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22(9); 1141~1152; September 2013 http://dx.doi.org/10.5322/JESI.2013.22.9.1141

ORIGINAL ARTICLE

람사르협약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 운곡습지의 
곤충상에 관한 연구

김동언*․김종명1)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평가연구팀, 1)국립환경과학원 생태계조사단

Insect Fauna of Ungok Wetland in Gochang, Jeonbuk, Korea, 
Designated as a Wetland Protection Area at Ramsar Convention

Dong-Eon Kim*, Jong-Myung Kim1)

Ecosystem Assessment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cheon 404-708, Korea
1)Ecosystem Survey Team,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cheon 404-708, Korea

Abstract
Insect fauna were surveyed in 2011 at Ungok wetland, Obeygol, located in Gochang, Jeonbuk, Korea. In total, 149 species 

belonging to 11 orders and 57 families were surveyed. Among them, Lepidopterans composed 23.5% (35 species) of the total 
insect numbers surveyed, comprising the most abundant group, and followed by Coleoptera, Hemiptera, and Odonata with a 
composition of 22.1% (33 species), 17.4% (26 species), and 10.1% (15 species), respectively. Bothrogonia japonica Ishihara 
was the most dominant species, and followed by Gastrophysa atrocyanea Motschulsky and Celastrina argiolus (Linnaeus). 
Phytophagous insects accounted for 60 percent of the total species. Dominance index was the highest in spring by 0.21. 
Diversity, richness, and evenness indices were the highest in summer by 4.07, 11.84 and 0.96, respectively. In the study area, 
the legally-protect species were grouped into five groups; 9 export-restricted species, 17 endemic species, 28 indicator species, 
1 climate-sensitive biological indicator and 3 southern characteristic species. Additionally, twenty forest insect pest species 
were surveyed, belonging to 5 orders and 15 famili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onduct long-term monitoring and 
appropriate management based on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 of the habitats to continuously conserve and maintain of 
wetland.

Key words : Ramsar, Community analysis, Southern characteristic insects, Climate-sensitive biological indicator species, Forest 
insect pest

1. 서 론1)

습지는 생물의 생장기를 포함한 연중 또는 상당기

간 동안 물이 지표면에 덮여 있거나 지표 인근에 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Mitsch과 Gosselink, 

1986). 일반적으로 습지는 영구적 또는 계절적으로 습

윤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상태에 적응된 식생이 서식

하고 있는 곳이며, 육지 특성을 지닌 내륙과 수생태계 

사이의 일종의 전이대로서 종 다양도가 높은 생태계

이다. 또한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물질이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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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생태적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습지의 환경은 다양한 종류의 곤충을 비롯하여 

조류, 어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종 다양성이 높고 다양한 먹이사슬을 형성

하여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

지대를 보호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

하여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습지는 총 

18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습지보호지역은 총 32개소

로 환경부 지정 18개소, 국토해양부 지정 11개소, 지
자체 지정 3개소이다(MEK, 2013). 그 중에서 산지형 

저층습지는 저지대와 산림에 걸쳐 연못, 늪 등의 물이 

고여 있는 습원으로써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논으로 

개간되고 개발과 훼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잠식 또는 

소실되고 있다. 조사지역인 고창 운곡습지(오베이골)
는 경작지로 이용하던 곳이 계획적 주민의 이주(원광 

원자력 발전소 입지 등)와 농촌 고령화로 인위적 간섭

이 배제되면서 산지형 저층습지로 자연 복원이 진행

된 곳이다. 동식물의 다양한 서식지로 이용되고 보전

가치가 뛰어나며 학술적 가치가 우수하여 습지보호지

역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MEK, 2013).
우리나라 습지 곤충상에 관한 연구는 전국내륙습

지 자연환경조사(MEK, 2001; 2003),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MEK, 2006; 2007; 2008; 2009) 등이 있다. 
그러나 운곡습지의 곤충상에 대한 연구는 (Kim 등, 
2009) 나비류에 관해 일부 언급하였을 뿐 곤충상에 대

한 전반적인 연구는 이루진 바 없다. 
곤충류는 서식지 특이성이 높아 환경지표 생물로

서의 가치 뿐 만 아니라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먹

이원으로 가치가 높아 습지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군이며 산림해충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 활용도

가 높다. 따라서 본 조사는 운곡습지의 곤충상에 대한 

생태적 특성과 다양성, 군집특성 등을 파악하여 습지

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에 위치한 운곡습

지(1.797 ㎢)를 대상으로 삼거리쉼터(N 35° 27‘ 22.3“ 
E 126° 39’ 02.5”)에서 운곡쉼터(N 35° 27‘ 45.7“ E 
126° 38’ 55.9”)로 이어지는 1.4 ㎞구간을 조사지점으

로 선정하였고, 계절별로 나누어 봄(2011년 5월 

18~19일), 여름(7월 20~21일), 가을(9월 28일~29일)
의 총 3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Fig. 1. The location map of the survey site in Ungok-ri, 
Asan-myeon, Gochang-gun, Jeonbuk, Korea.

