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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발생되

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인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생물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

한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자생 생물종의 명세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구축

하는것이국가적으로필요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인 생물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

고, 생물주권 확립의 기반 마련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2006년부터 생물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류군을 대상으로 관련 분류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연구진이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2012년까지 총 8,888종을 정리하고, 생물지 국·영문

각 90권과 216종에 대한 세계생물지 (World monograph) 2권을 발간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계속하여

무척추동물, 곤충및조류 (藻類) 분야 1,665종에대한 생물지 국·영문 각 30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각 분야의 생물지들은 한반도에 서식하는 자생생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생물상

을 규명하여, 국가 생물자원 관리의 기반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생물자원의 산업화 기틀 마련에도 큰 계

기가될것으로생각합니다.

이번 생물지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구대학교 장천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필한 귀중한 생물지가 우리나라의 유용한 생물자원을 관리하고 천연

물, 유전자원및의약품개발연구등의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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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 육수산 검물벼룩류 중 짠물검물벼룩아과와 참검물벼룩아과를 수록한 지난 연구 (Chang, 2012)에

이어검물벼룩아과(검물벼룩목, 검물벼룩과)에 대한종속지를 작성하였다.

검물벼룩아과는 전형적으로 담수산이고, 41속 530여종이 기록되어 있다 (Boxshall and Halsey, 2004).

한국에서는, Kim and Chang (1989)이 담수산 검물벼룩류 12속 25종을 분류하였다.  이후 저자 등은 덕

적도의 우물에서 가시검물벼룩 1신종 (Acanthocyclops tokchokensis) (Kim and Chang, 1991), 샘과 우물

에서 1신종 1한국미기록종 (Ochridacyclops coreensis, Itocyclops yezoensis) (Lee et al., 2004), 보통검물벼

룩속 (Mesocyclops) 5종 (Lee, Jeon and Chang, 2005), 산간 옹달샘에서 가시검물벼룩 1신종 (Acantho-

cyclops fonticulus) (Lee and Chang, 2007a), 동굴에서 3속 4종 (Megacyclops magnus, Acanthocyclops

orientalis, A. robustus, Diacyclops suoensis)을 (Lee et al., 2007), 남해안 기수역에서 기수산 검물벼룩 1종

(Apocyclops borneoensis)을(Yoon and Chang, 2008) 차례로 기록하였다.  또한, Chang and Min (2005)은

기수성 검물벼룩 2미기록종 (Mesocyclops marinus, Thermocyclops uenoi)을 보고하였고, Chang (2009)의

한국동식물도감 (동물편) 42권〈육수산 요각류〉에서는 한국 육수산 검물벼룩류 3과 20속 59종에 대하여

분류학적으로 정리하였다.  최근에는 간극수에 서식하는 검물벼룩에 관한 의미있는 분류학적 성과가 이

루어졌다.  Lee and Chang (2011)은 예천정수장의 모래틈에서 희귀속인 Psammophilocyclops의 1신종 (P.

paucisetosus)을 기재하였고, Karanovic et al. (2012)는 오대산 계류변에서 신속 신종 (Monchenkocyclops

changi)을 기재하였으며, Karanovic et al. (2013)은 Diacyclops languidoides 종군에 속하는 2신종 (D.

parasuoensis, D. hanguk)을 기재하면서 과거 국내에서 D. suoensis Ito로 알려져 왔던 것을 별개의 신종

(D. leeae)으로기록하였다.

저자는 한국 육수산 검물벼룩류에 대한 종속지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동식물도감을

바탕으로 하여 과거 수집, 보관해 왔던 표본들과 함께 도감 출판 이후 추가로 채집한 표본들을 재검토하

였다.  이 책에서는〈한국 생물지〉21권 19호 (짠물검물벼룩아과, 참검물벼룩아과)에 이어 검물벼룩아과

에 속하는 11속 33종에 대한 기재와 함께, 속 및 종 검색표, 동물이명 관계, 현미경 삽화, 서식처 및 생태

적특성과지리적분포, 그리고분류학적고찰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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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연구 재료는 1985년 6월부터 남한의 다양한 육수역에서 채집되어 대구대학교 생명과학과 표본실에 보

관중인육수산검물벼룩표본과그동안저자등에 의해 출판된각종 문헌 자료이다.

