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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묘지 지역의 곤충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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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ct Fauna of Cemetery Area in Forest fro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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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know the insect fauna of turf grass area in forest. In Korea, graves and

public cemetery in mountain areas are usually covered by turf grass which were mainly examined. There were 86

species belonging to 77 genera of 39 families in 11 orders. Among them, site 3 had highest occurrence (38%),

second was site 2 (36%) and in the last place was site 1 (26%). Hemiptera revealed best species composition (29.1%)

and came Coleoptera (19.8%), Orthoptera (15.1%), Lepidoptera (12.8%) and Odonata (5.8%) etc. The reason why

Hemiptera and Orthoptera are mainly found in these areas is because they usually feed on short plants that grow in

there. Taxonomic species composition, occurrence ratio by site and species and comparison analysis we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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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산림 지역 내 잔디지역은 대부분 분묘지역이

다. 또한 일반적으로 산림지역에서는 잔디 구역을 쉽게 접

할 수는 없는 실정이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 사상을

중심으로 근래까지 주로 산림 내에 묘지를 만들어 분묘를

설치하는 장례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묘지는 대부분

인근 야산 또는 깊은 산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으며, 심지

어 국립공원, 정부 관리 산림지역 까지도 묘지를 볼 수 있

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묘지 설

치 특성상 묘지 표면의 마무리는 항상 잔디를 식재하고

분묘를 조성함으로써 이것이 산림내 잔디 지역을 형성하

고 있으며, 일부 문중의 야산은 전체적으로 묘지 지역으

로 많은 잔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집단

묘지 또는 공동묘지는 매우 넓은 면적이 잔디로 식재 되

어있다. 우리나라 묘지 면적은 996 km2로, 매년 여의도 면

적에 해당하는 9증가하고 있으며, 총 분묘수 1,998만기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매장 문화가 산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묘지 규모를 개인묘지 최

대 9평, 공동묘지 3평으로 제한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http://www.korea111.com/sreal.htm). 

이러한 장래문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묘지는 우리나라에

서 잔디의 주요 사용처 중의 하나이다(Lee et al., 2002;.

Choi and Yang, 2006).

일반적으로 산림지역의 곤충 다양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식생이나 고도, 교란 정도 등에 의해 조사되어 왔

다. 지역적인 구분을 통한 다양성 조사 그리고 국립공원

또는 한라산의 분화구지역 조사 같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조사들이 곤충다양성

조사의 주류를 이루어 온 실정이다 (An, 1995, 1996a, 1996b,

1997, 1998a, 1998b; Kim, 1984; KNPS,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 내에서 인위적으로 조성되고 있

는 잔디식재 지역인 묘지 주변의 곤충상을 조사하여 추후

이러한 잔디 식재의 확산이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시기와 조사지역

2004년 8월 중순과 하순 2차례에 걸쳐 조사지별 곤충의

분포상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포충망(자루길이 150 cm,

지름 45 cm 인 4절식)을 이용한 쓸어잡기법(sweeping), 털

어잡기법(beating), 채어잡기(brandishing), 흡충관 이용

(sucking), 직접 관찰과 부분적 함정트랩(pit fall trap)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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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채집법 등을 중심으로 조사지역 내의 여러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조사지 개황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 소재 집단묘지 지역으

로 50여기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는 곳을 조사지로 선정하였다.

조사지 1(St. 1)은 도로변과 다소 인접해 있으며, 집단묘

지의 입구 부근으로 진입부 근처는 밭과 과수원이 조성되

어 있으며, 조사지는 대부분 집단묘지 가장자리 부분이다. 

조사지 2(St. 2)는 집단묘지 중심부 부근으로 대부분 묘

지 조성지역으로, 잔디 이외에 쑥, 토끼풀, 환삼덩굴 등 묘

지 잡초 등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조사지 3(St. 3)은 집단묘지의 뒷부분으로 일부 산림지

역과 인접해 있으며, 주변 산림지역은 소나무림, 참나무림

그리고 일부 키 작은 관목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묘지 주

변은 잔디와 일반적인 잡초들로 산재해 있다.

