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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의 유기장소별 부패진행에 따른 발생 파리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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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insect visitors was different depending on decomposition stage, dipterans occurred on chicken carcasses 

depending on postmortem intervals were compared by abandoned sites and decomposition from a serial study on arthropod occurrence

from carcasses as forensic indicator. Species occurrence and decomposition of carcass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abandoned sites 

(forest hill, open field, stream, greenhouse and roof), seasons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and situation (burying and non-burying). 

Development of carcass decomposition was faster at all sites in summer, carcass in greenhouse in winter, and unburied carcasses. Although

visiting time of blow flies (Calliphoridae) (Phaenicia sericata, Lucilia illustris, Lucilia sp., Chrysomyia pinguis, and Chrysomyia megacephala)

was different depending on abandoned season, their adults were generally collected from carcasses within 2 days. However, there were 

no visited flies at fresh stage of buried carcasses. The flesh flies (Sarcophagidae) were collected from all sites and seasons, and much faster

from unburied carcasses than buried carcasses. Those were collected earlier from carcasses in greenhouse than other sites and occurrence

was also shorter. In greenhouse, occurrence time of flesh fli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season; spring and summer - from fresh to 

active decay stage, fall - fresh to active decay stage, and winter - advanced decay to remains stage. Calliphora lata, Tricerotopyga 

calliphoroides, and Aldrichana grahami were dominant species and occurrences were different from other flies. These flies were active 

mainly from fresh to active stage. Larvae of sarcophagid flies were occurred earlier than those of calliphorid flies on buried carc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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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체의 부패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곤충은 차이가 있다. 본 결과는 사체의 유기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절족동물의 종류를 법의학적으로 

활용하고자 유기 가능성이 높은 여러 장소에서 수행한 일련의 연구 중 부패단계를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몇몇 장소에서 사체의 부패단계

에 따라 발생하였던 파리류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부패단계에 따라 발생한 파리류는 유기장소(야산, 들판, 하천, 온실, 옥상)와 유기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및 사체의 매장 유무에 따라 부패의 진행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체의 부패는 여름에 가장 빨리 진행되었으

며 겨울철 온실에서 유기한 사체는 다른 장소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었다. 그리고 매장한 사체에 비하여 노출되었던 사체의 부패가 빨리 진행

되었다. 모든 유기장소에서 노출처리된 사체의 부패초기 단계인 신선기(fresh stage)에 발생한 파리류는 구리금파리(Phaenicia sericata)와 연

두금파리(Lucilia illustris), Lucilia sp., 큰검정빰금파리(Chrysomyia pinguis), 검정빰금파리(C. megacephala) 등 검정파리과(Calliphoridae)로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2일 이내에 성충이 사체를 찾아 들었다. 반면 매장처리에서는 신선기에 사체를 찾아드는 파리가 

없었다. 쉬파리과(Sarcophagidae) 파리들은 유기 장소와 시기에 관계없이 사체에 유인되었으나 매장처리에 비하여 노출처리에 빨리 유인되

었다. 또한 쉬파리과 파리는 온실에 유기한 사체에 더 빨리 유인되었으며 발생하는 시간도 짧았다. 온실에서 봄과 여름에는 신선기(fresh)에서

부패활성기(active decay) 사이에 유인되었으나 가을에는 신선기에서 부패진전기(advanced decay) 사이에 유인되었고, 겨울에는 부패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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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advanced decay)와 유지기(remains) 사이에 유인되어 계절에 따른 부패단계에서도 발생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었다. 큰검정파리와 두꼬

리검정파리, 털검정파리는 봄과 겨울에 유기한 사체에 발생하는 우점종으로 fresh～active decay 단계에 주로 발생하여 활동시기가 다른 종

과는 차이를 보였다. 매장된 사체에서는 검정파리과 유충보다는 쉬파리과 유충들이 먼저 출현하였다.

검색어: 법의학 곤충, 파리류, 신선기, 팽창기, 부패 활성기, 부패 진전기, 유지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 및 공간 다양성을 가진 곤충은 여

러 가지 생태적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Park et al., 2001). 그 

중 시식성 곤충은 소비자와 분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

한 종류들이 사체를 유기한 직 후부터 부패가 끝날 때까지 발견

된다. 이들 곤충은 특정한 환경 하에서의 성장률 등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건해결의 단서가 된다(Benecke, 1998). 예를 들면 

범죄 현장근처에 서식하는 곤충에 물린 자국으로 용의자가 현

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연결시킬 수 있고(Prichard et al., 1986; 

Webb et al., 1983), 사체가 심하게 부패하거나 뼈만 남아 있더

라도 후에 발견되는 곤충을 분석하여 증거를 얻을 수도 있다

(Nuorteva, 1977; Lord et al, 1994; Beyer et al., 1980). 그 중 법

의학 곤충학자들이 중요하게 취급하는 종류는 파리류이다.  그

리고 사체의 부패속도는 지역과 계절, 장소에 따라 다르다

(Keh, 1985; Early and Goff, 1986). Robert et al. (1990)은 사체

의 부패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온도, 습도, 건조상태, 강

수량, 토양산도, 사체의 외상, 곤충들의 접근 용이성, 매장의 깊

이, 육식동물과 설치동물의 활동, 사체의 크기와 무게, 사체가 

놓여 진 곳의 표면상태, 의복, 방부처리 등을 들고 있다. 

법의학 곤충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많은 논문이 발표되

었다(Vincent et al., 198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oon (1994, 

1996), Moon & Kajii (1997) 등의 단편적인 연구들만 있을 뿐 

다양한 유기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사체유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절족동물들의 종

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의 일부이다. 즉, 기존에 발

표한 사체 유기 전후에 발생하는 파리류의 종 구성 비교(Lim et 

al., 2009)와 비곤충 절지동물의 종 구성 비교(Lim et al., 2011)

에 이은 3번째 논문으로 사체의 유기장소, 유기시기, 유기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체의 부패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파리의 종류들을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재료 및 방법

Lim et al.(2009, 2011)이 조사를 수행하였던 여러 장소들 중 

야산, 들판, 하천, 온실, 옥상 등에 유기한 사체의 부패단계에 따

라 발생한 파리류를 조사·비교하였다. 2009년과 2011년의 Lim 

et al.의 논문에서는 각각 사체를 유기한 장소에서 유기전과 후

에 발생하였던 파리의 종류와 절족동물들을 비교·분석하였던 

반면, 본 논문에서는 법의학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체의 부패단계에 따른 발생 파리의 종류를 비교·분석하였다.

사체의 유기장소와 유기방법 및 조사 시기

실험에 사용한 닭(Gallius domesticus)은 브로일러(Broiler) 

계통이었고 무게는 0.8～2 kg이었다. 그리고 칼로 목만 벤 후 

사람의 피부와 유사하게 하기 위해 원형 그대로 깃털만 뽑아 사

용하였다. 

야산과 들판에서는 매장과 비매장(노출) 처리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그리고 유기한 계절에 관계없이 파리가 찾아오지 

않을 때까지 조사하였다. 

