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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상업용 거저리(Zophobas atratus)의 분류 및 형태유사종 갈색거저리

(Tenebrio molitor)와 대왕거저리(Promethis valgipes)와의 DNA 바코드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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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perworm, as known the larva of Zophobas morio, has been officially imported from 2011 and bred commercially
in Korea. But it is named as the corrected scientific name, Zophobas atratus by junior synonym throughout traditional
taxonomy in this study and newly designated Korean name as ‘a-me-ri-ca-wang-geo-jeo-ri’ in terms of resource man-
agement. Z. atratus was compared with wild native tenebrionids, Promethis valgipes and a commercial reared Tenebrio
molitor on the basis of DNA barcode analysis. As the results, the average genetic divergence was 21.4% between Z.
atratus and P. valgipes, and 20.9% between Z. atratus and T. molitor. These large divergences imply these tenebrionids
species can be easily identified by DNA barcodes. The results of genetic divergences within species also suggest that
Korean populations of Z. atratus, having the same haplotype, might be introduced from the same area of foreign coun-
try. On the other hand, a population of T. molitor was separated into two distinct intra-specific groups with DNA bar-
coding gaps ranged from 1.17- 2.19%. We suppose that domestic breeding entities of T. molitor might be introduced
and mixed from two different local groups. Through this study, we expect that classification for two tenebrionid intro-
duced from foreign countries can be used for the management of insect resour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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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딱정벌레목 거저리과 곤충이 국내외에서 식용 또

는 동물 사료용으로 이용이 증대되어 중국은 공장화 규

모로 사육, 유통되고 있으며(Choi and Song 2011), 국내

에서도 많은 곤충농업인들이 거저리류의 사육규모를 늘리

거나 또는 사육 준비 중에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거

저리과 2종이 주로 사육, 유통되고 있는데, 그 중 Tenebrio

molitor는 갈색거저리란 국명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종이며, 유충은 밀웜(mealworm)으로 알려져 있다(Jung

2012). 반면에 학명은 Zophobas atratus Fabricius(=Z.

morio)이고 이들의 유충이 ‘슈퍼웜(super worm)’ 또는 ‘슈

퍼밀웜’ 이라 알려진 거저리는 국내분포종이 아닌 외래종

이다. 이 종은 중남미 원산으로 식물검역에서「금지품에

서 제외되는 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8호)」

으로 2011년 등재되어 기타용도(먹이용)로 생체의 수입이

허용되었다(Animal and Plant Qurantine Agency 2013). 

Z. atratus는 동물 먹이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T.

molitor의 애벌레인 밀웜에 비하여 몸 크기가 국내에서 가

장 큰 거저리라서 수퍼웜(super worm) 또는 킹웜(king

worm)이라고도 불리어 왔으며, 소형 동물류(절지동물, 조

류, 양서파충류, 소형 포유류)의 주요 단백질 보급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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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 종은 원서식지인 중남미에서

퍼져나갔으며 언제부터 세계적으로 인공 사육되기 시작했

는지 그 기록이 명확하지는 않다. T. molitor는 저곡해충

이면서 동물 먹이로 이용된 기록(Ebeling 1975)이 일찍이

있지만, 이 곤충에 대한 이용 기록이 정확히 언급된 자료

는 찾을 수 없었다. 파충류사이트 (http://bbs.reptilesworld.com/

thread-16582-1-1.html)의 보고에 의하면 파충류 먹이용으로

미국에서 1985년에 인공사육되었고, 남미에서 독일로 도

Table 1. Collection and voucher information for specimens used in this study

Sample 
no.

Species Locality Date collected Stage Stored
DNA 

extraction 
parts

Voucher 
no. 

