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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이용한 동애등에 증식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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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 ecological character and life cycle of Black Soldier Fly(BSF),
Hermetia illucens, to determine effects of BSF on composing ability to the livestock feces. The distribution of BSF was
defined in all parts of the country in Korea. Its main habitat was found to be areas near cattle sheds, feces sheds, living
waste dump grounds, and food waste dump grounds. Excellent species of the bio-conversion using the livestock feces
were selected out of two kinds of solider flies(Hermetia illucens and Ptecticus tenebrifer). And effects of BSF on com-
posing ability to the livestock feces were pig feces 0.5 g, cattle feces 0.43 g and chicken feces 0.3 g per a larvae of BSF.
In the examination of the ability of BSF to decompose food waste, volume of the livestock feces decreased by weight
pig feces 77, cattle feces 83.62 and chicken feces 80%. Observed characteristics of BSF larvae and pupae stage were
by developmental stage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size and length of larvae and pupae of BSF were higher than
in pig feces and mixed sawdust treatments. In order to develop artificial indoor rearing techniques, The pupation and
emergence rate were not visible the difference but important factor of the mating and egg-laying was a sun light. And
it was visible the difference in mating ratio. Mating rate of H. illucens by seasonal change was the highest from May
to July. Mating mostly occurred between 10 : 00 and 12 : 00 during which light intensity is high. As the egg-laying
medium for artificial egg collection, calf feed and food waste were most effective. The ratio of egg-laying medium is
waste food : sawdust(1 : 1) in volume. For egg-laying materials, flower foam and wood with holes were used; holes
sized 3 ~ 5 mm in diameter, 7 ~ 10 mm in depth were most preferred for egg-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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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부식성 물질을 먹는 곤충인 동애등에는 대규모 사육을

통해 그 유충의 강력한 소화능력과 내성을 이용하여, 음

식물 쓰레기, 부패한 과일과 야채, 식품 가공물의 남은 잔

여물 및 가축 분뇨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먹이로 하고 있

다. 동애등에 유충이나 번데기를 활용하면, 동물성 단백

질 사료로 이용할 수 있어, 청결하고 효과적이면서 친환

경적으로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처리 방식은 가축 분뇨 퇴비를 밭으로

되돌리는 것인데, 퇴비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수집과 운송에 따르는 비용 발생을 감당할 수 없는 대다

수의 축산농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교

적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Teotia and Miller 1970a,

1970b, Sheppard and Newton 2000). 지난 50년대에 과학

자들은 파리를 이용해 가축의 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을 제

안 하여, 상당히 세밀한 기초 응용 연구를 진행해 왔다(El

Boushy 1991). 이미 기술적으로 성숙 단계에 들어서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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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비용 부담이 매우 높아 보급이 어려웠다. 1970년대

후반기에 미국 등 대학에서 집파리 대신 동애등에를 이

용 하여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의 이용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BSF(Hermetia illucens L.)는 Black Soldier Fly (BSF)라고도

하며, 파리목(Diptera) 동애등에과(Stratiomydae)에 속하는 곤

충이다. 이 종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년 3세대 이상 발생하

며, 첫 성충 출현은 6월경에 발생하여 10월경까지 나타난

다. 이들은 고치 형태의 번데기를 만들지 않고 종령 유충

형태 그대로 번데기가 되어 월동한다(Sheppard et.al. 1994,

Mifaff 2009).

우리나라에는 1997년 처음 기록되었으며(Kim 1997), 이

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동애등에과(Stratiomydae)

는 전 세계적으로 약 1,500종, 국내는 9속14종(Kim 1997)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5월~ 9월에 채집되며(Hagyeon 1990), 과거

에는 BSF를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래 도입종

해충으로 간주했었다. 하지만, 대표적 환경정화 곤충인

BSF는 유충시기에만 먹이활동을 할 뿐, 성충 시기에는 먹

이활동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피해 숲으로 이동하며, 축

사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곳에서 생활사를 이어감으로서 오히려 익

충으로 간주되고 있다(Sheppard et.al. 2002).

BSF는 동물의 배설물이나 다른 생물의 고형물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에도 유용하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서는 4 ~ 11월 사이 년 3세대를 거치며, 부패하는 다양한

채소와 동물질 잔재에서 자생하고 있다(Sheppard et.al.

