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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different feed(bran and swine feed) effect was tested on development of Tenebrio molitor at 25 ± 5oC,
65 ± 10%RH. There was no significant feed effect on larval developmental periods(80.0 ~ 83.7 days), pupal length
(18.1 ~ 18.7 mm) and fecundity(44.3 ~ 55.3 eggs) during first two days. However, fecundity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pupal weight(P < 0.05), such that the number of eggs 172.3, 191.2, 215.0 gradually increased as pupal weight
rose from 0.12 g, 0.15 g to 0.18 g, respectively. During the first two weeks of oviposition was 51.8%, which gradually
decreased for further days. Longevity was 27.1 ± 6.9, 30.1 ± 7.8, 27.4 ± 8.5 days with increasing pupal weight of 0.12,
0.15, 0.18 g, respectively. Larval densities of 100, 300, 500 and 700 individuals reared in the container (16 × 21.5 ×
7 cm) resulted 67.9% of the T. molitor pupation during first three weeks. Pupal weight was decreased 146.9 ± 6.5,
142.1 ± 8.3, 122.0 ± 9.6, 118.5 ± 5.2 mg when it was reared at different larval densities of 100, 300, 500 and 700 indi-
viduals, respectively in size of(16 × 21.5 × 7 cm) rear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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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갈색거저리(Tenebrio molitor L.)는 딱정벌레목 거저리과

에 속하는 곤충으로 중국에서는 황분충(黃分蟲)으로 영어

로는 Yellow mealworm이라고 불리며 흔히 저장곡물 해

충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거저리종류(외미거저리, lesser

mealworm) 등과 달리 식용, 사료용 및 산업용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산업곤충으로 인식되고 있다. 갈색거저리의

원산지는 남미주이며 중국에서는 약 100여년의 사육역사

가 있고 1950년대에 북경동물원에서 구소련으로부터 들

여와 사육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널리 확산되어 사육중

에 있다. 갈색거저리는 곤충관련 생리 생태실험을 위한

연구에서 최근의 산업곤충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을

통해 중국에서 농가소득원으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도 하였다(Choi and Song 2011).

갈색거저리의 연구는 주로 유럽 등에서 면역기능과 관

련한 생리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어져왔으며 성충의 수명이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Tracey 1958, Ludwig and Carl 1960),

갈색거저리의 성페로몬에 대한 연구(Happ and Wheeler

1969), 산소농도와 생존률에 관한연구(Greenberg and Amos

1996)등을 비롯한 생리학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

는 산업화를 위한 연구들도 진행되어지고 있어 일처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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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미 행동 습성(Drnevich et al. 2001, Worden and Parker

2001, Wagner and Harper, 2003, Carazo et al. 2004), 면역

기능과 체색이 수명 및 산란수에 미치는 영향(Barnes and

Siva-Jothy 2000, Armitage et al. 2003)등과 같은 연구들

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대량생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

행중에 있다(Chen and Liu 1992).

자연 상태의 갈색거저리는 연중 1세대 발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육온도에 따라 연중 다세대 발육이 가

능하다. 주로 유충태로 월동하여 이듬해 번데기가 된 후

우화하여 번식한다. 성충의 수명은 50 ~ 160일이며 일반적

으로 60 ~ 90일로 알려져 있고 산란기는 22 ~ 137일로 암

컷의 평균산란양은 400 ~ 500개이며 알기간은 약 1 ~ 2주

정도이다. 갈색거저리 알은 유백색으로 성충의 체장은 1.25

이며 긴 타원형에 유백색을 띈다. 알 껍질은 무르고 약하

며 산란할 때 점액이 분비되어 먹이나 배설물 등을 붙여

보호막역할을 한다.

유충은 완전변태하며 탈피시 연한유백색에서 황갈색으

로 변하며 유충기간은 약 4 ~ 10개월로 14 ~ 15회 탈피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화된 번데기는 15 ~ 19 mm정도

의 크기로 황갈색이며 복부 끝의 돌기(유두)로 암컷과 수

컷을 구별할 수 있다. 용화 된지 1 ~ 2주후에 우화하며 우

화 후 4 ~ 5일 후부터는 교미와 산란을 시작한다. 갈색거

저리는 일생동안 여러 번 교미를 하며 1회 산란양은 5 ~ 15

개(최대 30개)로 알려져 있다(Choi and Song 2011).

