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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ion for primary bionomical characteristics, emergence rate of wintering type pupa and ovi-
position preference, of Papilio xuthus. The emergence rate of wintering type pupa stored at cold chamber(4 ± 1oC) was
85%, after 10 months. The average emergence rate of wintering type pupa during storage was 89.6%, and the emergence peri-
ods were 7.9 ± 1.9days in room temperature. Mating ratio in large oviposition room, 6,000 × 6,000× 3,500 mm(W×L ×H),
was 86.7 ± 5.8% higher than 63.3 ± 15.3% in small room, 2,500 × 3,000 × 2,000 mm(W ×L ×H). But the number of eggs in
the large room were 137.0 ± 16.5 fewer than 141.7 ± 20.4 in the small room. As a result of oviposition preference exper-
iment on three different host plants, 10 mated female laid 141.7 ± 27.8 on the leaves of Phellodendron amurensew more
than 67.7 ± 20.6 on Zanthoxylum schinifolium and 77.0 ± 21.8 on Citrus unshiu. The egg periods were 4.4 ± 0.8 days
after oviposition, and the hatchability was 92.2% in 25oC room condition. The larval period were 19.9 ± 2.1 days in the
high temperature, long day condition(25oC, 14L : 10D). The headwidth of each developmental larval stage were
0.72 ± 0.02(1st), 1.19 ± 0.02(2nd), 1.65 ± 0.05(3rd), 2.43 ± 0.07(4th), 3.21 ± 0.12(5th). The pupal ratio was 91.6%. The
pupal period were 8.8 ± 0.9 days, and the emergence rate was 92.2%.

Key words : Papilio xuthus, Bionomical characteristics, Wintering type pupa, Oviposition room size, Hatchability,
Emergence rate

서 론

호랑나비는 나비목(Lepidoptera), 호랑나비과(Papilionidae)

에 속하는 곤충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중부 이

남에서는 봄형이 4 ~ 5월, 여름형이 6 ~ 7월, 8~10월에 걸

쳐 연 3회 출현한다. 그러나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여름

형이 6 ~ 10월에 걸쳐 1회만 출현하므로 연 2회 만 발생

한다고 한다(Ju et al. 1997, Kim 2002, Seol et al. 2005a,

Kim 2005, Kim and Lee 2006, Kim and Seo 2012). 우리

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타이완, 아무르 지방에 분포하는

데 따뜻한 지방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연 5 ~ 6회나 발

생한다(Seol et al. 2005a). 호랑나비는 예로부터 우리와 매

우 친숙하여 인가 근처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으나 최근

에는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주위에서 점차 사라

지고 있다. 4 ~ 5월경 보이는 개체들은 번데기로 월동을

하고 우화한 개체들로 봄형이라 부른다. 거기에 비해 봄

형 개체들이 낳은 알에서 성장한 나비들을 여름형이라 부르

며, 봄형과 여름형간에는 크기나 날개의 무늬면에서 차이가

많다. 여름형은 크고 날개의 무늬가 짙어서 강렬한 느낌이 들

며, 봄형은 작고 색채감이 오밀조밀하다(Kim and Lee 2006). 

예전에는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나비를 범나비라는

이름으로 통칭하였는데 고 석주명박사가 호랑나비라 명명

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도

범나비라 불린다. 호랑나비의 속이름 ‘Papilio’는 린네가

명명한 이름으로 ‘나비’를 지칭한다. 세계적으로는 6아속

222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and Le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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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나비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마을이나 경작지

주변의 낮은 산지에 산다. 그 수도 다른 나비에 비해 많

은 편이어서 발생지의 축축한 물가에 가면 무리지어 물

을 먹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암수 모두 무꽃, 복숭

아꽃, 진달래꽃, 아카시아꽃에 날아와 꿀을 빨아 먹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분포하는 곳은 따뜻한 제주도나 남

부 지역으로 먹이식물인 귤나무나 탱자나무 등이 많이 분

포되어 서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의 감귤

재배 농가에서는 귤나무 잎을 가해하는 해충으로 농민들이

꺼려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감귤나무의 어린 잎이나,

어린 나무를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and Lee 2006).