1994, Sheppard 1983). 집파리(Musca domestica)의 산란에

의한 배설물의 관리는 몇몇 연구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 Teotia and Miller 1970a, 1970b). 그러나 생존경쟁이 치

열한 자연계에서의 신뢰성은 낮으며, 생물학적인 연구는

알과 유충의 원활하지 못한 공급으로 인해 그 한계성이

드러났다(Sheppard et al. 1994). 암컷 BSF가 배설물에 산

란한다면, 추정치 60 ton(55MT)의 전용이 100,000 hen

caged-layer house에서 한여름에 자체 생산 될 수 있다고

한다(Sheppard et al. 1994, Booth and Sheppard 1984).

Tomberlin and Sheppard(2001)의 조사는 1998년 조지아

주 연안 평지에 있는 한 양계장에서 6월 21일부터 30일

까지 11 : 00 ~ 14 : 00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BSF는 두

장소에서 많은 수가 관찰되었는데, 양계장 안과 양계장

주위의 숲에서였다. 양계장 안은 91.9%가 암컷이었고, 숲

가장자리는 91.3%가 수컷이었다. 이는 교미와 산란을 목

적으로 하는 암수의 역할 분담인 것이다. 즉 숲 가장자리

에 수컷은 다른 경쟁자가 다가오면 전투를 벌이고, 암컷

이 다가오면 교미를 하기 위한 행동을 하며, 교미를 마친

암컷은 세대번식을 위해 양계장 안으로 날아가 적합한 산

란장소를 선정하여 산란을 하는 것이다(Alcock 1990).

BSF로 닭장 또는 돼지축사 등의 배설물을 매우 쉽게

관리되었는데(Sheppard et al. 1998), 이들을 위한 별도 시

설이나 장비는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용단

계에 접어들면 성충이 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먹이 공급

원인 배설물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으로 배

설물 관리는 쉽게 이뤄졌다. 이동을 마친 전용들을 수거하

여 일부는 배설물을 소화시킬 충분한 유충 개체군을 확보

하기 위해 성충으로 우화시켜 알을 받았고, 나머지 전용들

은 사료를 위한 건조상태로 만들었다(Newton L., 2005).

BSF의 번데기는 건조중량으로 필수 아미노산과 지방산을

포함한 42%의 단백질, 35%의 지방으로 구성하고 있다(Hale

1973). 번데기를 이용한 연구로 애완견 cockerels (Hale 1973),

swine (Newton et al. 1997) 그리고, 양식어 tilapia (Bondari

and Sheppard 1987)에 좋은 질소원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 BSF를 이용한 돼지 배설물 관리를 해본 결과 배설물의

양은 42 ~ 56%가 줄어들었으며, 대부분의 구성물질과 영양

소들의 농도는 40 ~ 55%가 줄어들었다(Sheppard et al. 1994).

Tingle et al. (1975)은 BSF의 교미행동에 대해 조사하

였다. 수컷은 “resting” 장소에서 ”calling”하는 암컷에게

유인되며, 교미는 수컷과 암컷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땅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Copello (1926)는 교미가 비행

중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구애행동은 자연적인 배설물 관

리를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BSF의 생태적 특성과 인공증식 기술(Kim

et al. 2008), 그리고 BSF에 의해 분해된 음식물쓰레기 분

변토를 이용한 채소작물의 퇴비화 연구(Choi et al. 2009)

가 수행되었으며, 현재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BSF의 탁월한 유기성 폐기물

처리 능력 특히 가축분뇨의 처리를 배가 시키고 우리에게

이익을 안겨줄 또 하나의 중요한 산물이라면 본 연구자료

를 기초로 하여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관리에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이전에 연구했던 토대 위에 기존 음

식물쓰레기에서 다른 먹이인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육한

BSF의 유충 대량증식에 대해 영향을 주는 환경 인자를 고

찰하고 BSF의 규모화 사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BSF의 생태적 특성 조사

BSF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축사 주변 퇴비장,

음식물 쓰레기장, 일반 쓰레기장 등 유기성 폐기물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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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곳을 조사였다(Fig. 1).

2. 가축분뇨 분해 우수 BSF 선발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분해용 BSF

의 종 선발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BSF를 축산분뇨 분

해에 사용하였다.

3. 가축분뇨 종류에 따른 분해능 및 형질 조사

가. 가축분뇨 분해능 조사

BSF 유충을 이용하여 우분, 돈분, 계분을 먹이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분해하였다. 유충이 전용단계에

이를 때까지 가축분뇨를 투입하여 완전하게 분해된 잔류

물을 산정해서 유충 한 마리가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량을 조사하였다. 한편으로 왕겨(톱밥)를 사용하여 가 가

축분뇨의 수분조절 및 물리성을 개선시켜 BSF 유충이 활

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나. 유충사육

유충사육은 플라스틱 상자(W × D × H = 60 × 40 × 15 cm)

를 이용하였다. 사육은 상자 내 약 5,000마리(2마리/cm3)

의 밀도로 하였다. 사육환경은 온도 27oC, 습도 60%, 장

일(14L : 10D) 조건으로 하였으며, 상자를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망(200 mesh)으로 씌운 채로 사육하였다.