조사방법 및 분류

곤충은 매우 다양한 분류군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분류군

의 서식 환경에 따라 적절한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가급적

다양한 분류군이 확인되도록 하였다. 조사 된 채집물 중

나비류 등은 삼각지에 보관하였으며, 그 외 대부분의 표

본들은 100% 알코올 액침 또는 지퍼팩에 임시 보관하여

실험실에서 sorting, 실체현미경(Olympus SZ-PT, Japan)에

서 동정, 분류하였으며, 국내 도감 및 자료들을 이용하였

고, 분류가 어려운 종에 대하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

하였다(Kwon et al., 2001; Kwon and Huh, 2001; Kwon

and Lee, 1984; Lee and An, 2001; Park and Paik, 2001).

조사 된 표본은 경북대학교 곤충학실험실에 보관하고 있다.

결과 및 고찰

본 조사결과 총 11목 39과 77속 86종이 조사되었다(Table

1). 그 중 노린재목(Hemiptera)이 25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딱정벌레목(Coleoptera)이 17종, 메뚜

기목(Orthoptera) 13종, 나비목(Lepidoptera) 11종, 잠자리목

(Odonata) 5종, 벌목(Hymenoptera) 4종, 파리목(Diptera) 2종, 바

퀴목(Blattaria), 사마귀목(Mantodea), 집게벌레목(Dermaptera)

이 각각 1종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린재목(Hemiptera)과 메뚜

기목(Orthoptera)의 출현이 많은 것은 대부분 조사지의 식물

상이 잔디와 더불어 서식하는 억새풀, 띠풀, 넝쿨딸기 그리

고 가시박, 칡넝쿨 등으로, 주변 환경이 키 작은 초지형태를

띄어 노린재목과 메뚜기목이 서식하기 적합한 환경이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Kim and Yoo, 1987).

출현 분류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노린재목이 29.1%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지역 환경이 대부분 키가

작은 화본과 식물, 개망초, 바랭이, 호밀풀 등으로 노린재

목이 서식하기 적합한 환경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

음으로 딱정벌레목 19.8%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종들 중

대부분이 식식성인 잎벌레류나 풍뎅이류가 조사되었지만

딱정벌레류가 세 지점 모두에서 조사되었는데 특히 Harpalus

속에 해당되는 종들이 다소 조사되었는데 이는 일부 조경

수를 제외하고 묘지 주변에는 키 큰 나무들이 없고, 대부

분의 지역이 하루 중 많은 일조시간을 가지는 특징이 있

는데 이러한 따뜻한 온도를 선호하고 풀잎 씨앗을 섭식하

는 특징이 있는 Harpalus속 종들에게 비교적 적합한 환경

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중 가는청동머리먼지벌레

(Harpalus chalcentus)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종이다.

또한 일부 포식성인 진홍단딱정벌레(Coptolabrus smaragdinus

branickii), 멋쟁이딱정벌레(Coptolabrus jankowskii jankowskii)

Table 1. Collection list of sites examined.

Orders Families Genera Species

Odonata 1 4 5

Blattaria 1 1 1

Mantodea 1 1 1

Dermaptera 1 1 1

Orthoptera 5 12 13

Hemiptera 9 24 25

Homoptera 4 6 6

Coleoptera 7 14 17

Hymenoptera 3 3 4

Diptera 2 2 2

Lepidoptera 5 9 11

Total 11 39 77 86

Fig. 1. Ratio of occurrence of Orders in examined al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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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묘지지역의 토양 환경에서 이들

의 먹이가 되는 굼벵이류 또는 지렁이, 달팽이류 등도 함

께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Kim and Kwon, 2003). 또

한 본 조사에서도 수목 뿌리 해충에 해당되는 풍뎅이과

곤충이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메뚜기목 15.1%, 나비목 12.8%,

매미목 7.0%, 벌목 4.7%, 잠자리목 5.8%, 파리목 2.3%, 바

퀴목, 사마귀목, 집게벌레목이 각각 1.2% 순으로 조사되

었다(Fig. 1). 

