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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haracteristics of habitat alteration and post-embryonic development of Paratlanticus 
ussuriensis were investigated in the mountain region of Bitanri, Yeongdong county, Chungcheongbuk-do 
from 2007 to 2009. Overwintered eggs under the ground in the hillside were hatched from late March 
to early April. The soil temperature during this season was 7~14℃. Young nymphs lived mainly at 
the hillside by eating oak tree leaves but the 3rd or 4th instars switched their habitat to orchards near 
the hillside in early May, which is the time for sprouting of peach leaves. Old nymphs developed into 
the adult stage at the orchards in late May and moved back to the hillside in late June. Duration of 
post-embryonic development from the first instar nymph to adult was 49.2 days after 7 moltings at 25℃. 
Female adults collected from the field had long ovipositor (26.2 mm) and were slightly longer in the 
body length, hind femur, tegmen and pronotum than those of 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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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충북 영동지역에서 대발생한 갈색여치의 서식지 변화 및 배자후발육의 특징에 관해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조사하였다. 갈색여치의 월동알은 3월말에서 4월초까지 약 2주 동안 

야산에서 부화하였으며, 이 기간의 지온은 7~14℃로 측정되었다. 부화한 약충은 야산에 서식하며 

참나무류의 잎을 가해하였으나 5월 초순경에 3-4령이 되면서 과수원으로 서식처를 이동하였다. 이 

시기는 비탄리 일대 과수원 복숭아잎이 개엽하는 시기와 일치하였다. 갈색여치는 복숭아 잎을 가해

하면서 성충까지 발육하였고 6월 하순경에 다시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갈색여치는 부화 후 성

충이 되기까지 평균 7회 탈피를 하며, 25℃에서 그 기간은 평균 49.2일이었다. 야외에서 채집한 암컷 

성충은 평균 26.2 mm의 긴 산란관을 가지며 앞가슴등판 및 뒷다리 퇴절의 크기가 수컷보다 컷다. 
검색어 : 갈색여치, 서식지, 발육, 밀도

갈색여치(Paratlanticus ussuriensis)는 메뚜기목 여치

상과(Tettigonioidea)에 속하는 곤충으로 우수리강에서 

최초로 채집되어 학계에 보고되었다(Uvarov, 1926). 여
치상과는 여치아목(Ensifera, Grylloptera)에 속하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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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과 중에서 가장 큰 분류군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24과 900속 약 6000여종 이상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에는 30종이 보고되었다(Kim, 2001). 주로 온대와 난

대, 특히 열대 지방에서 종 다양성이 높으며, 잡식성 및 

포식성의 식성을 가진다(Kevan, 1982). 
우리나라에서 갈색여치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의 산

림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Kim, 2001), 산림 

및 농작물에 피해를 줄 만큼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한 

사례가 드물어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6
년과 2007년에 충북 영동군의 산간지역에 있는 복숭아, 
포도, 자두 등의 과수원에 대발생하여 잎, 줄기, 열매 등

을 갉아 먹는 등 작물생산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였다

(Na et al., 2007; Ahn et al., 2007; Bang et al., 2008). 
전 세계적으로 메뚜기목 곤충이 대발생한 사례는 많이 

보고되었는데 대부분이 메뚜기과(Acridoidea)에 속하는 

종들로서 호주, 아프리카, 서남아시아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Nailnad and Hanrahan, 1993; Todd et al., 
2002; van der Valk, 2006; Wardhaugh, 1980).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치과(Tettigoniidae)에 속하는 종들이 대

발생한 사례는 극히 드물며 한 예로서 북아메리카 서부

지역의 Mormon cricket로 알려진 Anabrus simplex 
(shieldbacked katydid)가 대발생한 보고가 있다(Sword, 
2005). 여치과에 대한 연구는 형태와 관련된 소리 연구

