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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easonal occurrenc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each nymphal stages with different temperatures (20, 25, 30℃), longevity and fecundity of ussur brown 
katydid, Paratlanticus ussuriensis, damaging by outbreaks in the orchard areas of Bitan-ri, Yeongdong, 
Chungbuk. Paratlanticus ussuriensis occurred from late-March to late-August with peak of mid-May. 
Newly emerged nymphs appeared from March and do damaged fruit orchards with peak of mid-May 
when P. ussuriensis existed as 4th and 5th nymphal stages. P. ussuriensis adult occurred from early-June 
to mid-Aug. with peak of mid-July. Total density of P. ussuriensis was showed highest in mid-May. 
Paratlanticus ussuriensis goes through nymphal stages to 7th nymph, the ovipositor began exposed to 
outside from the 4th instar and the body weight increased heavily from this stage and the wings were 
observed from 6th instar. Developmental period was longer as increased the nymphal stages. Sex ratio 
of collected insect was showed as 0.57; females more than males. As increased the temperature, developmental 
period was to be short. Preoviposition was also to be short as 5.0, 4.3, and 3.4 days at 20, 25, 30℃, 
respectively, and fecundity increased as 69.0, 87.1, and 104.3 at 20, 25, 30℃, respectively. Longevity 
of male and female at 25℃ was showed the longest with 35.7, and 32.9 days and showed the shortest 
with 30.1 and 28.1 days at 30℃, respectively. The difference of developmental period in male and female 
were showed longer in female without relation of temperature. The eggs laid were frequently distributed 
3 to 4 cm from soil surface, and showed the behavior laying eggs intensively when early oviposi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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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충북 영동지역 과수원에 대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갈색여치의 발생소장, 영기별 발육특성, 
온도별 발육기간, 수명 및 산란수를 조사하였다. 갈색여치는 2008년 3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발생하며 

5월 중순이 발생최성기였다. 3월부터 부화약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과수를 가해하기 시작하는데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는 4-5령 약충인 5월 중순이며, 성충은 6월 상순부터 8월 중순까지 나타나며 발생최성기는 

7월 중순이었다. 갈색여치의 전체밀도는 5월 중순이 가장 높았다. 1령에서 7령 약충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 갈색여치는 4령부터 산란관이 바깥으로 노출되고 체중이 크게 증가하며, 6령부터 날개가 관찰되었다. 
채집된 개체의 성비는 0.57로 암컷이 많았다. 영기별 약충 발육기간은 영기가 높아질수록 길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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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5, 30℃의 항온조건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짧았다. 20, 25, 30℃순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산란전기간 역시 각각 5.0, 4.3일 그리고 3.4일로 짧아지고, 산란수는 각각 69.0, 87.1개 그리고 104.3개로 

증가하였으나 성충수명은 25℃조건에서 암수 각각 35.7, 32.9일로 가장 길고, 30℃에서 각각 30.1, 28.1일로 

가장 짧았다. 암수 간 발육기간의 차이는 온도와 관계없이 암컷이 더 길었다. 산란은 토양 표면으로부터 

3~4 cm깊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산란초기에 알을 집중적으로 낳는 습성을 보였다.

검색어 : 갈색여치, 발생소장, 발육기간, 산란관, 지표면

갈색여치(Paratlanticus ussuriensis Uvarov, Ussur Brown 
Katydid)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

지지 않은 산림곤충의 한 종이었다. 절지동물문(Athropoda) 
곤충강(Insecta) 메뚜기목(Orthoptera) 여치과(Tettigoniidae)
에 속하는 곤충으로(ESK, 1994), Uvarov (1926)에 의해 

우수리강 유역에서 최초로 채집되어 우리에게 알려졌으

며,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과 중국 우수리강 

유역의 계곡과 활엽수가 많은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e, 1999; Kim, 2001). 그러나 알려진 것과

는 다르게 갈색여치는 최근 몇 년간 충북 영동지역 과수원

에 대발생하여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Ahn et 
al., 2007), 점차 그 분포범위가 확대되면서 영동 인근의 

옥천, 청원, 보은 등의 지역에서도 그 피해 보고가 계속되

고 있다(Bang et al., 2008; Noh et al., 2008).
메뚜기목 곤충의 행동이나 생태에 관련된 연구는 예전

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Alexander, 1962; Gwynne, 
1984; Yamasaki, 1986; Masaki and Walker, 1987; Wagner 
and Hoback, 1999), 그 내용들은 분류학적 관점의 분포, 
성비, 사이즈 등의 관찰에 의한 단순한 내용이거나, 일부 

