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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수염버섯파리(Lycoriella ingenua)가 느타리버섯 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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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cultivation of Pluerotus ostreatus, there were happened several problems by mushroom flies. Many
mushroom farms were faced with the problem that mushroom production periods became shorter by mushroom fly. In this study,
we examined effect of Lycoriella ingenua on the production of P. ostreatus. When we used 10 adult flies at the time of
inoculation, mushroom production decreased by 10.8% as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And when L. ingenua used more
than 20 adult flies, contamination occurred in all treatments. And when L. ingenua used at the time of P. ostreatus mycelium
cultured during 14 days, it was confirmed that the yield of P. ostreatus decreas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L. ingen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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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많은 버섯파리류 중 검정날개버섯파리과(Sciaridae), 벼

룩파리과(Phoridae)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보

고되어 있으며, 검정날개버섯파리과에서는 Lycoriella

mali (Fitch) 또는 Lycoriella solani (Winnertz)로도 알려

진 (Menzel and Mohrig 2000; Sinclair and Dorchin,

2010), 긴수염버섯파리(Lycoriella ingenua Dufour)가 오

래전부터 인류의 버섯생산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

충으로 보고되었다(Menzel and Mohrig, 1997; White et

al., 2000). 양송이버섯의 경우, 긴수염버섯파리(L. ingenua)

의 발생으로 인해 버섯수량의 17%정도가 감소된다고 보

고하였다(Cantelo, 1979). 긴수염버섯파리로 인한 미국의

버섯생산량 손실은 전체 생산액의 20%에 이른다고 한다

(Cantewll and Cantelo, 1984). 국내의 버섯생산에서도 버

섯파리는 느타리, 양송이, 표고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으

며, 팽이, 큰느타리 재배에서도 발생빈도는 적지만 지속적

인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이다. 이처럼 버섯파리가 버섯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버섯파리 방제를 위한 체

계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버섯생산품목 중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느타리버섯은 버섯파리로 인한 피해

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긴수염버섯파리 유충은 버섯배

지 내부에서 서식하며, 버섯균사를 갉아먹는다. 버섯파리

는 알에서 3일, 유충으로 12~13일이고 그 중 4령 유충시

기가 가장 길다. 번데기로는 3~5일을 지나며 알에서부터

성충으로 우화까지 18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wandowski et al., 2004). 유충시기는 전체의 생

활사의 70% 정도를 차지하며 버섯배지 내부에서 활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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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기 때문에 버섯파리 유충에 의한 피해는 매우 크다

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긴수염버섯파리의 유

충과 성충이 느타리버섯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

으로 시험해보았다. 

재료 및 방법

버섯파리 채집 및 성충사육

긴수염버섯파리가 느타리버섯 재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버섯파리의 피해를 겪

고 있으며, 버섯배지 채집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버섯파리가

발생중인 농가에서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균사접종 후

배양이 완료단계에 있는 느타리버섯 배지를 수거하였다.

수거한 느타리버섯 배지를 플라스틱 상자(60×40×40 cm,

50 L)에 넣어 25도 배양실에서 버섯파리 발생을 유도하였

다. 느타리버섯 배지에서 발생된 긴수염버섯파리를 해충

포집기를 활용하여 채집한 후 채집당일 버섯파리 성충 처

리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은 3회 이상 반복

하여 시행하였다. 

긴수염버섯파리 유충사육 
긴수염버섯파리의 유충은 다음과 같이 사육하였다.

Water Agar가 분주된 90 mm 페트리디쉬에 긴수염버섯파

리 암수 각 1마리를 넣어주었다. 2~3일후 긴수염버섯파리

의 알이 산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산란 확인 후 3

일정도가 지나면 알에서 긴수염버섯파리 유충이 깨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에서 깨어난 유충을 피펫팁

(10 µl)을 이용하여 춘추2호 느타리버섯이 접종되어 있는

배지로 옮겨주었다. 긴수염버섯파리 1령 유충은 크기가

작아 옮기는 도중 죽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5일정

도 느타리버섯 균사를 먹여 사육을 하였다. 5일 후 2령 유

충이 된 개체들은 비어있는 페트리디쉬로 옮겨준 후 2시

간가량 장내배설물이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었다. 장

내배설물이 빠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페트리디쉬에 멸균

수와 차아염소산나트륨(NaClO) 10 ml를 15초 간격으로

처리하여 표면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소독이 끝난 개체를

느타리버섯 균사접종시 동시처리하여 영향을 조사하였다.

