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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대 낙엽수림에 서식하는 나비목 애벌레 다양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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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diversity of lepidopteran larvae and their food plants in a 0.1 ha plot at Mt. Jirisan National Park, 

South Korea. The plant species in the plot were identified, and the lepidopteran larvae that fed on each plant in the plot were collected.

Thus, we collected 141 plants of 16 species that belonged to 14 families and 159 lepidopteran larvae of 70 species that belonged to 11

families. Oak (Quercus serrata) was found to be the most favored plant species. Among the 11 lepidopteran families, the species richness

and evenness of two families, Geometridae and Noctuidae, were the highest. On the basis of this study, we could assume the interaction

between food plants and caterpillars in a temperate forest. Furthermore, we could estimate the species diversity of lepidopteran 

caterpillars in this temperate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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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나비목 종 다양성이 높은 지리산 온대 낙엽수림의 0.1 ha (33 m × 33 m) 방형구에서 나비목 애벌레와 기주식물의 다양성을 조사하였다. 

방형구에 있는 식물의 종 및 개체수를 확인하고 이들 식물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애벌레를 채집하였다. 조사결과 14과 16종 141개체의 기주식물

과, 11과 70종 159개체의 나비목 애벌레가 조사되었다. 나비목 애벌레는 졸참나무에서 가장 많이 채집되어 조사지역에서 선호 기주식물로 조사

되었다. 채집된 애벌레의 종 다양성과 종 균등도는 자나방과와 밤나방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나비목 애벌레와 기주식물과의

관계를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온대림의 나비목 애벌레의 종 다양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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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은 동물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식물 다양성

의 변화는 초식동물과 그들의 포식자, 그리고 기생자 사이의 다양

한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iemann, 1998). 초식성 동

물 중 특히 초식곤충은 생물다양성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Novotny et al., 2006; Lewinsohn and Roslin, 2008; Axmacher 

et al., 2009). 온대 낙엽수림에서 초식곤충은 절지동물 개체의 

약 75%를 구성하며, 절지동물 생물량의 약 50%, 절지동물 종

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Grimaldi and Engel, 2005). Basset 

et al. (2012)은 파나마 열대우림에 분포하는 절지동물을 조사

한 결과 6,000 ha의 숲에 25,000종의 절지동물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열대림 절지동물 생물다양성의 60% 이상

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초식곤충은 주로 딱정벌레

류(Coleoptera), 나비, 나방류(Lepidoptera), 노린재류(Hemiptera), 

메뚜기류(Orthoptera), 대벌레류(Phasmatodea) 등으로 이루어

져 있다. 특히 나비와 나방이 포함된 나비목은 종 수가 가장 많

은 그룹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나비목 곤충의 99% 이상이 

식물을 먹는 초식곤충이다(Strong et al., 1984; Murakami et al., 

2005). 

식물 종 다양성은 곤충의 종 다양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

고, 많은 실험연구들에서 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초식

곤충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Pimentel, 1961; 

Root, 1973; Altieri and Letourneau, 1982; Lawton, 1983; Alti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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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plants in a 0.1 ha plot of Mt. Jirisan National Park, South Korea. Each dot color represents different plant species, and 

different dot size indicates the relative size of DBH of each plant.

1984; Siemann, 1998; Siemann et al., 1998). 또한 초식곤충의 

지역적인 종 풍부도는 식물의 종 풍부도 뿐만 아니라 식물 종 

개체수에 따라서도 결정된다(Novotny et al., 2004). 결국 초식

곤충과 식물은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식물의 다양성을 

통해 초식곤충의 다양성도 추정할 수 있다. 

Novotny et al. (2006)은 열대지역 곤충 다양성이 온대보다 

높은 이유에 대하여 열대림 식생이 계통발생적으로 더 다양하

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열대림 식생의 계통발생적 다양

성은 곤충 군집 다양성을 증가시켜 열대지역 곤충 다양성이 높

다는 것이다. 이렇듯 최근 생물 종 다양성이 풍부한 열대지역에 

분포하는 초식곤충의 다양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 온대지역에서도 초식곤

충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졌지만(Southwood, 1961; 

Kennedy and Southwood, 1984; Csóka and Szabóky, 2005) 국

내에서는 초식곤충 다양성 및 기주식물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현재에는 애벌레 사육을 통한 기주식물

을 밝혀나가고 있는 수준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식생대를 대표하는 온대림 지역에서 나