짝짓기를 마친 호랑나비의 암컷은 먹이식물인 산초나무,

황벽나무, 귤나무, 탱자나무 등의 잎 위나 새싹, 작은 가

지 등에 한 개씩 알을 낳는다(Seol et al. 2005a, Kim 2005,

Kim and Lee 2006, Kim and Seo 2012). 부화한 애벌레

는 먼저 자신의 알껍질을 먹고, 먹이식물을 먹는다. 1 ~ 4

령까지의 어린 애벌레는 검은색 몸에 흰 띠를 두른 듯한

무늬가 있는데 얼핏보면 새똥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천적의 공격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의태행동을 하는 것

이다. 애벌레의 몸색깔은 종령인 5령 애벌레가 되면 녹색

으로 바뀌는데, 몸의 양 옆에는 검은색의 빗줄이 2개 있다.

애벌레의 몸에는 가슴에 있는 세 쌍의 다리 외에도 배끝

부분에 2차적인 배다리가 있어 줄기를 잘 잡고 이동할 수

있다. 가슴의 세 번째 마디에 있는 뱀눈 모양 무늬로 천

적을 위협하여 물리친다(Kim and Lee 2006). 또 호랑나

비 애벌레는 1령애벌레때부터 머리와 가슴사이에 냄새뿔

(취각, 육각돌기)이 있어 건드리면 더듬이와 같이 냄새뿔

을 내민다. 냄새뿔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 천적을 물리

치게 된다. 다 자란 호랑나비의 애벌레는 먹이식물에서

벗어나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은신하고 실을 내어 몸

을 고정시키고 번데기가 된다. 호랑나비는 번데기의 상태

로 겨울을 난다. 호랑나비의 성충은 날개를 편 길이가

105 mm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에 사는 나비 중에는 대

형종에 속하나, 봄형의 경우에는 75 mm 내외로 다소 작

은 편이다. 날개는 옅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와

주황색 점무늬 등이 화려하여 마치 호랑이의 무늬를 닮

은 듯 아름답다. 축축한 땅이나 축사의 배설물이 흐르는

곳에서 무리지어 앉아 물을 빠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땅

에 있는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한다. 호랑

나비는 먹이식물을 따라 주변의 탁트인 밝은 곳을 중심

으로 상당히 먼거리까지 비행하며 생활한다. 주변의 지형

지물이나 기류를 파악하여 일정한 길로만 날아다니는 습

성이 있는데 이 길을 나비길이라고 부른다. 

호랑나비는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유사종 산호랑나비

와 달리 주로 극동아시아에만 분포하는 동양계의 나비로

우리와는 오랜 기간 매우 친숙한 나비 중의 하나이다(Kim

and Lee 2006).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곤충관련행

사와 곤충생태관이 운영되면서 나비전시의 주를 이루고

있는 종이기도 하다. 또 그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인공적

인 대량사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사육기술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농가수준에서의 사

육과 산업화의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곤충의

산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육기술의 정립과 안정적인 대

량사육을 위한 생육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

가 있어 보다 구체적고 정확한 생육특성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곤충

휴면형 번데기의 우화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된 시

험곤충은 2012년 8월말~9월초에 야외에 채집한 호랑나비 암

컷으로부터 채란하여 저온단일조건에서 사육하여 9월 ~ 10월

중순까지 생산된 휴면형 번데기 600개를 공시하여 시험하였

으며, 용화된 번데기가 완전히 경화된 후 4± 1oC의 저온저장

고에 보관하면서, 주기적으로 꺼내어 실험에 이용하였다.

짝짓기와 산란선호도 조사를 위한 실험에는 휴면형 번

데기에서 정상적으로 우화한 호랑나비 암컷과 수컷을 각

각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용하였으며, 부화율 및 애벌레의

생육특성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황벽나무에 산란한 알 167

개를 공시하여 실험하였다.

