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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ccurrence of soybean pod gall midge (SPGM), Asphondylia yushimai, and soybean pod damage
caused by SPGM, and its control efficacy treated with ethofenprox 20EC were first observed at Miryang
from 2006 to 2008 in Korea. The typical damage symptoms in soybean pod caused by SPGM were brownish
coloration and malformation. By beating method occurrence of SPGM was observed from beginning bloom
of soybean and its collected population increased with season until middle September. Soybean pod damage
caused by SPGM was heaviest at seeding date of 10th May, followed by 11th June and 26th May. Control
efficacy against SPGM sprayed with one time application of ethofenprox 20EC at different spray time in
soybean reproductive stage was highest with 92.9% at R2.5, followed by 87.9% at R2 and 83.6% at R3, and
was low from about 19 to 66% at other spray time. Accordingly, the most effective spray time of insecticide
for control of SPGM in soybean field was found to be R2.5 which is between R2 and R3.
Key words control efficacy, occurrence, pod damage, soybean pod gall midge, soybean

서 론
콩꼬투리혹파리(Asphondylia yushimai)는 파리목(Diptera)
혹파리과(Cecidomyiidae)에 속하며(Kanzawa, 1918; Gagne
and Waring, 1990; Tokuda and Yukawa, 2007), 콩의 꼬투
리를 가해하여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해충으로 최근
국내에서 발생이 확인되었다.
Asphondylia속 꼬투리혹파리는 Kanzawa (1918)가 일본
야마나시(Yamanashi)현 콩 포장에서 꼬투리의 기형화로 수
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면서 최초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종명은 동정되지 않았으며, 그 후
Yukawa et al. (2003)이 미토콘드리아 DNA분석을 통해

Asphondylia yushimai 라고 동정하였고, 현재 Asphondylia
속 꼬투리혹파리는 전 세계적으로 250종 이상 발생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Gagne and Waring, 1990; Uechi et al.,
2005; Tokuda and Yukawa, 2007). Asphondylia속 꼬투리혹
파리의 생태에 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지만,
1975년 지중해 Cyprus 연안의 쥐엄나무(Ceratonia siliqua)
에서 Asphondylia gennadii가 월동한다는 사실이 최초로 보
고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Harris, 1975). 그 후
2003년 일본에서 DNA 분석을 통해 콩꼬투리혹파리는 연중
생활사를 완료하기 위해 겨울기주와 여름기주로 기주를 교
대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Uechi and Tokuda, 2002;
Yukawa et al., 2003; Uechi 2004; Uechi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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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콩꼬투리혹파리에 관한 연구가 처음 시작된 것
은 2006년으로 2005년 밀양과 대구의 콩 포장에서 본 충에
의한 피해가 크게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콩꼬투리
혹파리의 성충 체장, 유충 및 번데기의 크기가 매우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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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llicle (a) after eclosion and adult (b) of Asphondylia yushimai, the out (c) and inside (d) of damaged soybean pod.

(Yukawa, 1980, 1985) 관찰이 어려워서 콩 식물체에서 본
충이 어떻게 발생되어 콩 꼬투리에 피해를 주는지 등 기초
적인 발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방화
로 인한 국제 교역량의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외래해충의
국내유입과 발생이 더욱 문제 시 되고, 또한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논에서 콩을 비롯한 밭작물
의 재배면적을 정책적으로 늘리고자 추진하는 상황에서, 콩
의 수량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콩꼬투리혹파리의 발생과 약
제처리 효과를 조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콩 재배 및 성충조사
콩꼬투리혹파리의 발생조사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08년
까지 6월 상순에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 밀양의 밭포
장(40 m × 50 m = 2,000 m2)에 태광콩을 표준재배법으로 파
종하였으며, 재배기간 동안 농약은 전혀 살포하지 않았다.
콩 포장에서 콩꼬투리혹파리 성충의 발생은 반투명의 플라
스틱 사각통(40 × 20 × 20 cm)을 콩 이랑 사이에 놓고 반복
당 10회 타락하여 채집된 총 충수를 조사하였다.
꼬투리 피해 양상 및 약제방제
콩 파종기에 따른 콩꼬투리혹파리에 의한 콩 꼬투리의 피
해협률은 2007년 5월 10일, 5월 26일, 6월 11일에 국립식량
과학원 기능성작물부 밀양의 밭포장(40 m × 60 = 2,400 m2)
을 1/3씩 나누어 태광콩을 표준재배법으로 파종하여 무농약
재배하여 조사하였다. 그 조사기준은 Fig. 1의 c와 같이 외
관상 피해증상의 유무로 조사하였다. 콩 식물체를 상, 중,
하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위별로 꼬투리 10개를 채취하
여 피해협수를 육안으로 조사하여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반
복당 총 10주, 각 부위별 총 100협을 3반복하여 피해협률을
구하였다.
콩꼬투리혹파리에 대한 약제방제효과를 알아보고자 2008
년 6월 12일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의 밭포장(40 m ×
80 m = 3,200 m2)에 태광콩을 표준재배법으로 파종하여 재
배하였다. 콩의 노린재류 및 나방류 방제약제로 등록된 etho-