비목 애벌레의 다양성과 그들의 먹이원이 되는 기주식물의 다

양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온대지역 나비목 애벌

레의 다양성을 추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조사지 선정 및 조사 방법

온대림은 수평적으로 북위 35°~43°20′까지이며, 연평균기

온이 6~14℃의 범위로 고산지대를 제외한 우리나라 넓은 지역

의 식생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리산은 해발고도 1,300 m 이하

의 지역이 온대림에 속하게 되는데 침엽수로는 소나무, 향나무 

등이 활엽수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서

어나무류, 밤나무류, 느티나무, 물푸레나무류, 노각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다(Yim and Kim, 1992). 조사 지역은 지리산국립

공원내 낙엽활엽수가 자생하고 침엽수가 최소한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E127°29′39″, 

N35°17′31″, 고도 660 m)의 한 지점을 선정하였다. Choi et al. 

(2011)의 연구를 토대로 지리산 지역에서 종 다양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나는 고도가 600-900 m이기 때문에 이들 고도 중 채집

하기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다. 

기주식물 다양성과 나방 애벌레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지역에 0.1 ha (33 m × 33 m) 방형구를 설치하였다. 조사 

대상 나무는 성숙도를 고려해 DBH (diameter at breast height, 

흉고직경) ≥ 5 cm인 나무로 선정하였다(Novotny et al., 2004). 

조사 방형구 안에 있는 일정 크기 이상의 목본 식물을 모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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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후, 각 나무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수목 분포지도를 작성하

였다(Fig. 1). 

각 수종에 서식하는 애벌레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원

들이 직접 관찰하여 채집하는 육안조사법(searching)을 이용하

였다(Novotny et al., 2006). 조사구안의 대부분 나무 높이는 10 m 

이상으로 각 나무의 수관부(canopy)를 포함한 상단부에는 접

근이 어렵다. 조사는 최고 3 m 높이까지 고지가위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나뭇가지에 서식하고 있는 것만 채집하였다. 

조사는 2013년 5월과 8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지리산을 포

함한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나방 성충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시

기가 6월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이전인 5월(봄철)과 장

마 이후 가을 개체군이 출현하기 이전인 8월(여름철)에 이루어

졌다. 조사는 봄과 여름 2회씩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채집시간(sampling effort, 인원수 × 시간)은 총 36 man × hr로 

5월에 26 man × hr, 8월 12 man × hr로 이루어졌다. 

애벌레 사육

조사지점에서 채집한 애벌레는 장일조건(Light 16 h : Dark 

8 h), 25℃, 수분 65%의 Growth Chamber에서 사육하였다. 애

벌레는 사육통(91.3 mm in diameter, 38.2 mm in depth)에서 한 

마리씩 사육하였다. 먹이식물은 애벌레가 채집되었던 식물을 

함께 채집하여 매일 신선한 잎을 공급하였다. 사육은 애벌레가 

성충으로 우화하거나 죽을 때까지 이루어졌다. 우화한 개체는 

도감을 이용하거나 분류학자의 도움을 받아 동정되었으며, 우화

에 실패하여 죽은 개체는 형태종(morphospecies)으로 과(family)

수준까지 동정하였다(Yamamoto et al., 1987; Kononenko et 

al., 1998; Kim et al., 2001; Shin, 2001; Sohn, 2006; Komai et 

al., 2011; Huh, 2012). 죽은 개체는 100%에탄올에 보존처리 하

였고, 성체는 건조 표본으로 만들어 목포대학교 환경교육과 표

본실에 보관하였다.

데이터 분석

기주식물에 따라 채집된 나비목 애벌레 종수와 개체수를 바

탕으로 종 다양성 지수인 Fisher’s alpha 지수와 종 균등도 지수

인 Simpson지수를 산출하였다. 여기에서 산출한 각 지수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Fisher’s α 다양성지수

 × 








는 종수, 는 Fisher’s alpha, 은 개체수이다.

Simpson’s 균등도지수(evenness index)






는 Simpson의 다양도 지수를 나타내고 는 종수를 나타

낸다.

Simpson’s 다양도지수(diversity index)



∑

은 각 종의 개체수, 은 총 개체수이다.

 채집된 애벌레 종수와 개체수에 대한 기대예측종수(number 

of estimated species)를 산출하기 위해 Chao 1값(EstimateS, 

Version 9.1.0, Colwell, 2013)을 계산하였다. 




 















여기에서 


 = 기대종수, 


 = 관찰 종수, 

 = 한 개체

만 있는 종 수(singletons), 

 = 두 개체만 있는 종 수(doubletons)

이다.