최근 갈색거저리는 사료용 및 환경정화용 곤충으로 중

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서도 최근에 귀뚜라미등과 같이 애완동물 먹이로 사육하

고 있다. 갈색거저리의 자원화 이용 작업은 세계 여러 나

라에서 시작되었는데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일본이 잇

달아 시작하였으며 주로 인공사료, 인공생산 사육기술, 식

용, 약용 및 건강기능탐색과 특히 갈색거저리 효소, 생화

학생리연구에 대해 비교적 많은 보고가 있었다(Choi and

Song 2011). 갈색거저리는 단백질 함량이 생중량의 19.7%

로 높아 가축 및 애완동물의 먹이로 적합하며 포식곤충

인 침노린재과(Heteroptera: Pentatomidae)의 기주로서 연

구되기도 했다(Jiraphon and Tasanee 2001, Zanuncio et al.

2001). 최근 우리나라의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 솔수염하

늘소의 천적인 개미침벌의 인공증식용 기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Dai et al. 2005, Yang et al. 2005, Hong et al. 2008).

이처럼 갈색거저리는 그 자체로서 조류를 포함한 동물의 사

료로서, 인간의 기호식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포식성, 기생

성 천적곤충의 먹이로서 활용이 가능한 중요한 곤충자원이다.

국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애완동물의 사료로서 활용되

면서 곤충애호가들이나 동물원등에서 사육하기 시작하였

고 최근 사료용 곤충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상

업화를 목적으로 대량 증식하는 농가가 생겨나고 있다. 하

지만 아직 갈색거저리의 사육시스템에 대한 기준 및 규

격 등이 설정되어지지 않았으며 식용으로 등록되어지지

않아 본격적인 산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실정이다. 애완동

물의 사료로 일부 아마추어들이 소규모로 사육하여 판매

하거나 애완동물 사료 판매상들이 중국산 갈색거저리상품

을 수입하여 애완동물의 먹이로 판매하고 있으나 시장은

아직 협소한 실정이다.

최근 곤충산업법의 제정 및 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국

내에서도 10여개의 농가 및 연구소에서 대량사육 및 활용

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사육

중인 갈색거저리의 생물학적 특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산업화에 응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갈색거저리(Tenebrio molitor)는 국내

에서 애완동물 먹이로 판매중인 갈색거저리를 구매하여

실내 사육실에서 소맥피(산마루코리아)와 양돈용 배합사

료(도드람B&F 배합사료)를 혼합하여 5년 이상 누대 사육

한 것을 사용하였다. 성충 및 유충의 사육용기는 시중에

서 판매되는 플라스틱상자(45 × 27 × 12 cm)에 소맥피와 배

합사료를 혼합하여 6 높이로 공급하여 성충의 산란용과

유충사육용으로 이용하였으며 수분공급을 위하여 키친타

올을 덮고 하루 1 ~ 2회씩 분무기로 물을 적셔주었다. 성

충 및 유충의 수분 및 영양보충을 위해 과일과 무와 같

은 야채를 1 ~ 2일에 한번 약 20 g씩 공급하였다. 갈색거

저리의 실험은 25 ± 5oC, 65 ± 10%RH 실내사육실 조건에

서 누대사육하면서 실험하였다.

1. 사료종류에 따른 산란수, 발육기간 및 번데기체장

사료종류에 따른 갈색거저리의 산란수, 발육기간, 번데

기 크기를 조사하기위하여 소맥피가 주성분인 사료와 양

돈사료를 섞은 사료를 공급하여 실험하였다. 우화 후 10

일이 경과된 교미중인 암수 10쌍을 300 g의 서로 다른

사료(소맥피, 양돈사료, 소맥피 +양돈사료(9 : 1))에 넣어

2일간 산란하도록 유도하였다. 산란이 완료된 사육상(채

란상)의 사료를 그대로 사육실에서 무를 공급하면서 사육

하였다. 갈색거저리가 번데기가 될 때 까지 사육하면서

발육기간을 조사하였다. 용화된 번데기는 눈금자에서 체

장을 측정하였다.