fenprox 20EC를 콩 생식생장기의 초기에서 중기에 해당하
는 R2~R4.5 사이의 다양한 시기에 1회씩만 살포한 후 9월
5일 각 처리별 꼬투리 100개를 채취하여 외관상 나타난 피
해협수를 조사하여 방제효과를 구하였다. 콩의 영양생장기
와 생식생장기의 각 시기별 구분은 콩 표준재배법에 의한
지침으로 구분하였다(Fehr et al., 1971).
통계처리
콩 파종기 및 조사시기에 따른 콩꼬투리혹파리 성충의 발
생과 꼬투리 피해, 콩 생식생장기의 초기와 중기 사이에 1
회 약제살포에 따른 꼬투리의 피해에 대한 평균값 비교를
위하여 Tukey’s HSD 검정(α = 0.05) (SAS Institute Inc.,
2004)으로 통계분석 하였다.

결 과
콩꼬투리혹파리는 꼬투리 안에 산란된 알에서 부화한 유
충이 어린 종실을 가해하고, 꼬투리 안에서 번데기 과정을
거쳐 성충으로 우화하면서 꼬투리를 탈출하여 번데기의 껍
질을 꼬투리의 표면에 붙여둔다(Fig. 1의 a). 성충은 전체적
으로 모기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특이적으로 다리
가 매우 길고(Fig. 1의 b), 산란된 시기에 따라 유충에 의한
꼬투리의 피해양상이 다양하지만, 피해부위가 발육장애로
인한 기형화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Fig. 1의 c 및 d).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밀양의 콩 포장에서 타락법에 의
한 조사시기별 콩꼬투리혹파리의 발생량은 Fig. 2와 같았다.
콩꼬투리혹파리의 성충은 개화시부터 발생되기 시작하여 콩
의 생식생장기가 진행될수록 그 밀도가 증가하여 조사가 완
료된 9월 중순에 가장 높은 밀도를 나타내었다.
2007년 밀양에서 태광콩을 5월 10일, 5월 26일 및 6월 11
일에 파종하여 콩꼬투리혹파리에 의한 콩 꼬투리의 피해협
률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파종기별 콩 피해협
률은 5월 10일 파종에서 조사시기 평균 11.6%로 가장 높았
으며, 다음은 6월 11일 파종에서 8.7% 이었고, 5월 26일 파
종에서 6.9%로 가장 낮았다.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조사
시기에 따른 피해협률은 파종기에 관계없이 시기가 경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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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ccurrence of A. yushimai adult observed by beating at soybean field in Miryang from 2006 to 2008. Means indicated with
same letter in each test group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s HSD test, α = 0.05).
Table 1. Percent of soybean pod damage by A. yushimai on soybean sowed at three seeding times at Miryang, 2007
Soybean pod damage at seeding time (mean ± SD, %)

Observed time
(month/day)

10th May

26th May

11th June

8/6
8/16
8/26
9/5
Average

66.7 ± 0.6a
69.7 ± .2.1a
13.3 ± 1.5a
16.7 ± 2.1a
11.6 ± 1.58a

62.7 ± 0.6b
65.0 ± 1.0b
68.7 ± 1.5b
11.3 ± 1.5b
66.9 ± 1.15c

64.0 ± 1.0b
66.3 ± 1.2ab
10.7 ± 2.1ab
13.7 ± 2.1ab
68.7 ± 1.60b

Means indicated with same letter in each test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s HSD test, α = 0.05).

고 찰

Fig. 3. Soybean pod damage by A. yasumai and its control
efficacy at various spraying times on soybean plant at Miryang,
2008. Means indicated with same letter in each test group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s HSD test, α = 0.05).

수록 증가하였다.
2008년 밀양의 태광콩 포장에서 생식생장기의 초기부터
중기까지, 즉, R2 (개화성기)부터 R4.5까지 각 단계별로
ethofenprox 20EC를 1회씩만 살포한 후 꼬투리가 완전히
비대하여 성숙단계로 접어드는 시기인 9월 5일에 각 처리별
피해협수를 조사하여 무처리에 대한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
(Fig. 3). 그 결과 콩꼬투리혹파리는 R2 (개화성기)와 R2.5,
즉 콩의 생육초기에 처리한 것에서 방제효과가 가장 높았다.

