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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and oviposition characteristics of Tenodera aridifolia. The 
nymphs of T. aridifolia grew to adults through 6 and 7 nymphal instars. The percentage of 7 nymphal instars (7-instar                   
type) at 25, 28, and 30

o

C were 77.3, 76.2, and 73.5%, respectively. In the 7 instars type, total nymphal periods at 25, 
28, and 30

o

C were 71.9, 53.5, and 54.7 days, respectively.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deveolpmental periods 
between 6- and 7-instar types at all temperatures. Egg periods were 41.3 days at 25oC. Adult longevity of females were 
82.0 days, deposited average 3.2 oothecae at intervals of 11.7~18.7 days at 28oC during her life span. The first ootheca 
was the largest and 40.5 mm × 22.0 mm × 17.3 mm in size. The number of average eggs per oothecae was 178.6 at 28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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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들어 곤충이 식용, 사료용, 약용, 환경정화용, 정서       

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 유용곤충산업 시장 규모는 5,363 ~ 5,582억원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 2015). 이중 정서용 곤충은       

곤충의 가치를 인간 중심의 취향문화에 두되, 좋든 나쁘       

든 인간에 미치는 곤충의 영향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활       

용한다는 개념으로, 애완, 체험학습, 테마파크, 치유 등에      

서 인지, 정서, 육체 기능을 활성화시켜 6차 산업에 활용        

되는 곤충을 의미한다(국립농업과학원 2016).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여가 활동 증가 등에 따         

른 반려동물 시장 규모의 확대와 곤충을 이용한 정서 치        

유효과 등이 구명되면서 정서곤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 규모는 학습용 49.4억원, 애완용       

372 ~ 496억원, 지역 행사 소재용 1,816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2015년도 전체 곤충 시장 규모의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15년 보다 약 40% 정도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김 2015). 그러나 애완 학습용을 포       

함한 정서곤충으로 개발 이용되고 있는 곤충 종류는 약       

50~70여종에 불과하며, 이중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나비     

류 등 일부만이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어 다양한 곤충       

종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왕사마귀는 한국, 일본, 중국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       

며, 국내에 기록된 4종의 사마귀 중 크기가 가장 큰 종         

으로 몸길이는 70 ~ 95 mm이며 몸 색깔은 녹색형과 짙은         

갈색형이 있으며, 뒷날개에 자주색 갈색무늬가 있어 사마      

귀(Tenodera angustipennis)와 구별된다(배 1998). 난괴로    

월동 후 5월 중순에 알집에서 부화하며 성충이 7월부터       

10월에 출현하는 년 1회 발생하는 곤충이다(농촌진흥청     

2014). 왕사마귀는 특이한 모습과 포식 습성으로 외국에      

서는 애완용으로 많이 사육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시      

관이나 이벤트 행사 등에 활용되고 있고 마니아층을 중       

심으로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농촌진흥청 2014),     

한방에, 서는 난괴를 상표소라 하여 요통, 산증, 유뇨, 지        

한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한약재로 이용하고 있어(김 등        

2016), 앞으로 왕사마귀는 애완·학습, 전시 체험 및 약용       

등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실험은 왕사마귀의 발육 및 산란 특성을 조        

사하여 증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hch08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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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시험곤충

왕사마귀는 2014년 전북 부안군 변산면 내변산 지역에      

서 채집한 월동 난괴를 전북농업기술원 잠사곤충시험장     

곤충사육실(25 ± 1oC, L:D=16:8)에서 부화시켜 쌍별귀뚜라     

미(Gryllus bimaculatus), 갈색거저리(Tenebrio molitor) 등    

을 먹이로 공급하여 누대사육하며 시험에 이용하였다. 종      

동정은 곤충 도감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2. 발육특성 조사

왕사마귀 약충의 온도별 발육기간은 25, 28, 30oC의 곤       

충사육실(L:D=16:8)에서 플라스틱 사육용기(7 cm × 7 cm ×       

20 cm)에 부화 1일째의 약충을 개체사육하면서 조사하      

였다. 약충의 탈피는 우화시 까지 매일 오전 중에 탈피각        

의 존재 유무로 확인하였고, 왕사마귀의 먹이로 약충 령       

기에 따라 적당한 령기의 쌍별귀뚜라미 약충을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공급해 주었다. 온도별 시험 약충수는      

