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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혈관으로 호흡하는 척추동물이나 피부로 호흡하는 환형

동물처럼 곤충도 물론 숨을 쉰다. 곤충은 기관계라는 독

립된 호흡계를 갖고 있다. 곤충은 외부와 직접 통하는 숨구

멍으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낸

다(기관호흡). 혈액이 산소를 공급하는 대신에 그 역할을 

기문이라는 기관이 담당한다. 어른벌레의 몸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애벌레에서는 몸의 측면에 나란히 줄지어 

있어 찾기가 쉽다.

숨구멍으로 변신 무장

기문은 공기가 통하는 관(기관)을 통해 몸속의 조직에 산소

를 운반하고 조직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먼지

나 물 또는 기생성 천적 등 외부 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

는 털이나 덮개가 있다. 빨리 움직이거나 열심히 먹을 때처

럼 숨을 헐떡거리며 기문을 열고 닫으면 쉽게 노출된다. 공

격당하지 않기 위해 색깔이나 형태를 혼란스럽게 위장하는 

것도 필수다. 위장을 넘어서 오히려 적극적인 활용 방법도 

있다. 기문 주위에 눈알 무늬가 그려진 애벌레는 뱀눈처럼 

보여 천적의 눈을 속이기도 한다. 

각기 다른 ‘헤어스타일’

애벌레들은 어른벌레와 몸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애벌레의 배다리와 아랫입술의 방적돌기는 어른이 되면서 사라지고, 

식물을 씹어 먹는 튼튼한 입은 꿀을 빨아 먹는 입으로 변한다. 

그래서 애벌레는 그들이 가진 뚜렷한 특징, 즉 숨구멍(기문)과 털을 이용해 분류한다.

숨구멍과 털로 분류한다❽

배얼룩재주나방 (Phalera sangana ) 

분류 : 나비목/재주나방과 

날개 편 길이 : 75~85mm

싸리를 먹이식물로 한다. 종령 애벌레 몸길이는 

70mm 내외. 애벌레의 등면은 흰색이며 측면은 

갈색과 노란색의 띠가 확실하게 경계를 이루고 

있다. 머리는 갈색으로 매우 크고, 몸 전체에 얇고 긴 

털이 듬성듬성 나 있다. 어른벌레의 앞날개 끝에는 

적갈색 무늬가 있으며 배 마디에 노란색 털이 나 있어 

배얼룩재주나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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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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나방 애벌레(캐터필러)의 기문은 가슴부터 배까지 

몸의 옆면에 타원형이나 둥근 숨구멍이 일렬로 늘어서 있

다. 가슴에는 첫 번째 마디에만 있고 배에는 10개의 마디 

중 마지막 마디만 빼고 모든 마디마다 존재한다. 9쌍, 18개

의 숨구멍이 있는 셈이다. 나방 애벌레 가슴의 첫 번째 마

디에 위치한 기문들은 때때로 나머지 기문들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 가슴에 있는 기문은 주로 머리 부분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애벌레가 주로 하는 일인 씹어 먹는 일과 명주

실을 뽑아내는 방적돌기의 산소 요구량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배의 8번째 마디에 위치한 기문이 더 큰 종류는 

소화와 배설을 하는 데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보통 숨구멍을 따라 줄무늬가 있는데 이것을 기문선이라

고 부른다. 애벌레 숨구멍의 크기와 모양, 색깔이나 기문선

을 보면 애벌레가 어느 종류인지는 대충 알 수 있지만 아직

은 확실한 분류의 열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 가장 특징적이며 눈으로 쉽게 확인되는 다

리의 개수나 형태로 목(目) 수준의 단계까지 정확하게 분류

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이번 호는 외형적 특징으로 애벌레

산호랑나비-매끄러운종류

(Papilio machaon )

분류 : 나비목/호랑나비과

날개 편 길이 : 80~100mm

바디나물, 당귀 등을 먹이식물로 한다. 종령 

애벌레 몸길이는 45mm 내외. 애벌레는 

녹색으로 검은색과 노란색이 섞인 무늬가 

몸 전체에 있다. 해발이 높은 곳에 주로 

서식하는 대형종이며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감소추세종이다.

것도 필수다. 위장을 넘어서 오히려 적극적인 활용 방법도 

그래서 애벌레는 그들이 가진 뚜렷한 특징, 즉 숨구멍(기문)과 털을 이용해 분류한다.

