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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하늘소 (Family Cerambycidae) 곤

충은 지금까지 약 20,000종이 학계에 알려지고 있다

(한국곤충학회 2000). 이들의 형태학적인 특징으로

는 전반적으로 몸은 길고 둥근 원통형이며, 몸길이가 

4mm에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Titanus giganteus 하

늘소는 17cm에 이르는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하

늘소류의 일반 영어명 long-horned beetles가 의미하

듯이 다른 딱정벌레류와 비교했을 때  대다수 종들에 

있어서 더듬이가 몸길이보다 길거나 거의 같은 형태

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생김새도 매우 다양

하고 색상이나 무늬가 아름답고 화려하다. 따라서 곤

충 수집 애호가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여 일부 종들은 멸종

위기 상태에 처한 실정이다. 유충의 모습은 유백색이

며 대체적으로 납작하며 가늘고 길다. 머리는 몸보다 

넓고 둥글며 다리는 없다. 

이들 종은 극지방을 제외한 지구 모든 곳에 서식

하고 있다. 대다수 종들이 주로 산림지대나 초본지역

에 서식하고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며 등불에 날아

오기도 하고 일부는 낮에 꽃에도 모인다. 유충단계 

때 대다수가 살아있는 나무나 고사목의 목질 부분을 

파먹는 천공성이나, 일부는 식물의 뿌리나 줄기를 먹

는 식식자( )로 산림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솔수염하늘소(Monochamus alternatus 

Hope)는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소나무재선충을 매개

하기도 하여 한반도 남부지역에 서식하는 소나무 피

해가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향나무하늘

소(Semanotus bifasciatus Motschulsky)처럼 향나무의 수

간 부분을 직접 공격하여 이들을 서서히 고사시키기

도 한다. 한편 하늘소 가운데 특히 꽃하늘소류에 속

하는 일부 종들은 식물의 수분자로서 산림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약 292여 종의 하늘소

류가 알려지고 있다(이승모 1987). 역시 크기나 형

태, 색채, 무늬가 매우 다양하며 일부는 우리나라 특

산종들도 있다. 이들 하늘소류 가운데 장수하늘소

(Callipogon relictus  Semenov)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구북구 지역(유라시아 대륙 가운데 히말라야산맥의 

북쪽지방과 아프리카의 북부지역)에서 가장 큰 딱정

벌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곤충 가운데 가장 먼저 장

수하늘소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제75호로서 강원도 

춘천지방이 지정된 바 있으나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었다(권용정 등 1999). 그래서 1973년에 서식

지가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었으며 그 후 다시 장수

하늘소가 천연기념물 제218호로 지정(1968년 11월 

20일)되어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다(www.cha.go.kr). 또한 동물지리구계상 이 종은 북

방계열 곤충으로 종의 분포 및 서식 중심지는 동부 

시베리아지역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학술적으

로 알려진 출현지역은 위도 37.5̊ 선 이북, 즉 경기도 

북부지방과 강원도 중부지방 일대에서만 보고되어 

우리나라가 이 종의 분포 남방한계선에 해당되어 동

물지리학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분포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장수하늘소에 대한 보호종 지정이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 개체수가 매

우 급격하게 감소하여 최근 거의 관찰되는 개체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전 지구적인 기온상승에 

따른 급격한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

지 분포하고 있던 북방계 생물들이 지속적으로 서식

하는데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장수하늘소

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 종의 지속

적인 보호 관리 및 보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이용 또

는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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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수하늘소

에 대해 최근까지 수행 및 보고된 국내(북한지역 포

함)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국외는 러시아, 

중국, 일본에서 본 종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분석하

였다. 본 종의 출현 시기 및 서식장소 파악을 위해 

2006년 직접 수행한 현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하늘소과는 세계적으로 학자의 견해에 따라 차이

가 있으나 7 9개 아과( )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에서는 이승모(1987)에 따르면 하늘소과를 7개 아과

로 나누며 장수하늘소의 계통분류학적인 위치는 다

음과 같다.