채집은 핸드넷트나 자루가 달린 네트(dipnet) 또는 TOW형 플랑크톤 네트를 예인하여 채집하였다.  그

물눈의 크기는 모두 64 μm이다.  모아진 샘플들은 현장에서, 또는 실험실로 운반한 뒤 약 4% 중성 포르

말린이나약 80% 에탄올로고정하였다.

실험실 내에서의 표본 제작과 동정 및 기재 방법은〈한국 생물지〉21권 19호 (짠물검물벼룩아과, 참검

물벼룩아과)와 동일하다.  고정한 표본은 실체현미경 하에서 마이크로피펫을 사용하여 골라낸 뒤, 글리세

린과 에탄올을 약 2:8 비율로 혼합한 용액 속에서 1~2일 방치하여 글리세린으로 치환하였다.  이어 락토

페놀을 한 방울 떨어뜨린 H-S 슬라이드 (Shirayama et al., 1993) 위에 표본을 올려 놓고, 구기부를 비롯

한 부속지를 미세 해부침으로 해부하였다.  해부침은 직경 0.3 mm의 텅스텐선을 전기분해법을 이용하거

나 끓는 아질산나트륨에 끝을 부식시켜 만든다 (Huys and Boxshall, 1991; Huys et al., 1996).  해부를

마친 표본은 커버 슬립을 덮고, 슬라이드의 양면을 미분간섭현미경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microscope with Nomarski optics, Olympus BX-51, Japan)으로검경하였다.  모든 현미경 삽화는미분

간섭현미경에 장착된 묘사기 (drawing tube)를 사용하여 작성하였고, 현미경에 장착된 디지털 사진기

(Cool SNAP 5.0M, Roper Scientific Co., USA)와 영상 분석용 소프트웨어 (QCapture Pro, ver. 5.0,

Media Cybernetics Inc., USA)를사용하여 주요 형질의 크기를측정하였다.

기재 중에 사용한 용어 및 형태적 명칭은〈한국동식물도감 (동물편), 제42권 육수산 요각류〉(Chang,

2009)를 따랐다.  제1~4흉지의 가시/강모식은 Sewell의 표기 방식을 따랐다 (Huys and Boxshall, 1991

참조).  이가시/강모식에서로마자는가시(spine), 아라비아 숫자는 강모(seta)를각각 나타낸다.

현재까지 기록된 각 분류군의 수는 Walter and Boxshall (2013)의 ‘World Copepoda database’에 근

거하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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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학적 기재

검물벼룩과

Family Cyclopidae Dana, 1846

검물벼룩아과

Subfamily Cyclopinae Kiefer, 1927

암컷성체의제5흉지는 1~2마디로이루어지는데, 외지(끝마디)에는많아야 2개의가시/강모(기본적으로

가시 1개와강모 1개)가나있다.  후체부의 첫번째 체절인 제5흉절의 뒷옆모서리에는 센털 다발이없다.

속과 종 수:  42속(한국 12속), 530종(한국 36종).

검물벼룩아과의속 검색표

1.  제5흉지의기절은제5흉절과부분적으로유합되었다.  제3~4흉지의외지는 3마디, 내지는 2마디이다··

················································································································샘검물벼룩속 Itocyclops

- 제5흉지는 2마디로 이루어지며, 기절은 제5흉절과 유합되지 않았다.  제3~4흉지는 내·외지 모두 3마

디씩이다····································································································································2

- 제5흉지의 기절은 제5흉절과 유합되어, 끝마디 (외지) 1마디뿐이다.  제3~4흉지는 내·외지 모두 2마

디씩이다····································································································································8

2.  제5흉지의외지에난가시는외지길이와 비슷하거나 훨씬 짧다···················································3

- 제5흉지의외지에난가시는매우길다························································································7

3.  제4흉절과 제5흉절의 뒷옆모서리는 날개 모양으로 돌출한다.  미차는 길고, 등면을 따라 세로로 늑(縱

肋)이있다···································································································참검물벼룩속 Cyclops

- 위와 다르다·······························································································································4

4.  제5흉지의 기절은 바깥쪽으로 뚜렷이 신장 (伸張)되었고, 외지에 난 가시는 매우 작고 안가장자리 중

간가까이에있다···········································································코끼리검물벼룩속 Megacyclops

- 제5흉지의기절은바깥쪽으로신장되지않고, 외지에 난가시는 뚜렷이 길고안끝모서리에 있다····5

5.  제5흉지외지에난가시는길이가외지의 폭보다 짧다··································································6

