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개미류(genus Temnothorax)의 일개미는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에 비해 비교적 크기가 작은 개미이다. 군체는 단일여

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마리 이상의 여왕개미

로 이루어져 있는 군체도 여러 종에서 기록되어 있다(Alloway 

et al., 1983; Buschinger, 1974; Buschinger and Linksvayer, 

2004). 군체는 일반적으로 매우 적은 개체수로 이뤄져 종종 100

마리 미만의 일개미가 있는 경우도 있다(Beckers et al., 1989).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여러 위성 둥지를 형성하여 분산되어 

서식하고 있음을 발견하기고 하였다(Alloway et al., 1983; 

Foitzik and Heinze, 2001). 도토리개미속의 많은 종들은 숲이 

우거진 곳에서, 속이 빈 줄기, 오래된 하늘소 같은 딱정벌레류 

또는 흰개미류의 서식처의 구멍, 또는 벌레 혹 내부에 서식하고 

있다(Mackay 2000). 도토리개미들은 활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포식자가 아니며, 종자의 엘라이오좀(지방체)를 포함하여 다양

한 품목을 먹는 잡식성 개미로 알려져 있다(Espadaler, 1997; 

Fokuhl et al., 2012).

일개미의 몸길이는 4 mm 이하이고, 암석의 틈새, 속이 빈 도

토리 껍질, 죽은 나뭇가지 또는 토양에 직접적으로 작은 구멍, 

나무 위에서 먹이사냥 중에 채집된다. 도토리개미류는 많은 종

들이 기능적으로 단조로운(여러 여왕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알

을 생산하는 종) 또는 종 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작은 군체를 형

성하는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국내에 기록된 도토리개미속의 종은 Lyu and Cho 

(2003)에 의해 발표된 7종이었으나 이번 조사 결과 4종의 미기

록종이 추가되어 총 11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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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개미 

분포조사 및 곤충상 조사를 통하여 채집되었다. 분류․동정은 광

학현미경(LEICA S8AP0)하에서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였고, 

주요한 형태적 특징 부위는 광학현미경(LEICA M205C)을 이

용하여 촬영하였으며, LAS (Leica application suite ver. 4.9)를 

이용하여 사진을 Deltabio MOT Leica 프로그램(ver. 4)을 활용

하여 정리하였다. 분류체계는 Bolton (2003)의 체계를 따랐고, 

개미의 분류동정은 주로 Radchenko (2004)를 참고하였다.

결 과

분류학적 결과

개미과 Family Formicidae Latreille, 1809

Formicariae Latreille, 1809: 124. Type-genus: Formica Linnaeus, 

1758: 579.

Genus Temnothorax Mayr, 1861 도토리개미속(신칭)

Temnothorax Mayr, 1861: 68. Type-species: Myrmica recedens 

Nylander, 1856: 94, by monotype.

진단형질. 여왕개미와 일개미는 모두 더듬이가 12마디이고 

흔치 않게 11마디인 것도 있고, 이마방패 중앙부위에 세로줄무

늬가 있고 반면 Leptothorax (호리가슴개미)는 세로줄무늬가 

없다. 작은턱자루마디에 가로관모가 없으나 Leptothorax에는 

존재한다. 가슴부위가 호리하지 않고 전혀 Temnothorax 개미

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고 일반명이 acorn ant이니 도토리개미

로 개칭하고자 한다.

Temnothorax michali Radchenko, 2004 삼색도토리개미(신칭) 

(Fig. 1)

Temnothorax michali Radchenko, 2004: 117.

일개미. 머리는 직사각형으로 머리후두부는 거의 일직선에 

가깝고 후두부 모서리는 둥글다. 이마방패 앞쪽 가장자리는 대

체로 둥글다. 더듬이는 12마디이고 더듬이 자루마디는 비교적 

길고, 머리후연에 도달하거나 약간 넘는다.

가슴의 등면은 볼록하고 가운데가슴봉합선은 없고 전신복

절 가시는 짧고 적당히 넓은 기저부를 갖는다. 앞가슴측면을 등

면에서 보면 대체로 둥글다. 제1배자루마디는 높이보다 명확

하게 길고, 앞쪽은 뚜렷하게 자루모양이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오목한 앞면과 대체로 둥근 등면을 갖는다. 제 2배자루마디는 

제 1배자루마디보다 높거나 약간 낮게 보이며 대체로 둥글게 

보인다.

