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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동애등에 발육에 미치는 스트레스 음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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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lack soldier fly (BSF), Hermetia illucens, is a generalist detritivore that is usually exploited for recycling environmental 

wastes, including food remnants. These insects can also be used to produce antibiotics for medical applications. For this purpose, flies 

need to be mass-reared using an automatic rearing system that generates various sounds. Insects use sound as a means of communication

for mating or warning against predators. Thus, extrinsic sounds may interrupt the normal physiological processes of insec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hysiological changes due to various sound treatments at 25°C and 8:16 h (L:D) photoperiod. At 95 dB, larvae

were exposed to different sound frequencies (0-5,000 Hz). The treated larvae were adversely affected by the high-frequency sounds and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in pupation and adult emergence. Different sound intensities (0-105 dB) at 5,000 Hz caus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pupation and survival of the adults at 85 dB or above. Under a stress sound condition (5,000 Hz, 95 dB), the BSF larvae

exhibited aberrations in the expression of genes related to the immune system and diges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igh-frequency

sound treatments at or above 85 dB act as a stress sound to BS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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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잡식성인 아메리카동애등에(Hermetia illucens)는 최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 정화용 곤충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생물질

을 분비하여 여러 방면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또한 대량적으로 사육이 가능하여 전 사육과정을 자동화하는 기반에서 생산

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가동되는 기계에서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곤충에게 소리는 주로 짝짓기나 보호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음

은 곤충에게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다. 본 실험은 동애등에 발육에 미치는 음파의 영향 평가는 최적의 발육 조건인 25℃와 광조건 8:16 h 

(L:D)에 실시되었다. 분석된 음파는 95 dB 조건에서 상이한 주파수(0-5,000 Hz)를 유충에 처리하였다.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용화율과 우화

율이 현격하게 낮아졌다. 다음으로 동일한 주파수(5,000 Hz)에서 소리세기(0-105 dB)를 다양하게 처리한 경우 85 dB 이상의 음파가 동애등에

의 발육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동애등에 발육에 영향을 주는 음파 조건(5,000 Hz, 95 dB)이 일부 면역 및 소화 유전자들의

발현을 교란시켰다. 이상의 결과는 85 dB 이상 고주파 음파 처리가 동애등에의 발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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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곤충으로 분류되는 아메리카동애등에(Hermetia illucens)

는 파리목 동애등에과(Stratiomyidae)에 속한다. 국내 곤충명

집에는 동애등에과에 5아과 14종이 기록되어 있으며(KSE and 

KSAE, 1994), 아메리카동애등에는 아직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곤충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Sheppard et al., 

2002) 국내에는 1990년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는 전국

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Kim et al., 2008). 유충은 잡

식성으로 주로 인축의 음식물 폐기물에서 발생하여 환경 정화 

곤충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또한 이 유기 폐기물에서 다수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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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이 함께 섭식하면서 고온(50-60℃)을 발생하고, 항생물질을 

분비하여 타 생명체의 접근을 억제한다(Landi, 1960; Erickson 

et al., 2004). 즉, 다양한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아메리카동애등

에는 의약용 물질 생산 측면에서도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보이

고 있다(Natori, 1995; Sherman et al., 2000). 다 자란 유충은 약 

2 cm 크기가 되고, 아미노산 및 지질의 영양물질 구성이 좋아 가

축에 양질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Newton et al., 1997). 또한 

높은 지질 함량은 바이오연료로서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비교적 손쉬운 조건에서 대량 사육이 가능한 아메리카동에

등애는 전 사육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반에서 생산화가 시도되

고 있다. 이때 자동화 기계는 적어도 수 톤의 무게를 가진 배양탱

크를 이동하는 데 소음을 발생시키게 된다. 곤충의 소리탐지는 

주로 같은 종의 짝을 찾거나 천적으로부터 회피하는 데 사용하

게 된다(Jang, 2011). 그러나 최근 여러 곤충의 종류에서 일정 주

파수와 소리세기에서 소리가 생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

다고 보고되었다. 파밤나방(Spodoptera exigua)과 같은 밤나방

에서는 초음파의 범위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성충의 교미

를 억제하고 유충의 섭식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12a).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는 

5,000 Hz의 고주파에서 번데기의 우화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였다(Park et al., 2011b). 이 스트레스 음파에 대해서 곤

충은 체내에서 다양한 유전자 발현의 교란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가청 소리 범위가 아메리카동애등에의 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 음파 

분석을 동애등에의 최적 사육 온도와 광주기를 결정하고 이 조

건에서 다양한 음파의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스트레

스음파가 산업 곤충으로서 아메리카동애등에의 유용물질 생산

에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스트레스 음파가 항생 및 

소화 관련 단백질들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동애등에 사육

시험곤충은 공주시 정안면의 그린테코에서 얻은 알, 유충을 

사용하였으며 실내에서 돼지사료(농협사료, 서울)를 유충 먹이

로 사육하여 사용하였다.