- 제5흉지외지에난가시는길이가외지의 폭보다 길다····························맵시검물벼룩속 Diacyclops

6.  제1~4흉지의내지는 3마디로이루어진다········································가시검물벼룩속 Acanthocyclops

- 제1~4흉지의내지는 2마디로이루어진다···························································Monchenkocyclops

7.  제5흉지외지에난가시는안가장자리중간근처에서 비롯한다············보통검물벼룩속 Mesocyclops

- 제5흉지외지에난가시는마디끝에서비롯한다······························온난검물벼룩속 Thermocycl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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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5흉지외지는실린더모양이고, 안가장자리 중간에미세한 가시가 1개있다·······························9

- 제5흉지외지는삼각형에가깝고, 안가시는 뚜렷하다·····························야릇검물벼룩속 Apocyclops

- 제5흉지외지는작은돌기모양이고, 끝에 작은가시와 강모를 합쳐 2개가 나있다···························

·······················································································모래무지검물벼룩속 Psammophilocyclops

9.  제4흉지는제2~3흉지에비해그다지작지않고, 연결판도정상적이다···꼬마검물벼룩속 Microcyclops

- 제4흉지는제2~3흉지에비해현저하게 작고, 연결판은 폭이매우 넓다············································

·······································································································유령검물벼룩속 Cryptocyclops

참검물벼룩속

Genus Cyclops O.F. Müller, 1776

암컷 성체의 몸길이는 2 mm에 달한다.  제4, 5흉절 옆모서리는 날개 모양을 이루며 뒷옆모서리가 크게

돌출한다.  미차는 길고 (약 6~8배), 등면에는 세로늑이, 안가장자리에는 털줄이 뚜렷하다.  제1촉각은 17

마디로 나뉘고, 끝은 제2흉절의 뒷가장자리를 조금 지난다.  제5흉지는 2마디로 이루어지는데, 외지의 안

끝모서리근처에짧고억센가시가 1개있고, 마디 끝에는긴 강모가 1개있다.

모식종:  Cyclops strenuus Fischer, 1851.

종 수:  135종(한국 2종).

검물벼룩속의종 검색표

1.  제2촉각의 기절 뒷면 바깥가장자리를 따라 난 가시열은 잘 발달하여 바깥 강모 근처까지 이르고, 뒤

로갈수록가시는점점커진다······································································참검물벼룩 C. vicinus

- 이 가시열은 매우 약하며, 바깥강모에훨씬 못미친다····························어리참검물벼룩 C. kikuchii

1.  참검물벼룩
Cyclops vicinus Uljanin, 1875 (그림 1)

Cyclops vicinus Uljanin, 1875, p. 30, pl. 10, figs. 1-7; Lilljeborg, 1901, p. 26, pl. 11, figs. 16-19; Guerney,

1933, p. 175, figs. 1549-1562; Rylov, 1948, fig. 43; Mizuno and Miura, 1984, p. 594, fig. 336; 1-2;

Kim and Chang, 1989 (part.), p. 239; Einsle, 1996, p. 26, fig. 16; Chang and Min, 2005, p. 65, fig.

34A-F; Chang, 2009, p. 435, fig. 236.

암컷:  몸길이 1.4~2.3 mm로 대형종이다.  체색은 젖빛을 띤다.  두절과 제1흉절이 유합하여 두흉절을

이룬다.  두흉절은 앞으로 돌출하며, 그 뒤 흉절들을 합한 길이보다 훨씬 길다.  제4, 5흉절의 뒷옆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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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물벼룩목: 검물벼룩과: 참검물벼룩속 9

그림 1.  참검물벼룩 Cyclops vicinus, 암컷.  A. 전체; B. 생식이중절, 배쪽; C. 제1촉각; D. 제2촉각기절, 앞면;

E. 제2촉각 기절, 뒷면; F. 제1흉지; G. 제4흉지.  축척: A~C=100 μm, D, E, H=20 μm, F, G=50 μm (Chang

and Min, 2005에서인용).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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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개 모양으로 크게 돌출한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길고, 전반부는 약간 부풀어 있다.  생식

이중절 등면의 앞옆모서리 쪽에는 제6흉지의 흔적이 뚜렷하여 작은 가시와 강모가 남아 있다.  저정낭은

뒷부분이 훨씬 더 크고, 중간 부분은 뒤쪽으로 크게 부풀어 있다.  항문판의 뒷가장자리는 둥그스름하고,

가시나털줄없이매끈하다.

