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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여치(Paratlanticus ussuriensis) 기주식물의 

이화학적 특성변화와 먹이선호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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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06 and 2007, there was a big outbreak of the Ussur Brown Katydid, Paratlanticus 
ussurriensis in the central part of Korea attacking some orchard trees. Until 2000, the katydid had not been 
regarded as an agricultural pest because they were distributed widely in Korea with low population density 
and their habitats were confined mainly to hillsides of forested areas. The fact that  katydid attacked 
orchard trees with a higher population density seemed to be related to a change in feeding environment. 
And the shift of their habitats from oak woodlands to commercial orchards was thought to be related to the 
nutritional contents of their feed. In an attempt to understand these relationships, we conducted an 
ecological study of the affected areas. When the katydids changed their habitats in early May of 2008 and 
2009, they shifted their host plants from oak trees to peach trees. The habitat shift was closely related to 
the nitrogen (N) content of the host plant leaves. When katydid moved to the hillside adjacent to orchard 
farm, N content of oak tree leaves decreased dramatically from 5.3% to 2.2%. At that time N content of 
peach tree leaves were higher than the 2.2% of oak leaves, showing 3.5~5.0%. This range of N content of 
peach tree leaves has been consistent until late June. And feed preference analysis carried out in the 
laboratory showed that katydid prefered peach tree leaves to peach fruit to oak tree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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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2006년과 2007년 산림에서 서식하던 갈색여치가 인

접한 과수원으로 침입하여 충북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

수원 일대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1-3). 갈색여치는 우리나라

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산림에 서식하는 메뚜기목(Orthoptera) 
여치과(Tettigoniidae)에 속하는 곤충으로 우수리강에서 최

초로 채집되어 학계에 보고되었다4,5).
갈색여치는 2000년 이전에는 주로 산림에서 낮은 밀도로 

관찰되었고, 2001년 충북 보은 지역 과수원에 나타나 피해를 

입힌 것이 보고되었으나, 그 이후 2006년까지는 농경지에 피

해사례가 없었다. 2006년 이후부터 충북 영동을 중심으로 산

림과 인접한 과수원에서 다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Bang 등2)의 연구에 의하면 갈색여치는 주로 3월 하순에 1령 

약충으로 야산에 출현하여 5월 초부터 서서히 과수원으로 내

려오기 시작한다. 국내에서 대발생 사례가 없이 낮은 밀도로 

존재하던 갈색여치와 같은 곤충들이 돌발하는 상황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원인이 되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과 곤충생태의 변화를 

꼽고 있다2,6). 메뚜기목 곤충들이 대발생한 사례는 미국, 캐나

다, 호주, 아프리카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많은 보고에

서 메뚜기류의 대발생은 기후(온도, 강수량 등)와 식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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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장 큰 요인으로 들고 있다7-9).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2007년부터 갈색여치

의 대발생 원인을 구명하고, 그 확산을 미리 예측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갈색여치의 발생, 발육특성 및 생태에 대한 전반

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6).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림에 존재하던 갈색여치가 갑자기 과수원으로 이동하게 된 

원인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동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먹이원이 되는 기주식물과 갈색여치 사이의 상호관

계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갈색여치가 대발

생한 과수원 주변의 산림 식생은 주로 낙엽활엽수인 참나무

류(갈참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떡

갈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갈색여치가 야산에 서식할 시기

에는 특히 관목층을 우점하고 있는 갈참나무 잎에서 많이 발

견된다10). 한반도의 삼림식생은 식생지리학적으로 대륙형

(Continental type)의 한반도아형(Korean peninsula subtype)
에 포함되는 온대림이며, 너도밤나무-신갈나무군강(Querco-Fagetea 
crenatae Miyawaki et al. 1964 em. KIM J.-W. 1992)의 

신갈나무-철쭉꽃군목(Rhododendro-Querce ta l i a 
mongolicae KIM J.-W. 1990)에 속한다11, 12). 한반도아형의 

