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곤충은 기관지(trachea)를 이용하여 각 세포까지 산소를 전

달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기관지 호흡 방식을 이용하

고 있다(Harrison et al., 2013). 즉, 기문(spiracle)을 통해 외부

로 부터 들어오는 산소는 기관지 및 기관소지(tracheole)를 지

나 각 세포로 전달된다. 역으로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기관소지 및 기관지를 지나 기문을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따라

서 곤충은 대부분의 공기전달이 기체 매질에서 일어나기에 액

체 매질인 혈액을 통해 공기를 교환하는 다른 동물에 비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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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혼합 처리를 통한 이산화염소 훈증 처리 효과 제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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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Control Efficacy of a Fumigant, Chlorine Dioxide, 

by a Mixture Treatment with 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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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migation using chlorine dioxide (ClO2) has been regarded as a potential control technique against stored grain insect

pests. The control efficacy can be enhanced with increase of opening rates of spiracles by facilitating the toxic gas delivery to internal

body. To test this hypothesis, this study used the Indianmeal moth, Plodia interpunctella, which was known to be susceptible to ClO2, and 

analyzed the opening rate of spiracles. A total of 9 pairs of spiracles were observed in P. interpunctella larvae, in which one pair was located

on the prothorax and eight pairs were on the abdomen. Within the body, the spiracles were connected to longitudinal and transverse 

tracheal trunks. The open spiracles were determined by the dye-infiltration method. Based on this method, the opening rate of spiracles

increased up to about 60% with increase of ambient temperatures. Furthermore, exposure to carbon dioxide stimulated the opening rate

of spiracles up to about 95%. In contrast, exposure to ClO2 prevented the spiracle opening and resulted in only 25% of spiracles in an

opening state. The addition of carbon dioxide to ClO2 treatment rescued the opening rate of spiracles as much as the carbon dioxide 

single treatment. Based on this modulatory activity of carbon dioxide against spiracles, the combined treatment of ClO2 with carbon 

dioxide resulted in significant increase of its toxicity against P. interpunctella compared to a single ClO2 treatment.

Key words: Chlorine dioxide, Plodia interpunctella, Spiracle, Trachea, Control

초 록: 이산화염소 훈증 처리는 저곡해충에 대한 방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체내로 독성 가스의 침투력을 높이기 위해 기문의 개방화를 유

도하면 이 훈증 가스 처리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산화염소 훈증 처리에 감수성을 보이는 화랑곡나방

(Plodia interpunctella)을 대상으로 기문 개방 활동을 분석하였다. 화랑곡나방 유충의 기문은 모두 9쌍으로 앞가슴에 1쌍 그리고 복부에 8쌍을 각

각 지니고 있다. 이들은 몸 내부에 가로 및 세로기관지와 연결된 구조를 지녔다. 기문 개방 유무는 염색액 침투 방법으로 판정하였으며 이를 토대

로 분석한 결과 주변 온도 증가에 따라 기문 개방화는 약 60% 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이산화탄소에 노출되면 기문개방화는 약 95%까지 증가하였

다. 반면에 이산화염소에 노출되면 화랑곡나방 유충의 기문은 대부분 닫혀 기문개방율이 약 25%로 줄었다. 이산화염소 처리에 이산화탄소를 추

가한 결과 기문개방율은 이산화탄소 단독 처리만큼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두 혼합 가스를 처리하여 살충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산화염소 

단독 처리에 비해 혼합처리가 현격하게 높은 살충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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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교환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관지 호흡 방식은 해

충을 방제하려는 훈증제 처리에 오히려 높은 감수성 표적이 되

기도 한다(Marais et al., 2005).

이산화염소(ClO2)는 높은 산화력을 기반으로 병원미생물에 

대한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물질이 유도하여 생성

되는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는 다양한 생명

체에 생리적 교란을 줄 수 있다. 이산화염소를 기체 형태로 생

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훈증 처리가 가능하여졌으며, 이

를 주거 및 병원 시설에 처리하면 틈새 또는 바닥에 서식하는 

의학해충의 일종인 빈대(Cimex lectularius)를 효과적으로 구

제하게 된다(Gibbs et al., 2012). 최근에는 화랑곡나방(Plodia 

interpunctella)과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와 

같은 저곡해충에도 이산화염소 처리는 높은 방제 효과를 나타

냈다(Kim et al., 2015a; Kumar et al., 2015). 