미차는 매우 길어서 폭의 6~8배에 달하고, 안가장자리를 따라 억센 털들이 열지어 나 있다.  등면에는

세로늑 (縱肋)이 뚜렷하다.  옆가장자리의 기부 약 1/4인 곳에 결각 (패인 부분)이 있다.  옆꼬리강모는 미

차의 옆가장자리 끝에서 약 1/5~1/6인 곳에 위치한다.  안꼬리강모는 미차보다 길고, 바깥꼬리강모보다

2.3배 가량더 길다.  등꼬리강모는 안꼬리강모의 기부쪽에 치우쳐 있고, 바깥꼬리강모보다 약간 짧다.  바

깥꼬리강모는정상적인깃털모양이다.

제1촉각은 17마디로 나뉘고, 끝은 제2흉절의 뒷가장자리 근처까지 다다른다.  제2촉각 기절 앞면 안끝

모서리에 잔가시들이 비스듬하게 배열해 있는데, 잔가시의 크기는 매우 작고 짧다.  반면 기절 뒷면의 바

깥가장자리를 따라 난 20여 개의 가시는 바깥강모의 기부 근처까지 발달하며, 마디 끝 쪽으로 갈수록 가

시는강하고커진다.

제1~4흉지는 내·외지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지고, 가시식은 2,3,3,3이다.  제1~4흉지의 가시와 강모

의배열은다음과같다.

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1; II,1,4 내지 0-1; 0-2; 1,I,4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4 내지 0-1; 0-2; 1,I,4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4 내지 0-1; 0-2; 1,I,4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4 내지 0-1; 0-2; 1,II,2

제1흉지의 기절 안끝에 난 강모는 내지 둘째마디를 지난다.  제4흉지의 연결판 뒷면 한가운데에는

10~14개의 센털이 열지어 있고, 연결판 뒷가장자리는 매끈하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는 길쭉하다 (길

이는폭의약 3배).  안가시는매우굵고큰데, 바깥가시보다 약 2.3배더길다.

제5흉지는 2마디로 이루어진다.  외지는 길이가 폭의 1.3~1.5배 정도이다.  바깥가장자리의 뒷부분은

살짝 부풀었고, 그 뒤쪽으로 잔가시들이 나 있다.  안끝모서리 근처에 짧고 억센 가시가 1개 있고, 마디

끝에는긴깃털강모가 1개있다.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국내분포:  전역.

관찰표본:  경북: (경주충효저수지: 26.v.2012; 경산상림리 논: 6.vi.2012).

생태:  호소 (湖沼)와 댐, 저수지 등에 흔한 부유성 종이다.  연중 서식이 가능하지만, 보통 저수온기 (늦

가을~초봄)에 개체수도가 급증하며, 포란한 암컷의 비율이 매우 높다.  하천이나 도랑 등 유수역에서도

서식하고, 기수역에서도 채집된다.  때로는 강부수성인 수역에서도 서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Tai

and Chen, 1979).  국내에서는 겨울철 저수지에서 가장 우점하는 종이다.  5월 말 이후에는 개체수가 급

감하며, 6월 이후에는 제4, 또는 제5코페포디드 유생으로 바닥 근처에서 휴면한다.  이때는 성체와 형태

가매우다르므로동정에유의하여야한다(Chang, 2009).

고찰:  국내에서는 이 종의 출현빈도가 어리참검물벼룩 Cyclops kikuchii보다 훨씬 더 높은데, 간혹 함께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  두 종은 제2촉각 기절에 난 잔가시열의 배열에서 종간의 차이를 일양하게 보여

준다(그림 1D, E와 2D, 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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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리참검물벼룩
Cyclops kikuchii Smirnov, 1932 (그림 2)

Cyclops kikuchii Smirnov, 1932, p. 283, figs. 1-5; Kim and Chang, 1989 (part.), p. 239; Einsle, 1996, p.

28, fig. 17; Ishida, 2002, p. 52, fig. 19; Chang and Min, 2005, p. 67, fig. 34G, H; Chang, 2009, p. 438,

fig. 237.