조사지점별 결과를 살펴보면, St. 3이 54종으로 가장 다

양한 종 조성을 나타내었으며, St. 2에서 50종, St. 1에서

37종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St. 2와 St. 3에서 조사

된 총 종수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두 지점의 종

구성은 달랐다(Table 3). 이는 St. 3이 위치적으로 인근 산

림과 근접해 있어, 묘지 중심부를 조사한 St. 2와 달리 산

림으로부터 유입되는 곤충이 조사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현지조사에서 잠자리류들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산란

장소가 본 조사지역과 떨어져 있는 저수지나 둠벙 등 일

지라도 이동성이 강한 잠자리과 곤충의 습성으로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KFRI, 2005). 포식성으로 주로 미세 곤

충을 잡아먹는 깃동잠자리(Sympetrum infuscatum), 밀잠자

리(Orthetrum albistylum speciosum)등도 관찰되었으며, 광

범위한 초원지역의 포식자인 왕사마귀(Paratenodera

aridifolia), 긴날개여치(Gampsocleis vssuriensis) 그리고 산

지 인근의 과수원 과실을 흡즙하며 최근 과수원의 해충으

로 여러 차례 보고되었던 갈색여치(Paratlanticus ussuriensis)

등도 조사되었다. 주로 묘지 주변에서는 초본식물을 섭식

하는 식식성 곤충으로 등검은메뚜기(Shirakiacris shirakii),

섬서구메뚜기(Atractomorpha lata) 등이 조사되었으며, 또

한 다양한 노린재류가 발견되었는데, 억새류에서 주로 발

견되는 억새노린재(Gonopsis affinis), 메추리노린재(Aelia

fieberi), 잡초노린재류, 과실을 주로 흡즙하는 썩덩나무노

Table 2. Taxonomic composition of each surveyed site.

 Site Taxa
Site 1 Site 2 Site 3

Families species Families species Families species

Odonata 1 1 1 3 1 4

Blattaria 1 1 - - - -

Mantodea 1 1 1 1 1 1

Dermaptera 1 1 1 1 1 1

Orthoptera 4 7 3 8 4 11

Hemiptera 5 7 6 11 4 10

Homoptera 2 4 3 5 3 5

Coleoptera 2 4 5 9 6 9

Hymenoptera 2 2 2 3 2 2

Diptera 1 1 2 2 2 2

Lepidoptera 5 8 3 7 4 8

Total 25 37 27 50 28 53

Table 3. Insect lists of turf grass in forest.

