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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tructure of spiders is a foraging strategy as well as an investment to get prey. In order to in-
crease the fitness consequence, spiders change their foraging strategy based on sensory information
provided by prey species. We conducted an experiment to demonstrate whether an orb-web building
spider, Argiope bruennichi modifies its web-building behavior after experiencing sensory information
emitted by a UV recognizing flying insect, Bombus terrestris. To know how the web structure would
be modified, we observed web characteristics after providing sensory information of a potential prey
species, the bumblebee (experimental group) and compared them to the control group (no information
provided). We hypothesized that the spiders of the experimental group would increase investments
in their web construction and stabilimentum decoration. The results rejected our hypothesis. Web and
stabilimentum constructions decreased in the course of the experiment in both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The individuals did not increase their stabilimentum length and did not ex-
tend their web areas, in spite of sensory information given by the nectar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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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개체를 둘러싼 환경에서 제공되는 감각 정보(sensory in-

formation)를 토대로 동물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행동을 수정

해야 한다. 환경 요인은 예측하기 어렵고 늘 변화하기 때문이

다. 정확한 정보의 수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행동의 수정은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5].

먹이를 효율적으로 획득하는 동물은 그렇지 못한 동물에 비해

서 생존과 번식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감각 정보를 제공하는

개체(signaler)와 감각 정보를 수집하는 개체(receiver)가 피식

자(prey)와 포식자(predator)의 관계에 놓이는 경우 이 문제는

심각하다. 피식자는 포식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

아야 하겠지만 포식자의 입장에서는 피식자, 즉 먹이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포식을 위한 전략 수립

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21].

거미는 육상의 대표적인 포식 동물로 주어진 환경에서 제공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포식 전략을 수정한

다[16,17,20]. 특히 웹 건축 행동은 거미 종의 대표적인 포식

전략으로서 이 중 정주성(sedentary) 거미의 웹 건축 행동은

개체의 적응도(fitness)를 높이기 위한 에너지 투자 전략이다

[24]. 비록 거미의 건축 행동은 진화적 구속에 의해 제한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주어진 생물,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따라서

가변성을 보일 수 있다[7,9,10,12]. 먹이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

를 수용하고 웹 변인을 수정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미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할 것이다[3]. 피

식자를 포함해 주변의 생물종으로부터 제공되는 감각 정보를

토대로 웹 건축 전략을 수정하는 행동은 거미가 자신의 이익

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익 극대화에 근접하

기 위한 거미 웹의 물리적 구조를 정량화 할 수 있다면, 웹

변인을 통한 최적 포식자의 포식전략 수립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Wise와 Barata [26]의 연구와 Opell [14]의 연구에 따르면,

포식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조건에서 더 많은 포식을 원하

는 개체는 보다 큰 웹을 건축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공중에

둥근 웹을 건축하는 일부 거미들이 건축 과정 후반부에 웹

위에 장식처럼 추가하는 지그재그 형태의 흰띠줄(‘stabili-

mentum’)이 있다. 이 흰띠줄 건축 행동이 거미가 먹이를 효과

적으로 포획하기 위한 투자 행동이라는 가설이 있다. 흰띠줄

기능에 관한 이른바 ‘먹이유인 가설(prey-attraction hypoth-

esis)’에 지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Craig와 Bernard [4]의 연

구와 Tso [25]의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반사율(UV re-

flectance)이 높은 흰띠줄의 건축은, 곤충이 진화적 적응을 통

해 내재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감각 편향(sensory bias)을

이용한 유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즉, 꽃의 중앙 부위에서 반사

되는 자외선을 인식하여 날아오는 꽃꿀 채집 곤충들이 흰띠줄

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에 유인된다는 것이다. 꽃꿀을 채집하는

초식 곤충은 꿀벌의 경우처럼 꽃꿀을 가진 식물의 특성(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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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UV 흡수 및 반사, 냄새 등)에 더 잘 반응하는 감각 편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3,18]. 실제로 흰띠줄은 일반

거미실에 비해 높은 자외선 반사율을 나타낸다[2]. 또한 적지

않은 연구들이 흰띠줄을 포함한 웹이 흰띠줄이 없는 웹과 비

교해 꽃꿀채집자(nectar collector)를 사냥하는 일에 더 성공적

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6,23].

