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부르는 과실파리는 파리목 내에 과실파리과(Tephritidae)

와 초파리과(Drosophilidae)를 포함한다(Kim and Kim, 2016). 

모두 9개의 과(Family)를 갖고 있는 과실파리상과(Tephritoidea)

는 약 7,300종의 종풍부도를 지닌 대형 분류군이다(Korneyev, 

1999). 이 가운데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분류군이 과실파리과

이며 여기에는 약 4,400종 이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White and Elson-Harris, 1992; Norrbom et al., 1999). 특히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실파리는 Bactrocera, Ceratitis, 

Anastrepha 그리고 Rhagoletis 속에 속한 과실파리 종들이고 

이들에 속한 많은 과실파리가 국내 검역 대상 해충에 포함된다. 

즉, 국내 검역본부에서 규정한 60종의 금지해충 중에서 41종

(중복으로 확인된 1종 제외)이 이들 과실파리류에 속한다(Kim 

et al.,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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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기반 Terpinyl Acetate를 이용한 호박과실파리류 

암컷 유살 기술 개발
김용균*ㆍ권기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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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Female Annihilation Technique Against Pumpkin Fruit Flies

Using Protein-based Terpinyl Acetate
Yonggyun Kim* and Gimyeon Kwon1

Department of Plant Medical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9,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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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trocera depressa and B. scutellata are serious insect pests to pumpkin in Korea. Adult stage which exposes to aerial 

condition is the optimal target for control because the immature stages of both species hide within host fruit, flowers or under ground.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attract-to-kill technique of their females. A commercially available attract-to-kill agent was not effective

to attract these two pumpkin fruit flies. This study developed an attractant containing protein-based terpinyl acetate (TA). This 

TA-protein lure was effective to attract two pumpkin fruit flies. It attracted both sexes with female-biased frequency (60-70%). This 

TA-protein lure would be used for control both pumpkin fruit flies and may be used for monitoring field populations of B. depressa, in

which specific attractant is not known.

Key words: Fruit fly, Bactrocera depressa, Bactrocera scutellata, Attract-to-kill, Female, Control

초 록: 국내 호박에 피해를 주는 두 과실파리 해충은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와 호박꽃과실파리(B. scutellata)이다. 두 해충의 미성숙 시

기는 기주 그리고 땅 속에 존재하여 대기에 노출된 성충 시기가 방제의 대상이 된다. 이들 과실파리 성충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암컷유살제를 개

발하는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현재 다른 과실파리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상용 유살제는 이들 호박과실파리류에 대해서 유인력이 낮았다. 본 연

구는 단백질 기반에 terpinyl acetate (TA)를 가미하여 유인력을 증가시킨 유살제를 개발하였다. 이 TA-단백질 유살제는 두 종의 호박과실파리

류 모두를 유인하였다. 또한 암수 모두를 유인하지만, 암컷이 수컷에 비해 더 많이(60~70%) 유인되었다. TA-단백질 유살제는 이들 호박과실파

리류의 방제는 물론이고 특이한 유인제가 없는 호박과실파리에 대해서 모니터링 소재로 응용될 수 있다.

검색어: 과실파리, 호박과실파리, 호박꽃과실파리, 유살제, 암컷,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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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실파리과에 속한 종들은 남북한을 통틀어 모두 90종

으로 알려졌다(Han and Kwon, 2010; Han et al., 2014). 이들은 

모두 4개 아과에 속하며, Dacinae 아과에 4종, Phytalmiinae 아

과에 4종, Tephritinae 아과에 39종, 그리고 Trypetinae 아과에 

43종이 각각 포함된다. 이 가운데 해충으로 알려진 호박과실

파리(Bactrocera depressa)와 호박꽃과실파리(B. scutellata)는 

Dacinae 아과에 속하게 된다.