운곡습지는 서쪽으로는 비학산(307.4 m), 남쪽으

로는 고성봉(158.3 m), 북동쪽으로는 화소봉(403.2 
m)으로 둘러싸여 있다. 고인돌 유적지를 지나면 삼거

리쉼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통한의 마당, 작은쉼

터, 옹달샘, 생태습지 연못, 하천친수공간, 운곡쉼터를 

지나 운곡저수지 인근까지 운곡습지(오베이골)라 부

른다. 탐방로(Fig. 2a)를 따라 소나무, 은사시나무, 상
수리나무, 졸참나무 등이 혼재하며, 수변 지역(Fig. 
2d)은 버드나무와 은사시나무가 잘 발달되어 있다. 조
사지역의 중간쯤에 위치한 생태습지 연못(Fig. 2b)은 

수심이 1 m정도이며, 부들, 수선화, 수련, 꽃창포 등의 

수생식물들이 분포하며, 나무데크로 탐방로가 조성되

어 있다. 주변 산림지역은(Fig. 2c) 육상식물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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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cological trail b. Ecological pond c. Forests around

d. Salix koreensis Andersson in wetland e. Small stream f. Ungok reservoir

Fig. 2. The view of Ungok wetland.

인 수종인 소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었다. 운곡저수지(Fig. 2f) 주변으로는 사람들의 출

입이 적어 갈대, 달뿌리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고, 소나

무군락이 일대에 넓게 형성되어 있었고, 소하천변

(Fig. 2e)에는 달뿌리풀, 갈대, 부들, 칡군락이 넓게 산

재되어 있다.

2.2. 조사방법

주간에 활동하는 종을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오

후 5시까지 습지 내에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

으로 이동하면서 비행하는 곤충, 지표를 기어다니는 

곤충, 식물에 붙어있는 곤충을 디지털카메라(Nikon 
D70, Japan)로 촬영하였다. 포충망(직경 45 ㎝, 길이 

1.4 m)으로 왕복 15회 쓸어잡기(Sweeping)를 매 채집

시 2회 실시하였다. 털어잡기(Beating)는 캔버스 비팅

쉬트(71×71 ㎝)를 이용하여 관목, 교목의 나뭇가지 밑

에 받치고 막대기로 두드려 떨어지는 곤충을 채집하

였다. 산림해충은 산림의 경제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

며, 수목을 가해하는 종과 수목의 해충으로 분류된 종

을 채집하였다. 조사지역의 입구는 등산로로 되어있

고,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라 야간채집을 수행

하지 못했다. 채집된 곤충은 플라스틱 곤충사육병(∅
75×H84 mm), 투명아크릴 곤충사육통(∅150×H73 
mm)으로 수거한 후 동정을 하였고, 동정이 용이하지 않

은 종은 현미경(26x-130x Zoom Digital Microscope) 
으로 관찰하였다. 조사된 채집물 중 나비류 등은 삼각

지에 보관하였으며, 그 외 대부분의 표본들은 100% 
알코올 액침 또는 건조표본으로 제작하였고, 표본은 

국립환경과학원 시료은행 분석실(202호)에 보관하고 

있다. 채집 및 촬영된 종은 잠자리목(Jung, 2007), 딱
정벌레목(Lee과 An, 2001; Park과 Paik, 2001), 나비

목(Paek과 Shin, 2010), 산림해충(KFRI, 2007), 고유종

(NIBR, 2011), 지표종(NIER, 2007), 국외반출 승인대

상종(NEK, 2010) 등의 도감을 참고하여 동정하였다. 
곤충명은 한국 곤충 총 목록(Paek 등, 2010)을 따랐다.

2.3. 분석방법

채집 및 관찰된 곤충의 군집분석을 위해 계절별 출현

종, 출현 개체수는 우점도지수(McNaughton, 1967), 다
양도지수(Pielou, 1969; 1975), 종풍부도지수(Margalef, 
1958), 종균등도지수(Pielou, 1975)를 이용하여 산출

하였다.

2.3.1. 우점도지수, DI

우점도는 각 지점의 군집의 단순도를 측정하는 방

법으로, 개체수 현존량에 의거하여 우점종을 선정하

며, 우점도지수는 McNaughton’s dominance index 
(DI)에 의하여 산출하였다(McNaughton’s,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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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Ungok wetland

No. of family No. of species
Spring Summer Autumn Total Spring Summer Autumn Total

Archaeognatha 1 - - 1 1 - - 1
Odonata 1 2 2 3 2 12 8 15
Blattaria 1 1 - 1 1 1 - 1

Mantodea - - 1 1 - - 2 2
Dermaptera - 1 - 1 - 1 - 1
Orthoptera 3 3 4 6 3 8 10 14
Hemiptera 6 7 8 12 8 10 14 26
Coleoptera 9 6 5 11 19 9 13 33

