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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책을 펴내며

가을이 되면 많은 언론매체로부터 말벌에 쏘이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공격성이 강해 피

는 합니다. 또한, 소방서는 쏟아지는 말벌집 신고 전화로 인해 출동횟수

하기만 했던 말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찾고, 연구하고 축적하는 일은

가 급증하여 매일같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매번 벌

학문적·보건적·경제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정

어지는 걸까요? 그 답은 말벌의 생활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를 바탕으로 말벌을 현장에서 보다 쉽게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
료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는 첫 단계로

말벌의 여왕벌은 따뜻한 봄철이 되면 동면을 마치고 나와 둥지를 만

『산림 말벌 바로 알기』 책을 펴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들고, 먹이 사냥과 애벌레 돌보기 등을 혼자서 하지만 일벌들이 우화하면
모든 일을 일벌들에게 맡기고 산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을

이 책은 일반인도 쉽게 알아보도록 사진과 함께 기본적인 정보들을

거쳐 가을이 되면 그새 훌쩍 커버린 둥지에서 적게는 수백 마리, 많게는

제공함으로써 말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분류 및 생태적 습성

수천 마리까지 모여 사는 습성이 있는 사회성 곤충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말벌에 적극적

날씨가 청량하고 추석, 추수, 행사 등으로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때

으로 대처해야하는 소방관, 양봉농가, 공무원 분들에게 이 책이 많이 활

크기가 커진 말벌집 근처에서 활동하다가 말벌에 쏘이는 경우가 발생하

용되길 기대하며, 말벌에 대해 모두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기도 하고, 말벌이 민가나 마을 근처에 집을 지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어려운 환경에도 조사에 힘쓴 연구자들의 많은
최근에는 외국에서 꿀벌의 저승사자로 알려진 종 ‘등검은말벌’이 우
리나라에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양봉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말벌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많은 사람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새로운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말벌의 분류, 분포, 생
태적 습성, 독성 등에 관한 국내 연구결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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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 분류하기

우 리 나 라
말

벌

종류와 특징

말벌과(Family Vespidae)는 8아과로 나뉘며, 우리나라에는 호리병벌아과
(Subfamily Eumeninae), 말벌아과(Subfamily Vespinae), 쌍살벌아과
(Subfamily Polistinae) 3아과만 분포한다(Piekarski et al., 2018의 체계
를 따랐음).

Stenogastrinae
Gayellinae
Vespidae

Euparagiinae
Masirinae

Eumeninae
Zethinae
Vespinae
Polistinae

수액에 모인 꼬마장수말벌(위), 검정말벌(오른쪽), 구암중땅벌(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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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는 말벌

이 책에서 언급하는 말벌이란 한반도에 서식하는 말
벌과의 3아과 중에서 단독생활형인 호리병벌아과

우 리 나 라
말

벌

종류와 특징

(Eumeninae)를 제외하고, 아사회성 혹은 진사회성

Order Hymenoptera Linnaeus, 1758
벌목

인 말벌아과(Vespinae)와 쌍살벌아과(Polistinae)의
5속 33종(3아종 포함)에 속하는 종들을 의미한다.

Superfamily Vespoidea Latreille, 1802
말벌상과
Family Vespidae Latreille, 1802
말벌과
Subfamily Vespinae Latreille, 1802
말벌아과
Genus Vespa Linnaeus, 1758
말벌속

Subfamily Polistinae Lepeletier, 1836
쌍살벌아과
Genus Parapolybia Saussure, 1854
뱀허물쌍살벌속

Genus Vespula Thomson, 1869
땅벌속

Genus Dolichovespula Rohwer, 1916
중땅벌속

Vespa analis parallela André, 1884
좀말벌

Vespula austriaca (Panzer, 1799)
기생땅벌

Dolichovespula kuami Kim & Yoon, 1996
구암중땅벌

Parapolybia indica (Saussure, 1854)
큰뱀허물쌍살벌

Vespa binghami Buysson, 1905
큰홑눈말벌

Vespula flaviceps flaviceps Smith, 1870
땅벌

Dolichovespula media media (Retzius, 1783)
중땅벌

Vespa crabro crabroniformis Smith, 1852
등무늬말벌

Vespula germanica Fabricius, 1793
독일땅벌

Parapolybia varia (Fabricius, 1787)
뱀허물쌍살벌

Dolichovespula pacifica (Birula, 1930)
삼지연땅벌

Vespa crabro flavofasciata Cameron, 1903
말벌

Vespula koreensis koreensis
Radoszkowski, 1887
참땅벌

Dolichovespula saxonica (Fabricius, 1793)
유럽큰중땅벌

Vespa ducalis Smith, 1852
꼬마장수말벌
Vespa dybowskii André,1884
검정말벌
Vespa mandarinia Smith,1852
장수말벌
Vespa simillima simillima Smith, 1868
털보말벌

Vespula rufa schrenckii (Radoszkowski, 1861)
노랑띠땅벌

Subgenus Polistes Latreille,1802
쌍살벌아속
Polistes (Polistes) chinensis antennalis Pérez, 1905
두눈박이쌍살벌
Subgenus Gyrostoma Kirby,1828
왕바다리아속
Polistes (Gyrostoma) rothneyi iwatai Vecht, 1968
제주왕바다리
Polistes (Gyrostoma) rothneyi koreanus Vecht, 1968
왕바다리

