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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food consumption, hatching periods, adult mortality, the mean number
of hatchlings and ovipositional trend of Gryllus bimaculatus De Geer. The rearing and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the rearing room (28 ± 2

o
C, 60 ± 10%RH). As the adult rearing density increased from 50 to 400, it did not affect the

average daily food consumption of adult crickets which was 0.067 ± 0.008 g a day. However, the daily radish con-
sumption decreased from 0.128 to 0.068 g per day. 95.8% of eggs hatched by the sixth day after the beginning of hatch-
ing. The average mortality of the adults gradually increased, and reached 93.9% by the 8

th
 week. Total number of

hatchlings per female was 172.2 ± 10.6 (mean ± SD) in 200 females rearing cages, which was noticeably less than
248.8 ± 17.8 (mean ± = SD) in 100 females rearing cages. Sex ratio of the crickets given in the rearing cages did not
affect both the number of hatchlings and ovipositon rate. Oviposition rate periodically fluctuated as progressed, and it
reached 81.5% of the total oviposition by the 3

rd
 week since the beginning of ovipoisi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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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귀뚜라미상과(Grylloidea)는 메뚜기목(Orthoptera) 여

치아목(Ensifera)에 속하며 우리나라에는 4과 35종과

도입종 1종이 기록되어 있다(Kim et al. 2001). 그 중

에서 도입종 쌍별귀뚜라미(Gryllus bimaculatus)는 아열대

성 곤충으로 아프리카에서 남부 아시아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종이다. 이 종은 주로 굴을 파거나 돌

밑에서 단독 생활하는 습성을 가지고 약충시기에는 주행성

이나 성충시기에는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다(Iba et al. 1995). 

쌍별귀뚜라미는 다른 귀뚜라미와 마찬가지로 잡식성으

로 곡물, 야채, 동물성 사료, 농업부산물 사료, 작은 곤충

등 무엇이나 잘 먹는 곤충으로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기온이 15oC 이하로 낮아지면 산란과 발육이 정지되며

5oC와 10oC에서 20여일이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Oh 2010). 쌍별귀뚜라미의 암컷도 다른 종류의 귀뚜

라미와 마찬가지로 배 끝의 긴 바늘처럼 생긴 검은색의

산란관으로 수분이 있는 흙속에 산란하며 산란처가 없을

때는 수분이 있는 종이나 천 등에도 산란하기도 한다. 이

러한 습성으로 흙, 상토, 오아시스 등 알받이를 제작하여

채란 받는 것이 가능하여 인공 대량증식의 장점이 있다.

쌍별귀뚜라미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10여 년 전으

로 국내의 애완동물 애호가들이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완동물의 먹이로 국내로 들여온

후로 사육 농가들이 생겨나서 양서파충류, 물고기, 조류

등의 먹이로 대중화 되었으며 메뚜기나 갈색거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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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산업곤충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산업곤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용, 약용

및 가축의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곤충종 중에서 쌍별귀

뚜라미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쌍별귀뚜라미가

월동 기간을 거치지 않고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번식이

가능하며 단백질 함량이 62% 이상으로 높고 사육통에

서 집단사육이 가능한 장점들이 있어 앞으로 산업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곤충이기 때문이다.

쌍별귀뚜라미에 대한 연구는 주로 행동학적인 연구들

로서 교미습성이나 수컷의 울음소리 및 종내 경쟁 등

에 대한 연구(Simmons 1986a)와 생리 활성물질 등에

대한 곤충생리학적 연구로서 사육밀도가 쌍별귀뚜라미의

아민(amine)양의 변화를 유발하여 발육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Iba et al. 1995). 국내에서는 Choo and

Choi(1983)에 의한 야생귀뚜라미의 지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최근에 주로 왕귀뚜라미(Teleogryllus emma)

의 인공채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내사육을 가능하

게 하였으며 알의 저온 저장실험을 통하여 효율적인 저장기

간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Kim et al. 2005, Kim et al. 2007).