머리의 주름형태는 조밀하게 보이나 거칠고 세로로 주름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점각은 머리 측면에서 잘 발달되어 있다. 대부

분 이마와 후두부에서는 세로줄무늬와 잘 발달된 점각이 있다. 

앞가슴측면은 세로로 주름져 있으며 가운데가슴측면과 전신복

절은 세로줄무늬와 점각이 있으며, 배자루마디도 점각이 있다. 

앞가슴등면은 거칠게 망상조직을 이루지 않고, 가운데가슴 등

Fig. 1. Temnothorax michali  Radchenko: A, frontal view of head; 
B, lateral view of the body; C, dorsal view of thor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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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점각이 있고 대부분의 점각무늬는 약하게 나타난다.

머리후연부와 가슴등면에는 적당히 길고 약간 구부러진 직

모가 나 있다.

가슴과 배자루마디는 적갈색에서 황갈색을 띠며, 머리후연

은 갈색을 띠고 가슴보다 어둡게 보인다. 배마디는 가슴과 같은 

색을 띠거나 약간 어둡게 보인다. 제1배마디의 배판기부에 밝

은 점무늬가 없다.

연구재료. [강원] 1Q, 30w, 인제 매봉산, 02. IX. 2017. Shin 

and Yoon. 1Q, 25w, 인제 한계령, 03. IX. 2017. Shin and Yoon. 

[전북] 1Q, 30w, 덕유산 백련사, 02. VI. 2017. Shin and Yoon. 

1Q, 20w, 내장산 까치봉, 12. VII. 2017. Shin and Yoon. [경북] 

1Q, 30w, 대구 동화사, 02. VI. 2016. Shin and Yoon., 1Q, 25w, 

대구 팔공산 비로봉, 11. IX. 2016. Shin and Yoon. [경남] 1Q, 

20w, 남덕유산, 22. VI. 2018. Shin and Yoon.

Temnothorax pisarskii Radchenko, 2004 띠도토리개미(신칭) 

(Fig. 2)

Temnothorax pisarskii Radchenko, 2004: 115.

일개미. 머리는 정사각형이며, 옆면은 약 평행하고, 후연은 

약간 볼록하게 보이고 모서리는 둥글게 보인다. 이마방패 앞쪽

가장자리는 대체로 둥글고, 더듬이는 12마디이고, 자루마디는 

비교적 길며 머리후연에 도달한다.

가슴은 가운데가슴봉합선이 없고 약간 평평한 등면이고. 전

신복절의 가시는 짧고, 기저부가 넓으며, 끝은 날카롭다. 앞가

슴측면을 위에서 보면 둥글고, 제 1배자루마디는 높이보다 약

간 길며 앞쪽은 매우 짧은 자루모양이고 측면에서 보면 삼각형 

모양이고 거의 직선형의 앞면과 매우 좁고 둥근 등면을 가진다. 

제 2배자루마디는 제 1배자루마디보다 높거나 아주 약간 낮고, 

둥근 공모양이다.

머리등면은 조밀한 점각모양은 흐릿하게 보이고 겹눈 근처

에만 뚜렷하게 줄무늬가 보인다. 가슴과 배자루마디는 조밀한 

점각모양이 연하게 보이며, 추가로 가슴의 등면과 측면부분에 

선명한 세로줄무늬가 나타나 있다.

머리 후두부의 가장자리와 가슴 등면에는 적절하게 길고 약

간 구부러진 입모(standing hairs)가 나 있고 머리 등면, 가슴과 

배자루마디는 황갈색에서 연황색을 띠고, 배마디는 갈색, 제1

배마디의 기저부1/4은 황색을 띤다.

연구재료. [GG] 1Q, 20w, 관악산, 18. I. 2018. Shin and Yoon, 

1Q, 20w, 서울 남산, 05. IX. 2018. Ko and Yun, 1Q, 25w, 인천 

관모산, 13. X. 2018. Ko and Yun, 1Q, 25w, 수원 광교산, 11. II. 

2019. Ko and Yun.

Temnothorax wui (Wheelr, 1929) 곰보도토리개미(신칭) (Fig. 3)

Leptothorax congruus var. wui Wheeler, 1929: 7.

