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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무젓가락 한 쌍과 석유가 든 깡통을 하나씩 들고 학교 

앞산의 송충이 사냥에 동원되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

나는 초등학교 시절 풍경이 있다. 빽빽하게 난 털 탓일까,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탓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송충이’

라는 단어만 들어도 온몸을 부르르 떨며 징그러워한다. 외

양 때문에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이유 없이 미움 받

는 불쌍한 존재다.

애벌레를 외면한 것은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곤충을 전

공한 학자 중에도 애벌레를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지 ‘곤충의 어린 시절’, ‘하루 종일 먹고 자기만 하는 시

기’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애벌레는 중요하지 

않은 단계, 농작물을 해치는 존재라는 오명을 썼다. 결국 

애벌레는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생물 집단이 

돼버렸다. 

 2010년 현재 곤충 분류학자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다고 

확인하고 이름 지은 나비목 곤충은 3702종이다. 이들의 

생활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계인 애벌레도 3702종이라는 얘기다. 지금껏 곤

충 연구는 어른벌레(성충)에 집중됐다. 사실 어른벌레는 짝을 찾아 번식을 하

고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주하는 짧은 시기일 뿐이다. 하지만 어른벌레와 

달리 애벌레에 관해서는 정확한 분류나 정보가 거의 없다. 

모르기 때문에 ‘해충’ 편견 생겨

필자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서식지외 보전기관인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이끌며 1997년부터 애벌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 붉은점모시나비, 물장군의 증식과 복원에 대해 연구 

중이다. 서식지외 보전이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을 서식지가 아닌 시

설에서 인위적으로 키워 야생에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애벌레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이른 봄부터 필자는 애벌레를 동정(생물의 분

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생태학

교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과 교사들은 직접 채집해 온 애벌레를, 국립공원이나 

먹이사슬 받치는 ‘천연 소시지’

나비와 나방, 딱정벌레의 애벌레만 보고 어떤 생물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속담처럼 애벌레는 

저마다의 식성과 습관, 행동양식이 모두 다르다. 자기 어미(성충)와도 다르다. 

생태계에서 애벌레가 차지하는 역할을 안다면 누구도 애벌레를 미물로 여기지 못할 것이다.

가장 많이 잡아 먹힌다

대표적 흡즙성(먹이의 

몸에서 즙액을 

빨아먹는) 포식자인 

다리무늬침노린재가 

호랑나비 애벌레 체액을 

빨아 먹고 있다.

청띠신선나비➊)와 

제이줄나비(➋) 애벌레의 

몸에서 기생하고 

있는 고치벌류. 

이런 기생성천적곤충은 

먹이가 되는 애벌레를 

죽게 한다(포식기생).

편집자 주

1월호부터 연재하는 ‘애벌레의 비밀’에서는 

애벌레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생태를 하나씩 

소개한다. 어른 곤충보다 신기하고 흥미로운 

애벌레 세계로 초대한다.

필자 _ 이강운 박사

홀로세생태

보존연구소 

소장이자 ‘서식지외 

보전기관협회’ 

수석 부회장이다. 

서울대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보전생물학자로 

곤충의 분류, 생태를 

전공했다. 한반도 

멸종위기곤충 증식, 

복원에 힘을 쏟고 

있고 곤충을 통한 

기후 변화 실험을 

수행한다. 곤충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 

애벌레 분류와 생태에 

관한 기초 과학 

영역을 개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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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식인 곤충(91.5%) 가운데 나비목 애벌레가 81.4%나 됐다.  

바다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사구에 서식하고 있는 멸

종위기 Ⅱ급 파충류인 표범장지뱀을 살펴보니 애벌레가 중요한 먹잇감이었다. 

바다와 육상 생태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표범장지뱀 역시 곤충을 주

로 많이 먹었는데(70%), 대부분이 나비목 애벌레(30.6%)였다. 애벌레가 없었

다면 이 동물은 이미 지구에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른다. 

새나 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곤충들도 다른 곤충의 애벌레를 

많이 먹는다. 애벌레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로 인기가 많다. 자기 먹이로 삼지 

않더라도 새끼의 밥으로 삼는 기생 천적도 많다. 예를 들어 맵시벌은 복부 끝에 

달린 긴 산란관으로 애벌레의 피부를 찢고 살 속에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다. 산호랑나비의 애벌레 가운데 맵시벌의 알을 

품고 사는 녀석들은 84%나 된다. 애벌레는 천적과 그들의 새끼들까지 먹여 살

리는 셈이다. 

생태계 이해하려면 애벌레 잘 알아야 

먹이사슬 최하위층에서 다른 종들의 훌륭한 먹잇감으로 그들의 생사를 결정짓

는 애벌레들이야말로 생태계 수레바퀴를 돌리는 엔지니어라 할 수 있다. 약육

강식의 정글 같은 생태계에서 많은 천적들에 둘러싸여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

는 애벌레가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애벌레의 성충이 줄

어들 미래도 문제지만, 당장 천적들의 목숨도 길지는 못하다. 숲의 봄은 적막하

고, 생태계가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인류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생태계를 움직이는 중심인 애벌레에 대한 관심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활양식이나 천적, 번식방법 등 지금까지 학자들이 어른벌레에 대해 계속

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애벌레를 분류하고, 생물학적 요구를 이해하고 

이러한 생물체들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과정은 생태계 전체의 생리를 이해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필자는 어른벌레와는 독립적으로 애벌레를 분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해 수백 종의 애벌레를 직접 키워왔다. 애벌레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살

아야 하는지, 겨울은 어떻게 견뎌내는지 등 애벌레의 생태와 행동을 관찰하면서 

연구한 지 벌써 14년이 넘었다. 