동애등에의 발육에 미치는 온도 영향

 

동애등에의 발육상태 별로 2-3령 시기의 유충을 50 마리씩 2

0℃, 25℃, 30℃, 37℃에 각각 3 반복 처리하여 매일 번데기가 

되는 수를 관찰하여 계수하였다. 번데기 역시 30 마리씩 20℃, 

25℃, 30℃, 37℃에 각각 3 반복 처리하여 매일 성충이 되는 수

를 관찰하여 계수하였다. 사육 상자의 광조건은 8:16 h (L:D) 

조건이었다. 상대습도는 약 65%를 유지하였다. 

 

동애등에의 발육에 미치는 광주기 영향

광주기는 암조건(0:24 h (L:D))과 8시간 광조건(8:16)의 두 

처리를 분석했다. 동애등에의 2-3령 유충을 50 마리씩 각 광주

기 조건에 임의로 3 반복 배치하였다. 사육 상자의 온도는 25℃

로 유지했다. 매일 번데기로 발육하는 개체를 계수하였다. 동일

한 광주기와 온도 처리가 번데기 적용되어 성충 발육을 분석했

다. 각 처리는 3 반복으로 각 반복은 30 마리의 번데기를 이용하

였다.

 

동애등에의 발육에 미치는 음파처리 효과

 

음파처리 기기 구성와 구조는 Park et al. (2011a)에 기술되

었다. 첫 번째 음파처리 실험은 동애등에 성충에 음파를 처리하

였을 때 살충율을 보는 것으로 동애등에 성충을 각각 20 마리씩 

0, 100, 1,000, 5,000 Hz 음파기계에 넣어 관찰하였다. 이후 두 

번째 음파처리 실험에서는 동애등에 유충을 50 마리씩 0, 100, 

1,000, 5,000 Hz 음파기계에 각각 3 반복 처리하여 매일 번데기

가 되는 수를 관찰하고 계수하였다. 세 번째 음파처리 실험에서

는 동애등에 유충을 50 마리씩 3 반복으로 5,000 Hz에서 다양

한 소리세기(0-105 dB)로 처리하였다. 소리세기는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동애등에 대량 사육시설의 자동화 장치가 발생하는 

소리세기가 최대 65 dB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처리 영역범위를 

결정했다. 처리 음파 주파수는 타 곤충의 스트레스 음파 영역인 

고주파 영역(5,000 Hz) 중심으로 처리 영역을 설정했다. 음파 

처리 이후 매일 번데기가 되는 수를 관찰하고 계수하였다. 여기

서 0 dB의 소리세기는 20 microPascal의 에너지 크기를 지니고 

있으며, 이 기준점은 Park et al. (2011a)에서 음향 처리가 되지 

않고 방음장치로 이뤄진 대조 음향 기기를 사용하였다.

RNA 추출 및 cDNA 제조

종령 유충을 95 dB, 5,000 Hz에서 2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RNA를 추출하였다. 전체 RNA 추출은 Trizol reagent (MRC, 

Cincinnati, OH, USA)를 이용하였다. First strand cDNA는 

oligo dT primer가 들어간 RT-premix (Intron Biotechnology,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합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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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Effect of ambient temperature on the pupation of 
late-stage larvae (A) and pupal development to the adult stage 
(B) in Hermetia illucens under 8:16 h (L:D) photoperiod. Each 
temperature treatment was replicated 3 times with 50 individuals 
in each experiment.

