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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Stages of Scuttle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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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selia scalaris, also known as the scuttle fly, has a humpbacked morphology and was categorized as an insect 
undergoing complete metamorphosis. Megaselia scalaris was reported to be found in diverse environments. Recently, 
the scuttle fly has been a focus of studies by forensic scientists, geneticists, and developmental biologists. However, 
detailed research into scuttle fly development is still unclear. Therefore, the current study has been performed to elucidate 
the development of Megaselia scalaris. The scuttle fly undergoes four distinct stages of development: egg, larva, pupa 
and adult fly. After mating, the scuttle fly eggs hatch within one day and become larvae. The newly generated larvae go 

through 1, 2, and 3 instar stages within a period of 5~10 days. The instar stage 1 takes 1~2 days, instar stage 2 takes 1~2 
days, and instar stage 3 takes 3~5 days. Depending on the environmental temperature, the pupae stage takes approximately 
10~15 days to complete. The pupa stage can be divided into five sub-stages: 1~3 days, 4~6 days, 7~9 days, 10~12 days 
and 13~15 days. After molting, the newly formed adult scuttle fly can fly after one day.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cuttle fly during each stage of development was detailed with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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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cuttle fly의 학명은 Megaselia scalaris이며 곤충강(class 

Insecta), 파리목(order Diptera), 벼룩파리과(family Phoridae)

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꼽추파리(humpbacked fly)", "관파

리(coffin fly)" 라고도 부른다(Triplehorn et al., 2005). 성충

의 몸길이가 0.5~5.5 mm로 측면모양은 꼽추모양을 하고 

있으며 검은색, 갈색, 노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는 게 특징

이다(Peterson, 1992; Fig. 1). 

Scuttle fly의 서식지는 축축하고 부패한 유기 물질인 분

변이나 살아있는 동물과 죽은 동물의 썩은 고기뿐만 아니

라 곰팡이, 부패한 야채 및 과일, 식품이나 배수로, 하수구

의 유기 물질 막 등으로서 이런 곳에 알을 낳으면 유충이 

되어 성장한다. 또한 습기가 있는 쓰레기통 바닥, 엘리베

이터실의 바닥, 더러운 물걸레, 정화조 등에서도 유충이 

발생하며, 화분의 물 받침대, 화병, 애완동물 및 가축 사

육장 바닥의 축축한 토양 및 배설물에 이르기까지 광범

위하게 다양한 환경에서도 생육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Sukontason et al., 2003; Disney, 2008). 특이한 것은 scuttle 

fly가 구두약이나 페인트와 같은 공업용 물질에서도 번식

할 수 있다고 한다(Lever, 1944; McCrae, 1967). 

과거에는 scuttle fly 성충이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병원성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을 몸의 표면 부위에 부착시키거나, 

병원체를 먹이와 함께 섭취하고 소화기관을 통해 분변과 

함께 배출 또는 먹은 물질을 토해내는 등의 방법에 의해 

사람에게 전염시켜 식중독과 장염을 일으키는 해충으로

만 인식되었고, 또한 인간 구더기증을 일으키는 곤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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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 되었다(Benecke et al., 2004; Hira et al., 2004; Mazayad 

and Rifaat, 2005).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도 유아기 때 

주를 이루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설사질환과, 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바이러스와 세균이 원인이 되는 급성설사 질

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Lee et al., 2017). 

하지만 최근에는 인간이 만든 합성 물질로 이루어진 환

경오염원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곤충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사후 간격을 추정하는 법의학에서 사용되는 등 여러 가지 

유익한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다(Greenberg and Wells, 1998; 

Disney, 2008). 특히 유전학 및 발생생물학에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Willhoeft and Traut et al., 1990; Traut, 

1994; Willhoeft and Traut, 1995; Sievert et al., 1997; Disney, 

2008; Wotton, 2014). 