Class Insecta 곤충강
Order Coleoptera 딱정벌레목 
Family Cerambycidae Leach (1815) 하늘소과

Subfamily Prioninae Latreille (1804) 톱하늘소아과

Tribe Callipogonini Lameere (1904) 장수하늘소족

Genus Callipogon Serville (1832) 장수하늘소속

Species relictus  Semenov (1898) 장수하늘소

우리나라에서 톱하늘소아과는 하늘소 가운데 계

통분류학적으로 원시 그룹에 속하며, 장수하늘소 족

을 비롯하여 5개 아족( )으로 다시 구분이 된다. 

각 족에 속하는 분류군은 특이하게 모두 1속에 1종

만이 알려져 종 다양성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

러한 결과로 판단할 때 톱하늘소아과에 속하는 종들

은 다른 하늘소 집단에 비해 종의 분화가 거의 일어

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급속한 자연환

경 변화에 종의 단절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다.

몸의 색은 전반적으로 검은 적갈색이다. 턱, 겹

눈, 더듬이, 다리, 복부 등은 흑갈색이다. 머리는 회

황색의 털들이 조밀하게 덮여있다. 배면은 짧은 황색

의 털로 덮여 있으나 잘 벗겨진다. 특별히 앞가슴 등

판 좌우에 각각 2개, 가운데가슴등판(소순판: )

에는 마치 둥근 황색무늬처럼 남아있다. 이것은 이 

부분이 오목하게 파여 있기 때문이다. 암컷에 있어서

는 수컷보다 크고 긴 타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컷의 큰턱(Mandible)은 마치 사슴의 뿔처럼 매

우 굵고 길며 바깥쪽으로 1개의 돌기가 잘 발달되어 

있으나 개체에 따라 변이의 폭이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다. 홍승표 김용식(1991)은 장치형(

), 중치형( ), 단치형( )으로 구분하기

도 했다. 그러나 암컷의 큰턱은 수컷의 경우와 달리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작게 발달되어 있

다. 앞가슴등판의 형태는 수컷에 있어서 몸의 기부 

폭과 비슷하거나 약간 넓으며, 앞 가장자리가 뒤 가

장자리보다 약간 폭이 작은 사다리꼴 모양이다. 앞

가슴 측면은 무딘 톱날 같은 돌기들이 조밀하게 나 

있으며, 특히 각 모서리 부근 돌기는 보다 굵고 강

하며 길게 발달되어 있다. 암컷의 앞가슴등판은 몸

의 기부부근 폭보다 분명하게 좁으며, 측면에 나 있

는 가시들은 수컷에 비해 전반적으로 훨씬 더 길고 

날카롭게 발달되어 있다.성충의 몸의 길이는 수컷

이 암컷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크며, 우리나라에 있

어서 수컷이 85 120mm이고 암컷은 65 85mm가

량 된다<그림 2>. 각 나라별로 보고된 몸의 길이는 다

음 <표 1> 과 같다. 알의 평균 지름은 2.60mm이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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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이는 6.72mm이고 마지막 단계의 유충의 길이는 약 

127mm라고 기록하였다(김창환 1978). 유충의 몸

은 유백색이며 길이는 약 100 150mm가량 된다<

그림 3>. 번데기의 크기는 약 70 110mm 정도 된

다<그림 4>.

【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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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하늘소의 성충은 주로 저지대의 울창한 활엽

수림 지역에 서식하며 6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8월경에 가장 많은 개체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변봉규 등 2007). 중

국에서는 6 7월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

다수 하늘소처럼 특히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며 불

빛을 보고 날아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이승모 1987). 

성충이 비행을 할 때는 “타타타 탁”하며 날개를 부딪

쳐 소리 나는 연속마찰음을 일으키며, 거대한 체구 

때문에 약 100m가량 고공 비상하여 5 10m크기가량 

되는 신갈나무 등의 상처에서 나오는 수액에 모이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홍승표·김용식 1991).

암컷은 수세가 약한 서어나무 약 2m 높이에서부

터 상부로 이동하면서 수피 틈에 알을 낳는다. 이러

한 산란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수피 틈을 크고 강한 

턱으로 물어뜯어 상처를 내고 거기에 약 20여회의 산

란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암컷 1개체가 기주식물 

한 그루에 산란하는 알의 수는 최소한 20개 이상 되

는 것으로 추정된다(변봉규 등 2007).

