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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법의곤충학에서 최소사후경과시간(minimum postmortem 

intervals)을 추정하기 위해 시식성 곤충(necrophagous 

insect)의 정보가 사용된다. 이 때, 주로 사용되는 곤충의 정

보는 주로 성장과 관련되어있다[1,2]. 파리 종의 성장은 같은 

종이라도 온도, 습도 등 여러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며, 이는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다[3]. 따라서 여러 요인을 고려한 파리 종의 성장정보를 얻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4].

국내에서 법의학 수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파리과는 집

파리과(Musidae), 검정파리과(Calliphoridae), 쉬파리과

(Sarcophagidae) 등이 있는데, 이는 시체에 가장 먼저 무리

를 이루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견된다[5]. 이 중에서도 검정

파리과에 속하는 붉은뺨검정파리(Calliphora vicina), 큰검

정뺨금파리(Chrysomya pinguis), 큰검정파리(Callip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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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stimate postmortem interval, it is essential to obtain information regarding 
fly growth.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period and body length 
using a sigmoid function is widely accepted in animal science. However, in 
forensic entomology, it is difficult to find studies related to growth period and 
body length. Therefore, we compared growth curve models for forensically 
important flies using sigmoid functions. we used the data from flour fly species 
(Calliphora lata, Calliphora vicina, Chrysomya pinguis, and Lucilia illustris) and 
fited these against five sigmoid functions: quadratic-plateau model, logistic 
model, Gompertz model, von Bertalanffy model, and Brody model. Model 
evaluation criteria were, R2 mean squared error (MSE),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an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The von Bertalanffy 
model yielded the highest R2 value and the lowest MSE, AIC, and BIC values for 
C. lata, whereas the logistic model was the best fit for the data from the other 
three species C. vicina, Ch. pinguis, and L. illust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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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a) 등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파리 종이다[6,7]. 연두금파

리(Lucilia illustris) 역시 검정파리과에 속하는 종으로 사체

에서 쉽게 발견된다. 그러므로 법의학을 비롯한 곤충학 등의 

학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연두금파리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

현재까지 시그모이드 함수(sigmoid function)를 이용해 

시간에 따른 몸길이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동식물

에 대해 많이 이루어져 왔다[9]. 성장데이터를 적절한 모형에 

적합시켜 성장을 예측하는 것은 동식물로부터 얻어 낼 수 있

는 2차 부산물에 대한 최적화와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11]. Beltran 등 (1992) [12]과 Silva 등(2011) [13]은 젖소

의 성장을 추정하기 위해 브로디모형(Brody model)을 이용

했고, Franco 등 (2011) [14]은 돼지의 성장을, Goliomytis 

등(2006) [15]은 양의 성장곡선을 추정하고 Curi 등(1985) 

[16]는 토끼의 성장을 추정하기 위해 시그모이드 함수모형을 

사용했다. 하지만 파리 종의 경우 시간에 따른 몸길이를 추정

하기 위한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없었으며 해외의 경

우 역시 Lecheta와 Moura (2019) [17]의 연구가 유일하다. 

Lecheta와 Moura (2019) [17]은 Sarconesia chlorogaster 

(Diptera: Calliphoridae) 종의 성장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4

가지의 시그모이드 함수모형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파리 종의 시간에 따른 몸길이를 추

정하기 위해 총 5가지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 모형을 

수립하고 그들의 성능을 비교해 각 파리 종별 적합한 성장모

형이 무엇인지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리 유충의 몸길이 변화를 통

한 유충의 성장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성장모형을 적합

할 파리 종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사체에 가장 먼저 무리를 이

루는 파리 종과 쉽게 발견되는 종, 많은 연구에서 법의학적

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종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총 4종

의 파리 종을 선별했고 그 종은 각각 큰검정파리, 붉은뺨검정

파리, 큰검정뺨금파리, 연두금파리이다. 성장모형 구축을 위

해 사용된 자료는 각 파리 유충이 사육된 온도와 시간에 따른 

몸길이 정보가 포함되었다. 파리 유충 사육 실험은 고신대학

교 의생명과학과에서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각 실험 단계에 대한 세부 설정은 Lecheta와 Moura (2019) 

[17]와 Kim 등(2007) [18] 등 을 참고하였다. 