Accession 
no. of COI

1 Promethis valgipes Korea, JN, Wando-gun, Jeongdo-ri 11. VII. 2008 Adult Frozen genitalia 7775 KF692064 

2 Promethis valgipes Korea, JN, Wando-gun, Jeongdo-ri 11. VII. 2008 Adult Frozen genitalia 7776 KF692065 

3 Promethis valgipes Korea, JJ, Jeju-si, Hanrim-eup, Myeongwol-ri 02. VII. 2010 Adult Frozen leg 8043 KF692066 

4 Tenebrio molitor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2. XI. 2012 Larva Frosen leg 7088 KF692041 

5 Tenebrio molitor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2. XI. 2012 Larva Frosen leg 7089 KF692042 

6 Tenebrio molitor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2. XI. 2012 Larva Frosen leg 7090 KF692043 

7 Tenebrio molitor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Adult Frosen leg 7094 KF692044 

8 Tenebrio molitor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Adult Frosen leg 7095 KF692045 

9 Tenebrio molitor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Adult Frosen leg 7096 KF692046 

10 Tenebrio molitor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Adult Frosen leg 7097 KF692047 

11 Tenebrio molitor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Adult Frosen leg 7098 KF692048 

12 Tenebrio molitor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Larva Frosen body 7109 KF692049 

13 Tenebrio molitor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Larva Frosen body 7110 KF692050 

14 Tenebrio molitor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Larva Frosen body 7111 KF692051 

15 Tenebrio molitor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Larva Frosen body 7112 KF692052 

16 Tenebrio molitor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Larva Frosen body 7113 KF692053 

17 Zophobas atratus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Larva Frosen leg 7099 KF692054 

18 Zophobas atratus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Larva Frosen leg 7100 KF692055 

19 Zophobas atratus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Adult Frosen leg 7106 KF692056

20 Zophobas atratus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Adult Frosen leg 7107 KF692057

21 Zophobas atratus Korea, GG, Suwon-si, Gweonseon-gu, Seodundong 14. XI. 2012 Adult Frosen leg 7108 KF692058

22 Zophobas atratus Korea, GG Hwaseong-si, site 1 16. XI. 2012 Larva Frosen leg 7119 KF692059

23 Zophobas atratus Korea, GG Hwaseong-si, site 1 16. XI. 2012 Larva Frosen leg 7120 KF692060

24 Zophobas atratus Korea, GG Hwaseong-si, site 1 16. XI. 2012 Larva Frosen leg 7121 KF692061

25 Zophobas atratus Korea, GG Hwaseong-si, site 1 16. XI. 2012 Larva Frosen leg 7122 KF692062

26 Zophobas atratus Korea, GG Hwaseong-si, site 1 16. XI. 2012 Larva Frosen leg 7123 KF692063

27-36 Zophobas atratus Korea, JN, Naju-si, Sanpo-myeon 2. X. 2013 Larva Frosen leg 9290-99 –

37-42 Zophobas atratus Korea, GG, Hwaseong-si, site 2 2. X. 2013 Larva Dried leg
9300, 

9304-09
–

45 Ceropia inducta* Korea, GG, Yongin-si, Baekam-myeon, Oksan-ri 13. V. 2013 Adult Frozen leg 8158 KF692067

Sample nos. 1-26 are treated as the ingroup.

*Outgroup taxon.

GG, Gyeonggi-do; JN, Jeonllanam-do; JJ, Jej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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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어 동물사료로 사육되었으며(Friederich and Volland

1992),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양식 치어 먹이로서의 연구

(Jabir et al. 2012) 등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비교적 최근

에 사육되어 여러 나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

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서도 국내로의 유입 경로, 원산지

및 수입자가 분명하지 않으며, 약 10년 전에 불법적으로

수입되어 애완 및 동물원 동물의 먹이용으로 사용된 것

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국내 뉴스에 등장한 것은 2004

년이 최초이므로 국내에는 2000년 대 쯤에 유입되어 이

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외래종의 유입속도가 점차 빨라

지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도입된 종이라 할지

라도 생태계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

요하며 국가적 통합관리가 제시되고 있다(Bang et al. 2004).

또한「산업곤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에서도 곤충산

업화 지원과 더불어 위해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종의 형태 및 유전자

적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에 분포하는 유사종과의 차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우리와 가까운 타이완 역시 양식어 먹이로 주로 이용되

는 Z. atratus를 관리 외래종으로 두고 있다(Yen 2009). 

이번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법적 절차를 통해 Z. atratus

란 종명으로 수입되어 사육·유통되고 있는 국내 샘플들을

수집하여 형태 및 분자분류학적 측면에서 이들의 정확한 종

을 동정하였다. 아울러 이 종과 국내에서 가장 형태적으로

유사한 Promethis valgipes와 더불어 상업적 이용이 활발한 T.

molitor의 유전자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DNA 바코드 라이브

러리 구축을 통한 곤충자원 관리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분석을 위한 재료로서 Z. atratus는 국립농업과학원 곤

충산업과와 대량사육농가 3곳(귀뚜라미농장, 경기 화성; 고

슴도치농장, 전남 나주시; 유용곤충연구소, 전남 곡성)에서

사육중인 개체를 확보하여 이용하였고, P. valgipes는 국내

의 서식지에서 채집된 개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T.

molitor는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사육집단을 분석대상

으로 하였으며, 분석된 표본은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표본실에 보존하였다. 외부형태 및 생식기 비교는 실체현미

경(MZ 16A and MZ6; Leica, Solms, Germany)을 이용하였다.