호박과실파리는 1974년 전남 광양시 백양산에서 최초로 채

집되어 보고되었다(Kim and Kim, 1974). 농업 해충으로 인식

은 1990년 전남 곡성의 산간 고랭지 수박에서 확인되었다(Han 

et al., 1994). 피해를 주는 작물은 호박(화초호박, 단호박), 조롱

박, 수박, 참외 등이며(Han et al., 1994), 야생 기주로서 하늘타

리(Trichosanthes kirilowii)를 포함한다(Kim et al., 2011). 호

박과실파리는 번데기로 토양에서 월동하며 연 1 회 성충 발생

을 보이는 데 발생최성기는 5월 하순~6월 상순이며 7월 중하순

부터 산란 흔이 관찰된다(Kang et al., 2008). 

호박꽃과실파리는 하늘타리속 식물의 수꽃 봉오리를 먹이 

원으로 하기 때문에(Shiraki, 1968) 농업해충으로 크게 취급되

지 않았으나, Kim et al. (2010)이 호박 암꽃에 30.7%, 수꽃에 

53.8%의 피해를 보고함에 따라 해충으로서 인식되었다. 호박

꽃과실파리 성충은 연 2 회 발생을 보이며 발생최성기는 7월 중

순~8월 초순과 9월 상순이다(Kim et al., 2010). 호박꽃과실파

리는 raspberry ketone (RK: 4-(4-Hydroxyphenyl)-2-butanon) 

그리고 이를 아세틸화로 인공적으로 가공한 화합물인 Cuelure 

(CL: 4-(4-Acetoxyphenyl)-2-butanon)에 유인된다(Kim et al., 

2012, 2017b). 

호박과실파리류 유충은 호박꽃과 열매 내부에 서식하기 때문

에 처리 약제에 직접 노출이 어려워 살포용 화학농약으로는 방

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 과실파리류의 방제는 외부에 

노출된 성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충 과실파리 

방제는 크게 유인제를 이용한 유살(attract-to-kill)기술과 불임

충을 이용한 유전방제기술로 나뉠 수 있다(Vargas et al., 2015). 

호박꽃과실파리 수컷의 경우 RK 또는 CL에 살충제를 가미하여 

유살시키는 수컷박멸기술(male annihilation technique, MAT)

이 개발되었다(Kim et al., 2017b). 그러나 호박과실파리의 경

우 아직 수컷을 유인하는 효과적 유인 물질 부재로 MAT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과실파리류 성충은 영양의존형(anautogenic)으로 

생식을 위해서는 외부 영영원의 공급이 필요하다(Drew and 

Yuval, 2000). 유살을 이용한 암컷박멸기술(female annihilation 

technique: FAT)은 암컷이 생식을 위해 단백질 섭취를 요구하

는 것을 이용하여 단백질 유인 물질에 살충제를 가미하였다

(Vargas et al., 2015). 이를 기반으로 효모추출물에 스피노사드

(spinosad) 살충제를 가미한 GF120 (Dow AgroScience, Indiana-

polis, IN, USA)이 개발되어 Bactrocera를 포함한 여러 과실파

리의 암컷박멸제로 상용화되고 있다(Rivis et al., 2004). 그러나 

암컷에 대한 유인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지속되어 암모니아 

또는 세균 추출물을 가미한 새로운 암컷유살제 개발이 이뤄지

고 있다(Piñero et al., 2011; Epsky et al., 2015). 본 연구는 아직 

FAT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국내 호박과실파리류에 대해서 이

들 암컷 성충의 유인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인물질의 개발을 목표

로 추진되었다.

재료 및 방법

분석 포장 및 공시충

본 연구는 모두 야외에서 실시되었다. 분석 장소는 경북 안동

시 남선면 기느리(북위 36.53 동경 128.77) 호박밭과 제주시 아

라동에 속한 호박밭(북위 33.44 동경 126.57)으로 제주도의 경

우 주변에 노랑하늘타리(Trichosanthes kirilowii var. japonica 

Kitam)가 자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공시충은 모두 야외충으로 호박과실파리와 

호박꽃과실파리로 구성되었다. 트랩에 포획된 호박과실파리

류 동정은 중흉 큰등판(scutum) 에 두 개의 세로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 두 종의 구분은 여기에 중흉 작은등판

(scutellum) 전체 면이 노랑색이면 호박과실파리, 반면에 작은

등판 앞쪽 반만 노랑색이면 호박꽃과실파리로 동정하였다

(Kim et al., 2017a). 암컷은 복부 말단의 산란관의 존재로 확인

하였다. 