2. 번데기 중량에 따른 산란수 및 수명

사육중인 갈색거저리가 용화된 후 번데기를 정밀 전자

저울((주)카스 MWP series)에 1개체씩 평균 무게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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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중량에 따라 소형 0.1214 ± 0.0066 g, 중형 0.1523 ±

0.0055 g, 대형 0.1843 ± 0.0091 g으로 구분하였다. 분리된

거저리 번데기는 돌기(유두)의 크기로 암컷과 수컷을 구

분하여 각각 우화할 수 있도록 40개체 이상을 사육용기

에 넣었다. 우화한 성충을 암컷과 수컷 각각 5쌍씩 실험용

플라스틱 사육상(16 × 21.5 × 7 cm)에 넣고 소맥피와 가축사

료를 9 : 1로 혼합한 유충사료를 300g 넣어 사육하였다. 1

주일마다 채란상을 교체하면서 성충의 사망개체수를 조

사하였고 산란된 알이 부화하여 발육할 수 있도록 사육

실에서 사육하였다. 채란상의 거저리는 매일 과일(사과)

또는 무를 5 g씩 섭식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각각의 채

란상에서 거저리가 발육하여 번데기가 되면 매주 번데기

개체수와 무게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갈색거저리의

평균 산란수는 각각의 실험구에서 용화된 번데기수로 나

타내었으며 부화율 및 유충 사망률은 반영하지 않았다.

3. 사육밀도별 번데기 중량

실험용 플라스틱 사육상(16 × 21.5 × 7 cm)에 산란 받아

부화한지 40여일이 경과한 갈색거저리 유충의 개체수를

전자저울로 측량하여 각각 100, 300, 500, 700개체로 나

누어 소맥피와 가축사료를 300 g씩 넣고 사육하였다. 사

육 과정중 먹이가 부족한 500, 700개체 사육상은 배설물

의 양이 80%를 넘게 되면 먹이 300 g을 추가하였다. 각

각의 사육상에는 유충 먹이용 과일 및 무를 매일 5 g씩

공급하였다. 각각의 사육상에서 갈색거저리가 번데기로 용

화하기시작하면 매주 용화한 번데기를 수거하여 개체수와

무게를 정밀 전자저울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실험은 3반

복으로 모든 유충이 용화할 때까지 매주 계속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사료종류에 따른 산란수와 발육기간

갈색거저리의 사육을 위한 먹이는 일반적으로 곡물 및

가축사료를 이용하여 사육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

서는 곡류의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축사료(양돈사

료)를 첨가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곡류 부산물인 소맥피

를 주성분으로 하여 사육하였다. 소맥피와 가축용 사료를

이용하여 갈색거저리를 사육한 결과 발육기간은 각각

83.7 ± 7.8일과 80.0 ± 15.6일로 조사되었고 소맥피와 양돈

사료를 혼합한 경우 80.7 ± 4.9일로 조사되었다. 번데기 크

기는 평균 18.1, 18.7 mm로 큰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일간 산란 받은 산란수의 경우는 가축사료에서 많아 소

맥피에서 평균 44.3개 가축사료에서 49.7개이었고 특히 소

맥피와 가축 사료를 9 : 1로 혼합한 경우 평균 51.3개로 산

란수가 가장 많았다(Table 1). 갈색거저리의 발육기간은

개체간 발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러한 요인이 개체간 경쟁에 의한 것인지 사료의 영양

성분등에 의한 것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되었다. 실험실에서 채란기간을 3 ~ 4일로 짧게 산란 받

은 갈색거저리 알의 발육 후 번데기가 되기 시작에서 모

두 번데기가되는 기간이 약 6주 이상으로 길게 조사된 본

실험결과(Fig. 5)에서도 발육기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란수의 차이가 조사된 것은 가축사료에

포함된 단백질 및 기타 영양 성분이 성충의 난 발육에 도

움을 준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일반적인 곤충의 산란

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단백질 성분인 난황, 분유 등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었다. Jiraphon and Tasanee(2001)

의 실험에서도 소맥피만 사료로 공급하였을 때 보다 가

축사료 중 양계사료를 혼합하여 실험한 결과에서 증체량

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영양성분이 높은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증식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거저리의 대