 

2. 휴면형 번데기의 우화율 조사

저온저장고에 보관중인 휴면형 번데기를 2012년 12월

부터 2013년 4월까지는 2개월에 1회씩 총 3회에 걸쳐 1

회당 100개의 번데기를 꺼내어 우화율을 조사하였으며,

2013년 5월 이후로 번데기 저장 기간이 10개월째인 8월

까지는 4개월간 매월 1회씩 1회당 100개의 번데기를 꺼

내어 우화율을 조사하였다. 번데기의 보관은 일반 가정용

냉장고를 이용하였으며, 저장기간 동안 온도는 4 ± 1oC로

비교적 균일하게 유지되었다. 우화시까지의 소요기간은 번

데기를 꺼낸 후부터 각 개체의 우화일수를 평균하여 계

산 하였으며, 우화한 총 개체수를 확인하여 우화율을 계

산하였다. 마지막 개체의 우화 후에도 약 1주일간 추가로

관찰하여 늦게 우화하는 개체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번데

기를 꺼낸 날짜는 매월 10일로 정하여 규칙적으로 시행

하였다. 생산된 일자별로 분리하여 보관중인 번데기는 선

입선출법에 의하여 먼저 생산된 번데기를 먼저 꺼내어 우

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출하였으며, 순서대로 전수추출하여

시험하였다. 저온저장고에서 꺼낸 번데기는 용기에 담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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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5oC의 항온실에 1일간 적응시킨 후 목공용 본드를 사용

하여 우드락에 가지런히 붙이고, 우화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기록하였다. 

3. 산란실의 크기에 따른 짝짓기 성공율 및 산란수량

산란실의 크기에 따른 짝짓기 성공률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산란실을 설치하고 각각의 산란실에 부화한 호

랑나비 암수 각 10마리씩을 넣은 후 매일 짝짓기 여부를 관

찰하였다. 짝짓기가 확인된 개체는 따로 분리하여 중복하여

계수되지 않도록 하였다. 관찰은 주간에만 실시하였으며, 총

3반복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산란실은 대형 산란실과 소형 산란실로 구분하여 실험하였

으며, 대형 산란실은 야외에 6,000×6,000×3,500(W×L×H)mm

크기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형태로 골조를 설치하고 전체에 망

을 설치하였으며, 앞부분 약 1.5 m 구간에는 차광망(차광율

95%)과 비닐을 겹으로 설치하여 우천시에나 광선이 뜨거울

때 나비가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별

도의 조명은 하지 않았다. 실험군으로 설치한 소형 산란실

은 2,500 × 3,000 ×2,000(W × L × H)mm크기로 차광망이

설치된 2중 비닐하우스내에 나무를 이용해 틀을 짜고 전

체에 망을 씌운 형태로 설치하였다. 두 산란실 모두 실험

기간 중 별도의 인공조명을 하지 않았으며, 흡밀식물 화

분과 10%농도의 꿀물을 공급하였다(Fig. 1).

산란실의 크기에 따른 산란수량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두 종류의 산란실에 짝짓기를 마친 호랑나비 암컷 10마

리를 방사한 후, 3종의 먹이식물 화분을 넣고 1일 경과

후 꺼내어 산란된 알의 수를 확인하였으며, 3회 반복실험

하여 산란율을 조사하였다. 실험기간 중 별도의 조명은

하지 않았으며, 소형 산란장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

후 6시까지 외부 비닐하우스의 창을 개폐하여 실내온도

가 27 ± 3oC 정도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실험기간중 외부

온도는 21 ~ 32oC의 범위에 있었으며, 비는 오지 않았다.

4. 먹이식물의 종류에 대한 산란선호도 조사

호랑나비의 생육특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우선 먹이식

물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호랑나비의 각 먹이식

물에 대한 산란 선호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먹이

식물은 호랑나비의 사육을 위해 보유중인 3 ~ 4년생의 황

벽나무와 산초나무 화분 및 4 ~ 5년생 귤나무 화분을 이

용해 조사하였으며, 6,000 × 6,000 ×3,500(W × L × H)mm 크

기의 산란실(비닐하우스 형태의 망실)에 짝짓기를 마친 호

랑나비 암컷 10마리를 넣고, 3일간 충분히 흡밀을 제공하

면서 적응기를 마친후 먹이식물 화분을 넣어 채란을 하

였다. 3종의 먹이식물 화분을 동시에 넣고, 1일이 경과한

후 화분을 꺼내어 산란된 알의 수를 확인하였으며, 먹이

식물의 위치에 따른 차이를 줄이고자 각각 위치를 바꾸

어 3회 반복실험을 실시하였다.