RT-PCR

총 15개의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전자를 RT-PCR으로 처리

에 따른 발현을 분석하였다. 각 처리 후 처리 개체의 RNA 추출 

및 cDNA 제조는 상기의 방법을 따랐다. PCR 조건은 94℃에

서 1분간 변성시킨 후, 각 유전자 특이적 재생 온도에서 30초, 

그리고 Taq 중합효소의 사슬 연장을 72℃에 1분간하여 30회 

주기로 반응시켰다. 각 유전자의 프라이머와 재생온도는 

cecropin의 경우 5’-GCCCA ATCTA ATCAT GGG-3’, 

5’-GCTAG TGGTT GGTTG CAAGAT G-3’ 및 52℃이며, 

lysozyme의 경우 5’-GATCT CTGGG AACAG TGACG-3’, 

5’-GCTAC ATCCT AACTG TGCAC C-3’ 및 51℃, attacin은 

5’-GCCAC AACGA GCAGC TCAG-3’, 5’-CAACA ACCTG 

ACCCA ACTGC-3’ 및 51℃이고, defensin은 5’-CAGCT 

GGCGA AGCCA AAGTG-3’, 5’-CCACT ACTTG AGTGG 

TTGCA C-3’ 및 51℃, apolipophorin III는 5’-CCGGC CTGTG 

TAAGC TGGAG TC-3’, 5’-TGGGT CGCGT ACGTA 

CGAAG-3’ 및 57℃, peptidoglycan recognition protein (PGRP)

은 5’-GCTAA ATACG CAGCC TTATC G-3', 5’-GCAAG 

GCGAC GAAAT GGAGA C-3’ 및 58℃, lectin은 5’-GCTGT 

CTTGG CCGTT GAAAT C-3’, 5’-CACTC ATTCC ACATC 

GGTTC GC-3’ 및 58℃, glycan recognition protein (GRP)는 

5’-TACGT CAACC GAGGC CATC-3’, 5’-CCTGA TGCTA 

CTGGA GGCAC-3’ 및 54℃, Toll은 5’-GGTGT CACAG 

GGCCA TGC-3’ 및 5’-GCTGA CATTG TCTCG GCAC-3’ 

및 53℃, trypsin은 5’-TCACA ATGCC TGGTG GACG-3’, 

5’-GGAGG ACGCA CATCT ATGAC-3’ 및 56℃, chymotrypsin

은 5’-GAAAG GTTGT CATCG GATG-3’ 및 5’-CCTGC 

ACATT TGCAC TGTGG-3’ 및 51℃, serine protease는 

5‘-GTTGT CTTGG CTCTC GCTTT G-3’, 5’-CTTCC 

AGAGA CCACC ATATC C-3’ 및 51℃, amylase는 

5’-GACTC CCGAG AGTCA CTTG-3’ 및5’-GTTGT 

AGCAG ACAGG ATGC-3’ 및 48℃, lipase는 5’-GGTTT 

CTACA GAACG CCACC GG-3’, 5’-CTCTT CCCTA 

GCACG TGTTC-3’ 및 56℃였다.

통계분석

모든 시험 결과는 백분율 자료로서 arsine으로 변환 후 SAS

의 PROC GLM (SAS Institute, 1989)을 이용하여 분석 및 비교

하였다. 총혈구수는 변환 없이 동일한 통계처리로 처리별 차이

를 분석했다. 

결 과

음파분석을 위한 아메리카동애등에의 발육조건 결정

동애등에 유충발육에 대한 음파 처리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이 곤충의 최적 발육 조건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발육 

온도에 대한 동애등에의 유충 발육과 번데기 우화에 관한 영행

을 분석하기 위해 20, 25, 30, 37℃의 네 가지 온도에 대해서 용

화율과 우화율을 분석했다(Fig. 1). 처리한 유충은 2-3령 단계

의 발육초기 상태가 우점했다. 상이한 온도는 동애등에 용화율

에 영향을 주었다(F = 3674.62; df = 3, 115; P < 0.0001). 용화

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처리 후 12일이 경과한 30℃ 사육 상

자였다(Fig. 1A). 이 온도에서 처리 후 18일 까지 지속해서 용화

가 진행되었다. 25℃ 처리 사육 상자에서는 처리 후 13일부터 

용화된 개체가 출현되었으며, 이후 처리 후 22일까지 지속적으

로 용화 개체가 발육되었다. 우화에 미치는 발육온도의 효과가 

분석되었다(Fig. 1B). 상이한 온도는 동애등에 용 발육에 영향

을 주었다(F = 1703.32; df = 3, 72; P < 0.0001). 우화는 처리 후 

12일째부터 30℃ 사육 상자에 나타났으며 18일 이후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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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Effect of photoperiod on the pupation of late-stage larvae 
(A) and pupal development to adult stage (B) in Hermetia illucens 

at 25°C. Each photoperiod treatment was replicated 3 times with 
50 individuals in each experiment.

