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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rva of the white-spotted flower chafer,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Coleoptera: Cetoniidae), is known to have 

important medicinal properties, such as anti-cancer activity. However, the consumer market for the larvae is depressed because of its 

high production cost which needs to be reduce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wo spent mushroom substrates as food source 

for chafer larvae to improve the productivity and reduce production cost. The larvae were fed with spent substrates of king oyster 

mushroom (Pleurotus eryngii) (P-SMS) and shiitake mushroom (Lentinula edodes) (L-SMS), with a control of fermented oak sawdust. 

Effects of the diets on the development of P. brevitarsis seulensis and contents of minor nutrient components in the larvae produced were

examined. In the P-SMS diet, the larval rearing period was shorter at 16.2 days, while the rate of larval weight gain and the cocoon weight 

were higher at 156.3% and 4.1 g, respectively, than that in the L-SMS diet. The pupation rate was 100% and the adult emergence was

higher at 93.3% in the P-SMS diet than in the L-SMS diet with no difference to the control diet. In the P-SMS diet, the total nitrogen 

content during rearing was higher at 10.28% and the minor nutrient component, particularly Fe (145.8 mg/kg), was higher than that in

other diets. The oviposition preference of adul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diets. Economic analysis showed that 

P-SMS costs approximately 667,960 Won less per 100 kg of larvae produced,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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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항암작용과 간 질환을 예방하는 약용곤충으로 널리 알려진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2016년 12월 일반식품으로 등록되었으나 판매가가 높

아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생산 단가를 낮추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흰점박이꽃무지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부산물인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와 표고버섯 수확 후 배지를 유충의 먹이로 급이하여 생육특성과 미량성분, 중금속함

량을 조사하였고 대조구로는 관행으로 사용되고 있는 참나무 발효톱밥을 급이하였다.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한 처리구가 유충사육기간

이 16.2일로 가장 짧았고 유충 무게 증가율과 고치 무게는 각각 156.3%와 4.1 g이었다.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한 처리구에서 용화율은 

100%였고 우화율은 93.9%로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또한 총질소함량도 10.28%로 가장 높았고 미량원소 중 철은 145.8 

mg/kg으로 다른 먹이와 비교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성충의 산란선호성은 먹이 간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기

존에 사용하고 있는 참나무 발효톱밥 대신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먹이로 사용하면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100 kg 당 667,960원의 비용이 감

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색어: 곤충산업, 식용곤충, 버섯부산물, 새송이버섯, 저비용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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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의학 발달로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 등과 

같은 성인병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Koo, 2006). 이러한 질병

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는데, 일반적으로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및 미네랄이 다량 함

유되어 있는 곤충 자원에 대한 식 ․ 약용 소재화를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Joost and Arnold, 2012).

현재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식 ․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누에(Bombyx mori)의 유충과 번데기, 백강잠(백강균 Beauveria 

bassiana에 감염된 누에 유충), 벼메뚜기(Oxya chinensis sinuosa) 

등 3종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으로 등록된 쌍별귀

뚜라미(Gryllus bimaculatus) (2016년 3월), 갈색거저리 유충

(Tenebrio molitor) (2016년 3월), 장수풍뎅이 유충(Allomyrina 

dichotoma) (2016년 12월), 흰점박이꽃무지 유충(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2016년 12월) 등 총 7종의 곤충이 일반

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흰점박이꽃무지는 딱정벌레목 꽃무지과 꽃무지아과 흰점박

이꽃무지속에 속한다. 성충은 전체 길이가 약 17~24 mm 정도

의 식식성 곤충으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유럽에 분포해 있고 

야생에서 성충은 7월 상순부터 출현하고 8월 상순에 출현빈도

가 가장 높다(Cho, 1969).

우리나라에서 곤충 중 약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흰

점박이꽃무지 유충은 동의보감에 간에서 비롯되는 질병, 즉 간

암, 간경화, 간염, 누적된 피로의 해소 등을 포함하여 월경불순, 

시력감퇴, 백내장, 금창, 산후풍, 악성종기, 구내염, 파상풍, 중

풍 등의 성인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간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이용되고 있다(Anonymous, 2002; Cho et al., 

2003; Kang et al., 2000; Lee et al., 2001; Park et al., 1994).