식물에 대한 나비목 애벌레의 기주 특이성(host specificity)

은 Lloyd’s index (L)를 이용하였다. Lloyd 지수는 채집한 애벌

레 종이 기주식물로 하는 식물 종들의 분포값의 분산을 수량화

한 것으로 평균값에 분산을 표준화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

져 있다. 계산된 값이 작을수록 균등한 분포를 나타내는데 이것

은 다식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애벌레 기주식물 

선택폭이 줄어드는 단식성이다(Novotny and Basset, 2000). 

 













는 각 애벌레 종별 기주식물 수의 분산, 는 각 애벌레 종

별 기주식물 수의 평균이다. 우리는 Lloyd’s index를 로그로 치

환한 값에 1을 더한 수식을 이용하여 애벌레의 기주식물에 대

한 특이성(host specificity)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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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plants and caterpillars that feed on these plants in a 0.1 ha plot of Mt. Jirisan National Park, South Korea

Plant family Plants n
Total basal 

area(m
2
)

Caterpillars
Diversity

(Fisher’s α)

Evenness

(Simpson’s E)

Aceraceae Acer pseudosieboldianum 당단풍나무 2 0.31 yes 26.78 0.84

Betulaceae Carpinus laxiflora 서어나무 37 40.19 yes 26 0.93

Cornaceae Cornus kousa 산딸나무 8 1.59 yes 2.30 0.36

Euphorbiaceae Sapium japonicum 사람주나무 2 0.32 yes 9.28 0.72

Fagaceae Quercus serrata 졸참나무 29 73.47 yes 36.24 0.94

Lauraceae Lindera erythrocarpa 비목나무 2 1.10 yes 2.62 0.44

Magnoliaceae Magnolia sieboldii 함박꽃나무 1 0.09 no 0 0

Oleaceae Fraxinus rhynchophylla 물푸레나무 3 3.61 yes 0 0

Oleaceae Fraxinus sieboldiana 쇠물푸레나무 1 0.39 no 0 0

Pinaceae Pinus densiflora 소나무 13 56.7 no 0 0

Rosaceae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벚나무 4 6.30 yes 0 0.5

Sabiaceae Meliosma myriantha 나도밤나무 17 2.96 yes 23.3 0.91

Styracaceae Styrax japonicas 때죽나무 4 0.92 no 0 0

Styracaceae Styrax obassia 쪽동백나무 2 0.19 yes 0 0.7

Theaceae Stewartia pseudocamellia 노각나무 12 2.97 yes 14.56 0.89

Ulmaceae Zelkova serrata 느티나무 4 1.83 no 0 0

Total 141 192.94 47.78 0.94

n: Number of individual plants with diameter at breast height ≥ 5cm.

Caterpillars: Presence of caterpillars feeding on the plant species.

Diversity and evenness: Diversity and evenness indices of herbivores for each plant species.

결 과

지리산 조사지역 0.1 ha (33 m × 33 m) 방형구 안에서 분포

하고 있는 일정 크기 이상(DBH ≥ 5 cm)의 식물은 총 14과 16

종 141개체가 확인되었다. 0.1ha 방형구 내의 식물은 전체 조사 

면적의 약 20%(192.94 m
2
)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된 식물 중 

서어나무(Carpinus laxiflora)는 37개체로 가장 많았고, 졸참나

무(Quercus serrata) 29개체, 나도밤나무(Meliosma myriantha) 

17개체, 노각나무(Stewartia pseudocamellia) 12개체 등의 순

서로 나타났다(Table 1). 각 수목별 횡단면 면적인 기저면적

(Basal area)은 졸참나무가 73.47 m
2
, 소나무 56.7 m

2
, 서어나무 

40.19 m
2
로 개체수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졸참나

무가 서어나무보다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16종의 식

물 중 쇠물푸레나무(Fraxinus sieboldiana), 함박꽃나무(Magnolia 

sieboldii), 소나무(Pinus densiflora), 때죽나무(Styrax japonicas), 

느티나무(Zelkova serrata)를 제외한 11종의 수종에서 나비목 

애벌레가 채집되었다.

각 수종별로 채집된 애벌레를 살펴보면 졸참나무에서 25종 

36개체의 애벌레가 조사되었고, 서어나무에서는 19종 28개체, 

나도밤나무에서는 16종 23개체, 노각나무에서 13종 21개체, 

산딸나무에서 6종 29개체 등이 조사되었다. 산딸나무(Cornus 

kousa)에서는 상대적으로 애벌레의 종이 다양하지 않지만 많

은 개체수가 채집되었다(Fig. 2). 