우리나라에서 장수하늘소 유충의 기주식물은 수

세가 약한 서어나무, 신갈나무, 물푸레나무(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느릅나무류 등의 활엽수로 알

려져 있다<표 2>, <그림 5>. 유충은 이러한 기주식물 

가운데 수세가 약하며 오래된 큰 나무 수간 심부를 

파먹고 산다. 특히 지름 80 250cm 되는 오래된 서어

나무 수간부의 목질 부분을 먹는다고 알려져 있다<그

림 6>. 그리고 신갈나무와 물푸레나무가 기주식물이

라고 보고하였다(김창환 1978). 유충의 기간은 국내

에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 유충기

간은 약 2년으로 알려져 있다.

장수하늘소가 분포하는 각 나라별로 기주식물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앞에 열거한 4속의 식물 

【 그림 2 】 

【 그림 3 】 

【 그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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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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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이 알려져 있지만 본 종의 중심지인 러시아에서는 우

리나라에도 분포하는 식물이지만 아직까지 기주식물

로 기록이 없는 피나무, 황철나무, 거제수나무 등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도 보고된 3

종의 기주식물은 러시아에서 보고된 식물에 모두 포

함되며 역시 우리나라에서 기주식물로 보고기록이 없

는 거제수나무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수하늘소유충의 주요 기주식물로 알려진 서어나무

는 중국에도 분포하지만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장수하

늘소유충이 서어나무에서 발생한 기록이 없다. 일본

에서의 장수하늘소 기주식물은 보고된 바 없다. 우리

나라에서  알려진 4속의 기주식물 가운데 우리나라에

서만 특이하게 주로 서어나무류에서 성충이나 유충이 

빈도가 높게 활동하거나 산란을 하는 것은 매우 흥미

로운 사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장수하늘소의 지리학적인 분

포 가운데 의문으로 남아 있는 일본 규슈 미야자키

현 지방을 제외하면 대략 위도 약 37.5̊ 47.8̊ , 경

도 126̊ 140̊  범위에서 기록이 알려져 있다. 지구

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대륙이 모두 붙어

서 하나의 거대한 땅 덩어리로 이루어져 소위 판게아

(Pangaea)로 되어 있었다. 중생대 초기 이전에 분화된 

딱정벌레 그룹들은 하나의 대륙에서 이곳저곳으로 다

양하게 적응 진화를 거쳐서 분산 및 확산되어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이르러 판게

【 그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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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륙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판게아 대륙이 

본격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쥐라기 중반 이후

이다. 쥐라기 중반에 이르러 현재의 북아메리카와 아

프리카/남아메리카 대륙의 사이가 확장되면서 북대

서양이 탄생하였다. 쥐라기 말에는 아프리카로부터 

마다가스카르가 떨어져 나왔다.

백악기에 이르러 남아메리카/아프리카 대륙과 인

도/남극대륙/호주대륙의 사이가 갈라지면서 인도양

이 탄생하였다. 백악기 초에 곤드와나대륙을 떠난 인

도대륙은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신생대 초에 아시

아대륙과 충돌하여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했다. 북아

메리카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떨어지고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서로 연결되었으며 호주는 남극대륙과 

분리되어 환남극해류(Circum-Antarctic current)가 형

성되어 지구 기후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장수하늘소가 속한 장수하늘소 속( , Genus)의 

종( , Species)들의 지리학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구

대륙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러시아, 중국 등지에

서 동일종인 장수하늘소(Callipogon relictus  Semenov, 

1898) 1종만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

림 7>. 나머지 20여종은 멕시코에서부터 칠레에 이르

는 아메리카대륙 중부 및 남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장수하늘소의 이러한 생물지리학적인 진화와 분포를 

결정짓는 요인은 대륙판의 분리 및 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들은 대륙이 분리되

기 전에 유라시아 동부지역과 북아메리카 대륙에 같

은 종으로 서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데 지질시대를 통해 대륙이 분리되어 이동하면서 구

북구 지역에 사는 종은 우리나라, 러시아 연해주, 중

국 북부지역에서처럼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 오랜 세

월 동안 장수하늘소란 1종으로 적응하여 서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로 가면 개체군의 크기도 매