Scuttle fly는 곤충의 4가지 발생 단계인 알(egg), 애벌레

(larva), 번데기(pupa), 성충(adult fly)의 과정을 거치는 완전

변태 곤충이다(Fig. 2). 일반적으로 알은 하루 만에 부화되

어 애벌레로 성숙되고 애벌레는 생육될 때 다른 발생 시

기보다 환경적인 상태에 더 의존하게 되는데, 보통 22~ 

24℃에서 가장 잘 성장한다. 애벌레 시기에는 세 개의 령

(instar)있고, 제 1령 시기는 1~2일, 제 2령 시기는 1~2일, 

제 3령 시기는 3~4일 정도의 생육 기간을 거치지만, 경우

에 따라 1~2일 정도 더 추가되어 발생이 이루어진다. 3령 

시기는 일반적으로 애벌레에서 번데기 시기로의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 2령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번데기 시기는 13~15일 정도로서 이후 성충

으로 변태가 이루어진다(Disney, 1994).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해서 많은 곤충 중에서 

scuttle fly 발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학적 특징 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육 

실험에 이용한 scuttle fly는 Megaselia scalaris라는 학명

을 가진 fly이며, 초파리와 동일한 먹이를 이용하여 사용

하였다. 사육을 위하여 증류수 250 mL에 dextrose 16 g, 

yeast flakes 6.5 g, cornmeal 20 g, agar 2.25 g을 교반기를 이용

하여 혼합하고 전자렌지에서 10분 정도 끓어 넘치지 않을 

정도로 가열하였다. 그리고 methylparaben 6.25 mL를 천천

히 떨어뜨려서 혼합하고 배지 통에 부은 후 식힌 다음 성

충을 이동시켜 사육을 하였다. 사육은 1주일 간격으로 다

른 배지에 성충을 옮겨서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제작된 

사육 배지는 4℃ 냉장고에 보관하였으며 사용 전 실온에 

맞추기 위해 미리 꺼내 놓은 후 사용하였다. 

발생 단계별 외형 관찰 

발생 단계별로 형태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scuttle 

fly의 애벌레(larvae) 시기 2령 2~3일, 3령 3~5일, 번데기

(pupae) 시기 1~3일, 4~6일, 7~9일, 10~12일, 13~15일, 성

Fig. 1. The adult scuttle fly, Megaselia scalaris. 

Fig. 2. The life cycle of scuttle fly undergoing complete meta-
morp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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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adult) 시기별로 5개 이상의 개체를 선택하여 실체현미

경(stereomicroscope, LEICA EZ4HD, Germany) 상에서 형태

를 관찰하였다. 성충의 경우는 날아서 도망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CO2) 가스가 분사되는 패드(pad)에 올려놓고 

마취시킨 후 형태를 관찰하였다. 

 

결  과 

 

Scuttle fly은 성충이 교미를 한 다음 알을 낳게 되는데 

이때 먹이가 될 수 있는 곳에 알을 낳는다. 알(egg)은 하

얀색의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작기 때문에 육안으

로 특징을 관찰하기가 힘들고, 1일 정도 후에 부화되어 

1령의 애벌레가 된다. 

애벌레는 약 5~10일 정도의 1, 2, 3령(instar)의 발달 단

계를 거친다. 애벌레 1령 시기는 뒤쪽에 기문이 아직 발

생하지 않으면서 조직이 미완성 상태로 1~2일 정도 성장

한다. 먹이를 섭취하는 약간의 움직임만 있으면서 거의 

배지 바닥에 묻혀 있기 때문에 알 시기와 마찬가지로 육

안으로 특징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았다. 애벌레 2령 시기

는 생육 기간이 1~2일 정도로서 바닥에서 먹이만 섭취하

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애벌레 2령 시

기부터 기문(spiracles)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특히 숨을 쉬

는데 이용되는 기관(trachea)이 두 줄로 뚜렷이 보이는 게 

특징이었다. 애벌레 2령 시기의 경우는 3령보다 사이즈가 

두 배 정도 작고 1령에 비해서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피가 흰색이며 투명해서 내부기관을 어느 정도 관

찰할 수 있었다(Fig. 3A, B). 애벌레 3령 시기에는 생육 기

간이 약 3~5일 정도로서 먹이를 섭취하고 3령 말기에는 

활발하게 위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애벌레 3령 

시기는 표피가 2령 시기에 비해 두꺼워지면서 약간 불투

명한 상태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문도 뚜렷이 

보이고 두 줄의 기관도 잘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애

벌레의 형태도 많이 비대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Fig. 3C, D),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애벌레 2령과 3령 시

기에는 성충인 scuttle fly와 비교했을 때 크기가 훨씬 큰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번데기(pupa) 시기는 보통 발육 온도에 따라 10~15일 