(A)

(B)

Fig. 3. Effect of different sound treatments at 95 dB on the 
pupation of late-stage larvae (A) and pupal development to adult 
stage (B) in Hermetia illucens under 25°C and 16:8 h (L:D) 
photoperiod. Each temperature treatment was replicated 3 
times with 50 individuals in each experiment.

         

Fig. 4. Effect of different sound treatments at 5,000 Hz on 
pupation of late stage larvae (A) and pupal development to adult 
stage (B) of Hermetia illucens under 25°C and 16:8 h (L:D) 
photoperiod. Each temperature treatment was replicated 3 
times with 50 individuals in each experiment.

해서 증가했다. 25℃의 경우 이보다 늦게 발육하여 13일 이후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일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20℃와 37℃에서는 우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아메리카동애등에가 25-30℃ 조건에서 발육 가능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동애등에 유충 발육에 미치는 일장 조건이 분석되었다(Fig. 

2). 특별히 대량사육 공장에서 경시되는 일장 조건의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일장 조건의 유무에 따라 동애등에의 발육이 분석

되었다. 유충시기에 광조건이 없는 상태(0:24 h (L:D))와 8시간 

광조건을 비교한 결과 용화율에 영향을 주기 않았다(F = 26.62; 

df = 1, 50; P < 0.0001). 그러나 일장 조건은 우화율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었다(F = 884.99; df = 1, 36; P < 0.0001). 8시간의 광

조건에서 약 63%의 우화율을 보인 반면, 광조건이 없는 상태에

서는 전혀 우화하지 않았다.

상이한 음파 처리가 아메리카동애등에 발육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주파수의 음파 처리에 따라 동애등에 유충 발육과 성

충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Fig. 3). 발육과 성충은 2

5℃와 8:16 h (L:D)  광조건에서 이뤄졌다. 소리세기는 95 dB

로 고정하고 0-5,000 Hz의 음파처리가 종령 유충과 성충에 처

리되었다. 용화에 미치는 음파의 효과(Fig. 3A)는 주파수가 증

가함에 따라 뚜렷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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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stress sound (5,000 Hz, 95 dB) on the change in 
gene expression in the late-stage larvae of Hermetia illucens. 
Sound treatment was performed for 24 h at 25°C and 16:8 h (L:D) 
photoperiod. The gene expressions were analyzed using RT-PCR. 
β-Actin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to prove the integrity of 
cDNA preparation.

df = 3, 128; P < 0.0001). 특별히 5,000 Hz에서는 거의 유충 발

육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파의 억제 효과

는 성충 생존에도 나타났다(Fig. 3B). 처리 주파수 증가에 따라 

성충 수명이 감소했다(F = 1405.24; df = 3, 128; P < 0.0001).

음파 처리에 따른 동애등에 발육에 미치는 효과는 고정 주파

수에서 상이한 음파세기 효과를 분석했다(Fig. 4). 발육에 영향

을 주었던 5,000 Hz의 처리는 소리세기를 상이하게 할 때 동애

등에 유충 발육에 미치는 효과도 뚜렷하게 차이를 나타냈다(F 

= 323.00; df = 5, 132; P < 0.0001). 한편 0-75 dB 소리세기 영

역에서는 유충 발육에 영향을 주지 않아(F = 1.16; df = 1, 132; 

P = 0.2833) 75 dB까지는 발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

명되었다. 그러나 유충 발육을 크게 억제하는 영역인 85-105 

dB 사이에서는 이들 상호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 

= 0.62; df = 1, 132; P = 0.4319), 0-75 dB과 85-105 dB 소기세

기 영역을 군간 비교한 결과 큰 차이를 나타내어(F = 1395.10; 

df = 1, 132; P < 0.0001), 85 dB 이상의 5,000 Hz 음파 처리는 

동애등에 발육을 억제하는 스트레스 음파로 판명되었다. 