메뚜기목의 특징인 울음소리와 관련된 부분에만 주로 국

한된 내용이었다. 갈색여치에 대한 연구 역시 산란이나 

섭식특성 등의 기초적인 생태연구만 진행되었으며(Na et 
al., 2007; Bang et al., 2008), 과수농가에서의 피해가 급

격히 증가하면서 생태연구보다는 방제와 관련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Ahn et al., 2007; Noh et al., 
2008). 방제연구의 결과로 영동지역 및 인근 과수농가의 

피해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만으로는 대발생

으로 인한 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메뚜기나 여치의 대발생 원인이 기온상승(Fisher, 1994; 

Pickford, 1966; Powell et al., 1997)과 천적감소(Agri- 
Facts, 2003)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으나, 환경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자료만으로는 곤충들의 갑작스러운 대발생

에 대해 확연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태적인 부분

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발생

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태에 

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갈색여치의 

발생소장 및 발육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갈색여치 

대발생의 원인규명과 방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채집장소, 시기 및 발생조사

갈색여치의 생태 조사를 위해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10일 간격으로 매월 3회씩 총 18회에 걸쳐 채집하였다. 
채집장소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 비탄리 지역(위도 36°12', 
경도 127°49')에서 전년도에 갈색여치의 출현이 빈번하였

다고 알려진 장소를 파악, 위치를 달리하여 세 곳을 선정

하였다. 채집방법은 한 지역당 2시간씩 육안으로 관찰 

후 발견되는 충을 포충망(직경 30 cm × 길이 1 m)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채집하였으며, 채집시간에 따라 지역

별로 밀도 변화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매회 채집시 3지역

의 채집순서를 바꾸었고, 당일 채집량을 합산하여 채집시

기별 영기의 밀도변화와 암수 성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발육특성 조사

갈색여치 1령 약충 100마리(암수 각각 50마리)를 3월말 

채집하여 어분과 콩잎을 먹이로 공급하며 개체사육하였

으며, 성충이 될 때까지 영기별로 두폭, 체장, 다리길이, 
안테나길이, 산란관, 날개길이, 몸무게 등 각 부위별 형태적 

크기를 측정하였다. 길이측정은 디지털 캘리퍼스(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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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asonal occurrence of Paratlanticus ussuriensis from 
March to September in 2008. Total number of investigation 
(n) = 2625.

digimatic caliper 500-181 model, Mitutoyo Co., Kanagawa, 
Japan)를 사용하였고, 무게는 미세저울(Electronic micro-
balance Jex-200, Shimazu Co., Kyoto, Japan)로 측정하였

다. 조사항목 중 산란관과 날개의 크기는 영기별로 형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체현미경(Microscope stereo discovery 
v12, Carl Zeiss Co., Oberkochen, Germany)과 digital 
camera (Nikon D70s, Nikon Co., Tokyo, Japan)를 이용하

여 촬영 후 비교하였다. 

온도별 발육기간, 산란전기간, 성충수명 및 산란수 

조사

3월 초 채집한 1령 갈색여치를 광조건 16L : 8D, 습도 

60±10% 조건의 항온항습기(Versatile environmental test 
chamber MLR-351H, Sanyo electric Co., Osaka, Japan)
에서 온도조건만 20, 25, 30℃로 설정하고, 각 온도별로 

암수를 달리하여 30마리씩 개체사육하면서 약충의 영기

별 발육기간을 조사하였다. 개체사육은 바닥에 수분을 

함유한 질석(vermiculite)을 6 cm 깊이로 깔은 투명한 

cylindrical plastic cage (직경 9 × 높이 20 cm)에 신선한 

콩잎과 어분, 그리고 물을 공급하며 사육하였고, 뚜껑은 

공기순환을 위해 망사를 부착한 페트리디쉬를 이용하였

다. 산란전기간, 성충수명 및 산란수 조사는 cylindrical 
plastic cage안에 갓 우화한 갈색여치 암수 한 쌍씩 넣었으

며, 총 30쌍에 대해 수명이 다해 죽을 때까지 조사하였다. 
먹이는 신선한 콩잎과 어분을 제공하였다. 실험결과 분석은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로 비교하였다(SAS Institute, 
1991).