25, 28, 30oC에서 각각 297, 148, 175마리이었다. 알 기간        

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란된 난괴를 수거하여 사육상자      

(35 × 35 × 50 cm)에 넣고 25 ± 1oC, L:D = 16:8 조건에서 부              

화 유무를 매일 관찰하였으며, 물을 적신 탈지면을 넣어       

주어 건조하지 않도록 하였다.

 

3. 산란 특성 조사 

왕사마귀의 산란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8 ± 1oC,      

L:D=16:8 조건에서 20 cm × 20 cm × 30 cm 사육상자에 갓           

우화한 암수 1쌍을 접종한 후 산란 유무를 매일 조사하        

였으며, 산란된 난괴는 수거하여 크기와 높이, 무게를 측       

정하였다. 또한 산란된 난괴를 임의로 수거하여 60oC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후 난괴를 부해하여 난괴당 산란된 알       

수를 조사하였다. 교미 후 수컷이 사망한 경우 추가 접종        

하지 않았으며, 쌍별귀뚜라미 또는 갈색거저리를 먹이로     

공급하였다. 또한 성충의 휴식을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나뭇가지를 잘라 사육상자에 넣어주었다. 

4. 사육상자 크기에 따른 생존율 조사

사육상자 크기에 따른 왕사마귀 4령 약충부터 성충 우       

화까지의 생존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1 ~ 3령 약충을 원형        

사육용기(직경 10 cm, 높이 4 cm)에서 사육한 후 4령 약충         

을 7 cm × 7 cm × 20 cm, 15 cm × 16 cm × 32 cm, 20 cm                  

× 20 cm × 30 cm 크기의 사육상자에 옮겨 사육하며 성충까          

지 우화하는 개체수를 조사하였으며, 시험 개체수는 각각      

46마리, 56마리, 40마리이었다. 쌍별귀뚜라미를 먹이로 공급     

하였으며, 28 ± 1oC, L:D=16:8 조건으로 사육하며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왕사마귀 발육특성 조사

왕사마귀 약충을 25, 28, 30oC에서 사육하며 탈피 횟수       

를 조사한 결과, 5 ~ 6회 탈피 후 성충으로 우화하였고 6          

회 탈피하는 약충의 비율이 73.5 ~ 77.3%로 높았으나 사        

육온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경향이었다(표 1). Iwasaki (1992)       

는 왕사마귀의 약충 탈피 횟수는 5 ~ 6회이며 5회 탈피하         

는 약충의 비율이 15% 정도라고 보고하여 본 조사 결과        

보다 비율은 낮으나 유사한 경향이었다. 또한 Iwasaki (1992)       

는 왕사마귀와 사마귀의 수컷에서만 5회 탈피하는 약충      

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암수 모두      

5회 탈피하는 개체가 관찰되어 암수에 따른 차이는 확인       

되지 않았다. 왕사마귀 약충의 발육기간을 조사한 결과      

28 ~ 30oC에서의 약충 발육기간은 53.5 ~ 54.7일로 차이가        

없었으나 25oC보다 18~20일 정도 짧고, 우화율이 25oC보      

다 28 ~ 30oC에서 사육할 때 높은 경향이어서 왕사마귀는        

고온조건에서 사육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온도별 5회 탈피하는 약충과 6회 탈피하는 약충의 총 발        

육기간은 5회 탈피하는 약충의 4 ~ 6령 발육기간이 6회 탈         

피하는 약충보다 길어져 비슷한 경향이었다(표 2). 박 (1986)       

은 메뚜기를 먹이로 공급하여 22 ± 3oC에서 사육한 왕사        

마귀의 약충 발육기간이 63.1일, Przibram and Brecher      

(1930)는 25oC에서 왕사마귀 약충의 발육기간이 81일이라     

고 보고하였으며, Iwasaki (1992)는 왕사마귀가 4월 하순부      

터 부화하고 7월 하순부터 성충이 우화하며 이 기간 중 총         

발육기간(7령)은 94.5 ~ 96.4일이었고 고온기에 경과하는     

5 ~ 7령 약충 기간이 각각 10.5 ~ 10.7일, 11.6 ~ 11.9일,           

21.0 ~ 22.1일이라고 보고하여 본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경        

향이었다. 