Asphondylia속 꼬투리혹파리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250여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성충, 번데기 및
유충의 형태는 매우 유사하나 기주 식물의 종류는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Gagne and Waring, 1990; Yukawa et
al., 2003; Uechi et al., 2005). 성충은 2~3 mm 크기로 회갈
색으로 얼핏 보면 모기와 매우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
(Fig. 1의 b). 성장한 유충은 길이가 3 mm의 회백색이며, 번
데기의 길이는 3 mm로 황갈색을 띈다(Fig. 1의 a). 일본에
서 콩꼬투리혹파리는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혼슈, 시코쿠,
규슈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Yukawa, 1980),
Asphondylia속 꼬투리혹파리는 오키나와를 비롯하여 동남아
시아에도 널리 분포하고 있다(Yukawa, 1983; Yukawa et
al., 2003; Uechi et al., 2005).
본 종은 일반적으로 개화기에 콩 포장으로 비래하여, 꽃
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는 시기의 어린 꼬투리에 암컷
이 산란관을 삽입하여 종실 부근에 알은 낳는데, 갓 만들어
진 꼬투리에 산란되면 꼬투리가 떨어져 버리기도 한다
(Kobayashi, 1981). 콩꼬투리 안에서 유충이 자라면 기생한
부분이 부풀고 잘록하게 보여 콩꼬투리의 외관상 모양으로
기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Kobayashi, 1981). 우화 전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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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기는 꼬투리 밖으로 몸을 내밀어, 성충이 꼬투리 밖으로
탈출하도록 하며 번데기 각을 흔적으로 남긴다(Fig. 1의 a).
본 조사에서 콩꼬투리혹파리의 성충은 개화시부터 발생하여
조사가 완료된 9월 중순까지 그 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
었다. 일본의 콩포장에서 콩꼬투리혹파리 발생은 지역에 따
라 차이가 있었는데, 간토에서는 7월에도 콩꼬투리혹파리가
발생하지만, 8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에 발생성기라 하였으
며(Naito, 1964), 미야기에서 발생초기는 간토보다 늦지만
발생성기가 9월 상~중순 이라고 하여(Takano, 1988) 본 조
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2). 또한 콩꼬투리혹파
리에 의한 콩 피해는 파종기가 빠를수록 숙기가 늦을수록
피해가 많다고 하였는데(Murakami and Ishikawa, 1981;
Shibuya, 1981; Takano, 1992), 본 조사에서 5월 10일 콩 파
종기에서 콩꼬투리의 피해가 가장 심하였고, 다음은 5월 26
일 아니라 6월 11일 파종기에서 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Table 1) 파종기에 따른 개화기, 착협기 및 립비대기 등의
차이로 인한 콩꼬투리혹파리의 발생량의 차이가 피해협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에 관해서는 보다 정밀
한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콩꼬투리혹파리의 생활사는 아직도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
았지만 콩 포장에서 연간 2~3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콩의 꼬투리를 가해하여 수량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콩꼬투
리혹파리를 약제를 이용하여 방제하려면 방제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콩꼬투리혹파리의 발생과
그로 인한 콩 피해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 이를
방제하기 위한 등록약제도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콩 노린
재류 방제약제로 등록된 ethofenprox 20EC를 이용하여 콩
의 R2에서 R4.5까지 총 6회의 각각 다른 생식생장기에 1회
씩 살포하여 콩꼬투리혹파리에 대한 방제효과를 확인하였다
(Fig. 3). 그 결과 콩꼬투리혹파리는 R2 (개화성기)와 R2.5,
즉 생육초기에 처리한 것의 방제효과가 가장 높았다. 이러
한 결과는 콩꼬투리혹파리의 콩 포장으로 비래하는 시기 및
산란시기와 관련된 것으로(Murakami and Ishikawa, 1981;
Shibuya, 1998), 약제를 이용하여 콩꼬투리혹파리를 가장 효
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콩꼬투
리혹파리의 발생에 의해 콩 수량감소가 문제되는 경우 콩꼬
투리혹파리의 발생, 피해 및 방제효과에 관한 자료는 보다
적극적인 방제대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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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순도·비쇼 마이날리·김현주*
국립식량과학원 잡곡과
요 약 국내 최초로 밀양에서 콩꼬투리혹파리의 발생시기, 콩꼬투리 피해율 및 ethofenprox 20EC의 방제효과를
조사하였다. 콩꼬투리혹파리에 의한 콩꼬투리의 전형적인 피해증상은 피해부위의 갈변 및 기형화로 나타난다. 콩 포
장에서 타락법에 의해 조사된 콩꼬투리혹파리 성충은 콩의 개화시기인 7월 5일부터 발생하여 9월 중순까지 그 밀도
가 증가하였다. 파종기에 따른 콩꼬투리혹파리에 의한 콩꼬투리의 피해협률은 5월 10일 파종에서 가장 심하였으며,
다음은 6월 11일 및 5월 26일 파종 순 이었다. 콩 생식생장기에 ethofenprox 20EC 1회 살포에 따른 콩꼬투리혹파리
의 방제효과는 R2.5에서 9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R2에서 87.9%, R3에서 83.6%이었으며, 나머지 처리시기
에서는 약 19~66%로 낮았다. 따라서 콩에서 콩꼬투리혹파리의 효과적인 약제방제 시기는 개화성기와 착협시 사이
인 R2.5로 여겨진다.
색인어 콩, 콩꼬투리혹파리, 발생, 꼬투리 피해, 방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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