Vespula shidai Ishikawa, Yamane & Wagner, 1980
흰띠땅벌

Polistes (Gyrostoma) tenuispunctia Kim, 2001

Vespula vulgaris (Linnaeus, 1758)
점박이땅벌

Polistes (Gyrostoma) jokahamae Rodoszkowski, 1887

Vespa simillima xanthoptera Cameron, 1903
황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Buysson, 1905
등검은말벌

Genus Polistes Latreille, 1802
쌍살벌속

민쌍살벌
등검정쌍살벌
Subgenus Polistella Ashmead, 1904
별쌍살벌아속
Polistes (Polistella) djakonovi Kostylev, 1940
참어리별쌍살벌
Polistes (Polistella) japonicus japonicus Saussure, 1858
꼬마별쌍살벌
Polistes (Polistella) mandarinus Saussure, 1853
어리별쌍살벌
Polistes (Polistella) nipponensis Pérez, 1905
큰별쌍살벌
Polistes (Polistella) snelleni Saussure, 1862
별쌍살벌

12

13

생김새를 가리키는 용어

우 리 나 라
말

벌

종류와 특징

홑눈(3개)
뺨

겹눈
정수리
정수리

머리

더듬이

홑눈(3개)
채찍마디

어깨

자루마디

가슴

겹눈
전신복절
날개

뺨
큰턱

배
이마방패

산란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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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말벌 아과와 속 검색표

우 리 나 라
말

벌

종류와 특징

말벌아과(Vespinae)

쌍살벌아과(Polistinae)

첫 번째 배마디 앞쪽은 수직으로 절단된 형
태이다.

집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지고 외피로 싸여
있다.

첫 번째 배마디는 종 또는 호리병 같은 곡선
형태이다.

말벌속(Vespa)

땅벌속(Vespula)
중땅벌속(Dolichovespula)

쌍살벌속(Polistes)

홑눈과 정수리 사이 길이가 홑눈과 겹눈 사
이보다 길다.

홑눈과 정수리 사이 길이가 홑눈과 겹눈 사
이보다 짧다.

땅벌속(Vespula)

중땅벌속(Dolichovespula)

짧다
겹눈과 큰턱 기부 사이 길이가 짧다.

16

첫 번째 배마디는 종 같은 곡선 형태이다.

집은 한 층으로 이루어지고 외피가 없다.

뱀허물쌍살벌속(Parapolybia)

첫 번째 배마디는 호리병 같은 곡선 형태이다.

길다
겹눈과 큰턱 기부 사이 길이가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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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생활사

우 리 나 라
말

벌

종류와 특징

초기 둥지

둥지 확장

동면에서 깨어난 여왕벌
단독으로 집짓기
일벌 출현으로 분업화:
여왕벌=생산, 일벌=일

동면(여왕벌)

짝짓기

1월

2월

3월

꿀벌 월동 시기

월동기

4월

5월

꿀벌 활동 시기

6월

7월

8월

9월

꿀벌 활동 시기

11월

12월

꿀벌 월동 시기

전영소기

생식봉출현기

여왕벌이 동면에서 깨어남

암벌, 수벌 생산

단독영소기

10월

공동영소기

월동기

짝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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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 피해와 대처 요령

우 리 나 라
말

벌

종류와 특징

말벌에 쏘이는 주요 원인

말벌을 목격했을 때 대처 요령

말벌이나 말벌 집을 제거하려는 경우: 호기롭게 주변에 있는 벌집을 토치나 살충

옳은 대처 방법: 말벌과 대적하지 말고 무조건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말벌이

제 등으로 제거하려 하거나 달려든 말벌 한두 마리를 쫓으려고 팔을 휘두르는 과

공격을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거나 엎드려 있으면 이미 흥분한 말벌

정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 말벌은 잘못 대응하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

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벌집에서 10~20m 이상 벗어나도록 한다.

을 만큼 위험한 생물이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틀린 대처 방법: 말벌 숫자가 적다고 해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말벌을
말벌 집을 실수로 건드렸을 경우: 대부분 벌초하면서 풀숲에 들어가거나 나뭇가

쫓으려고 팔이나 옷을 크게 휘두르는 행동은 말벌을 더욱 흥분시켜 집단 공격의

지에 달린 벌집을 실수로 건드리면서 많이 쏘인다. 특히 벌집이 땅속에 있을 경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말벌은 대표적인 사회성 곤충으로 개체보다 집단(벌

우, 말벌은 땅속으로 전달되는 발걸음 진동을 공격으로 판단해 벌집에서 나와 공

집) 유지가 더 중요하기에 벌집이 공격받을 듯하면 방어 기작을 보이기 때문이다

격하는 일이 많다.

(단, 말벌을 피해 달아난 뒤 옷가지에 말벌이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말벌에 쏘였을 때 응급 처치

을 크게 휘둘러 쫓아내는 것은 괜찮다).