암컷:  전체적인 외형은 앞종과 거의 같다.  몸길이 1.4~2.1 mm.  제4, 5흉절의 뒷옆모서리는 날개 모양

으로돌출한다.  항문판의뒷가장자리는볼록하고, 가시나 털줄없이 매끈하다.

미차는 매우 길어서 폭의 6~8배에 달하고, 안가장자리를 따라 센털들이 줄지어 있다.  등면에는 세로늑

(縱肋)이 뚜렷하다.  옆가장자리의 기부 약 1/4인 곳에 결각(패인 부분)이 있다.  옆꼬리강모는 미차의 옆

가장자리 끝에서 약 1/5인 곳에 위치한다.  안꼬리강모는 미차 길이와 거의 같고, 바깥꼬리강모보다 2.1

배가량더길다.  등꼬리강모는안꼬리강모의 기부쪽에 치우쳐 있고, 바깥꼬리강모보다 약간길다.

제1촉각은 17마디로 나뉘고, 끝은 제2흉절의 뒷가장자리를 조금 지난다.  제2촉각 기절 앞면 안끝모서

리에 잔가시들이 10여개 모여 있는데, 앞종에 비해 매우 길어서 안끝모서리를 지난다.  반면 기절 뒷면의

바깥가장자리를 따라 난 약 15개로 이루어진 잔가시열은 상대적으로 약해서, 바깥강모의 기부에 훨씬 못

미치며, 마디의끝쪽으로갈수록잔가시가 특별히 강하지않다.

제1~4흉지는 내·외지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지고, 가시식은 2,3,3,3이다.  제1~4흉지의 가시와 강모

의 배열은 앞종과 같다.  제1흉지의 기절 안끝에 난 강모는 내지 둘째마디를 지난다.  제4흉지의 연결판

뒷가장자리는 매끈하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는 길쭉하다 (길이는 폭의 약 2.7~3배).  안가시는 매우

굵고큰데, 바깥가시보다약 2.5~2.8배더길다.

제5흉지는 2마디로 이루어진다.  외지는 길이가 폭의 1.3~1.5배 정도이다.  안끝모서리 근처에 짧고 억

센가시가 1개있고, 마디끝에는긴깃털강모가 1개있다.

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동유럽, 독일남부.

국내분포:  전역.

관찰표본:  경북: (경산문천지: 23.v.2012; 경산평사리 연지: 24.iii.2012).

생태:  앞종과 같이 호소와 댐, 저수지 등에 흔한 부유성 종이다.  연중 서식이 가능하지만, 보통 저수온

기 (늦가을~초봄)에 개체수도가 급증하며, 포란한 암컷의 비율이 매우 높다.  해안 습지에서도 비교적 빈

번하게출현하였다(Chang, 2009).

고찰:  이 종의 모식산지는 일본인데, 한 동안 Cyclops vicinus의 동종이명으로 간주되었으나, 근자에 러

시아와 동유럽, 독일 남부 (뮌헨) 등지의 호수에서 별종으로서 기록되고 있다 (Einsle, 1996).  국내에서의

출현빈도는 C. vicinus보다 훨씬 더 낮은데, 간혹 함께 서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과거 국내에서 C.

vicinus로 보고된 기록 중 일부는 이 종과 C. vicinus의 2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군을 한 종으로 보고한 경

우가있다고추정된다(Chang, 2009).

검물벼룩목: 검물벼룩과: 참검물벼룩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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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어리참검물벼룩 Cyclops kikuchii, 암컷.  A. 전체; B. 제5흉절과 생식이중절, 배쪽; C. 항절과 미차,

등쪽; D. 제2촉각 기절, 앞면; E. 제2촉각 기절, 뒷면; F. 제1흉지; G. 제4흉지.  축척: A=200 μm, B, C, F, G

=100 μm, D, E=50 μm (Chang and Min, 200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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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검물벼룩속

Genus Megacyclops Kiefer, 1927

몸은 매우 커서, 암컷 성체의 몸길이가 2 mm를 넘는 경우가 많다.  미차의 길이와 폭의 비는 3.5~4.0배

이고, 안가장자리에는 털이 많이 나 있다.  제1촉각은 17마디로 이루어지고, 끝은 두흉절의 뒷가장자리를

넘지 못한다.  제1~4흉지의 외지 셋째마디의 가시식은 2,3,3,3이다.  제5흉지는 2마디인데, 기절이 바깥쪽

으로매우신장되어있고, 외지의안가장자리 중간에 작은가시가 1개 있다.