5. 생육특성 조사

호랑나비의 생육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기주식물인 황벽

나무를 이용해 채란한 167개의 알을 공시하여 부화율, 알

기간, 애벌레 발육기간, 용화율 및 우화율을 조사하였다.

공시한 알은 기주식물의 잎에서 부화할 때까지 매일 부화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부화직후 잎을 포함하여 절취한 후

직경 90 mm, 높이 50 mm의 애벌레 사육용기에 옮겨 개별

사육하였다. 사육기간중의 먹이공급은 7 ~ 11개의 소엽이

달린 황벽나무 겹잎을 잎자루부분에서 절취하여 잎자루부

분을 젖은 솜으로 싸서 건조를 막은 후 공급하였다. 사육

용기와 먹이는 매일 갈아주어 먹이의 건조와 애벌레의 분

비물로 인한 오염을 막았다. 애벌레의 탈피여부는 탈피각

의 존재여부로 확인하였으며, 각 애벌레의 영별 두폭을 측

정하여 호랑나비의 영별 두폭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애벌레의 두폭은 사육중인 애벌레를 영별로 5마리씩 무

작위로 꺼내어 95%의 알코올액에 침지하여 죽인 후 현미

경하에서 두폭을 측정하였다. 호랑나비의 애벌레는 두부가

몸집에 비해 매우 작고, 가슴마디 밑에 가려져 있어 살아있

는 상태로 관찰 및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두폭의 측정방법

은 해부현미경(NSZ-606)하에서 현미경카메라(DCM 310)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길이측정 매뉴얼에 따라 측정하였다. 모

든 사육과정은 25℃, 장일조건(14L : 10D)으로 실험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휴면형 번데기의 저장기간별 우화율

호랑나비의 저장특성 및 장기저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 9월하순 ~ 10월중순사이에 생산된 호랑나비

의 휴면형 번데기를 4 ± 1oC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면서

주기적으로 꺼내어 우화시킨 후 우화율을 조사하였다. 휴

면형 번데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저온단일의

조건에서 애벌레를 사육하는데, Seol et al. (2005a)은 22oC

Fig 1. Oviposition room of two different shape and size.
a
Size: 6,000 × 6,000 × 3,500 mm(W × L × H).
bSize: 2,500 × 3,000 × 2,000 mm(W × L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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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온도에서 12시간이하의 조명으로 사육할 경우 휴

면형 번데기가 된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 이용된 휴면형

번데기는 18oC, 10L : 14D의 조건에서 사육하여 생산하였다. 

실험결과 휴면형 번데기 생산 후 10개월이 경과된 2013

년 8월에도 85%의 우화율을 보여 생산 2개월 후인 2012

년 12월의 91%와 우화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평

균 우화율이 89.6%로 나타났다. 우화시까지의 소요기간은

평균 7.9 ± 1.9일로 나타났으며, 가장 일찍 우화한 개체는

7월에 우화시킨 처리구에서 5일이 소요되었고, 가장 늦게

우화한 개체는 2월에 우화시킨 처리구에서 12일이 소요되

었다. 휴면형 번데기의 저장기간에 따른 우화 소요기간은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기온의 영향으로 12월과

2월에는 고온기에 비해 약 0.4일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휴면형 번데기의 우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애벌레의

생육시기의 건강상태와 누대사육으로 인한 유전적 퇴화가

가장 큰 영향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비공식적인 실험에서

애벌레의 생육시기에 건전하지 못한 기주식물을 급여한

경우에는 일반형 번데기의 우화율도 50%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를 확인한 바 있으며, 4대 이상의 누대사육시에도 우

화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를 확인한 바 있다. 