사체의 노출과 매장유기 처리에서 노출그룹은 땅을 가로 50 × 

세로 40 cm 직사각형으로 고른 후 사체를 놓고는 고양이 등 다른 

동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가로 40 × 세로 32 cm의 철망을 

덮었으며 말뚝으로 고정시켰다. 매장은 노출로부터 수평방향으

로 약 15 m 떨어진 곳에 가로 50 × 세로 40 × 깊이 40 cm에 사체

를 묻었으며 위와 같이 가로 40 × 세로 32 cm의 철망을 덮고는 말

뚝으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가을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을 유기사체에서의 조사는 사체를 9월 28일 유기한 다음 

노출 처리는 12월 23일까지, 매장 처리에서는 다음 해 3월 8일

까지 조사하였다. 

겨울 유기사체에서의 조사는 노출 처리에서는 사체를 1월 

13일 유기한 다음 5월 17일까지 하였으며, 매장 처리에서는 12

월 22일 처리 한 다음 이듬해 5월 17일까지 조사하였다. 

봄철 유기사체에서의 조사는 사체를 5월 17일 유기한 다음 7

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여름 유기사체에서의 조사는 사체를 7

월 23일 유기한 다음 9월 27일까지 하였다. 

들판에서의 조사도 야산에서의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기에 수행하였다. 

하천에서의 조사는 사체를 잡초가 무성한 하천 가장자리에 

유기한 후 노출그룹만 가을부터 수행하였다. 처리 및 조사 시기

는 야산 조사의 노출 처리 시기와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온실에서의 조사도 야산과 들판의 노출그룹처럼 가로 50 × 

세로 40 cm로 땅을 고른 후 다른 동물에 의한 손실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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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pterans occurred on chicken carcasses depending on abandoned sites

Scientific name Korean name
Site

*

Forest Field Bank Greenhouse Roof

Family Calliphoridae 검정파리과

 Phaenicia sericata 구리금파리 + + + + +

 Lucilia illustris 연두금파리 + + + + +

 Lucilia caesar 금파리 + - - - -

 Lucilia ampullacea 푸른등금파리 + - - - -

 Lucilia sp. 금파리속 + + + + +

 Calliphora lata 큰검정파리 + + + + +

 Calliphora vicina 붉은뺨검정파리 - - - - +

 Triceratopyga calliphoroides 두꼬리검정파리 + + + + -

 Aldrichuna grahami 털검정파리 + + + + +

 Chrysomyia pinguis 큰검정뺨금파리 + + + + +

 Chrysomyia megacephala 검정뺨금파리 + + + + +

Family Muscidae 집파리과

 Ophyra leucostoma 털깜장파리 + + - + +

 Ophyra nigra 산깜장파리 - + + - +

 Hydrotaea dentipes 혹다리꽃파리 - + + + +

 Muscina pascuorum 왕큰집파리 + - - - -

 Muscina stabulans 큰집파리 - + + + +

 Muscina angustifrona 붉은종아리큰집파리 + + + - -

 Musca domestica 집파리 + + + + +

가로 40 × 세로 32 cm의 철망을 덮고는 말뚝으로 고정시켰다. 

노출그룹만 두고 가을부터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기간은 다

른 지역의 노출 처리와 같은 기간이었다. 

옥상에서의 조사는 노출그룹만 두었고, 가을부터 조사하였

으며 조사기간은 다른 지역의 노출 처리와 같은 기간이었다. 

 

부패단계에 따른 조사 

사체의 부패는 계절이나 지역, 장소, 매장 조건 등에 따라 다

르게 진행된다. 그리고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Fresh 단

계는 형태학적으로 변화가 없고(Spitz and Fisher, 1973) 악취

도 나지 않는다(Burton, 1977; Schleyer, 1963). Bloated 단계는 

가스가 축적되어 팽창(Smith, 1986)되면서 심한 악취가 나며 

사체가 수축하면서 끝나게 된다(Payne, 1965). Active decay 단

계는 많은 유충의 활동으로 강한 악취가 나고 부패로 인해 축축

한 상태가 되며(Anderson and Van Laerhoven, 1996), 유충의 

활동으로 피부에 구멍이 뚫리면서 색깔도 약간 검게 변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Centeno et al. (2002)이 구분한 5단계를 우

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부만 변형시켜 적용하였다. 즉, 부패단계

를 (1) fresh stage(신선기), (2) bloated stage(팽창기), (3) active 

decay stage(부패 활성기), (4) advanced decay stage(부패 진전

기), (5) remains stage(유지기)로 나누었고, 부패단계에 따라 채

집된 파리는 계절과 장소 및 매장과 노출에 따라 구분하였다.

사체에 유인된 파리의 조사는 부패단계에 따라 그 횟수를 달

리하여 조사하였다. 즉, 사체가 신선한 상태로 팽창하는 단계

(fresh, bloated stage) 때는 1일에 2회, 가스가 빠지고 부패가 왕

성한 단계(active decay stage) 때는 1일에 1회, 일부의 살과 껍

질이 남는 단계(advanced decay stage) 때는 2일에 1회, 껍질이

나 뼈만 남는 단계(remains stage) 때는 3～4일에 1회씩 조사하

였다. 노출 사체에 유인된 파리를 조사할 때는 가로 50 × 세로 

40 cm 직사각형 안에서만 사체 내 또는 밑, 흙 속에 있던 종만 

채집하였고 주위에 있던 종들은 무시하였다. 유충이나 번데기

는 살균수를 적신 여과지(Whatman #2) 두 장이 깔린 직경 9 cm

의 페트리 디쉬에 넣어 25℃ 항온기에 보관하면서 성충으로 우

화시켰다. 채집된 종들은 건조표본을 만들어 각종 도감류와 논

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류․동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야산에 유기한 사체의 부패단계에 따른 발생 파리류

야산 등 조사지역에 유기한 사체에서 발견된 파리류는 Table 

1과 같았으며 야산에 유기한 사체에서 계절과 사체의 부패단계

에 따라 채집된 파리류는 Fig. 1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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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pterans occurred on chicken carcasses depending on abandoned sites (Continued)