흰점박이꽃무지는 산업곤충 용으로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

이 사육되고 있는 곤충이다. 하지만 건조물 1 kg의 소비단가는 

약 30만 원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어있어 아직까지 소비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흰점박이꽃무지를 3.3 m2 

사육하는 데 드는 사료비는 106천 원으로서 전체 생산비의 

32%를 차지하기 때문에(Anonymous, 2017) 이를 농업부산물

로 대체한다면 흰점박이꽃무지의 생산비를 크게 절감하는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부산물 중 ‘버섯 수확 후 배지’는 버섯을 수확한 후에 남

겨진 배지를 의미하며 버섯 1 kg을 생산하는데 5 kg 정도 발생

된다(Williams et al., 2001; Kim et al., 2007). 표고버섯과 새송

이버섯 배지의 주 원료는 참나무 톱밥이며 보조 원료로는 옥수

수 속대, 미강, 밀기울 등이다. 버섯 재배과정에서 배지 영양원

의 약 15~25% 정도만 버섯에 의해 이용되고 나머지 75~85%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버섯 수확 후 배지는 여러 가지 용도의 

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ae et 

al., 2006; Moon et al., 2012a). 따라서 버섯 수확 후 배지는 주

로 버섯 재배용 배지로 다시 사용되기도 하고 유기농 퇴비, 바

이오매스 고형원료, 곤충사육용 사료, 환경 복원용 복토 등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근래에는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 배지를 축산 

사료 자원으로 이용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흰점박이꽃무지에 관한 연구로는 

야외 생태(Kim and Kang, 2006), 사육 환경(Kang et al., 2005; 

Park et al., 1994)과 형태에 관한 내용(Kim, 2005; Kim and 

Kang, 2005)이 진행되었으며, 생육특성, 기능성 분석 및 안전

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Hwang et al., 2001; Kang et al., 

2001; Kim et al., 2005; Lee et al., 1994; Lee et al., 1995; Lee et 

al., 2001; Yoo et al., 2007; Park et al., 2012a). 외국에서는 흰점

박이꽃무지 유충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Kan et al., 2009), 흰점

박이꽃무지의 지리적 차이에 따른 형태적 변형(Suo et al., 2015) 

등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곤충을 사육하면서 소요되는 생산비

를 절감하기 위한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대체 사료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먹이로는 보통 미강 등을 첨가한 참

나무 발효톱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육농가에서 직접 발효할 

경우 특정기술이 필요하고 발효톱밥을 구매할 경우 비용이 다

소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발효기술 없이 사료

로 사용할 있고 사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버섯 수확 후 배

지 급이에 따른 흰점박이꽃무지의 발육특성과 일반성분 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버섯 수확 후 배지 급이

버섯을 수확한 뒤 버섯 병에서 탈병한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과 표고버섯(Lentinula edodes)의 수확 후 배지(spent 

muchroom substrate) (P-SMS 및 L-SMS)를 근처 버섯농가에

서 제공 받아 20 mm 체로 쳐서 별도의 발효작업 없이 바로 사

료로 사용하였고, 흰점박이꽃무지의 주 먹이원으로 알려진 참

나무발효톱밥(친환경영농조합법인 용산, 전북 남원)을 대조구

로 하였다. 흰점박이꽃무지는 생육 특성 상 톱밥 속 아랫부분에

서 서식하기 때문에 버섯 수확 후 배지를 사육통(Ø 10 mm × 42 

mm)에 약 2.5 cm 두께로 넣고, 유충이 사료에 적응하지 못해 

섭식 활동을 하지 않는 방황현상(원더링, wandering)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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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유충 분변을 약 1.5 cm 정도로 덮어 주었다. 버섯 수확 

후 배지는 유충의 발육을 조사 할 때마다 기존 분변은 그대로 

둔 채 배지만 보충해주었다.

흰점박이꽃무지 생육조사

흰점박이꽃무지는 농업회사법인 ‘도다움’(경남 진주)에서 

알에서 부화시켜 40일 간 사육한 유충을 공급 받아 사용하였다. 

