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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근래에 식용곤충 식품에 대한 수요 및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성 효과가 널리 알려진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를 위한 스마트 

사육사를 제작하고 그 성능을 평가한 결과이다. 사육사는 L6m×W3m×H2.8m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안정적

인 사육환경을 위하여 사육실과 공조실을 분리하여 설계하였다. 공시재료는 생후 15일이 경과된 흰점박이꽃

무지 유충 1령이며, 스마트 사육사 내 사육환경은 온도 25±2℃, 습도 65±5%로 제어하였다. 사육조사는 매

주 1회, 유충의 체중, 길이, 두께를 측정하였으며, 스마트 사육사의 성능평가를 위해 일반 사육농가(전북 소

재)와 비교․분석하였다. 사육 4주 후 조사 결과, 스마트 사육사에서 사육한 유충의 체중과 길이는 각각 평균 

1.97g/마리와 3.75cm로, 일반농가의 1.58g/마리와 3.55cm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께의 경우 2주 차까지 일반농가에서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3~4주 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스마트 사육사는 일반농가와 비교해 사육이 

비교적 빠르고 생산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소 

및 시간에 상관없이 생육환경 제어가 가능하여 개발된 시제품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키워드: 식용곤충(Edible insect), 흰점박이꽃무지(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스마트 사육사(Smart breed system), IoT(Internet of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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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를 개정하여

(’19.7.25)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발표하였다. 위 고시의 개정으로 

가축의 범위에 포함된 곤충은 총 14종이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여, 최근 식용곤충 

사육농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중 흰점박이꽃무지는 가장 

널리 사육되고 있는 곤충 중 하나로, 간과 신장 기능 회복, 혈전용해작용

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조 과정을 거쳐 분말이나 환과 

같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주로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인 곤충산

업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곤충사육농가

는 불안정적인 사육환경에서 곤충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물의 

품질 저하와 비효율적인 생산에 따른 판매단가의 상승이 야기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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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를 위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스마트 사육사를 설계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흰점박이꽃무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충의 대체먹이원과 기능성분

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충의 주요 

먹이인 참나무 발효톱밥 대신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먹이로 

이용하여 사육한다면 생산량 100kg 당 약 66만원의 소득증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3], 뽕나무발효톱밥을 대체 먹이원으로 

이용하여 유충 사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4]. 또한, 한약재 

부산물을 이용하여 대체 먹이원으로 사용했을 때, 유충의 발육기간이 

단축되었다고 발표하였다[5]. 기능성 연구의 경우,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분말을 분석하였을 때, 난류, 육류, 어류 등 단백질 식품의 

단백질 함량보다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으며[1],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효과가 있으며, 곤충을 이용한 AD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2].

III. Material and method

본 연구에서 설계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사육시스템은 

L6m×W3m×H2.8m로 제작되었으며, 주위 환경에 민감한 유충이 

진동, 소음 등과 같은 외부환경에 의한 생육부진을 막기 위해 유충 

사육실과 공조실을 분리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제어반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육환경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1.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스마트 사육시스템 개략도

(A : 사육사 제어반, B : 순환팬, C,D : 흡기, 배기관 

E : 가습용 물탱크 F : 가습기 G : 냉방기 H : 제습기)

공시재료는 생후 15일이 경과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1령을 사용하

였으며,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300마리를 3개의 사육상자(22ℓ)에 

나누어 사육하였다. 사육환경은 온도 25±2℃, 습도 65±5%로 제어하

였으며, 생육 조사로 매주 1회 유충의 체중, 길이, 두께를 측정하였다. 

또한, 스마트 사육사의 성능평가를 위해 일반 사육농가(전북 소재)의 

생육환경에서 동일하게 배치(100마리/상자, 3반복)하여 비교․분석하

였다.

IV. Conclusions

스마트 사육사와 농가에서 사육한 유충의 체중은 2주 차의 경우 

각각 0.75g, 0.52g/마리, 4주 차에서는 각각 1.97g, 1.58g/마리로 

나타나 사육사에서 사육한 유충의 체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충의 두께 또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유충의 길이를 

비교한 결과, 2주 차에서는 각각 2.56cm, 2.28cm이었으며, 4주 

차에는 각각 3.75cm, 3.55cm로 나타나 스마트 사육사의 생육이 

더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스마트 사육사는 

일반농가에 비해 생육이 비교적 빨라 더 많은 생산량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최적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연중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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