Scientific name Korean name
Site

*

Forest Field Bank Greenhouse Roof

 Limophora sp.   - + + + -

 Fannia prisca 검정딸집파리 + - - - -

 Fannia sp.   + - - - -

 Lispe orientalis 물파리 - - + - -

Family Sarcophagidae 쉬파리과

 Parasarcophaga similis 곱슬털쉬파리 + + + - +

 Parasarcophaga albiceps 흰목덜미쉬파리 + - + + -

 Parasarcophaga harpax 풀쉬파리 - + - + +

 Parasarcophaga crassipalpis 붉은볼기쉬파리 - - - - +

 Helicophagella melanura 검정볼기쉬파리 - + - + -

 Boettcherisca peregrina 떠돌이쉬파리 + + + + +

 Pierretia kayaensis 가야쉬파리 + - - - -

 Takanoa hakusana 관음쉬파리 - - - - +

Family Anthomyiidae 꽃파리과

 Anthomyia illocata 검정띠꽃파리 + - - - +

Family Tachinidae 기생파리과

 Unidentified
**

+ - - - -

Family Phoridae 벼룩파리과 + + + + +

 Megaselia scalaris
u

+ - + - -

Family Heleomyzidae 가시날개파리과

 Unidentified + + + - -

Family Sciaridae 검정날개버섯파리과

 Sciara sp. - - + - +

Family Bibionidae 털파리과

 Bibio sp. + - - + -

Family Sepsidae 꼭지파리과

 Unidentified + + + + -

Family Drosophilidae 초파리과

 Drosophila sp. + + + + +

Family Stratiomyidae 동애등애과

 Hermetia illucens + - - - -

 Ptecticus tenebrifer 동애등애 + + + + -

Family Sphaeroceridae 애기똥파리과

 Copromyza sp. + + + + -

 Leptocera sp. + + + + +

Family Chironomidae 깔따구과

 Unidentified - - - - +

Family Culicidae 모기과

 Unidentified + - - + -

Family Tipulidae 각다귀과

 Unidentified - + + + -

Family Piophilidae

 Piophila casei
**

- - - + -

Family Asilidae 파리매과

 Promachus yesonicus 파리매 - - - + -

Total species/families 33/13 27/10 28/11 28/12 24/9

u

; Unrecorded species, *Forest; Forest hill, Field; Open field, S; Stream bank, **Larvae.
This table was reformed from Lim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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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ccessional pattern of forensic flies on chicken carcasses in forest hill in fall (A), winter (B), spring (C), and summer (D).

가을에 유기한 사체에서의 fresh단계에서부터 remains 단계

까지 노출처리에서는 87일 동안, 매장처리에서는 162일 동안 

조사하였다(Fig. 1A). 노출된 사체에 유인된 파리들 중 구리금

파리(Phaenicia sericata)와 Lucilia sp., 연두금파리(Lucilia 

illustris), 큰검정뺨금파리(Chrysomyia pinguis), 검정뺨금파리

(C. megacephala)의 성충들은 1～7일째 fresh～active decay 

단계에서 채집되었는데, 이들은 사체를 유기한지 약 5분 만에 

찾아들었고 1일 이내에 성충들이 채집되었다. 그러나 알과 유

충은 관찰되지 않았다. 사체 유기 2일 후에는 목 부위와 날개 밑 

부분에서 다량의 알과 갓 부화한 유충들이 발견되었다. 유충들

은 처음에 사체에서 섭식활동을 하다가 3령충이 되고서는 사체

를 탈출하여 흙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흙 속 30 cm 깊이와 사

체로부터 90 cm 떨어진 지점의 흙 속에서도 관찰되었다. 사체 

유기 12일 후 사체에서는 번데기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사체 아

래의 흙에서는 발견되었다. 그리고 우화 후에도 토양 속에서 계

속 발견되었다. 특히, 사체 유기 30일 후 채집된 번데기를 사육

한 결과, 구리금파리였다. 사체 유기 18일 후에는 큰검정뺨금

파리 성충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우화하였고, 우화는 30일째까

지 계속되었다. 

집파리류 성충은 현장에서 직접 채집할 수 없었으나 털깜장

파리의 유충은 사체 유기 30일에서 150일까지, 번데기는 190

일까지 채집되었다. 미동정된 쉬파리과 1마리가 첫날에 유인

되었으나 검정파리류에 비해서는 늦게 나타났다. 떠돌이쉬파

리 성충은 4～7일의 bloated 단계 말부터 active decay 단계까

지 채집되었는데, 8일째의 유충을 현장에서 채집하여 24℃의 

항온기에서 사육한 결과, 8일 후 번데기가 되었고 용화 5일 만

에 우화하여 유충에서 성충까지는 약 13일이 소요되었다. 그리

고 미동정 Drosophila sp. 초파리 1종은 1～7일째 fresh～

active decay 단계에서 채집이 되었다. 반면 각다귀과 성충은 

다른 종에 비해 훨씬 늦은 50～53일째까지 remains 단계에서

만 채집되었고, 모기류(Culicidae)는 사체를 유기한지 몇 시간

이 지나지 않아 1마리가 사체의 몸통에 붙어 있었다.

매장 처리에서는 노출에 비해 유인되는 파리의 성충 수가 적

었다. Lucilia sp.와 구리금파리 유충을 현장에서 각각 19일과 

22일째 active decay 단계에서 채집하여 24℃의 항온기에서 사

육한 결과, 우화까지 8일이 소요되었다. 큰검정뺨금파리 성충

은 사체 유기 8일째 발생하였다. 털깜장파리(Ophyra leucostoma)

와 왕큰집파리(Muscina pascuorum) 성충은 각각 17일과 50일

째 active～advanced decay 단계까지 채집되었는데, 50일째에 

채집된 성충은 우화한 성충이었거나 다시 유인되어 산란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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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성충으로 추정된다. 

목 부위가 진흙색을 띠는 8일째의 bloated 단계에서 떠돌이

쉬파리(Boettcherisca peregrina) 유충을 채집하여 24℃의 항

온기에서 사육한 결과, 16일째는 번데기가 되었고, 21일째에는 

우화하였다. 현장에서는 쉬파리류 번데기들이 22일에서 110일

째까지 계속 관찰되었다.

기생파리과 유충들은 사체가 있던 토양 속에서 30일째의 

active decay 단계와 110～128일째의 advanced decay 단계, 그

리고 remains 단계에 채집되었다. 애기똥파리과의 Leptocera sp. 

성충은 36일째에 관찰되었는데, 노출처리에서는 전혀 발견되

지 않았다.

겨울에 유기한 사체에서 노출은 125일 동안, 매장은 147일 

동안 조사한 결과는 Fig. 1B와 같았다.

겨울철에 유기한 사체는 다른 계절에 비해 부패 속도가 늦었

고, 파리류가 찾아오는 시기도 늦었다. 흥미로운 것은 가을철에 

유기된 닭의 사체에서 볼 수 없었던 큰검정파리(Calliphora 

lata) 성충이 5～43일째의 fresh～active decay 단계의 노출에

서만 발생하였다. 그리고 active decay 단계인 28일과 33일째는 

현장에서 알이 관찰되었다. 현장에서 28일째의 알은 부화하지 

못하였다. 33일째에는 큰검정파리와 털검정파리(Aldrichuna 

grahami)의 알이 관찰되었는데, 41일째는 현장에서 이들이 부

화되어 알에서 유충까지 9일이 소요됨을 알 수 있었으며 다른 

계절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붉은종아리큰집파리

(Muscina angustifrona) 성충은 노출에서 30～56일째의 active～

advanced decay 단계까지, 매장에서는 이보다 늦은 81일째의 

advanced decay 단계에서 채집되어 이들은 active～advance 

decay 단계까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충은 113

일째의 advanced decay 단계에 관찰되었다. 그리고 쉬파리류 

성충은 105일째, 유충은 127일째 현장에서 채집되었다. 83일째

에는 가야쉬파리(Pierretia kayaensis) 성충이 채집되었다.

벼룩파리과는 노출에서 8～56일째의 fresh～advanced decay 

단계까지 채집되었고, 매장에서는 43～239일째의 bloated～

remains 단계까지 채집되었다. 검정날개버섯파리과의 Sciara 

sp.는 노출에서 24～58일째의 bloated～advanced decay 단계, 

꼭지파리과(Sepsidae)는 노출에서 40～71일째의 active deca

y～remains 단계까지 채집되었고, 매장에서는 91일째에 채집

되었다. 애기똥파리과의 Copromyza sp.는 노출에서 56～107

일째까지의 advanced decay～remains 단계까지 채집되었다. 