Temnothorax wui : Radchenko, 2004: 129. (Raised to species)

일개미. 일개미의 머리는 직사각형으로 더듬이 자루마디는 

짧고 머리후연 가장리자를 넘지 않는다. 가슴의 등면은 볼록하

고 가운데가슴봉합선은 없고, 전신복절 가시는 짧고 적당히 넓

은 기저부를 갖는다. 가슴등면을 측면에서 보면 거의 일직선에 

가깝다. 제 1배자루마디는 높이와 길이가 유사하고, 측면에서 

보면 등면은 매우 짧아 거의 삼각형 모양이다. 제 2배자루마디

는 제 1배자루마디보다 높이가 같거나 약간 낮게 보이며 둥글

게 보인다.

Fig. 2. Temnothorax pisarskii  Radchenko: A, frontal view of head; 
B, lateral view of the body; C, dorsal view of thor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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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등면만 가늘고 조밀한 점각무늬를 띠고, 겹눈주위에만 

줄무늬가 나타나고, 이마 중앙에 세로로 줄무늬를 띠며 매끄럽

고 광택이 난다. 몸은 전체적으로 흑색에서 흑갈색을 띠고, 체

장은 2.5~3.0 mm이고, 체색은 있다. 전형적인 T. congruus와 

매우 유사하고, 제 1치아 크기도 같지만 머리의 점각은 흐릿하

고, 후두부 경계와 앞쪽 중앙부분은 더 매끄럽고 광택이 난다.

연구재료. [경북] 1Q, 20w, 의성 금성산, 06. IX. 2017. Shin 

and Yoon.

Temnothorax xanthos Radchenko, 2004 누리도토리개미(신칭) 

(Fig. 4)

Temnothorax xanthos Radchenko, 2004: 114.

일개미. 머리는 넓이보다 약간 더 길며, 뚜렷한 볼록한 옆면

이 겹눈 뒤로 넓게 둥글며, 머리후두 모서리가 두드러지지 않

는다. 이마방패앞쪽 가장자리는 대체로 둥글고, 더듬이는 12마

디이고 더듬이자루마디는 비교적 길어 머리후연에 거의 도달

한다. 가슴은 가운데가슴봉합선이 없고 등면(dorsum)은 약간 

볼록하다. 전신복절에는 매우 길고 기저부위가 넓지 않고 아래

로 굽은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

앞가슴측면을 위에서 보면 넓게 둥글고, 제 1배자루마디는 

높이보다 뚜렷하게 길고, 뚜렷한 잘록한 자루모양이고, 측면에

서 보면 오목한 앞면과 약하게 볼록하고 약간 둥근 등면을 가

진다. 제 2배자루마디는 제1 배자루마디보다 높고 둥근 공모양

이다. 머리의 후두부와 머리등면의 측면은 잔주름이 많은 망상

Fig. 3. Temnothorax wui  (Wheeler): A, frontal view of head; B, lateral
view of the body; C, dorsal view of thorax.

Fig. 4. Temnothorax xanthos  Radchenko: A, frontal view of head; 
B, lateral view of the body; C, dorsal view of thor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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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 이뤄져 있고, 머리 전체는 빽빽한 점각이 약하게 나타

나 있고. 가슴과 배자루마디도 빽빽한 점각이 약하게 보이고 가

슴의 등면과 측면부분에 선명한 세로줄무늬가 나타나 있다. 

머리후두부와 가슴 등면에는 길고 가늘고 약간 구부러진 입

모(standing hairs)는 겹눈 직경보다 길다. 일개미의 체색은 황

갈색이고 부속지도 같은 색을 띤다.

연구표본. [강원] 1Q, 20w, 인제 매봉산, 10. IX. 2016. Shin 

and Yoon. [충남] 1Q, 20w,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15. IX. 

2017. Shin and Yoon. [경북] 3Q, 25w, 용지봉, 18. VII. 2015. 

Shin and Yoon., 1Q, 25w, 형제봉, 23. X. 2015. Shin and Yoon., 

1Q, 20w, 대덕산, 05. XII. 2016. Shin and Yoon. [경남] 1Q, 

20w, 김해 신어산, 01. VI. 2018. Shin and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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