돼지 허파 위에 산란된 알(egg)들은 미세붓을 이용하여 하

나씩 분리되었고, 분리된 200개의 알들은 20개씩 10개의 사

육 용기(높이 10 cm, 지름 8 cm의 원통형 플라스틱)에 넣었

다. 사육 용기에 탈지면을 깐 신선한 돼지 허파(약 50 g)를 

먹이로 제공했다. 이러한 사육용기는 항온항습기(4-Room 

Tempand Humid Chamber, TNC Bio, Busan, Korea)에 

넣어 두었다[18]. 사육온도는 각각 큰검정파리의 경우 16°C, 

21°C, 26°C, 31°C, 붉은뺨검정파리는 25°C, 30°C, 큰검정

뺨금파리는 25°C, 26°C, 연두금파리는 21°C, 26°C, 31°C에

서 사육되었다. 이때 12:12 (L:D, 시간) 광주기와 습도는 70%

에서 실험하였다. 실험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온도계

를 이용해서 실험온도 범위(±1°C)로 유지하였다. 유충의 사

육온도는 해당 종들을 야외에서 채집된 온도를 기준으로 사

육을 진행하다보니 각 종들이 현장에서 출현하는 온도가 달

라서 이에 따라 사육온도도 다르게 설정되었다. 유충의 샘플

링(sampling)은 알이 부화한 것을 확인한 후 하루에 2회 10

개의 사육 용기에서 랜덤으로 총 5개체를 선별해서 길이를 

측정하였다. 각 성장단계에서 채집된 유충은 체장을 측정하

기 위해 70-80°C의 뜨거운 물에 넣어 유충을 죽인 후 현미

경(SZX2-TR30, Olympus, Tokyo, Japan)과 ToupView 3.7 

프로그램(ToupView 3.7, ToupTek Photonics, Hangzhou, 

China)을 이용하여 구기부터 후기문까지의 길이를 측정하

였다. 이 때의 끓는 물에 처리를 한 것은 유충의 체장을 측정

할 때 최대 길이(maximal extension)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7]. 체장의 길이를 측정한 후 표본을 추가 변형을 막기 위해 

각 유충은 에탄올(80%)에 넣은 후 냉동(-20°C) 보관했다.

이렇게 사육된 파리 유충의 성장데이터는 Table 1과 같다. 

총 4종의 파리가 사육되었으며 각각 큰검정파리(C. lata), 붉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collected flies (4 species)

Calliphora lata Calliphora vicina Chrysomya pinguis Lucilia illustris

No. of observations 343 453 145 111

Temperature (°C) 16, 21, 26, 31 25, 30 25, 26 21, 23, 26, 31

Humidity (%) 70 70 70 70

Growth time (hr)a) 0-380 0-469 0-195 0-108

Body length (mm)a) 1.10-29.32 0.75-22.65 1.82-16.93 1.00-16.30
a)Growth time and body length are expressed by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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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뺨검정파리(C. vicina), 큰검정뺨금파리(Ch. pinguis), 연

두금파리(L. illustris)이며, 각 유충의 성장시간, 성장단계, 몸

길이(mm)가 함께 수집되었다.

2. 통계모형 적합

시간의 흐름에 따른 파리 유충의 몸길이 변화를 적합시키

기 위해 다음과 같이 5가지 통계모형을 사용하였다. 적합

에 사용된 통계모형은 (1) 이차받침모형(Quadratic-plateau 

model), (2) 로지스틱모형(Logistic model), (3) 곰페르

츠모형(Gompertz model), (4) 본 베르탈란피모형(von 

Bertalanffy model), (5) 브로디모형(Brody model)으로서, 

이 모형들은 동식물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

되는 모형들이다[7].