쌍별귀뚜라미의 생물학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는 먹이, 온

도, 광조건이 개체군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가 있다(Oh 2010). 왕귀뚜라미와 사료용 산업곤충으로서

쌍별귀뚜라미의 형태적 유전적 비교에 대한 연구(Keum

et al. 2012)와 쌍별귀뚜라미를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 육계에서의 사양실험(Ahn et al. 2000)과 추출물

의 약리활성 및 기능성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Ahn et al. 2002). 2013년 UN FAO의 보고서에서 다

양한 곤충들이 식용가능하며 잠재적인 식량대체자원으

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보고서를 제

출한바 있다. 쌍별귀뚜라미는 애완동물, 가금류를 포함

한 가축 사료의 단백질원으로 그리고 식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곤충종이나 국내에서의 쌍별귀뚜라미에 대한 연구

는 아직 시작단계이며 특히 대량증식을 위한 실험 자료

는 없는 실정이다. 곤충의 대량증식을 위해서는 집단사육

이 필수적이므로 종내경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적정한

사육밀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한 인공채란 기술과 유충 사육밀도에 대한 연구들이 필

요하다. 메뚜기목의 곤충들은 종간, 종내 경쟁이 치열하

며 특히 동족 포식 성향이 상당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

어서 대량사육을 위해서는 사육 밀도 조절과 사료의 배

합 비율이 중요하다(Iba et al. 1995, Merkel 1977). 쌍

별귀뚜라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러한 양산에는 표준화된

대량사육기술이 필요하므로 사육환경 및 먹이조건 등

에 따른 증식률 및 생존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쌍

별귀뚜라미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곤충 및 사육조건

본 실험에 사용한 쌍별귀뚜라미(Gryllus bimaculatus)

는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의 귀뚜라미 농장에서 사육한

성충을 분양받아 실험하였다. 귀뚜라미 농장에서는 주

로 가축사료와 무를 먹이로 공급하여 귀뚜라미를 사육하였다.

실험을 위한 사육실은 28 ± 2oC, 60 ± 10%RH, 9 : 15LD

의 조건을 유지하였다. 사육용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

각 36 × 51 × 28.5㎝인 50 L 부피의 불투명 플라스틱 사

육용기(리빙박스)를 사용하였다. 사육용기에는 재활용 계

란판을 2 ~ 3개 넣고 신문지를 잘게 잘라 배지로 넣어주

어 귀뚜라미 서로간의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하였다. 사

육용기 안의 습도유지 및 수분공급을 위해서 하루에 2 ~ 3

회씩 전동분무기를 이용하여 물(지하수)을 분무하여 주었다. 

실험에 사용한 쌍별귀뚜라미의 먹이로는 양돈사료(육성

돈 전기사료, 도드람 B&F)와 수분공급용 야채로 무를 얇

게 잘라 매일 충분히 공급하였다. 양돈사료는 가루사료로

서 곡물류, 박류(단백질류), 유지류, 식품가공 부산물류, 곡

물부산물류(강피류), 인산, 칼륨, 석회석분말, 기타 첨가제

등이 포함되었으며 성분량은 조단백질 16% 이상, 조지방

4.5% 이상, 조섬유 5% 이하, 조회분 8% 이하, 칼슘 0.4%

이상, 인 1.5% 이하, 라이신 0.85% 이상이었다.

2. 성충의 먹이 섭식량 및 일차별 부화 약충수 조사

성충의 섭식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계란판과 신문지를

잘라 넣은 사육상(360 × 510 × 285㎜)에 암컷과 수컷을 동

일한 개체수로 혼합하여 각각 50, 100, 200, 400 개체를

넣고 24시간 동안 금식한 후 최초 24시간 동안 섭식한 사

료와 무의 무게를 3반복 조사하였고 이 때 알받이는 넣

어주지 않았다. 사료는 다른 실험과 같은 양돈사료를 먹

이접시(지름 10㎝)에 50 ~ 100 g씩 넣었고 신선한 무를

20 ~ 50 g씩 넣어 24시간 동안 감소한 사료와 무의 무게

를 조사하였다. 무는 자연적으로 건조된 무게를 제외한

순수한 섭식량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사육용기에는 배지

(신문지)에 수분을 2회 공급하였다. 사육밀도에 따른

먹이섭식량의 비교를 위해 Tukey-Kramer’s HSD 다중

비교를 실시하였다.