량 생산에서 사료간의 공극 및 수분공급에 따른 사료의

경화를 줄이고 경제성을 고려할 때 농업부산물 및 소맥

피 등 가격이 저렴한 사료를 주성분으로 하고 부족한 영

양성분을 보충할 수 있는 가축사료 또는 기능성 성분을

혼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앞으로 식용 및 사료

용으로 갈색거저리를 대량 증식할 때 효율적인 채란을위

해 채란용 사료와 유충 증식용 사료를 서로 다른 성상 및

재료로 구분하여 사육하거나 부산물 사료를 적극 활용하

여 경제성을 높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2. 갈색거저리 외부형태 및 특징

갈색거저리 성충은 체장이 15 ~ 20 mm 정도이며 긴 타

원형의 짙은 흑갈색을 띈다. 우화 초기에 유백색에서 점

차 짙은 색으로 변화된 후 교미하여 산란한다. 산란된 알

은 유백색으로 장 타원형이며 크기는 1.25 mm이다. 알껍

데기는 연약하여 외부충격에 손상되기 쉬우나 점액이 있

Table 1. Mean number of eggs laid, developmental periods and

pupa size of T. molitor by different feed

Diet

A B C

Mean no. of eggs1 44.3 ± 9.5 49.7 ± 21.2 51.3 ± 12.9

Developmental 

periods2
83.7 ± 7.8 80.0 ± 15.6 80.7 ± 4.9

Pupa size (mm) 18.1 ± 3.2 18.7 ± 3.6 18.7 ± 2.6

A: Bran, B: Swine feed, C: A + B(A : B = 9 : 1).
110 days after emerged 10 pairs of T. molitor were exposure

during 2 days on each plastic container with 300 g diet.
2Investigate the periods from egg to pupa.

Each larvae were reared in 25 ± 5oC, 65 ± 10%RH rear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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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료와 사육용기 바닥 등에 부착하여 산란한다(Fig. 1).

알의 표면은 점성이 있어 사료와 붙게 되어 있으며 산란

후 1 ~ 2주 이내에 부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충은

25 ~ 32 mm까지 자라며 황갈색으로 두부는 짙은 갈색이

다. 번데기의 복부끝 돌기의 크기로 암수를 구분할 수 있다. 

3. 번데기 중량에 따른 산란수 및 수명

번데기 중량에 따라 0.12, 0.15, 0.18 g으로 구분하여 우

화 후 암컷과 수컷 5쌍의 산란수 및 수명을 조사한 결과

각각 861.3 ± 402.5, 956.0 ± 281.7, 1,075 ± 663.5개를 산란

하여 갈색거저리는 중량과 산란수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Fig. 2, p < 0.05, R2= 0.995). 이러한 산란수를

암컷 한 개체로 환산하면 각각 평균 172.3, 191.2, 215.0

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갈색거저리는 우화 후 2주간 총 산란수의 51.8%를 산

란하였으며 이러한 산란수는 중국에서 실험한 갈색거저리

암컷의 산란 절정기가 우화 후 10 ~ 30일이며 일생동안 산

란수가 50 ~ 680개(평균 260개)라고 알려진 결과보다는 다

소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Fig. 2). 갈색거저리는 중량과

상관없이 산란절정기에 대부분을 산란하고 산란수가 급격

히 감소하는 산란경향을 보였다(Fig. 3). 이러한 결과는 일

반적인 곤충의 산란경향과 유사하며 증식률을 높이기위해

서는 산란 초기의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갈색거저리의 산란수는 채란상의 성충 밀도 및 사료의 종

류, 사료성상 및 온도와 습도 등 사육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사육기술의 향상을 위해 성충밀도에 따

른 증식률에 대한 실험 등 최적의 산란조건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갈색거저리는 여러 번 교미하며(Choi Song 2011) 암컷이

다수의 수컷과 교미하면 산란수가 32% 가량 증가하는 것

으로 조사된바 있다(Worden and Parker 2001). 따라서 대

량증식을 위한 채란상에 적절한 밀도의 암컷과 수컷을 사

육하는 것이 증식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번데기 중량에 따라 갈색거저리의 산란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에 비하여 평균 수명은 27.1, 30.1, 27.4일로 차이

없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갈색거저리의 수명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명보

다 짧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었으나 보다 자세한 추가 실

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갈색거저리의 대량증식

Fig. 1. The life cycle of T. molitor.