각다귀류는 노출에서 58～80일째까지 계속 채집되었다. 반면, 

털파리과의 Bibio sp.는 매장에서만 115일째에 채집되었다.

봄철에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후 노출과 매장에서의 fresh～

remains 단계까지 64일 동안 조사한 결과는 Fig. 1C와 같았다. 

봄철에 유기한 사체에서는 겨울철 조사에서 볼 수 없었던 구리

금파리와 연두금파리, 푸른등금파리(Lucilia ampullacea) , 

Lucilia sp., 털검정파리, 큰검정파리 등 검정파리류 성충이 1～

6일째의 fresh～active decay 단계까지 채집되었지만 큰검정파

리는 2일째에 채집이 되었다. 알은 1～2일째 좌측 날개 밑과 

목, 다리사이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발견되었고, 2일째는 날개 밑

에서 부화한 유충이 발견되었다. 집파리류의 털깜장파리, 붉은

종아리큰집파리, 검정딸집파리(Fannia prisca) 성충은 4～6일

째의 bloated～active decay 단계에서 채집되었고, 꽃파리과의 

검정띠꽃파리(Anthomyia illocata) 성충은 노출에서 1일째, 매

장에서는 12일 후에 관찰되어 유인되는 시기가 조건에 따라 달

랐다. 

노출에서 곱슬털쉬파리(Parasarcophaga similis) 성충은 3

일째 bloated 단계에서 채집되었다. 매장에서는 흰목덜미쉬파

리(P. albiceps)와 떠돌이쉬파리 성충이 12일째 active decay 단

계에서, 유충은 8일째, 번데기는 23일째와  64일째에 관찰되는 

등 불규칙하였다. 벼룩파리과 성충은 노출에서 8～12일째 

active～advanced decay 단계, 매장에서는 14～37일째 active 

decay～remains 단계까지 채집되었다. 그리고 애기똥파리과

의 Leptocera sp. 성충은 노출에서 15～23일째에, 매장에서는 

17～31일째까지 연속해서 발생하였다.

여름철에 유기한 사체의 fresh～remains 단계까지 67일 동

안 조사한 결과는 Fig. 1D와 같았다. 다른 계절에 비해 부패속

도가 빨랐던 여름철은 노출에서 구리금파리와 푸른등금파리, 

Lucilia sp., 큰검정뺨금파리 성충이 1～6일째 fresh～active 

decay 단계까지 발생하였다. 알은 1～2일째 사체 아래에서 관

찰되었고, 유충은 2일째에 처음 부화하여 4일째는 몸 색깔이 약

간 황색을 띠면서 행동이 둔해지다가 7일째 첫 번데기가 흙 속

에서 채집되었다. 우화성충은 12일째 현장에서 관찰되어 알에

서 번데기까지 12일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7일 이후에도 번데

기들은 계속 관찰되었는데, 15일째와 20일째 번데기를 채집하

여 30℃에서 사육한 결과 연두금파리와 금파리 성충이었다.

매장에서는 6일째에 처음 파리의 유충이 관찰된 후, 12일째

에는 첫 번데기가 관찰되었다. 집파리(Musca domestica) 성충

은 매장에서 5～6일째 active decay 단계에 채집되었고, 곱슬

털쉬파리 성충은 노출에서 7일째, 매장에서는 22일째 active 

decay 단계에 채집된 반면, 떠돌이쉬파리 성충은 노출에서 

2～3일째 날 bloated 단계에서만 채집되었다. 매장에서 채집

된 벼룩파리과는 4～28일째 bloated～remains 단계, 그리고 

다른 계절에는 채집되지 않았던 동애등애과의 Hermetia 

illucens와 동애등애(Ptecticus tenebrifer) 성충이 5일째에 채

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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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ccessional pattern of forensic flies on chicken carcasses in open field in fall (A), winter (B), spring (C), and summer (D).

들판에 유기한 사체의 부패단계에 따른 발생 파리류

가을철 들판에 유기한 사체에서 fresh～remains 단계까지

(노출에서는 87일, 매장에서는 162일) 조사한 파리류는 Fig. 2A

와 같았다.

노출처리에서 검정파리류의 구리금파리와 연두금파리, 

Lucilia sp., 큰검정뺨금파리, 검정뺨금파리 성충 등이 1～6일

째 fresh～active decay 단계에 몸통과 목 부위, 사체 밑 부분에

서 채집되었다. 알과 유충은 2일째에 목과 날개 밑에서 관찰되

었고, 6일째에는 다리부분을 제외하고는 1～2령충이 몸 전체

에서 발견되었다. 9일째에는 첫 번데기가 관찰되었다. 사체 유

기 16일째 큰검정뺨금파리가 현장에서 우화하여 23일까지 계

속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파리의 발육은 여름에 비해 4일이 

더 소요되었다. 그리고 16일째 흙 속에서 채집된 번데기를 사육

한 결과 큰검정뺨금파리였다.

털깜장파리와 집파리 성충은 6일째 active decay 단계에서 

발견되었는데, 털깜장파리 유충은 22일 후 채집되었다. 떠돌이

쉬파리 성충은 노출에서 2～8일째 fresh～advanced decay 단

계까지 채집된 반면, 매장에서는 가스가 차고 악취가 심한 8일

째에 사체가 묻힌 흙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채집되었다. 그리고 

16～17일째 다시 발생하여 59일까지 발견되었다. 또한 곱슬털

쉬파리 성충이 16일째 active decay 단계에 채집되어 이들 쉬파

리류 성충은 fresh～active decay 단계에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초파리과의 Drosophila sp. 성충은 노출에서 fresh～

remains 단계인 2～22일째까지, 애기똥파리과의 Copromyza 

sp. 성충은 노출에서 71～87일째에 발생하였지만 매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애기똥파리과의 Leptocera sp. 성충이 30～

47일째의 advanced decay 단계에서 채집되었다.

겨울철에 사체를 들판에 유기한 후 fresh～remains 단계까

지(노출은 135일, 매장은 147일) 조사한 결과는 Fig. 2B와 같았

다. 사체 유기 시 주위에 얼음이 있었으나 햇빛을 차단시키는 

주변 장애물이 없어 다른 장소에 비해 따뜻한 편이었고, 20일째

는 눈이 내렸다. 알은 52일째와 58일째 두 번 관찰되었고, 53일

째 유충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길이는 약 1.60 mm 였다. 79

일째 첫 번데기가 출현하여 107일째 우화하였다. 85일째 현장

에서 번데기를 채집하여 사육한 결과, 큰검정파리였다. 현장에

서 검정파리류 성충 중 가장 먼저 유인된 종은 큰검정파리로 3

8～45일째 bloated 단계에 채집되었고, 두꼬리검정파리

(Triceratopyga calliphoroides) 성충은 45일째, Lucilia sp. 성

충은 109～127일째 remains 단계에서 채집되었다. 겨울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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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지 않는 종이 채집된 것은 사체를 유기하였던 계절은 겨

울이었지만 이들이 채집된 시기는 4월말부터 5월초 이었으므

로 부패단계보다는 계절적인 영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매장은 

28일째 약간의 부패액과 악취가 조금 났고, 눈이 녹아 사체가 

물에 장기간 잠겨 있었기 때문에 유충은 관찰할 수 없었다. 붉

은종아리큰집파리 성충은 노출에서 69일째에, 매장에서는 93

일째 active decay 단계에 발생하였고, 쉬파리 성충은 노출에서 

109일째 처음 발견되었으며, 127일째에는 검정볼기쉬파리

(Helicophagella melanura) 성충이 채집되었다. 