Hymenoptera 2 3 4 5 4 7 7 12
Diptera 4 2 - 5 6 3 - 9

Lepidoptera 6 8 7 11 11 19 13 35
Total 33 33 31 57 55 70 67 149

Table 1. Number of families and species surveyed at Ungok wetland in each season

DI = (n1+n2) / N 
(N : 총 개체수, n, n2 : 제 1, 2우점종의 개체수) 

2.3.2. 다양도지수, H'

Margalef(1958)의 정보이론에 의하여 도출된 Shannon- 
Weaver function(H’)을 Lloyd and Ghelardi가 변형한 

공식을 이용하였다(Pielou, 1969).
H' = -Σ(ni/N)ln(ni/N)

(ni : i종의 개체수 , N : 총 개체수)

2.3.3. 종풍부도지수, RI 

총 개체수와 총 종수만을 가지고 군집의 상태를 표

현하는 지수로서 지수 값이 높을수록 종의 구성이 풍

부하게 되므로 환경의 정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

낸다. 여기서 대표적인 지수인 Margalef(1958)의 지

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RI = (S-1) / lnN 

(S : 전체 종수, N : 총 개체수)

2.3.4. 종균등도지수, EI

각 지수의 최대치에 대한 실재치의 비로서 표현되

며, 군집내 종 구성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Pielou(1975)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EI = H'/ ln(S) 

(S : 전체 종수, H' : 다양도지수)

3. 결과 및 고찰

3.1. 전체 분류군 및 종 다양성

운곡습지에서 관찰된 곤충류는 총 11목 57과 149종

으로 조사되었고,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은 관찰되지 

않았다(Appendix 1). 목별로는 나비목이 35종으로 가

장 높은 다양성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딱정벌레목 33
종, 노린재목 26종, 잠자리목 15종 순 이었다(Table 1).

과 수준의 다양성을 살펴보면, 상위 우점군인 나비목

에서는 서식지 및 먹이 등 생태적 다양성이 높은 네발나

비과(Nymphalidae)가 14종으로 나타났다. 딱정벌레목

에서는 산림해충이 포함된 잎벌레과(Chrysomelidae)가 

12종, 천공성 해충이 포함된 바구미과(Curculionidae)
가 5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잠자리목에서는 수변지

역에서 적응력이 높은 잠자리과(Libellulidae)가 12종, 
노린재목에서는 초본류에서 흔히 관찰되는 초지성인 

노린재과(Pentatomidae)가 7종, 허리노린재과(Coreidae) 
6종, 메뚜기목(Orthoptera)에서는 산림주변과 수변 초

지대에서 적응력이 높은 여치과(Tettigoniidae) 6종 등

으로 나타났다. 벌목은 포식성인 말벌과(Vespidae) 5
종, 파리목은 화분매개 곤충으로 알려진 꽃등에과

(Syrphidae) 4종 등으로 나타났다(Appendix 1).
습지의 중앙보다는 습지와 산림 사이에 위치한 탐

방로 주변의 초본류를 따라 식식성 곤충이 높은 빈도

로 관찰되었다. 주로 식식성 곤충은 나비목, 노린재목, 
메뚜기목의 대부분과 딱정벌레목, 파리목, 벌목의 일

부이고 조사지역의 전체 종수에서 60%를 차지하였

다. 또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림을 이용하

는 나비목, 딱정벌레목 등 산지성 곤충의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먹이활동을 위한 장소로 습지 주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습지의 상류에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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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osition ratio of each insect taxa collected at Ungok wetland.

곡저수지가 있고, 하류에는 소하천(개울)이 습지를 따

라 흘러 물속에서 유충생활을 하는 노린재목의 소금

쟁이(Aquarius paludum), 반수성 곤충류인 잠자리목

의 곤충도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지에 형성된 습지는 내륙습지와는 

달리 지표수 수량이 빈약하여 친수성 곤충류가 우점

하기 보다 관목, 교목에 적응성이 높은 곤충류가 나타

나는 특성을 가진다(Do, 2004). 그러나 운곡습지는 상

부에 운곡저수지가 있어 수량이 풍부하고 주변 일대

에 초지와 무성한 숲의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친수

성 곤충과 산지성 곤충, 초지성 곤충이 잘 어우러져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습지와 주변 일대가 곤충

의 먹이활동과 산란 등에 안정적인 서식장소를 제공

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계절별 우점종

봄철 우점종은 좀남색잎벌레(Gastrophysa atrocyanea), 
아우점종은 떼허리노린재(Hygia lativentris)로 조사

되었고, 여름철 우점종은 두점배허리노린재(Homoeocerus 
unipunctatus), 아우점종은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Riptortus clavatus)로 조사되었다. 가을철 우점종은 

애긴노린재(Nysius plebejus), 아우점종은 끝검은말매

미충(Bothrogonia japonica), 푸른부전나비(Celastrina 
argiolus)로 조사되었다(Appendix 1). 전체 우점종은 