조사된 모든 먹이식물에 따른 애벌레 종 다양도 지수(Fisher’s 

)는 47.78로 나타났고, 졸참나무에서 36.24로 가장 높았으

며, 산딸나무에서 2.30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종 균등도 지수

(Simpson’s E)는 0.94로 나타났고, 졸참나무에서 0.94로 최대

값을 나타냈으며, 산딸나무에서 0.36으로 가장 낮게 산출되었

다. Lloyd’s index는 1의 값에서 가장 많은 종이 나타났다(Fig. 3).

나비목 애벌레는 총 13과 70종 159개체가 채집되었다(Fig. 4). 

채집된 애벌레 중 자나방과(Geometridae) 애벌레는 32종으로 전

체 채집된 종수의 약 46%로 가장 많았고, 밤나방과(Noctuidae) 

애벌레는 18종으로 약 26%를 차지하였다. 개체수는 밤나방과 

48개체, 자나방과 48개체, 잎말이나방과(Tortricidae) 38개체로 

나타났다. 조사 지역에서 채집된 애벌레 중 우점종은 잎말이나

방과인 Rhopobota sp1 32개체로 가장 많았다. 70종의 애벌레 

중 하나의 개체만 채집된 singleton은 24종으로 약 34%를 차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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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ecies accumulation curve for the observed and expected
caterpillar species that feed on 16 plant species in a 0.1 ha plot of 
Mt. Jirisan National Park, South Korea.

Fig. 2. Number of moth species and individuals collected from each host plant species at the family level.

Fig. 3. Host specificity distribution (log (Lloyd’s index) + 1) of 
caterpillars that were collected from 11 plant species in a 0.1 ha 
plot of Mt. Jirisan National Park, South Korea.

Fig. 4. Number of caterpillar species and individuals of Lepidoptera
in a 0.1 ha plot of Mt. Jirisan National Park, South Korea.

채집된 나비목 애벌레의 종 누적 곡선(species accumulation 

curve)를 이용하여 그린 그래프에서 기대종수의 추정값이 점근

선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1년간 채집된 애벌레의 

종수와 개체수에 의한 예측종수(Chao 1)를 산출한 결과 128종

으로 나타나 1년간 조사된 종은 예측종수의 54.7%로 나타났다

(Fig. 5). 

고 찰

지리산 온대림 0.1 ha 방형구 안의 목본식물 조사 결과 서어

나무가 37개체로 우점하였지만 졸참나무의 기저면적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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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나타났으며 졸참나무에서 확인된 애벌레는 25종 36개체

로 가장 많은 종이 채집되었다. 출현 애벌레 종 균등도(species 

evenness)도 졸참나무에서 높은 값이 산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벌레가 먹이를 선택하는 폭의 차이나 

기주특이성(host specificity)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에서 이루어진 나무 수종에 따른 초식동물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동물의 먹이원으로 참나무류(Quercus spp.)가 확인

되었는데 영국에서는 423종(Southwood, 1961; Kennedy and 

Southwood, 1984), 헝가리에서는 630종(Csóka and Szabóky, 

2005)의 초식곤충이 기록되었다. 참나무류를 기주로 삼는 무

척추동물 중 나비목 애벌레는 평균 66%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uthwood et al., 2004). 일본에서 참나

무류를 기주식물로 이용하는 나비목 곤충의 애벌레도 230여종

이 확인되었다(Teramoto, 1996). 독일에서는 졸참나무류에서 

695종의 초식곤충이 기록되었고 이 중 44%가 나비목 애벌레

로 나타났으며, 서어나무류에서 158종의 초식곤충이 조사되었

고 42%의 종이 나비목 애벌레로 기록되었다(Brändle and Brandl, 

2001). 이러한 결과는 초식곤충 중에서도 나비목 애벌레가 40- 

60%로 가장 풍부한 것을 나타내며 특히 참나무류를 이용한 초

식곤충 다양성이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번 지리산 조사에서 확인된 70종의 초식곤

충 중 35.7%인 25종이 참나무류에서 확인되어 다른 수종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조사지역을 넓

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참나무류를 기주로 삼는 초식곤충의 

다양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번 지리산 조사에서 기주식물이 확인된 애벌레 중 23%의 

종이 2개 식물 속(genus) 이상을 먹이식물로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식성(Polyphagous) 초식곤충으로 조사되었으며 54종