다. 유충 및 번데기 형질 조사

왕겨(톱밥)를 이용하여 물리성을 개선시킨 가축분뇨를

먹이원으로 하는 BSF의 유충 및 번데기를 20마리 3반복

으로 하여 크기 및 형태 특성을 조사하였다.

4. 계절에 따른 BSF의 용화, 우화 및 교미율 조사

BSF 유충 및 성충을 27 ± 1oC, 60 ± 1% 습도에서 음식

물 및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우화 및 용화율을 조사하였

다. 유리온실을 이용하여 BSF 성충의 월별 교미율을 조

사하였다.

5. BSF의 대량 증식을 위한 알 생산기술 개발

BSF를 대량으로 사육하기 위해서는 알 생산이 중요한

데 BSF의 성충은 교미조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교미활동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적정공간(높이 약 2 m 이상)과 온

도 27oC내외, 자연광 아래에서 보호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활발하게 교미활동을 하고 산란하도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BSF의 생태적 특성

서식지별 주위 경관, 유충이 생활하고 먹이원으로 유기

성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 등 BSF 서식지에 대한 생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개의 서식지 중 축사 및 퇴비사

주변 2개소, 생활쓰레기가 야적되어 있는 곳 1개소, 음식

물쓰레기장 1개소 등을 확인하였다(Fig. 2).

대부분 BSF의 서식지는 축사를 중심으로 유기성 폐

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장소의 생태계 내에서 서식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활동 반경은 매우 넓으며,

부패하는 유기물 주위에는 어디에서든 서식한다고 할 수

있다.

BSF는 외국에서 도입된 종이라 해충으로 작용할 염려

도 많았지만, 현재까지 해충 또는 위생곤충으로 취급되

어 보고된 기록은 없다. 특히 미국에서 BSF는 해충이

아니라고 보고 되었다(Sheppard et al. 2002). 따라서 우

리 주변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유기성 폐기물을 친환경

적으로 처리하면서 그 생태를 유지하는 BSF는 유기성

폐기물의 분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기

대된다.

Fig. 1. Micro-habitat of the BSF.

Fig. 2. Examples of variable micro-habitat of the BSF, H. illucens.

A: manure 1, B: manure 2, C: food waste ground, D: life wast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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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분뇨 분해 우수 BSF 선발

가축분뇨를 분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BSF는 2종

(Fig. 3) 정도이다. 대량사육법이 확립된 BSF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에서 자생하는

BSF(Ptecticus tenebrifer)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축분뇨에 따른 BSF 처리량 및 형질 조사 

가. 가축분뇨 분해능 조사

BSF를 이용하여 가축분뇨 분해능력을 조사한 결과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축분뇨별 보조제(왕겨 또는 톱밥

)를 첨가하여 물리성을 개선시킨 가축분뇨에 있어서 돈분

이 유충 마리당 0.5, 우분이 0.43, 계분이 0.3 g 순으로 돈

분의 처리량이 가장 많았다(유충 1마리당 :우분-0.43, 돈

분-0.5, 계분-0.3). 따라서 처리가 어려운 돈분에 보조제를

첨가하여 물리성을 개선하면 BSF를 이용하여 처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암컷 한 마리

가 약 700-1,000개의 알을 산란하게 되면 성충 한 마리당

약 2~3 kg의 음식물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다(Kim et al. 2008). 이는 BSF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

기의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가능함과 동시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분뇨별 BSF 유충의 가축분뇨 분해에 따른 무게 감

소량을 비교한 결과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분 83.62,

돈분 77, 계분 80%로 우분이 분해 후 무게 감소가 가장

컸다. 가축분뇨별 BSF에 의해 분해된 분뇨의 무게가 음식

물쓰레기(30%) 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

처리에 BSF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Mifaff 2009).