앞으로 직접 알아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자들에게 매달 재미있는 습관과 

특이한 행동으로 보기만 해도 즐거운 애벌레들의 비밀을 하나씩 소개하고자 한

다. 애벌레가 얼마나 중요한 생물인지, 미물이라고 치부하기엔 얼마나 흥미롭

고 유익한 행동을 하는지 알리고 애벌레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싶다. 이 글을 통

해서 애벌레들이 장차 유익한 나방이나 화려한 나비가 될 청사진을 내부에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연히 그들을 만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

다. 특히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애벌레에 대해 관심을 갖길 바란다. 

지금은 징그럽고 단순하게 보이는 이 작은 생명체는, 장차 우리 삶에 도움을 주

거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곤충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1

호랑나비과에 속하는 5종 애벌레의 기생

호랑나비과 5종 애벌레의 기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높은 기생률을 보인다. 

특히 맵시벌에 의한 산호랑나비의 기생률이 가장 높다.

종 기생률(%)

호랑나비 70.0

산호랑나비 84.0

제비나비 72.0

산제비나비 70.0

긴꼬리제비나비 70.0

느릅나무를 먹으며, 종령 애벌레(성충이 되기 직전)의 

몸길이는 35mm 내외. 등에 뿔처럼 솟은 8개의 돌기가, 

몸 양쪽에 9개의 붉은색 점무늬가 줄지어 있다.

멋쟁이재주나방 

학명 : Nerice davidi  
분류 : 나비목/재주나방과 

날개 편 길이 : 34~43mm

밤색갈고리나방 

학명 : Drepana curvatula 

분류 : 나비목/갈고리나방과

날개 편 길이 : 34~42mm

작은산누에나방 

학명 : Caligula jonasii  
분류 : 나비목/산누에나방과

날개 편 길이 : 78~91mm

Drepana curvatula
 나비목/갈고리나방과

 34~42mm

오리나무를 먹으며, 종령 애벌레의 몸길이는 25mm 내외. 

등에 붉은색 돌기가 나 있고, 머리에는 검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쥐똥나무를 먹으며, 종령 애벌레의 몸길이는 82mm. 

가슴마디와 배마디 끝 쪽에 가는 실 형태의 긴 돌기가 나 있으나, 

종령 애벌레로 탈피하면서 돌기가 사라진다.

고로쇠나무를 먹으며, 종령 애벌레의 몸길이는 55mm 내외. 등은 검은 

바탕에 붉은색 원형 돌기가 줄지어 있고 몸 전체에 흰색의 긴 털이 나 있다.

식물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조사 중 우연히 만나 촬영한 애벌레의 사진을 

메일로 보내 알고 싶다고 질문을 한다. 그들의 질문은 대략 이렇다. “이것은 무

슨 애벌레인가요? 이 애벌레는 무엇을 먹나요? 이 애벌레가 잘 가꾸어 놓은 식

물원에 해를 끼치지는 않나요? 이 애벌레는 자라서 무엇이 되나요?” 애벌레가 

우리 생활을, 우리가 먹어야 할 농산물을 해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우러

난 궁금증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애벌레는 전 생애에 걸쳐 사용할 영양분을 축적하느라 모든 식물을 

끊임없이 먹어댄다. 이런 애벌레들은 농작물을 해치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

서는 해충이라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살충제를 잔뜩 뿌려 벌레 먹은 자국 없

는 깨끗하고 보기 좋은 농산물이 신선한 것처럼 보였지만, 요즘은 오히려 벌레

가 갉아 먹은 채소들이 유기농이라면서 더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 벌레와 생물

학적인 조화를 이룬 농산물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입장

에서 환경에, 생태계에,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고려할 때 애벌

레가 사람들에게 오해와 편견을 받는 일이 매우 안타깝다. 

어른과 아이 모두 먹여 살리는 ‘애’

사람의 입장에서 해충인 애벌레가 생태계에선 꼭 필요한 존재다. 다른 동물들

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나비목의 애벌레는 딱딱한 껍질

이 없고 단백질 덩어리처럼 부드러워 잡아먹기에 좋다. 마치 ‘자연의 소시지’처

럼 곤충을 비롯해 조류, 파충류, 포유류 등 여러 동물들의 식량이 된다. 먹이사

슬 가장 아랫자리에서 육상 생태계 전체를 움직인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검은딱새의 어미가 새끼에게 어떤 먹이를 물어다주는지 관찰했

다. 그 결과 전체 먹이 중 80% 정도가 곤충류였는데, 37.7%가 나비목 애벌레였

다. 새끼가 먹은 내용물을 직접 채집해 조사하는 방법(경륜법)으로도 동물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 수 있다. 활엽수림에 사는 곤줄박이는 주로 곤충(89%)

을 먹이로 하는데 대부분 나비목 애벌레(48.4%)다. 침엽수림에 사는 곤줄박이

호랑나비 애벌레 

체내에서 기생하다 

우화하는 좀벌류. 

다기생성(여러 마리의 

알을 낳는) 하는 아주 

작은 기생벌이다. 

애벌레의 생명에 

치명적인 기관들은 

먹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곤줄박이가 어린 새들의 주요 먹이원인 

나비목 애벌레를 물고 있다.일러스트 | 정
화자

산왕물결나방 

학명 : Brahmaea tancrei  
분류 : 나비목/왕물결나방과

날개 편 길이 : 110~1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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