2. 산란실의 크기에 따른 짝짓기 성공률 및 산란수량

호랑나비와 같은 대형나비는 높게 멀리까지 나는 습성

으로 인해 좁은 공간에서는 짝짓기와 산란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산란실의

크기에 따른 짝짓기 성공률 및 산란수량을 별도의 실험

으로 진행하여 산란실의 크기가 짝짓기 성공률과 산란수

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실험결과 짝짓

기는 산란실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만 산란수량은 산란실

의 크기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결과 대형 산란실에서의 짝짓기 성공률이 86.7 ± 5.8%

로 소형 산란실의 63.3 ± 15.3% 보다 높게 나타났다(Fig. 2).

짝짓기 여부는 주간에 육안관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호랑

나비는 날개의 색과 앞다리의 촉감으로 암컷을 확인하고

짝짓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로 인해 야

간에는 짝짓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 해

질 무렵부터는 모든 호랑나비가 활동을 멈추고 잎뒷면이

나 산란실의 그물망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Jeong (2007)에 의하면 6,000 ×1,200 ×800 mm크기

의 산란장에서 호랑나비의 교미율이 95%에 이른다고 하

였으며, Seol et al. (2005a)는 인공교배법(hand pairing)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산란실의 크기에 따른 산란수량은 대형 산란장이

137.0 ± 16.5개, 소형 산란장이 141.7 20.4개로 나타나 오

히려 소형 산란장의 산란수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대형 산란장의 경우 실외에 설치되어 환경조

절이 쉽지 않아 외부 온도와 빛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

Table 1. Emergence rate and periods of wintering type pupa according to low-temperature storage periods

Periods of low-temperature storage(at 4 ± 1
o
C)

2
a

4 6 7 8 9 10 Total

Emergence rate(%) 91 93 89 92 88 89 85 89.6

Emergence 

periods(days)
8.2 ± 1.2 8.2 ± 1.5 8.0 ± 1.9 8.0 ± 1.8 7.8 ± 1.5 7.7 ± 1.6 7.8 ± 1.7 7.9 ± 1.9

aMonths after pupation.

Fig. 2. Mating ratio according to two defferent size of

oviposition room.

*Large room size: 6,000 × 6,000 × 3,500 mm(W × L × H).

 Small room size: 2,500 × 3,000 × 2,000 mm(W × L × H).

Table 2. The number of eggs according to two defferent size of

oviposition room

No. of eggs per host plant pot
Total Mean

1a 2 3

Large rooma 136 154 121 411 137.0 ± 16.5

Small room
b

127 165 133 425 141.7 ± 20.4

a
Size: 6,000 × 6,000 × 3,500 mm(W × L × H).
b
Size: 2,500 × 3,000 × 2,000 mm(W × L × H).



호랑나비(Papilio xuthus)의 생육특성에 관한 연구 

177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대형 산란장에서는 햇

빛이 강하게 비치는 동안 나비들이 그늘에서 쉬거나 바

깥쪽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산란외적인 행동

을 보이는 개체들이 많았다. 

3. 먹이식물의 종류 및 특징

호랑나비의 애벌레는 운향과의 목본식물인 귤나무, 탱

자나무, 산초나무, 황벽나무 등의 식물을 먹고 자란다. 귤

나무(Citrus unshiu)는 일본원산으로 우리나라에 과수용으

로 들어와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엽육이 두껍

고, 줄기에는 굵은 가시가 있는 종도 있다. 잎의 표피가

두꺼워 오래된 잎은 애벌레가 먹지 않는다. 탱자나무(Poncirus

trifoliata)는 우리나라 경기도 이남지방에서 울타리용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귤나무에 비해 잎이 작고 여리다. 산초

나무(Zanthoxylum schinifolium)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

며, 잎은 복엽으로 소엽이 13 ~ 21개가 붙어 있다. 잎이

작고 가지에 가시가 많아 나비사육시 효율성이 낮다. 황

벽나무(Phellodendron amurense)는 우리나라 산지의 해발

100 ~ 1,300 m 지역에 자생하는 낙엽성교목으로 수피에 코

르크층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내피가 황색을 띠어 황벽

나무가 불린다. 잎의 형태는 산초나무와 같이 우상복엽으

로 소엽이 5 ~ 13개 정도 달리나, 잎이 크고 부드러워 나

비사육에 적합하다. Jeong (2007)은 호랑나비과에 속하는

나비류의 대량 인공사육시 가장 좋은 기주식물이 황벽나

무라고 하였다. 또 Seol et al. (2005a)는 탱자나무잎을 이

용한 인공사료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호랑나비의 먹이식물 중 귤나무, 산초나

무, 황벽나무를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산란선호도를 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일반적으로 호랑나비의 사육에 가장 많

이 이용되는 황벽나무에 대한 산란선호도가 141.7 ± 27.8

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초나무와 귤나무는 각각

67.7 ± 20.6개와 77 ± 21.8개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Table 3).