일러스트│오소담

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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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벌레는 돌기도 하나 없이 매끄럽다. 몸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해 손으로 만지면 

느낌이 좋아 아무 거부감 없이 다가설 수 있는 애벌레들이다. 물론 갑자기 만지

면 애벌레는 고약한 냄새뿔을 내거나 심하게 몸부림치며 놀라게 할 수도 있다. 

마디마다 작은 동산 같은 조그만 혹이나 돌기가 있는 종류로는 산누에나방과

가 대표적이다. 밤나방과 중 화려한 무늬와 색상이 뒷날개에 숨겨져 있는 뒷날

개나방아과도 이 부류에 속한다.    

박각시과 애벌레들은 배 끝에 돌기가 있다. 대형 나방이라 애벌레도 상당히 

커 만지면 찔릴 것 같은 뿔 같은 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다. 삐죽 튀어나온 돌기라

는 표현은 박각시과 중 꼬리박각시아과의 배마디 끝에 달려 있는 꼬리가 어울린

다. 애벌레 시절에 달고 다니던 뿔이나 꼬리는 번데기가 돼서도 그 형태를 유지

해 번데기 끝 부분이 뾰족하다. 

배 윗면에 튀어나온 뿔과는 달리 배의 아랫면에 돌기가 달려있는 종류가 있

다. 배의 마지막 마디에 있는 항문다리가 돌기로 바뀐 재주나방의 세루리네아

과로 2개의 다리가 변형됐으므로 돌기도 2개이다. 툭 건드려 공격을 하면 기

형적으로 긴 가슴다리를 휘두르며 배의 돌기를 곧추 세워 방울뱀처럼 덤빌 듯 

자세를 취한다. 변형된 2개의 돌기가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다. 누에나방과 

중 노랑누에나방과 멧누에나방도 배마디 끝 부분에 갈고리 모양의 휘어진 돌

기가 있다. 왕나비와 왕물결나방과는 가늘고 긴 통통한 철

사(filament)가 나 있다. 과학동아 4월호에 기후 변화에 따

른 왕나비의 한반도 진출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때 경

계색과 신경독성 물질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애벌레의 생존 

전략을 언급했지만 철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머

리와 배 끝 부분에 있는 2쌍의 검고 퉁퉁한 철사는 먹으면 

목에 걸릴 것 같은 가시 같고 크기도 훨씬 커 보인다. 산왕

물결나방 애벌레는 가슴에 2쌍, 배에 한 줄, 총 5줄의 시커

먼 살집 있는 철사를 갖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배 끝 부분

에는 뾰족한 돌기 한 쌍으로 무장하고 있다. 마지막 애벌레 

시기에는 무려 10cm가 넘어가는 거대한 몸집으로 커져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인지 철사도 돌기도 모두 벗어 버리고 

맨몸으로 살아간다.  

짚신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애벌레 그룹으로는 부전나

비과가 있다. 모든 부전나비 애벌레들이 비슷한 모습을 하

고 있다. 길이는 짧고 폭은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며 머리와 다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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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나무를 먹는다. 종령 

애벌레(일러스트) 몸길이는 

35mm 내외. 애벌레의 

몸은 검은색으로 각 마디의 

등에 타원형의 노란색 

무늬가 줄지어 있으며 가는 

철사(filament) 형태의 긴 

돌기가 있다. 어른벌레의 

몸은 회색이며 앞날개는 

회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다. 뒷날개는 흰색이다. 

물참나무저녁나방-철사를 갖고 있는 종류

(Acronicta alni)
분류 : 나비목/밤나방과   날개 편 길이 : 18~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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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똥나무, 물푸레나무를 먹이식물로 한다. 종령 

애벌레(왼쪽) 몸길이는 70mm 내외. 몸과 머리는 

연두색이며 몸 측면에 붉은색과 흰색이 반씩 섞인 

사선 형태의 무늬가 이어져 있다. 어른벌레의 앞날개와 

뒷날개에는 분홍색 띠가 있으며 검은색을 띠는 배마디 

사이에도 분홍색의 털이 나 있다. 번데기(오른쪽)도 

애벌레 시절 배 끝에 갖고 있던 뿔의 형태를 유지한다.

잠자리가지나방-매끄러운종류

(Cystidia stratonice )

분류 : 나비목/자나방과   날개 편 길이 : 45~50mm

싸리, 꼬리조팝나무 등을 먹이식물로 한다. 종령 

애벌레 몸길이는 35mm 내외. 머리가 매우 크고 첫 

번째, 두 번째 가슴다리가 유난히 길다. 배마디 끝의 

항문다리가 두 개의 돌기로 변했다. 어른벌레는 

갈색으로 앞날개 중앙에 붉은색의 띠가 있다.