정도의 생육 기간을 거치는데 1~3일, 4~6일, 7~9일, 10~ 

12일, 13~15일로 생육 기간을 구분하여 형태적 변화를 관

찰해 보았다. 번데기 1~3일 시기는 기문이 밖으로 돌출

되기 시작한 상태로 관찰이 되었고,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발생하는 1일째에 부드러운 흰색의 큐티클을 가진 표피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단단해지고 3일이 되면 황갈색

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표피에는 미세한 

돌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체절 별로 약간의 만곡부

가 줄이 그어져 있는 형태로 관찰이 되었다. 또한 3일 후

부터 미세한 뿔기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A, B). 번데기 4~6일 시기는 큐티클의 색

깔이 점점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체절의 만곡부 줄이 

더욱 더 뚜렷하게 진해지고 돌기도 뚜렷하게 돌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뿔기둥도 더욱 더 밖으로 길

게 돌출되어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C). 번데기 

7~9일 시기는 큐티클의 색깔이 갈색으로 진해지면서 체

절의 만곡부의 줄이 명확히 드러났고, 돌기도 뚜렷이 돌

출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성충의 다리가 만들어지기 시

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더불어 날개와 약하게 안구도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D). 번데기 10~ 

12일 시기는 표피의 큐티클 색깔이 짙은 갈색으로 더욱더 

진해지고 체절의 만곡부의 줄도 더욱더 진해져 있으면서 

Fig. 3. Gross morphological changes during larval development. 
stereomicroscopy, x25. A, B; 2-nd instar C, D; 3-rd instar.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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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데기 윗부분의 십자모양의 만곡부가 점점 탈락이 되기 

시작하였다. 표피를 벗긴 번데기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뿔

기둥 2개가 아직까지 뚜렷이 돌출되어 있고 날개와 다리

가 거의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양쪽의 

안구의 형태가 뚜렷하게 갈색으로 관찰되었다(Fig. 4E). 마

지막 번데기 13~15일 시기에서는 표피의 큐티클 색깔이 

진한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번데기 윗부분 체절의 만곡부 

일부가 십자모양으로 표피가 갈라져 떨어져 있는 것이 관

찰되었고, 번데기 표피를 벗겨내어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표피 바깥쪽의 뿔기둥이 안쪽과 분리되어 있었고 머리와 

가슴, 배가 분리되어 관찰되고 날개, 다리, 안구 등이 완성 

 

 

 

 

 

 

 

 

 

 

 

 

 

 

 

 

 

 

 

 

 

 

 

 

 

 

된 형태로 얇은 막 안에서 만들어져 성충의 형태를 완전

히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F). 

번데기에서 탈피해서 성충이 되면 1일 후에 날아다니기 

시작하였고, 성충들이 먹이를 먹거나 알을 낳는 시기 외

에는 사육 배지 위쪽의 뚜껑을 향하여 무리 지어 있는 모

습이 특징적 이었다. 성충의 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

어지는데 한 쌍의 더듬이, 눈, 입으로 구성된 머리 부분과 

날개와 다리가 있는 가슴 부분, 그리고 배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성충의 수컷과 암컷을 비교해보면 수컷은 

암컷에 비해 크기가 작고 복부가 검고 끝이 둥근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암컷은 크기가 수컷에 비해 2~3배 

Fig. 4. Gross morphological changes during pupal development. 
stereomicroscopy, x30. A; 1 day, B; 3 days C; 4~6 days, D; 7~9 
days, E; 10~12 days, F; 13~1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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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편이고 복부의 끝이 검지 않고 약간 뾰족하고 긴 형태

적 특징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Fig. 5). 

 

고  찰 

 

Scuttle fly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매우 독특한 행동 특성

을 가진다. 운동 중 갑자기 정지하다가 또 빠르게 이동하

고 짧은 이동 뒤에 또 다시 정지한다. 뿐만 아니라 scuttle 

fly는 부패한 유기물이나 심지어 유기용매가 혼합된 공업

용 물질에서도 번식하는 등(Lever, 1944; McCrae, 1967), 이 

파리가 초파리 등의 유사한 형태적 특징을 가지는 혼연종 

들과 차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행동은 

근육과 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므로 scuttle fly의 신경계와 

근육계는 다른 종류의 파리들과 차별화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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