이산화염소의 살충기작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기본적으로 이 물질이 생성하는 ROS를 기반으로 교란의 

표적이 되는 생리과정과 이에 상응한 생체분자를 추적하는 데 

연구력이 모아졌다(Kumar et al., 2015). 이산화염소 처리는 거

짓쌀도둑거저리의 음성주광성 행동을 교란시키는 데, 이는 이 

물질이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즈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

련성을 제기하였다(Kim et al., 2015a). 이산화염소는 곤충세포

는 물론이고 인체의 암세포까지 세포독성을 지녔다(Kim et al., 

2016). 그러나 ROS를 막기 위한 항산화제를 처리하면 이러한 

세포손상을 억제할 수 있었다(Kim et al., 2015b). 이산화염소 

처리는 화랑곡나방의 면역기능을 둔화시켜 혈구세포활착 및 

소낭형성의 기능을 현격하게 억제하였다(Kumar et al., 2015). 

또한 이 해충의 순환계에도 영향을 주어 이산화염소 처리를 받

으면 심장박동수가 크게 격감하여 혈액순환작용을 둔화시켰다

(Kim et al., 2017). 이와 같이 이산화염소가 대상 곤충에 대해

서 다양한 억제종말점을 갖는 이유는 이 물질이 생성하는 ROS

의 작용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산화염소의 해충 생리 교란의 일환으로 화랑곡

나방의 호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화랑곡나방의 기문 및 기관지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후 기

문의 개폐 활동을 온도와 이산화탄소 노출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때 이산화염소 처리에 따른 화랑곡나방의 기문활동 교란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문활동을 기반으로 이산화염소 처리에 

이산화탄소 혼합 처리를 통해 이 훈증제 처리의 최적 방제 기술

을 개발하여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공시충 사육

본 연구에서 이용된 공시충의 사육은 Kumar et al. (2015)에 

기술된 방법을 따랐다. 사육 조건은 25℃ 항온조건과 65-75% 

상대습도에서 16:8 (L:D) h의 광주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다양한 처리는 모두 5령 유충을 이용하였다. 

이산화염소 제조 및 처리 방법

Sodium chlorite (NaClO2)를 전기분해방식(Gates, 1998)으

로 분리하여 이산화염소를 제조하였다. 간략하게 과정을 소개

하면, NaClO2를 전기적으로 분리하여 양극성의 소듐이온은 

다공성 막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하게 하고, 순수한 이산화염소

(> 99%)만 음극에 남게 하였다. 이 용액을 각 실험 목적에 따라 

증류수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훈증 처리의 경우는 밀폐 사각

용기(54 × 44 × 46 cm)를 이용하여 기화된 이산화염소를 불어

넣었다. 이때 용기 내에 이산화염소의 농도는 PortaSens ІІ 가

스누수검출기(Analytical Technology, Collegeville, PA, USA)

를 이용하여 10분 간격으로 감지하여 가스 주입량을 조절하여 

용기 내 농도를 실험목적에 따라 맞추었다.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기문 구조 관찰

주사전자현미경(S-2500C, Hitachi, Tokyo, Japan) 분석을 

위해 화랑곡나방 5령충 전체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시료대

에 부착시켰다. 이 시료를 60℃ 오븐에 10분 동안 건조시켰다. 

이후 Spurr Coater CP 3030 SCD 005/Baltec을 사용하여 금으

로 증착한 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15-25 KV에서 관찰하였다. 

염색액 침투기술을 이용한 개방 기문 확인 및 기관지 구조 

관찰

전체 기관지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에 노출시

킨 화랑곡나방 5령충을 -70℃에서 10분간 저온 처리하여 기문

의 추가 개폐 활동이 없도록 빠르게 치사시킨 후 methylene 

blue 염색액(methylene blue 3 g, 95% ethanol 300 mL, 증류수 

100 mL)에 25 초 간 침지시킨 후 해부하여 열린 기문을 통해 기

관지로 스며들어간 염색액을 확인하고 이를 유발한 기문을 개

방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염색액 침투기술을 이용

하여 화랑곡나방 유충의 주요 기관지의 분포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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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문개폐에 대한 온도 효과

화랑곡나방 5령충을 15, 20, 25, 30, 35℃의 인큐베이터에 8

시간 처리한 후에 상기의 염색액 침투기술로 개방 기문수를 확

인하였다. 이때 인큐베이터들의 상대습도는 55-60%를 기록하

였다. 기문 개폐율은 전체 9쌍의 기문을 대상으로 열린 기문 쌍

을 계수하여 비율로 산출하였다. 각 처리는 10마리를 이용하여 

3반복으로 실시되었다. 