때는 이미 벌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말벌의 재차 공격에 대비해 팔이나 옷
일반적인 경우: 말벌에 쏘였을 경우 즉시 차가운 물, 얼음으로 환부를 씻어 내거
나 환부에 대고 있으면 통증과 부종, 봉독 확산을 늦출 수 있다. 대부분 몇 시간

말벌 피해 예방

이내에 통증이 사라지지만 국소적으로 통증이 오래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약국

말벌 집을 발견하거나 1, 2마리가 옆에서 서성거릴 때는 불필

이나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요한 행동은 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

※꿀벌 독침은 구조상 쏘인 후 피부에 독침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족

장 좋은 예방법이다.

집게나 핀셋 등으로 짜내듯 빼내지 말고 소독된 칼끝(없을 때는 카드 사용)으로 쏘인
부위를 긁듯이 해서 벌침을 제거해야 한다. 급하다고 손으로 짜내면 2차 감염될 우려
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말벌 독침은 여러 번 쏠 수 있는 구조여서 피부에 독침이
남는 경우가 거의 없어 침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산행이나 야외 활동 때는
 모자를 반드시 쓰고, 특히 챙이 넓은 모자가 좋다. 말벌은 대개 머리를 중점으
로 공격하며, 고령일 경우 머리 공격을 받으면 바로 사망할 수 있다. 말벌이 공
격하더라도 모자만 쓰고 있으면 가장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이 있을 경우: 말벌에 쏘여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이

 긴팔, 긴바지, 양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한다.

나타날 때는 기도 유지, 산소 투여 같은 1차 응급처치를 하면서 부종에 아이스팩

 향이 진한 샴푸, 린스, 향수, 로션, 헤어 젤과 스프레이 등은 쓰지 않는 것이 좋

(찬물 가능)을 대어 준다. 이때 119나 주변에 도움을 함께 청하도록 한다. 에피네

다. 이런 제품에서 나는 향은 꽃을 비롯한 식물에서 나는 향과 비슷한 경우가

프린이 있으면 15분 내에 1:1,000으로 희석해 투여해야 한다. 최근에 많이 보급

많아 말벌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되는 자가 주사용 에피네프린이 있으면 침에 쏘인 즉시 허벅지에 주사한 뒤 바로

 알코올 발효성 음료, 탄산음료 등은 말벌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병원으로 이동한다.

되도록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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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미벌류 Dasymutilla klugii

4

대모벌류 Pepsis sp.

1.5

배벌류 Campsomeris tolteca

1

은주둥이벌류 Sphecius speciosus

1

어리호박벌류 Xylocopa virginica

-

총알개미 Paraponera clavata

2

쌍살벌류 Polistes apachus

2

땅벌류 Vespula squamosa

통증지수 비교

말벌 Vespa crabro

양봉꿀벌 Apis mellifera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수확개미 Pogonomyrmex maricopa

독성 비교
우 리 나 라

말

종류와 특징

벌

슈미트 통증지수(schmidt sting pain index)

미국 곤충학자 저스틴 슈미트(Justin O. Schmidt)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

탕으로 곤충(78종)에게 쏘이거나 물렸을 때 고통을, 0단계(고통이 없는 것)

에서 4단계(극심한 고통)로 순위를 매겨 만든 지수이다.

(Meyer, 1996; Sadler et al., 2018 자료 참고)

4
3

1

-

23

반수치사량(lethal dose 50%, LD50)

우 리 나 라

실험 동물 한 무리의 50%를 사망시키는 독성 물질 양을 뜻한다. 동물 체중

종류와 특징

말

벌

1kg에 대한 독물 양(mg)으로 표기한다. 독성 물질 양이 똑같을 경우 수치
* 곤충 몸 크기와 독 양(한 번 쏠 때)은 종에 따라 다르므로 반수치사량
수치가 낮다고 해서 가장 위험한 종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 낮을수록 독성은 강하다.

반수치사량 비교

(Meyer, 1996; Sadler et al., 2018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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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배벌류 Campsomeris tolteca

대모벌류 Pepsis s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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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벌류 Dasymutilla klugii

은주둥이벌류 Sphecius speciosus

쌍살벌류 Polistes apachus

어리호박벌류 Xylocopa virginica

3.7

총알개미 Paraponera clavata

3.5

땅벌류 Vespula squamosa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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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말벌 Vespa crabro

-

2.8

양봉꿀벌 Apis mellifera

0.12
수확개미 Pogonomyrmex maricop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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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말벌
바로 알기

산림에서
자주 만나는
말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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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아과 말벌속 Vespinae Vespa

좀말벌

산 림 에 서

1

자주 만나는

Vespa analis parallela André, 1884

말

벌

1 머리(정면). 이마방패
아래에 돌기가 있다.
2 월동하는 여왕벌
3 호리병 형태 초기 벌집
4 원형 벌집

2

나타나는 때

4월 초~11월 초

몸길이

중대형(20~30mm)