에 편중되어 왔고(Faure and Hoy, 2000; Montealegre, 
2009), 환경 인자에 따른 휴면연구에 대해서는 유럽종

에 대해서 몇몇 연구결과가 있다(Hartley and Warne, 
1972; Ingrisch 1985; 1986). 효율적인 갈색여치의 방제

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갈색여치의 발육과 발생소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Moon et al., 2009).
 본 연구는 최근 영동지역 과수원에 대발생하여서 심

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갈색여치의 대발생 원인

구명 연구의 일환으로 갈색여치의 계절적 발육 및 생태

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서식처 온도변화 

2006년 갈색여치가 대발생한 충북 영동 비탄리 야산

(동경 127° 47′ 59.10″, 북위 36° 12′ 12.50″)에서 2006
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3 cm 깊이에 지온측정

기(Model 100 WatchDog, Spectrum®, USA)를 설치하

고, 2시간 간격으로 지온을 측정하여 일일평균지온으로 

산출하였다.

서식처 이동 및 밀도변화 조사

갈색여치가 부화 후 야산과 과수원을 이동하며 피해

를 입히는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2007년과 2008년 3월 

상순부터 9월말까지 충북 영동 비탄리 야산과 과수원에

서 1주일 간격으로 갈색여치 발생유무 및 밀도를 조사

하였다. 야산에서는 1 m2 격자 안에서 서식하는 갈색여

치 밀도를, 과수원에서는 한그루에 서식하는 밀도를 

Onsager(1976)의 방법에 따라서 10회 조사하였다. 갓 

부화한 갈색여치 약충은 1 cm 미만으로 작았고, 낙엽사

이에 숨어 있어서 포충망으로 채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1-3령 약충은 뜰채(∅20 cm)를 이용하

여 채집하였고, 그 이후에는 포충망을 이용하였다. 3월 

초순부터 5월 초순까지 밀도 조사가 가능하였고 그 이

후에는 대발생하여 기존의 조사방법으로는 밀도 측정

이 어려웠다. 2008년에는 3월부터 밀도조사를 2007년
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5월 초순경에는 끈끈

이 트랩(그린아그로텍, 한국)을 과수나무 밑둥이에 지

상으로부터 30 cm에 붙힌 뒤에 포획된 갈색여치를 그

루당 밀도로 추정하였다. 채집시마다 암수 10개체씩 선

발하여 체장을 조사하였다. 6월 초순에 성충으로 채집

된 개체는 암수 구분하여 생체 무게를 미세저울로 측정

하였고, 냉동고(-75℃)에 넣어서 형태에 변화 없이 죽게 

한 후 앞가슴등판 길이와 폭, 뒷다리 퇴절의 길이, 앞날

개 길이 및 산란관 길이를 측정하였다(Rentz, 1985). 암
수의 신체 특성 비교는 SYSTAT(version 9.0, SPSS 
Inc.) 프로그램의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험 곤충의 사육 및 약충의 발달단계 분석

갈색여치는 충북 영동지역에서 2007년 4월부터 5월
까지 약충을 채집하여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항온실(25±2℃, 40~60% RH, L:D = 14:10)에서 사육

하였다. 성충으로 발육할 때까지 개별사육하였으며 밀

기울과 어분을 1:1 비율로 섞은 먹이를 물과 함께 공급

하였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신선한 먹이로 

교체하였다(Bang et al., 2008). 성충이 된 후 2주 후부

터 암수 1쌍씩 투명 플라스틱 사육상자(15×10×15 
cm3)(서원플라스틱, 한국)에 넣어 교미를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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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first hatching of P. ussuriensis eggs in the field of Bitanri, in relation to the ground temperature and the preceding 
temperature sums

Years First hatching dates Accumulated temperature above 5℃ 
(median degree/day) at the first hatching

2007 April 1st 60.63

2008 March 28th 47.98

2009 March 20th 46.77

Fig. 1. Ground temperature of Bitanri, Yeongdong county during hatching periods of 2007, 2008 and 2009. The arrows indicate the 
first hatching day of each year. The hatching temperature zone is from 7℃ to 14℃ in 3 cm under the ground.