교목층을 구성하는 수종은 낙엽활엽수 참나무류이다. 따라서, 
갈색여치가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 분포한다5)는 것

은, 넓은 의미에서 갈색여치의 분포가 식생 분포와 일치하는 

것이다. 
곤충의 성장속도, 산란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 

중 하나가 먹이로 하는 식물의 질과 양의 변화이다13,14). 특히 

메뚜기목 곤충은 단백질과 동시에 수분을 포함한 다른 영양

원을 먹이에서 얻는다15). 메뚜기류는 다른 곤충에 비해 체내 

조직의 총 질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질소함유량이 높은 먹이원을 섭취해

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따라서 기주식물의 질적인 

변화는 메뚜기의 성장과 산란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밀

도변화를 가져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17-20). 이와 같이, 외

국에서는 식물과 초식곤충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초식곤충과 먹이원이 되

는 기주식물 잎의 물리적 성질 및 구성성분과의 상관성을 분

석함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21-24). 국내에서 곤충에 대한 연구

는 형태적 분류 및 특정지역의 분포상 위주로 활발히 진행되

고 있지만, 식물과 초식곤충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많

지 않은 실정이다25).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갈색여치가 서식하던 산림지역에

서 인근 과수원으로 서식처를 옮기는 원인을 구명하는 것으

로서 주요 피해 과수인 복사나무와 과수원 주변 산림을 구성

하고 있는 식물 잎의 이화학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갈색여치가 과수원으로 이동하는 시기를 미리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의 피해방지대책을 세우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재료 및 방법

기주식물의 이화학성 변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갈색여치가 가장 많이 출현했던 

지역인 충청북도 영동군 비탄리 복숭아 과수원의 복사나무

(Prunus persica for. persica)와 주변 산림 지역의 갈참나무

(Quercus aliena), 굴참나무(Q. variabilis), 신갈나무(Q. mongolica), 
졸참나무(Q. serrata) 및 떡갈나무(Q. dentata)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잎의 물리성은 각 수종별 10개의 잎을 선정하여 

측정한 값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잎의 두께변화는 버니어켈

리퍼스(Model CD-15CPX, Mitutoyo Corp., Japan)를 이

용하여 잎의 엽맥을 피하여 측정하였다26). 잎의 toughness
는 종합물성측정장치인 sun RHEO METER(Model CR-200D, 
SUN SCIENTIFIC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종합물성측정장치의 조작 조건은 끝이 뾰족한 직경 3 
mm의 탐침을 이용하였고, 시료가 올려져있는 테이블의 이

동속도는 60 mm s-1로 탐침이 시료를 통과시의 최대 힘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잎의 수분함량(%)은 (생중량-건중량)/생

중량×100으로 구하였다. 생중량은 야외에서 잎을 채취 후 비

닐 봉투에 넣어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 즉시 

측정하였으며, 봉투를 포함한 전체 무게를 측정 후 봉투의 무

게를 빼주었다. 건중량은 풍건 건조기를 이용하여 70℃에서 

48시간 건조 후의 무게를 이용하였다. 잎의 C와 N의 성분분

석은 물리성 측정을 끝낸 시료를 사용하여 Vario MAX CN 
분석기(Elementar Analysensysteme GmbH, Hanau, 
Germany)로 3반복 분석하였으며, 각 시료의 양은 200 ㎎으

로 하였다. 동일 시기의 수종간 또는 동일 수종의 다른 시기

별 잎의 성질 특성 비교는 t-test 또는 Mann-Whitney rank 
sum test를, 실내 먹이 선호실험에서는 비모수 통계 검정법

인 Kruscal-Wallis test를 이용하였다. 잎의 특성별 상관성 

분석을 위해서는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사용하였다

(SigmaPlotⓇ 11, SYSTAT SOFTWARE, INC.). 