참나무, 팽나무 등 여러 가지 식물을 먹는다. 

종령 몸길이는 60mm 내외. 애벌레는 몸 전체가 

연두색으로 등과 기문선을 따라 위, 아래로 작은 

돌기가 나 있다. 종령이 되면 이 돌기들이 사라진다. 

어른벌레의 앞, 뒷날개 중앙에 유리창처럼 투명한 

무늬가 있어 유리산누에나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노박덩굴과 다래를 먹는다. 종령 애벌레 몸길이는 35mm 

내외. 몸과 다리는 검은색이고 몸은 연노란색으로 

각 마디에 사각형의 검은색 무늬가 있어 바둑판처럼 

보인다. 어른벌레의 날개는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고, 주황색의 배 가운데에는 검은색 사각형 무늬가 

이어져 있다. 배가 다른 나방들에 비해 길어 잠자리처럼 

보인다 하여 잠자리가지나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조팝나무와 진달래를 먹이식물로 한다. 종령 

애벌레 몸길이는 12mm 내외. 몸은 녹색이며 등과 

측면 돌기에는 붉은색과 흰색이 섞인 무늬가 있다. 

어른벌레는 이른 봄에 발생하며 날개 윗면이 검푸른 

색을 띠기 때문에 쇳빛부전나비라고 불린다.

꽃무늬재주나방-배 끝에 돌기

(Neostauropus basalis)

분류 : 나비목/재주나방과   날개 편 길이 : 38~43mm

쇳빛부전나비-짚신 모양

(Callophrys frivaldszkyi)
분류 : 나비목/부전나비과   날개 편 길이 : 25~30mm

를 과(科) 수준까지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생존을 위한 핵심 기술이 집적되

어 있고 생존 전략을 표현하는 것이 외형적 특징이므로 연관된 종들의 검색 범

위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준다. 

나비 애벌레는 털로 맡고 듣는다? 

애벌레는 나비나 나방의 멋진 날개를 갖고 있진 못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들 나

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몸을 숨기기에 급급해 ‘그저 

그런’ 거무튀튀한 나방이 되고 말지만, 애벌레 때의 모습은 화려한 색상과 멋진 

포즈가 일품이다. 그러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요소 중에는 모피를 두른 듯 온 몸

을 감싸는 부드러운 털이 있다. 일견 징그럽고 가시처럼 찌를 것 같은 날카로움

이 보이지만 확대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왜 아름다운지 금방 알 수 있다. 아

름다움의 액세서리로 사용되는 털은 애벌레를 분류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나비 애벌레를 뜻하는 단어인 ‘캐터필러’는 ‘부드러운 털을 가진 고양이’란 뜻

의 고대 프랑스어(chatepelose)에서 유래한 말이다. 애벌레의 털은 작은 판에서 

솟아 나온다. 어떤 애벌레들은 털이 빽빽하게 나 있으며 골고루 널리 분포하거

나 뚜렷하게 정렬돼 있다. 때로는 솟아난 혹에서 털이 자라기도 한다. 이마 양 

옆에 있는 홑눈 6개로는 빛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애벌레들은 

털로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는다. 또 애벌레는 털을 이용해 기

생동물이나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한다. 어떤 애벌

레의 털은 너무 작아 보기가 어렵지만, 어떤 애벌레의 털은 길고 가시가 

돋쳐 있거나 깃털이 난 것들도 있다. 

털이 없어 매끄러운 애벌레들

애벌레 중에는 털이 없어 매끄러운 종류도 있다. 튀어나온 부분이 없이 매끄러

운 종류, 마디마다 작은 혹이나 돌기가 있는 종류, 배 끝에 돌기가 있는 경우, 가

늘고 긴 통통한 실이 나 있는 종류, 그리고 짚신처럼 생긴 종류다. 

대부분의 호랑나비과, 흰나비과와 뱀눈나비아과의 나비와 자나방과의 나방 

유리산누에나방-혹이나 돌기가 있는 종류

(Rhodinia fugax)

분류 : 나비목/산누에나방과   날개 편 길이 : 85~95mm

줄홍색박각시-배 끝에 돌기(Sphinx ligustri )
분류 : 나비목/박각시과

날개 편 길이 : 75~80mm

쥐똥나무, 물푸레나무를 먹이식물로 한다. 종령 

물참나무저녁나방-철사를 갖고 있는 종류

날개 편 길이 : 18~20mm

일러스트│오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