성충은 먹이가 있어도 서로 잡아먹는 습성이 있어서 일

단 교미가 끝난 후에는 암컷이 계속 산란할 수 있도록 

수컷을 제거하였다. 실내 25℃에서 산란된 알은 페트리

접시(∅150 mm×25 mm)에 버미큘라이트와 밭토양(모
래 63%, 미사 18%, 양토 9%)을 각각 1:1로 섞은 배지

를 깔고 알을 넣은 다음 수분을 공급하였다(Bang et al., 
2009). 갈색여치는 알단계에서 휴면을 하며 저온처리에 

의해서 휴면이 타파되므로, 25℃에서 1개월, 7.5℃에서 

1개월, 다시 25℃에서 3개월, 7.5℃에서 1개월을 보낸 

후 25℃에서 부화된 개체를 개별사육하였다(Bang et 
al., 2009). 약충은 플라스틱 케이지에서 부화 직후 1령 

약충부터 성충까지 사육하였고, 매일 오전 동일한 시간

에 체장을 조사하였다. 갈색여치 발달단계의 영기구분

을 위해 두부의 크기 측정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갈색

여치는 손으로 잡기만 하면 긴 뒷다리를 자절(autotomy)
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그 이후의 발육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unpublished observation).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령기에 따른 체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갈색

여치가 투명 플라스틱 케이지의 윗부분에 매달려 있는 

습성을 이용하였다. 즉, 갈색여치가 배면을 위로 향하여 

매달려 있을 때에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Mitutoyo, 

CD-15CP)를 이용하여 체장을 측정하였다. 또한, 갈색

여치 탈피각의 유무에 따라 탈피시기를 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서식처 이동 및 밀도 변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충북 영동군 비탄리에서 갈

색여치의 부화시기를 조사한 결과 각각 4월 1일, 3월 

28일, 3월 20일에 처음으로 1령 약충이 관찰되었다(Table 
1). 또한 이 시기의 토양온도는 각각 8.24℃, 7.23℃, 
13.85℃로서 갈색여치 알은 7-14℃ 범위에서 부화하였

다(Fig. 1). 갈색여치와 유사한 여치류인 Eobiana engelhardti 
subtropica의 부화최적온도는 11-15℃이며 20℃이상에

서는 부화율이 현저히 감소했다(Higaki and Ando, 2005). 
또한, 유럽종 여치류인 Decticus verrucivorus는 15℃에

서 부화율이 가장 높았고, 20℃에서는 부화하지 않았다

(Ingrisch, 1984b). 3년간 조사한 결과 갈색여치의 휴면

알의 부화시기가 해마다 4일과 8일 정도 빠르게 나타났

다. 하지만 부화 시기의 토양온도는 2007년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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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oral age structure of P. ussuriensis at Bitanri, 
Yeongdong county in 2007 and 2008. 

Fig. 3. The changes of behavior and habitat of P. ussuriensis
at Bitanri, Yeongdong county in 2007. Arrows indicate the 
movement direction of P. ussuriensis between hill side and 
orchard farm.

2008년에는 약간 감소했고 2009년에는 크게 증가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월 이후부터 갈색여치가 부화

를 하기까지 비탄리 야산의 지온이 5℃ 이상인 날의 적

산온도를 산출한 결과 각각 60.63, 49.34, 46.77일도로 

나타났다(Table 1). 유럽의 여치류인 Tettigonia viridissima 
및 T. cantans의 3년간 조사 결과를 보면 부화시기가 4
월 말과 5월 초순이고 발육영점온도가 5℃ 이상일 때에 

유효적산온도는 94.75~149.25일도로 나타났다(Ingrisch, 
1985). 즉, 갈색여치는 유럽산 여치에 비해서 월동후 일

찍 부화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많은 여치류의 월동

난이 봄에 부화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서 토양온도뿐만 아니라 습도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Ingrisch, 
1985). 갈색여치 또한 부화시기의 토양온도 이외에 여