각 먹이식물 내에서도 큰 편차가 나타났는데 이는 먹이

식물 화분이 놓인 위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 기주

식물별로 보면 하루종일 해가 잘 드는 위치에 놓인 화분

에서 가장 산란수량이 많았다. 먹이식물 종류별로는 먹이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귤나무의 경우에는 묵은 잎에는 거의 산란하지 않고 새

순과 주변 가지에만 산란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황벽나무

와 산초나무의 경우에는 아래쪽의 잎에도 많은 수의 알을

산란하였다. 산초나무에 비해 황벽나무의 잎이 크고 풍성한

점이 총 산란수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생육특성

기주식물인 황벽나무에 산란한 알 167개를 공시하여

25 ± 1oC에서 사육하면서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167개의

알에 대한 부화율을 조사한 결과 154개의 알이 부화하여

92.2%의 부화율을 나타내었다. 부화시까지의 소요된 기간

은 3 ~ 7일로 나타났으며, 평균 부화 소요일수는 4.4 ± 0.8

일로 나타났다(Table 4). 나비류 알의 부화율은 배추흰나비

의 경우 89.2%의 부화율(Seol and Kim 2001)을 보인다고 하

였으며, 암끝검은표범나비의 경우 82%(Seol et al. 2005b)라

고 보고된 바 있다. 남방노랑나비의 경우 53.7%의 부화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가 있으나 누대사육에 의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다(Lee et al. 2012). 알기간의 경우 배추흰나비

의 경우 3.9 ± 1.6일로 보고되었으며(Seol and Kim 2001),

남방노랑나비의 알기간은 7일(Jeong 2007) 또는 5.1 ± 0.9

일(Lee et al. 2012)이 소요된다고 보고 된 바 있다. 호랑

나비의 경우 나비의 크기가 큰 대형종의 나비이지만 알

기간은 소형나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거나 오히려 빠른 양

상을 나타내었다. 알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온도조건이다. 본 실험에서 알의 부화는 야외에 설치된 비닐

하우스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온도는 21 ~ 32oC의 범위였다.

부화한 애벌레는 부화직후 수거하여 직경 90 mm의 곤

충사육용기에 옮기고, 25 ± 1oC의 항온사육실에서

14L : 10D의 장일 조건에서 사육실험을 수행하였다. 총

애벌레 기간은 19.9 ± 2.1일이 소요되었으며, 각 영별

애벌레기간은 1령이 1.5 ± 0.3일, 2령이 2.7 ± 0.4일, 3

령이 3.6 ± 0.6일, 4령이 5.2 ± 0.8일, 5령이 6.9 ± 1.8일로

나타났다(Table 5). 각 애벌레의 애벌레 기간은 비교적 편

Table 3. Oviposition preference of Papilio xuthus on three

different host-plants

No. of eggs per each host 

plant pot Total Mean

1a 2 3

Phellodendron 

amurense
167 112 146 425 141.7 ± 27.8

Zanthoxylum 

schinifolium
66 48 89 203 067.7 ± 20.6

Citrus unshiu 67 102 62 231 077.0 ± 21.8

a
Serial number of host plant pot.