기문개폐에 대한 이산화탄소 효과

밀폐 원형용기(직경 9 cm)를 이용하여 화랑곡나방 5령충 10

마리를 넣은 후 이산화탄소(99%) 가스를 용기내로 채웠다. 이

후 25℃에서 10분간 처리한 후 상기의 염색액 침투기술로 개방 

기문수를 확인하였다. 기문개폐율 산출은 상기와 동일하였다. 

각 처리는 10마리를 이용하여 3반복으로 실시되었다. 

기문개폐에 대한 이산화염소 효과

상기의 이산화탄소 효과 분석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산화

염소 처리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이산화염소는 밀폐 원형용

기에 깔린 여과지에 800 ppm의 용액 500 µl를 분주하여 용기 

내에 기화되는 이 가스에 2시간 노출되게 하였다. 이후 상기의 

염색액 침투기술로 개방 기문수를 확인하였다. 기문개폐율 산

출은 상기와 동일하였다. 각 처리는 10마리를 이용하여 3반복

으로 실시되었다.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의 혼합 처리에 따른 살충력 분석

두 가스의 혼합 처리는 순차적으로 25℃에서 진행되었다. 

각 밀폐 원형용기(직경 9 cm)에 20마리의 5령충 화랑곡나방을 

넣었다. 이들 밀폐 용기들의 뚜껑을 반쯤 연 채 다시 밀폐 사각용

기(54 × 44 × 46 cm) 내부에 설치하였다. 이 밀폐 사각 용기도 

뚜껑이 열어 둔 채로 CO2 인큐베이터(MCO-15AC, Sanyo, 

Tokyo, Japan)에서 1시간 동안 15% 이산화탄소 가스에 노출되

었다. 이후 밀폐 사각용기의 뚜껑을 닫고(이때에도 원형용기의 

뚜껑은 열려 있다) 이산화염소 처리 장소로 옮겨 사각 용기 뚜

껑에 위치한 밀폐된 주입구를 통해 100 ppm 농도의 이산화염

소를 12시간 동안 주입하였다. 이산화염소 단독 처리는 이산화

탄소 가스에 노출하지 않고 바로 이산화염소 가스에 12시간 처

리하였다. 이후 야외 공기로 환기된 실내 조건에 노출 후 2시간 

방치 후 생존 개체를 계수하였다. 여기서 시험구는 원형용기이

며 각 처리는 3 반복으로 실시되었다. 

통계분석  

기문개폐율과 생존율 결과들은 arcsin transformation 후에 

SAS의 PROC GLM (SAS Institute, 1989)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평균간 비교는 LSD 방법을 이용

하였다. 처리 사이에 차이는 제 I형 오류의 확률을 0.05로 기준

하여 판별하였다.

결 과

화랑곡나방의 기문 및 기관지 구조

화랑곡나방 5령 유충을 대상으로 기문의 구조와 수를 관찰

하였다(Fig. 1). 머리를 제외하고 가슴과 배에 기문이 존재하였

다(Fig. 1A). 앞가슴에 1쌍, 복부에 8쌍이 존재하여 전체 9쌍의 

기문이 각 몸마디의 옆면(pleuron)에 존재하였다. 기문의 미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체벽

에 기문주위벽(peritreme)을 갖고 있으며, 기방(atrium) 내에는 

체 모양의 폐쇄판(closing valve)이 존재하였고, 이 폐쇄판들의 

열고 닫음에 의해 기문의 개폐가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B). 체내 기관지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methylene blue 

염색약을 열린 기문을 통해 주입하여 기관지 분포를 관찰하였

다(Fig. 1C). 이 결과 각 기문에서 기관지가 세로 및 가로로 뻗

어 나오는 것을 관찰하였다.