우 작아서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들은 대륙판의 분리

뿐만 아니라 대륙 분리 이후 지질시대의 빙하, 기후

변화, 기주식물, 천적 등  다양한 환경 요인들에 기

인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

였던 종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한 종들이 다양하게 

확산 분화하여 오늘날의 풍부한 종 다양성을 유지하

면서 분포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장수하늘소에 대한 기록은 일본인 학

자 Saito가 1932년에 Macrotoma  (Bander) fisheri 

Waterhouse란 종으로 잘못 분류 동정하여 보고한 것

이 한반도에서 첫 학술기록이며 본종이 이 지역에 서

식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학자로서는 조복성(1934)이 처음으로 서

울 근교 북한산 남장대( )에서 장수하늘소를 발

견하여 학계에 보고하였다. 그 이후 Murayama(1936)

가 장수하늘소 유충의 형태특징과 먹이식물인 서어나

무를 함께 보고하였다. 조복성(1946)은 장수하늘소의 

【 그림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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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내외 분포를 다시 언급하였으며, 1955에는 장

수하늘소의 기주식물과 국외 분포, 서울 북한산, 경

기 광릉, 강원 춘천, 화천, 양구 등 국내 분포를 기록

하면서 “체구가 너무 커서 생존경쟁에 적합하지 않아 

멸종될 염려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로 지정되어 보호번식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라

고 언급하고 있다. 

조복성(1959)은 한국산하늘소과 갑충의 피해식물

을 연구하면서 장수하늘소의 기주식물로 신갈나무, 

서어나무를 보고하였다. 이어 조복성(1961)은 국내 

채집지로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전리, 화천군 하남

면 거례리 및 간동면 유촌리, 양구군 양구면 읍내, 경

기 북한산, 광릉 등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였다. 조

복성(1969)에 의해 쓰인 『한국동식물도감』에서는 장

수하늘소의 구체적인 채집지 언급은 없으며 분포에서 

우리나라 중부지역과 유충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김창환 등(1974)은 각 기관에 소장된 표본 현황

과 소장 표본의 채집시기를 분석하였다. 김창환 등

(1976)은 과거 장수하늘소 채집기록이 있었던 광릉숲

과 소금강 등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본 종의 서식실

태를 조사하여 보고하였으며 기존 문헌상에 채집기록

을 인용하여 분포를 정리하였다. 김창환(1978)은 국

내 4개 기관에 소장된 장수하늘소 22개체의 표본을 

조사하면서 1961년에 보고된 채집지 이외에 강원 북

산면 청평리, 소금강을 추가로 기록하였다.

Lee(1982)는 한국의 하늘소류를 261종을 정리하면

서 경기도 광릉에서 채집된 수컷(1967. 8. 3 및 11) 2개

체를 소개하였다. 김창환 및 남상호(1982)은 서울 일원

의 북한산 곤충상을 조사하면서 과거 북한산에서 보고

되었던 장수하늘소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언급하였다. 

남상호(1996)는 『원색도감 한국의 곤충』에서 1987. 7. 

28 광릉에서 촬영한 암컷 생태사진을 수록하였다. 

권 등(1990)은 장수하늘소의 기존 자료를 참고로 

한국의 중부, 북부를 분포지로 언급하였다. 홍승표

김용식(1991)은 성충의 부분적인 행동을 관찰한 결과

를 바탕으로 행동에 대한 기록과 성충 표본을 대상으

로 수컷의 큰턱(Mandible) 변이에 대해 보고하였다. 변 

봉규 등(2006, 2007)은 경기도 광릉지역에서 장수하늘

소의 서식에 관한 조사결과와 보전대책을 언급하였다.

한편 북한지역에서는 곤충학자들이 거의 없으

며 특히 딱정벌레목 분류군에 전공학자가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하늘소류에 대

한 연구가 일제 강점기 이후 거의 수행된 바 없다. 북

한에서는 장수하늘소를 ‘장수돌드레’라고 부르는데 

Nakane(1974)에 의해 북한지역에서도 본 종이 서식하

고 있음이 학계에 처음 보고되었다.

리준범 외 다수 연구자(1989)들은 『조선지리전서 

동물지리』에서 146종의 곤충을 언급하는 가운데 함경

북도 웅기군(현재 선봉군) 홍의리(1959.6.15)에서 채

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지역은 북한의 북동쪽

에 위치하고 면적의 70%가 삼림이며, 중국 및 러시아

와 접하며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는다. 