실험충은 균일성을 위해 두폭 4.8 ± 0.2 mm, 체중 1.5 ± 0.1 g 인 

유충을 선별하여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곤충산업지원연구센터 

곤충 사육실(16L : 8D, 27 ± 1℃, 60 ± 5% RH)에서 사료가 담

긴 투명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원통(Ø 10 mm × 42 mm) 용기

에 60마리 씩 개체 사육하면서 유충 사육기간, 유충 체중 증가

율, 고치(일명 번데기 방, cocoon) 무게, 용화율, 우화율을 조사

하였다. 유충 사육기간은 실험 시작일로부터 번데기 방을 짓는 

날까지로 하였고 매일 육안조사하였다. 유충 체중 증가율은 실

험 시작 15일 후에 측정하였고, 고치 무게는 고치를 지은 당일 

무게를 측정하였다. 무게 측정은 실험용 정밀저울(Entris 

224I-1S, Samtorius, Germany)을 사용하였다.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영양성분 분석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체내의 영양성분 분석을 위해 동결건

조기(Lyop Pride 10R, 일신바이오베이스, 동두천, 한국)를 이

용하여 건조한 유충을 분쇄기(GRC-12, ㈜가려산업, 시흥, 한

국)로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질소함량은 시료 50 g에 

알칼리성 과황산칼륨, 염산, 질산태질소 등의 시약을 넣고 가열

한 뒤 22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자외선 흡광 광도법

으로 분광광도계(UV-1601,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무기물은 Lee et al. (2013)의 방법에 따라 시료 5 g

을 예비 회화시킨 후 600℃의 전기로에서 2시간 이상 회화시키

고 염산용액을 첨가하여 하룻밤 동안 방치 및 용해하였으며 

Inde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ICP, Optima 

5300 DV, Perkin Elmer, USA)를 사용하여 인(P), 칼륨(K), 마

그네슘(Mg), 칼슘(Ca), 망간(Mn), 철(Fe)를 측정하였으며 측

정 파장은 Table 1과 같다.

성충의 산란 선호성 조사

버섯 수확 후 배지를 산란 배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사료로 공급한 버섯 수확 후 배지를 폴리프로필렌 직

사각형(45 × 485 × 170 mm) 용기에 5 cm 높이로 깔고 동일한 

날에 우화한 성충 암 ․ 수 20쌍을 넣어 산란을 유도하였고 15일 

간격으로 한 달 간 알 혹은 부화한 유충 수를 조사하였다. 성충 

먹이로는 곤충젤리(벅스베이, 충남 서산)를 제공하였고 대조구

로는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참나무 발효톱밥을 사용하여 3

반복 조사하였다.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활용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생산에 대한 경제성 분석

상기의 실험 결과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가 흰점박이꽃무

지 유충의 먹이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새송이

버섯 수확 후 배지 이용의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새송이버

섯 수확 후 배지는 따로 발효 과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에 많은 양을 급이할 시 발효가 진행되면서 열이 발생하여 유충 

생육에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적은량을 자주 급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100 kg을 생산한다는 가정 

하에 증가되는 비용으로 사료를 급이하는 노동비를 1회 당 4시

간 씩, 2018년도 최저시급(7,530원)으로 책정하였다. 절감되는 

비용으로는 관행인 참나무 발효 톱밥을 40 L 한 포 당 시중 평

균 가격인 9,000원으로 책정하였고,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

는 버섯 농가에서 5톤 당 200,000원에 축산농가에 판매하고 있

는 점과 배송비 등을 감안하여 40 L 한 포 당 가격을 2,000원으

로 책정하였다.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생체는 2018년 현재 시중 

평균 가격인 1 kg 당 80,000원으로 책정하여 산출하였다.

통계분석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분산분석 후 최소유의차검정법 

(Fisher’s Least-Significant-Difference test, LSD)으로 평균 간 

차이를 5% 유의수준에서 비교하였다(SAS, Version 9.4, Cary, 

NC, USA).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of ICP-mass spectrometer for analyzing minor components

Element P K Mg Ca Mn Fe

Wave length (nm) 231.62 769.90 279.35 393.37 257.61 2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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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버섯 수확 후 배지 급이에 따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발육

버섯 수확 후 배지는 친환경소재를 원료로 사용하며 연중 생

산된다는 장점이 있어 가축의 사료 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유기물이다(Adamovic et al., 1998; Caswell, 1990). 이 동물 사

료자원으로 활용되는 버섯 수확 후 배지를 곤충인 흰점박이꽃

무지에 급이하여 조사한 결과 유충사육기간은 Fig. 1A와 같다.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한 구에서 유충 사육기간이 16.2

일로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참나무 발효톱밥을 급이한 구와 표

고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한 구에서는 각각 20.4일과 21.1일

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df = 2,177; F = 15.21; P = 0.031). 즉,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 할 때 흰점박이꽃무지의 유충 

사육기간이 기존 참나무 발효톱밥을 급이 했을 때 보다 20% 정

도 짧아졌다.