쌍별귀뚜라미의 부화 약충의 일차별 부화약충수를 조사

하기 위하여 성충 사육상에서 채란 받은 20개의 알받이

를 부화할 수 있도록 부화용 사육상에 각각 넣고 수분

이 마르지 않도록 분무기로 수분을 공급하여 부화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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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약충이 부화하기 시작하면 부화가 끝날 때까지

매일 부화한 약충의 개체수를 조사하여 부화율을 측정하였다. 

3. 암컷과 수컷 사육밀도에 따른 일차별 부화약충 개

체수 및 성충 사망률 조사

암컷 성충의 사육 밀도에 따른 부화 개체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암컷 100 개체와 200 개체로 구분하여 사육하였

고 암컷 100 개체의 사육상 3곳에 수컷을 각각 25, 50,

100 개체 투입하였다. 마찬가지로 암컷 200 개체의 사육

상 3곳에 수컷을 50, 100, 200 개체씩 투입하였다.

부화 약충수의 조사를 위하여 산란기간 29일 동안 평

일에는 매일 알받이를 투입하고 금요일에는 알받이를 2

개 투입하여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산란하도록 하였다. 따

라서 각각의 실험군당 총 25개의 알받이 각각에서 부화

한 약충의 개체수를 조사하였고 매주 금요일에 투입한 알

받이 2개의 부화 약충의 개체수는 모두 합하였다.

쌍별귀뚜라미의 알받이는 신선한 원예용상토(부농 원예

용상토)를 물에 충분히 불린 후 물이 배어 나오지 않을 정

도로 하여 플라스틱 화분 받침대(지름 18㎝, 높이 4㎝)에

3㎝ 두께로 충분히 넣고 살짝 눌러주어 견고하게 하였다.

채란을 위한 알받이는 매일 17시에 투입하였으며 다음날

10시에 수거하여 평균 17시간 산란 할 수 있도록 유지하였다. 

성충의 사망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에 실험

중인 모든 사육상의 생존 개체수를 직접 육안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성충의 먹이 섭식량 조사

쌍별귀뚜라미 성충의 먹이 섭식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암컷과 수컷 성충을 합하여 각각 50, 100, 200, 400 개체를

사육상(36 × 51 × 28.5㎝)에 넣고 24시간 동안의 평균 먹이

섭식량을 조사한 결과 각각 0.062 ± 0.003 g, 0.074 ± 0.01g,

0.068 ± 0.01 g, 0.063 ± 0.01g 으로 조사되어 통계적인 차

이 없이 유사하였다(F3,8 = 1.48, p = 0.29, Fig 1). 하지만 각

각의 사육 밀도별로 무의 섭식량은 0.128 ± 0.005g,

0.098 ± 0.02 g, 0.087 ± 0.02 g, 0.068 ± 0.01 g 으로 조사되

어 밀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F3,8= 8.74,

p = 0.007, Fig 2). 쌍별귀뚜라미의 섭식량을 조사하기 위

한 예비실험에서는 사육밀도 125 ~ 400 마리에서 쌍별귀뚜

라미 성충의 3일간 매일의 평균 섭식량이 일정하지 않고

일차별로 다른 것으로 조사되어 0.053 ± 0.028 ~ 0.104 ± 0.033g

까지 차이를 보였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실험을 위하여

각각의 조건에 동일한 밀도의 성충을 24시간 동안 금식하

도록 한 후 최초 24시간 동안의 섭식량을 측정하여 조사하

였다. 그 결과 각각의 사육상에서 밀도조건에 관계없이 한

개체의 섭식량은 유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육 밀도가 증가

하면 서로간의 경쟁에 의하여 섭식량도 증가할 것으로 추측

되었으나 조사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충의 사육에 필요한 사료량을 예

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보조 사료로서

수분 및 기타 영양분의 보충을 위해 야채로 공급한 무의

섭식량은 사육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Fig 2). 이러한 섭식량의 차이는 밀도가 증

가할수록 경쟁에 의한 차이인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

었고 무와 건조 사료의 성상의 차이로 인해 섭식하는 과

정에서 경쟁이 더욱 많았던 것인지는 추측하기 어려웠다.