벼룩파리과 성충은 노출에서 13～107일째 fresh～remains 

단계, 매장에서는 이보다 늦은 100～117일째 active～advanced 

decay 단계에 채집되었고, 가시날개파리과 성충은 매장에서 

50～57일째 bloated 단계 초기, 꼭지파리과 성충은 노출에서만 

46～73일째 bloated～active decay 단계에 채집되었다. 애기

똥파리과의 Copromyza sp.는 노출에서 49～103일째 bloated～

remains 단계에, 매장에서는 57～79일 active decay 단계에 채

집되었고, Leptocera sp.는 노출에서 107일째, 매장에서는 10

1～117일째 active～advanced decay 단계, 각다귀는 매장에서 

57일째에 채집되었다.

봄철에 사체를 들판에 유기한 후 64일 동안 fresh～remains 

단계까지 조사한 파리류는 Fig. 2C와 같았다.

노출에서 구리금파리와 연두금파리, Lucilia sp., 큰검정파

리, 털검정파리 성충이 1～7일째 fresh～active decay 단계에 

채집되었다. 1～2일째에 구리금파리와 연두금파리의 알과 유

충이 날개 밑과 목에서 발견되었고, 5일째는 팽창된 몸통이 가

라앉으면서 검게 변색되었다. 25일째 번데기가 발견되었으나 

우화한 검정파리는 이보다 이틀 전에 먼저 발견되어 번데기의 

첫 출현 시기는 23일째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

었다. 혹다리꽃파리(Hydrotaea dentipes)와 산깜장파리(Ophyra 

nigra), 큰집파리(Muscina stabulans) 등의 성충은 3～7일째 

bloated～active decay 단계, 검정딸집파리 성충은 이보다 늦은 

12일째 advanced decay 단계에서 채집되었다. 매장에서는 검

정파리류와 집파리류가 채집되지 않았다.

노출에서 검정볼기쉬파리 성충이 4일째, 떠돌이쉬파리 성충

은 6～11일째 active～advanced decay 단계에 채집되었고, 유

충은 매장에서 곱슬털쉬파리와 풀쉬파리(P. harpax), 떠돌이쉬

파리가 8일째 bloated 단계에서 채집되었다. 떠돌이쉬파리와 

곱슬털쉬파리의 번데기는 각각 16일째와 19일째 채집되었고, 

그 후 22일부터 85일째까지 계속 번데기가 채집되었다.

여름철에 사체를 들판에 유기한 후 67일 동안 fresh～

remains단계까지 조사한 파리류는 Fig. 2D와 같았다. 

노출에서 구리금파리, 연두금파리, 금파리, Lucilia sp.의 성

충이 1～6일째 fresh～active decay 단계에서 채집되었다. 

Lucilia sp.와 연두금파리의 알과 유충은 2～3일째 배와 목, 날

개 밑에서 발견되었고, 4일째는 재산란한 것이 관찰되었다. 7

일째는 번데기가 목격되었고, 11～14일째는 우화한 것이 현장

에서 관찰되었지만 15일째에도 Lcilia sp.의 번데기가 채집되

었다. 집파리과의 털깜장파리 성충은 8일째 advanced decay 단

계에서, 유충은 22일째에 채집되었다.

노출에서 검정볼기쉬파리 성충은 2～7일째 bloated～active 

decay 단계, 곱슬털쉬파리 성충은 5～11일째 active decay～

remains 단계에 채집되었다. 떠돌이쉬파리 성충은 매장에서 11

일째, 번데기는 15일째에 채집되었다. 동애등애 성충은 5일째 

active decay 단계와 25일째 채집되었다. 25일째의 성충은 우화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천에 유기한 사체의 부패단계에 따른 발생 파리류

가을철에 사체를 하천에 유기하여 노출 조건에서만 87일 동

안 fresh～remains 단계까지 조사한 파리류는 Fig. 3A와 같았다. 

구리금파리, 연두금파리, Lucilia sp., 큰검정뺨금파리, 검정

뺨금파리 성충은 2～7일째 fresh～active decay 단계에서 채집

되었고, 2일째는 목 부위와 날개 밑에서 알과 유충이 많이 발견

되었다. 4일째에도 새로운 알이 산란되어 있었다. 11일째 사체

는 색깔이 검게 변하고 거의 껍질만 남았으며 사체 밑은 진물과 

함께 유충들이 많이 있었는데 번데기도 있었다. 16일째 첫 파리 

성충이 현장에서 발견되어 21～29일째까지 Lucilia sp.와 큰검

정뺨금파리 성충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집파리 성충은 5일째, 

떠돌이쉬파리 성충은 3일째 발생하였고, 초파리과 성충은 2～

7일째 bloated～active decay 단계, 애기똥파리과 Leptocera 

sp. 성충은 71～155일째, 각다귀과 성충은 50～53일째 사체에

서 계속 발견되었다.

겨울에 유기한 사체에서 fresh～remains 단계의 147일 동안 

발생한 파리류는 다른 계절에 비해 늦게까지 발견되었다(Fig. 

3B). 이 시기에는 검정파리류의 성충들이 규칙적으로 발견되

었다. 이들 중 털검정파리 성충은 65일째 active decay 단계에

서 처음 발생하여 121～133일째 advanced decay 단계까지 계

속 채집되었다. 알은 좌측 날개 윗부분에서 1일째 처음 발견되

었고, 113일째는 연두금파리 번데기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구

리금파리와 Lucilia sp., 두꼬리검정파리 성충들은 119～141일

째 advanced decay 단계까지 채집되었다. 큰집파리 성충은 141

일째 채집되었고, 곱슬털쉬파리 성충은 현장의 사체에 121일

째 유인되어 149일째에는 유충이 발견되었다. 벼룩파리과 성

충은 10～84일째 fresh～active decay 단계에서 채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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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ccessional pattern of forensic flies on chicken carcasses in stream bank in fall (A), winter (B), spring (C), and summer (D). 

가시날개파리과 성충은 사체에 일찍 찾아오는 종으로 2～3일

째 채집되었다. 검정날개버섯파리와 꼭지파리과는 각각 95일

째와 56～103일째 active decay 단계, 애기똥파리과 Copromyza 

sp. 성충은 95～129일째 active～advanced decay 단계, 각다귀

과 성충은 58～80일째까지 발견되었다.