실내 먹이 선호도 조사

갈색여치가 선호하는 먹이원을 구명하기 위해 실내에서 

갈참나무 잎, 복사나무 잎, 미성숙 복숭아에 대한 선호도 실

험을 하였다. 갈색여치가 서식하고 있는 과수원 인근 야산에

는 여러 종류의 참나무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갈참나무의 가

해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실내의 먹이 선호도 실험에서는 참

나무류의 대표로서 갈참나무를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갈색여치는 주로 5-6령 이었으며, 실험시작 전 2일 동

안 먹이(어분＋밀기울)를 공급하지 않고 물만 공급하였으며, 
투명케이지(60×30×30 cm)에 1마리씩 넣고 30분 동안 먹이 

선호를 관찰하였다. 30분 내에 가장 먼저 섭식하고 1분 이상 

동안 지속적인 섭식을 보이는 것을 선호먹이로 판단하였고, 
전체 30회 반복에서 선호먹이를 선택하는 횟수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선호도로 제시하였다. 먹이에 사용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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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af area, thickness, toughness, and water content of young and old leaves (Means ± standard deviations)

Q. aliena Q. mvariabilis Q. mongolica Q. serrata Q. dentata P. persica

Young Old Young Old Young Old Young Old Young Old Young Old

Leaf area (cm2) 40.0
±28.5

139.7
±50.7

8.7
±6.0

44.9
±11.1

67.7
±27.1

93.6
±29.2

25.8
±12.0

45.8
±15.5

39.6
±24.1

156.1
±49.8

9.1
±5.4

36.0
±6.8

Thickness (mm) 0.15
±0.02

0.22
±0.03

0.12
±0.00

0.16
±0.02

0.14
±0.01

0.18
±0.01

0.11
±0.02

0.16
±0.01

0.28
±0.01

0.32
±0.02

0.17
±0.03

0.22
±003

Toughness (g) 0.81
±0.13

1.04
±0.05

0.87
±0.07

0.98
±0.05

0.89
±0.03

1.01
±0.04

0.90
±0.03

0.95
±0.02

0.94
±0.00

1.04
±0.05

0.89
±0.09

0.93
±0.03

Water content (%) 78.0
±0.7

62.1
±5.0

72.4
±7.7

62.6
±0.6

73.7
±2.7

63.5
±2.4

73.2
±2.1

60.2
±1.9

74.5
±1.1

55.8
±2.5

75.0
±2.8

68.6
±3.8

Fig. 1. Leaves of peach tree (left) and oak tree (Q. aliena, right).

사나무 잎과 갈참나무 잎은 갈색여치가 대발생한 지역에서 

2009년 5월 28일에 채취하여 냉장보관하면서 2-4일 안에 사용

하였고, 위에 제시한 동일한 방법으로 N 성분분석을 하였다. 

결  과

조사지역 산림에서 갈색여치는 성장시기에 주로 참나무류

인 갈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및 떡갈나무 잎

을 섭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특히 관목 높이(수고 약 

1~2 m 높이)에 있는 갈참나무 잎에서 가장 많은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나무류 중에서 신갈나무가 가장 

일찍 잎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4월 17일 이전), 갈참나

무는 2008년의 경우 4월 17일에 나왔으며, 4월 23일에는 모

든 참나무류에서 잎이 나와 있었다. 복사나무는 5월 2일에 

잎이 나왔다. 갈참나무와 복사나무 두 수종간의 개엽시기에

는 약 15일 정도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갈색여치의 대발

생 이후 과수원으로 이동하는 원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먹이

원인 참나무류와 복사나무 잎의 상태 변화를 파악하였다

(Table 1, Fig. 1). 어린잎(4월 23일과 4월 30일 측정값)과 

성숙잎(5월 28일, 6월 12일, 6월 26일 측정값)의 차이를 

Table 1에 나타냈다. 어린잎과 성숙잎의 특성들은 모든 수종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즉, 성숙잎은 어린잎