러 가지 요인들이 부화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예를 들면, 성충이 산란하는 시기의 기후조건, 산란 

후 휴면유입시기 및 월동기간의 기후조건 등을 들 수 

있다. 여치류의 알들은 배 발생의 초기 또는 후기단계

에 휴면에 들어가며 1년, 2년 또는 그 이상 월동을 하면

서 휴면기간이 연장되는 특징을 가진 종들이 많다

(Ingrisch, 1984b, 1985). 이러한 차이는 산란시기의 온

도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발생초기에 나타나는 

초기휴면이 사라지고 후기휴면만 거치면서 한해만 월

동을 하고 깨어날 수 있는 반면에 초기휴면과 후기휴면

을 거치면서 2회의 월동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월동시기에 거치게 되는 저온의 량 및 밤낮의 기

온차와 같은 온도패턴에 따라서 부화시기 및 부화율이 

변할 수 있다. 즉, 겨울동안 추위의 정도 및 온도의 주

기적 변동이 휴면기간 조절 및 부화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갈색여

치의 부화시기 변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

한 기후조건의 분석이 요구된다.
3월말에서 4월 초순에 부화한 어린 약충은 산지의 낙

엽 쌓인 곳에서 발견이 되며, 초기에는 낙엽 등의 부식

질을 먹다가 활엽수들의 개엽시기에 맞추어 참나무류

의 어린잎을 가해한다(Na et al., 2007). 또한, 부화약충

은 잡초 등의 새순을 가해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Moon et al., 2009). 2006년 갈색여치가 대발생한 비탄

리 과수원 2곳과 과수원에 인접한 야산에 발생하는 갈

색여치의 밀도를 비교해 본 결과 2007년과 2008년 4월 

초순부터 5월 초순까지는 야산에 주로 서식하였고 5월 

초순경의 갈색여치 연령구조는 3-4령이었다(Fig. 2 and 
3). 2007년 4월 23일까지 비탄리 야산의 약충 밀도가 

6.6마리/m2 이었다. 3령 이후인 5월 초순부터 야산에서 

과수원으로 서식처를 이동하기 시작하였다(Fig. 3). 5월 

초순에 과수원에서 갈색여치의 서식밀도는 복숭아 1주
당 1.2마리였다. 5월 22일부터 갈색여치 약충은 복숭아 

열매를 가해하기 시작하였고, 밀도는 복숭아 1주당 30
마리를 넘었으며, 단위면적당 10마리/m2

를 초과하였다. 
6월 20일 이후부터 7월 10일까지는 장마기간이었으며 

이때에 과원의 밀도는 소강상태를 보여 1마리/㎡로 낮

아졌으며, 주로 강한 비를 피해 과수원 인근의 넓은 잎

을 가진 식물에 서식하였다. 한편, 2008년 4월 17일경 

비탄리 야산에서 갈색여치 밀도는 2마리/m2 이하로 

2007년의 같은 시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생하였고, 5
월말까지 2마리/㎡ 수준을 유지하였다(Fig. 4). 2007년
도와 같이 5월 8일을 기점으로 복숭아 개엽시기에 맞추

어 갈색여치가 야산에서 과수원으로 서식처를 이동하

였고 과수원 끈끈이 트랩에 포획된 밀도는 평균 4~12
마리 수준이었다(Fig. 4). 메뚜기류의 밀도증가나 서식

처의 이동이 식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서식처 선

택에 있어 식생의 물리적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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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vals of each instar during postembryonic development of P. ussuriensis at 25℃.