집 짓는 곳

덤불 속, 관목류 가지, 처마 밑

군체 크기

100~400마리

몸 색깔

이마방패는 적갈색이며 가슴등판은 거의 검은색이다. 배에는 검
은색과 노란색인 가늘고 긴 줄무늬가 있고, 종종 첫 번째 또는 두

3

4

번째 배마디에 붉은색 무늬가 나타난다.
동정포인트
생태

이마방패 아래쪽 중간에 작은 돌기가 있다.
벌집은 초기에는 대개 호리병 형태로 만들어지며 성숙하면 원형
에 가까워진다. 유충을 키우고자 중소형 곤충을 주로 사냥하며
성충은 꽃이나 참나무 수액 등에 많이 모인다. 숲 가장자리나 도
시 녹지 등에도 많다. 벌집이 1~1.5m 높이에 있어 가을철 산에
가거나 벌초할 때 벌집을 건드려 쏘이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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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아과 말벌속 Vespinae Vespa

말벌

산 림 에 서

1

자주 만나는

Vespa crabro flavofasciata Cameron, 1903

말

벌

1 돌 틈에 지은 둥지
2 갈참나무 진에 모인 말
벌과 풍이

2

나타나는 때

4월 초~11월 초

몸길이

중대형(22~30mm)

집 짓는 곳

땅속, 건물 벽틈, 건물 내부, 처마 내부, 나무 기둥 속

군체 크기

100~500마리

몸 색깔

머리와 이마방패는 노란색이며 양쪽 어깨는 적갈색이다. 가슴

동정포인트

32

생태

땅속에 벌집을 짓는 경우도 많으나 건물 벽 틈이나 나무 기둥 내
부처럼 공간이 넓은 폐쇄된 곳을 선호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가

등판은 대부분 검은색이나 종종 적갈색에 두꺼운 세로선이 있는

장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이며 도시 공원에서도 매우 흔하게 출현

경우도 있다. 이따금 첫 번째 배마디 앞쪽에 적갈색이 나타나며

한다. 유충을 키우고자 중소형 곤충을 주로 사냥하며 성충은 꽃

배마디에는 노란색 물결무늬가 있다.

이나 참나무 수액 등에 많이 모인다. 벌집이 땅속에 있는 경우 가

양쪽 어깨가 적갈색이고 배마디에 노란색 물결무늬가 있으며 종

을철 산에 가거나 벌초할 때 벌집 입구를 밟아 집단으로 벌에 쏘

종 첫 마디에 적갈색 무늬가 있다.

이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33

말벌아과 말벌속 Vespinae Vespa

꼬마장수말벌

산 림 에 서

1

자주 만나는

Vespa ducalis Smith, 1852

말

벌

1 졸참나무 수액을 먹는다.
2 땅속에 지은 둥지

2

나타나는 때

5월 말~10월 초

몸길이

대형(25~40mm)

집 짓는 곳

땅속, 지붕 내부, 나무 기둥 내부

군체 크기

50~100마리

몸 색깔

머리와 이마방패는 약간 짙은 갈색이며, 홑눈 주변이 검은색 무

동정포인트

34

생태

벌 크기가 커서 장수말벌로 오인하기도 한다. 벌집 대부분은 땅

늬로 덮여 있다. 가슴등판은 거의 검은색이며 첫 번째 배마디에

속에서 발견되며, 벌군체 크기는 대형 말벌류(Genus Vespa) 중

빨간색 선이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마디에서 일부 물결무늬가

에서 가장 작고, 총 개체수도 100여 마리를 잘 넘기지 못한다.

나타난다. 배 마지막 세 마디는 검은색이다.

주로 쌍살벌류 집만 골라서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

배 마지막 세 마디가 검은색이다.

부 양봉장에서도 이따금 출현한다.
35

말벌아과 말벌속 Vespinae Vespa

검정말벌

산 림 에 서

1

자주 만나는

Vespa dybowskii André, 1884

말

벌

1 일벌
2 둥지 내부 구조

2

나타나는 때

4월 중순~11월 초

몸길이

중대형(18~28mm)

집 짓는 곳

나무 기둥 내부, 건물 벽틈 사이, 벽체 내부

군체 크기

50~300마리

몸 색깔

머리, 이마방패, 양 어깨, 가슴등판 뒤쪽은 짙은 적갈색이다. 가

동정포인트

36

생태

주로 단독으로 벌집을 지으나 다른 말벌류(말벌, 털보말벌) 벌집

끔 가슴등판에 적갈색 세로줄이 있기도 하다. 배마디는 전체가

에서 종종 사회적 기생(social parasitism)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검은색이다.

말벌류 수액터 경쟁에서 장수말벌을 제외하고 공격 성향이 가장

배마디는 전체가 검은색이다.

강한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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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아과 말벌속 Vespinae Vespa

장수말벌

산 림 에 서

1

자주 만나는

Vespa mandarinia Smith, 1852

말

벌

1 머리(윗면). 정수리가 넓다.
2 수액에 모인 장수말벌과 넓
적사슴벌레
3 땅속에 지은 둥지

2

3

나타나는 때

4월 초~11월 중순

몸길이

대형(26~45mm)

부처럼 폐쇄된 곳에 짓기도 한다. 유충을 키우고자 중소형 곤충

집 짓는 곳

땅속, 지붕 내부, 나무 기둥 내부

부터 사마귀, 잠자리, 하늘소, 매미 같은 대형 곤충 등을 사냥하

군체 크기

100~800마리

며 참나무 수액 등에서 항상 우점한다. 산비탈이나 무덤가 주변

몸 색깔

머리 전체 및 가슴등판 뒤쪽이 노란색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배

에 집을 많이 지어 가을철 산행이나 벌초 시 벌집 입구를 밟아 집

마디에는 노란색-검은색-노란색 줄무늬가 나타난다.