의 애벌레는 한 가지 식물만 먹는 단식성(Monophagous) 초식

곤충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이는 Lloyd’s 지수값을 조사한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띠는데 지리산 조사지역에서 발견된 애

벌레들이 한 나무에서 한 개체만 발견되어 1에 이루는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3). 기주식물에 대한 초

식곤충 군집의 기주 특이성은 열대지역과 온대지역 사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제안되고 있다(Beaver, 1979; Fiedler, 

1995; Novotny et al., 2006). 다만 곤충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열대우림 지역 식물의 계통학적 다양성이 온대림보다 

더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대우림 지역과 지리산에서 

채집된 애벌레의 기주 특이성에 대한 Lloyd’s index의 값을 비

교했을 때 열대지역과 온대지역 모두 아주 낮은 값부터 높은 값

까지 큰 폭을 나타내고 있다 (Novotny et al., 2006; Fig. 3). 그러

나 지리산 지역에서는 지수값의 폭이 열대우림에서 얻어진 값

에 비해 아주 좁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애벌레 채집을 위

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비목 애벌

레 종 동정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추후 채집노

력 및 애벌레 동정 기술이 늘어난다면 열대지역과 유사한 양상

을 띨 것으로 생각한다.

열대지역 초식곤충에 관한 Novotny and Basset(2000)의 연

구에서는 채집된 잎을 씹어먹는 입을 가진 곤충의 45%가 한 개

체만 채집되는 singleton으로 조사되었다. Coddington et al. 

(2009)은 열대지역 절지동물조사에서 종의 32%가 singleton이

라고 보고하였다. 이번 지리산 조사에서 채집된 나비목 애벌레 

종들 중 singleton의 비율은 약 34.3%로 나타나 열대지역과 지

리산 조사지역 초식곤충의 singleton 비율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ingleton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서는 채집 과정에서의 문제, 다식성 또는 실제로 각 생물이 지

닌 희귀한 특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Novotny and Basset, 2000). 

지리산에서의 나비목 성충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개체만 잡히는 singleton 비율이 전체 지역 평균은 27%로 낮지

만 지역적으로는 38-47%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서부 오레곤지역에서도 singleton비율은 지리산보다는 낮은 

21%지만 지역적으로는 26-36%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Choi and Miller, 2013). 채집이 비교적 용이한 성충의 

singleton 비율보다 애벌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채집하

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1년간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종수는 점근선에 

도달하지 못했다(Fig. 5). 다른 지역에 비해 오래된 임분이 비교

적 많이 남아 있는 지리산은 (Kim et al., 2012)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많아 대부분 기저면적이 넓고 높이가 10 m이상으로 매

우 높다. 키가 큰 나무로 이루어진 숲은 수관부(canopy)까지 접

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곳에 서

식하는 많은 초식곤충을 놓쳤을 것이다(Basset et al., 2001; 

Novotny et al., 2004). 따라서 차후 조사에서는 나무의 높이를 

고려하여 채집이 시행되어야 하며, 채집시간(sampling effort)

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조

사 방법에 따른 샘플링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

적인 샘플링을 통해 추가적인 종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최

근에 시행된 많은 연구결과에서 이야기하듯이 지리산 조사지

역에서도 식물 종 수가 증가할수록 나비목 애벌레의 종 수도 함

께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0.1 ha 보다 더 넓은 지역의 식물 

종 다양도를 파악한다면 0.1 ha 이상의 온대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나비목 애벌레의 종 다양도를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불어 지리산 지역의 다른 고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비교분석

을 한다면 온대지역의 애벌레 종 다양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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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 of moth species that feed on food plant(s) in a 0.1 ha plot of Mt. Jirisan National Park, South Korea

Moth Family Moths Food breadth Food plants from this study

Erebidae Latirostrum bisacutum Mono Meliosma myriantha

Oecophordae Depressaria irregularis Mono Quercus serrata

Geometridae Odontopera arida Mono Cornus kousa

Geometridae Duliophyle agitata Mono Meliosma myriantha

Geometridae Idiotephria amelia Mono Stewartia pseudocamellia

Geometridae Eulithis convergenata Mono Carpinus laxiflora

Geometridae Acrodontis kotshubeji Poly Quercus serrata, Acer pseudosieboldianum

Geometridae Phigalia verecundaria Mono Quercus serrata

Geometridae Dindica virescens Mono Lindera erythrocarpa

Geometridae sp 1 Mono Quercus serrata

Geometridae sp 2 Mono Acer pseudosieboldianum

Geometridae sp 3 Mono Carpinus laxiflora

Geometridae sp 21 Mono Quercus serrata

Geometridae sp 22 Mono Quercus serrata

Geometridae sp 23 Mono Quercus serrata

Geometridae sp 24 Mono Quercus serrata

Geometridae sp 25 Poly
Quercus serrata, Meliosma myriantha,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Geometridae sp 26 Mono Quercus serrata

