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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줄기버섯파리(신칭) Phytosciara procera에 의한 피해 실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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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inseng stem fungus gnat, Phytosciara procera, is reported as a ginseng pest for the first time. It is new to sci-
ence that a member of the family Sciaridae is a ginseng pest. In our observation, larvae of the gnat can penetrate the stem
of ginseng, and then they make a shaft in shoot and root. Number of adults captured by yellow sticky traps were peaked in
twice, from late July to early August and from late August to early September. In a ginseng field, 29.7% of ginseng dam-
aged by Phytosciara procera is also infected by bacterial disease caused by Erwinia carotobora. However, there is a pos-
sibility on environmental-friendly control, as a result of decreasing effect of damage over 85% when remaining a part of
berry on peduncle than tatally r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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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은 고온에 약한 반음지성 식물로서, 비교적 일정한 온

도를 유지하기 위해 해가림 시설을 하여 4~6년간의 재배기

간 동안 한 곳에서 재배한다. 이와 같은 재배 특성으로 인해

일단 해충이 발생하면 방제하기가 다른 작물에 비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3종의 곤충류가 인삼에 발생하

는 해충으로 기록되어 있으며,1) 1993년 경기도 용인에서 인

삼 줄기에 굴을 파고 들어가는 파리류가 발생하여 포지 내

25%의 인삼에 피해를 준 바 있다.2) 당시 채집한 유충이 사

멸하여 동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습성을 고려

하여 줄기굴파리로 명명하였으며, 본 논문을 통해 보고하는

인삼줄기버섯파리(Phytosciara procera)와 같은 종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유사한 피해발생이 나타나지 않다가, 2005년

경기도 파주의 6년생 포지 5개소에서 피해가 다시 발생하였고,

이듬해인 2007년에도 6년생 포지 2개소에서 피해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삼재배 농업인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지만, 인삼

줄기버섯파리 유충은 식물의 내부 조직을 가해하기 때문에 피

해초기에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어렵고 피해에 대한 사전예찰

이나 방제가 까다롭다. 또한 인삼줄기버섯파리는 주로 5, 6년

근의 수확시기에 발생하여 약제방제가 곤란하여, 대발생할 경

우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성충의 간이예

찰3)을 통한 줄기버섯파리의 발생을 파악하여 지금까지 조사된

피해증상과 경종적 방제 방법을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인삼줄기버섯파리 채집 및 동정

2007년 5월, 경기도 파주의 6년생 인삼포장에서 전년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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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포지의 고죽 내에 월동하고 있는 유충을 채집하여, 실온에

서 성충으로 우화시켜 동정하였다. 동정 작업은 본 논문의 저

자 중 한 사람인 국립식물검역원의 이흥식 박사가 담당하였

으며, 시맥, 뒷다리 종아리마디, 수컷 생식기의 광학현미경 상

의 미세 형질을 이용하여 동정하였다.4,5)

2. 인삼줄기버섯파리의 연중 발생 상황 조사

3개 시군 6개 포지에서 인삼줄기버섯파리의 연중 발생 상황

을 조사하였다. 강원도 영월과 철원의 조사지점은 각각 6년생

포지 1곳과 2곳이었는데, 영월에서는 2006년에, 철원에서는

2007년에 인삼줄기버섯파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기

도 파주의 조사지점은 6년생 포지 1곳으로 2006년부터 2007

년까지 인삼줄기버섯파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충청북

도 괴산의 조사지점은 6년생 포지와 5년생 포지 각각 1곳이

었는데, 6년생 포지에는 2006년에 5년생 포지에는 2007년에

인삼줄기버섯파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각 조사지점 별로 6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10일 간격

으로 피해포지의 해가림 시설내에 노란색 끈끈이 평판트랩

(25×15 cm, (주)그린아그로텍)을 설치하여 채집된 성충의 평

균 개체수를 조사하였다.