장석규 등(1990)은 『조선지리전서 강원도』에서 주

요해충의 지리적 분포를 언급하면서 “법동, 판교 지역

을 포괄하는 비교적 산지가 우세한 림진강 상류지대와 

세포, 삼방협 지방의 추가령지구를 포함한 도안의 넓

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대륙성기후가 농후

하며 침활혼성림과 한대성 바늘잎나무림의 해충상이 

더욱 다양하다. 대표적인 종들은 다음과 같다.  넓은잎

나무림에서는 미끄니돌드레 Mallambyx raddei  Blessing, 

우단돌들레 Dihammus frandator  Bates, 장수돌드레 

Callipogon relictus Semenov, ” 임진강 상류와 추가령 

지구일대에 장수하늘소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산림의 대표 해충이라고 인

식할 정도이면 아마도 개체군의 크기가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을 포함하여 우

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장수하늘소 채집지는 

경기도 4곳, 강원도 6곳, 함경북도 1곳을 포함하여 

11곳으로 확인 되었으나<표 3> 및 <그림 8>, 본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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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희귀성과 소장가치로 인해 개인이 수집하고 있는 알려

지지 않은 개체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상황

을 고려해보면 채집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 표 3 】

Semenov(1899)가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채집한 표본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학계에 

신종 발표를 하였다.

Cherevpanov(1979)는 46개체의 표본을 검토하면서 

연해주 지방과 아무르 강 일대에서 국지적으로 분포

하다고 보고하였다. Wang(2003)은 시베리아(

)에 분포지역을 언급하였다.

Iljin(1926)이 러시아 하늘소류를 연구하면서 중국 

만주(Manchuria)에 장수하늘소 분포를 보고하였다. 

Wu(1936)는 중국곤충목록을 작성하면서 본종의 만주 

분포를 인용하였다. Wang(2003)에 따르면 길림성(

, ) 등 2곳, 흑룡강( ,  ), 

, 서백리아( ), 조선을 언급하면서 수컷 표

본사진은 길림( , 1996.6.20), 암컷 사진은 흑룡강

( , 1984.6.20)에서 채집된 표본을 수록하였다. 

1970년 전후에 일본 규슈  지역에서 장수

하늘소가 처음 채집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곤충학자 

Nakane(1974)는 이것은 일시적으로 정착해서 발생한 

것으로 다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록이 없는 실정이

다. Ohbayashi and Kojima(1992)에 따르면 일본곤충학

계에서도 외국에서 우연히 이입되어 일시 정착하였

거나 일본에서 발생이 의심스러운 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동지역의 다른 나라

에서도 많은 채집지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부분 몇 

개 국지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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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장수하늘소의 보전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본 종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방안 제시와 학자와 관련단체 정부와 공동 

추진 체계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그림9>.

우리나라에서 장수하늘소 서식지에 대한 기초 자

료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각 기관이

나 개인이 소장한 표본실태 조사를 하여 장수하늘소 

출현 장소(채집지역), 출현 시기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로 파악한 결과와 지금까지 본종이 

채집되었거나 서식지로 알려진 8지역(경기도와 강원

도)과 함께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장수하늘소

의 서식지 및 출현 시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확보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된 서식지나 채집지의 자

연환경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기주식물, 

고도, 위도, 기온 등 자연환경을 분석하여 이와 유사

한 자연환경 지역을 추가 파악한다. 알려진 우리나라 

식생도를 참고로 하여 서식 가능성이 높은 지역 특히 

경기도 동북부, 강원도 내륙지방 가운데 오래된 서어

나무 군락과 신갈나무 군락들이 서로 혼합되어서 서

식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장수하늘소의 생태 및 서

식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러시아 및 중국지

역의 장수하늘소에 관한 출현 시기, 알· 유충의 단계

별 기간, 성충행동특성, 기주식물을 비롯하여 서식장

소의 고도, 식생 등 다양한 생태환경의 물리적인 특

성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우리나라 자료와 비

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가의 전공학자와 공

동 조사 또는 문헌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생태적인 

【 그림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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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 환경요소 또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특성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알려진 서식지나 서식 가능

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

여 유충 및 성충의 서식유무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

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에

서 기주식물로 알려지지 않은 서어나무에서 장수하늘

소 성충이나 유충이 주로 관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서어나무를 비롯하여 신갈나무, 물푸레나

무 속, 느릅나무 속들에 대한 장수하늘소의 서식실태

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기주식물 가운데 

오래되고 수세가 약한 거목의 수간 부위에 유충 섭식

흔적을 통해 유충의 서식유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성

충의 서식유무는 기주식물 가운데 상처가 나 수액이 

흐르는 곳을 집중 관찰하거나 밤에 성충 유인방법으

로 등화채집방법(Light trap method)을 통해 출현실태

를 조사한다. 