나. 가축분뇨 분해에 따른 BSF 유충 및 번데기 형질 조사

가축분뇨 분해에 따른 BSF 유충의 형질을 조사한 결과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축분뇨에 따른 50마리당 BSF

투여 후 우분구는 2.64, 우분 +왕겨(톱밥)구는 2.74, 돈분

구는 4.52, 돈분 +왕겨(톱밥)구는 4.9, 계분구는 3.31, 계

분 +왕겨(톱밥)구는 3.17 g으로 돈분 +왕겨구의 유충 무

게가 가장 많이 나갔다.

가축분뇨 분해에 따른 BSF 번데기의 형질을 조사한 결

Fig. 4. Manure livestock decomposition quantity per one larva of

BSF.

Fig. 3. Selection of soldier fly.

Fig. 5. The decreasing rate of H. illucens by the weight according to

manure livestock.

Fig. 6. The larval weight of H. illucens according to manure

livestock.

Fig. 7. The pupal weight of H. illucens according to manure

live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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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마리당 동에등에를 투입

후 우분구는 2.13, 우분 +왕겨구는 2.21, 돈분구는 3.4, 돈

분 +왕겨구는 4.02, 계분구는 2.21, 계분 +왕겨구는 2.32 g

으로 돈분 +왕겨구의 유충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갔다.

가축분뇨 분해에 따른 BSF 유충의 형질(길이)을 조사

한 결과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분구는 12.97, 우분

+왕겨구는 12.95, 돈분구는 3.4, 돈분 +왕겨구는 15.49, 계

분구는13.77, 계분 +왕겨구는 14.07 mm로 돈분 +왕겨구

의 유충 길이가 가장 길었다.

가축분뇨 분해에 따른 BSF 유충의 형질(너비)을 조사

한 결과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분구는 3.73, 우

분 +왕겨구는 3.66, 돈분구는 4.2, 돈분 +왕겨구는 4.23,

계분구는 3.47, 계분+왕겨구는 3.50 mm로 돈분 +왕겨구

의 유충 너비(폭)가 가장 넓었다.

가축분뇨 분해에 따른 BSF 번데기의 형질(길이)을 조

사한 결과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분구는 11.87,

우분 +왕겨구는 13.4, 돈분구는 14.9, 돈분 +왕겨구는 16.06,

계분구는 12.10, 계분 +왕겨구는 12.02 mm로 돈분 +왕겨

구의 번데기 길이가 가장 길었다.

Fig. 9. The larval width of H. illucens according to manure

livestock.

Fig. 8. The larval length of H. illucens according to manure

livestock.

Fig. 10. The pupal length of H. illucens according to manure

livestock.

Fig. 11. The pupal width of H. illucens according to manure

livestock.

Fig. 12. Mating rate of H. illucens by seasonal change.

Table 1. Emergence and pupation rate of H. illucens by seasonal

change

Month
N = 1000 per month (Mean ± SD)

Pupation (%) Emergence (%)

Jan 99.8 ± 0.31 99.3 ± 1.42

Feb 98.9 ± 0.91 -

Mar - 97.7 ± 2.13

Apr 98.7 ± 1.61 98.4 ± 1.04

May 97.5 ± 2.31 -

Jun - 99.8 ± 0.31

Jul 99.5 ± 0.51 99.8 ± 0.33

Aug 99.8 ± 0.53

Sep - 99.7 ± 0.31

Oct 99.3 ± 0.71 99.9 ± 0.03

Nov 99.7 ± 0.51

Dec - 99.9 ± 0.07

-. Data not collect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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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분해에 따른 BSF 번데기의 형질(너비)을 조

사한 결과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분구는 3.59, 우

분 +왕겨구는 3.52, 돈분구는 4.18, 돈분 +왕겨구는 4.34,

계분구는 3.32, 계분 +왕겨구는 3.60 mm로 돈분 +왕겨구

의 번데기 너비(폭)가 가장 넓었다.

4. 인공사육에 있어서 계절변화에 따른 BSF의 용화, 

우화 및 교미율 변화

BSF 실내 대량증식에 있어서 용화율 및 우화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Table 1), 교미·산란에 있어서 중

요한 요소인 광조건 변화에 의한 계절적 교미율의 차이를

보였다(Fig. 12). 계절에 따른 BSF의 교미율을 보면 5월에

서 7월까지 교미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교미를 하였다.

5. BSF의 대량증식을 위한 알 생산기술 개발

가. 교미산란 조건 구명

BSF의 교미산란은 시기(계절)에 관계없이 일정공간이

주어지고 온도, 광조건만 맞으면 교미산란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광조건에는 자연광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

미산란장 내에 수분 공급이 있어야 성충의 수명 길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알 받기(산란) 및 관리

BSF는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물이 있는

곳에 산란을 하며, 산란장치는 직경 3~5 mm, 깊이 약 7 mm

구멍의 나무, 플라워 폼 등을 산란배지 위에 놓아 산란을

유도할 수 있다.