3. 인삼줄기버섯파리의 피해 실태 조사

상기 6개 지점 중에서 강원도 철원의 6년생 포지 2곳, 경

기도 파주의 6년생 포지 1곳, 충청북도 괴산의 5년생 포지 1

곳에서 시기별 피해 증상과 피해율을 조사하였다. 또한 피해

포지에서 줄기를 수집하여 인삼줄기버섯파리와 줄기속무름병

과의 발병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4. 경종적 처리에 의한 인삼줄기버섯파리 피해율 변화

2007년 피해가 발생한 포지 중에서, 철원 6년생 포지에서

는 6월 초순에 화경을 제거하고 열매를 일부 남기고, 파주 6

년생 포지에서는 5월 하순 화경을 제거하고 열매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피해율 변화를 비교하여 경종적 방법을 통해 인

삼줄기버섯파리의 방제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인삼줄기버섯파리의 분류학적 위치

인삼 줄기를 파고들어 가해하는 파리를 우화시켜 검경한 결과,

Phytosciara procera로 동정되었다. 이 종의 분류학적 위치는 파리

목(Order Diptera), 버섯파리상과(Superfamily Mycetophiloidea),

검정날개버섯파리과(Family Sciaridae)에 속하며, 국내 미기록

종이며, 인삼의 줄기를 파고드는 생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인

삼줄기버섯파리(신칭)로 부르고자 한다. 인삼줄기버섯파리는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생리, 생태적 연구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은 해충이며, 인삼을 가해하는 사실도 이번 연구를

통해 최초로 확인되었다. Phytosciara속에는 식물체를 가해할

수 있는 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인삼을 가해하는 종이 확인된 것도 역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인삼줄기버섯파리의 외형과 시맥,

수컷 생식기, 뒷다리 종아리마디의 미세 형질은 사진에서 보

는 바와 같지만(Fig. 1), 미세 형태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근연종을 포함한 인삼줄기버섯파리에 대한 분류학적 연

구가 본 논문의 저자 일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Fig. 1. Morphological features of Phytosciara procera (Winnertz). (A) Adult, (B) Male genitalia, (C) Inner apex of fore tibia, (D) 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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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삼줄기버섯파리의 연중 발생 상황 조사

황색점착트랩을 이용하여 인삼줄기버섯파리의 연중 발생 상

황을 조사한 결과,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사이, 8월 하순에

서 9월 상순 사이에 발생량이 많았다(Fig. 2). 포지 내에서

시기별 피해증상을 조사한 결과, 5월 초순부터 성충의 출현이

확인되었으며,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사이에 인삼 줄기에 침

입하여 피해를 주기 시작한다. 인삼줄기버섯파리의 유충이 줄

기 내부에 갱도를 파고 인삼 줄기를 가해하는 것이 관찰되었

다. 그리고 8월 하순경에는 고사한 피해줄기의 상면 약 2 cm

부위에 성충이 갉아서 형성된 직경 5 mm 정도의 틈새가 관

찰되었으며, 우화 성충이 고죽 안에서 외부로 탈출할 때 이

틈새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 원주의 6년생 포지

에서 잔류농약 분석용으로 채굴된 인삼뿌리에서 갱도를 형성

하고 가해하는 유충이 관찰되어, 인삼의 지상부 뿐 아니라 지

하부를 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하부에서 월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Fig. 3). 

인삼줄기버섯파리가 발생하는 시기에 Erwinia carotobora에

의한 줄기속무름병 또한 발생하는데, 줄기속무름병의 발생이

이들 해충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강

원도 철원의 5년생 포지에서 인삼줄기버섯파리 피해줄기 56점

을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줄기버섯파리의 피해만 단독

으로 발생한 피해주율은 70.3%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피해줄기

에서는 인삼줄기버섯파리 유충의 가해흔적과 줄기속무름병이

동시에 나타났다(Fig. 4). 인삼줄기버섯파리와 E. carotobora에

의한 줄기속무름병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에는, 줄기 내 심한

연부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뿌리까지 썩는 것이 관찰되

었다(Fig. 5). 인삼줄기버섯파리에 의한 식물체의 상처가 줄기

속무름병의 발생과 피해 확산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3. 인삼줄기버섯파리의 경종적 방제 가능성 검토