Geometridae sp 27 Mono Stewartia pseudocamellia

Geometridae sp 28 Mono Meliosma myriantha

Geometridae sp 30 Mono Stewartia pseudocamellia

Geometridae sp 31 Poly Quercus serrata, Carpinus laxiflora

Geometridae sp 32 Mono Cornus kousa

Geometridae sp 33 Mono Quercus serrata

Geometridae sp 34 Mono Carpinus laxiflora

Geometridae Racotis petrosa Mono Lindera erythrocarpa

Geometridae sp 36 Mono Quercus serrata

Geometridae Ennomos autumnaria Mono Carpinus laxiflora

Geometridae sp 39 Mono Quercus serrata

Geometridae sp 40 Mono Sapium japonicum

Geometridae sp 41 Mono Meliosma myriantha

Geometridae sp 42 Mono Cornus kousa

Geometridae sp 43 Poly
Quercus serrata, Meliosma myriantha, Carpinus laxiflora, 

Stewartia pseudocamellia

Geometridae sp 44 Poly Stewartia pseudocamellia, Sapium japonicum

Geometridae sp 45 Mono Carpinus laxiflora

Lasiocampidae Pyrosis eximia Poly Quercus serrata, Meliosma myriantha

Lymantriidae sp 4 Mono Stewartia pseudocamellia

Lymantriidae sp 5 Mono Meliosma myriantha

Noctuidae sp 15 Mono Meliosma myriantha

Noctuidae Orthosia odiosa Poly Quercus serrata, Meliosma myriantha, Carpinus laxifl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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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Moth Family Moths Food breadth Food plants from this study

Noctuidae Catocala nupta Mono Quercus serrata

Noctuidae Bhima idiota Mono Quercus serrata

Noctuidae Catocala nagioides Mono Quercus serrata

Noctuidae Noctuidae  sp 1 Mono Meliosma myriantha

Noctuidae Amphipyra pyramidae Mono Carpinus laxiflora

Noctuidae Sypnoides hercules Mono Quercus serrata

Noctuidae sp 8 Poly Carpinus laxiflora, Stewartia pseudocamellia, Styrax obassia

Noctuidae sp 9 Poly Quercus serrata, Meliosma myriantha, Carpinus laxiflora

Noctuidae sp 10 Poly
Quercus serrata, Carpinus laxiflora, Acer 

pseudosieboldianum

Noctuidae sp 11 Mono Quercus serrata

Noctuidae sp 12 Mono Meliosma myriantha

Noctuidae sp 13 Mono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Noctuidae sp 14 Mono Quercus serrata

Noctuidae Cosmia sanguinea Mono Stewartia pseudocamellia

Noctuidae sp 17 Mono Stewartia pseudocamellia

Noctuidae sp 18 Mono Acer pseudosieboldianum

Noctuidae sp 19 Mono Carpinus laxiflora

Nolidae sp 49 Mono Sapium japonicum

Nolidae sp 50 Mono Carpinus laxiflora

Notodontidae Stauropus fagi Poly Carpinus laxiflora, Fraxinus rhynchophylla

Notodontidae sp 46 Poly Carpinus laxiflora, Acer pseudosieboldianum

Notodontidae sp 47 Mono Carpinus laxiflora

Pyralidae sp 7 Mono Stewartia pseudocamellia

Saturniidae Aglia tau Poly Cornus kousa, Carpinus laxiflora

Saturniidae Antheraea yamamai Mono Meliosma myriantha

Thyrididae sp 48 Mono Styrax obassia

Tortricidae Rhopobota sp1 Poly
Cornus kousa, Meliosma myriantha, Stewartia 

pseudocamellia, Acer pseudosieboldianum, Styrax obassia

Tortricidae Archips viola Poly Meliosma myriantha, Stewartia pseudocamellia

Tortricidae Homonopsis foederatana Poly
Meliosma myriantha, Stewartia pseudocamellia, Acer 

pseudosieboldianum

Mono. Monophagous that feeds on one plant, Poly. Polyphagous that feeds more than 2 different plants.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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