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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말벌과의 종목록 정리 및 분포에 대한 고찰
최문보ㆍ김정규

1
**ㆍ이종욱*

영남대학교 생명과학과, 
1
한서대학교 생명과학과

Checklist and Distribution of Korean Vespidae Revisited
Moon Bo Choi, Jeong Kyu Kim

1
** and Jong Wook Lee*

Department of Life Science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Gyeongbuk, 712-749, Korea
1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Hanseo University, Seosan, Chungnam, 356-706, Korea

ABSTRACT: A diverse range of taxonomic confusions are brought forth since past taxonomic information including major errors 

following its initial provision of some uncertain information has repeatedly been applied to Korean Vespidae in its identification. Thus,

this study, which made a final summarization of research on Vespidae, provided the list of Korean Vespidae determined except for 

Eumeninae, with their distributional data. A total of 30 species (including 3 subspecies) belonging to 5 genera of 2 subfamilies are listed:

subfamily Vespinae (3 genera/ 18 species) and subfamily Polistinae (2 genera/ 12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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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산 말벌과에 관한 그 간의 연구는 다수의  오류를 포함하는 과거의 정보들이 동정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여러 가지 분류학적 혼

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말벌 연구들을 최종 정리하여 호리병벌아과를 제외하고 확정된 한국산 말벌과의 종

목록과 그들의 분포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였다. 총 2아과 5속 30종(3아종 포함)의 말벌류와 쌍살벌류를 한반도산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중 말

벌아과는 3속 18종, 쌍살벌아과는 2속 1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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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은 그들의 높은 출현 빈도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

는 강력한 독으로 인하여 매우 주목 받는 벌목(Order Hymeno-

ptera)중의 한 분류군이다. 한국산 말벌과(Family Vespidae)는 

과거 한국산 기록을 정리, 기재, 도해한 Kim(1963, 1970, 1980)

의 방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개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그의 연

구들은 그간 알려진 한국산 전 종을 개관함과 동시에 분류학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추후 연구의 일반적 기초를 마련한 매우 

중요한 일보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분류

학적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개정 및 동종이명 처리된 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몇몇 종에서는 오동정의 가능성이 커 정확한 

한국산 말벌류 동정을 위한 분류학적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는 

제한적이다. 그 후 최근까지 Kim et al.(1994b), Kim and Yoon 

(1996), Kim(2001), Kim et al.(2006) Kim and Kim(2011)에 의

하여 한국산 말벌속(Genus Vespa)의 분류 검색표와 땅벌속

(Genus Vespula), 중땅벌속(Genus Dolichovespula) 및 쌍살벌

속(Genus Polistes)의 신기재 및 미기록종의 기재를 제공하는 분

류학적 연구가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종, 미

기록종 기재 및 기존 국내종의 오동정이나 동종이명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일부 전문 연구자를 제외

하고는 오류를 포함하는 과거의 분류학적 정보들이 동정에 반

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여러 가지 분류학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하는 국내 도감류에서 제공하

는 말벌과의 정보는 매우 심각할 정도의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말벌과의 종들은 넓은 범위의 무늬변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

늬 양상을 통한 동정은 필연적으로 많은 분류학적 오류의 원천

이 된다), 전문 곤충학자들의 보고서나 곤충상 연구에서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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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학명과 미분포종을 기재하는 등 많은 오류를 나타내고 있어

(e.g. Lim et al., 2011; Park et al., 2010; Shim and Park, 2006) 이

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도심지역으

로의 말벌류 확산과 침입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서(Choi et al., 2006; Choi et al., 2012a,b; Choi and Moon, 2005; 