DNA 바코드 분석은 Z. atratus 2 사육집단 10개체, 갈

색거저리 1 사육집단 13개체, 대왕거저리는 2 지역집단 3

개체에 대한 총 26개체를 1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Z.

atratus에 대해 전남 나주와 경기 화성의 2 사육집단 16

개체 대상으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게놈DNA

는 성충 및 유충의 다리를 적출한 후 QIAamp DNA Mini

kit (Qiagen, Germany)를 사용하여 100㎕를 추출하였다.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은 DNA 바코드 범용 프라이머인

LCO1490과 HCO2198(Folmer et al. 1994, Hebert et al.

2003)을 사용하여 658 bp 길이를 목적 단편으로 하였으며,

PCR 증폭에는 AccuPower PCR PreMix (Bioneer, Korea)

를 이용하여 초기변성은 94oC에서 5분, 목적 단편 구간

증폭은 94oC에서 30초, 48oC에서 25초, 72oC에서 45초로 35

회 반복하였으며, 최종 확장은 72oC에서 3분을 가하였다.

PCR 산물은 7% 아가로스겔에서 모니터링하여 증폭여부

를 확인한 후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 (Qiagen,

Germany)를 이용하여 정제하고, 시퀀싱 반응은 automated

DNA analyzer (ABI 3730 xl 96-capillary DNA anlayzer,

Applied Biosystems,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염기서

열은 GenBank에 등록하였다. DNA 바코드 염기서열의 정

열 및 유전적 분화율 및 neighbour-joining(NJ) 분석은

MEGA 5.2(Tamura et al. 2011)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Zophobas atratus Fabricius, 1775의 분류

1.1 학명 적용 및 국명 신칭

슈퍼웜 또는 슈퍼밀웜을 응용적으로 다룬 일부 논문이

나 자료들에서는 ‘Z. morio Fabricius, 1776’이란 학명을

적용해 오고 있다(Jabir et al. 2012, Chen et al. 2012). 하

지만 Z. morio Fabricius는 Z. atratus Fabricius의 동물이

명임이 밝혀져(Gebien 1941), ‘Z. atratus Fabricius, 1775’

만을 유효학명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Tschinkel

1984, Jahnke 2005, Ichikawa and Sakamoto 2013,

Bednářová et al. 2013). 따라서 동물명명규약을 준수하고,

학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Z. atratus로 일관되

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종은 흔히 국내에서 슈퍼밀웜

으로 가장 많이 불리고 있으며, 슈퍼웜으로도 기록되어 있

으나, 이것은 정식 국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분류학적 측면에서 국명 제정이 필요하

므로 이 종의 원래 기원지와 형태적 크기 등을 참고하여

유사종인 대왕거저리와의 구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아

메리카왕거저리’로 신칭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 종

에 관한 학술적 연구뿐 아니라 사료의 등록 등 관련 공

문서 등에서 명명규약상의 학명과 더불어 분류학적인 국

명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1.2. 형태분류학적 특징

몸길이는 30 ~ 35 mm이고,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며,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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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은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매우 작은 점각이 아주 성

기게 나있고, 겹눈은 콩팥모양으로 그의 겹눈 가장자리는

테두리져 있으며,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 지름의 2배

정도이고, 복안돌기는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 더듬이는 염

주모양으로 끝으로 가면서 약간 곤봉모양을 띠는데, 6번

째 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점점 넓어지며 별모양의 감

각모가 있고, 마지막 마디는 타원형이다. 작은턱수염의 마

지막 마디는 넓은 도끼 모양이고, 아랫입술 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좁은 삼각형 모양이다. 앞가슴등판은 볼록하고, 가

운데 부분에만 미세한 점각이 매우 성기게 나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뚜렷하게 테두리져 있고, 옆 가장자리는 앞쪽

과 뒤쪽으로 가면서 둥글게 좁아지는데, 기부각은 무디다.