Fig. 2. Pupal weight effect on the fecundity of T. molitor reared

on bran. Chi-square test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Fig. 3. Pupal weight effect on the oviposition trends of T. molitor

reared on b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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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누대사육을 통하여 크기가 큰 우

량종을 선발하고 짧은 기간에 포란수의 대부분을 채란 받

는 효율적인 사육시스템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4. 사육밀도별 번데기 중량

갈색거저리 유충의 사육밀도에 따른 발육상태를 조사하

기위하여 산란 받는 후 45일차의 유충 사육밀도를 100 ~ 700

마리로 달리하여 일정한 유충 사육용기(16 × 21.5 × 7 cm,

0.24 m2)에서 사육하였다. 갈색거저리는 밀도수준에 관계

없이 용화시작 후 3주 이내에 67.9%가 용화하였고 4주차

까지 89.2%가 용화하여 대부분 용화하였고 밀도가 낮은

경우에 용화 최성기가 1주일가량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

다(Fig. 5). 3 ~ 4일간 짧은 기간 동안 채란 받은 동일한

그룹에서 용화시작에서 끝까지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던 것으로서 갈색거저리는 개체간 발육

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 실험 대상

유충 100개체의 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환산하여 300, 500,

700개체로 달리하여 사육 한 결과 용화시작 후 3주 이내

에는 갈색거저리 번데기의 중량이 사육밀도가 높을수록

감소하여 각각 146.9 ± 6.5, 142.1 ± 8.3, 122.0 ± 9.6 그리고

118.5 ± 5.2 mg이었다. 그러나 3주 이후에는 사육밀도가 감

소함에 따라 번데기 중량의 차이가 없어 134.9 ± 48.9,

148.8 ± 18.1, 149.0 ± 8.6 그리고 140.4 ± 8.2 mg으로 차이

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도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Table 2, Fig. 6). 실험에 사용한 갈

색거저리 유충은 플라스틱사육상(45 × 27 × 12 cm)당 밀도

를 2,000 ~ 3,000개체로 생체중량은 약 300 ~ 450 g으로 유

지하여 사육하였다. 이는 적당한 사육밀도와 공간에 대한

Jiraphon and Tasanee(2001)의 실험에서 5 L의 사료에

500 ~ 2,000개체를 사육하였을 때 거저리 유충 체중에 통

계적인 차이가 없는 결과와 5 L당 1,000개체가 적합한 밀

도라고 조사한 것 보과 유사한 개체수이다. 따라서 갈색

거저리 사육에 있어서 사육밀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되었고 먹이조건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갈색거저리 유충과 성충은 과일 및 야채 등을 공급하면

Fig. 4. Pupal weight effect on the longevity of T. molitor reared

on bran.

Chi-square tests with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Fig. 5. Larval density effect of T. molitor on the number of

pupation.

Table 2. The Effects of various larval densities on the pupal

weight(mg) of T. molitor during pupation period

Density of T. molitor larva1

100 300 500 700

Pupa weight

(mg)a
146.9 ± 6.5 142.1 ± 8.3 122.0 ± 9.6 118.5 ± 5.2

Pupa weight

(mg)b
134.9 ± 48.9 148.8 ± 18.1 149.0 ± 8.6 140.4 ± 8.2

1calculated of 45 days after hatched larva by electric weighting

apparatus and reared on same plastic container(0.24 m2) with

300 g diet.
aduring 3 weeks after initial pupation(Mean ± SD)
bafter 3 weeks from initial pupation(Mean ± SD)

Each larvae were reared in 25 ± 5oC, 65 ± 10%RH rearing room

Fig. 6. Larval density effect of T. molitor on the pupa

weight(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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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하게 수분을 섭취하였다. 수분공급을 손쉽게 하기위