이차받침모형은 독립변수의 특정 값 이전까지는 곡선 모

양의 이차식을 갖지만 특정 값 이후에는 종속변수의 값이 일

정해지는 특징을 지닌다. 이 모형은 농업에서 비료가 농작

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고안되었다

[19]. S자 형태의 시그모이드 함수 중 대표적인 모형인 로

지스틱모형은 인구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Verhulst (1838) 

[20]에 의해 고안된 모형으로 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지수적

(exponential)으로 증가하다가, 인구가 포화 상태에 접어

들면 인구 성장이 선형적으로 둔화하고, 마지막 단계로 접

어들면 성장을 멈추는 형태를 보인다[21]. 곰페르츠모형은 

Gompertz (1825) [22]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 모형은 

생물학에서 자주 활용되며 주로 동식물의 성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23]. 본 베르탈란피모형은 일반화 로지스틱 함

수(generalized logistic function)의 특수한 경우로 시간

과 관련된 변수를 이용해 성장모형을 모형화하는 데 사용된

다. 주로 동물의 나이에 따른 몸길이를 적합하는 데 사용된다

[24,25]. 브로디모형은 초기에 어류의 몸길이-시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모형으로 지수함수(exponential 

function)에서부터 변형된 모형이다[26].

각 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이차받침모형(Quadratic-plateau model),  

y= { a+bx+cx2, x≤
-0.5b

c

a+
-b2 , x>

-0.5b
  4c c

 

이 때, 
-0.5b

c
가 종속변수 값이 일정해지는 독립변수의 값

이고 이때의 종속변수의 값을 받침값(plateau point)이라고 

한다.

(2) 로지스틱모형(Logistic model), y=a(1+be-cx)-1

(3) 곰페르츠모형(Gompertz model), y=ae-be-cx

(4) 본 베르탈란피모형(von Bertalanffy model), 

     y=a(1-be-cx)3

(5) 브로디모형(Brody model), y=a(1-be-cx)

위 모형들은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차받침모형

은 특정 설명변수 값 이상에서는 고정된 종속변수의 값을 갖

는 모형; 브로디모형은 성장단계 후반에서 종속변수의 값이 

감소하는 모형; 로지스틱모형, 곰페르츠모형, 본 베르탈란피

모형은 S자 모형을 갖고 고정된 변곡점(inflection)이 있는 모

형으로 나뉜다[8].

3. 모형 평가 기준

적합에 사용된 통계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데이터에 가장 

잘 적합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R2와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d error, MSE),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을 평가 기준으로 고

려했다. R2는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반응변

수의 변동량 중에서 적합된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 비율

을 나타내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1에 가까운 값을 가

질수록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27]. MSE는 관측치와 추정

치 차이의 제곱 평균을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MSE값이 작을

수록 더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AIC와 BIC는 우

도(likelihood)에 독립변수의 수에 대한 손실(penalty)을 반

영하는 방법이다. 이때, 손실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

라 AIC와 BIC로 나뉜다. AIC의 경우 모형과 데이터의 확률

분포 사이의 쿨백-라이블러(Kullback-Leibler)값을 가장 크

게 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왔으며, AIC=2k-2ln( )로 구한

다. 이때, k는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수이고 은 우도 함수

(likelihood function)의 최댓값이다[28,29]. BIC는 데이터

가 지수족(exponential family)이라는 가정하에 데이터에서 

모형의 우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도되었다. BIC는 BIC=-2log

+klog(n)으로 구하며 이때 k는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수이

고, n은 관측치 수, 은 우도 함수의 최댓값이다[30]. 두 통계

량 모두 작은 값을 가질수록 해당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4. 분석프로그램

해당 분석은 R3.5.3 (https://cran.r-project.org) 통계프

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R packages는 

‘easynls’이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사용한 packages는 

‘ggplot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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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각 파리 종별 성장단계와 사육온도에 따른 몸길이

성장단계별로 수집된 각 파리 종별 데이터를 통계모형에 적

합하기 전, 성장단계와 사육온도에 따른 유충의 몸길이에 대

한 기초분석을 하였다. 우선, 모든 파리 종에서 볼 수 있는 특

징으로는 알 단계에서 후섭식기(post-feeding)단계에 도달

할 때 몸길이는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섭

식기에서 번데기(pupa)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25°C에서 

사육된 큰검정뺨금파리를 제외하고는 평균 몸길이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두금파리의 경우 3령 이후 단계의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후섭식기 단계와 번데기 단

계의 몸길이 차이가 가장 큰 파리 종은 붉은뺨검정파리였으

며 25°C의 경우 후섭식기 단계에서의 몸길이는 15.51 mm였

으나 번데기 단계에서의 몸길이는 8.66 mm였다. 26°C의 경

우 후섭식기 단계에서의 몸길이는 10.95 mm였으나 번데기 

단계에서의 몸길이는 7.53 mm였다(Table 2).