왕사마귀의 산란된 난괴를 15개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알 기간은 평균 41.3일 이었으며(표 3), 1 ~ 2일 이내에 동          

시에 부화된 후 완료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박 (1986)       

은 왕사마귀의 알 기간이 25oC에서 37.1일이라고 보고하      

여, 본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왕사마귀는 야외       

에서 년 1회 발생하며 알로 월동 후 4월부터 부화하며        

Table 1. Ratio of molted times of Tenodera aridifolia nymph at          

different temperatures

Molting type
Percentage of molting type(%)

25oC 28oC 30oC

6-instar type 22.7 23.8 26.5

7-instar type 77.3 76.2 73.5

*No. of emerged adults were 66, 63, and 68 nymphs at 25,           

28 and 3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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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asaki 1996, Matsura 2007), 월동 난괴를 채집하여 25oC       

에 사육할 때 20여일 후에 부화한다(Hurd 1988). 본 실험        

에서는 산란된 난괴를 25oC에서 사육한 결과 부화가 진       

행됨에 따라 부화를 위해 저온처리 등이 필요한 왕귀뚜       

라미, 벼메뚜기 등과 달리(김 등 2005, 강과 김 2016) 왕         

사마귀는 특별한 저온처리 없이 연중 사육이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되었으며, 연중 생산 체계 확립을 위한 난괴의       

저장기술 개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산란특성 조사

왕사마귀 암컷의 수명은 평균 82.0일이었고, 산란된 난      

괴수는 평균 3.2개, 최대 6개까지 산란하였다(표 4). 난괴       

당 평균 알 수는 178.6개로(표 4), Matsura (2007)가 보고        

한 219.7개보다 적은 경향이었다. 또한 난괴당 알 수가 최        

소 106개, 최고 214개로 난괴당 알 수의 편차가 컸는데,        

Matsura (2007) 역시 난괴당 알 수가 최소 116개, 최고        

289개였다고 보고하여, 난괴의 크기, 산란된 순서 등에 따       

라 난괴의 알 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야외 조건에서 조       

사된 암컷 수명이 73.0일 ~ 108.2일로(Iwasaki 1992, 1996)       

조사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온도 조건에 따른 성충 수         

명 및 산란수 변화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         

각한다. 산란된 순서대로 난괴의 크기와 무게를 조사한      

결과 처음 산란된 난괴의 길이가 40.5 mm, 넓이 22.0 mm,         

무게 1,75 g으로 이후 산란된 난괴에 비하여 크기가 크고        

무거웠으며 5차 산란부터는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었다     

(표 5). 사마귀 종류의 난괴 크기로 Hierodula patellifera       

는 길이 16 mm, 너비 12 mm, 높이 14 mm (Leong 2009),           

H. ventralis는 길이 32.69 mm, 너비 16.50 mm, 높이        

16.88mm(Raut et al. 2014), Orthodera novaezealandiae는     

길이 14.68 mm, 너비 6.32 mm, 높이 5.99 mm (Bowie and          

Bowie 2003), O. ministralis는 길이 11.32 mm, 너비       

5.77 mm, 높이 5.96 mm (Sucking 1984)라고 보고되어, 이        

들 사마귀 종류보다 왕사마귀의 난괴 크기가 큰 경향이었다. 