최근 장수하늘소 서식 및 출현이 확인되는 곳은 

소리봉 일대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해 

서식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밀도의 변동을 파악

하여 보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성충의 출현개체가 확인될 경우 위치추적

센서를 이용하여 이동경로의 추적을 통해 생태, 행동

학적 자료의 확보도 보전대책 수립에 주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장수

하늘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수하늘소

가 서식하고 있거나 기록이 있었던 산림지역의 서어

나무 군락의 보존 및 관리가 우선적으로 주요 정책사

항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서어나무 가운데서도 

장수하늘소 성충이 산란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오래되

고 죽어가기 직전의 오래된 거목을 제거하지 말고 산

림 속에 내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본 종의 생존 및 

번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

러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느릅나무 등의 수세가 약

한 고목도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주식물 군락지나 서식지 보전을 지정할 때

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4분류군의 기주식물이 혼서

하는 산림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

다. 성충은 풍뎅이류나 사슴벌레류와 같이 신갈나무, 

물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상처 난 부위

에서 나오는 시큼하고 달착지근한 수액에 모여서 이

를 먹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양물 섭취는 다음 세대 

개체군 수를 확산시키는 번식활동의 주요한 에너지원

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광릉지역에서 장수하늘소 성충이 

간헐적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에 대

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전문가 그룹

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정보교류를 통해 전문적인 장

수하늘소 조사 및 보호에 대한 대책의 지속적인 강구

도 필수사항 중 하나이다. 비교적 생활사가 긴 본 종

의 특성상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조사 및 

보전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소리봉 일대는 수

도권 확장으로 인해 도로 관통, 주변지역 개발 등으

로 인해 광릉 숲 일대가 섬 형태로 점점 생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지

역의 주변지역도 개발 확장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

각된다. 

하루빨리 실제 살고 있는 서식지의 식생을 비롯하

여 자연환경을 정밀조사하고, 기주식물들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장수하늘소 자체의 생태연구를 

서둘러 이들의 정확한 일생이 얼마나 걸리고,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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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에 어느 정도 양의 기주식물이 있어야 하는지

를 분석해 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광릉숲을 지속적

으로 관리 및 보전할 필요가 있다.

연구보고서 또는 관찰기록으로 보면 장수하늘소

가 불빛에 유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광

릉숲 주변의 유흥업소와 주유소 등의 빛이 강한 야간

의 불빛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성충의 활동 계절, 즉 6월 중순경부터 9월 

중순경까지 야간 시각 때는 소등 또는 숲 방향으로는 

빛을 차단하고 부분 조명을 할 수 있는 조명설비로 

교체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관통하

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전조등, 소음, 진동 등도 장수

하늘소의 생존에는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밤 시간 차량의 통행제한을 포함한 위해요소들을 줄

여나가는 다각적인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곤충사육기술로 산림병해충 방

제방법 개발을 위한 실험용으로 솔수염하늘소와 울

도하늘소 등의 집단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 

보호종, 희귀종, 실험용, 애완용 곤충 분야에서 사육

기술이 개발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장수

하늘소의 생태연구와 더불어 조심스럽게 이들의 개

체사육을 통해 장수하늘소 서식지로 알려졌던 곳이

나 현지에 방사하여 복원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이나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서 도입한 

장수하늘소 개체군을 이식하여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

법은 사전에 철저한 유전자분석을 통해 국내종의 개

체군에 교란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의를 기

울여 과거 서식지로 알려졌으나 현재 출현발생 보고

가 없는 지역부터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장수하늘소의 밀도가 낮은 조건에서

는 그 무엇보다도 이들이 스스로 밀도회복을 할 수 

있도록 서식처의 훼손이나 포획과 같은 인위적인 간

섭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 종의 밀도가 

너무 낮으므로 아무리 적은 수의 개체를 포획하더라

도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릉숲 일대의 장수하늘소 보전이 계통분

류학 연구, 생물다양성 보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생태관광자원으로서 중요성과 가