Table 4. Hatchability and egg periods of Papilio xuthus at 25
o
C

No. of 

eggs

No. of hatching

Hatchability(%)

Egg 

periods

(days)3a 4 5 6 7 Total

167
22

b

(14)
c

67

(44)

48

(31)

15

(10)

2

(1)

154

(100)
92.2 4.4 ± 0.8

a
egg periods(days).
b
the number of hatching eggs.
c
percentage of hatching eggs per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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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크지 않았으나, 5령 애벌레의 경우에는 비교적 변이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흰나비의 경우 애벌레 기

간이 18.1 ± 2.7일(Seol and Kim 2001)로 보고된 바 있으

며, 남방노랑나비의 애벌레 기간은 12.1 ± 0.9일로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12). 애벌레 기간의 경우에는 호랑나

비가 소형나비류에 비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호랑나비 애벌레의 영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애벌

레의 두폭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1령 애벌레의 평균

두폭은 0.72 ± 0.02 mm였으며, 2령 1.19 ± 0.02 mm, 3령

1.65 ± 0.05 mm, 4령 2.43 ± 0.07 mm, 5령 3.21 ± 0.12 mm로

각각 나타났다(Table 5, Fig. 3). 

호랑나비는 종령 말기가 되면 체내의 배설물을 묽은

형태로 모두 배설하고, 번데기가 될 자리를 찾아 주변

으로 이동한다. 사육용기 안에서는 용기의 상단부를 배

회하다가 용기의 벽면이나 뚜껑 또는 먹이식물의 줄기

에 붙어 번데기가 형성되었다. 정상적으로 부화한 154

개의 알을 이용하여 사육한 결과 141개의 번데기를 얻

을 수 있었으며, 용화율은 91.6%로 나타났다. Seol and

Kim (2001)에 의하면 배추흰나비의 용화율은 97.8%로 보

고된 바 있으며, 남방노랑나비의 경우에는 81%(Lee et al.

2012)로 보고된 바 있다. 호랑나비의 우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8.8 ± 0.9일로 나타났으며, 141개의 번데기에서 130

마리의 호랑나비가 정상적으로 우화하여 우화율은 92.2%

로 나타났다(Table 6). 배추흰나비의 경우 97.8%의 우화

율을 보인다고 하며(Seol and Kim 2001), 남방노랑나비의

우화율은 79.9%로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12).

적 요

본 연구는 호랑나비의 사육을 위한 기초적인 생육특성

을 구명하고자 수행되었으며, 휴면형 번데기의 저장기간

에 따른 우화율과 산란실의 크기에 따른 산란특성에 대

한 연구와 호랑나비 애벌레의 일반적인 생육특성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휴면형 번데기의 저장

기간에 따른 우화율은 4 ± 1oC의 저온저장고에서 약 10

개월 저장후에도 85%의 우화율을 보였다. 휴면형 번데

기의 저장기간별 평균 우화율은 89.6%였으며, 우화까지

소요시간은 상온에서 7.9 ± 1.9일이었다. 산란실의 크기

에 따른 짝짓기 성공률을 조사한 결과 대형 산란실

(6,000 × 6,000 × 3,500㎜)에서는 86.7 ± 5.8%로 소형 산란실

(2,500 × 3,000 × 2,000㎜)의 63.3 ± 15.3%비해 짝짓기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에 산란실의 크기에 따른

산란수량은 대형 산란실이 137.0 ± 16.5개, 소형 산란실이

141.7 ± 20.4개로 나타났다. 먹이식물에 대한 산란선호도

는 황벽나무가 141.7 ± 27.8개로 67.7 ± 20.6개를 산란한 산

초나무나 77 ± 21.8개를 산란한 귤나무에 비해 산란선호

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랑나비 애벌레의 부화

율은 92.2%로 나타났으며, 알기간은 4.4 ± 0.8일로 나타

났다. 애벌레 기간은 총 19.9 ± 2.1일로 나타났으며, 5령

기간이 가장 길어 6.9 ± 1.8일이였다. 호랑나비 애벌레의

영별 두폭은 1령 애벌레가 0.72 ± 0.02 mm였으며, 2령

1.19 ± 0.02 mm, 3령 1.65 ± 0.05 mm, 4령 2.43 ± 0.07 mm,

5령 3.21 ± 0.12 mm로 각각 나타났다. 용화율은 91.6%로 나

타났으며, 번데기 기간은 8.8± 0.9일이었고, 우화율은 9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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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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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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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mergence rate to pup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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