긴호랑거미(Argiope bruennichi)는 논습지와 관목 나대지에

많이 서식하는 종으로 공중에 둥근 형태의 웹을 건축하고 종

종 웹 위에 흰띠줄 장식을 추가하는 건축행동을 보인다. 이유

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때때로 흰띠줄이 없는 웹을 건

축하기도 한다. 꽃꿀을 채집하는 서양뒤영벌(Bombus terrest-

ris)은 화분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곤충이며, 긴호랑거미(A.

bruennichi)의 웹에 쉽게 걸릴 수 있는 먹이종이다. 비행하는

화분 매개 곤충을 사냥하기 위해 웹을 건축하는 개체는 그에

적합한 건축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먹이종으로부터 제공되는 감각 정보가 있는 환경에서 거미는,

그러한 감각 정보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와는 다른 구조를 가

지는 웹을 만드는 것이 자원 투자의 효율성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다. 먹이 동물로부터 제공되는 감각 단서(sensory cue)는

먹이 포획이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미가 포식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보를 줄 것이다. 실제 crab spiders

[11], funnel-weaving spiders [19], orb-weavers [15], wolf spi-

ders [16] 등의 적지 않은 거미들이 먹이로부터 제공되는 감각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가설에 지지적인 연구 성과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먹이종에

대한 감각 정보가 없는 환경에 놓인 개체와 비교해, 비행성이

고 자외선(UV) 인식에 민감한 서양뒤영벌(B. terrestris)의 감각

정보를 제공받은 긴호랑거미(A. bruennichi)는 웹 건축 전략

차이를 보일 것이다. 지상에서 보다 높은 위치에 웹을 건축할

것이고, 포식 성공 가능성의 증가에 따른 웹 건축 빈도의 증가

와 더불어 웹 넓이가 증가하며, 흰띠줄 건축 빈도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종: 긴호랑거미(Argiope bruennichi)와 서양뒤영벌

(Bombus terrestris)

긴호랑거미(Argiope bruennichi)는 대표적인 논거미로서 다른

Argiope spp.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관찰되는 종이다. 성체뿐

만 아니라 미성숙 개체들도 지상에서 쉽게 관찰된다. 또한 개체

가 웹의 중심(hub)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채집이 용이하다. 실

험실 환경에서도 잘 사육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성체 출현

시기는 7월-10월이다. 둥근 모양의 웹(orb web)을 건축하며, 중

앙에 특이적 웹 부속물(web decoration)인 UV 반사율이 높은

흰띠줄(stabilimentum)을 건축한다. 성체의 흰띠줄은 웹의 중

앙을 가로질러 일자형으로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성체

의 경우 나선형(spiral) 등의 이형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서양뒤영벌(Bombus terrestris)은 한국과 유럽 등지에 분포하

며 자외선(UV) 인식이 매우 높은 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화

분 매개 곤충(pollinator)로서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다. 성충

은 6-7월부터 나타나며, 꽃의 분포율이 높은 들판 지역에서

긴호랑거미(A. bruennichi)와 같은 정주성 거미에게 적합한 먹

이종이다.

채집 및 사육

긴호랑거미(A. bruennichi) 암컷 성체를 채집하였다. 장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소래 습지 생태 공원 일

대(37°24'29.09"N, 126°44'49.07"E)이며, 8월 12일, 23일, 29일

3회에 걸쳐 오전 중(09:00-11:30)에 채집하였다. 채집된 개체는

개별적으로 실험을 위해 디자인된 사육 상자에 넣어졌다(Fig.