끝검은말매미충, 아우점종은 좀남색잎벌레, 푸른부전

나비로 조사되었다. 이 3종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종

이며, 조사지역과 서식지 환경이 유사한 곳에서 나타

나는 일반적인 종이다.
봄철에는 탐방로 길가를 따라 소리쟁이가 높은 빈

도가 나타났고, 소리쟁이가 기주인 좀남색잎벌레가 

무리지어 식해하고 있었다. 또한 짝짓기 철이라 유충

의 서식 빈도가 높았다. 여름철에는 칡과 콩과식물이 

습지 주변으로 넓게 산재되어 있어 이 식물을 기주로 

하는 두점배허리노린재가 높게 관찰되었다. 가을에는 

개망초 등의 국화과 식물을 기주로 하는 애긴노린재

가 꽃과 종자에서 군집을 이루었다. 이처럼 계절별 대

부분의 우점종은 주변환경과 식물의 서식에 따라 높

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습지의 특성

상 달뿌리풀, 갈대, 산조풀 등의 벼과 식물이 넓게 분

포하고 있어 노린재목, 메뚜기목 등에게 적합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3.3. 계절별 분류군별 구성비

전체 분류군별 구성비에서 나비목이 23.5%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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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Korean & (Scientific) name

Export-restricted 
species

사마귀(Tenodera angustipennis), 방울벌레(Meloimorpha japonicus), 땅강아지(Gryllotalpa orientalis), 팔공
산밑들이메뚜기(Anapodisma beybienkoi), 방아깨비(Acrida cinerea cinerea), 사시나무잎벌레(Chrysomela 
populi), 깜둥이창나방(Thyris fenestrella seoulensis), 네눈은빛애기자나방(Problepsis diazoma), 제일줄나비
(Limenitis helmanni )

Endemic species

팔공산밑들이메뚜기(Anapodisma beybienkoi), 깜둥이창나방(Thyris fenestrella seoulensis), 제일줄나비
(Limenitis helmanni), 산바퀴(Blattella nipponica), 고마로브집게벌레(Timomenus komarovi), 실베짱이
(Phaneroptera falcata), 검은다리실베짱이(Phaneroptera nigroantennata), 날베짱이(Holochlora longifissa), 긴꼬
리쌕새기(Conocephalus gladiatus), 갈색여치(Paratlanticus ussuriensis), 방울벌레(Meloimorpha japonicus), 
땅강아지(Gryllotalpa orientalis), 모메뚜기(Tetrix japonica), 섬서구메뚜기(Atractomorpha lata), 등검은메뚜
기(Shirakiacris shirakii), 팥중이(Oedaleus infernalis), 방아깨비(Acrida cinerea cinerea)

Indicator species

실베짱이(Phaneroptera falcata), 방아깨비(Acrida cinerea cinerea), 다리무늬침노린재(Sphedanolestes impressicollis), 
장수허리노린재(Anoplocnemis dallasi), 썩덩나무노린재(Halyomorpha halys), 주둥무늬차색풍뎅이(Adoretus 
tenuimaculatus), 칠성무당벌레(Coccinella septempunctata), 무당벌레(Harmonia axyridis), 꼬마남생이무당벌
레(Propylea japonica), 밤나무잎벌레(Physosmaragdina nigrifrons), 사시나무잎벌레(Chrysomela populi), 상아잎벌
레(Gallerucida bifasciata), 남생이잎벌레(Cassida nebulosa), 장미등에잎벌(Arge pagana pagana), 극동등에
잎벌(Arge similis), 호리병벌(Oreumenes decoratus), 말벌(Vespa crabro flavofasciata), 장수말벌(Vespa 
mandarinia), 뱀허물쌍살벌(Parapolybia varia), 두눈박이쌍살벌(Polistes chinensis antennalis), 별쌍살벌
(Polistes snelleni), 일본애수염줄벌(Tetralonia nipponensis), 파리매(Promachus yesonicus), 호리꽃등에
(Episyrphus balteata), 별넓적꽃등에(Metasyrphus corollae), 배짧은꽃등에(Eristalis cerealis), 수중다리꽃등
에(Helophilus virgatus), 남방제비나비(Papilio protenor)

Southern 
characteristic 

species 
남방제비나비(Papilio protenor), 극남노랑나비(Eurema laeta), 먹그림나비(Dichorragia nesimachus)

Climate-sensitive 
biological 

Indicator species
먹그림나비(Dichorragia nesimachus)

Table 3. A list of the legally-protected insect species surveyed at Ungok wetland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딱정벌레목, 노
린재목 순이었다(Fig. 3). 봄철에는 딱정벌레목(34.5%)
과 나비목(20.0%)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여름철

에는 나비목이(27.1%)과 잠자리목(17.1%), 가을철에

는 노린재목(20.9%)과 딱정벌레목(19.4%), 나비목

(19.4%)으로 조사되었다. 