암컷유살제 조제

상용유살제는 스피노사드 기반의 GF120 (Dow AgroScience, 

Indianapolis, IN, USA)을 이용하였다. GF120은 물로 5~500배 

희석하여 유인효과를 분석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하

려는 여러 후보 암컷유살제는 FAT101, FAT201-203으로 명명

하였다. FAT101 유살제는 250 g의 이스트추출물(BioShop, 

Burlington, Canada), 750 g의 설탕(CJ, Incheon, Korea) 그리고 

1 g의 spinosad 입제(부메랑®, 10% a.i., Dongbang Agro, Seoul, 

Korea)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FAT201-203의 조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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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랩 설치 및 포장시험

암컷유살제는 맥패일트랩(Pherobank, Wijk bij Duurstede, 

Netherland)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트랩에 분석될 유살제

를 500 mL 씩 채웠다. 단, FAT101은 고체 유살제로서 약 100 g

을 각 트랩에 투여하였다. 각 포장에서는 3반복으로 실시하였

다. 트랩 간 거리는 최소 50 m를 유지하였다. 제주도 포장은 

2017년 6월 7일에서 7월 21일 까지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에 비해 성충 발생이 늦게 나타나는 안동 포장에서는 8월 11일 

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되었다. 결과는 각 트랩에 주어진 기간 

동안의 평균 포획수로 표기하였다.

통계분석

백분율 자료는 arcsin 수치변환을 통해 분산분석에 이용되었

다. 분산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Institute, 1989)의 PROC 

GLM을 이용하였다. 처리 평균간 비교는 최소유의차검정을 이

용하여 제1형 오류가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상용 과실파리 살포제의 호박과실파리류에 대한 유인력

외국에서 과실파리 방제 약제로 사용하고 있는 GF120은 암

컷 과실파리의 단백질 영양원에 대한 유인 효과에 기초하여 살

충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로서 국내 호박과실파리류에 대해 유

인력이 있는지를 제주 지역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Fig. 

1). GF120은 호박과실파리류에 대해서 유인력을 나타냈다. 그

러나 약제의 농도에 따라 유인력에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F = 

3.45; df = 3,8; P = 0.0717). 흥미롭게도 약제의 희석 농도가 

5~20배의 높은 농도 범위에서는 거의 유인효과가 없었다. 그러

나 오히려 희석 농도를 500배로 증가시킨 낮은 농도에서는 유

인효과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주(6월 

7일~6월 21일) 동안 유인된 과실파리 수가 불과 평균 5.7마리

로서 매우 낮은 유인력을 나타냈다(Fig. 1A). 

유인력의 차이가 트랩의 위치에 따라 기인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동일한 유인물질(GF120, 500배 희석액)을 양지와 음지로 

Table 1. Composition of three different protein-baited lures (‘FAT201-FAT203’)

Component FAT201 FAT202 FAT203 Purchase

Yeast extract 25 g 50 g 75 g MB cell, Seoul, Korea

Sucrose 70 g 45 g 20 g CJ, Inchon, Korea

Fruit juice (ColdⓇ) 80 mL 80 mL 80 mL Lotte Chilsung, Seoul, Korea

Insecticide (MiteKillⓇ) 2 mL 2 mL 2 mL KoreaBio, Hwasung, Korea

Terpinyl acetate 2 mL 2 mL 2 mL Sigma-Aldrich Korea, Seoul, Korea

Sodium azide 1 g 1 g 1 g Sigma-Aldrich Korea, Seoul, Korea

Distilled water 40 mL 40 mL 4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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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ttractiveness of a commercial protein-baited lure (‘GF120’) against two pumpkin fruit flies (B. depressa and B. scutellata) in Jeju for 
two weeks during June, 2017. (A) Influence of dilution factor (B) Influence of trap location containing 500 times diluted GF120. McPhail trap 
was used.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with three times using different spots. All trap catches were males of B. scutellata.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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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설치하고 10일간(6월 21일~6월 30일) 모니터링하였다. 