스트레스 음파 처리에 따른 아메리카동애등에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음파(5,000 Hz, 95 dB)가 동애등에 유충에 미치는 

영향이 이들의 주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지 분석되었다

(Fig. 5). 분석된 유전자는 5종의 항생단백질(apolipophorin III, 

attacin, cecropin, defensin, lysozyme), 4종의 면역/발육 신호

유전자(β-glucan recognition protein, lectin, peptidoglycan 

recognition protein, Toll), 그리고 5종의 소화유전자(amylase, 

chymotrypsin, lipase, serine protease, trypsin)를 포함했다. 이

들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Appendix에 수록하였고, 이들 유전자

의 annotation은 Table 1에 기술하였다. 무처리(0 Hz), 100 Hz, 

1,000 Hz 조건에서는 각각 이들 유전자 발현에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그러나 5,000 Hz 조건은 항생단백질 유전자에서 뚜

렷한 변화를 나타냈다. 즉, apolipophorin III, attacin 및 

cecropin은 크게 발현량이 증가한 반면, defensin과 lysozyme

은 발현이 억제되었다. 소화효소 유전자의 경우도 5,000 Hz 처

리는 amylase와 lipase 발현을 억제시켰다.

고 찰

스트레스 음파에 대한 곤충의 반응이 농작물 해충을 중심으

로 보고되었다. 밤나방과에 속하는 파밤나방의 경우 성충의 교

미 행동이 초음파(> 20 KHz) 영역에서 억제되어 생식 능력이 

크게 둔화되었다(Kim et al., 2012a). 또한 파밤나방 유충의 경

우도 섭식량이 저하되고 열충격단백질 또는 면역 관련 단백질 

유전자의 발현이 낮아졌다(Park et al., 2011b). 아메리카잎굴

파리는 5,000 Hz의 고주파에서 번데기의 성충 발육이 억제되

었다(Park et al., 2011a). 복숭아혹진딧물도 고주파에서 세대 

기간이 길어지고 번식능력이 둔화되었다(Seok et al., 2010). 비

록 밤나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이적 초음파 탐지 청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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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s coding for antimicrobial peptides in Hermetia illucens

contigs
DNA 

(bp)

NCBI Blast

Gene species GB# E-value coverage (%)

comp147_c0_seq1 556
Apolipo

phorin-3
Galleria mellonella AJ006975 3.00E-06 69.32

comp8358_c0_seq3 738 Attacin-C Drosophila  melanogaster AE013599 5.00E-07 49.87

comp1001_c0_seq1 443 Cecropin-A1 Drosophila sechellia XP_002037339 1.00E-14 57.00

comp15_c0_seq1 503 Defensin Formica aquilonia AY875719 1.00E-16 37.13

comp4_c0_seq2 1372 Lysozyme Drosophila melanogaster NP_476828.1 2.00E-33 78.68

comp5119_c0_seq7 264
β-1,3-glucan-

binding protein
Tenebrio molitor AB108841 3.00E-11 98.86

comp826_c0_seq1 765 C-type lectin Drosophila melanogaster NP_608858 5.00E-148 48.47

comp75_c0_seq1 344 PGRP-LB Drosophila melanogaster AE014297 8.00E-66 70.85

comp2258_c0_seq1 1379 Toll Gallus gallus NP_001006471 9.00E-60 50.85

comp33_c0_seq1 2739 Amylase Drosophila melanogaster AB043043 0 83.35

comp260_c0_seq5 373
Chymotrypsin-lik

e protease
Homo sapiens NP_001898 2.00E-07 67.56

comp5319_c0_seq1 1734 Lipase 4 Drosophila melanogaster NP_609418 8.00E-128 84.57

comp44_c0_seq1 400 Serine protease 6 Drosophila melanogaster AY089642 2.00E-71 85.71

comp23_c0_seq1 1635 Trypsin Drosophila melanogaster AY075487 6.00E-65 61.64

(Hoy and Robert, 1996)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들 곤충류들

은 고주파에 대해 반응하고 이에 대해 생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트레스 음파가 아메리카동애등에에서도 

나타나는 지를 분석했다. 다양한 조건(주파수와 소리세기)에서 

동애등에는 고주파 영역에서 생리적 스트레스를 보였다. 첫째

로, 95 dB 소리세기에서 0-5,000 Hz까지 주파수를 다양화하였

을 때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용화율 및 성충 생존율이 낮아졌

다. 둘째로, 5,000 Hz 조건에서 0-105 dB 까지의 다양한 소리세

기를 처리하였을 때 소리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용화율 및 우화

율이 감소했다. 즉, 아메리카동애등에는 특정 소리세기와 주파

수에 대해서 생리적 스트레스로 반응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소리는 일부 곤충들이 사용하는 통신 수단이다. 곤충이 발산