1). 서양뒤영벌(B. terrestris) 군집(colony)은 한국유용곤충연구

소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사육실은 12 hr/12 hr (낮: 08-20시(663-734 lux), 밤: 20-08

시)의 일주기를, 29.5-31°C의 온도를, 69.8-72.2%의 습도를 유

지하였다. 분무기를 사용하여 70°C의 증류수를 매일 12시와

17시에 2회, 사육 상자 상단에 3번, 하단에 3번 분사하였다.

또한 실험기간 중에 먹이 공급과 연구진 외에 타 생물종에

속하는 개체의 출입을 차단하였다.

파리목 동애등에(Ptecticus tenebrifer)를 개체 당 4마리씩 먹

이 자극을 차단하는 실험 기간에 들어가기 앞서 24시간 전에

먹이로 제공하였다. 동애등에는 45-60 mg의 몸무게(body

mass)를 가진다. 이 과정은 실험 기간 동안 개체의 수명

(longevity)을 늘리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Fig. 1. Breeding box for Argiope bruennichi (cm; 50x50x13cm3).

It is made from acryl material. A: hole for prey provi-

sion, B: wire meshed hole for ventilation, C: transparent

sliding door for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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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설계

대조군(control group) 34개체, 실험군(experimental

group) 37개체가 실험에 사용되었다. 대조군과 실험군에 대한

실험은 감각 정보의 차단을 위해 각각 격리된 실험실에서 수

행되었다. 대조군 개체에게 실험 기간 동안 먹이를 공급하지

않았으며 먹이에 대한 감각 정보 또한 제공하지 않았다. 먹이

감각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은 모든 개체에게 총 6일(144

시간)이다.

실험군에 속한 개체에게도 실험 기간(6일) 동안 먹이를

공급하지 않았다. 처음 3일(72시간)은 먹이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어지는 3일은 서양뒤영벌(B. ter-

restris)의 감각 정보(sensory information)만이 제공되는 상

황을 만들었다(Fig. 2). 정보 제공은 오전 9시를 시작으로 1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어지는 1시간 동안은 아무런 정

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가 제공되는 시간과 제공되지

않는 시간을 총 4회 반복하였다. 정보 제공이 끝난 16:00로

부터 1시간 뒤인 17:00에 이전에 건축된 웹을 모직 천을 이

용하여 제거한 후 다음날 08:00에 건축된 웹을 영상 촬영하

고 변인을 측정하였다.

웹 변인 측정

실험 기간 동안 오전 8시에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웹을 건축

한 개체와 건축하지 않은 개체가 기록되었다. 흰띠줄의 경우

는 웹 중심(hub)에서 상단(upper area)과 하단(lower area) 둘

중 한 지역에서만 흰띠줄이 관찰되어도 흰띠줄을 건축한 것으

로 간주하고, 선형(linear)이 아닌 일반 실크의 색깔과 구분이

되지 않는 색이 희미한 안개형 웹 부속물은 흰띠줄을 건축하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웹의 높이는 사육장의 바닥으로부터 건축된 웹의 중심까지

의 최단 거리로 측정하였다. 웹의 중앙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마지막 원그물(spiral)까지의 거리인 장반경(longer radi-

Fig. 2. Method used to provide sensory information emitted by

Bumbus terrestris (cm). A: transparent acryl tube, B: gum

stopper, C: wire meshed window, D: breeding box

(50×50×13cm3), E: hole for sensory information

provision.

Fig. 3. Measurement of the web structure. A: longer radius, B:

shorter radius, C: spirals, D: upper stabilimentum

length, E: lower stabilimentum length, F: total stabili-

mentum length.

us)과 가장 가까운 마지막 원그물까지의 거리인 단반경

(shorter radius)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 면적(web area)

을 산출하였다. 즉, 장반경과 단반경의 평균값을 반지름(r)으

로 하고 계산한 원의 넓이(pr2)를 웹의 면적으로 간주하였다

(Fig. 3). 원그물 개수는 장반경의 범위에 포함되는 웹의 중앙

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마지막 점착실까지 존재하는 모든

나선실의 개수이다. 상단 흰띠줄 길이(upper stabilimentum

length)와 하단 흰띠줄 길이(lower stabilimentum length), 흰

띠줄 전체 길이(total stabilimentum length)를 측정하였다

(Fig. 3).