2. 통계모형 적합 결과

각 파리 종별 데이터를 여러 통계모형에 적합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먼저, 각 종별 통계모형 적합식을 표로 정리하였다

(Table 3). 분석대상이었던 4가지 파리 종에서 각각 5종류의 

통계모형을 적합한 결과 모든 적합식의 계수는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각 모형식에 적합을 한 후 모형 평가를 통해 가장 잘 적

합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위에서도 언급했던 R2, MSE, 

AIC, BIC 통계량을 비교해 보았다(Table 4). R2값을 살펴보

면 붉은뺨검정파리를 제외한 나머지 3종에서의 R2은 0.8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나 적합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붉은

뺨검정파리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R2값이 약 0.5로 전반적

인 모형 적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MSE

도 11 이상으로 다른 종들에 비해 그 값이 상대적으로 큰 것

을 알 수 있다. 각 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큰검정파리의 경

우 본 베르탈란피모형이 가장 적합도가 높았고(R2=0.8552; 

MSE, 8.4222; AIC, 1,712.28; BIC, 1,727.63) 곰페르츠모형

이 그 뒤를 이었다(R2=0.8549; MSE, 8.4405; AIC, 1,713.02; 

BIC, 1,728.38). 큰검정파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종(붉은뺨

검정파리, 큰검정뺨금파리, 연두금파리)의 경우 가장 적합

이 좋았던 모형은 공통적으로 로지스틱 모형이었다. 통계량

은 각각 붉은뺨검정파리의 경우 R2=0.5598, MSE 11.0331, 

AIC 2,334.02, BIC 2,340.40이었으며, 큰검정뺨금파리의 경

우 R2=0.8950, MSE 2.5054, AIC 552.67, BIC 564.57, 연

두금파리의 경우 R2=0.9697, MSE 0.8453, AIC 304.35, 

BIC 315.18로 적합한 모든 종에 대한 모든 모형에서 가장 적

합값이 컸다. 큰검정파리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가지 종에

서도 두 번째로 적합이 잘 된 모형은 곰페르츠모형이었으

며 붉은뺨검정파리의 경우 R2=0.5550, MSE 11.2867, AIC 

2,344.11, BIC 2,360.49, 큰검정뺨금파리의 경우 R2=0.8763, 

MSE 2.9518, AIC 576.44, BIC 588.35, 연두금파리의 경우 

R2=0.9587, MSE 1.1593, AIC 338.80, BIC 349.64의 통계량

을 나타내었다(Table 4).

하지만, 붉은뺨검정파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Table 2. Mean body length (mm) of species at each growth stage and rearing temperature

Species Temperature (°C)
Developmental stage

Egg 1st instar 2nd instar 3rd instar Post feeding Pupa

A 16 1.41±0.03 3.52±0.77 7.63±1.58 16.93±3.51 21.84±2.37 19.01±0.00

21 1.40±0.01 3.53±0.50 8.81±2.11 17.55±1.60 21.42±0.54 18.18±1.31

26 1.36±0.10 4.30±0.48 7.41±1.73 17.07±2.53 20.11±2.05 -

31 1.40±0.00 3.76±0.87 7.54±2.80 13.61±1.62 20.67±2.31 -

B 25 1.29±0.18 2.53±0.88 6.46±2.70 15.11±2.15 15.51±3.36 8.66±0.92

30 1.31±0.04 2.81±1.01 5.47±0.29 9.82±2.25 10.95±1.81 7.53±1.89

C 25 1.84±0.02 4.80±1.40 5.89±0.68 12.60±2.79 14.94±0.93 15.23±0.78

26 1.86±0.02 4.83±1.43 5.91±0.52 13.24±2.84 15.25±0.73 15.08±0.88

D 21 1.17±0.04 2.23±0.14 - 13.13±0.95 - -

23 1.15±0.13 2.14±0.19 - 13.28±0.88 - -

26 1.17±0.04 1.97±0.53 6.96±0.76 13.13±0.95 14.00±1.13 -

31 1.18±0.05 2.21±0.12 7.01±0.67 13.86±1.27 -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A, Calliphora lata; B, Calliphora vicina; C, Chrysomya pinguis; D, Lucilia illust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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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stimated growth curve with fitted value of each model