보다 엽면적, 두께, toughness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수분함량에서는 낮은 값을 나타냈다(Table 1). 성숙잎에 대

한 수종 간 비교를 하면, 엽면적은 떡갈나무가 가장 크고, 복
사나무가 가장 작다. 잎의 두께 역시 떡갈나무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굴참나무와 졸참나무가 낮은 값을 나타냈다. 
잎의 toughness는 수종 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떡갈나무가 가장 높고, 복사나무가 가장 낮았다. 수분함량은 

복사나무가 가장 높고, 떡갈나무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
것은 toughness와 반대의 경향이다.

이러한 잎의 특성에 대한 시간적 변화는 참나무류에서는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Fig. 2에는 야외에서 갈색

여치의 먹이선호도가 가장 높은 갈참나무와 주요 피해 과수

인 복사나무 잎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엽면적에서는 두 수종 

모두 5월 8일까지 증가한 후(p<0.001, n=10), 더 이상 증가

하지 않았으며(p>0.05, n=10), 모든 시기에서 갈참나무의 엽

면적이 복사나무보다 크게 나타났다(Fig. 2A). 동일시기에 

측정된 두 수종의 잎 두께를 측정한 결과, 엽면적의 변화 경

향과 비슷하게 5월 8일 경까지 두 수종 모두 증가하다가(약 

0.22 mm),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B). 갈참나무의 경우 마지막 측정시기에 조금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두 수종사이 잎 두께 변화는 상대적으로 늦게 

개엽한 복사나무 잎이 빨리 두꺼워진 결과이다. 하지만, 갈참

나무와 같은 참나무류의 경우는 줄기의 정단에서 거의 동시

에 전개하는 반면에 복사나무 잎의 경우는 줄기의 신장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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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leaf area (A), thickness (B), toughness (C), water content (D) during leaf development in oak tree (QA) 
and peach tree (PP). Data points are means of ten replicates with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SD).

Fig. 3. Change in Nitrogen content during leaf development in oak trees and peach tree in 2008 (A) and 2009 (B). Data 
points are means of three replicates. QA: Quercus aliena, QV: Q. variabilis, QM: Q. mongolica, QS: Q. serata, QD: Q. dentata, 
PP: Prunus persica.

께 계속적으로 새로운 잎이 출현함으로서 계속적으로 어린잎

을 유지하고 있었다(Fig. 1). Toughness의 경우에 복사나무

의 잎은 5월 20일 이후에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참나무의 경우는 복사나무 잎보다 초기에는 낮은 값을 나

타내다가, 5월 28일부터는 복사나무 잎보다 높은 값을 나타

났다(Fig. 2C). 잎의 수분함량은 두 수종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초기에는 78% 수준에서 후기에는 60~65%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린잎의 경

우에는 두 수종간의 수분함량의 차이는 없었으나, 후기에는 

복사나무 잎의 수분함량(68.25±2.02)이 갈참나무(59.35±1.18)
보다 높게 나타났다(Fig. 2D). 

곤충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질소함

량의 경우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잎이 성숙됨에 따라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전 기간 동안 복사나무 잎이 참나무

류보다 높았다(Fig. 3). 참나무류 중에서는 갈참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갈참나무와 복사나무 잎의 비

교에서 초기에는 두 수종 모두 4-5%수준의 높은 질소함량을 

나타내고 있다(Fig. 3). 하지만, 갈참나무의 경우는 5월 초․중
순에 질소함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5월 하순부터는 약 2.2%
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복사나무 잎의 경우는 5월 하순까지 

감소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갈

참나무보다 높은 3% 수준 이상을 유지하였다. 또한 복사나

무에서는 6월 26일에도 새로운 잎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

으며, 이때 새롭게 나온 잎의 질소함량은 동일시기의 갈참나

무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았다(4.86±0.02%). 탄소의 경우는 

잎의 발달에 따른 변화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갈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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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in Carbon content during leaf development in oak trees and peach tree in 2008 (A) and 2009 (B). Data 
points are means of three replicates. QA: Quercus aliena, QV: Q. variabilis, QM: Q. mongolica, QS: Q. serata, QD: Q. dentata, 
PP: Prunus pers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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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atter matrix showing the relationship of among leaf area, thickness, toughness, water content, and nitrogen 
content in oak tree leaves.