양지는 도로변 노출 지역이고 음지는 동일한 장소의 도로변 나

무 아래에 설치하였다. 이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F = 

27.00; df = 1,4; P = 0.0065). 동일한 시기에 양지에서는 전혀 

포획 밀도를 보이지 않은 반면, 나무 그늘 아래 설치된 트랩에

서만 뚜렷한 포획 밀도를 나타냈다(Fig. 1B). 유인된 호박과실

파리류는 모두 호박꽃과실파리였다. 이상의 결과는 500배 희

석한 GF120을 그늘에 설치할 경우 호박꽃과실파리에 대한 유

효한 유인력을 나타냈다.

새로운 암컷유살제 개발

GF120의 낮은 유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유인력을 

가진 유인물질 개발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단백질 및 설탕 기

준으로 고체형 FAT101을 조제하였고, 호박과실파리류에 대한 

유인력을 GF120과 비교하여 실시하였다(Fig. 2). 야외 검증은 

안동지역 호박밭에서 실시되었다. 이들 두 유인제들 사이에 뚜

렷한 유인력 차이를 나타냈다(t = 3.02; df = 4; P = 0.0390). 조

사기간 동안 아마도 낮은 성충 밀도로 GF120에 유인된 개체가 

없었으나, FAT101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뚜렷한 유인 밀도

를 나타냈다.

FAT101의 유인효율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일부 과실파

리에 유인력(White and Elson-Harris, 1994)을 보이는 과일 주

스에 terpinyl acetate를 첨가하여 FAT201을 제조하고 유인력 

제고를 꾀하였다(Fig. 3). FAT201도 희석농도에 따라 호박과

실파리류에 대한 유인력 차이를 나타냈다. 조사된 희석농도 가

운데 100배 희석액에서 뚜렷한 유인력 증가 효과를 나타냈다

(F = 20.23; df = 3,5; P = 0.0032). 

단백질과 설탕의 함량에 따른 유인력 차이를 보기 위해 설탕 

대비 단백질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FAT201에서 FAT203까

GF120 FAT101

F
ru

it
 f

lie
s
/t

ra
p

0

2

4

6

8

10

a

b

Fig. 2. Comparative analysis of a commercial protein-baited lure 
(‘GF120’, 500 x dilution) and FAT101 in attractiveness of two 
pumpkin fruit flies (B. depressa and B. scutellata) in Jeju for ten 
days during June, 2017. McPhail trap was used.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with three times using different spots. All trap 
catches were males of B. scutellata.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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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nhanced attractiveness of a protein-baited lure (‘FAT201’)
against two pumpkin fruit flies (B. depressa and B. scutellata) in 
Andong for one month from August to September, 2017. McPhail 
trap was used.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with three times 
using different spots. Both fruit flies were captured.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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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ttractiveness of three different protein-baited lures (‘FAT201-FAT203’) against two pumpkin fruit flies (B. depressa (Bd) and B. 

scutellata (Bs)) in Andong for one month from August to September, 2017. McPhail trap was used.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with 
three times using different spots. Both fruit flies were captured. Trap catches were analyzed in total catches (above), female ratio (middle), 
and B. depress ratio (below). The same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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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조하였다. 이들 3종의 유살제를 50배로 희석하여 비교한 결

과(Fig. 4) 전체 포획 수에서 차이가 없었다(F = 0.10; df = 2,9; 

P = 0.9048). 이들 모두는 암컷을 60% 이상 유인하였으며 유인

제들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F = 0.19; df = 2,9; P = 0.8287). 또

한 호박과실파리 두 종 모두를 유인하였다. 이 가운데 호박과실

파리는 평균 14~44%까지 포함되었다. 세 종류의 유살제 사이

에 이 호박과실파리에 대한 유인력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 = 2.14; df = 2,9; P = 0.1739).