봄철에 유기한 사체의 fresh～remains 단계 64일 동안 발생

한 파리류는 Fig. 3C와 같았다. 구리금파리와 연두금파리, 

Lucilia sp., 큰검정파리, 털검정파리 성충은 주로 fresh～active 

decay 단계인 1～6일째에 발견되었고, 1～2일째에는 연두금

파리와 구리금파리의 알이 발견되었으며 2일째에는 유충이 관

찰되었다. 현장에서 첫 우화한 파리는 23일째에 채집되었다. 

산깜장파리와 혹다리꽃파리, 큰집파리, 붉은종아리큰집파리, 

Limophora sp.의 성충 등 집파리류들은 4～6일 bloated～

active decay 단계에 발생하였고, 떠돌이쉬파리 성충은 5～6일

째 채집되었다.

fresh～remains 단계 67일 동안 여름에 유기한 사체에 발생

한 파리류는 구리금파리, 연두금파리, Lucilia sp., 큰검정뺨금

파리, 검정뺨금파리 등이었다. 검정파리류 성충들은 1～5일째 

fresh～active decay 단계에서 채집되었고, 알은 2～3일째, 유

충은 2일째부터 목과 날개, 머리 부분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D). 번데기는 7일째 사체가 놓여 진 흙 속에서 발견되어 

12일째는 현장에서 우화하였다. 집파리와 Limophora sp., 물파

리(Lispe orientalis) 등 집파리류 성충들은 1～6일째 fresh～

active decay 단계에 채집되었고, 쉬파리 성충은 1～6일째 

fresh～active decay 단계에, 떠돌이쉬파리와 곱슬털쉬파리, 흰

목덜미쉬파리 성충이 채집되었다. 그리고 동애등애 성충은 

6～9일째 active～advanced decay 단계에 채집되었다.

온실에 유기한 사체의 부패단계에 따른 발생 파리류

가을철 온실에 유기한 사체에서 관찰된 파리류는 Fig. 4A와 

같았다. 구리금파리와 연두금파리, Lucilia sp., 큰검정뺨금파

리, 검정뺨금파리 성충은 2～8일째 fresh～active decay 단계

에 발견되었다. 알은 2～5일째 날개 밑에서 관찰되었고, 4일째

는 부화유충이 출현하였다. 12일째는 번데기가 발견되었고, 2

2～27일째는 현장에서 성충들이 우화하였다. 그리고 이들 유

충과 번데기들은 110일이 지난 후에도 발견되었다. 특히, 온실

의 사체는 뼈만 남을 때까지 부패되지 않았고, 껍질과 약간의 

수분이 남아 있는 미라가 되어 간장냄새를 풍겼다. 그리고 집파

리 성충은 8일째, 떠돌이쉬파리 성충은 2～6일째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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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ccessional pattern of forensic flies on chicken carcasses in greenhouse in fall (A), winter (B), spring (C), and summer (D).

bloated 단계에 처음 채집된 후 13～18일째 advanced decay 단계

까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95일째 관음쉬파리(Takanoa hakusana) 

성충이 채집되었는데, 이는 번데기에서 우화한 파리로 추정된

다. 초파리과의 Drosophila sp. 성충은 3～8일째까지 발생하였다. 

겨울에 유기한 사체는 192일 동안 fresh～remains 단계까지 

다른 장소와 달리 부패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었고, 바깥 날씨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았다(Fig. 4B).

검정파리류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파리는 큰검정파리 성

충으로 26～31일 fresh～bloated 단계에 유인되어 34～37일

째는 다리 사이와 날개, 꼬리 부분에서 알이 관찰되었다. 44일

째는 큰검정파리의 알이 다시 관찰되었다. 유충들은 36일째 처

음 관찰되었다. 그리고 39～44일째 현장에서 유충을 채집하여 

24℃에서 사육하였더니 큰검정파리였다. 파리의 번데기는 71

일째 사체 주위의 흙 속에서 발견되었고, 87일째에는 연두금파

리 성충, 89일째에는 구리금파리 성충, 101일째에는 털검정파

리 성충이 채집되었다. 쉬파리과 성충은 93일째 처음 발견되었

고, 95일째에는 관음쉬파리 성충이 채집되었으며 149일째에는 

곱슬털쉬파리 유충과 쉬파리류의 우화된 성충이 발견되었다.

벼룩파리과 성충은 9～49일째 fresh～bloated 단계에 채집

되었고, 애기똥파리과의 Copromyza sp. 성충은 50～51일째, 

Leptocera sp.와 꼭지파리과 성충은 11일째 발생하였다. 그리

고 각다귀류 성충은 36일째에 채집되었고, 털파리과의 Bibio 

sp 성충은 73일째 채집되었다. Piophilidae과의 Piophila casei 

성충은 161～193일째 advanced decay 단계에 채집되었다.

봄에 유기한 사체에 발생한 파리류는 Fig. 4C와 같았다. 구

리금파리와 연두금파리, Lucilia sp 성충은 1～7일째 fresh～

active decay 단계에서 채집되었는데, 알은 1～2일째 목과 우

측 날개 밑에서 발견되었고 유충은 2일째 발견되었다. 4일째에

는 가스가 차서 사체가 부풀어 오르고 악취가 났으며, 8일째 사

체는 검은색으로 변하고 진물로 인한 악취가 매우 심하였다. 그

리고 많은 유충들이 섭식하고 있었다. 우화한 성충은 15일째 현

장에서 발견되었으며 알에서 성충까지 15일이 소요되었다. 집

파리류의 털깜장파리와 큰집파리, Limophora sp. 성충은 4～7

일째 bloated～active decay 단계에 관찰되었고, 우화한 파리는 

22일째 현장에서 관찰되었다. 그리고 쉬파리류의 검정볼기쉬

파리는 1～17일째 fresh～remains의 모든 단계에 걸쳐 발견되

었지만 풀쉬파리는 11일째, 떠돌이쉬파리는 8일째와 15～17

일째에 각각 채집되었다. 후에 관찰된 것은 우화한 것으로 추정

되었다. 동애등애 성충은 11일째에 유인되었다. 

여름에 유기한 사체에서는 검정파리류의 구리금파리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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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uccessional pattern of forensic flies on chicken carcasses on roof in fall (A), winter (B), spring (C), and summer (D).

두금파리, Lucilia sp. 성충들이 1～5일째 fresh～bloated 단계

에 채집되었고, 2일째에는 연두금파리와 Lucilia sp.의 알과 유

충이 발견되었다(Fig. 4D). 번데기는 7일째 사체의 주위와 흙 

속에서 발견되었고, 13～14일째는 현장에서 채집되지 않았던 

검정뺨금파리 성충이 우화하였다. 본 성충은 검정파리류와 같

은 시기에 사체에 유인되었으나 채집 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

으로 생각된다. 집파리류의 성충은 검정파리류보다 조금 늦은 

4일째 혹다리꽂파리, 6일째 집파리 성충이 채집되었고, 쉬파리

류 성충은 1～8일째 fresh～active decay 단계에 걸쳐 발견되

었다. 이들 성충들 중 검정볼기쉬파리는 1～5일째, 흰목덜미쉬

파리는 2～4일째, 풀쉬파리는 4일째, 떠돌이쉬파리는 5～6일

째에 채집되었다. 번데기는 15일째 현장에서 발견되었지만 우

화한 파리는 관찰할 수 없었다. 

