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년 05월월 26일일 11시시 07분분



2
3

�⑹감⑹감
�⑹감
반딧불이 특징



COPYRIGHT ⓒ YEONGYANG-GUN. ALL RIGHT RESERVED.

별생태체험관 > 반딧불이 공부방 > 반딧불이 특징

딱정벌레목의 다른 곤충무리들과 반딧불이과 곤충이 성충단계에서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배 마디에 발광마디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수컷은 2마디의 발광마디를 갖고, 암컷은 1마디를 갖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애반딧불이와 그 근연 종들에 국한된다. 실제로는
발광 마디의 수가 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Lychnuris 속과 Diaphanes 속의 암컷은 2마디의 양끝에 발광 점만 갖고 있고, Vesta
속의 곤충은 암수 모두 6마디에 발광 점을 한 쌍을 갖는다.

또한 만일 성충에서 발광을 하는 경우에는 유충이나 그의 알들도 발광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발광마디를 전혀 안 갖는 반딧불이도 있다. 이들의 발광마디는 퇴화된 것으로 
낮 동안에 생활을 하는 습성으로 바뀐 것과 관련이 있다.

반딧불이과의 곤충 중에는 수컷과 암컷의 생김새가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암컷에서 날개가 감소되거나, 축소되거나 또는 완전히 퇴화 종들이 여럿 있다. 즉, 암수의 이형현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무리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운문산반딧불이의 암컷은 2쌍의 날개 중에서 겉날개만 존재하고 속날개는 없어졌다. 즉, 날지는 못하지만 배를 보
호하는 딱지날개만 갖고 있는 셈이다. 이와는 달리 늦반딧불이의 암컷은 겉날개인 딱지날개와 속날개인 막상의 날개 모두 퇴화되었다. 만일 수컷 성충과 같은 앞가슴등판도 
없었더라면 이들은 애벌레와 생김새가 똑같았을 것이다. 보다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대만에 사는 Stenocladius 속의 반딧불이 암컷은 거의 애벌레의 모습을 그대로 갖는다
. 이들은 앞가슴등판 조차도 성충의 모습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종들은 모두 야생성 반딧불이이면서 육상생활을 하는 종들이다. 즉, 숲속의 적합한 서식처
를 갖고 있고 아주 가까이 알 낳을 곳을 확보하여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로 진화된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암수이형현상과 관련해서 반딧불이의 암컷과 수컷간에는 더듬이와 눈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많다. 수컷들은 대개 암컷보다는 큰 겹눈을 가졌다. 날면서 암컷을 찾는 동안 자
신을 향해 구애의 불빛을 쏘아줄 암컷을 좀더 잘 찾기 위한 전략이다. 반면에, 발광보다는 페로몬에 의지하는 일부의 야행성 반딧불이와 전적으로 낮 동안에 활동하는 주행성
반딧불이의 수컷은 더듬이를 발달시켰다.

더듬이의 줄기를 굵게 하거나 (톱니모양) 또는 가지가 다린 사슴뿔모양(빗살모양)으로 암컷이 내는 페로몬 향기를 잘 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수컷과 암컷은 서로 만
날 기회를 높이기 위한 적응 전략의 하나로서 형태적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학술적으로 반딧불이과를 다른 무리들과 구분할 때, 사용하는 여러 형질들
이 있다. 즉, 잘 보이는 특징으로 몸의 표피는 부드럽거나 또는 어느 정도 경화되어
있는데 등면은 뚜렷하게 평평하다. 앞가슴등판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머리를 덮
고 있다. 딱지날개의 표면에는 점각들이 얽어 있는 듯이 나 있으며, 종종 시맥의 흔
적들이 존재한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형질로는 머리가 크지 않고, 둥근 겹눈들을
가지며 더듬이는 이마의 중앙에서 나온다. 이 더듬이는 실모양, 톱니모양과 빗살모
양인 것들까지 있으면서 모두 11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입 구조에서 윗입술도 발달되어 있다. 몸을 뒤집어 배쪽으로 보면, 다리 중에서 가운데 다리의 밑마디들은 서로 붙을 정도로 접근해 있다. 넓적다리마디는 도래마디를 향해 
사선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속날개가 완전한 경우에는 둔맥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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