유충체중 증가율(Fig. 1B)은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

이한 구에서 1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표고버

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한 구( 131.9%), 참나무 발효톱밥을 급

이한 구(126.1%) 순이었다(df = 2,177; F = 34.63; P = 0.022). 

즉,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먹이로 사용하였을 때 관행 먹이

보다 체중이 24%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Yoon et al. (2016a)

은 알로에, 사과, 바나나, 단감, 단호박 등 다양한 보조사료를 급

여한 경우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발육이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급이하는 사료에 따라 유충 생육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Kim et al. (2014)은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갈색거

저리 유충에 급이했을 때 유충의 발육기간이 일반적으로 갈색

거저리 사료로 사용되는 밀기울인 대조군보다 길어졌고, 유충

무게가 대조군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하여 본 실험결과

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밀기울 등 저장곡물을 주 

먹이로 하는 갈색거저리와 나무 톱밥을 주먹이로 하는 흰점박

이꽃무지와의 종 간 특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번데기방의 무게는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한 구에

서 4.1 g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참나무 발효톱밥을 급이

한 구(3.7 g), 표고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한 구(3.5 g) 순으로 

낮아졌다(df = 2,177; F = 34.21; P = 0.042) (Fig. 1C). Park et al. 

(2012b)은 갈색거저리의 산란수, 수명, 발육기간 및 번데기 중

량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번데기의 중량은 산란수와 높은 상관

관계를 갖는다고 발표하였고, Park and Kim (1999)은 살충제 

처리가 집파리의 성충과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서 성충의 산란수 감소는 번데기의 무게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본 실험에서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유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번데기의 무게를 증가시켰

고 이는 성충의 산란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용화율은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와 참나무 발효톱밥을 사

료로 한 처리구에서는 100%였고 표고버섯 수확 후 배지를 먹

인 처리구에서는 93.3%로 낮은 용화율을 보였다(df = 2,6; F = 

4.21; P = 0.0163) (Fig. 1D). 

A    B  C  

D  E  

Fig. 1. Effect of spent mushroom substrate diets on the larval rearing period (A), larval weight increase (B), cocoon weight (C), and 
emergence rate (D) of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LSD test, P = 0.05). Three diets included fermented oak sawdust (FOS), Pleurotus 
eryngii  - spent mushroom substrate (P-SMS) and Lentinula edodes  - spent mushroom substrate (L-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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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율은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한 구가 9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표고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한 구가 

91.7%, 참나무 발효톱밥을 급이한 구가 86.7%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Fig. 1E).

이상을 종합하면,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했을 때 

흰점박이꽃무지의 유충사육기간이 가장 짧고, 고치 무게가 가

장 무거우며 용화율과 우화율도 높았기 때문에 이 배지가 흰점

박이꽃무지의 발육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영양성분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에 각각의 사료를 급이하여 총질소함

량과 미량성분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질소함량은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한 처리구에서 10.28%로 가장 

높았고 표고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한 처리구는 9.86%, 참나

무 발효톱밥을 급이한 처리구는 9.06%였다. 그 외 미량성분은 

참나무 발효톱밥을 급이한 처리구에서 인, 칼륨, 마그네슘, 망

간이 각각 2.71%, 3.81%, 0.93%, 75.3 mg/kg로 가장 높게 측정

되었고, 칼슘과 철은 새송이버섯 수확후배지를 급이한 처리구

에서 0.59%, 145.8 mg/kg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질소함량의 충

체로의 전이와 사료에 따른 미량성분 함량은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ong et al. (2017)은 비지박 첨가 먹이원 급여에 따른 흰점박

이꽃무지 유충의 생육과 영양성분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질소

원을 함유하는 비지박을 첨가한 실험구에서 일반 조성분과 미

네랄 및 아미노산 등의 영양성분 함량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Cheong et al. (2012)은 버섯 수확 후 배지의 조단백질 함량이 