화랑곡나방의 기관 개폐 활동

화랑곡나방 유충의 기문 개폐를 열린 기문을 통해 염색액 침

투 방법에 따라 판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염색액 침투방법을 

이용하여 주변 온도에 따라 화랑곡나방의 기문 활동을 분석하

였다(Fig. 2).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문의 개폐 활동이 뚜렷이 

증가하였다(F = 3.77; df = 5, 53; P = 0.0054). 약 60%의 기문이 

25-35℃ 온도에서 열려 있었다.

화랑곡나방 유충 기문 활동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분

석하였다(Fig. 3). 무처리의 경우 기문  개폐가 기문 마다 차이를 

보여 25-85%의 변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약 60%의 기문개방

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에 노출될 경우 모든 기문의 

개방을 촉진하여 전체적으로 약 95%의 기문개방율을 나타냈

다. 이산화탄소에 처리된 개체들은 처리 후 모두 생존하였다.

이산화탄소의 기문 개방 촉진 효과와 비교하여 이산화염소

의 경우는 화랑곡나방의 기문 개방화를 억제하여 전체적으로 

약 25%의 기문개방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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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Tracheal system of P. interpunctella larvae. (A) External view of 9 spiracles: one in prothorax (T1) and eight in abdomen (A1-A8). (B)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otos of open and closed spiracles: peritreme (‘P’) and closing valve (‘CV’). (C) Two longitudinal trachea 
and transverse trachea stained by back-filling technique of 0.05% methylene dye through spiracles.

Fig. 2. Increase of opening rate of P. interpunctella  larval spiracles
with ambient temperature.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three 
times, in which each replication used 10 larvae to measure 
opening rate.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Fig. 3. Influence of carbon dioxide (CO2) and chlorine dioxide (ClO2)
gases on opening spiracles of P. interpunctella larvae. Opening 
rates of individual spiracles were measured on thorax (‘T1’) and 
abdomen (‘A1-A8’). 



Tracheal system of Plodia interpunctella   257

이산화탄소 첨가에 따른 이산화염소 살충력 상승효과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의 상반된 기문 활동 조절 효과는 

이들의 혼합 처리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이에 두 

가스 처리를 동시에 한 결과 기문개방화는 무처리 또는 이산화

탄소 처리 수준만큼 증가되었다(Fig. 4).

복합 가스 처리에서 이산화탄소의 기문 활동 증가 효과는 이

산화염소를 이용한 기존의 훈증 처리기술(Kumar et al., 2015)

을 개량시킬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때 이산화탄소 처리는 환경

조절열처리 훈증 처리(Jung et al., 2014)에서 사용하는 15% 농

도를 이용하였다. 이 이산화탄소 농도 처리에서 사망 개체는 없

었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스의 단독 및 복합 처리를 한 결과, 이

산화염소 단독 처리에 비해 복합처리가 현격하게 높은 살충효

과를 주었다(Fig. 5).

고 찰

  

화랑곡나방 유충은 모두 9쌍의 기문이 몸의 양쪽 옆판에 위

치하였다. 앞가슴에 1쌍과 배 부위에 8쌍을 각각 지니고 있었

다. 모든 곤충류에서 보듯, 머리에는 기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기문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기문주위벽을 입구로 내부에 기방

이 존재하고, 기방 내부에는 체 모양의 폐쇄판이 존재하여 기문

의 개폐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나타났다. 육상곤충의 경우 

소형동물로서 체내 수분 보존이 생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기문 

개방화는 체내 수분 손실을 감당해야하기에 생리적으로 필요

한 조건에서만 일어나는 행동이다. 이를 위해 기문 폐쇄근의 수

축을 통해 기문을 닫게 된다. 기문의 개방화를 유도하는 인자로

서는 기관지 내부의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Förster and Hetz, 2010). 또한 기관지 내부의 효과적 공기 확산

을 위해 기문의 개방화가 유도된다(Tenney, 1985). 특히 이산

화탄소 농도는 기문 개방화를 촉진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척추동물과 달리 직접 폐쇄근에 작용하여 이를 이완시킴으로 

기문 개방화를 유도하게 된다(Burkett and Schneiderman, 1967).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가스 노출에 따라 화랑곡나방의 기