Species name
Sites

St.1 St.2 St.3

Order Odonata 잠자리목

 Family Libellulidae 잠자리과

Crocothemis servilia servilia 고추잠자리 ●

Sympetrum infuscatum 깃동잠자리 ● ● ●

Sympetrum darwinianum 여름좀잠자리 ●

Orthetrum albistylum speciosum 밀잠자리 ● ●

Pantala flavescens 된장잠자리 ●

Order Blattaria 바퀴목

 Family Blattellidae 바퀴과

Blattella nipponica 산바퀴 ●

Order Mantodea 사마귀목

Family Mantidae 사마귀과

Paratenodera aridifolia 왕사마귀 ● ● ●

Order Dermaptera 집게벌레목

Family Forficulidae 집게벌레과

Timomenus komarovi 고마로브집게벌레 ● ● ●

Order Orthoptera 메뚜기목

Family Tettigoniidae 여치과

Paratlanticus ussuriensis 갈색여치 ● ●

Gampsocleis vssuriensis 긴날개여치 ● ● ●

Phaneroptera falcata 실베짱이 ● ●

Conocephalus chinensis 쌕새기 ●

Family Tetrigidae 모메뚜기과

Criotettix japonicus 가시모메뚜기 ● ●

Family Ocecantnidae 메뚜기과

Catantops splendens 홍다리메뚜기 ●

Shirakiacris shirakii 등검은메뚜기 ● ●

Anapodisma miramae 밑들이메뚜기 ● ●

Anapodisma beybienkoi 팔공산밑들이메뚜기 ● ●

Locusta migratoria 풀무치 ● ●

Arcyptera fusca albogeniculata 어리삽사리 ● ● ●

Family Pyrgomorphidae 섬서메뚜기과

Atractomorpha lata 섬서메뚜기 ● ●

Family Gryllidae 귀뚜라미과

Velarifictorus aspersus 귀뚜라미 ● ●

Order Hemiptera 노린재목

 Family Coreidae 허리노린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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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재(Halyomorpha halys) 등이 조사되었으며, 칡덩굴 주변

에서는 알노린재(Coptosoma bifarium)가 관찰되었고, 포식

성인 침노린재류도 조사되었다(Park, 2008).

조사지점별로 조사된 곤충 종수를 비교해 보면 St. 2, 3

은 각각 35.7%와 37.9%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St. 1은 26.4%