2006; Kim et al., 2006), 이들 한국산 말벌종의 분류 및 생태에 관

한 정확한 정보제공은 위해곤충류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시급한 

사회적 요구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한반도와 관련된 분류학적 연구

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한국산으로 알려진 말벌종들의 확증된 

종명 및 국명을 정리한 종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추후 연구의 분

류학적 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한반도산 말벌종들이 전국적인 분포를 

하고 있지만, 일부 종들은 북방계열 서식특성을 가지거나, 혹은 

아열대성 종이 침입하여 확산되는 등 기후적 변화에 기인한 지리

적 특이양상을 나타내거나 추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들이 

관찰 되는 바(Choi et al., 2012a; Jung, 2012), 이들에 대한 현재의 

분포지도를 제공한다. 이는 추후 기후변화에 따른 종 이동 및 확

산 등의 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비교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말벌과의 표본 검경

본 연구를 위한 말벌과의 검경은 다음과 같은 표본 소장처의 

표본들을 사용하였다: 고려대학교 한국곤충연구소, 서울대학

교 응용생물화학부, 영남대학교 생명과학과, 한서대학교 생명

과학과, 고신대학교 생명과학과, 대전대학교 생명과학과, 경상

대학교 생물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성신여자대

학교 자연사박물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곤충 표본실. 

말벌과의 범위

말벌과(Family Vespidae)는 벌목(Order Hymenoptera), 벌

아목(Suborder Apocrita) 내에서 말벌상과(Superfamily Ves-

poidea)의 한 분류군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하위분류군에 대한  

단계통성에 관하여 상치되는 견해는 없다. 다만 우리가 통상적

으로 일컷는 말벌류를 구성 하는 분류군들의 분류계급 적용에 

관하여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왔으며, 

Richards(1962)와 Carpenter(1982)의 분류체계가 대표적이다. 

외부형질을 통한 계통분류학적 연구에서 Carpenter(1982)는 말

벌과(Family Vespidae) 내에 6 아과 즉, Marsarinae(국내 미분

포), 호리병벌아과(Eumeninae), Euparagiinae(국내 미분포), 

Stenogastrinae(국내 미분포), 쌍살벌아과(Polistinae), 말벌아

과(Vespinae)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분류체계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Richards(1962)는 

호리병벌류와 Marsarid wasps를 별개의 과로 인식하며, Steno-

gastrinae, 쌍살벌아과, 말벌아과 만을 포함하는 말벌과의 분류

체계를 제공하였다. Kim(1970, 1980)은 말벌, 쌍살벌 및 호리병

벌을 각각의 과로서 인식한 분류체계를 적용하였으며, Kim et al. 

(1994a)는 말벌과에 쌍살벌아과 및 말벌아과를 위치시킨 반면, 

호리병벌과(Family Eumenidae)를 분리 위치시키는 Richards 

(1962)의 분류체계를 따른 한국산 말벌류의 종목록을 제시하였

다. 최근 Paek et al.(2010)은 Carpenter(1982)의 견해를 따라 호

리병벌아과를 말벌과에 포함하여 한국산 말벌과를 총 3아과로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독생활형인 호리병벌아과의 

분류군들은 제외하고 아사회성 및 진사회성의 생태적 특성을 

가진 쌍살벌아과 및 말벌아과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결과 및 고찰

한국산 말벌과의 종목록

한국산 말벌아과 및 쌍살벌아과는 총 5속 30종(3아종 포함)

이 확증되었으며, 아래에 논의되는 바와 같이 북한산으로 판단

되는 종들은 별도 명시하였다. 종 목록은 Table 1과 같다. 

각 속에 대한 고찰

말벌속 (Genus Vespa) 

말벌과에서 가장 대형이며, 비교적 용이한 구조적 형질에 의

하여 동정이 가능하며 분류학적 혼란이 적은 속이다. Kim et al. 