문 개방화가 유도되었다. 이는 화랑곡나방에서도 기문 개방화

에 이산화탄소가 체내에서 탄산이온으로 축적되어 직접 폐쇄

근에 작용하여 폐쇄판을 열어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문은 여러 병원체 및 화학물질이 곤충 체내로 들어가는 통

로로 이용되었다. 곤충병원선충의 경우 기주 곤충의 개방구인 

입, 항문 그리고 기문을 통하여 곤충의 혈강으로 침입하게 된다

(Kaya and Gaugler, 1993).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꿀

벌기문응애(Acarapis woodi)는 기문을 통해 감염하여 꿀벌의 

기관지 내에 서식하며 병을 일으키게 된다(Sammataro et al., 

2000).  피레스로이드 살충제의 경우 성충에 있어 기절 효과를 

나타내는 데 곤충에 처리하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통로가 기

문을 경유하는 경로였다(Sumita et al., 2016). 따라서 이산화염

소에 노출되면서 일어나는 화랑곡나방의 기문 개방 억제효과

는 이 훈증제 처리에 따른 치사 효과를 낮추는 화랑곡나방의 방

어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화랑곡나방은 이산화염소를 감

지할 수 있고, 이러한 감지 신호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기문

을 닫게 하는 행동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거짓쌀도둑

거저리의 경우에서도 이산화염소가 처리되면 이를 감지하여 

먹이 속으로 들어가는 회피행동을 보였다(Kim et al., 2015a). 

Fig. 4. Antagonistic action of carbon dioxide (CO2) on the influence
of chlorine dioxide (ClO2) on closing spiracles of P. interpunctella
larvae.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three times, in which each 
replication used 10 larvae to measure opening rate.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Fig. 5. Potentiation of chlorine dioxide (ClO2) toxicity by the addition
of carbon dioxide (CO2) against 5th instar larvae of P. interpunctella.
The larvae were exposed to 15% CO2, 100 ppm of ClO2 or both for 
12 h. Each measurement used 20 larvae and was replicated three 
times per treatment.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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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회피행동들은 곤충이 이산화염소를 감지하고 이에 대

한 방어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문을 닫는 행

동은 일반적인 외부 환경 스트레스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휴면하는 나방류의 경우 불연속가스교환방식을 취할 때 대부

분의 휴면 기간 동안 기문을 닫은 상태에서 산소 분압에 따라 

기문을 미세하게 열고 닫으며 공기교환을 이루게 된다(Marais 

et al., 2005). 또한 육상곤충이라 하더라고 빗물에 의해 몸 표면

이 물에 잡기는 경우 기문을 닫는 행동으로 외부 환경 스트레스

를 모면하게 된다(Gudowska et al., 2016).

이산화염소에 대해서 기문을 닫음으로 유해 가스 노출에 대

한 방어기작을 펼친 화랑곡나방은 이산화탄소의 혼합 처리로 

인해 기문 개방화가 유도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산화염소의 체

내 이동이 원활하여졌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살충 효과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산화탄소의 훈증제에 대한 협력 효과는 다른 훈

증제들의 효과에서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를 방제하려는 식물정유 성분인 

p-cymene 훈증제의 경우 이산화탄소와 혼합 처리한 경우 단독 

보다 현격히 높은 방제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러한 상승효과는 

기문 활동이 활발한 약충과 성충에서 나타났지만, 기문의 활동

이 없는 알의 경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Janmaat et al., 2002). 

또한 현재 여러 검역해충 방제 사용하고 있는 Vapormate의 경

우도 살충성분인 ethyl formate는 16.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처리하고 있다(Dojchinov et al., 2010). 

높은 농도(85%)의 이산화탄소 처리는 직접적으로 화랑곡나방

을 치사시킬 수 있다(Na et al.,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처리

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5% 또는 이하로서 정밀한 밀폐 장치

가 없어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이산화염소 처리에 대한 화랑곡나방 호흡계의 

방어기작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를 이산화탄소와 혼합 처리로 

기문개방화를 유도하여 훈증 효과를 크게 증가시키는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산화염소 처리에 비교적 내성이 높

은 종령 유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추후 다양한 발육태에 

대해서 이산화탄소와 혼합 처리에 대한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러한 기술을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처리 시스템이 개발되어 저곡해충 방제를 겨냥하는 이산

화염소의 훈증 처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응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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