모식종:  Megacyclops viridis (Jurine, 1820).

종 수:  12종(한국 2종).

코끼리검물벼룩속의종 검색표

1.  미차 안가장자리에는 털 묶음 4~5개가 가지런히 나 있다.  제4흉지 연결판 한가운데에는 센털 8~14

개가듬성듬성가로로배열한다······························································코끼리검물벼룩 M. viridis

- 미차 안가장자리에는 수많은 털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다.  제4흉지 연결판 한가운데에는 삼각형의

잔가시 14~18개가촘촘히열지어있다····················································덩치검물벼룩 M. magnus

3.  코끼리검물벼룩
Megacyclops viridis (Jurine, 1820) (그림 3)

Monoculus quadricornis viridis Jurine, 1820, pl. 3, fig. 1.

Cyclops viridis: Fischer, 1851, p. 412, pl. 9, figs. 1-11.

Cyclops (Megacyclops) viridis: Kiefer, 1929, p. 53, fig. 17(a-b).

Cyclops (Acanthocyclops) viridis: Gurney, 1933, p. 185, figs. 1563-1582.

Acanthocyclops viridis: Rylov, 1948, p. 215, fig. 45(1-7).

Acanthocyclops (Megacyclops) viridis viridis: Dussart, 1969, p. 138, fig. 63.

Acanthocyclops (Megacyclops) viridis: Tai and Chen, 1979, p. 364, fig. 121.

Megacyclops viridis: Mizuno and Miura, 1984, p. 606, fig. 343 (1-8); Kim and Chang, 1989, p. 239, fig.

7c-h; Einsle, 1996, p. 46, fig. 28; Ishida, 2002, p. 54, fig. 23a-g; Chang and Min, 2005, p. 68, fig.

35A-D; Chang, 2009, p. 440, fig. 239.

암컷:  육수산 검물벼룩 중에서 가장 크다 (성체 몸길이 1.7~2.4 mm).  체색은 보통 짙은 갈색을 띠고,

각피는 두껍다.  흔히 몸에 진흙이나 부식질을 묻히고 있다.  전체부는 달걀 모양으로, 앞쪽으로 크게 돌

출하며, 몸전체 길이의 2/3를 차지한다.  특히 두흉절은 매우 커서 다음의 흉절들을 합한 길이의 2배를

넘는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약간 더 길고, 등면의 앞옆가장자리 근처에는 제6흉지의 흔적이 남

검물벼룩목: 검물벼룩과: 코끼리검물벼룩속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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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끼리검물벼룩 Megacyclops viridis, 암컷.  A. 전체; B. 항절과 미차, 등쪽; C. 제5흉지와 생식이중

절, 배쪽; D. 제1촉각; E. 제1흉지; F. 제4흉지.  축척: A=100 μm, B~F=50 μm (Chang and Min, 200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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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다.  저정낭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란히 포개져 있는 모양인데, 앞부분이 조금 더 폭이 넓고 크다.

항절을 제외한 후체부 체절의 뒷가장자리를 따라 투명막이 톱니 모양의 주름 장식을 이룬다.  항문판은

약간볼록하고, 뒷가장자리에는 잔가시나털이 없다.

미차는 길쭉한 편이지만 튼튼하게 보인다.  길이는 폭의 3.5~4.0배이고, 안가장자리에 털이 무더기를

이루며 가지런히 나 있는데, 4 무더기인 경우가 보통이다.  옆가장자리는 기부로부터 약 1/4인 곳에 미세

한 결각이 있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바깥가장자리의 끝에서 약 1/4인 곳에 위치한다.  안꼬리강모는 길

어서, 바깥꼬리강모길이의 3배에달한다.

제1촉각은 17마디로 이루어지며, 그 끝은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에 약간 못 미친다.  맨끝 3마디에는 뒷

가장자리를따라특별한투명막없이매끈한편이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진다.  가시식은 2,3,3,3이다.  제1흉지의 기절 안끝

에 난 강모는 내지 둘째마디의 뒷가장자리에 겨우 다다른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의 길이는 폭의 약

2.5배이다.  끝에 난 가시 중 안가시는 내지 셋째마디와 거의 같거나 약간 짧으나, 바깥가시보다는 약

1.1~1.2배 더 길다.  제4흉지 연결판 뒷면 한가운데에는 8~14개의 센털들이 가로로 배열하는데, 촘촘하

지못하고성기다.  제1~4흉지의가시와강모의 배열은다음과 같다.