(1994b)이 9종(2아종 포함)에 관한 분류학적 정보를 제공하였

으나, 노란줄말벌(V. basalis Smith)은 오동정된 것으로 추후 

Kim et al.(2006)에 의하여 정정 되었다. 최근 Kim et al.(2006) 및 

Kim and Kim(2011) 등에 의해 등검은말벌(V. velutina nigrithorax)

과 큰홑눈말벌(V. binghami) 2종이 추가되어 최종 10종(2아종 

포함)으로 확정 되었다. 그 외, Giordani Soika (1976, 1982)는 V. 

mongolica André 및 V. tropica pulchra Buysson을 북한산으로 

발표한바 있다. 전자의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는 V. simillima의 동종이명이다(Carpenter and Kojima, 

1997). 후자의 종은 저자들 중 J.K. Kim에 의하여 헝가리국립자

연사박물관으로부터 대여된 표본(female, Prov. Pyo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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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cklist of Korean Vespidae

No. Scientific name Korean name Note

Subfamily Vespinae 말벌아과

     Genus Vespa 말벌속

 1 Vespa analis parallela André, 1884 좀말벌

 2 Vespa binghami du Buysson, 1905 큰홑눈말벌

 3 Vespa crabro crabroniformis Smith, 1852 등무늬말벌

 4 Vespa crabro flavofasciata Cameron, 1903 말벌

 5 Vespa ducalis Smith, 1852 꼬마장수말벌

 6 Vespa dybowskii André, 1884 검정말벌

 7 Vespa mandarinia Cameron, 1852 장수말벌

 8 Vespa simillima simillima Smith, 1868 털보말벌 syn. V. mongolica

 9 Vespa simillima xanthoptera Cameron, 1903 황말벌

10 Vespa velutina nigrithorax Buysson, 1905 등검은말벌

     Genus Vespula 땅벌속

11 Vespula austriaca (Panzer, 1799) 기생땅벌(신칭)

12 Vespula flaviceps flaviceps Smith, 1870 땅벌 syn. Vl. japonica pionganensis

13 Vespula germanica Fabricius, 1793 독일땅벌(신칭)

14 Vespula koreensis koreensis Radoszkowski, 1887 참땅벌

15 Vespula rufa schrenckii Radoszkowski, 1861 노랑띠땅벌 

16 Vespula shidai Ishikawa, Sk Yamane et Wagner, 1980 흰띠땅벌(신칭)

     Genus Dolichovespula 중땅벌속

17 Dolichovespula kuami Kim et Yoon, 1996 구암중땅벌

18 Dolichovespula media media (Retzius, 1783) 중땅벌

(Dolichovespula pacifica (Birula, 1930)) 삼지연땅벌 distribute in North Korea

Subfamily Polistinae 쌍살벌아과

     Genus Parapolybia 뱀허물쌍살벌속

19 Parapolybia indica (Saussure, 1854) 큰뱀허물쌍살벌

20 Parapolybia varia (Fabricius, 1787) 뱀허물쌍살벌

     Genus Polistes 쌍살벌속

   Subgenus Polistes 쌍살벌아속(신칭)

21 Polistes (Polistes) chinensis antennalis Pérez, 1905 두눈박이쌍살벌 syn. P. insepultus

   Subgenus Gyrostoma 왕바다리아속(신칭) 

22 Polistes (Gyrostoma) rothneyi iwatai Vecht, 1968 제주왕바다리

23 Polistes (Gyrostoma) rothneyi koreanus Vecht, 1968 왕바다리

24 Polistes (Gyrostoma) tenuispunctia Kim, 2001 민쌍살벌

25 Polistes (Gyrostoma) yokahamae Rodoszkowski, 1887 등검정쌍살벌 syn. P. jadwigae jadwigae

   Subgenus Polistella 별쌍살벌아속(신칭)

26 Polistes (Polistella) djakonovi Kostylev, 1940 참어리별쌍살벌

27 Polistes (Polistella) japonicus japonicus Saussure, 1858 꼬마별쌍살벌(신칭)

28 Polistes (Polistella) mandarinus Saussure et Geer, 1853 어리별쌍살벌

29 Polistes (Polistella) nipponensis Pérez, 1905 큰별쌍살벌

30 Polistes (Polistella) snelleni Saussure, 1862 별쌍살벌

* The references appearing with scientific names in Table 1 were not listed in Literature Cited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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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ong-ak san, 14Km W da Pyongan, 30-VII-75)의 검경결과 꼬

마장수말벌(V. ducalis)의 오동정이다(in this study, 2013).