통계 분석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각 개체의 웹 건축 구조 변화의 통계

적 분석을 위해, 동일한 표본에 대한 반복 측정치를 비교하기

위해 SYSTAT version 12 [22]에 의해 제공되는 비모수통계검

정법(non-parametric statistical hypothesis test)인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사용하였다.

결 과

웹을 건축한 개체의 수를 비교한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대조군에

서 웹을 건축한 개체의 비율이 자극 전일(previous day: 개체

가 굶은 지 3일째 되는 날)과 자극 1일(sensory day1: 실험군의

경우 첫 번째 서양뒤영벌 자극이 주어진 날이며, 대조군의 경

우 굶은 지 4일째 되는 날) 사이에 11.8%가 감소한 데 비해,

실험군의 경우 자극 전일과 자극 1일에서 웹을 건축한 개체의

비율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약 두 배인 2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 1일과 자극 2일(sensory day2: 실험군에서 두

번째 자극이 주어진 날이며, 대조군에서는 개체가 굶은 지 5일

째 되는 날) 사이에 대조군의 경우 11.8% 감소하였고,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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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he number of individuals that constructed its web and stabilimentum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Previous day Sensory day 1 Sensory day 2 Sensory day 3

Web

construction

Control group

(n=34)

64.71%

(n=22)

52.94%

(n=18)

41.18%

(n=14)

47.05%

(n=16)

Experimental group

(n=37)

75.68%

(n=28)

54.05%

(n=20)

37.83%

(n=14)

48.65%

(n=18)

Stabilimentum

construction

Control group

(n=34)

58.82%

(n=20)

44.12%

(n=15)

29.41%

(n=10)

23.53%

(n=8)

Experimental group

(n=37)

72.97%

(n=27)

45.95%

(n=17)

24.32%

(n=9)

35.14%

(n=13)

Table 2. Comparison of the web height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cm; mean±SD)

Previous day Sensory day 1 Sensory day 2 Sensory day 3

Control group (n=34)
25.31±6.22

(n=22)

24.92±5.04

(n=18)

29.16±8.46

(n=14)

27.07±6.19

(n=16)

Experimental group (n=37)
28.55±7.07

(n=28)

28.55±8.64

(n=20)

30.96±11.57

(n=14)

24.69±7.58

(n=18)

Table 3. Comparison of the web area (cm2)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mean±SD)

Previous day Sensory day 1 Sensory day 2 Sensory day 3

Control group (n=34)
782.75±247.53

(n=22)

784.62±172.91

(n=18)

693.38±292.54

(n=14)

813.05±360.54

(n=16)

Experimental group (n=37)
867.16±396.21

(n=28)

776.64±271.16

(n=20)

636.49±381.81

(n=14)

967.45±559.88

(n=18)

의 경우 16.2%의 감소 경향을 보였다. 자극 2일과 자극 3일에

대조군의 경우 웹을 건축한 개체의 비율이 5.9% 증가하는 양

상을 보였으며, 실험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10.8%의 증가 양상을 보였다.

흰띠줄을 건축한 개체 수 비교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대조군에서 흰

띠줄을 건축한 개체의 비율이 자극 전일에서 자극 1일에

14.7%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실험군에서 흰띠줄을 건축한 개

체의 비율은 자극 전일에서 자극 1일에 대조군의 약 두 배인

27.0%의 감소 경향을 보였다. 자극 1일과 자극 2일에 대조군의

경우 14.7%로 이전의 흰띠줄 건축 비율 감소 양상과 유사한

비율의 감소 양상을 보였으며, 실험군의 경우 21.6%의 감소

양상을 보였다. 자극 2일과 자극 3일에 대조군의 경우 5.9%의

적은 흰띠줄 건축 빈도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꾸준한 감소

양상을 보였고, 이와 반대로 실험군의 경우 흰띠줄 건축 빈도

가 10.8% 증가 양상을 보였다.