Observed numbers
Time (days)

Range Mean±SD

1st-instar 25* 7-12  9.59±1.37

2nd-instar 22 5-7  5.45±0.60

3rd-instar 22 5-8  5.64±0.79

4th-instar 22 4-7  5.50±0.74

5th-instar 22 4-8  6.36±1.05

6th-instar 22 4-13  8.32±2.21

7th-instar 22 9-11 10.22±0.73

1st instar to adult 22 45-54 49.23±2.43
* female 10, male 15

Fig. 4. Population dynamics of P. ussuriensis at hillsides and 
orchard farms nearby the hillside at Bitanri, Yeongdong county 
from 10th April to 30th May in 2008. The arrow indicates the 
date of peach leaf unfolding at two orchard farms. Each site 
surveyed 10 replicates.

보고된 바 있다(Hewitt, 1979). 갈색여치 또한 같은 시

기에 채취한 굴참나무 잎보다 복숭아 잎을 선호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으며(unpublished data) 갈색여치가 서식

처를 바꾸는 원인이 먹이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갈색여치의 서식처 전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갈색여치 먹이원의 식생 및 이화학적 구

조의 시기적 변화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갈색여치 약

충의 발달단계에 따른 습식욕구, 소화효소의 변화 및 

영양물질의 선호성 등과 같은 생화학적 연구가 뒤따라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과 2008년에 조사된 갈색여치 성충의 발생최

성기는 6월 중순으로서 과수원에서 먹이를 섭취한 뒤 6
월 하순 장마가 시작됨과 동시에 다시 인근 야산의 덤

불지역으로 서식처를 옮겼고 이후 과수원으로 다시 내

려오지 않아서 7월 이후에는 과수원에 피해가 감소하였

다(Fig. 3). 암컷의 산란 시기는 7월초가 최성기이며, 7

월부터 9월까지 축축한 덤불속에 산란을 하고, 산란된 

알은 1년 또는 2년 휴면을 하고 봄에 부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ng et al., 2008, 2009). 성충은 야외에서 

9월까지 덤불에서 관찰이 되었다. 

발육생태 특성
실내에서 갈색여치의 발육을 관찰한 결과 1령 약충에

서 성충이 되기까지 갈색여치의 평균 탈피 횟수는 7회
이지만 개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즉, 6회 또는 8회 탈피하는 개체도 있었으며, 8회 탈피

한 개체는 모두 암컷에서 관찰되었다. 메뚜기류의 탈피 

횟수는 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같은 종 내에서도 환경

이나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탈피 횟수가 2~9회 정도 다

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Brown, 1983; Masaki, 
1980). 예를 들면, Gryllus bimaculatus는 16L:8D의 광조

건에서 사육했을 때 온도가 올라갈수록 탈피횟수가 줄

어들었으며, Dianemobius nigrofasciatus와 D. mikado
의 월동난은 12L:12D의 광조건에서 6회 탈피 후 성충

이 되지만, 14L:10D의 광조건에서 2~3회 더 탈피한다

(Merkel, 1977; Masaki, 1980).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

조건(온도, 광조건, 먹이)이 일정한 실내에서 관찰한 것

이므로 유전적 변이에 의해 탈피횟수가 개체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에서 부화한 갈색여치 약충은 25℃에서 사육한 

경우에 1령 약충에서 성충까지는 49.2일이 소요되었다

(Table 2). 하지만, Moon(2009)에 의하면 25℃에서 발

육기간이 암컷은 66.0일, 수컷은 57.3일로 보고한 바 있

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갈색여

치 발육기간의 차이는 같은 온도조건이더라도 먹이, 습
도 및 사육상자 등과 같은 다양한 사육환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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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rphological measurement of body length in each postembryonic stage of P. ussuriensis at 25℃

No.
Body length (mm

Range Mean±SD

1st-instar  25*  4.0~6.0  5.45±0.67

2nd-instar 22  7.0~11.0  8.95±1.09

3rd-instar 22 10.0~14.0 11.91±1.15

4th-instar 22 11.0~17.0 14.27±1.67 (2.0) **

5th-instar 22 15.0~21.0  8.14±1.86 (4.5)

6th-instar 22 18.0~25.0 21.36±2.26 (9.5)

7th-instar 22 23.0~30.0 25.64±2.34 (20.6)

Adult 22 28.0~34.0 30.23±1.15 (24.0)
* female 10, male 15; ** The parenthesis represents the ovipositor length in each stage.