Table 3. continued

Species name
Sites

St.1 St.2 St.3

Riptortus clavatus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 ●

Hygia lativentris 떼허리노린재 ●

Anoplocnemis dallasi 장수허리노린재 ●

Family Pemtatomidae 노린재과

Aelia fieberi 메추리노린재 ● ● ●

Menida violacea 깜보라노린재 ●

Halyomorpha halys 썩덩나무노린재 ●

Homalogonia obtusa 네점박이노린재 ●

Homoeocerus diatatus 넓적배허리노린재 ●

Dolycoris baccarum 알락수염노린재 ●

Eurydema pebleri 북쪽비단노린재 ●

Glaucias subpunctatus 갈색날개노린재 ●

Carbula putoni 가시노린재 ●

Family Reduvidae 침노린재과

Sphedanolestes impressicollis 다리무늬침노린재 ●

Peirates turpis 검정무늬침노린재 ●

Family Scutelleridae 광대노린재과 ●

Poecilocoris lewisi 광대노린재

Eurygaster testudinaria 도토리노린재 ●

Family Phyllocephalidae 억새노린재과

Gonopsis affinis 억새노린재 ●

Family Lyfaeidae 긴노린재과

Pichyfrontha antennata 더듬이긴노린재 ●

Geocoris itonis 큰딱부리긴노린재 ●

Family Rhopalidae 잡초노린재과

Rhopalus sapporensis 삿포로잡초노린재 ●

Rhopalus maculatus 붉은잡초노린재 ●

Stictopleurus crassicornis 흑다리잡초노린재 ●

Family Plataspididae 알노린재과

Coptosoma bifarium 알노린재 ●

Family Miridae 장님노린재과

Eurystylus coelestialium 탈장님노린재 ●

Taylorilygus apicalis 밝은색장님노린재 ●

Order Homoptera 매미목

Family Aphrophoridae 거품벌레과

Aphrophora costalis 거품벌레 ● ●

 Family Membracidae 뿔매미과

Table 3. continued

Species name
Sites

St.1 St.2 St.3

Butragulus flavipes 뿔매미 ● ●

Family Cicadellidae 매미충과

Bothrogonia japonica 끝검은말매미충 ● ● ●

Cicadella viridis 말매미충 ● ● ●

Nephotettix cincticeps 끝동매미충 ● ● ●

Family Cicadidae 매미과

Cryptotympana dubia 말매미 ●

Order Coleoptera 딱정벌레목

Family Carabidae 딱정벌레과

Coptolabrus smaragdinus 
branickii 진홍단딱정벌레 ● ●

Coptolabrus jankowskii 
jankowskii 멋쟁이딱정벌레 ● ●

Harpalus chalcentus 청동가는머리먼지벌레 ●

Harpalus bungii 애기민머리먼지벌레 ●

Harpalus pseudophonoides 영실머리먼지벌레 ● ●

Family Melolonthidae  검정풍뎅이과

Maladera castanea 밤색우단풍뎅이 ●

Family Rutelidae 풍뎅이과

Adoretus tenuimaculatus 주둥무늬차색풍뎅이 ●

Popillia mutans 콩풍뎅이 ● ●

Family Coccinellidae 무당벌레과

Coccinella septempunctata 칠성무당벌레 ●

Aiolocaria hexaspilota 남생이무당벌레 ● ●

Family Largriidae 잎벌레붙이과

Lagria nigricollis 잎벌레붙이 ●

Family Cerambycidae 하늘소과

Agapanthia pilicornis 남색초원하늘소 ●

Moechotypa diphysis 털두꺼비하늘소 ●

Family Chrysomelidae 잎벌레과

Chrysomela populi 사시나무잎벌레 ●

Linaeidae aenea 남색잎벌레 ●

Gallerucida bifasciata 상아잎벌레 ●

Cassida nebulosa 남생이잎벌레 ●

Order Hymenoptera 벌목

Family Apidae 꿀벌과

Apis mellifera 양봉꿀벌 ● ● ●

Apis cerana 재래꿀벌 ●

Family Vespidae 말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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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다른 조사지보다 종 조성 분포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

는 St. 1의 주변 환경이 도로 및 과수원과 다소 인접해 있

고, 과수원의 화학적 해충 방제 및 도로의 자동차 매연 등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Park and Kim, 1982; Park,

2008). 이것은 다른 지점에 비해 초지성 곤충인 메뚜기목

과 노린재목의 비율이 낮고 특히 초본성 곤충이면서 제초

제나 살충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딱정벌레목의 곤충이 다

른 지점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Fig. 2, Table 3).

각 조사지점별 출현 분류군의 종 조성을 살펴보면 St. 1

에서는 나비목(Lepidoptera)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 메뚜기목(Orthopters)과 노린재목(Hemiptera), 다음으로 매

미목(Homoptera)과 딱정벌레목(Coleoptera)으로 나타났고, 벌

목(Hymenoptera) 그 외 목들은 유사한 종 조성을 보였다.

St. 2에서는 노린재목(Hemiptera)이 월등히 높은 분포를 나

타내었으며, 다음으로 딱정벌레목(Coleoptera), 메뚜기목

(Orthoptera), 나비목(Lepidoptera) 순이었으며, 다음으로 매

미목(Homoptera), 벌목(Hymenoptera)과 잠자리목(Odonata),

사마귀목(Mantodea)과 집게벌레목(Dermaptera) 순으로 나타

났다. St. 3은 메뚜기목(Orthopters)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

음으로 노린재목(Hemiptera), 딱정벌레목(Coleoptera), 나비

목(Lepidoptera), 매미목(Homoptera), 잠자리목(Odonata), 벌

목(Hymenoptera)과 파리목(Diptera), 사마귀목(Mantodea)과

집게벌레목(Dermaptera) 순으로 나타났다(Fig. 3). 

분류군별 종수는 지점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조사된 분

류군을 종수비율로 분석 하였을때 St. 1에서만 조사된 바

퀴목(Blattaria)과 주변 환경 영향을 받고 있던 딱정벌레목

(Coleoptera)을 제외하고 조사된 분류군은 비교적 유사한

형태의 종조성 비율을 나타내었다(An, 1997, 1998a). 단지

비행성이 강한 잠자리류와 전 지점에서 2종이 조사된 파

리목(Diptera)의 경우에서는 종조성이 지점별 차이가 났으

나 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Fig. 4).

Fig. 5는 3개의 조사지 전체에서 발견된 종의 목별 현황

으로 전 지역 고루 발견된 종수는 16종으로 나타났으며,

나비목(Lepidoptera)에서 5종 31.3%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

사된 나비류의 기주식물이 주로 산림이나 묘지 주변에서

Fig. 3. Comparison analysis by sites surveyed. 