웹의 높이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유의미한 증감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전일과 자극 1일의 비교, 자극 1일

과 자극 2일의 비교, 자극 2일과 3일의 비교 모두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Wilcoxon signed-rank

test: p>0.05).

웹 면적의 경우는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모두 뚜렷하게 증가

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Table 3). 감각 자극이

제공된 날들 간에 나타난 증가 또는 감소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Wilcoxon signed-rank

test: p>0.05), 유일하게 실험군에서 전일과 자극 1일 간에 90.52

cm2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2.516, p=0.016).

원그물 개수는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모두 뚜렷하게 증가하

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Table 4). 다만 자극 전일

과 자극 1일의 비교에서 두 그룹 모두에서 원그물 개수가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자극 전일과 자극 1일에 대조군의

경우 평균 개수 6.86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Wilcoxon

signed-rank test: t=2.147, p=0.033), 실험군의 경우 평균 개수

가 1.71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t=2.431, p=0.015).

상단 흰띠줄 길이(upper stabilimentum length) 변화 양상

을 관찰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Table 5). 자극 전날과 자극 1일에서 대조

군의 경우 평균값이 0.49 cm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Wilcoxon signed-rank test: t=2.46, p=0.010) 실험군의 경우

0.36 cm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2.356, p=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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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he number of spirals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mean±SD)

Previous day Sensory day 1 Sensory day 2 Sensory day 3

Control group(n=34)
31.14±7.32

(n=22)

24.28±8.22

(n=18)

26.00±7.72

(n=14)

28.94±5.04

(n=16)

Experimental group(n=37)
30.16±8.22

(n=28)

28.45±9.33

(n=20)

23.57±10.97

(n=14)

27.72±9.56

(n=18)

Table 5. Comparison of the upper stabilimentum length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cm; mean±SD)

Previous day Sensory day 1 Sensory day 2 Sensory day 3

Control group (n=34)
2.10±1.31

(n=20)

2.59±0.60

(n=15)

1.51±1.31

(n=10)

1.03±1.43

(n=8)

Experimental group (n=37)
2.58±0.95

(n=22)

2.22±0.44

(n=15)

1.83±0.65

(n=6)

1.81±0.56

(n=10)

Table 6. Comparison of the lower stabilimentum length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cm; mean±SD)

Previous day Sensory day 1 Sensory day 2 Sensory day 3

Control group (n=34)
3.51±0.87

(n=20)

3.50±0.80

(n=15)

3.24±0.96

(n=10)

3.22±0.86

(n=8)

Experimental group (n=37)
3.07±1.04

(n=27)

2.80±1.06

(n=17)

1.88±1.04

(n=9)

3.13±1.37

(n=12)

Table 7. Comparison of the total stabilimentum length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cm; mean±SD)

Previous day Sensory day 1 Sensory day 2 Sensory day 3

Control group (n=34)
7.79±2.52

(n=20)
6.23±3.33

(n=15)
7.30±2.99

(n=10)
6.82±3.34

(n=8)

Experimental group (n=37)
6.76±2.60

(n=27)
6.29±2.78

(n=17)
4.01±2.87

(n=9)
5.46±2.76

(n=13)

하단 흰띠줄 길이의 변화 양상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과 실

험군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Table

6). 자극 전일과 자극 1일에 대조군의 경우 평균 길이 0.01 cm

감소 경향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였으나(Wilcoxon sign-

ed-rank test: t=1.56, p>0.05) 실험군의 경우 평균 길이 0.27

cm의 감소 경향을 보였다(t=2.43, p=0.015).

웹의 중앙을 통과하는 흰띠줄 전체 길이를 관찰한 결과 대

조군과 실험군 모두 전반적인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Table 7).

자극 전일과 자극 1일에 대조군의 경우 평균 길이 1.56 cm의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Wilcoxon signed-rank test:

t=1.96, p=0.051), 실험군의 경우 평균 길이 0.47 cm의 감소 경

향을 보였다(t=2.63, p=0.009).