옥상에 유기한 사체의 부패단계에 따른 발생 파리류 

가을에 옥상에 유기한 사체에서 283일 동안 fresh～remains 

단계까지 발생한 파리류를 조사한 결과는 Fig. 5A와 같았다. 구

리금파리, 연두금파리, Lucilia sp., 검정뺨금파리 등 검정파리

류 성충들은 2～6일째 fresh～bloated 단계에 대부분 채집되었

지만, 구리금파리 성충은 15일째에도 유인되었다. 사체 유기 

후 3일째 목 부분에서 알이 관찰되었고, 4일째는 유충, 21일째

는 번데기가 관찰되었다. 특히, 구리금파리 유충은 15일째에 

채집되었고, 63일째는 유충과 번데기가 함께 채집되었다. 옥상

에 유기한 사체는 온실과 마찬가지로 미라가 되어 부패단계가 

장기화됨으로써 파리류도 오랫동안 채집되었다. 검정띠꽃파

리(Anthomyia illocata) 성충은 280일째 remains 단계까지 채

집되었다. 쉬파리과 파리들은 불규칙적인 발생을 나타내었다. 

떠돌이쉬파리 성충은 2～4일째 fresh 단계에 유인되어 15일째 

유충이 채집되었고, 이후 257～274일째까지 채집되었다. 번데

기는 63일째 채집되었지만 사체 주위에서 우화한 흔적이 있었

다. 그러나 정확한 용화시기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203일째 

풀쉬파리 유충이 채집되었다. 

겨울에 유기한 사체에서 217일 동안 fresh～remains 단계까

지 조사한 결과는 Fig. 5B와 같았다.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로 

파리류가 유인되는 시기가 늦었다. 알은 관찰할 수 없었지만 구

리금파리 성충은 95일과 131일째 active decay 단계에서 채집

되었고, 큰검정파리와 두꼬리검정파리 유충은 114일째, 구리

금파리 유충은 132일째 채집되었다. 119일째에는 큰검정파리

의 번데기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쉬파리류의 떠돌이쉬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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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은 143일과 163일째에 채집되었고, 187～189일째 현장에

서 유충을 채집하여 24℃의 항온기에서 사육한 결과, 24일 후

에 성충이 되었다. 곱슬털쉬파리 유충은 198～204일째까지 계

속해서 발견되었다. 벼룩파리과 성충은 201～204일째, 검정날

개버섯파리과 성충은 127일째, 애기똥파리과의 Leptocera sp. 

성충은 121일째, 깔따구류 성충은 87～91일째 active decay 단

계에서 채집되었다.

봄에 유기한 사체에서 fresh～remains 단계인 71일 동안 발

생한 파리류는 Fig. 5C와 같았다. 검정파리류의 구리금파리, 

Lucilia sp., 털검정파리, 큰검정파리, 붉은뺨검정파리 성충들

은 2～10일째 fresh～active decay 단계에 채집되었다. 이들 중 

Lucilia sp.와 구리금파리 성충이 2일째 처음으로 유인되었고, 

4일째 털검정파리, 5일째 붉은뺨검정파리, 6일째 큰검정파리 

순으로 발견되었다. 2일째 구리금파리의 알이 날개 밑과 목, 몸

체에서 관찰되었고, 23일째 현장에서 구리금파리가 우화하였

다. 따라서 구리금파리는 알에서 우화까지 약 21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집파리류 성충은 7～10일째 발생하였으며 8

일째 큰집파리, 10일째 산깜장파리 등이 active decay 단계에 

채집되었다. 쉬파리 성충들은 4～18일째까지 유인되었다. 떠

돌이쉬파리는 5～13일째 bloated～advanced decay 단계에서, 

풀쉬파리와 관음쉬파리 성충은 11일째 advanced decay 단계에 

채집되었다.

여름에 옥상에 유기한 사체에서 발견된 파리류는 Fig. 5D와 

같았다. 검정파리류 성충들은 1～7일째 fresh～active decay 

단계에 채집되었고, 처음 유인된 파리는 1일째 Lucilia sp.와 구

리금파리 성충이었다. 큰검정뺨금파리 성충은 3일째에 채집되

었다. 알은 2일째, 유충은 3일째, 번데기는 8일째, 우화성충은 

13일째 발견되어 알에서 우화까지 13일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그리고 13일째 구리금파리와 큰검정뺨금파리의 번데

기를 현장에서 채집하여 30℃의 항온기에서 사육한 결과 4일

이 걸렸다. 집파리류 성충은 집파리가 1～2일째와 8일째, 혹다

리꽃파리가 8일째 active decay 단계에서 채집되었다. 쉬파리

류 성충은 1～12일째 fresh～advanced decay 단계에서 채집되

었고, 떠돌이쉬파리는 1일째와 8～12일째, 붉은볼기쉬파리는 

4～9일째 bloated～active decay 단계, 곱슬털쉬파리는 10일

째 advanced decay 단계에 출현하였고, 번데기는 15일째 

remains 단계에 발견되었다.

사체의 부패속도는 지역과 계절, 장소에 따라 다르다(Robert 

et al., 1990). 즉, 부패는 사체 유기 장소의 환경적 요인이나 물

리적 조건 또는 사체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사

체를 유기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계절과 유기방법을 달리

하여 부패의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파리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사체의 부패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파리류는 유

기장소와 계절에 따라 유인되는 시기가 동일하거나 차이를 보

이는 종들이 많았다. Moon(1996)도 동일한 지역이라도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종류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파리류는 fresh 단계부터 active decay 단계에서 많이 유인되

었다. 거의 모든 장소의 노출된 사체에서 파리류 성충들은 대체

로 2일 이내에 유인되었고, 빠른 것은 사체를 유기한지 5분 만

에 찾아들었다. 

Erzinclioglu(1989)는 검정파리과 성충들이 사체에 맨 처음 

찾아오는 종이라고 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도 겨울에 유기한 사

체와 매장처리를 제외하고는 검정파리과의 Lucilia sp.와 구리

금파리, 연두금파리, 큰검정뺨금파리, 검정뺨금파리 등이 2일 

이내에 유인되어 active decay 단계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Smith(1975)와 Fuller(1934), Lord & Burger(1984) 등이 보고

한 사체의 신선한 단계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종은 연두금파

리 1종이라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지리적 차이와 환

경적 차이에 의해 분포하는 파리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푸른등금파리와 금파리, 붉은뺨검정파리는 주로 3～5일째 

bloated～active decay 단계에 채집되었는데, 겨울철에는 채집

되지 않았다. 이들 종들은 난지성으로(Jo and Jung, 2001) 겨울

에 유기한 사체의 부패단계보다는 계절적 영향으로 생각된다. 

큰검정파리와 두꼬리검정파리, 털검정파리는 봄과 겨울에 

유기한 사체에서 발견되는 우점종으로 fresh～active decay 단

계에 주로 발생하여 활동시기가 다른 종과는 차이를 보였다. 