치에 대해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에 대해 홍보, 교육 

등 계몽활동을 강연, 영상, 출판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식지역 및 인근지역의 출입통제 및 순찰 

활동을 통해 무분별한 밀렵꾼의 남획방지도 중요한 

보호 대책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본 종의 출현시기

에는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밀렵꾼 적발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모두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본 종의 보호

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장수하늘소 지킴

이 등 민간 단체를 조직하거나 국가가 안정적으로 후

원하여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이와 

병행하여 장수하늘소의 서식지나 출현상황을 제보하

거나 보전이나 보호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국가

가 감사, 격려, 포상 등 다양한 보상 방안도 적극 도

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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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 제218호인 장수하늘소

(Callipogon relictus , Semenov 1898)는 동물지리구계상 

북방계열 곤충이며, 처음 기록된 지역은 블라디보스

토크(Vladivostok)이다. 계통분류학적으로는 하늘소 

가운데 원시그룹에 속하는 톱하늘소아과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수하늘소 족을 비롯하여 5개 아족

( )으로 나누어지며 각 족에 속하는 분류군은 모

두 1속에 1종만이 알려져 종 다양성이 매우 빈약하

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할 때 톱하늘소아과에 속하는 

종들은 다른 하늘소 집단에 비해 종의 분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급속한 자

연환경 변화에 종의 단절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취

약한 분류군으로 판단된다.

장수하늘소의 형태적인 특징으로 크기는 나라

별로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 개체들의 평균 크기

가 수컷 85 120mm, 암컷은 65 85mm가량으로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성충의 몸길이

는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크다. 알의 평균 지름은 

2.60mm이고 길이는 6.72mm이며, 유충의 몸은 유백

색이고 길이는 약 100 150mm가량 된다. 번데기의 

크기는 약 70 110mm 정도이다.

생태적인 특징으로 성충은 주로 저지대의 울창

한 활엽수림 지역에 서식하며 6월부터 9월까지 활동

하며, 8월경에 가장 많은 개체들이 출현하나 중국에

서는 6 7월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컷

은 수세가 약한 서어나무 약 2m 높이에서부터 상부

로 이동하면서 수피 틈에 알을 낳는다. 암컷 1개체가 

기주식물 한 그루에 산란하는 알의 수는 최소한 2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장수하늘소  유충의  기주식물

은 서어나무(Carpinus laxiflora ),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물푸레나무(Fraxinus rhynchophylla), 느릅

나무류(Ulmus spp.) 등의 활엽수로 알려져 있다. 이

러한 기주식물 가운데 유충은 주로 수세가 약하며 지

름 80 250cm 되는 오래된 서어나무 수간부의 목질 

부분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충의 기간은 국

내에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약 

2년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서는 피나무(Tilia amurensis ), 황철나무

(Populus maximowiczii), 거재수나무(Betula costata) 등에

서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참나

무류(Quercus spp), 물푸레나무류(Fraxinus spp), 거제수

나무류(Betula spp.)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중국에도 분

포하는 서어나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 기록이 없다. 

일본에서는 장수하늘소 기주식물이 보고된 바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의 출현 기록조

사 지역을 분석한 결과 장수하늘소의 지리학적인 좌

표는 위도 약 37.5̊ 47.8̊ , 경도 126̊ 140̊  범위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대륙에서는 우리나라

를 포함해 장수하늘소 1종만이 서식하고 있으나, 멕

시코에서부터 칠레에 이르는 아메리카대륙 중부 및 

남부지역에서는 장수하늘소속에 20여 종이 분포한다. 