3. 사육상자 크기에 따른 생존율 조사

왕사마귀 4령 약충을 20 × 20 × 30 cm에서 사육할 때 성           

충 우화까지의 생존율이 77.5%로 가장 높았고, 7 × 7 × 20 cm           

에서 생존율이 26.1%로 매우 낮았는데(그림 1), 높이가 낮       

은 사육상자에서는 약충이 불완전하게 탈피되어 움직임이     

어려워져 먹이 곤충인 쌍별귀뚜라미에게 포식당하는 개체     

Table 2. Developmental periods of each nymph stage of Tenodera aridifolia nymph at different temperatures conditions

Instar

Developmental periods(days ± SD) 

25oC 28oC 30oC

6-instar type 7-instar type 6-instar type 7-instar type 6-instar type 7-instar type

1st 07.8 ± 1.30 07.8 ± 1.75 06.3 ± 0.46 6.1 ± 0.32 05.7 ± 0.59 07.8 ± 1.75

2nd 06.6 ± 0.55 06.5 ± 0.62 05.1 ± 0.35 5.0 ± 0.29 04.8 ± 0.55 06.5 ± 0.62

3rd 08.8 ± 4.60 07.3 ± 2.11 06.6 ± 2.41 5.5 ± 0.62 05.0 ± 0.69 07.3 ± 2.11

4th 10.6 ± 4.72 07.9 ± 0.83 09.3 ± 3.74 6.0 ± 1.38 09.7 ± 3.89 07.9 ± 0.83

5th 15.8 ± 6.46 09.3 ± 1.10 11.0 ± 3.64 7.2 ± 1.56 12.7 ± 4.62 09.3 ± 1.10

6tn 24.4 ± 5.94 11.6 ± 1.66 15.7 ± 3.35 8.8 ± 1.91 16.6 ± 3.31 11.6 ± 1.66

7tn - 21.5 ± 1.81 - 15.0 ± 2.92 - 21.5 ± 1.81

Total 74.0 71.9b* 54.1 53.5a 54.5 54.7a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0.05).

Table 3. Developmental periods of Tenodera aridifolia eggs 

Temp.(℃) No. tested ootheca Egg periods(days)

25 15 41.3 ± 4.46

Table 4. Longevity and fecundity of Tenodera aridifolia female adults at 28oC

♀ Longevity(days) No. of oothecae/female No. of eggs/ootheca

Average Range Average Range Average Range

82.0±28.22 39~156 3.2 1~6 178.6±36.37 106~214

*No. of tested females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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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관찰되었고, 높이가 30 cm 정도인 사육상자에서       

는 불완전탈피가 적은 경향이었다. Yager (1999)는 사마      

귀 사육을 위한 사육용기의 높이를 약충 체장의 2 ~ 3배         

정도이며 여유 공간은 성공적인 탈피를 위해 필수적이라      

고 하였다. Iwasaki (1992)는 왕사마귀 7령 약충과 암컷       

성충의 체장이 각각 70.7 mm와 83.4 mm정도라고 보고하       

였다. 본 실험 결과 왕사마귀 7령 약충과 암컷 성충의 체         

장의 2 ~ 3배 정도인 높이 20 cm 정도의 사육상자에서는         

생존율이 낮았다. 따라서 왕사마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      

해서는 높이를 30 cm 정도로 사육상자를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   요

왕사마귀 실내 사육을 위하여 발육 및 산란 특성을 조        

사한 결과, 왕사마귀 약충은 5 ~ 6회 탈피 후 성충으로 우화          

하였으며, 6회 탈피하는 약충의 비율은 73.5~77.3%이었다.     

왕사마귀 약충 기간은 25, 28, 30oC에서 각각 71.9일, 53.5        

일, 54.7일로 약충 발육적온은 28~30oC이었으며, 탈피 횟      

수에 따른 온도별 약충 총 발육기간은 차이가 없었다. 왕        

사마귀의 알 기간은 25oC에서 41.3일이었다. 왕사마귀 암      

컷 수명은 평균 82.0일로 평균 3.2개의 난괴를 낳았으며,       

처음 산란된 왕사마귀의 난괴 크기가 40.5 mm × 22.0 mm         

× 17.3 mm로 가장 컸다. 28℃에서 왕사마귀의 난괴당 평        

균 알 수는 178.6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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