땅벌속 (Genus Vespula)

땅벌속은 국내에서 분류학적 연구가 매우 미비한 속이다. 

Kim et al.(1994a)과 Paek et al.(2010)은 점박이땅벌(Vl. 

vulgaris(Linné)), 땅벌(Vl. flaviceps lewisii), 참땅벌(Vl. koreensis 

koreensis), 노랑띠땅벌(Vl. rufa schrenckii) 등 4종의 한국산 땅

벌속을 기록하였다. 한편 Giordani Soika(1976, 1982)는 이들 

보다 앞서 북한산으로 점박이땅벌, 참땅벌, 노랑띠땅벌, Vl. 

germanica, Vl. japonica pionganensis Giordani Soika, Vl. 

austriaca 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Choi et al.(2006)은 한국산 미

기록종으로 Vl. shidai를 목록에 올렸다. Giordani Soika(1976)

에 의하여 신기재된 Vl. japonica pionganensis는 Vl. flaviceps 

flaviceps로 Yamane et al.(1980)에 의하여 동종이명 처리되었

다. Kim(1956, 1959)은 점박이땅벌로 동정한 개체들을 통해 무

늬변이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고려대학교 한국곤충연구

소에 소장된 방대한 재료들을 재 검경한 결과 이들은 참땅벌과 

Vl. flaviceps flaviceps가 혼재된 오동정이었음이 본 연구를 통하

여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산 기록 중 가장 빈번하게 오동정되는 

땅벌(Vl. flaviceps lewisii)은 일본특산 아종으로서(Yamane et 

al., 1980) 한국에는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본 연구를 위한 주요 표본 소장처의 방문연구에서도 본 아

종의 개체를 확인치 못하였다. 따라서 국명의 혼란을 막기 위해 

Vl. flaviceps flaviceps의 한국산 오동정 아종인 Vl. f. lewsii에 채

용되었던 국명 ‘땅벌’을 원아종에 사용하였다(Park et al., 2012). 

그 외 Vl. shidai의 경우 그들 무늬의 색에 따라 ‘흰띠땅벌’로 신

칭하였으며, Vl. germanica의 경우 1960-70년대 경기도와 강원

도 일대에서 채집된 일부 표본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의 채집기

록은 없는 상태이다. 이 종의 국명은 '독일땅벌'로 신칭하였다. 

또한 노랑띠땅벌의 집에 노동력을 기생(따라서 일벌이 없다)하

는 것으로 알려진 Vl. austriaca는 ’기생땅벌‘로 신칭하였다. 결

과적으로 한반도산 땅벌속은 총 6종이 기록된다. 추후 Giordani 

Soika(1976, 1982)에 의하여 사용된 표본의 재검경 및 추가적 

표본의 확보를 통하여 특히 한반도 내에서의 각 분류군별 분포양

상을 포함하는 심도있는 분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참땅벌은 영소특성이 밝혀지지 않은 유일한 땅벌속의 종이다. 

중땅벌속 (Genus Dolichovespula) 

Kim et al.(1994a) 과 Paek et al.(2010)은 과거 기록을 정리하

여 중땅벌(D. media media), 구암중땅벌(D. kuami), 삼지연땅벌

(D. pacifica)을 포함하는 3종의 한국산 중땅벌속의 목록을 제공

하였다. 이들 중 구암중땅벌은 Kim and Yoon(1996)에 의하여 

신종으로 보고되었으나, Archer(1999)에 의해 D. flora 의 변이

체로서 언급된바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들 두 종의 종 지위에 관

한 공식적인 분류학적 검증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Kim(2011)