를 포함한 참나무류 잎(2008년 46.8±0.6%, 2009년 48.0±0.7%)
이 복사나무 잎(2008년 44.5±0.6%, 2009년 44.0±0.9%)보다 

높았다(Fig. 4).
각 측정 항목 간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갈참나무 잎의 

경우, 두께와 엽면적(r=0.93, p<0.01), 수분함량과 toughness
(r=-0.89, p<0.01) 및 질소함량과 수분함량(r=0.88, p<0.05)
간에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Fig. 5). 복사나무 잎의 경우

는 두께와 엽면적(r=0.928, p<0.01), toughness와 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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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atter matrix showing the relationship of among leaf area, thickness, toughness, water content, and nitrogen 
content in peach tree leaves.

* 

Fig. 7. % feed preference of P. ussuriensis to three 
different feedstock at designed cage. * Kruscal-Wallis 
test p<0.05.

(r=0.80, p<0.05), 수분함량과 엽면적(r=-0.876, p<0.01), 질
소함량과 엽면적(r=0.98, p<0.01) 및 toughness와 두께

(r=0.80, p<0.05)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Fig. 6).
실내에서 갈색여치의 먹이 선호도 조사는 야외에서 참나

무류 중 먹이 선호도가 높고, 질소함량도 높은 갈참나무 잎, 
복사나무 잎, 어린 복숭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60%가 복사나무 잎을 가장 먼저 섭식하였고, 어린 복숭아

(35%), 갈참나무 잎(5%) 순으로 섭식선호를 보였다(Fig. 7). 
이 시기의 복사나무 잎과 갈참나무 잎의 질소함량은 각각 

3.53(±0.07)%와 2.27(±0.07)%이었다.

고  찰

곤충들이 서식처를 옮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먹이 

요인이며, 메뚜기를 포함한 많은 초식성 곤충에서 기주식물

의 질은 생존, 성장 및 산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

고되어 왔다7,20,27,28). 또, 자연상태에서 메뚜기의 대이동은 기

주식물의 질적 영양수준의 변화에 따라 일어난다13). 특히 질

소는 메뚜기 종류의 밀도 변동에 1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탄수화물과 비교 시, 전자는 알의 수 및 알의 무게 등 산란에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후자는 성충의 무게 및 생존에 상관성

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9). 따라서, 기주식물의 선택에

서 질소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로서 메뚜기목의 하나인 

Locusta migratoria 약충은 먹이원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상대적인 양을 구별할 수 있으며30), 먹이원 조성에 따른 실험 

결과에서 탄수화물보다는 질소함량에 따른 반응이 크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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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충의 먹이원 선택은 다음 세대의 산란을 위해 질소함량

이 상대적으로 높은 먹이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31,32). David와 Whitford33)는 곤충의 밀도는 먹이가 되는 식

물 잎의 질소 함량과 양의 상관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갈색여치는 복사나무 잎이 나오기 전에는 산