단으로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5~10마리가 양봉장

동정포인트

머리 정수리와 뺨이 아주 넓고 두드러지게 발달했다. 말벌 중에

으로 날아가 수천수만 마리 꿀벌을 사냥해 양봉장에 심각한 경

서 가장 크다.

제적 피해를 준다.

38

생태

대부분 땅속에 집을 지으나 희귀하게 지붕 내부 및 나무 기둥 내

39

말벌아과 말벌속 Vespinae Vespa
산 림 에 서
자주 만나는

털보말벌

말

Vespa simillima simillima Smith, 1868
1

벌

1 몸 전체에 털이 많다.
2 둥지 입구와 경계병
3 절 처마 밑에 지은 둥지

2

3

나타나는 때

4월 중순~11월 말

몸길이

중대형(17~28mm)

생태

벌집은 처마 밑에 많이 지으며 이따금 교목 가지, 바위틈에 짓기

집 짓는 곳

처마 밑, 교목 가지, 바위틈, 땅속

도 한다. 초기에는 땅속에 집을 지었다가 일벌 개체수가 증가하

군체 크기

500~1,500마리

면 개방된 장소로 옮겨 크게 넓힌다. 주로 중소형 곤충을 사냥하

몸 색깔

머리는 노란색 또는 갈색이며 양쪽 어깨와 가슴 뒤쪽에 노란색

고 양봉장에도 종종 출현한다. 국내 토착 대형 말벌 중에서는 벌

무늬가 있다. 몸 전체에 길고 노란 털이 빽빽하다.

집이 가장 크며 개체수도 평균 1,000여 마리가 넘는다. 전국에

양쪽 어깨와 가슴 뒤쪽에 노란색 무늬가 있다.

분포하나 강원도 같은 북쪽 지역에서 우점한다.

동정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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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아과 말벌속 Vespinae Vespa

등검은말벌

1

Vespa velutina nigrithorax Buysson, 1905

산 림 에 서
자주 만나는
말

벌

1 나무 꼭대기에
지은 둥지
2 앞가슴 전체가
검다.

2

생태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침입외래종으로 2018년까지 제

나타나는 때

3월 말~12월 중순

몸길이

중형(15~22mm)

남부 지역에서 밀도가 매우 높다. 벌집은 토종 말벌보다 2~3배

집 짓는 곳

나무 꼭대기, 처마 밑, 관목류 속, 땅속

정도 크며 개체수도 최고 3,000여 마리까지 출현한다. 1년 동안

군체 크기

1,000~2,500마리

벌집 하나에서 출현하는 벌은 약 15,000마리에 이른다. 대부분

몸 색깔

가슴등판은 전체가 검은색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 배마디에 노

10~15m인 높이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는다. 숲뿐만 아니라 도

란색 또는 오렌지색인 두꺼운 줄무늬가 있다.

시에서도 우점해 사람이 쏘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양

동정포인트

세 번째와 네 번째 배마디에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인 두꺼운 줄

봉장에 수십 마리가 반복적으로 날아와 매일 수백수천 마리 꿀

무늬가 있다.

벌을 사냥하면서 매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

42

주도를 비롯한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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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아과 땅벌속 Vespinae Vespula

땅벌

2

Vespula flaviceps flaviceps Smith, 1870

산 림 에 서
자주 만나는
말

벌

1 여왕벌
2 일벌. 배마디가 직선이
거나 물결무늬다.
3 여왕벌
4 꿀벌 사체를 먹는다.

3

1

나타나는 때

4월 중순~11월 말

몸길이

소형(10~16mm)

집 짓는 곳

땅속, 벽틈, 지붕 내부

군체 크기

4,000~10,000마리

몸 색깔

몸은 검은색이고, 머리와 다리 일부 및 가슴과 배 무늬는 밝은 노

동정포인트

일반적으로 배마디는 직선무늬이다(가끔 물결무늬도 있다).

생태

숲 비탈면 땅속에 주로 집을 짓는다. 대개 소형 곤충을 사냥하며

4

란색이다.

수액터에도 많은 개체가 출현한다. 벌집 내 개체수가 많아 벌집
입구를 밟으면 수십 마리가 나와 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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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아과 땅벌속 Vespinae Vespula

참땅벌

2

Vespula koreensis koreensis Radoszkowski, 1887

산 림 에 서
자주 만나는
말

벌

1 여왕벌
2 일벌. 배마디가 노랗다.
3 유충 사체를 먹는다.
4 땅속 집에서 나오는 일벌

3

1
4
나타나는 때

4월 중순~11월 말

몸길이

소형(11~17mm)

집 짓는 곳

땅속

군체 크기

500~1,000마리

몸 색깔

몸은 검은색, 머리와 다리 일부 및 가슴과 배 무늬는 노란색이다.