Merkel(1977)의 사료 중 단백질 함량 비교 실험에서 증체

량, 발육기간, 사망률 그리고 사료 전환률이 높았던 함량

은 항온조건에서 단백질이 30%인 경우가 최적이었으며

변온사육조건에서는 15 ~ 50%의 단백질 함량 사료에서 최

적 발육을 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사료는 단백질 함

량이 16% 이상이었으므로 사육목적에 따라 단백질 함량

을 추가해주면 발육기간과 사망률의 감소 및 증체량의 증

Fig. 1. Daily food consumption of the different rearing densities

of adult Gryllus bimaculatus. Reared in breeding cages

(36 × 51 × 28.5㎝) with the 1 : 1 sex ratios. The error bars
indicate one SD of measured means.

Fig. 2. Daily radish consumption of the different rearing

densities of adult Gryllus bimaculatus. Reared in breeding cages

(36 × 51 × 28.5㎝) with the 1 : 1 sex ratios. The error bars
indicate one SD of measured mean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four rearing densities

using Tukey-Kramer's HSD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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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2. 쌍별귀뚜라미의 일차별 부화 약충수 조사

쌍별귀뚜라미 성충으로부터 17시간 동안 산란 받은 총

20개의 알받이에서 부화약충은 총 6,988 개체가 부화 시

작일로부터 8일차까지 부화하였다. 부화시작 후 6일차까

지 95.8% 부화하여 일차별로 19.8%, 21.7%, 23.9%, 14.7%,

9.4%, 6.8%, 2.6%, 1.6%가 부화하였다(Fig 3). 쌍별귀뚜라

미 알의 부화발육기간 및 부화기간은 온도와 습도에 따

라 밀접한 영향을 받았고 특히 온도가 20oC이하로 낮아

지면 알이 발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화율도 낮

아졌다. 성충과 약충도 마찬가지로 온도에 민감하게 영향

을 받아 기온이 15oC이하로 낮아지면 산란과 발육이 정

지되며 5oC와 10oC에서 20여일이면 사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Oh 2010). 대량사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생물학

적 특징과 부화경향을 고려하여 알받이는 28 ± 2oC의 온

도가 유지되는 부화실에서 사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

각되었다. 또한 적당한 온도(28 ± 2oC)의 부화실에서 약충

이 부화하기 시작하여 1주일이 지나고 약충의 부화가 끝

나면 알받이를 폐기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습도가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본 실험에서는 조사하지 않

았으나 산란배지가 건조하면 부화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최적의 부화율을 위하여 알받이의 배지에서 수분이 배어 나

오지 않는 촉촉한 상태를 부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하

여 주었고 부화실의 상대습도를 60 ± 10%에 관리하였다. 

3. 암컷 사육밀도에 따른 일차별 부화약충 개체수 조사

쌍별귀뚜라미의 증식을 위한 사육조건에서 증식용 채란

사육상의 암컷 사육 밀도조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암컷 성

충의 사육 밀도에 따라 채란받은 알받이에서 부화한 부

화약충 개체수를 조사하였다. 

암컷 100 개체와 200 개체로 알을 받아 부화 약충수를

조사한 결과 29일간 암컷 100 개체가 산란한 총 25개의

배지에서 총 24,876 ± 1,778 (mean ± SD) 개체가 부화하였

고 200 개체일 때 총 34,440 ± 2,126 (mean ± SD) 개체가

부화하였다(Table 1, Fig 4). 본 실험에서는 알받이에서 부

화한 약충의 개체수를 조사하였으므로 정확한 산란수를

알 수는 없었으나 Jung and Bae(2007)의 실험에서 암컷

한 개체씩 사육상에서 채란 받아 알 수를 조사하고 부화

를 유도한 실험에서 암컷 한 개체의 평균 산란수 648.6

(128 ~ 1,683)개와 30oC에서의 부화율 42%를 고려하였을 때

평균 부화 약충수는 272.4 개체로 본 조사의 암컷 100 개체

로 채란 받은 알받이에서 부화한 쌍별귀뚜라미 한 개체당

평균 부화 약충수인 248.8 개체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하

지만 200 개체로 채란 받은 알받이에서 부화한 쌍별귀뚜

라미 한 개체당 평균 부화 약충수는 172.2 개체로 크게

적었다. 이처럼 채란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암컷의 밀도가

산란수 및 부화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쌍별

귀뚜라미의 생산성을 고려한 증식에 적합한 밀도는 50 L의

사육상에 암컷 200 개체보다는 100 개체가 효율적인 것으

로 생각되었다.