산란깊이와 산란시간 조사

산란깊이와 산란시간은 갈색여치 성충 암수 한 쌍씩 

30쌍에 대하여 상온(25℃)에서 실험하였으며, 수분을 함

유한 질석을 6 cm로 깔은 투명한 플라스틱 산란용기에 

산란을 받으며 조사하였다. 산란을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산란이 완전히 끝난 

후 산란용기는 교체하였고, 산란 깊이는 알의 윗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질석을 걷어낸 후 깊이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발생소장 및 성비

2008년 3월 초부터 9월 초까지 10일 간격으로 영동군 

영동읍 비탄리에서 채집한 갈색여치의 발생소장은 Fig. 
1과 같다. 갈색여치는 3월 말부터 부화하여 과수원 인근

의 습기가 있는 낙엽 사이에 숨어지내며 잡초 등의 새순을 

먹이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령 약충은 4월 30일
까지 채집되었고 4월 11일경에 밀도가 가장 높았다. 4령 

약충의 최성기는 5월 초에서 5월 중순으로 나타났다. 7령
은 5월 31일부터 7월 13일까지 채집되었고 최성기는 6월 

중순이었으며, 성충은 최초 6월 17일 채집되어 8월 말까

지 관찰되었고 최성기는 7월 13일로서 이후로 밀도가 감

소하였다. 전체적인 밀도는 5월 중순이 가장 높았으며 

이 시기에는 4, 5령이 가장 많이 채집되었다. 따라서 갈색

여치의 발생소장은 연 1회 발생하며, 3월말에 부화를 시

작하여 7령을 거쳐 우화하며, 성충은 7월 초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산기슭의 습기가 있는 낙엽이 쌓인 흙 속에 

산란하고, 이 알이 월동하여 이듬해 3월말에 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기간은 대략 8~9개월로 판단된다. 
갈색여치는 1령에서 3령까지 뒷다리의 발달이 미약하

여 낙엽 사이의 잡초 등을 먹으며 자라지만, 4령부터는 

뒷다리가 발달하여 나무위로 오르게 되며 과수의 신초나 

어린 열매들을 가해하기 시작하였다. 갈색여치의 피해는 

과원에서 5월경부터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는데(Ahn et 
al., 2007; Na et al., 2007) 본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였다. 
갈색여치는 5월 초순에서 6월 초순까지 4, 5령 약충이 

주로 채집되었고 5월 중순이 갈색여치의 전체밀도가 가장 

높은 최성기였다. 이 시기에 뒷다리의 발육상태가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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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x ratio of each stages on P. ussuriensis collected in the field 

Instar
No. of P. ussuriensis Sex ratio

(♀/♀+♂)Female Male

4th instar 148 100 0.60

5th instar 138 94 0.59

6th instar 214 147 0.59

7th instar 258 190 0.56

Adult 321 246 0.57

Total 1079 777 0.58

Table 2. Numerical measurement of each developmental stages of Paratlanticus ussuriensis (Sample size, n=30)

Measurement Sex
P. ussuriensis instar and adult (Mean±SD)

1st 2nd 3rd 4th 5th 6th 7th Adult

Head width
(mm)

F  1.63±0.06  1.93±0.13  2.44±0.09  3.01±0.12  3.88±0.20  4.87±0.15  5.59±0.16  6.41±0.32

M  1.66±0.18  1.96±0.12  2.46±0.08  3.05±0.13  3.89±0.14  4.57±0.11  5.27±0.18  5.98±0.22

Body length
(mm)

F  6.20±0.63  7.82±0.79 10.89±1.10 14.55±1.40 17.29±2.00 25.36±1.81 30.09±3.91 32.30±2.60

M  6.17±0.70  7.78±0.85 10.64±1.00 14.47±1.02 18.54±1.85 24.08±1.27 27.33±1.92 31.08±1.89

Fore leg length
(mm)

F  4.40±0.44  5.67±0.65  7.97±0.58 10.53±0.65 13.93±0.78 18.20±1.76 21.79±1.01 26.50±1.85

M  4.42±0.82  5.72±0.65  7.98±0.51 10.21±0.82 13.44±1.07 17.03±0.73 21.05±1.02 24.69±0.99

Mid leg length
(mm)

F  4.38±0.68  5.53±0.66  7.92±0.61 10.56±0.64 13.63±0.65 17.65±1.46 21.29±1.39 26.60±1.54

M  4.41±0.79  5.59±0.70  7.97±0.53 10.28±1.05 13.06±0.98 16.65±0.83 20.64±1.15 25.11±1.68

Hind leg length
(mm)