3.4. 계절별 군집분석

각 계절별 군집분석 결과 우점도지수는 0.08~0.21
의 범위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Table 2). 특히 

여름철에는 특정종의 개체밀도가 집중적으로 우점하

여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곤충이 균형을 맞추

Community analysis Spring Summer Autumn
Dominance index 0.21 0.08 0.13
Diversity index 3.60 4.07 3.83
Richness index 9.81 11.84 11.26
Evenness index 0.90 0.96 0.91

Table 2. Community analysis for each season on the insect 
fauna at Ungok wetland

어 고루 분포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다양도지수는 

3.60~4.07의 범위를 나타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

다. 특히 여름철에는 봄, 가을에 비해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넓게 분포하여 먹이활동, 산란 등을 위해 다양

한 곤충이 모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계

절에 비해 종조성에 있어 균형을 이루고 양호함을 나

타낸다. 종풍부도지수는 9.81~11.84의 범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봄철에 비해 여름철, 가을철이 생물

다양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종균등도지수는 0.90~ 
0.96의 범위를 나타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고, 각 

계절별로 큰 차이 없이 고른 생물상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제시된 군집분석은 정량적 조사방

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곡습지의 계절별 곤충상을 

대변해주기에는 일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

인 자료가 축척된다면 이후 습지의 최적의 군집분석을 

도출하는데 있어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3.5. 법적보호종

국외반출승인대상종은 네눈은빛애기자나방 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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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Korean & (Scientific) name
Orthoptera 갈색여치(Paratlanticus ussuriensis), 땅강아지(Gryllotalpa orientalis), 섬서구메뚜기(Atractomorpha lata)
Hemiptera 알락수염노린재(Dolycoris baccarum), 갈색날개노린재(Plautia stali), 끝검은말매미충(Bothrogonia japonica)

Coleoptera 왕풍뎅이(Melolontha incana), 주둥무늬차색풍뎅이(Adoretus tenuimaculatus), 사시나무잎벌레(Chrysomela 
populi), 왕거위벌레(Paracycnotrachelus longiceps)

Hymenoptera 장미등에잎벌(Arge pagana pagana), 극동등에잎벌(Arge similis)

Lepidoptera
뒤흰띠알락나방(Chalcosia remota), 콩독나방(Cifuna locuples), 독나방(Euproctis subflava), 태극나방(Spirama 
retorta), 호랑나비(Papilio xuthus), 긴꼬리제비나비(Papilio macilentus), 산제비나비(Papilio maackii), 청띠

신선나비(Kaniska canace)

Table 4. Forest insect pests surveyed at Ungok wetland

종, 고유종은 팔공산밑들이메뚜기 등 17종, 환경지표

종은 다리무늬침노린재 등 28종, 기후변화 생물지표

종은 먹그림나비 1종, 남방계 특성종은 남방제비나비 

등 3종이 관찰되어 중요한 곤충자원이 서식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Table 3).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은 국가 

기후변화에 민감한 생물종 100종 중 곤충은 21종으로 

선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먹그림나비는 평가점수 

96.8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가진 종이다(NIBR, 
2010). 제주도 등 남부지방에서 국지적으로 분포하며 

서해안의 태안반도와 경기도 일부 해안지역에 분포한

다(Kim, 2002). 주로 산림에 서식하며, 참나무, 밤나

무 등의 수액을 기주식물로 섭식한다. 수컷은 탐방로 

그늘진 음지의 동물 배설물에서 관찰되었다. 연 2회 

발생하지만 봄형은 관찰되지 않았고, 여름형이 관찰

되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아열대성 기

후를 선호하는 남방계곤충이 점진적으로 북상하고 있

다(Choi, 2009). 따라서 나비목에서 남방제비나비, 극
남노랑나비, 먹그림나비 등의 남방계곤충에 관한 월

동시기, 산란시기, 정착, 활동시기, 세대수 등의 서식 

및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야간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곤충 종의 

다양성과 보호종은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이며, 서식

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종도 확인 가능하였을 

것이라 예상된다. 

3.6. 산림해충

운곡습지는 산림이 우거져 있고, 소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은사시나무 등의 다양한 수종이 분포하

고 있어 총 5목 15과 20종의 산림해충이 관찰되었다

(Table 4). 메뚜기목은 여치과 등 3과 3종, 노린재목은 

노린재과 1과 2종, 매미충과 1과 1종, 딱정벌레목은 

잎벌레과 등 4과 4종, 벌목은 등에잎벌과 1과 2종, 나
비목은 독나방과 등 5과 8종으로 조사되었다.

독나방 유충은 갈참나무에서 관찰되었으나 개체수

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독나방은 봄철 참나무류의 새

싹과 잎을 식해하며 기주식물의 범위가 넓다. 이러한 

식엽성 해충은 이상기온으로 인해 기온이 높아지면 

곤충이 서식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세

대수가 증가되어(Choi, 2009) 산림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 외에 사시나무잎벌레는 버드나무의 잎을 식

해하였고, 끝검은말매미충은 임연부의 수목에서 즙액

을 흡즙하였다. 장미등에잎벌은 유충이 찔레꽃에 모

여 잎의 주맥만 남기고 식해하였다. 
 현재 수목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들 해

충의 분포와 현황파악을 통해 방제를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지구 온난화는 산림에 발생

하는 해충의 발생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습지의 기

온과 개체수의 증식을 관찰하고 지속적인 예찰이 요

구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

곡습지를 대상으로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곤충상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총 11목 57과 149
종이 관찰되었다. 