Fig. 2. Species ratio of each surveyed site.

Table 3. continued

Species name
Sites

St.1 St.2 St.3

Vespa mandarinia 장수말벌 ●

Family Sphecoidae 구멍벌과

Ammophila sabulosa infesta 나나니 ● ●

 Order Diptera 파리목

Family Asilidae 파리매과

Cophinopoda chinensis 왕파리매 ● ● ●

Family Stratiomyidae 동애등에과

Stratiomys japonica 줄동애등에 ● ●

Order. Lepidoptera 나비목

Family Hesperiidae 팔랑나비과

Parnara guttata 줄점팔랑나비 ● ● ●

Family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Atrophaneura alcinous 사향제비나비 ● ● ●

Papilio maackii 산제비나비 ● ● ●

Papilio xuthus 호랑나비 ● ● ●

Sericinus montela 꼬리명주나비 ● ● ●

Familly Pieridae 흰나비과

Artogeia canidia 대만흰나비 ●

Artogeia rapae 배추흰나비 ● ●

Gonepteryx aspasia 각시멧노랑나비 ●

Family Erycinidae 뿔나비과

Libythea celtis 뿔나비 ●

Family Nymphalidae 네발나비과

Neptis sappho 애기세줄나비 ●

Polygonia c-aureum 네발나비 ● ●

 Orders
 Species

 11
 37

10
50

1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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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종이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가

장 흔하게 전국에 분포하고 관찰되는 3종이 포함된 매미

목에서 18.8%, 메뚜기목이 12.5%이며 그 외 목 들은 6.3%

로 각각 조사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림지역에서 유일하게 잔디가 식

재되어 있는 집단묘지에서 출현하는 곤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11목 39과 77속 86종이 조사되었으며, 그 중

노린재목(Hemiptera)이 25종(29.1%)으로 가장 많은 종수

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딱정벌레목(Coleoptera)이 17

종(19.8%), 메뚜기목(Orthoptera) 13종(15.1%), 나비목

(Lepidoptera) 11종(12.8%), 잠자리목(Odonata) 5종(5.8%),

벌목(Hymenoptera) 4종(4.7%), 파리목(Diptera) 2종(2.3%),

바퀴목(Blattaria), 사마귀목(Mantodea), 집게벌레목

(Dermaptera)이 각각 1종(1.2%)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린

재목(Hemiptera)과 메뚜기목(Orthoptera)의 출현이 많은

것은 대부분 조사지의 식물상이 잔디와 더불어 서식하는

억새풀, 띠풀, 넝쿨딸기 그리고 가시박, 칡 등 키 작은

화본과 식물, 개망초, 바랭이, 호밀풀 등의 초본식물로 구

성된 초지형태로 식식성 곤충들에게 적합한 서식처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사지점별 분석에서 도로변과 인접

하고 여러 가지 인공적인 영향(St. 1)으로 곤충의 다양성

이 묘지 중앙이나 산림과 인접한 조사지(St. 2, 3)보다 상

대적으로 낮은 다양성을 보였다. 비록 산림내에서 적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묘지지역이지만 잔디구역은 묘지잡초

들과 더불어 잔디를 먹이원으로 하는 노린재목, 메뚜기목

곤충들 그리고 이 곤충들을 포식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마

귀, 딱정벌레류의 포식성 곤충 등, 묘지지역 역시 산림 속

하나의 조그만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결과 산림

내 잔디지역의 곤충다양성은 주로 식식성 곤충 위주로 분

포 되어 있었으며 향후 산림생태계 내에서 잔디지역을 유

일하게 포함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잔디지역이 조성되며,

지속적으로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잔디지역의 영향에 대

한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산림생태계 및 산림다양

성 연구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검색어: 곤충상, 다양성, 잔디지역,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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