종균 접종 전 배지보다 다소 높다고 발표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도 단백질원이 풍부한 버섯 수확 후 배지의 급이가 흰점박이꽃

무지 유충의 무기질 함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Yoon 

et al. (2016b)은 단감, 바나나, 사과 등을 대체사료 혹은 보조사

료로 급이하여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생육과 항산화성분, 지

방산 등의 영양성분을 조사하였고, Noh et al. (2015)은 쌀겨, 알

로에, 호박을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절식기간에 급이하여 조

단백함량, 지방산, 구성아미노산 등을 조사하였다. 이처럼 최근 

여러 가지 먹이원을 적용하여 흰점박이꽃무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실험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흰점박이꽃무지 성충의 산란 선호성

흰점박이꽃무지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료로 사용한 

버섯 수확 후 배지가 성충의 산란용 배지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성충 산란 선호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표고버섯 수확 후 배지에서의 산란수가 59.7개로 가장 많았

고, 참나무 발효톱밥 산란배지구가 48.5개,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 산란배지구가 41.2개로 가장 적었으나 배지 종류 간에 통

Table 2. The minor components of P. brevitarsis seulensis  larvae fed different kinds of diets

Division
T/N

(%)

P

(%)

K

(%)

Mg

(%)

Ca

(%)

Mn

(mg/kg)

Fe

(mg/kg)

FOSa   9.06 2.71 3.81 0.93 0.54 75.3   94.4

P-SMSb 10.28 1.76 3.46 0.68 0.59 42.4 145.8

L-SMSc   9.86 2.05 3.05 0.86 0.50 39.0   85.7

aFOS: Fermented oak sawdust.
bP-SMS: Pleurotus eryngii - spent mushroom substrate.
cL-SMS: Lentinula edodes - spent mushroom substrate.

Table 3. Choice test on the oviposition preference of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to different kinds of diets (oviposition mediums)

Oviposition mediums Number of eggs (mean ± SE)/20 females 

FOSa  48.5 ± 7.8ad

P-SMSb 41.2 ± 9.3a

L-SMSc   59.7 ± 10.4a

aFOS: Fermented oak sawdust.
bP-SMS: Pleurotus eryngii - spent mushroom substrate.
cL-SMS: Lentinula edodes - spent mushroom substrate.
d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LSD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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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차이는 없었다(df = 2,6; F = 49.87; P = 0.241). 

Kim and Kang (2005)은 참나무 발효톱밥을 산란배지로 하여 

개체사육한 흰점박이꽃무지 암컷 1마리 당 1일 산란수가 2.92

개이며 성충의 밀도가 높을 때에는 성충의 수명이 단축되고 산

란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본 실험결과 1일 평균 

산란수가 1.62개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경제적 소득을 

위한 최적의 성충의 밀도 실험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Kim et al. (2005)은 사육 환경 요인 중 수분

함량이 온도보다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발육과 성충의 산란

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 사용한 버섯 수확 

후 배지는 Moon et al. (2012b)이 보고한 것과 같이 수분이 많고

(50~60%) 유기물 함량이 높아 산란 상자 안에 쌓아두면 온도

가 높아지고 부패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성충 사육상자는 

뚜껑이 닫혀있기 때문에 수분이 정체되어 더운 온도와 만나 내

부 습도가 더욱 과습하게 되어 산란을 위한 적정 환경이 조성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충 사육 중에 사육상자 안의 

높은 습도로 인해 설탕응애류(무기문응애류, Acari: Astigmata)

가 발생 되었는데 이로 인해 반복간의 오차가 커진 것으로 판단

되며 응애류가 성충 산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활용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생산에 대한 경제성 분석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료 중에

서는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사료

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관행으로 사용되는 

참나무 발효톱밥과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하여 흰점박이꽃무지 유

충 100 kg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참나무 톱밥보다 더 자

주 급이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노동비용으로 602,400원이 더 부

담되지만 참나무 발효톱밥을 급이하였을 때 보다 생체 무게가 

24% 증가하여 480,000원이 증가하고 먹이원 비용이 700,000

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참나무 발효톱밥 

대신 새송이버섯 수확 후 배지를 급이하여 흰점박이꽃무지 유

충 100 kg을 생산할 때 667,960원의 소득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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