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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

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각종 질병과 질환과 

관련이 있어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건강 기능성식품, 영양

제 등 2차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Chung 
et al., 2013).대표적인 예는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이

용하는 방법으로 한의학에서는 간장병, 성인병 등에 이

용되어 왔다(Hwang et al., 2005; Kwon et al., 201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곤충산업육성법이 법률

로 공표되었지만 곤충산업의 큰 문제점으로 특정 곤충의 

편중, 체계적인 곤충 분포도 조사 연구부족, 우리나라 곤

충사육 농가의 영세성 구조 및 지역별 수익성의 큰 편차 

등을 들 수 있다(Kim et al., 2015). 다른 이유로는 민간

요법 및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고 다른 곤충과는 달

리 국내 곤충사육 농가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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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viposition characteristics of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after emergence as adults from the 

larva collected from three regions in Gangwon-do, Chungcheongnam-do, and Jeju-do. The laying egg method was identified 
with zone breeding, and the average and cumulative number of eggs laid were measured once a week for seven  weeks. The 
average number of  eggs laid peaked until 4 weeks, and subsequently decreased. The source areas with respect to average 
number and cumulative number of eggs laid were in the order of Jeju > Chungnam > Gangwon. In conclusion, this result 
suggests a method for continuously improving management and economic feasibility of insect farming by securing genetic 
diversity, and raising the most productive breeds to select individuals form regions associated with high numbers of laid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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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사육시스템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Yoon et al., 
2014). 결과적으로 흰점박이꽃무지 사육은 다른 곤충보

다 수취단가가 높아 취급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점에서 

위의 문제점을 반영한다(Kim et al., 2015). 또한 곤충을 

하나의 산업자원으로 인식한다면 곤충 유전자원의 확보

는 곤충사육 농가의 경영개선과 경제성 향상을 위한 매

우 중요한 과제이다(Nam et al., 2013). 예를 들면, 농가

에서 기존 종충을 사육하는 경우 누대사육 중인 개체는 

누대사육(곤충의 혈통과 계보가 누적되는 사육을 총칭)
을 통한 근친 등 유전적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야외에서 번식하는 자연산 개체를 채집하여 산란성

이 높은 개체선발을 통해 추후 종간 교잡을 위해 흰점박

이꽃무지를 사육하는 방법도 앞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해 

사육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충남 및 

제주도 3지역에서 채집한 휜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성충

으로 우화시킨 후 흰점박이꽃무지의 산란 특성을 조사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공시충은 강원도(Gangwon, A), 충남(Chungnam, 
B), 제주도(Jeju, C) 3지역에서 서식하는 흰점박이꽃무

지 유충을 채집하여 성충으로 우화시켜 채란을 유도하였

다(Fig. 1). 채란방법은 상온누대 채란방법과 동일시 하

였으며 평균 산란수(average number of laying eggs)와 

누적된 산란수(cumulative number of laying eggs)는 

주 1회 마다 측정하여 7주간 확인하였다. 흰점박이꽃무

지 유충을 채집하여 채집한 유충은 채란배지로서 RM배

지의 톱밥을 이용하였으며 성충먹이는 “초간단 곤충젤

리 믹스” 제품을 사용하여 사육하였다. 사육조건은 온도 

28±1℃, 습도(RH) 70±10%, 광도(L:D) 16 : 8로 맞추

었다. 사육용기는 53 cm x 38 cm x 28 cm 플라스틱 용

기로, 이 용기의 지름과 높이는 각각 10 cm와 6 cm 였다.

3. 결과 및 고찰

3지역에서 채집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에 대한 특징

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유충 무게는 전체적으로 3지역 

A B C

Fig. 1. Larva collected from (A) Gangwon, (B) Chungnam, and (C) Jeju regions.

Item Larva number 
collected (n)

Average larva weight 
(g)

Disease-infected 
individuals (n)

Emergence individuals as 
adults from the larva (n)

Gangwon 121 2.2 12 75

Chungnam 310 2.4 33 180

Jeju 211 2.4 22 124

Table 1. Larva characteristics collected from three differ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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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비슷한 경향이었지만, 유충 채집수(larva number 
collected), 질병감염개체(disease-infected individuals) 
및 성충우화개체(emergence individuals as adults from 
the larva)는 전형적인 그 지역에서 서식하는 개체의 특

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

면 그 지역에서 서식하는 개체(충남과 제주)가 많이 채집 

될 수록 질병감염개체 및 성충우화개체가 증가 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역별 흰점박이꽃무지 평균 산란

수는 Fig. 2에 제시하였으며 3지역 모두 4주까지가 평균 

산란수가 정점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인 평균 산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 

> 충남 > 강원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흰점

박이꽃무지의 지역별 산란 특성을 가지는 것이며 지역별

로 사육조건을 똑같이 주었더라도 그 지역의 환경이 크

게 좌우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성충으로 우화 처

리하여 7주간 채란 실험을 진행한 누적된 흰점박이꽃무

지 산란수의 지역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7주간 누적 

흰점박이꽃무지 산란수는 제주산이 100.6개, 충남산은 

88.8개 그 다음은 강원산이 76.4개로 제주산이 가장 많

은 흰점박이꽃무지 누적 산란수를 나타내었다.  그 이유

는 아마도 제주도 지역이 흰점박이꽃무지가 성장하기 위

한 최적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Kim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흰점박이꽃무지와 

장수풍뎅이의 발육에 관여하는 중요한 환경요인은 온도

와 부엽토에 함유된 수분함량이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흰점박이꽃무지는 크게 약용, 식용 그리고 사료용 3가지

로 분류된다. 약용은 지속적인 기능성과 안정성에 확보

를 두어야 하며, 식용은 식품원료로서 마지막으로 사료

용은 가축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하므로 

이 세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곤충의 대

량선발 즉 많이 산란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Kim et al., 2015).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각 지역에서 산

란수가 높은 개체를 선발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통을 유지하면서 산란성이 높은 개체를 누대 사

육을 함으로써 곤충농가에 이러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곤충산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 

할 수 있다.

4. 결 론

강원, 충남 및 제주 지역에서 채집한 흰점박이꽃무지 

평균 산란수는 4주까지 정점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감

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인 흰점박이꽃무지 평균 

산란수와 누적 산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 > 충남 > 
강원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란수가 높은 지역에

서 흰점박이꽃무지 개체를 선발하여 유전적 다양성 확보

와 산란성이 높은 개체를 누대 사육을 함으로써 곤충농

가에 지속가능 환경경영과 경제성을 향상을 위한 방법으

로 제시 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입니다.

0

5

10

15

20

25

1 2 3 4 5 6 7

Av
er

ag
e 

nu
m

be
r o

f l
ay

in
g 

eg
gs

Week

Gangwon
Chungnam
Jeju

0

20

40

60

80

100

120

1 2 3 4 5 6 7

Cu
m

ul
at

iv
e n

um
be

r o
f l

ay
in

g e
gg

s

Week

Gangwon
Chungnam
Jeju

Fig. 2. Number of laid eggs each week. Fig. 3. Cumulative number of laid eggs each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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