곤충의 사육에서 제한된 공간에서의 사육밀도 선정은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생산성

과 함께 경제성을 고려한 쌍별귀뚜라미의 사육을 위해서

Fig. 3. Percentage of the hatched larvae per day from initial

hatching. The eggs Gryllus bimaculatus were laid during 17

hours and kept at 28 ± 2oC. The error bars indicate one SD.

Table 1. Total number of Gryllus bimaculatus hatchlings with

different female densities and sex ratios 

Number of 

female

Sex ratios

(F : M)

Total numbers of 

hatchlings

Average numbers of 

hatchlings 

(Mean ± SD)

100

1 : 0.25 24,147 24,876 ± 1,778

24,876 ± 1,778

24,876 ± 1,778

1 : 0.5 26,903

1 : 1 23,578

200

1 : 0.25 32,640 34,440 ± 2,126

34,440 ± 2,126

34,440 ± 2,126

1 : 0.5 33,895

1 : 1 36,785

Fig. 4. Comparison of the total number of Gryllus bimaculatus

hatchlings per day between two sets of female densities (■, 100;

□, 200) for 29 days. The error bars indicate one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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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화 약충부터 집단 사육이 필수적인 사육방법이다. 

4. 수컷 성충 밀도에 따른 부화약충 개체수 조사

본 실험에서는 사육상 수컷의 밀도가 부화약충의 수에

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암컷 100 개

체의 사육상에서 암수의 성비가 1 : 1일 때 부화 약충은

23,578 개체, 1 : 0.5일 때 26,903 개체, 1 : 0.25일 때 24,147

개체가 부화하였고 암컷 200 개체의 사육상에서 암수의 성

비가 1 : 1일 때 부화 약충은 36,785 개체, 1 : 0.5일 때 33,895

개체, 1 : 0.25일 때 32,640 개체가 부화하였다(Table 1). 이

처럼 동일한 암컷밀도에서 교미할 수 있는 수컷의 개체

수와 관계없이 부화 직후의 약충 개체수는 유사하였다.

암컷이 밀도가 100 개체와 200 개체인 경우 수컷의 비율

이 25%, 50%, 100%로 증가함에 따라 암컷이 수컷과의

교미횟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본 결과에서의 1 : 0.25

의 성비에서 채란받은 알받이에서 부화한 약충과 1 : 1의

성비에서 부화한 약충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쌍별귀뚜라미는 일처다부제로서 다중교미가 부화율의

증가와 자손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Tregenza and

Wedell(1998)의 연구에서도 교미횟수가 산란수, 자손의 생

존율, 성충중량, 체장, 발육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우성자손의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부화약충이 발육 후 최종적으로 성충이 되는 생존 개체

수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을 통

하여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야외에서 쌍별귀뚜라미 수컷은 주로 서식처(굴)나 암컷

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한다. 이러한 경쟁은 개체군의 밀

도 감소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쟁에서 수컷의

크기와 경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에 의해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Simmons 1986a). 쌍별귀뚜라미 암컷은