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1; II,1,3 내지 0-1; 0-2; 1,I,4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4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4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I,2

제5흉지는 2마디인데, 기절이 바깥쪽으로 매우 신장되어 있어서, 등쪽에서 몸 전체를 보면 바깥 강모가

제5흉절 옆에서 삐져 나온 것처럼 보인다.  외지에 난 가시는 매우 작으며, 외지 안가장자리의 중간을 조

금지나는곳에위치한다.

분포:  전세계.

국내분포:  전역.

관찰표본:  경북: (경산진량면상림리연지: 28.iii.2012, 27.iv.2012; 포항 대보 논: 20.vi.2012); 경남(창녕

우포늪: 22.vii.2012; 함안진날늪: 29.iv.2011); 제주: (고산 수월봉동굴입구웅덩이: 13.v.2012).

생태:  연못, 웅덩이, 논, 하천변의 습지 등 비교적 소형 정수역에 서식한다.  연중 볼 수 있으나, 주로 여

름철 고수온기에 논, 웅덩이, 소택지 등 부영양화 수역에서 쉽게 채집할 수 있다.  간혹 우물이나 샘 등의

지하수에서 출현하기도 한다.  개체수는 많지 않다.  육식성인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빈모류, 수서곤충의

유충, 다른검물벼룩을주로섭식한다고 한다(Chang, 2009).

고찰:  종종몽당꼬리장수검물벼룩 Macrocyclops albidus과 함께 채집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종모두몸

이 매우 큰 저생성 종이라는 점에서 실체현미경 또는 저배율의 복합현미경에서 계수 (計數)할 때 구별하

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두 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코끼리검물벼룩 쪽이 조금 더 크고,

미차의 길이가 폭의 약 3.5배 가량 길며, 제1촉각이 훨씬 짧다 (두흉절을 넘지 못함)는 점에서 쉽게 구별

된다.  또한, 등쪽에서 보면, 코끼리검물벼룩에서는 제5흉절의 바깥쪽으로 제5흉지의 기절 강모가 삐져

나온것이보인다.

검물벼룩목: 검물벼룩과: 코끼리검물벼룩속 15



4.  덩치검물벼룩
Megacyclops magnus (Marsh, 1920) (그림 4, 5)

Cyclops magnus Marsh, 1920, p. 8, pl. 3, figs. 11, 12, 14, pl. 4, figs. 1, 5.

Megacyclops magnus: Einsle, 1996, p. 51, fig. 31; Ishida, 2002, p. 54, fig. 23h-k; Lee, Kim, Choi and

Chang, 2007, p. 155, figs. 2, 3; Chang, 2009, p. 442, figs. 240, 241.

암컷:  몸길이 1.3~1.7 mm로서, 앞종에 비해서는 훨씬 작다.  알코올 또는 포르말린액에 보존시 체색은

보통 젖빛을 띤다.  전체부는 달걀 모양이다.  두흉절은 통통한 느낌을 주는데, 다음의 흉절들을 합한 길

이보다 약 1.3배 더 길다.  제5흉절의 뒷옆모서리는 뾰족하게 돌출하였고, 등쪽에서 보면 제5흉지 기절의

옆 강모가 몸통 밖으로 삐져 보인다.  생식이중절은 길이와 폭이 거의 비슷하고, 전반부는 약간 부풀었다.

등면의 앞옆가장자리에는 제6흉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저정낭은 앞종과 유사하게,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란히 포개져 있는 모양인데, 앞부분이 조금 더 폭이 넓고 크다.  항절을 제외한 후체부 체절의 뒷가장자

리는투명막이톱니모양의주름장식을이룬다.  항문판은 약간 볼록하고, 뒷가장자리는 거의매끈하다.

미차는 길이가 폭의 약 4배로, 앞종에 비해 조금 갸름한 편이다.  등면은 미분간섭현미경으로 보면 매우

거칠게 보이며, 안가장자리에는 털이 불규칙하지만 거의 빈틈없이 나 있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바깥가장

자리의 끝에서 1/4인 곳에 위치하고, 바깥가장자리의 기부 약 1/4인 곳에는 희미하게 결각의 흔적이 남

아있다.  안꼬리강모는 바깥꼬리강모길이의 거의 2배에 달하고, 미차보다는 약간 더길다(1.1~1.2배).