습지와 산림 사이에 위치한 탐방로 주변의 초본류

를 따라 나비목이 가장 높은 다양성을 나타냈고, 그 다

음으로 딱정벌레목, 노린재목, 잠자리목 등의 순 이었

다. 우점종은 끝검은말매미충(Bothrogonia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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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점종은 좀남색잎벌레(Gastrophysa atrocyanea), 
푸른부전나비(Celastrina argiolus)로 조사되었다. 

각 계절별 군집분석 결과 우점도지수 0.08~0.21, 다
양도지수 3.60~4.07, 종풍부도지수 9.81~11.84, 종균

등도지수 0.90~0.96의 범위로 비교적 계절별로 큰 차

이 없이 고른 생물상을 나타내고 있다.
법적보호종은 국외반출승인대상종 9종, 고유종 17

종, 지표종 28종,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종, 남방계 특

성종 3종이 관찰되어 중요한 곤충자원이 서식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산림해충은 총 5목 15과 20종으로 관찰되었고, 그 

중 독나방 유충은 현재 수목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

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예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한 나비류, 잠자리류, 노린

재류, 메뚜기류 등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유용

성이 높은 곤충으로 판단되며, 생태관광, 탐방프로그

램 운영 및 탐방객을 위한 홍보를 위해 계절별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습지의 보전과 종의 

지속적인 번성을 위해 서식지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

요하며,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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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List of the insects surveyed at Ungok wetland

Scientific name Korean name Spring Summer Autumn
Order Archaeognatha 돌좀목

 Family Machilidae  돌좀과

  Haslundichilis viridis Lee et Choe   납작돌좀 1
Order Odonata 잠자리목

 Family Coenagrionidae  실잠자리과

  Ceriagrion melanurum Selys   노란실잠자리 8
 Family Calopterygidae  물잠자리과

  Atrocalopteryx atrata (Selys)   검은물잠자리 6
  Calopteryx japonica Selys   물잠자리 5
 Family Libellulidae  잠자리과

  Orthetrum albistylum Selys   밀잠자리 12 8
  Orthetrum japonicum (Uhler)   중간밀잠자리 3
  Orthetrum melania (Selys)   큰밀잠자리 2
  Lyriothemis pachygastra (Selys)   배치레잠자리 9 8
  Crocothemis servilia mariannae Kiauta   고추잠자리 3 2
  Sympetrum darwinianum Selys   여름좀잠자리 11
  Sympetrum frequens (Selys)   고추좀잠자리 8
  Sympetrum eroticum (Selys)   두점박이좀잠자리 4 6
  Sympetrum infuscatum (Selys)   깃동잠자리 6 10
  Sympetrum kunckeli (Selys)   흰얼굴좀잠자리 3 3
  Sympetrum parvulum (Bartenef)   애기좀잠자리 9 7
  Rhyothemis fuliginosa Selys   나비잠자리 3
Order Blattraria 바퀴목

 Family Blattellidae  바퀴과

  Blattella nipponica Asahina   산바퀴 7 6
Order Mantodea 사마귀목

 Family Mantidae  사마귀과

  Tenodera angustipennis Saussure   사마귀 2
  Tenodera aridifolia (Stoll)   왕사마귀 3
Order Dermaptera 집게벌레목

 Family Forficulidae  집게벌레과

  Timomenus komarovi (Semenov)   고마로브집게벌레 2
Order Orthoptera 메뚜기목

 Family Tettigoniidae  여치과

  Ducetia japonica (Thunberg)   줄베짱이 3
  Phaneroptera falcata (Poda)   실베짱이 2 2
  Phaneroptera nigroantennata Brunner v. W.   검은다리실베짱이 12 11
  Holochlora longifissa (Matsumura et Shiraki)   날베짱이 3 2
  Conocephalus gladiatus (Redtenbacher)   긴꼬리쌕새기 2
  Paratlanticus ussuriensis (Uvarov)   갈색여치 9
 Family Gryllidae  귀뚜라미과

  Meloimorpha japonicus (de Haan)   방울벌레 2
 Family Gryllotalpidae  땅강아지과

  Gryllotalpa orientalis Burmeister   땅강아지 1
 Family Tetrigidae  모메뚜기과

  Tetrix japonica (Bolivar)   모메뚜기 9 7
 Family Pyrgomorphidae  섬서구메뚜기과

  Atractomorpha lata (Motschulsky)   섬서구메뚜기 7
 Family Acrididae  메뚜기과

  Anapodisma beybienkoi Rentz et Miller   팔공산밑들이메뚜기 2
  Shirakiacris shirakii (Bolivar)   등검은메뚜기 3 5
  Oedaleus infernalis Saussure   팥중이 5 7
  Acrida cinerea cinerea (Thunberg)   방아깨비 2 8
Order Hemiptera 노린재목

 Family Gerridae  소금쟁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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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tinued

Scientific name Korean name Spring Summer Autumn
  Aquarius paludum (Fabricius)   소금쟁이 7 8
 Family Miridae  장님노린재과