이러한 생물지리학적인 진화와 분포는 중생대 중반기 

이후 대륙판의 분리 및 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나라별 채집 분포지역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

라는 경기도 4곳, 강원도 6곳, 함경북도 1곳으로 나

타났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를 비

롯해 연해주 지방과 아무르 강 일대에서 국지적으로 

분포하며, 중국은 길림성( , )  등 2곳, 흑룡

강( ,  ), 협서( ) 등 동북부 지

역에서 역시 국지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궁

지현 1곳이 알려져 있으나 분포 자체가 매우 의문 상

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극동지역 3개 국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하늘소의 종 보전방안으로는 먼저 국내외 소

장 표본들이나 문헌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출현 

장소(채집지역), 출현 시기 생태적인 정보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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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둘째,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된 서식지역이나 

채집지역의 기주식물, 고도, 위도, 기온 등 자연환경

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관련 국가의 전공학자와 공동 조사 또는 문

헌 분석을 통해 북한, 러시아 및 중국에서 본 종의 출

현 시기 및 서식환경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 생태 또

는 환경요소나 우리나라만의 고유특성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넷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알려진 서식지나 서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그룹을 조

직하여 유충 및 성충의 서식유무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서어나

무에서 장수하늘소 성충이나 유충이 주로 관찰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주식물 가운데 오래되

고 수세가 약한 거목을 대상으로 수간 부위에 유충의 

섭식흔적을 통해 유충의 서식유무를 파악하여야 한

다. 성충의 서식유무는 기주식물 가운데 상처가 나 

수액이 흐르는 곳을 집중 관찰하거나 밤에 성충 유인

방법으로 등화채집방법(Light trap method)을 통해 출

현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장수하늘소가 서식하고 있거나  지

금까지 기록이 있었던 산림지역의 서어나무 군락지역

이나 서식지를 지정하여 보존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주식물 군락지나 서식지 보전을 지정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4분류군의 기주식물이 혼서하는 

산림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현지내 종 보호정책으로 광릉지역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전문가 그

룹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정보교류를 통해 장수하늘

소 조사 및 보호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광릉일대는 수도권 확장으로 인해 도로 관통, 주변지

역 개발 등으로 인해 서식지 일대가 섬 형태로 점점 

생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과 

주변지역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 장수하늘소 번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현지외 종 복원 및 기존 서식지에 방사방

안으로 사전에 철저한 유전자분석을 통해 국내종의 

개체군에 교란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의를 

기울여 과거 서식지로 알려졌으나 현재 출현발생 보

고가 없는 지역부터 조심스럽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 특히 광릉숲 일대

의 장수하늘소 보전이 곤충 계통분류학 연구나 생물

다양성 보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향

후 생태관광자원으로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에 대해 홍보, 교육 등 계몽활동을 

강연, 영상, 출판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

로 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장수하늘소 보호활동이나 

보전에 노력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최대한의 지원체

계를 마련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체나 개인에게는 

감사, 격려, 포상 등 다양한 보상 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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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n bibliography and field investigation of Callipogon relictus  Semenov, 1898 (Korean natural 

monument number 218) shows that the size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and Korean specimens, for which male 

is 85~120mm and female is 65~85mm, are found to be the largest. The average diameter and length of egg are 

2.60mm and 6.72mm respectively. The larva has milky color and is about 100~150mm in length. The pupa is nearly 

70~110mm. An adult generally appears from June to September in Korea in the broadleaf forest of lowland, whereas 

it appears from June to July in China. 

It is known that the pupa largely feed on the old tree trunk of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in Korea, 

but no such data have been reported in China and Russia, showing differences in host plants. While the larva period is 

not exactly known in Korea, it is reported to be two years in China. It appears that the species inhabits in very limited 

regions of approximately between geographical latitude 37.5˚~47.8˚ and longitude 126˚~140˚ including Korea, China 

and Russia.

To conserve the long-horned beetle in Korea, this research drew out following some conclusions through analyzing 

the references and field survey data. First, it need to perform precise survey on the natural environment  of occurring 

and collected area or place including host plant kinds, temperate, humidity, latitude, longitude etc. Second, habitat 

region must be designated as a restricted development area, and it need to exclude or reduce the damage factors to 

prosper reproduction of the species. Third, it is necessary to keep loosing cautiously artificial breeding individuals in 

the reported sites , not disturbing scope of natural populations. Fourth, it needs to educate or publicize many people 

importance and value of this species through many methods.

Key Words :  Notes, Status and Conservation, Morphology and Ecology, Geographical Distribution, 

Callipogon relictus  Semenov,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