긴수염버섯파리 유충 및 성충 투입을 통한 느타리버섯

재배시험

긴수염버섯파리 유충을 투입한 느타리버섯 재배시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느타리버섯용 발효배지를 고령

느타리버섯 농가에서 구매한 후 1 kg씩 버섯재배용 플라

스틱 비닐봉지에 담아서 시험에 이용하였다. 1 kg씩 담은

봉지에 느타리버섯 수한품종을 접종하였으며, 긴수염버섯

파리 유충을 0, 1, 3, 5, 10, 15마리를 투입하여 배양을 진

행하였다. 균사배양 중에는 배양실 온도는 23도, 습도는

60~70%를 유지해 주었고, 균사배양속도, 배지오염 발생

여부, 배양완료시점을 조사하였으며, 버섯발생을 유도하

기 위해서 온도는 18도, 습도는 90%로 변경해준 후, 초발

이일수, 갓과 대의 형태, 유효경수, 수확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긴수염버섯파리 성충을 투입한 느타리버섯 재배시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버섯배지는 유충시험과 동일하

게 준비되었으며, 균사접종이 완료된 배지의 측면에

30 cm정도 되는 플라스틱막대를 이용하여 기둥을 세워준

후 버섯파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었다. 그

리고 버섯배지 외부로 버섯파리가 탈출할 수 없게 미세망

(1 mm 이하)을 설치해주었다(Fig. 1B). 균사배양 중에는

배양실 온도 23도, 습도 60~70%를 유지해 주었고, 균사

배양속도, 배지오염 발생여부, 배양완료시점을 조사하였

으며, 버섯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온도 18도, 습도 90%

로 조절한 후, 초발이일수, 갓과 대의 형태, 유효경수, 1,

2주기 수확량 등을 조사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통계분석용 프로그램인 R project (Version

3.1.1, 2014 Th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를 이용하여 ANOVA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신뢰수준

p<0.0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긴수염버섯파리 유충이 느타리버섯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해서 균사접종 처리시기에 투입하여 그 영

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긴수염버섯파리 유충

이 투입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는 배양기간 24일, 발이일

Fig. 1. Aspects of mushroom medium’s growth with the
addition of larvae of Lycoriella ingenua and adult fly. A:
Addition of Larvae. B: Addiction of adult fly at spawning
time. C: Addiction of adult fly two weeks later spawning.



긴수염버섯파리(Lycoriella ingenua)가 느타리버섯 생산에 미치는 영향 199

수 7일이 걸렸으며, 균사접종 31일차부터 버섯수확이 가

능하였으며, 1, 2주기 버섯수확량은 172 g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Table 1). 하지만 느타리버섯 균사접종

시 긴수염버섯파리 유충 5, 10, 15마리를 투입한 처리구

에서는 모든 버섯배지에서 세균, 곰팡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였으며, 균사배양은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Fig. 1A). 1차 시험에 이어 느타리버섯 배양에 영향을 미

치는 최저피해마리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0,

1, 3, 5마리를 투입하여 2차 시험을 진행하였다. 2차 시험

에서도 무처리구에서는 1차 처리와 마찬가지로 1, 2주기

를 합산하여 168.7 g의 버섯을 수확할 수 있었다. 하지만

3, 5마리 처리구에서는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버섯파리

유충으로 인해 오염이 발생하였고 정상적인 배양을 완료할

수 없었다. 반면, 긴수염버섯파리의 유충 1마리가 투입된

처리구에서는 10개의 배지 중에 7개가 오염이 발생되어

버섯을 수확할 수 없었으나, 3개의 배지는 1, 2주기 합산

하여 165 g을 수확하여 무처리구와 비교하여도 수량에서

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형태적으로 정상적인 버섯

수확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1kg의 배지

에 버섯파리 유충 1마리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 느타리

버섯 배양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임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2). 