동정포인트

일반적으로 배마디는 노란색에 두꺼운 물결무늬이다.

생태

숲 비탈면 땅속에 주로 집을 짓는다. 대개 소형 곤충을 사냥하며
수액터에도 많은 개체가 출현한다. 땅벌(Vespula flaviceps)보
다 벌집 개체수가 적고 공격성도 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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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살벌아과 뱀허물쌍살벌속 Polistinae Parapolybia

큰뱀허물쌍살벌

산 림 에 서
자주 만나는

Parapolybia indica (Saussure, 1854)

말

벌

1 머리(정면). 이마방패
에 세로줄무늬가 없다.
2 원반형 확장 둥지
3 초기 둥지
4 일벌

1
2

나타나는 때

4월 초~10월 초

몸길이

중소형(13~20mm)

집 짓는 곳

주로 1~2m 높이 교목 및 관목 가지, 활엽수 잎 뒷면, 돌틈, 건물

3

4

기둥
군체 크기

50~300마리

몸 색깔

몸은 노란색, 각 부위 무늬는 암갈색으로 나타난다.

동정포인트

이마방패에 세로줄무늬가 없고, 벌집은 원반형이다.

생태

대개 50~100m 범위에서 소형 곤충을 사냥한다. 수십 개체가
모여 나무틈에서 월동한다. 등산로 인근 풀숲이나 산림 내 정자
기둥에 집을 많이 지어 등산객이 벌집을 건드려 쏘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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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살벌아과 뱀허물쌍살벌속 Polistinae Parapolybia

뱀허물쌍살벌

산 림 에 서

1

자주 만나는

Parapolybia varia (Fabricius, 1787)

말

벌

1 머리(정면). 이마방패에
세로줄무늬가 있다.
2 길쭉한 모양 둥지
3 나무 덤불 사이에 지은
둥지
4 초기 둥지

2

나타나는 때

4월 초~10월 초

몸길이

중소형(12~18mm)

집 짓는 곳

주로 1~2m 높이 교목 및 관목 가지, 활엽수 잎 뒷면

군체 크기

50~200마리

몸 색깔

몸은 노란색, 각 부위 무늬는 짙은 암갈색으로 나타난다.

동정포인트

이마방패에 세로줄무늬 있고, 벌집은 길쭉한 형태다.

생태

대개 50~100m 범위에서 소형 곤충을 사냥한다. 수십 개체가

3

4

모여 나무틈에서 월동한다. 등산로 나뭇가지에 집을 많이 지어
등산객이 벌집을 건드려 쏘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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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살벌아과 쌍살벌속 Polistinae Polistes

두눈박이쌍살벌

산 림 에 서

1

자주 만나는

Polistes (Polistes) chinensis antennalis Pérez, 1905

말

벌

1 머리(정면). 이마방패에 검
은색 가로줄무늬가 있다.
2 초기 둥지

2

나타나는 때

4월 중순~10월 중순

몸길이

중형(13~25mm)

집 짓는 곳

처마, 벽, 벽돌 속, 풀숲, 관목 가지나 잎 뒷면

군체 크기

30~200마리

몸 색깔

몸은 검은색이고 머리 앞부분, 다리 일부, 가슴 및 배 무늬는 노
란색이다.

동정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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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벌집은 풀숲 등에서도 종종 발견되나 시골 처마 밑이나 벽 등에

이마방패에 검은색 가로줄무늬가 있고, 두 번째 배마디에 있는

많다. 주로 소형 나방 유충을 사냥하며 공격성이 약해 벌집을 건

노란색 반점이 대칭을 이룬다.

드리지 않으면 거의 공격하지 않는다.
53

쌍살벌아과 쌍살벌속 Polistinae Polistes

왕바다리

산 림 에 서
자주 만나는

Polistes (Gyrostoma) rothneyi koreanus Vecht, 1968

말

1 머리(정면). 이마방패가
가로로 긴 마름모꼴이다.
2 나무 기둥에서 둥지 지을
펄프를 모은다.
3 초기 둥지
4 삿갓 모양 둥지

1
2

나타나는 때

3월 말~11월 초

몸길이

중대형(20~26mm)

집 짓는 곳

관목 가지, 처마 밑, 돌담 사이, 벽, 돌틈

군체 크기

30~400마리

몸 색깔

몸은 검은색이나 노란색, 암갈색, 적갈색 등 개체별로 변이가 심

벌

3

4

하다.
동정포인트

이마방패는 가로가 긴 마름모꼴이며 배에는 노란색 물결무늬가
있다.