여러 마리의 수컷과 여러번 교미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

으며 야외에서는 굴과 같은 서식처가 갖추어진 수컷과의

교미를 선호하며 같은 조건에서는 크기가 큰 수컷과 교

미한다. 이러한 다중교미의 습성은 시간과 에너지의 소비

그리고 포식자에게 위험함을 감수하는 대신에 저정낭의

선행정자를 마지막 교미한 수컷의 정자에 희석시킴으로

궁극적으로 자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판단하였

다(Simmons 1986b). 이러한 연구들은 야외의 쌍별귀뚜라

미의 행동학적인 연구로서 본 실험인 실내 대량사육에 동

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쌍

별귀뚜라미의 대량증식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식

용으로 암컷을 따로 골라 사육할 경우에는 양질의 우수

한 수컷을 투입하는 것이 좋으며 개체수는 암컷 개체수

의 25% 내외로 유지하면 수컷의 경쟁에 의한 개체수 감

소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사육

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5. 산란기간중 일차별 부화약충 개체수 조사

쌍별귀뚜라미는 산란 시작 후 일차별로 산란수의 증감

이 반복되는 산란경향을 나타내었다. 암컷 100 개체와 200

개체의 평균 부화약충수는 총부화수 59,316 개체 중 산란

시작 후 일차별로 산란수의 증감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

였으며 3주차까지 총 산란수의 81.5%를 산란하였다. 부화

수가 많았던 일차는 1일차(3,525 개체, 5.9%), 3일차(3,057

개체, 5.2%), 8일차(4,425 개체, 7.5%), 13일차(3,233 개체,

5.5%), 15일차(3,787 개체, 6.4%), 18일차(2,097 개체, 3.5%),

22일차(2,957 개체, 5.0%)로서 38.9%가 부화하였다(Fig 4).

이러한 결과는 왕귀뚜라미의 산란경향이 일차별로 증감을

반복하였던 것과 유사하였다(Kim et al. 2007). 하지만 쌍

별귀뚜라미가 산란 시작 후 산란수가 계속 증가하고 10

일에서 15일 사이에 산란최성기를 보인 후 감소하며 30

일 이후에는 산란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결과(Jung and Bae

2007)와는 다소 다른 산란경향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실험에

사용한 암컷의 우화 후 경과일에 따른 산란욕구의 차이, 사

육 밀도와 실험 환경의 차이 등의 이유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6. 성충사망률 조사

쌍별귀뚜라미 암컷과 수컷을 합하여 125 ~ 400 개체까

지 사육 밀도를 달리하여 사육한 후 매주 평균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사육밀도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5). 사육밀도와 관계없이 모든 실

험구의 평균 사망률은 사육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차함

수로 증가하여 8주차에 93.9%가 사망하였다(R2= 0.986,

Y = 13.90X-12.26). 이러한 결과는 Jung and Bae(2007)의

실험에서 쌍별귀뚜라미의 사망률은 직선적 경향을 보이

며 30일째에 80% 가량 사망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사육상의 크기가 36 × 51 × 28.5㎝ (50 L)의 경우에도 사

육개체수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증가하여 개체간의 경쟁이

Fig. 5. Mortality of adult Gryllus bimaculatus with different

rearing density after the initial ovi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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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육밀도가 증가할수록 쌍별귀뚜라미의 생리활성물질

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실험에서 개체사육한 실험군의 공

격성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군체로 사육한 실험

군에서 농도가 높은 신경전달 물질들 여러 가지가 조

사된 바 있다(Iba et al. 1995). 이러한 생명활동에 필수

적인 아민의 양은 체중의 증가 및 탈피기간과 같은 발육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체 사육한 그룹

의 체장 및 체중이 집단 사육한 그룹보다 증가하는 결

과를 보였다(Iba et al. 1995). 곤충의 대량사육에서 먹

이와 환경요인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상업적인

목적의 대량사육을 위해서는 경제성을 고려한 채란 및

사육밀도의 선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메

뚜기목은 동종포식의 습성이 있으므로 대량사육의 생산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내경쟁을 최소화하며 우수한 자

손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

로의 과제로 생각되었다. 사육환경 및 먹이조건 등에 따

른 생존률 및 증식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쌍

별귀뚜라미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  요

쌍별귀뚜라미의 먹이 섭식량, 부화기간, 성충사망률, 사

육밀도 및 성비에 따른 부화 약충수와 산란경향을 실내

사육실(25 ± 5oC, 60 ± 10%RH)에서 조사하였다. 사육중

인 성충의 사육밀도가 50 ~ 400 개체로 증가할 때 사육

밀도에 관계없이 하루에 0.067 ± 0.008g의 사료를 섭식하

였고 무는 0.128 ~ 0.068 g을 섭식하여 밀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산란된 알은 부화시작 후 6일차까지 95.8%가

부화하였다. 평균 사망률은 사육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

차함수로 증가하여 8주차에 93.9%가 사망하였다. 암컷 100

개체의 사육밀도일 때 암컷 한 개체당 총 부화 약충수는

248.8 ± 17.8 (mean ± SD) 개체로 200 개체일 때의 172.2 ± 10.6

(mean ± SD) 개체보다 많았다. 암컷과 수컷의 성비는 부화

약충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란 시작

후 일차별로 산란수의 증감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3

주차까지 총 산란수의 81.5%를 산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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