버섯파리 유충뿐만 아니라 성충이 미치는 영향 역시 매

우 크다.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서 버섯파리 성충이 유입

되는 형태는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균사배양과

동시에 외부에서 많은 양의 버섯파리가 유입되어 직접적

으로 피해를 주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이미 재배

중이거나 재배가 완료되는 시점인 인접 재배사에서 발생

된 많은 양의 버섯파리가 이동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로서

연동형 재배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동형 재배

사의 경우, 벽면의 미세한 틈새, 버섯재배사 외부로부터

버섯파리 유입을 물리적으로 차단에 실패하여 버섯파리가

유입되게 된다. 둘째, 균사배양 초기에 일부 유입된 1세대

버섯파리가 일부 버섯배지에서 산란하여 균사배양 완료시

점부터 2세대 버섯파리가 다량 발생하는 형태이다. 농가

에서는 배양초기에 버섯파리가 발생되면 버섯수확이 어려

운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입을 차단한다.

하지만 버섯파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 있다. 느타리버섯의 재배기간은 버섯파리의 생육사와

겹치며, 재배환경은 버섯파리 생육에 아주 좋은 환경이다.

느타리버섯은 균사배양 후 25일이 지나면 1주기 버섯의

수확이 가능하다. 그리고 10~15일 간격으로 버섯을 수확

하게 되며, 35~40일후에는 2주기, 40~55일 후에는 3주기

버섯을 수확하게 된다. 배양초기에 일부 유입된 버섯파리

가 버섯배양 후기에 2세대 성충으로 발생되게 되고 2세대

성충은 1차 수확기와 겹치기 때문에 느타리버섯 수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Lewandowski 등(2004)은

버섯파리의 생태적 특징에서 암수의 비율은 60:40 비율로

보고 하였다. 기존 보고된 생태적 특징을 참고하여 긴수

염버섯파리 10마리가 느타리버섯 재배사 내부에서 느타

리버섯 3주기 수확시점까지 확대되는 마리 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이 가능하다(Fig. 2). 균사배양 초기에 버섯파리

10마리가 침투하여 각 성충이 100마리의 알을 20일 간격

으로 산란한다고 가정해보면 20일후에는 2세대 성충

1,000(B)마리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보고에 따라 60%가

암컷이라고 가정 했을 경우, 40일 후에는 3세대 성충

60,000 (A=B*0.6*100)마리, 60일 후에는 4세대 성충이

3,600,000마리로 불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버섯파리 발

Table 1. Effects of Pleurotus ostreatus cultivation with the addition of Lycoriella ingenua’s larvae (1st test)

No. of 
Larvae

Day of 
Spawning

Primordia formation 
period
(days)

Fruitbody
growth period

(days)

Pileus(mm) Stipe(mm) Yield
(g/1kg)

Rate of 
ContaminationWidth Length Height Diameter

0 24.0 7.0 4.0 42.7 8.1 44.0 17.2 172 0
5 Contamination (No harvest) 100%

10 Contamination (No harvest) 100%
15 Contamination (No harvest) 100%

Table 2. Effects of Pleurotus ostreatus cultivation with the addition of Lycoriella ingenua’s larvae (2nd test)

No. of 
Larvae

Day of 
Spawning

Primordia formation 
period
(days)

Fruitbody
growth period

(days)

Pileus(mm) Stipe(mm) Yield
(g/1kg)

Rate of
ContaminationWidth Length Height Diameter

0 23.7aJ 6.7a 4.0a 42.0a 9.1a 43.7a 17.6a 168.7a 0
1 23.3a 7.0a 4.0a 42.3a 9.3a 41.3a 17.6a 165.0a 70%
3 Contamination (No harvest) 100%
5 Contamination (No harvest) 100%

J
 DMR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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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적은 농가는 4~5주기 이상 버섯을 수확하고 버섯파

리가 발생되면 일반적으로 3주기에 수확을 완료하게 된다.