Table 4. The comparisons of body characteristics between female and male P. ussuriensis collected from the field

Body characteristics
Female Male 

Average Range Average Range

Body length (mm) 36.80±2.53 a1) 32.01~42.49 34.38±1.79 b 30.55~36.98

Pronotum length (mm)  8.69±0.65 a 7.44~9.95  8.02±0.66 a 7.04~9.54

Pronotum width (mm)  8.37±0.55 a 7.02~9.34  7.53±0.49 b 6.84~8.77

Tegmen length (mm)  2.91±0.67 a 1.77~4.35  2.79±0.36 b 2.03~3.62

Hind Femur length (mm) 27.79±1.72 a 21.5~31.39 25.50±1.54 b 23.26~29.22

Ovipositor length (mm) 26.17±1.86 21.29~29.35 - -

Fresh body weight (g)  2.48±0.50 a 1.73~3.05  2.52±0.33 a 2.05~2.99
1) Means in colum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P=0.05).

에서 휴면중인 알을 저온처리 후에 이용하였으나 Moon 
등(2009)의 경우에는 야외에서 채집한 1령 약충을 이용

하였다. 즉, 실내사육조건 및 갈색여치의 난발육조건과 

같은 요인들이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약충의 발육기간

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암컷의 산란관은 4령부터 관찰되었으며, 5령 이후부

터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었다. 이 시기의 산란관 길이

는 4.5 mm 이하이지만, 성장함에 따라서 산란관이 길

어져서 암컷 성충의 길이는 평균 24.0 mm이었다(Table 
3). 실내에서 사육한 알에서 부화한 1령 약충의 체장은 

평균 5.5 mm이었으나 7회의 탈피 과정을 거친 성충은 

약 30 mm까지 성장했다(Table 3). 그러나, 야외에서 채

집된 성충의 체장은 실내 사육한 개체들보다 4.2-6.6 
mm 길게 성장했다(Table 4). 성충의 각 신체 부위의 특

징에 관해서 성적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암컷의 체장, 
앞가슴등판 폭, 앞날개 길이 및 뒤퇴절 길이가 수컷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P<0.05)(Table 4). 본 연구에서 채

집한 갈색여치의 체장은 암컷이 36.8 mm, 수컷이 34.4 
mm로서 기존에 보고된 것과 비교해 볼 때에 더 길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25.6 mm(암), 21.7-24.9 mm(수) 
(Yamasaki, 1986), 24.5-28.1 mm(암), 23.2-31.0 mm
(수) (Storozhenko and Paik, 2007), 24.2-32.7 mm(Kim, 
2007), 32.3 mm(암), 31.08 mm(수) (Moon et al., 2009)
로서 평균적으로 5-10 mm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채집한 갈색여치가 과원에서 서

식한 개체들이므로 먹이원의 양호한 영양조건이 성장

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한편, 갈색여

치의 산란관은 유사종인 P. palgongensis보다 1-5 mm
가 짧으며 쓰시마섬에 서식하는 P. tsushimensis 보다 

6.5-13 mm가 짧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Yamasaki, 1986; 
Storozhenko and Paik, 2007). 즉, 갈색여치는 한국과 

일본에 서식하는 Paratlanticus속 3종중에서 산란관이 

가장 짧은 종인 것으로 여겨진다. 
실내와 야외에서 갈색여치의 발육을 살펴본 결과 갈

색여치는 3월말 또는 4월 초순에 알에서 부화하여 약 

49일 이상의 발육기간을 거쳐 6월 초순에 성충이 되며, 
9월 초순까지 약 90일 동안 성충으로 생활하다가 야산

에서 죽는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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