  Orthocephalus funestus Jakovlev   암수다른장님노린재 2
 Family Reduviidae  침노린재과

  Peirates turpis Walker   검정무늬침노린재 1
  Sphedanolestes impressicollis (Stal)   다리무늬침노린재 8
  Velinus nodipes (Uhler)   껍적침노린재 2
 Family Lygaeidae  긴노린재과

  Geocoris varius (Uhler)   큰딱부리긴노린재 4
  Nysius plebejus Distant   애긴노린재 28
 Family Coreidae  허리노린재과

  Homoeocerus unipunctatus (Thunberg)   두점배허리노린재 14
  Hygia lativentris (Motschulsky)   떼허리노린재 22
  Cletus punctiger (Dallas)   시골가시허리노린재 4
  Cletus schmidti Kiritshenko   우리가시허리노린재 16
  Melypteryx fuliginosa (Uhler)   큰허리노린재 3
  Anoplocnemis dallasi Kiritshenko   장수허리노린재 4
 Family Alydidae  호리허리노린재과

  Riptortus clavatus (Thunberg)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13
 Family Plataspididae  알노린재과

  Megacopta punctatissima (Montandon)   무당알노린재 4
 Family Pentatomidae  노린재과

  Carbula putoni (Jakovlev)   가시노린재 2 5 4
  Dolycoris baccarum (Linnaeus)   알락수염노린재 8
  Eurydema gebleri Kolenati   북쪽비단노린재 5
  Halyomorpha halys (Stal)   썩덩나무노린재 2 2
  Menida violacea Motschulsky   깜보라노린재 2
  Plautia stali Scott   갈색날개노린재 1
  Graphosoma rubrolineatum (Westwood)   홍줄노린재 1
 Family Cercopidae  쥐머리거품벌레과

  Eoscartopsis assimilis (Uhler)   쥐머리거품벌레 3
 Family Cicadellidae  매미충과

  Bothrogonia japonica Ishihara   끝검은말매미충 4 10 18
 Family Dictyopharidae  상투벌레과

  Orthopagus lunulifer Uhler   깃동상투벌레 2
 Family Cicadidae  매미과

  Platypleura kaempferi (Fabricius)   털매미 5
Order Coleoptera 딱정벌레목

 Family Cicindelidae  길앞잡이과

  Cicindela chinensis De Geer   길앞잡이 8
 Family Harpalidae  먼지벌레과

  Anisodactylus signatus (Panzer)   먼지벌레 2
  Chlaenius (Ilaenchus) naeviger Morawitz   쌍무늬먼지벌레 2
  Pheropsophus jessoensis Morawitz   폭탄먼지벌레 6
 Family Melolonthidae  검정풍뎅이과

  Melolontha incana (Motschulsky)   왕풍뎅이 1
 Family Rutelidae  풍뎅이과

  Adoretus tenuimaculatus Waterhouse   주둥무늬차색풍뎅이 3 2
  Blitopertha orientalis (Waterhouse)   등얼룩풍뎅이 6
 Family Cetoniidae  꽃무지과

  Eucetonia pilifera (Motschulsky)   꽃무지 1
  Gametis jucunda Faldermann   풀색꽃무지 3 5
 Family Cantharidae  병대벌레과

  Athemellus oedemeroides (Kiesenwetter)   등붉은병대벌레 1
  Athemus vitellinus (Kiesenwetter)   회황색병대벌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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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tinued

Scientific name Korean name Spring Summer Autumn
 Family Coccinellidae  무당벌레과

  Coccinella septempunctata Linnaeus   칠성무당벌레 4 7 5
  Harmonia axyridis (Pallas)   무당벌레 3 2 6
  Propylea japonica (Thunberg)   꼬마남생이무당벌레 2 2 3
 Family Cerambycidae  하늘소과

  Agapanthia pilicornis (Fabricius)   남색초원하늘소 5
 Family Chrysomelidae  잎벌레과

  Lema fortunei Baly   주홍배큰벼잎벌레 4
  Lema concinnipennis Baly   배노랑긴가슴잎벌레 2
  Oulema oryzae (Kuwayama)   벼잎벌레 1
  Physosmaragdina nigrifrons (Hope)   밤나무잎벌레 4
  Chrysolina aurichalcea (Mannerheim)   쑥잎벌레 17
  Gastrophysa atrocyanea Motschulsky   좀남색잎벌레 29
  Chrysomela populi Linnaeus   사시나무잎벌레 1
  Gallerucida bifasciata Motschulsky   상아잎벌레 1
  Fleutiauxia armata (Baly)   뽕나무잎벌레 1
  Nonarthra cyanea Baly   점날개잎벌레 9
  Paridea quadriplagiata (Baly)   네점박이잎벌레 1
  Cassida nebulosa Linnaeus    남생이잎벌레 1
 Family Attelabidae  거위벌레과