림에 서식하다가, 복사나무 잎이 개엽(2008년의 경우 5월 2
일) 한 후 약 1주일 후(5을 9일)에 과수원으로 서식지를 옮기

는 것이 확인되었다. 갈색여치 약충의 주요 기주식물로 작용

하는 갈참나무와 복사나무 잎의 시간적 변화 상황을 보면, 엽
면적, 두께 및 toughness는 증가하며, 수분함량과 질소함량

은 감소한다(Fig. 2, 3). 갈색여치가 갈참나무에서 복사나무

로 이동한 시기에 두 수종 잎(성숙된 잎)에서 차이를 나타내

는 것은 toughness, 수분함량 및 질소함량이었다. 성숙된 잎

의 toughness는 갈참나무 잎이 높고, 수분함량과 질소함량

은 복사나무 잎이 높게 나타났다. 갈색여치에 있어 복사나무 

잎의 낮은 toughness, 높은 수분함량 및 높은 질소함량은 

좋은 먹이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갈색여치가 

기주식물을 교체하는 5을 초순 전후로 이전 먹이원이던 갈참

나무를 포함한 참나무류 잎의 질소 함량이 5%에서 2.2% 이
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동일시기에 과수원의 복사나무 

잎은 3.5~5%를 유지함으로서, 복숭아 과수원은 산림에 비하

여 매우 좋은 질소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야외 관찰에서 확인된 것처럼 복사나무의 잎이 나오기 

전에 갈색여치의 주요 먹이원이 되는 참나무류 중에서 갈참

나무 잎에 대해서 높은 먹이 선호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갈참

나무 잎(특히 어린잎)이 다른 참나무류보다 높은 질소함유량

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잎의 질소함량을 비롯

하여 각 특성들 사이의 상관성에서, Rausher34)가 보고한 결

과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갈참나무와 복사나무 잎 모두

에서 질소함량과 수분함량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며(Fig. 5, 6), 이는 복사나무 잎이 갈참나무 잎보다 질소

함량 뿐만 아니라, 수분함량 측면에서도 좋은 먹이원이 된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갈색여치는 성장과 산란에 

유리한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서 과수원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내실험에서 3가지(갈참나무 잎, 복사나무 

잎, 어린 복숭아) 먹이 중 복사나무 잎 > 복숭아 > 갈참나무 

잎의 순으로 먹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실험에 사

용된 복사나무 잎과 갈참나무 잎의 질소 함량은 각각 

3.53(±0.07)%, 2.27(±0.07)%로 다른 메뚜기목 곤충에서 관

찰된 바와 같이 갈색여치 또한 질소함량이 높은 먹이원을 선

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성분이

외에도 갈색여치의 기주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물질

에 대한 탐색과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야외 먹이원의 성분 변화와 실내 먹이 선호도 결과를 종

합하면, 갈색여치는 5월 초순 야산의 참나무 잎으로부터 과

수원의 복사나무 잎으로 기주를 교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질소 함량이 높은 먹이원을 선호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수원의 위치가 참나무류가 우점하

는 낙엽활엽수림과 인접한다면 일차적으로 갈색여치의 피해

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갈색여치의 전국 분포 및 확산 예측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서는 이들 참나무류를 중심으로 낙엽활엽수의 분포와 연관성

을 찾아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요  약

부화한 갈색여치는 서식지의 식물이 개엽하기 전까지는 

부식질을 섭식하며, 갈참나무를 포함한 참나무류가 개엽을 

하면 이들의 어린잎을 섭식한다. 갈색여치가 산림지역에서 

과수원으로 이동하는 시기는 5월 초순경으로 복사나무 잎이 

개엽하는 시기와 일치하였다. 산림에 주로 서식하던 갈색여

치가 과수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갈색여치가 기존 먹이원이던 

참나무잎보다 복사나무 잎이나 복숭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숭아 잎에 대한 선호성에는 갈색여치의 성장과 발

육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질소함량 차이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외에서 갈색여치가 과수원으로 이동하

는 시기와 갈참나무 잎의 질소함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

가 일치하며, 동일시기 복사나무 잎의 질소함량은 갈참나무 

잎보다 항상 높은 값을 유지하였다. 또한 실내실험에서 3가

지(갈참나무 잎, 복사나무 잎, 어린 복숭아) 먹이 중 복사나무 

잎 > 복숭아 > 갈참나무 잎의 순으로 먹이를 선호하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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