화경제거 시기 및 열매 일부 잔존 개체 비율이 서로 다른

철원 6년생 2개 포지와 파주 6년생 1개 포지에서, 6월 하순

부터 8월 하순까지 피해주율을 경시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

과 열매 일부를 잔존처리하는 경종적 방제가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5월 하순에 주화경을 5 cm 이상 남겨두고 제거

하고, 주화경 제거 시에 소화경에 생성된 일부 열매를 제거하

지 않고 생육시키면, 화경이 고사되지 않고 건전하게 유지되

어 줄기버섯파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월 초순에 화경을 제거한 경우, 화경이 쉽게 고사한 개체에

서 줄기버섯파리의 피해가 많이 관찰되었다. 인삼줄기버섯파

Fig. 2. Number of Phytosciara procera adults captured by yellow
sticky traps in ginseng fields, 2007.

Fig. 3. Damage characteristics of ginseng by Phytosciara procera.
(A) stem, (B) old stem, (C) root.

Fig. 4. Secondary infection of ginseng stem caused by Erwinia
carotobora (Bacterial soft rot). PS : Phytosciara procera,
BSR : Bacterial soft rot.

Fig. 5. Secondary infection of ginseng caused by Erwinia carotobora.
A: stem, B: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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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유충이 실을 토해 화경받침의 피해부위를 철하고, 줄기

내부에 갱도를 형성하여 피해를 주는 것이 관찰되었다. 화경

을 제거하면서 열매를 일부잔존 시킨 철원 6년생 2개포지는

피해주율이 각각 0.5, 2%로 비교적 피해가 적었으나, 열매를

완전히 제거한 파주 6년생 포지에서는 피해주율이 14.5%로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Fig. 6).

4. 종합 고찰

본 연구를 통해서 인삼에 줄기를 파고 가해하는 파리류가

인삼줄기버섯파리로 동정이 되었다. 이 해충은 인삼을 직접

가해하고 상처를 내는 것은 물론, 세균에 의한 2차적인 피해

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삼줄기버섯파리의 피해는 5, 6년생의 고년생

인삼에 나타나기 때문에 화학적 방제가 곤란한 실정이며, 그

대안으로 화경제거 시 일부 열매를 잔존시키는 경종적 방제

법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식물체 유래 살충물질

을 이용하거나, 생물학적 방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인공사육법을 개발하는 등 기초적인 시험 연구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요 약

최근 2005년 파주 6년생 포지를 시작으로 철원, 영월, 괴

산 등지에서 정체불명의 해충이 인삼 줄기 속을 파고들어 피

해를 주는 현상이 빈번하여, 해당 해충을 채집하여 동정한 결

과 국내 미기록종인 Phytosciara procera(신칭: 인삼줄기버섯

파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해충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처

음으로 인삼 해충으로 기록되는 종이며, 검정날개버섯파리과

(Sciaridae) 곤충 중에서 인삼 해충이 확인된 것도 세계 최초

이다. 인삼줄기버섯파리에 의한 피해로 추정되는 증상은 1993

년 경기도 용인의 6년생 인삼 포지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피해주율이 25%에 이르고 경작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

실을 입었지만, 명확한 동정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피해 실태

도 정확히 밝히지 못했었다. 인삼줄기버섯파리는 인삼의 화경,

줄기 부분에서 산란하며, 유충이 줄기 내부를 파고 섭식하여

고사시키는 해충인데, 인삼줄기버섯파리가 만든 상처는 세균

의 2차 감염 통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줄기

속무름병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인삼줄기

버섯파리 성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두 차례로 7월 하순

부터 8월 상순 사이와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 사이로 조사

되었다. 인삼의 화경제거시 열매를 잔존시켜 건전한 형태로

남겨두거나 피해줄기를 조기에 제거하는 등의 경종적 방제를

이용하면, 인삼줄기버섯파리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이 해충에 대한 생리,

생태 연구가 미흡한 만큼 기초 조사와 방제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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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remaining a part of berry on control of ginseng
damage by Phytosciara proce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