F  9.21±1.06 11.54±1.51 16.96±1.21 22.33±1.31 29.30±0.91 38.07±1.59 47.28±2.04 59.79±3.10

M  9.54±0.65 11.68±1.54 16.97±1.30 22.07±2.00 28.96±2.89 35.79±1.52 41.83±6.28 55.48±2.27

Antenna length
(mm)

F 12.28±1.82 17.39±3.37 30.97±2.64 34.98±3.33 41.06±3.11 50.57±3.85 60.66±4.24 79.02±4.99

M 12.21±1.96 16.37±2.71 31.23±2.73 33.79±5.38 41.18±3.37 50.54±3.90 60.36±3.54 78.29±5.14

Ovipositor (mm) F - - -  1.97±0.19  4.73±0.45 10.48±0.57 22.91±1.24 24.17±1.24

Wing length
(mm)

F - - - - -  2.42±0.17  3.61±0.18  8.84±0.68

M - - - - -  2.46±0.14  3.65±0.07 10.42±0.68

Body weight
(g)

F  0.02±0.00  0.03±0.00  0.08±0.01  0.25±0.07  0.34±0.07  0.82±0.10  1.31±0.20  1.96±0.33

M  0.02±0.00  0.03±0.00  0.08±0.01  0.28±0.05  0.35±0.05  0.74±0.07  1.13±0.16  1.72±0.26

에 따라 이동범위가 점점 넓어졌으며, 식흔을 살펴보면 

먹이의 종류가 바닥의 잡초 등에서 참나무류, 과수의 잎이

나 열매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식욕이 왕성해

지면서 체중도 4, 5령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갈색여치의 대발생이 단순한 먹이와 서식지 환

경의 변화나, 밀도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단순히 식욕이나 이동력의 증가로 갈색

여치가 과수원을 비롯한 농가로 이동하여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Bazazi et al., 
2008). 메뚜기의 경우 대발생하면서 먹이가 제한이 되면 

동종포식(cannibalism)이 일어나고, 이런 결과로 공포감

을 느낀 다른 메뚜기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면서 메뚜기

떼의 대이동이 시작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Bazazi et al., 
2008). 또한 이러한 습성을 유발하는데 Serotonin이 관여

한다는 최근 연구발표도 있다(Anstey et al., 2009). 갈색

여치도 메뚜기의 경우처럼 4, 5령의 시기에 서로 잡아먹

는 습성(cannibalism)을 보이면서 농가로 이동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습성과 관련하여 갈색여치를 

제한된 공간 안에서 밀도나 먹이량의 변화에 따른 이동이

나 밀도변화에 대한 추후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채집한 갈색여치의 성비를 비교한 결과 약충은 0.56- 

0.60, 성충은 0.57로 암컷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다만 7령충의 성비가 0.56으로 4령충의 0.60보
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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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rd instar (B) 4th instar

(a) (b)

(C) 5th instar (D) 6th instar

(E) 7th instar (F) adult

Fig. 2. Gradual development of ovipositor of Paratlanticus ussuriensis female according to each developmental stage. (A) 3rd instar, 
(B) 4th instar, (C) 5th instar, (D) 6th instar, (E) 7th instar, and (F) adult; (A)~(D) taken pictures by microscope camera and (E), (F) 
by digital camera. Scale 1 mm.

발육특성

여치과의 곤충은 메뚜기과와 같이 종에 따라 발육단계

(유충의 령수)가 일정치 않고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을 

뿐, 각 종마다 환경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갈색여치의 발육특성 조사를 위해 1령 약충 

100마리(암수 각각 50마리)를 성충이 될 때까지 개체사육

하며 각 부위별로 형태적 크기를 측정한 결과 Table 2와 

같다. 갈색여치의 총 영기는 1령 약충부터 7령 약충을 

거친 후에 성충이 된다. 1령 약충의 체장과 앞다리길이는 

각각 6.2 mm, 9.2 mm, 4령 약충은 각각 14.6 mm, 22.3 
mm, 7령 약충은 각각 30.1 mm, 47.3 mm로, 성장할수록 

뒷다리의 길이가 크게 길어지면서 움직임과 이동능력 역

시 크게 높아졌다. 갈색여치는 날개가 짧아 비행하지 못하

고 뒷다리의 힘으로 점프하며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

에 비하여 뒷다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체중은 4령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각 부위별 형태적 크기

에서 암수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갈색여치의 발육특성 중 가장 크게 두드러진 차이는 