생태

국내에서 가장 흔한 종으로 산림, 농촌, 도시 등 거의 모든 지역
에서 출현한다. 쌍살벌 중에서 가장 커 대형 말벌로 오인하는 경
우가 많다. 대부분 나방 유충을 사냥하나 가끔 소형 메뚜기 등도
잡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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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살벌아과 쌍살벌속 Polistinae Polistes

큰별쌍살벌

산 림 에 서
자주 만나는

Polistes (Polistella) nipponensis Pérez, 1905

말

벌

1 배. 배마디가 적갈색이다.
2 둥지를 돌보는 여왕벌
3 나무 기둥에서 둥지 지을
펄프를 모은다.
4 둥지를 돌보는 일벌

1
2

나타나는 때

4월 중순~10월 중순

몸길이

중소형(13~18mm)

집 짓는 곳

관목 가지, 처마 밑, 벽틈

군체 크기

10~50마리

몸 색깔

몸은 검은색, 이마방패와 가슴 무늬, 배마디 무늬는 적갈색이고

동정포인트

가슴등판은 큰 점각이 있어 거칠며 배마디에는 적갈색이고 넓은

생태

벌집은 대부분 관목류 가지에서 발견되나 이따금 처마 밑이나

3

4

양쪽 어깨와 가슴 뒷부분도 적갈색이다.
줄무늬가 있다.
벽틈에서도 보인다. 벌집 내 번데기방 뚜껑이 노란색이어서 다
른 벌집과 쉽게 구별된다. 주로 나방 유충 같은 소형 곤충을 사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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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살벌아과 쌍살벌속 Polistinae Polistes

별쌍살벌

산 림 에 서

1

자주 만나는

Polistes (Polistella) snelleni Saussure, 1862

말

벌

1 머리(정면). 이마방패 가로
와 세로 길이가 비슷하다.
2 둥지를 돌보는 일벌
3 초기 둥지
4 나무 기둥에서 둥지 지을
펄프를 모은다.

2

나타나는 때

4월 중순~10월 중순

몸길이

중소형(11~18mm)

집 짓는 곳

관목 가지, 처마 밑, 건물 벽면, 벽틈, 바위틈

군체 크기

30~100마리

몸 색깔

3

4

몸은 검은색, 이마방패, 가슴과 배 무늬는 노란색이나 그중 두 번
째 배마디 무늬는 적갈색이다.

동정포인트

배마디 무늬는 노란색이나 그중 두 번째 배마디 무늬는 적갈색
이다. 이마방패 가로와 세로 길이가 비슷하다.

생태

벌집은 대부분 관목류 가지에서 발견되나 종종 처마 밑이나 건
물 벽면 등에서도 발견된다. 주로 나방 유충 같은 소형 곤충을 사
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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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말벌
바로 알기

contents

언론 매체나 책에서 알려 주거나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가는 말벌에 관한
내용 중에는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 살펴보자.

말벌 상식
팩트 체크

03

말벌에 쏘였을 때
핀셋, 카드 등을 이용해서
벌침을 제거해야 한다?

말벌 상식
팩트 체크

산행하다가 말벌 집을
건드렸을 경우 공격에 대비해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한다?

말벌 상식
팩트 체크

꿀벌
말벌

  벌 종류에 따라 침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 방법도 다르다. 크기가 작
고 몸에 털이 많은 꿀벌류는 침 끝이 톱날처럼 생겼고, 크기가 큰 말벌류는
침 끝이 창처럼 뾰족하다.

  모든 벌은 꽃에 모이기 때문에

  말벌은 천적 영향으로 밝은 색보

밝은 색에 잘 날아들고 공격하기도

다는 검은색이나 갈색 같은 짙고 어

거짓

두운 색에 더 공격성을 띤다. 진실

쉽다.
  꿀벌은 침을 쏘면 침과 함께 독
주머니도 뽑혀 죽게 되므로 한 마리
가 한 번만 쏠 수 있다. 따라서 꿀벌
침에 쏘인 곳에는 독주머니도 함께
있어 독성 물질이 더 주입될 가능성
꿀벌

이 있으므로 핀셋, 카드 등으로 침
을 조심스레 제거해야 한다.

  말벌은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말벌 천적이 곰(검은색), 오소리(회색), 담비(갈색) 같은 포유동물이어서

쏠 수 있다. 말벌 침은 구조상 피부
에 박히지 않으므로 핀셋, 카드 등

말벌은 천적을 떠올리는 짙고 어두운 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므

으로 침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로 산에 갈 때는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말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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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이 공격할 때는
그 자리에 엎드리거나
가만히 기다린다?

말벌 상식
팩트 체크

해마다 벌초나 성묘할 때
말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예방법은 없다?

말벌 상식
팩트 체크

벌초 전 행동 요령
  무덤 주변에는 말벌 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5~10분 동안 주변을 조
심히 돌면서 벌이나 벌집이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특히 무덤 주변에서 흔히 보이
는 말벌류는 주로 땅속 빈 공간에 집을 지
으므로 사람 발걸음이나 예초기 진동이 전달
  그 자리에 엎드리거나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말벌이 물
러간다.

거짓

  가만히 있으면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그 자리
를 피한다.

진실

되면 바로 벌집에서 나와 공격할 확률이 높다. 만약
말벌 집을 발견하면 반드시 119나 벌 전문가에게 연락해 벌집을 안전하게
제거한 뒤에 벌초나 성묘를 해야 한다.

상황에 맞는 올바른 행동요령
  말벌이 경계 비행할 때(쏘이기 전)
말벌이 아직 공격하기 전이라면 말벌에
게 위협이 될 만한 큰 움직임은 삼가고 고
개를 숙인 채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난다.