해 사료에 직접 수분을 첨가해 혼합할 경우 사료의 부패

및 경화의 문제가 생겨 발육에 지장을 주었다. 중국에서

는 무를 갈아서 소맥피와 혼합하여 먹이로 공급하여 사

육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본 사육과정에서는 사료에 혼

합된 무의 부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사에서는

키친타올을 이용하여 분무기로 하루 1 ~ 2회 수분을 공급

하는 방법과 과일과 야채를 사료위에 놓아두는 방법을 병

행하여 사용하였었다. 앞으로 갈색거저리 수분공급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사에

서 대량사육에 활용하는 갈색거저리 유충 사육상

(45 × 27 × 12 cm, 1.46 m2)에서는 약 2,000개체 이상, 생체

중량은 약 300 ~ 400 g에 해당하는 유충을 사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경우에 따라 밀도를 높일 경우

추가적인 먹이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외국에

서 대량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험용으로 적은 개

체수를 사육한 실험에서는 본 결과와 다른 결과들이 조

사되었다. Barnes and Siva-Jothy(2000)는 갈색거저리를 개

체 사육한 것과 여러 마리를 함께 사육한 실험들에서 대

량으로 사육한 경우에 질병에 대한 감염률이 낮았으며 성

충까지의 발육기간도 개체사육보다 짧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대량사육 성충의 개체중량도 개체사육보다 무거운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량 사육한 개체는 색깔도 개체 사

육한 개체보다 짙었다(Barnes and Siva-Jothy 2000). 하지

만 유충의 사망률은 동종포식에 의해 개체사육보다 대량

사육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서 부화

유충에서부터 종령까지 사육할 때 사육밀도를 달리하여

적절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량사육의 한 요

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대량사육한 성충의 색깔은

황갈색성충에 비하여 짙은 검은색 성충으로서 곰팡이에

대한 감염률도 낮아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Barnes and Siva-Jothy 2000). 본 실험실에서는 갈

색거저리 유충이 검은색으로 변화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기도 하여 앞으로 곰팡이에 대한 감염률을 감

소시키고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른 실험들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명 60 ~ 90일에 비

하여 수명이 27 ~ 30일로 짧았던 것(Fig. 4)은 본 실험이

수행된 갈색거저리 대량 온도조절이 되지 않는 실내 사

육실로서 실험을 실시하였던 기간의 온도조건이 평균

25 ~ 30oC이상, 상대습도도 65 ± 10%로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에 비하여 산란

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은 일반적으로 우화 후 50%

의 수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포란된 알을 산란하기 때

문일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경제성 및 산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대부분의 포란된 알을 산란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Chen and

Liu(1992)은 갈색거저리의 발육한계온도를 저온 9 ~ 10oC

이하로 고온 34oC 이상이라 하였으며 광량이 많으면 수

명 및 산란수가 감소한다고 한바 있다. 따라서 대량사육

을 위한 거저리의 사육실 온도관리와 함께 광량의 조절

이 생산성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다.

앞으로 농가에서 갈색거저리를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증

식할 때 경제적으로 온도관리와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

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적 요

갈색거저리를 소맥피와 가축사료를 먹이로 하여 25 ± 5oC,

65 ± 10%RH에서 사육한 결과 발육기간은 80.0 ~ 83.7일,

번데기크기는 18.1 ~ 18.7 mm로 유사하였고 2일간의 평균

산란수는 44.3 ~ 55.3개이었다. 갈색거저리 번데기의 평균

무게에 따라 0.12 g, 0.15 g, 0.18 g의 세 중량으로 구분하

여 우화 후 성충의 일생동안 평균 산란수를 조사한 결과

각각 172.3, 191.2, 215.0개로 중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

다. 산란경향은 우화 2주차까지 51.8%를 산란하여 가장

왕성하였으며 그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번데기 무게에

따른 성충의 수명은 각각 27.1 ± 6.9, 30.1 ± 7.8, 27.4 ± 8.5

일로 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갈색거저리 유충사육

용기(16 × 21.5 × 7 cm)에 유충 사육밀도를 100, 300, 500,

700마리로 사육한 결과 용화 시작 후 3주 이내에 67.9%

가 용화되었으며 단위 공간당 사육 밀도가 증가함에 따

라 번데기의 중량은 용화 시작 후 3주까지 각각 146.9 ± 6.5,

142.1 ± 8.3, 122.0 ± 9.6, 118.5 ± 5.2 mg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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