산란관과 날개에서 나타난다. 산란관은 산란을 위해 배 

끝부분에 발달한 관모양의 돌기로 주로 메뚜기목 중에서 

여치과와 귀뚜라미과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갈색

여치의 암컷은 4령부터 복부 말단에서 산란관이 바깥으로 

노출되었고 영기가 높아질수록 길이가 길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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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th instar (B) 7th instar

(a) (b)

(C) Female adult (D) Male adult

Fig. 3. Development of wings of Paratlanticus ussuriensis. (A) 6th instar (B) 7th instar (C) female adult (D) male adult (a) disjointing 
wings of female (b) disjointing wings of male (→ rubbing organs; sounding parts). Scale 1 mm.

Na 등(2007)은 암컷의 산란관 길이가 몸길이보다 길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성충의 체장과 산란관의 길이는 

각각 32.3 mm와 24.7 mm로 체장보다 짧아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에 따른 채집장소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날개는 암수 모두 6령부터 나타났는데 암수 간에 형태

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Fig. 3). 날개길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위들의 측정치는 수컷이 조금씩 높게 나타났다. 
형태적으로 수컷 성충의 날개에는 암컷 날개에 없는 소리

를 내기 위한 막구조의 발성기관(rubbing organ)을 가지

고 있었다(Fig. 3a,b). 많은 곤충에서 소리신호를 이용하여 

성적교감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연구는 귀뚜라미, 여치

와 다른 메뚜기들에서 잘 발달되어 있다(DuMortier, 1963; 
Haskell, 1974). 메뚜기과의 경우 소리를 내는 종이 매우 

드물고 소리를 내는 경우는 뒷다리의 일부분을 날개에 

비비는 방식으로 소리를 낸다. 이러한 발성방식은 여치과나 

귀뚜라미과의 날개를 비벼 소리를 내는 발성방식과는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날개의 형태나 크기는 과를 분류하는 하나

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Otte, 1992). 그러나 Masaki and 
Walker (1987)는 같은 종 내에서도 다 같은 크기의 날개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발육과정에서 광조건이나 온도조건 

등 환경의 영향에 따라 날개 형태와 길이가 달라져, 즉 

동종이형(dimorphism)의 날개형태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다. 갈색여치에 대해서도 발육과

정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형태적 변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온도별 발육기간, 산란전기간, 성충수명 및 산란수

갈색여치 약충에 대한 온도별 발육기간은 Table 3과 

같다. 갈색여치 암컷의 발육기간은 영기나 온도에 관계없

이 전체적으로 수컷보다는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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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velopmental periods (days) of each stages on Paratlanticus ussuriensis with different temperatures 

Stage
20℃ 25℃ 3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1st instar  9.6±0.7  9.5±1.1  7.7±0.5  7.8±1.7  6.4±0.7  7.4±0.7

2nd instar  8.8±1.1  8.8±0.9  7.6±0.8  7.3±1.0  6.9±1.0  6.6±0.9

3rd instar  8.7±1.0  8.3±0.7  7.7±0.7  6.6±0.5  7.0±0.7  6.4±0.5

4th instar  9.2±1.4  8.8±1.2  8.5±1.2  7.6±1.1  7.8±1.3  6.5±1.2

5th instar  9.7±1.6  9.3±1.5  9.0±2.3  8.3±1.5  7.8±0.9  7.4±2.0

6th instar 12.4±1.0 10.1±1.6 11.8±1.2  8.6±1.6 10.5±1.2  7.9±1.5

7th instar 14.3±1.2 12.3±1.8 13.7±1.6 11.1±2.0 12.7±1.2 10.0±1.1

1st to 7th 72.7±2.7 66.9±3.6 66.0±3.2 57.3±4.3 59.1±3.8 52.1±3.8

Number of instars investigated: 20-30.

Table 4. Preovipositional periods, longevity and fecundity of Paratlanticus ussuriensis female adults with different temperatures

Temp.
(℃)

Preoviposition period/♀
(days)

Longevity (days) 　Fecundity/♀♀ ♂
20  5.0±1.6 (26)a) 32.1±4.8 (30) 31.0±8.0 (30)  69.0±19.8 (26)

25 4.3±1.9 (30) 35.7±6.3 (30) 32.9±6.5 (30)  87.1±18.8 (30)

30 3.4±1.1 (27) 30.1±5.0 (30) 28.1±4.6 (30) 104.3±17.1 (27)
a) Number of adults investigated.