고 찰

본 연구는 꽃꿀채집자인 서양뒤영벌(Bombus terrestris)의 감

각 정보를 인지한 긴호랑거미(Argiope bruennichi)의 웹 건축

빈도가 감각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웹 건축 빈도는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모두 전반적인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다.

오히려 실험군에서 보인 감소 경향이 대조군에 비해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자극 1일에 실험군의 웹 건축 빈도가 대조군 감

소 비율의 2배 감소한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과 부합하

지 않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건축을 포기한 개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실험군에

포함된 일부 개체는 서양뒤영벌(B. terrestris)의 존재에 교란되

었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같은 종의 곤충이라도 웹

에 완전히 걸려들어 움직임이 제한되었을 때는 쉬운 사냥감이

지만 웹에 걸리지 않고 그냥 만났을 때는 때때로 위협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2].

본 연구는 거미의 포식 전략의 하나로 화분 매개자 곤충의

감각 편향을 이용한 유인 기능이 있는 흰띠줄(stabilim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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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축은 먹이의 종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

하였다. 즉, 자외선 반사에 민감한 서양뒤영벌(B. terrestris)의

정보가 제공된 상황에서 개체는 먹이를 유인하는 흰띠줄 건축

을 시도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험 결과는 당

초의 가설과는 달리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모두 흰띠줄의 건축

빈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실험군에서

흰띠줄 건축의 감소는 서론에서 설명한 ‘먹이유인가설’에 부

합하지 않는다.

흰띠줄은 웹 건축에 장식처럼 추가되는 부분이다. 어떤 이

유로 개체가 웹 건축을 포기하거나 미루었다면 흰띠줄의 건축

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흰띠줄 건축 감소를 앞 선 결과인 웹

건축 빈도의 감소와 함께 해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한 흰띠줄을 건축하기 위해 개체는 많은 에너지와 단백질을

투자해야 한다. 실험 기간 중 전반부의 굶긴 기간이 개체의

이러한 투자 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조군에서는 예외 없이 감소한대 반해 실험군에서 자극 3일

에 10.8%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다른 해석이 필요한 부분

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비행성 먹이 정보를 바탕으로 개체는 웹의

높이, 면적, 나선 그물의 수 등에서 차별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연구 결과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실

험군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웹의

높이가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은 것은 사육 상자의 공간적

제약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사육 상자의

높이를 대폭 증가시키는 실험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

된다. 웹 넓이의 경우 개체가 사육 상자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

하지 않고 지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웹 넓이의 증감 양상이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뚜렷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험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자극 3일째에 전반적인 건축 활동의

증가는, 각 개체에게 있어서 자극 3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다르

기 때문에 특정일의 기후 조건 따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두 그룹 모두에서 실험 기간 동안 먹이가 공급되

지 않은 조건에서 포식에 대한 욕구가 강화된 시기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포식을 위해 웹을 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방어를 위해 웹

건축을 미룰 것인가에 관련된 개체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데

긴호랑거미(A. bruennichi)는 좋은 소재라고 사료된다. 왜냐하

면 그들의 웹은 물리적으로 그들의 의사결정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각각 웹 구조의 변수가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다. 먹이

유인 보다는 낮게 비행하는 작은 새와 같은 포식자가 있는

상황에서 개체는 눈에 잘 뜨이는 흰띠줄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8].

또한 Blackledge [1]는 낮은 포식 성공도(low foraging suc-

cess)를 가진 상황에서 거미가 자신의 흰띠줄 건축을 포기할

것이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은 먹이 곤충이 오히려

흰띠줄의 존재를 인식해서 웹을 피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다. 감각 자극만 제공되고 포식 성공이 없는 경우 개체는 먹이

가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흰띠줄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먹이의 눈에 뜨이는 것을 피하

기 위해 흰띠줄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 에 관한 긴호랑거미(A.

bruennichi)의 의사결정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적 접근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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