은 모식표본 비교를 통한 두 종의 지위에 관한 유효성을 제시함

으로서 구암중땅벌의 종 지위를 확정하였다. 본 속의 한국산에 

관한 분류학적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한국이 분포지역으로 언급 

되는(Archer, 1989; Carpenter and Kojima, 1997) 삼지연땅벌

(D. pacifica)과 D. saxonica(Fabricius)이다. 이들 종들은 유럽

으로부터 중국, 동북 러시아, 일본 등 구북구를 가로질러 널리 분

포하는 종이다. 삼지연땅벌의 경우 Giordani Soika(1976)에 의

하여 한반도 북동쪽 산악지역에서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하지만 D. saxonica의 경우, 한반도 분포를 설명하는 실질적 

표본을 제시한 연구결과를 아직까지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Birula(1930)는 확인 표본의 분포 지도를 제공하였으며, 본 종이 

유럽으로부터 한반도의 최북단 인접 러시아 지역(여전히 극동

러시아 프리몰스키의 최남단 지역)까지 유라시아대륙을 가로 

질러 분포하는 종임을 밝힌바 있다. 그의 연구에서 본 종의 분포

지로서 한반도가 분명하게 제외되어 있으며, 단지 분포의 최남

단 지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경’이라는 표현(“In dem 

pazifischen Küstengebiete Siberiens ist V. n. saxonica von dem 

50º nördl. Br. bis zur koreanischen Grenze nach Süden verbreiter.”; 

그가 제시한 확인표본의 점분포지도에 따르면 한국 국경 위쪽

의 러시아 지역을 의미한다)이 사용됨으로서 추후 분포 기록에 

한국이 포함되는 오류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추후의 한국산 기록은 Birula(1930)에 의해 제시된 분포기록

의 잘못된 이해가 지속적으로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

서 추후 연구를 통하여 혹 간과 되었을 한국산 기록에 대한 보다 

철저한 문헌조사가 요구되며, 추후 지속적인 한국산 실물 표본

의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방문 검경된 표본실에서

도 본 종들의 개체를 발견치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증거로는 

본 두 종의 남한지역 분포는 여전히 미지이며, Archer (1989) 또

한 삼지연땅벌의 분포지를 북동한국 지역으로 한정하여 언급하

고 있다. 

뱀허물쌍살벌속 (Genus Parapolybia)

한반도산으로 명확하게 뱀허물쌍살벌과 큰뱀허물쌍살벌 두 

종으로 구분되며, 분류학적인 문제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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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8 species of Vespidae in South Korea (A: D. media media, B: D. kuami, C: V. velutina nigrithorax, D: V. binghami, E: Vl. 
shidai, F: Vl. germanica, G: Vl. rufa schrenckii, H: P. tenuispunctia).

쌍살벌속 (Genus Polistes)

극동아시아의 곤충학자들에게서 빈번히 나타나는 오류와 궤

를 같이하며, 국내 말벌과에서도 분류학적으로 가장 오류가 많

았던 속이다. 대표적으로 P. jadwigae는 Kojima and Hagiwara 

(1998)에 의하여 P. yokahamae로 동종이명처리 되었으며, 

Kojima(1997)의 연구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약 100여년간 P. 

nipponensis가 어리별쌍살벌(P. mandarinus)로 오동정되어 왔다. 

후자를 포함하고 있는 극동아시아산 별쌍살벌아속(Subgenus 

Polistella, Table 1)의 5종에 대한 분류학적 견해는 논쟁 중에 있

는 실정이며(Kojima, 1997), 동북아시아에서의 분류학적 정리

가 시급히 요망되는 분류군이다. 국내의 경우 이미 동종이명 처

리된 학명인 P. jadwigae의 계속적인 사용이 중지되어야 한다. 