Species Model Estimated growth curve

Calliphora lata Quadratic-plateau y=0.5667+0.2104x-0.0005x2

Logistic y=21.0179(1+10.9736e-0.0363x)-1

Gompertz y=21.5295e(-3.3351e0.0242x)

Von Bertalanffy y=21.8011(1-0.7739e-0.0245x)3

Brody y=23.3753(1-1.0526e-0.0112x)

Calliphora vicina Quadratic-plateau y=-0.4862+0.3003x-0.0018x2

Logistic y=12.2390(1+37.3937e-0.1115x)-1

Gompertz y=12.2234e(11.1692e0.0890x)

Von Bertalanffy y=12.2327(1-1.2340e-0.0632x)3

Brody y=12.1534(1-1.0625e-0.0368x)

Chrysomya pinguis Quadratic-plateau y=1.1063+0.1851x-0.0006x2

Logistic y=15.5915(1+7.7826e-0.0427x)-1

Gompertz y=16.1394e(-2.4064e-0.0266x)

Von Bertalanffy y=16.5052(1-0.5668e-0.0217x)3

Brody y=17.9909(1-0.9348e-0.0124x)

Lucilia illustris Quadratic-plateau y=-0.3295+0.4401x-0.0035x2

Logistic y=13.6316(1+43.1807e-0.1641x)-1

Gompertz y=13.7128e(-8.4905e-0.1140x)

Von Bertalanffy y=13.9036(1-1.2010e-0.0828x)3

Brody y=14.9883(1-1.0124e-0.0342x)

Table 4. Model evaluation statistics of 5 statistical models for 4 species

Species Model R2 MSE AIC BIC

Calliphora lata Quadratic-plateau 0.8462 8.9479 1,733.05 1,748.40

Logistic 0.8490 8.7926 1,727.05 1,742.40

Gompertz 0.8549 8.4405 1,713.02 1,728.38

Von Bertalanffy 0.8552 8.4222 1,712.28 1,727.63

Brody 0.8410 9.2498 1,744.43 1,759.79

Calliphora vicina Quadratic-plateau 0.5350 11.6543 2,358.34 2,374.72

Logistic 0.5598 11.0331 2,334.02 2,340.40

Gompertz 0.5550 11.2867 2,344.11 2,360.49

Von Bertalanffy 0.5388 11.5580 2,354.65 2,371.04

Brody 0.4802 13.0278 2,407.80 2,424.19

Chrysomya pinguis Quadratic-plateau 0.8702 3.0979 583.45 595.36

Logistic 0.8950 2.5054 552.67 564.57

Gompertz 0.8763 2.9518 576.44 588.35

Von Bertalanffy 0.8679 3.1509 585.91 597.81

Brody 0.8485 9.5924 605.82 617.73

Lucilia illustris Quadratic-plateau 0.9138 2.4063 420.47 431.31

Logistic 0.9697 0.8453 304.35 315.18

Gompertz 0.9587 1.1593 338.80 349.64

Von Bertalanffy 0.9491 1.4197 361.91 372.74

Brody 0.8742 3.5123 462.45 473.29

MSE, mean squared error;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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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 통계량 값들이 다른 종에 비해 현

저히 떨어지므로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각 모형에 적합한 

값들을 원자료를 이용해 그린 산점도(scatter plot)위에 그려

보았다(Fig. 1). Fig. 1의 그래프는 각 파리 종의 시간에 따른 

몸길이(mm)를 산점도로 그린 뒤, 5개의 모형의 적합 값을 선

으로 표현한 것이다. 산점도를 살펴보면 붉은뺨검정파리의 

산점도가 다른 종과는 확실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붉

은뺨검정파리를 제외한 나머지 종들의 산점도는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몸길이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몸길이의 값이 일정하거나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붉은뺨검정파리의 경우 몸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시