배양초기 불과 10마리의 긴수염버섯파리가 3주기 수확시

점에는 3,600,000마리로 불어나게 된다. 2013년부터 2015

년까지 버섯파리 발생량 모니터링을 위해 재배사 내부 설

치한 10개의 황색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관찰시 배양초

기에는 일반적으로 20마리정도의 버섯파리가 끈끈이트랩

에 포집되었다(경북농업기술원 내부자료). 20마리를 기준

으로 무방제하여 재배할 경우, 3주기 수확시점에는 약

7,200,000마리의 버섯파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버섯파리는 소량의 개체의 유입만으로

도 버섯재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느타리버섯 농가에서 긴수염버섯파리 성충에 의한 피해

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서 긴수염버섯파리의 성충

을 느타리버섯 종균 접종직후와 접종이 된지 2주가 지난

시점에 처리하여 긴수염버섯파리가 느타리버섯 생산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느타리

버섯 종균 접종직후 긴수염버섯파리 성충을 동시에 투입

할 경우, 10마리까지는 느타리버섯의 수확이 가능하였지

만 무처리구에 비해서 수량은 10.8%가 감소하였으며, 20

마리 이상이 투입되면 오염이 발생되어 버섯수확이 불가

능하였다(Fig. 1B). 균사접종이 된지 2주가 지난 시점은

버섯배지 내부로 느타리버섯 균사가 80%이상 침투하여

배양이 완료되어 가는 시점으로서 버섯파리가 균사배양을

중단시키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시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버섯재배농가에서는 균사배양초기에는

버섯파리가 관찰되지 않다가 균사배양후기부터 버섯파리

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느타리버섯 종균

접종 2주후에 버섯파리의 성충을 인위 투입한 경우에는

배양초기에 버섯파리를 투입한 처리와는 달리 대부분의

처리구에서 느타리버섯 생산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느타

리버섯의 수확량이 긴수염버섯파리 성충 투입량과 비례하

여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C). 무처리구에서

는 191 g의 버섯을 수확할 수 있었지만, 10마리 처리시

10.2%가 감소하였으며, 20~30마리 처리시 최대 42.5%가

감소하였다(Table 3). 버섯파리 성충은 버섯수량뿐만 아니

라 무처리구보다 유효경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버섯수확량이 감

소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느타리버섯 재배중 버섯파리에 의한 피해는 빈번히 발

생한다. 많은 농가에서 버섯파리로 인해 버섯생산량이

감소하고 재배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긴수염버섯파리가 느타리버섯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해보았다. 균사접종시 1마리

이상의 유충이 투입될 경우, 대부분의 처리구에서 오염

이 발생하였으며, 버섯수확은 불가능 하였다. 성충의 영

향평가에서도 긴수염버섯파리는 버섯수확량 감소에 큰

Fig. 2. Comparison of Lycoriella ingenua’s life cycle and
Pleurotus ostreatus’s cultivation system

Table 3. Effect on Pleurotus ostreatus cultivation with the addition of L. ingenua’s adult fly

Application
time

No.of 
L. ingenua

Pileus(mm) Stipe(mm) Primordia 
formation 

period
(days)

Number of 
Stipes

Yield(g)

Width Length Height Diameter 1st period 2nd  period Total

With 
Spawning

0 49.2aJ 8.7a 44.0b 18.4a 5a 11.5b 101.2a 95.0a 196.2a
10 24.7b 5.8b 57.5a 13.8b 5a 19a 90.0b 85.2b 175.2b
20 Contamination (No harvest)
30 Contamination (No harvest)

After 
2weeks
from

Spawning

0 39.0c 7.4b 47.6b 15.3b 5 20.1a 100.0a 91.0a 191.0a
10 63.8a 9.4a 61.0a 22.7a 5 8.3c 111.6a 60b 171.6b
20 62.8a 7.5b 44.3b 17.9b 6 11.0b 60c 50b 110c
30 48.7b 8.6a 46.5b 15.8b 7 15.6b 72b 49.5c 121.5c

J
 DMR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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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었다. 균사접종시기에 10마리가 처리될 경우,

대조구에 비해 수량은 10.8% 감소하였으며, 10마리 이

상 처리될 경우, 버섯수확이 불가능 하였다. 균사배양이

14일 경과한 시험에서 성충을 인위 투입할 경우, 버섯파

리 밀도에 비례하여 버섯생산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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