앞기절은 납작하고 넓은 앞가슴배판돌기에 의해 나뉘어져

있다. 딱지날개의 양 옆 부분이 거의 평행하며, 끝 쪽 1/4

부분이 약간 넓고, 홈줄의 점각은 뚜렷하고 깊고 약간 성

기며, 간실은 약간 볼록하다. 다리의 종아리마디들은 모

두 끝쪽으로 가면서 점차 넓어지나, 끝쪽 1/3부분의 노란

색 센털 배열은 앞종아리마디는 아래쪽에만, 가운데와 뒷

종아리마디는 아래와 옆쪽으로도 나 있다. 모든 발목마디

의 아랫쪽과 옆쪽 부분에는 센털이 나 있다. 뒷가슴배판

에는 센털이 없다(Fig. 1. A, B).

암수 구분은 머리의 이마방패봉합선의 유무로서, 수컷

이 깊게 패여 있고, 암컷은 직선형으로 패여 있지 않다

(Fig. 1. C, D). 또한 수컷 생식기의 생김새는 Fig. 2와 같다.

1.3. 국내 유사종인 P. valgipes (Marseul)와 형태 비교

P. valgipes는 호리병거저리아과(subfamily Stenochiinae),

뚱보거저리족(Cnodalonini)에 속하므로 Z. atratus와는 분

류학적 유연관계는 먼 종이나, 국내 종 가운데 이 종과

크기 및 외형에서 가장 유사해 보인다. P. valgipes는 현

재까지 국내에서는 남부 서식종(전남과 제주지역)이며, 국

외에는 일본, 중국남부와 동양구에 분포하는 남방성 종이다. 

두 종의 형태의 차이 가운데, 몸 길이는 Z. atratus가

30 mm를 넘기는 데 비하여 P. valgipes는 23.5-28.0 mm로

조금 작다. 두 종의 암수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특징으

로는 작은턱수염 끝마디 모양과 앞가슴등판의 중앙 세로

선의 유무를 꼽을 수 있다(Table 2). 특히, Z. atratus는 작

은턱수염 끝마디가 넓은 도끼형이고 앞가슴등판의 중앙

Fig. 1. Adults of Zophobas atratus A: male; B: female; C: male

frontoclypeal suture; D: femlae frontoclypeal suture.

Fig. 2. Genitalia of Zophobas atratus (scale bar = 0.1 mm). A:

ventrolaterl view; B: ventral view.

Table 2. Comparison of morphological characters between

Z. atratus and P. valgies 

Characters Zophobas atratus
Promethis 

valgipes

Body length 25-30 mm 23.5-28.0 mm

Head puncture
Very tiny and strongly 

sparse

Tiny and weakly 

sparse

Ocular distance
Twice wider than eye 

diamere

About 1.3 times 

than eye diamere

 Frontoclypeal suture
Deeply emarginated 

(male)/truncated (female) 
Truncated

Apical maxillary 

palpomere 
Wide securiform Triangular

Midlongitudinal sulcus 

of pronotum
Absent Present

Pronotum puncture
Tiny and strongly 

sparse at middle

With fine and 

dense mostly 

Posterior angle Bluntly pointed Sharply pointed

Elytral striae
Deep and weakly 

sparse

Weakly deep and 

dense

Elytral intervals Weakly convex Flat

Apical 1/3 of fore tibiae Strongly curved
Not curved, 

slightly dilated 

Apex of fore tibiae
With dense yellow 

setae 

With sparse 

yellow setae

Projection of middle and

hind tibiae
Absent

Present (male)/

absent (female)

Metaventrite

Without yellow hairs 

and tubercles in male 

and female

With long yellow 

hairs and more 

than 4 tubercles in 

only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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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선이 없으나, P. valgipes는 작은턱수염 끝마디가 삼

각형이면서 앞가슴등판의 중앙 세로선이 뚜렷하다. P.

valgipes(Fig. 3. A, B) 는 뒷가슴복판의 털다발의 유무, 앞

종아리마디의 휨 유무와 가운데 및 뒷종아리마디의 돌기

유무에 의하여 수컷과 암컷의 차이가 심한 반면에, Z.

atratus는 단지 머리의 이마방패봉합선의 패임 유무밖에는

수컷과 암컷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2. Z. atratus, T. molitor 및 P. valgipes의 DNA 바코드 

특성 비교

Z. atratus, P. valgipes 및 T. molitor를 대상으로 COI 염

기서열을 이용한 DNA 바코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에 이용된 3종의 종간 염기 분화율은 각각 20% 이상으

로 뚜렷하였으며, 특히 외형적인 유사성을 보인 Z. atratus

와 P. valgipes는 평균 21.4%로 DNA 바코드를 통해 쉽게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Table 3, Fig. 4). 