점 이후에 그 값이 급격하게 감소한 뒤 일정해지는 양상을 보

인다. 붉은뺨검정파리의 산점도에 5개의 모형을 적합한 선을 

보면, 적합에 사용된 모형이 몸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시점에

서 적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몸길이가 일정해지는 시점에서의 적합 역시 잘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고    찰

현재까지 법곤충학에서 성장시간에 따른 몸길이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는 Lecheta와 Moura (2019) [17]가 유일했으며, 

S. chlorogaster (Diptera: Calliphoridae) 종 1령에서 3령의 

유충데이터를 갖고 이를 4가지의 모형에 적합시켜 시간에 따

Fig. 1. Growth curves of each species (A, Calliphora lata; B, Calliphora vicina; C, Chrysomya pinguis; D, Lucilia illustris) using statistical models. 
Each scatter plot shows that body length of each species over the growth periods. Then growth curves of each species that fitted to five sigmoid 
functions were also plotted on scatter plots.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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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유충의 몸길이와 몸무게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로지스틱모형이 S. chlorogaster종의 시간에 따른 몸길이와 

몸무게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종이 아닌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여

러 파리 종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장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효

과적인 모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파리 종의 시

간에 따른 몸길이 산점도를 그려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직선 형태의 모형보다는 S자 형태의 시그모이드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5가지의 시그모이드 함수(이차받침

모형, 브로디모형, 로지스틱모형, 곰페르츠모형, 본 베르탈란

피모형)를 이용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분석방법을 전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4개의 종 중 3개의 종(붉은뺨검정파리, 큰검정

뺨금파리, 연두금파리)에서 로지스틱모형이 가장 높은 적합

도를 보였다. Lecheta와 Moura (2019) [17]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 종인 S. chlorogaster의 성장데이터가 로지스틱모

형에 가장 잘 적합되었다. 나머지 한 종(큰검정파리)은 본 베

르탈란피모형이 가장 잘 적합되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적합

도를 보인 모형은 모든 종에서 곰페르츠모형이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붉은뺨검정파리의 경우 산점도의 모

양이 다른 종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 평

가 기준 중 하나로 쓰인 R2 역시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약 0.5 

정도로 낮은 적합도를 보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붉

은뺨검정파리는 다른 파리 종들보다 더 오랜 시간 사육된 유

충들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Table 1). 큰검정뺨금파리의 

경우 성장시간의 최댓값이 195시간이고, 연두금파리의 경우 

108시간이지만 붉은뺨검정파리는 469시간으로 더 오랜 기

간 수집된 데이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붉은뺨검정파리

와 비슷한 성장시간을 갖는 큰검정뺨금파리의 경우 성장시간

의 최댓값이 308시간이다(Table 1). Fig. 1의 산점도를 보면 

큰검정파리와 붉은뺨검정파리의 경우 비슷한 기간 동안 수집

된 데이터이지만 산점도의 양상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붉은뺨검정파리의 산점도와 같이 몸길이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뒤 다시 감

소한 뒤 일정한 값을 갖는 양상을 보이는 데이터는 시그모이

드 함수에 적합시키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형태의 데

이터를 적합 시키기 위해서는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추정 

등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밴드위스

(Bandwidth)를 조절해 분포를 추정하는 커널(kernel)방법 

등의 비모수적 추정방법을 이용한다면 붉은뺨검정파리의 산

점도와 같이 몸길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다가 일정 수

준 도달한 뒤 감소하다가 일정한 값을 갖는 형태의 성장곡선 

추정이 좀 더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파리 종들이 모두 같은 온도대에서 사육

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각 파리 종에 따른 성장모형을 

동일온도에서 비교, 분석하는 연구와 더불어 동일 온도에서 

종에 따라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특징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국내 법의곤충학에서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다양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 성장곡선을 추정하는 연구

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더 정확한 성장함수 추정

의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과학수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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