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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미래 식량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곤충식품은 풍부한 

단백질과 영양소로 인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종 다양

성으로 알려진 곤충을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여 경쟁적

으로 세계 각국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외 

곤충 유전자원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Nam et al., 201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곤

충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곤충자원 발굴 및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점은 우리나라

의 곤충이 농가의 수익성을 가지는 경영과 농축산분야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곤충의 장점은 환경 및 고온 다

습한 기후 등 여러 조건하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또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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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oviposition characteristics of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focusing on zone breeding throughout the 

year in terms of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insect resources. To select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individuals 
laying a large number of eggs, the number of eggs laid for each individual was measured for each individual after 
emergence as adults from larvae grown at room temperature in five farmhouses. The five study zone included Gongju 
(Tancheon), Gyeonggi (Himsen), Chungnam (Gyeryong), Taean (Wonbuk), and Siheung (Baekse). The average oviposition 
tendency during a 12-week period obtained from the five regions was somewhat different; however, there was no 
remarkable difference in overall tendency. The maximum oviposition in Protaetia brevitarsisseulensis in the five 
regions occurred between 6 and 7 weeks. Compared toother regions, the average cumulative number of eggs laid 
during the 12-week period was higher (40%–60%) in Gongju (Tancheon) and Gyeonggi (Himse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two regions, zone breeding is selected as a system for increasing the demand for ins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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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고기능성  2차 대사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약리 성분

이 있어 질병치료를 위해 사용된다(Yoon et al., 2014; 
Yun and Hwang, 2016). 더 나아가 천연물과 기능성 소

재, 기능성 화장품소재 등 산업용 생물소재로서의 유용

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곤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것으

로 기대된다(Yoon et al., 2014). 현재  2016 기준으로 

식품의약안전처(MFDS)에 등록된 식용곤충은 7종을 지

정하고 있으며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번데기, 갈색거

저리 유충, 쌍별 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그리고 장수

풍뎅이 유충이 포함된다. 흰점박이꽃무지와 장수풍뎅이 

유충을 제외한 5종은 식품원료로 자유롭게 사용되지만, 
이들 두 유충(흰점박이꽃무지와 장수풍뎅이 유충)은 한

시적 식품인정에 한해서만 운용되고 있다(MFDS, 
2016). 그러나 급증하는 곤충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들의 산란 특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육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하나

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곤충의 혈통과 계보가 누적

되는 누대사육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곤충자원의 

개발과 활용 측면에서 휜점박이꽃무지를 대상으로 한 연

중 누대사육의 산란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흰점박이꽃무지를 대상으로 산란이 높은 개체를 선발

하기 위하여 상온에서 누대사육 중인 유충을 5개 농가에

서 확보하고 성충으로 우화시켜 개체별 평균 산란 경향

과 누적 평균 산란수를 12주간 측정하였다. 처리구는 5
처리구로 충남 공주(탄천), 경기(힘센), 충남(계룡), 충남 

태안(원북), 그리고 경기 시흥(백세) 농가에서 진행하였

다. 모든 처리구의 사육조건은 온도의 경우 28±1℃, 습
도는 70±10%였다. 조명 조건은 L:D 16:8이었다. 사육

용기는 지름 10 cm, 높이 6 cm의 투명용기였으며, 채란

배지는 RM배지에서 진행하였다. 성충먹이는 초간단 곤

충젤리 믹스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처리구별로 

채란용기에 성충 1쌍씩 5반복 처리하여 1일 간격으로 12
주간 산란수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5개 지역에서 확보한 공시충을 대상으로 12주간 채란

한 결과는 Fig. 1에 제시하였다. 각 지역에서 확보한 공

시충의 평균 산란 경향성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

인 경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산란 처리 후 1주간은 

산란하지 않은 특성을 보였으며, 이는 흰점박이꽃무지의 

생태특성인 산란 전 기간으로 산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란 처리 

후 6~7주 사이에 가장 많은 산란이 이루어졌다. 실질적

으로  흰점박이꽃무지는 점박이꽃무지류와 크기 및 형태

가 유사하여 일반인들이 종에 대한 구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떠한 종인지 모르고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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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verage oviposition tendency during a 12-week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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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자연상태에서 점박이꽃무지류가 주로 활동하는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그 종의 생태특성을 파악하는 요

인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점박이꽃무지류의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시기는 7월과 8월이며(Kim et al., 2002; 
Kim et al., 2005) 본 연구 시험의 흰점박이꽃무지의 산

란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주간 각 처리구별로 누적 평균 산란수를 측정한 결

과는 Fig. 2와 같다. 공주지역의 탄천과 경기지역의 힘센

의 공시충이 타 지역의 공시충보다 약 40~60%이상 높

은 산란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두 지역을 

기준으로 곤충의 수요 증가를 위해 다산성 종자를 계통

으로 선발하고, 그 중 산란수가 많은 개체를 종충으로 선

발하여 누대사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계통의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누대사육

이 필요하며, 누대사육을 거치면서 다산 형질을 선발하

고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통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특히 흰점박이꽃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2016년부터 식품의 원료로 인정 후, 많은 농가에서 

흰점박이꽃무지 증식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식물과 버섯의 경우 우수한 형질을 선발하고 

육종하여 품종화하고 있지만 곤충의 경우 생산성이 좋은 

계통 분리도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흰점박이꽃무지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우선시되는 과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통을 선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시사한

다.

4. 결 론

흰점박이꽃무지는 산란 처리 후 6~7주 사이에 가장 

많은 산란이 이루어졌으며 흰점박이꽃무지의 계통의 특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누대사육이 필요하

다. 특히 누대사육을 거치면서 다산의 형질을 선발하여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통은 공주의 탄천과 경기도

의 힘센지역에서 나타났다. 이점은 농가의 수익성과 농

축산분야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영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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