집파리과는 Limophora sp.를 제외하고는 bloated～active 

decay 단계에 채집되었으나 어떤 종은 advanced decay 단계에

도 관찰되었다. Park et al.(2001)은 사체에서 가스가 방출된 후 

부패가 일어나면 검정파리과와 집파리과 성충들이 모여든다고 

하였다. Smith(1986)와 Catts & Goff(1992)는 남부 이탈리아

에서 검정파리과와 쉬파리과의 짧은 발육주기는 사망 후 3～4 

주의 사후 경과시간을 추정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Utsumi(1958)는 사망시간과 환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주

로 이용되는 파리는 검정파리과와 쉬파리과, 집파리과에 속하

는 파리들이라고 하였다. 

기타 모기류는 사체를 유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체에 붙

어 흡혈을 하고 있었다. 이는 사체의 혈액이 응고되기 전 흡혈

을 하기 위해 모여든 것으로 생각된다. 동애등애과의 Hermetia 

illucens 성충은 5일째 active decay 단계에, 유충은 26～44일

째 remains 단계에 발생하였지만, Byrd & Castner(2001)의 조

사에서는 advanced decay～remains 단계에 발생하여 지리적

인 차이를 보였다. 반면 동애등애 성충은 active～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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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y 단계에 채집되어 성충들의 첫 출현시기는 동일하였다. 

애기똥파리과의 Copromyza sp.와 Leptocera sp. 성충들은 하

천 둑에 유기한 사체를 제외하고는 active decay～remains 단

계에 채집되었고, 벼룩파리과와 꼭지파리과, 초파리과, 각다귀

과 성충들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Piophilidae과 유충은 Anderson & Van Laerhoven(1996)

의 조사에서는 사후 167일 이후까지 채집되었지만 Johnson(1975)

의 조사에서는 전혀 채집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죽

은 여우 사체에서 사후 30일째 발생하였고(Smith, 1975), 하와

이의 인간사체에서는 사후 26일째 유충이 채집되었다(Anderson, 

1995).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겨울에 유기한 온실의 사체에서 

161일째 advanced decay 단계에 발생하여 지리적인 차이를 나

타내었다. 

예상한대로 사체를 매장한 곳에서는 계절과 부패단계에 관

계없이 출현하는 종이 몇 종에 불과하였다. 이들 중 꽃파리과의 

검정띠꽃파리는 봄에 유기한 노출과 매장에서 각각 1일과 12

일째에 발견되어 첫 유인되는 시기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파리류는 사체조직을 직접 먹고 사는 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들의 발생시기는 사후 경과시간을 추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Marchenko, 1980; Nainis et al., 1982). 산란시기와 발육과정

은 사체의 유기장소와 조건 및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매

장처리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성충의 출

현과 같은 시기에 주로 혈액이 남아 있는 목이나 날개 밑, 몸체 

등에 2～3일 동안 산란을 하였다. 이는 Catts and Goff(1992)이

나 Erzinclioglu (1989)의 조사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Centeno 

et al.(2002)은 첫 검정파리과의 알은 신선한 단계에서만 항상 

발견된다고 하였지만, 본 조사에서는 bloated 단계와 active 

decay 단계에서도 관찰되어 차이가 있었다. 즉, 겨울에 유기한 

사체에서는 큰검정파리의 알이 22～33일째 active decay 단계

에서도 관찰되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당히 늦게 발견되었다. 부

화한 유충은 active decay 단계에서 가장 많은 수가 발견되었다. 

사체는 급격히 변하여 Moon & Kajii(1997)가 연구한 토끼 사

체의 무게와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과 같았다. 특히, 어떤 장소

에서는 전날에는 전혀 알이 관찰되지 않다가 다음날 알과 유충

이 동시에 관찰되어 알에서 부화까지는 적어도 24시간 이내 라

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 Moon(1987)과 Moon(1994)의 산란 후 

대개 10～14시간 내와 10～24시간 내의 부화보고와 일치하였다.

우천 시에는 성충들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Moon(1994)

의 조사와 일치하였고, 유충들은 사체가 놓여 진 현장 인근의 

흙 속이나 나무둥지 위로 기어오르던 것이 관찰되었다. 용화는 

사체가 놓여 진 바로 밑에서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사

체 밑 흙 속과 90cm 떨어진 토양 속에서도 관찰되어 사후 경과

시간은 주변의 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off & Catts(1990)도 유충들은 흙 속에 자신을 

묻거나 숨을 곳을 찾아 번데기가 되고 종종 우화하기 전 흙 속

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Smith(1986)는 이때 번데기의 나이가 

사후 경과시간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봄

과 가을에 유기된 사체에서 검정파리과의 첫 번데기는 8～9일

째 출현하여 16일째 우화하였고, 여름에 유기한 사체에서는 

7～8일째 첫 번데기가 관찰되면서 12일째 현장에서 우화 성충

이 발견되어 온도가 높은 여름에 빨리 발육됨을 알 수 있었다. 

Moon(1987)의 조사에서도 유충에서 번데기까지 8～14일, 우

화까지는 12～14일 관찰되어 본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

면 겨울의 노출된 사체에서는 유충에서 번데기까지 약 16일 정

도 소요되었다. 그리고 매장된 사체에서는 검정파리과 유충보

다는 쉬파리과 유충들이 먼저 출현하였는데, 이는 쉬파리과 암

컷들은 알을 낳지 않고 냄새를 맡고 유인되어 사체가 매장된 토

양 위에 쉬(유충)를 낳기 때문이다(Kim et al., 1984). 사체가 유

기된 현장에서는 성충이 우화한 후에도 토양 속에는 유충과 번

데기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성충들이 다시 찾아와 산란하였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야산과 들판, 하천, 온실, 건물 옥상 등 사체를 유

기할 수 있는 여러 장소를 고려하여 매장과 노출 등 차이를 두

고 계절에 따른 부패의 진행과 그에 따른  파리의 발생을 비교

함으로서 법의학적 기초증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

는데, 계절이나 매장유무, 장소에 따라 부패의 진행과 출현하는 

파리들에서 차이가 있었다. 

검정파리류들은 모든 장소의 노출처리에서 fresh 단계에 사

체를 방문하였으나 야산과 들판의 매장 처리에서는 fresh나 

bloated 단계에 방문하는 종류는 없었다. 따라서 매장된 사체에 

만일 검정파리류가 발견된다면 사후 일정기간 노출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겨울철은 발생하는 파리의 종류

가 모든 장소에서 적었고, 발생 시기도 늦었다. 그러나 온실의 사

체는 부패진행도 빨랐고 유인되는 파리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쉬파리과의 경우 겨울철에 다른 장소에서는 발생하지 않았

으나 온실에서는 발생하였다. 그러나 발생 시기에서는 많은 차

이를 보여 가을에는 fresh단계와 advanced decay 단계인 2-18

일째 발생하였으나 겨울에는 93-149일째 advanced decay 단계

부터 remains 단계까지 발생하였다. 봄에는 fresh에서 active 

decay 단계인 1-17일째 발생하였으며, 여름에는 1-8일째에 발

생하였다. 따라서 쉬파리 유충이 겨울철 사체에서 발견된다면 

사체가 쉬파리가 발생할 수 있는 따뜻한 곳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결과에 검정파리과나 쉬파리과 파리에 대한 온·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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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환경조건에서의 생활사 연구까지 진행된다면 법의

학적 측면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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