하는 소리는 크게 충돌음, 마찰음 그리고 진동음을 나눌 수 있

다. 충돌음은 곤충의 몸 부위를 다른 부위에 부딪치면서 나오는 

소리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여치류(Meconema thalassinum)

가 풀잎 위에 앉아서 뒷다리로 잎 표면을 일정한 속도로 두드리

면서 나오는 낮은 주파수의 소리 형태가 주변의 같은 종에게 통

신 신호로 이용되는 경우(Sismondo, 1980)가 충돌음 통신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몸의 상호 부위가 줄과 마찰편의 구조를 지

닐 때 이 두 부위를 비비면서 발생되는 소리는 마찰음이 되며, 

메뚜기와 귀뚜라미 등 많은 종류의 곤충이 이러한 소리로 교신

하게 된다(Haskell, 1957; Stephen and Hartley, 1995). 진동음

은 얇은 진동막을 활처럼 진동시키며 발생되는 소리로 교신하

는 매미류에서 찾아 볼 수 있다(Young and Bennet-Clark, 

1995). 반면에 소리를 감지하는 곤충의 청각은 소리의 물리적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감각기와 이를 뇌로 이송하는 

신경전달과정 및 이에 상응한 행동 반응으로 이어지게 된다. 청

각 수용은 고막, 기계감각털, 박각시류의 아랫입술수염 및 모기

류의 존스턴기관 등 곤충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McIver, 

1985). 아메리카동에등애의 청각 기관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나 유충이 갖는 체면에 존재하는 기계감각털과 유충 

촉각은 물리적 공기 흐름인 소리를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리고 이 소리 감지에서 특정 소리세기의 주파수는 이 

아메리카동에등애에 스트레스 음파로 작용한다는 것이 본 연

구의 결과가 제시하고 있다.

스트레스 음파에 대한 아메리카동애등에의 발육저해를 이

해하기 위해 이 곤충의 발현체 가운데 면역, 소화 및 신호전달 

유전자들의 발현을 분석했다. 이 결과 특별히 면역 유전자의 발

현량에서 변화를 보였다. Apolipophorin III (ApoLpIII), attacin, 

cecropin의 경우는 증가하였고, defensin과 lysozyme은 현격한 

감소를 보였다. ApoLpIII는 면역 관여 단백질로서 그람음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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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막에 존재하는 lipopolysaccharide를 특이적으로 인식하

여 구조 변화를 일으켜 혈구세포의 인식을 도우는 옵소닌으로 

작용한다(Feingold et al., 1995). 파밤나방의 경우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경우 면역력이 크게 둔화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Son and Kim, 2011). 또 한편으로 ApoLpIII는 지질 운송단백

질로서 역할을 담당한다(Weers and Ryan, 2006). Adipokinetic 

hormone (AKH)에 반응하여 지방체에 존재하는 저장형 지질이 

diacylglycerol로 혈림프로 방출되면 리포포린 단백질들이 이를 

근육과 같은 목표 조직으로 운반할 때 ApoLpIII는 이 운반체의 

구조를 안정화시켜준다(Weers and Ryan, 2003). 이 스트레스 음

파 처리는 파밤나방 유충의 혈림프 내 지질 농도를 현격하게 증

가시켰다(Kim et al., 2012b). 즉, AKH는 생리적 스트레스에 대

해 반응하는 내분비 신호로 작용하여 관련 유전체인 ApoLpIII의 

발현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아메리카동애등에의 소화효소 가운데 amylase와 lipase의 발

현량이 스트레스 음파 처리에 따라 감소했다. Kim et al. (2011)은 

아메리카동애등에 소화관에 높은 amylase, lipase 및 protease 

활성을 보고했고, 또한 leucine arylamidase, α-galactosidase, β

-galactosidase, α-mannosidase 및 α-fucosidase의 활성을 세부

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동애등에 유충의 탄수화물과 지질 소화 

생리작용에 스트레스 음파는 불리한 환경을 유발시켰다고 해

석된다. 이러한 생리적 스트레스는 정상적 섭식 및 소화에 영향

을 주어 유충 발육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는 5,000 Hz, 95 dB 조건의 음파가 아메리카동

애등에 유충과 성충 발육에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생리적 스트레스의 원인 가운데 면역 및 소화 

유전자 발현 교란이 포함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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