산란된 알은 온도 27, 습도 60%에서 보호하여 부화하

는데 산란 3~4일 후 부화 여부를 확인한 뒤 산란장치에

있는 유충을 털어낸 후 장치를 제거하면 된다.

BSF의 산란 준비를 위해 산란배지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데, 산란배지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송아지사료를 불

려서 사용한다. 배지 비율은 음식물쓰레기 :톱밥 = 1 : 1 : 1(

부피)로 섞은 후 쥐어짜 물이 나올 정도로 물을 부은 후 톱

밥 1(부피)을 평평하게 배지 위에 다시 깔아 주면 된다.

그런 다음 알을 받을 장치를 제작하는데 산란장치는 직

경 4~5 mm, 깊이 약 7 mm 구멍의 나무, 플라워 폼 등을

산란배지 위에 놓으면 구멍에 산란을 하게 된다. 구멍에

Fig. 14. A oviposition medium and meterial of the BSF, H.

illucens.

 *Size of oviposition and mating net : 2.0×2.9×2.5(W×D×H) m 

 *Mesh of mating net : 200 mesh/inch

 *Sprinkler system : oviposition material mositure condition

 *Oviposition meterial(wood) : hole size 4-5 mm

 *A device for larvae rearing : 60×40×15(W×D×H) cm

 *Number of oviposition : 737 ± 243/a BSF adult

Fig. 13. A device oviposition and mating of the BSF, H. illucens.

Fig. 15. A oviposition medium of the BSF, H. illucens.

Fig. 16. A oviposition and management of the BSF, H. illuc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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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한 알을 수거하여 부화될 수 있게 보관 관리하여 부

화를 유도한다.

적 요

본 연구는 국내 서식하는 아메리카동애등애(BSF)의 생

태특성 구명 및 가축분뇨를 이용한 BSF의 실내 인공사육

을 통하여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대량으로 요

구되는 유충생산을 위하여 실내 인공증식기술 개발하고

BSF의 가축분뇨 분해 능력을 검정하였다.

BSF는 축사를 중심으로 하는 즉 유기성 폐기물이 야적

되어 있는 장소의 생태계 내에서 서식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축사, 퇴비사, 생활쓰레기장, 음식물쓰레기장 주

변이 주 서식지임을 확인하였다.

가축분뇨 분해 우수 종은 BSF(Hermetia illucens), 동에등

에(Ptecticus tenebrifer) 등 2종으로 확인되었다.

가축분뇨에 따른 BSF의 분해능은 BSF 유충 마리당 돈분

0.5 g, 우분 0.43 g, 계분 0.3 g순으로 돈분이 가장 우수하였

다. 가축분뇨별 BSF 유충의 분해에 따른 무게는 우분 83.62,

돈분 77, 계분 80%로 우분이 분해 후 무게 감소가 가장 컸다.

가축분뇨 분해에 따른 BSF 유충 및 번데기 형질은 돈분

이나 돈분 +왕겨를 혼합하여 처리했을 때 유충이나 번데기

의 길이, 무게 폭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좋았다.

BSF 실내 대량증식에 있어서 용화율 및 우화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미·산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인 광조건 변화에 의한 계절적 교미율의 차이를 보였다. 계

절에 따른 BSF의 교미율을 보면 5월에서 7월까지 교미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

지 가장 활발하게 교미를 하였다.

인공채란을 위한 산란배지는 음식물과 송아지 사료가

가장 우수하였고, 산란실(W × D × H=4 × 2 × 2 m) 내 적정

배지투입 수는 8개, 성충은 2000두 투입구가 가장 산란효

율이 높았다. 산란유도재료로 플라워폼과 목재에 구멍을

뚫어 산란을 유도하였으며, 산란장소의 구멍크기는 3~5 mm,

깊이 7~10 mm의 크기를 가장 선호하였다. 유충은 2~4두

/cm2의 밀도로 사육하는 것이 과밀도(6~10두/cm2) 보다 실

용형질이 우수하였다. 번데기 적정보호조건은 매질(톱밥)

을 사용하여 은신처를 제공해야하며, 톱밥의 습도는 20~40%

가 가장 좋았다. 성충은 우화 즉시 사용해야하나, 용화 후

10에서 10일 처리한 경우 우화율 93.3%로 우화시기를 약

10일 정도 조절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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