Terpinyl acetate의 유인력 증가 효과

FAT201이 호박과실파리류에 대해 높은 유인 효과를 보인 

것이 terpinyl acetate에 의해 기인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물질을 제거하고 상호간 유인력 차이를 검증하였다(Fig. 5). 전체 

유인된 호박과실파리류의 개체수로 비교한 결과 terpinyl acetate

가 제거되면 뚜렷하게 유인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 = 

2.26; df = 6; P = 0.0456). 반면에 암컷 유인력은 terpinyl acetate 

유무에 관계없이 약 70%를 유지하였다(F = 0.01; df = 1,6; P = 

0.9260). 또한 두 종의 호박과실파리류를 유인하는 효과에서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 = 1.52; df = 6; P = 0.1804).

고 찰

기후변화와 농산물 교역량 증가로 인하여 최근 국내에서는 

금지급 검역대상 과실파리에 대한 진단, 모니터링 및 방제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Kim and Kim, 2016). 그러나 이들 과

실파리가 국내에 아직 서식하지 않아 자연히 유사한 특성을 지

닌 국내 자생 과실파리류를 이용하여 대체 연구가 진행되게 된

다. 이와 관련지어 본 연구에서 국내 해충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 호박과실파리류에 대한 방제 기술 개발 연구가 실시되었다. 

과실파리의 특성 상 미성숙 시기에는 모두 기주 또는 땅속에 서

식하기에 일반 화학농약에 접촉될 가능성이 낮아 자연히 방제

의 대상은 야외에 노출된 성충 발육시기에 집중된다. 이를 위해 

암컷과 수컷 성충에 대해서 유살 기술이 유효할 수 있다. 

Bactrocera에 속한 과실파리의 특성 상 수컷은 교미를 위해 무

리화(lekking) 행동 및 약물섭취행동(pharmacophagy)을 보이

는 데 이러한 행동을 유도하는 메틸유제놀(methyl eugenol) 또

는 RK에 살충제를 가미하여 수컷박멸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Steiner and Lee, 1955; Steiner et al., 1965). 암컷의 경우는 난

소 발육과 알 생산을 위해 단백질 먹이원이 필요하기에 단백질 

먹이 미끼에 살충제를 혼합하여 암컷유살제가 개발되어 오리

엔탈과실파리(B. dorsalis)에 대해서 최초로 적용하였다(Steiner, 

1952; Roessler, 1989). 초기에는 유기인계 살충제가 가미되다

가 천적과 인체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에 보다 

안전한 생물농약인 스피노사드 기반의 새로운 미끼 살포 제형

이 개발되어 중앙아메리카와 미국에서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를 방제하는 데 사용되었다(Peck and McQuate, 2000; 

Vargas et al., 2002). 스피노사드는 토양에 서식하는 actinomycete 

세균(Saccharopolyspora spinosa Mertz & Yao)에서 유래된 살

충 성분인 spinosyn A와 spinosyn D가 17:3의 비율로 혼합되어 

구성된다(Ruiu, 2015). 이 성분은 곤충의 아세틸콜린 중추신경

계를 교란하는 신경독으로 특히 주요 과실파리류에 대해서 높

은 섭식독성을 나타내지만, 포유류에 독성이 낮고 천적류에 대

한 환경영향이 적다(Stark et al., 2004). Spinosad 기반 단백질 

미끼는 과실파리류를 유인하여 경구독성을 일으켰으며 Moreno 

and Mangan (1995)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다. 이후 GF-120 

Fruit Fly Bait (Dow AgroSciences, Indianapolis, IN)로 상품화

되었다(DowElanco, 1994; Vargas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스피노사드 대신에 국내에 친환경약제로 등록된 응칠이를 이

용하였다. 이 약제는 기존의 수컷유살제 개발에서 살충력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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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terpinyl acetate on attractiveness of a protein-baited lure (‘FAT201’) against two pumpkin fruit flies (B. depressa (Bd) and B. 

scutellata (Bs)) in Andong for one month from August to September, 2017. McPhail trap was used.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with 
three times using different spots. Both fruit flies were captured. Trap catches were analyzed in total catches (above), female ratio (middle), 
and B. depress ratio (below). The same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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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었으며(Kim et al., 2017b), 특별히 국내 농생태계에 처리