벌의 왕복 비행 관찰

장수말벌 집 쉽게 찾기

말벌 집 발견 요령
  한 지점에서 말벌이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주위에 벌집이 있을 가
말벌이 공격할 때(쏘였을 때)
몇 번을 더 쏘이더라도 무조건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난다. 적어도 10~20m 떨어
진 곳으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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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매우 높다.
  장수말벌은 집을 확장하고자 집 안에 있는 흙덩이를 물어다가 집 입구에
버리는 습성이 있다. 그림과 비슷한 흔적을 발견하면 장수말벌 집이 있을 수
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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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은
양봉장을 선호한다?

말벌 상식
팩트 체크

산행할 때
말벌 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림새가 있다?

말벌 상식
팩트 체크

  말벌 성충 먹이는 탄수화물
꽃의 화분이나 꿀, 참나무 수액
등을 먹는다.

  말벌 유충 먹이는 단백질
일벌이 외부로 나가서 먹이를 사냥
산행할 때 말벌 공격에 대비한 차림새

한 뒤 유충이 먹기 좋게 고기 경단으

  챙이 넓은 모자를 쓴다. 말벌은 검은색 털이 있는 머리를 주로 공격하기

로 만들어 먹인다.

때문에 모자를 쓰면 말벌의 집중 공격을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 옷을 입으면 공격을 덜 받는다. 말벌의 대표 천적
으로 알려진 곰(검은색), 오소리(회색), 담비(갈색) 같은 포유류가 어두운 색
  양봉장은 말벌에게 백화점
꿀벌통 안에는 성충 먹이인 꿀과 유
충 먹이인 꿀벌 성충, 유충이 많아
말벌이 사냥하기 좋은 곳이다. 말벌
이 많이 날아드는 탓에 양봉장은 매
우 심각한 경제 피해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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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띠기 때문에 말벌은 이에 매우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긴팔, 긴바지처럼 피부를 많이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으면 말벌 공격을 1차
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향이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는 말벌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알코올 발효성 음료, 탄산음료 또한 특유 향이 빨리 퍼져 말벌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음료보다는 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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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생물이다?

말벌 상식

말벌은 크기가 커서 사람이 위협을 느끼거나 꺼릴 수 있고, 사람을 공격하
기도 해서 언뜻 해충이나 제거해야 하는 생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산림
생태계에서 다음과 같은 이로운 역할도 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생물

생태계 조절자
최상위 포식자로서 곤충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해충 조절자
나방이나 딱정벌레 같은 곤충 유충을 잡아
먹음으로써 해충이 많이 발생할 때 곤충 개
체군을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

Brothers and Finnamore, 1993. Chapter 8. Superfamily Vespoidea. In Hymenoptera of
the world: An identification guide to families. Edited by H. Goulet, and J.T. Huber.
Research Branch, Agriculture Canada, Publication 1894/E, Ottawa. Pp. 161–278.
Buck et al., 2008. Identification Atlas of the Vespidae (Hymenoptera, Aculeata) of the
northeastern Nearctic region. Canadian Journal of Arthropod Identification No. 5:
1–492.
Capenter and Kojima, 1997. Checklist of the species in the subfamily Vespinae (Insecta:
Hymenoptera: Vespidae). Natural History bulletin of Ibarakim University 1: 51–92.
Carpenter, 1981. The phylogenetic relationships and natural classification of the
Vespoidea (Hymenoptera). Systematic Entomology, 7: 11–38.
Carpenter, 1987. Phylogenetic relationships and classification of the Vespinae
(Hymenoptera: Vespidae). Systematic Entomology, 12: 413–431.

유용 물질 제공자
말벌 성충의 독이나 유충의 타액은 사람에게
유용한 물질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화분 매개자
말벌 성충은 꿀을 먹고자 꽃을 오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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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er, 1999. Taxonomy and world distribution of the Euro-Asian species of
Dolichovespula (Hym., Vespinae). Entomologist’s Monthly Magazine, 135: 153–
160.
Arevalo et al., 2004. The phylogeny of the social wasp subfamily Polistinae: evidence
from microsatellite flanking sequences, mitochondrial COI sequence, and
morphological characters. BMC Evolutionary Biology, 4: 8.

은 아니다.

화분을 매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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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국명

학명

검정말벌•36

Parapolybia indica•48

꼬마장수말벌•34  

Parapolybia varia•50

두눈박이쌍살벌•52

Polistes (Gyrostoma) rothneyi koreanus•54

등검은말벌•42  

Polistes (Polistella) nipponensis•56

땅벌•44

Polistes (Polistella) snelleni•58

말벌•32

Polistes (Polistes) chinensis antennalis•52

뱀허물쌍살벌•50

Vespa analis parallela•30

별쌍살벌•58

Vespa crabro flavofasciata•32

왕바다리•54

Vespa ducalis•34

장수말벌•38  

Vespa dybowskii•36

좀말벌•30

Vespa mandarinia•38

참땅벌•46

Vespa simillima simillima•40

큰뱀허물쌍살벌•48

Vespa velutina nigrithorax•42

큰별쌍살벌•56  

Vespula flaviceps flaviceps•44

털보말벌•40  

Vespula koreensis koreensi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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