Z. atratus의 경우 조사된 4개 지역 사육집단(경기 수원

1과 화성 1, 전남 나주 1과 곡성 1)의 종내 염기서열 분

화율은 0%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Z. atratus의 사육 집단이 동일 일배체형(haplotype)을 갖

는 것은 아마도 국외 동일 지역 개체군이 국내에 유입되

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P. valgipes의 경우, 종내 분화율이 완도산 2개체 사이에

서는 0%였으나, 제주산(8043)과는 0.31%로 작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완도와 제주 사이의 지리적 격리에 의한 염

기서열 변이로 추측되며, 추가적인 지역 샘플 확보를 통

해 내륙산과 제주도산의 지역집단 개체군 구분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Table 3, Fig. 4). 

반면에, T. molitor(Fig. 3, C)의 유전적 집단은 크게 두

개의 subclade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각 집단내 분화율

은 subclade A(9개체)는 0 ~ 0.93%이고 subclade B(4개체)

는 0 ~ 0.62%인 반면, 각 subclade간의 염기 분화율은

1.17 ~ 2.19%로 뚜렷한 DNA 바코딩 갭을 형성하면서 분

지되었다(Fig. 4). 이는 동일사육시설 내 개체들 사이에서

1 ~ 2% 수준의 뚜렷한 두 개의 집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내 T. molitor의 야생개체가 채집되어 사육되

었다기보다는 국외에서 유입되어 사육된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내 T. molitor 사육개체들은 서로 다른 지역집단이

혼입되어 대량 사육에 이용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사육 집단 샘플 분석을 통해 국내에 얼마나 다양

한 일배체형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DNA 바코드는 P. valgipes와

형태적으로 유사한 Z. atratus의 분류학적 종 동정에 유용

하였으며,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T. molitor와 Z. atratus

의 다양한 종내 집단이 국내로 유입되는 양상 등의 모니

터링 방법으로도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Fig. 3. Adults of Promethis valgipes (A. male; B. female) and

Tenebrio molitor (C).

Table 3. Pairwise distance of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within and between populations of three species

　 Within 

species

Between species 

　 P. valgipes T. molitor Z. atratus C. inducta

P. valgipes
0.002 

(0-0.003)

T. molitor
0.0107

(00.0219)

0.213 

(0.206-

0.219)

Z. atratus
0.000 

(0.000)

0.214 

(0.213-

0.217)

0.209 

(0.201-

0.215)

C.inducta* –

0.236 

(0.235-

0.237)

0.213 

(0.208-

0.218)

0.203 

(0.201-

0.214)
　

Numbers are indicated as mean (minimum-maximum) of the

pairwise distance.

Fig. 4. Neighbor-joining phenogram of the Kimura-2-parameter

based on COI gene for the two commercial species (T. molitor &

Z. atratus) and one wild species (P. valgipes). Bootstrap values

are shown on each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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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2011년부터 수입되어 사육·유통되는 슈퍼밀웜의 국내

샘플들은 형태 분류학적 검토를 통하여 Zophobas atratus

란 종으로 밝혀졌고, Z. morio란 학명은 이 종의 동물이

명임이 확인되었다. 이 외래종은 자원 관리측면에서 국명

을 ‘아메리카왕거저리’로 신칭하였다. 이 종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자생종 P. valgipes 및 사육종 T. molitor와 DNA

바코드 분석 결과, Zophobas atratus와 P. valgipes는 평균

21.4%, Zophobas atratus와 Z. morio는 20.9%의 염기분화

율을 보여 DNA 바코드로 쉽게 종 동정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Z. atratus의 국내집단은 모두 동일 일배체형을

갖고 있어 국외의 동일 지역 개체군이 국내로 유입된 것

으로 추정된 반면에 Z. molitor는 동일 사육집단 내에서도

두 개의 종내 집단이 뚜렷이 구분되고 서로의 염기 분화

율이 1.17 ~ 2.19%로 갭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국내 Z.

molitor 사육개체들은 서로 다른 지역 집단이 혼입되어 대

량 사육에 이용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를 통

하여 분석된 상업적으로 도입, 이용되는 2종의 거저리류

의 분류학적 기초 정보가 국내 곤충자원 관리를 위하여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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