되어 온 약제로서 긴급 방제에 투입될 때 무리한 허가 절차 없

이도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맥페

일트랩을 이용하였고 여기에 액체성 유인제로서 약물에 의한 

살충 기작보다는 침지에 의한 살충작용이 유효하였을 것으로 

보아 응칠이의 약효 평가는 아직 무리가 있다. 추후 살포용으로 

FAT201을 개발하는 경우 보다 정확한 살충력 검증을 통한 약

제 투입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암컷유살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호박꽃과실파리와 달리 호박과실파리에 대해서는 특별

한 유인제가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양조용 효모추출물(brewer 

hydrolysate) 및 토룰라(Torula) 효모 등 단백질 먹이에 유인력

(Kim et al., 2010)을 보였고, 휴식기주(roosting host)가 인접한 

경우 유인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Kim et al., 2012). 이러한 

단백질 유인물질이 포함된 GF120은 본 연구에서 호박과실파

리류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유인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FAT201 암컷유살제는 두 호박과실파리류에 

대해서 높은 유인력을 나타냈다. 암수를 모두 유인하지만 수컷 

보다는 암컷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컷

에 대해서 뚜렷한 유인물질이 없는 호박과실파리에 대해서 

FAT201이 유인제로 응용되어 이 해충의 연간 발생 모니터링

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Terpinyl acetate는 식물체 정유에 포함된 방향물질로서 일부 

지중해과실파리류(C. cosyra)는 물론이고 나방류(예, 복숭아순

나방)에도 유인제로서 이용되고 있다(White and Elson-Harris, 

1994; Padilha, 2017). 본 연구는 이 물질이 호박과실파리류에 

대한 유인력을 증가시켜 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

다. 이는 이 물질을 FAT201에서 제거하면 현저하게 총 유살수

가 감소하는 데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물질이 특정 호

박과실파리류에 대해서 또는 암수 성적 차이에 대한 유인력 차

이에는 관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가된 과일 주스의 개별 유인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과실파리 연구에서 보면 이들 주스 또는 

발효된 주스의 성분이 단백질 기반 암컷유인제에 유인력을 높

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Epsky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 기반 유인제에 두 종류의 주스(망고, 포도)의 첨가에 따

른 이들 주스 성분의 유인력 차이를 분석하였지만 뚜렷한 차이

를 보여주질 않았다(관찰자료). 추후 호박과실파리류에 대한 

상이한 주스의 유인력 효과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암컷 유인물질의 탐색은 단백질 먹이원과 식물체 유래 물질 

이외에도 과실파리류 장내 세균의 배양액에서도 탐색되고 있

다. 오이과실파리(B. cucurbitae)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한 결과 

총 26개 세균류가 발견되었으며, 다수가 장내세균과(Entero-

bactericeae)로 분류되었다(Hadapad et al., 2016). 특히 Klebsiella, 

Citrobacter 및 Providencia 속에 속한 세균을 배양한 배양액 

상등액이 오리엔탈과실파리와 오이과실파리의 암컷에 대해서 

높은 유인력을 보였으며, 이 상등액에 3-methyl-1-butanol, 

2-phenylethanol, butyl isocyanatoacetate, 2-methyl-1-propanol 

및 3-hydroxy-2-butanone 이차대사 산물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암컷유인제로 개발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Hadapad et al., 2016). 

본 연구는 두 호박과실파리류에 대한 암컷유인제를 찾았고 

여기에 살충제를 가미한 암컷박멸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FAT201의 유인력 적용 범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는 FAT201가 기본적으로 종 특이성

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과실파리류의 유인에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금지급 과실파리가 유입되었을 경우 암컷을 유인하여 

교미 유무를 판정하는 것이 이 침입 과실파리의 발생 기준을 결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금지급 과실파리를 대상으

로 FAT201의 암컷 유인 효과검증은 새로운 검역 기술을 개발

하는 데 유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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