  Paracycnotrachelus longiceps (Motschulsky)   왕거위벌레 2
 Family Curculionidae  바구미과

  Myllocerus nigromaculatus Roelofs   상수리주둥이바구미 1
  Mesalcidodes trifidus (Pascoe)   배자바구미 1
  Lixus acutipennis (Roelofs)   흰띠길쭉바구미 2
  Lixus divaricatus Motschulsky   가시길쭉바구미 4
  Lixus maculatus Roelofs   점박이길쭉바구미 2
Order Hymenoptera 벌목

 Family Argidae  등에잎벌과

  Arge pagana pagana (Panzer)   장미등에잎벌 2
  Arge similis (Vollenhoven)   극동등에잎벌 1
 Family Formicidae  개미과

  Camponotus japonicus Mayr   일본왕개미 5 7 16
  Formica japonica Motschulsky   곰개미 10 7 8
  Paratrechina flavipes (Smith)   스미스개미 3 5 3
 Family Eumenidae  호리병벌과

  Oreumenes decoratus (Smith)   호리병벌 2
 Family Vespidae  말벌과

  Vespa crabro flavofasciata Cameron   말벌 2
  Vespa mandarinia Cameron   장수말벌 1
  Parapolybia varia (Fabricius)   뱀허물쌍살벌 5
  Polistes chinensis antennalis Perez   두눈박이쌍살벌 2
  Polistes snelleni Saussure   별쌍살벌 2
 Family Apidae  꿀벌과

  Tetralonia nipponensis Perez   일본애수염줄벌 1
Order Diptera 파리목

 Family Tipulidae 각다귀과

  Nephrotoma virgata (Coquillett)   황각다귀 3
 Family Stratiomyidae  동애등에과

  Odontomyia hirayamae Matsumura   히라야마동애등에 2
 Family Solvidae  점밑들이파리매과

  Solva maculata Meigen   얼룩점밑들이파리매 1
 Family Asilidae  파리매과

  Promachus yesonicus Bigot   파리매 3
  Neoitamus angusticornis (Loew)   광대파리매 6



1152 김동언․김종명

Appendix 1. Continued

Scientific name Korean name Spring Summer Autumn
 Family Syrphidae  꽃등에과

  Episyrphus balteata (De Geer)   호리꽃등에 8
  Metasyrphus corollae (Fabricius)   별넓적꽃등에 3
  Eristalis cerealis Fabricius   배짧은꽃등에 2
  Helophilus virgatus Coquillett   수중다리꽃등에 9
Order Lepidoptera 나비목

 Family Pyralidae  포충나방과

  Hymenia recurvalis (Fabricius)   흰띠명나방 2
 Family Thyrididae  창나방과

  Thyris fenestrella seoulensis Park et Byun   깜둥이창나방 3 3
 Family Zygaenidae  알락나방과

  Chalcosia remota (Walker)   뒤흰띠알락나방 2
 Family Geometridae  자나방과

  Problepsis diazoma Prout   네눈은빛애기자나방 1
  Obeidia tigrata (Guenee)   노랑날개무늬가지나방 5
 Family Lymantriidae  독나방과

  Cifuna locuples Walker   콩독나방 5
  Euproctis subflava (Bremer)   독나방 2
 Family Noctuidae  밤나방과

  Spirama retorta (Clerck)   태극나방 1
 Family Hesperiidae  팔랑나비과

  Daimio tethys (Menetries)   왕자팔랑나비 5
 Family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Papilio xuthus Linnaeus   호랑나비 4
  Papilio macilentus Janson   긴꼬리제비나비 3 3
  Papilio protenor Cramer   남방제비나비 2
  Papilio bianor Cramer   제비나비 3
  Papilio maackii Menetries   산제비나비 8
 Family Pieridae  흰나비과

  Eurema laeta (Boisduval)   극남노랑나비 2
  Artogeia melete (Menetries)   큰줄흰나비 5
  Artogeia rapae (Linnaeus)   배추흰나비 4
  Colias erate (Esper)   노랑나비 2
 Family Lycaenidae  부전나비과

  Everes argiades (Pallas)   암먹부전나비 8 9
  Celastrina argiolus (Linnaeus)   푸른부전나비 11 18
  Lycaena phlaeas (Linnaeus)   작은주홍부전나비 2 2
 Family Nymphalidae  네발나비과

  Libythea celtis (Laicharting)   뿔나비 3
  Lethe diana (Butler)   먹그늘나비 2
  Mycalesis gotama Moore   부처나비 3
  Ypthima baldus (Fabricius)   애물결나비 4
  Ypthima motschulskyi (Bremer et Grey)   물결나비 2
  Kaniska canace (Linnaeus)   청띠신선나비 2
  Polygonia c-aureum (Linnaeus)   네발나비 6 9
  Dichorragia nesimachus Boisduval   먹그림나비 2
  Hestina japonica (C. et R. Felder)   흑백알락나비 2
  Damora sagana (Doubleday)   암검은표범나비 2
  Limenitis camilla (Linnaeus)   줄나비 1
  Limenitis helmanni Lederer   제일줄나비 7
  Neptis sappho (Pallas)   애기세줄나비 6 7
  Neptis pryeri Butler   별박이세줄나비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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