가 높아질수록 다음 영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화약충에서 성충까지의 발육기간은 평

균 20℃에서 암컷은 72.7일, 수컷은 66.9일, 25℃에서 

암컷은 66.0일, 수컷은 57.3일, 그리고 30℃에서는 암컷은 
59.1일, 수컷은 52.1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암수 모두 발육

기간이 짧아졌으며, 수컷보다 암컷이 길었다(Table 3). 
암컷 성충이 교미 후 산란까지 걸리는 기간은 20, 25, 

30℃ 각각 평균 5.0, 4.3, 3.4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짧아

졌으나 성충수명은 암수 모두 25℃에서 각각 35.7, 32.9일
로 가장 길었고 30℃에서는 각각 30.1, 28.1일로 짧았다. 
온도별 산란수는 20, 25, 30℃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각각 

69.0, 87.1, 104.3개로 증가하였다(Table 4). 
여치는 같은 과 내에서도 월동형태나 알기간, 영기별 

발육기간 등이 다르고, 심지어 같은 종이라도 환경조건에 

따라 알의 월동 유무, 날개형태 등에 차이가 나는 등 다양

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Alexander, 
1968; Masaki, 1973; Harrison, 1979), 온도별 발육기간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육기간은 짧아졌지만 온도의 변

화가 수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른 메뚜기목 

곤충인 Teleogryllus emma에 대해 온도별 발육기간은 역

시 온도가 높아질수록 발육기간은 단축되고, 적정온도보

다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수명이 단축되거나 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07). 또한 Na 
등(2007)은 산란수가 평균 110개(24~195)로 개체간에 산

란능력에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와도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산란수 역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부분은 갈색여치 대발생에 대한 

간접적인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의 급격한 밀도 증가에 대한 주원인

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대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또 다른 환경요인이나 생태적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산란깊이와 산란시간

산란시기가 다가오면 암컷은 바닥으로 내려와 배 부위

를 구부려 산란관을 세워 바닥을 찌르며 산란할 곳을 탐지

하는 동작을 보인다. 적절한 산란장소를 찾은 암컷은 자세

를 고정한 후 산란관이 vermiculite에 모두 들어갈 때까지 

찌른 후 산란하게 된다. 난소에서 나온 알은 산란관을 

통하여 vermiculite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산란

한 알은 표면에서 3~4 cm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그 

다음 2~3 cm에 분포하였다(Fig. 4b, Table 5). 그러나 Na 
등(2007)은 산란깊이가 0.5~4 cm로 평균 2.3 cm라 발표



Korean J. Appl. Entomol. 48(1), March 200918

Table 5. Distributional frequency of Paratlanticus ussuriensis eggs laid in soil depth

Soil depth (cm) No. of eggs laid Distribution, %

0-1 0 0

1-2 2 1.9

2-3 38 36.5

3-4 59 56.7

4-5 5 4.8

5-6 0 0

Total 104 100

Number of female adults investigated: 20.

(A) Ovipositional behavior (B) Eggs laid

Fig. 4. Ovipositional behavior of Paratlanticus ussuriensis female on vermiculite. (A) Female inserts genital into soil and (B) eggs laid.

Fig. 5.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ion of eggs and time of 
oviposition (mins) of P. ussuriensis female adults. Sample 
size, n=30.

하였는데 경향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산란배지로서 밭토양을 사용한 것이 우리가 사용한 

vermiculite와 약간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알의 깊이에 따라 적산온도가 달라져 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조절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환경에 따라

서 갈색여치는 산란깊이나 산란시간 및 산란수가 다를 

수 있다고 추측된다. 암컷은 알을 한 곳에 모두 낳는 경우

가 거의 없었으며, 한 번에 몇 개씩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산란하였다. 갈색여치는 산란초기에 알을 몰아서 낳는 

경향이 있으며 장소를 옮겨가며 알을 낳았는데, 산란시간

에 따른 알의 개수와 비례하지 않았고 상관관계가 없었다

(Fig. 5). 
Kim 등(2005)은 왕귀뚜라미의 산란선호 실험에서는 수

분을 다량 보유한 오아시스폼에서 가장 많이 산란하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Bang 등(2008)은 갈색여치에 대한 

산란특성 실험 결과에서 오아시스폼보다 밭토양을 선호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왕귀뚜라미와 

갈색여치의 월동과 관련한 생태적 차이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야외조건에서 산란장소에 대한 실험은 이루

어지지 않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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