기동종이명 처리된 P. jadwigae에 적용되었던 국명인 ‘등검

정쌍살벌’을 P. yokahamae의 국명으로 적용한 것을(Park et al., 

2012) 본 연구에서도 사용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P. 

yokahamae는 이미 Kim(1970)에 의하여 ‘꼬마쌍살벌’이란 국

명으로 기록된 바 있다. 그가 사용한 보증표본(♀, 한라산, 3/viii, 

1955. C. W. Kim)을 검경한 결과 P. japonicus의 오동정 이었으

며, 국명 ‘꼬마쌍살벌’은 후자의 국명으로 사용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경우 동종이명이 아니라 오동정

이고 현재 유효한 두 종에 대하여 같은 이름을 차용하여 국명으

로 사용하는 것은 혼란의 소지가 있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신칭된 별쌍살벌아속의 이름을 따 ‘꼬마별쌍살벌’로 P. 

japonicus의 국명을 개칭한다. 또한 Choi et al.(2006)에서 P. 

nipponensis가 어리별쌍살벌의 잘못된 국명으로 기재되었으

나, Park et al.(2012)에 의해 P. djakonovi는 참어리별쌍살벌, P. 

nipponensis는 큰별쌍살벌로 신칭되어 그간 국명의 혼란을 정

리하였다.

Giordani Soika(1976, 1982)는 신종인 P. insepultus Giordani 

Soika와 P. biglumis bimaculatus(Linnaeus)를 북한산으로 발표

하였으나, 전종은 Yamane(1987)에 의하여 P. chinensis antenna-

lis로 동종이명 처리되었다. 알려진 분포지(유럽으로부터 중동 

및 몽골, Carpenter, 1996)를 고려할 때 후자에 대한 한반도산 분

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각 종별 분포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지역 거의 전역에서 출현하는 종들은 

좀말벌, 말벌, 등무늬말벌, 꼬마장수말벌, 검정말벌, 장수말벌, 

털보말벌, 땅벌, 참땅벌, 뱀허물쌍살벌, 큰뱀허물쌍살벌, 두눈

박이쌍살벌, 등검정쌍살벌, 어리별쌍살벌, 왕바다리, 꼬마별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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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 별쌍살벌, 참어리별쌍살벌, 큰별쌍살벌 등 19종이다. 황

말벌과 제주왕바다리는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서식하고 있

다. 그 외 내륙에서 국지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들은 채집지역을 

점으로 표시하여 분포지도를 제공하였다(Fig. 1). 기후 변화에 

따른 이들 분류군들의 지리적 분포 양상 변화에 대한 생물 감시

를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한 후 보다 세밀한 분포 지도의 

작성이 요구된다. 중땅벌의 경우 서울, 경기도 포천, 성남, 가평 

강원도 고성, 인제, 양양, 홍천, 정선, 강릉, 영월, 원주 등지에서 

채집되었으며(Fig. 1A), 구암중땅벌은 충청북도 보은, 충주, 경

기도 포천, 남양주, 성남, 양평 강원도 삼척, 영월, 양양, 홍천, 원

주 등지에서 채집되었다(Fig. 1B). 등검은말벌의 경우 2003년 

부산에서 첫 침입한 이후(Kim et al., 2006) 2006년 경남 양산, 

2011년 경북 영주, 울진, 영양 까지 확산되었고(Choi et al., 

2012a; Jung, 2012), 2011년~2012년에는 서쪽으로 지리산, 북

쪽으로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된 것을 본지를 통해 첫 보고한다 

(Fig. 1C). 큰홑눈말벌은 경기도 포천, 강원도 인제 지역에서 채

집되었으며(Fig. 1D), 흰띠땅벌은 경기도 포천, 성남, 강원도 고

성, 양양, 인제, 평창, 홍천, 강릉, 영월, 경상북도 포항 지역에서 

채집되었다(Fig. 1E). 최근 남한에서 추가적인 표본의 확인이 없

었던 독일땅벌은 서울, 경기도 고양, 강원도 원주 등 일부 지역에

서만 극소수의 표본이 남아 있으며(Fig. 1F), 노랑띠땅벌은 충청

북도 괴산, 경상북도 울진, 강원도 인제, 평창, 화천, 홍천, 원주, 

영월 등지에서 채집되었다(Fig. 1G). 민쌍살벌의 경우 서울, 경

기도 포천, 가평, 파주, 고양, 남양주, 충청남도 공주, 강원도 홍천 

등지에서 주로 채집되었다(Fig.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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