제1촉각은 17마디로 이루어지며, 그 끝은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에 거의 다다른다.  1, 4, 7, 12, 15, 16, 17

번째 마디가 상대적으로 길고, 3, 6, 8~11, 13, 14번째 마디는 짧다.  12번째 마디에 촉모가 1개 있으며, 그

끝은 14번째 마디의 끝을 지난다.  제2촉각은 3마디로, 외지는 긴 강모 모양으로만 남아 있다.  기절 뒷면

의 복판에는 바깥가장자리를 따라 8~9개의 가시가 세로로 배열한다.  기절의 뒷옆모서리(강모의 기부)는

앞, 뒷면모두매끈하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진다.  가시식은 2,3,3,3이다.  제1~4흉지의 가시와

강모의 배열은 앞종과 같다.  제1~4흉지의 기절간 연결판은 모두 양 옆부분이 거의 돌출하지 않으며, 뒷

가장자리는 비교적 곧고 센털이나 잔가시가 나 있지 않아 매끈하다.  제4흉지의 연결판 뒷면 한가운데에

는 송곳니 모양의 잔가시 14~18개가 횡으로 배열한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의 길이는 폭의 약 2.2배

이고, 바깥가시는내지셋째마디와거의같거나 약간 짧으나, 안가시보다는 약 1.1~1.2배더길다.

제5흉지는 2마디인데, 기절이 바깥쪽으로 매우 신장되어 있다.  외지는 매우 작으며, 안끝모서리에 작은

가시 1개가있다.

수컷:  몸길이 0.8 mm 내외.  암컷보다 홀쭉하고, 두흉절의 앞 이마 부분은 약간 돌출한다.  제5흉지의

외지는 매우 작은데, 길이가 폭보다 약간 더 길다.  안가장자리는 둥글고, 안끝모서리의 가시는 매우 짧다.

생식이중절은 길이보다 폭이 훨씬 더 넓다.  생식덮개의 뒷옆모서리가 볼록하게 돌출하여 제6흉지를 이

루고, 생식이중절의 배측면 (背側面) 쪽으로 굵고 짧은 안가시 1개, 이것보다 약간 더 긴 가운데 강모 1개,

그리고안가시보다 3배이상긴바깥강모 1개가나 있다.

분포:  한국, 일본(홋카이도, 혼슈북부), 러시아(오츠크, 캄챠카), 알라스카.

국내분포:  강원,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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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덩치검물벼룩 Megacyclops magnus.  암컷: A. 전체; B. 항절과 미차, 등쪽; C. 제1촉각; D. 제2촉각

기절, 앞면; E. 제2촉각 기절, 뒷면; F. 제5흉지.  수컷: G. 전체; H. 제5흉지, 제6흉지와 생식이중절, 배쪽.

축척: A=100 μm, B~H=50 μm (Lee, Kim, Choi and Chang, 2007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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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덩치검물벼룩 Megacyclops magnus, 암컷.  A~D. 제1~4흉지.  축척: 50 μm (Lee, Kim, Choi and

Chang, 2007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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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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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표본:  경북: (영덕장사천: 28.vii.2012).

생태:  지리적 분포상 냉수성 종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의 호수, 연못, 눈녹아 생긴 웅덩이

등에서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동굴수와하천에서 채집되었다(Chang, 2009).

고찰:  이 종은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의 안가시가 바깥가시보다 짧고, 연결판 뒷면 복판에 난 횡가시열

이 매우 크며, 안꼬리강모가 미차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길다라는 점에서 앞종 (코끼리검물벼룩)과 차이가

있다.  과거 오오츠크, 캄챠카, 홋카이도 등지에서만 국한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국내

에서의기록이현재까지는이종의남한계에 해당된다(Chang, 2009).

가시검물벼룩속

Genus Acanthocyclops Kiefer, 1927

몸길이는 1.0~1.5 mm로 검물벼룩으로서는 비교적 큰 편이다.  제1촉각은 기본적으로 17마디이다.  제5

흉지는 2마디로이루어지며, 기절이바깥쪽으로신장되어있지않다.  외지에는작은가시와긴강모가 1개

씩있는데, 가시는외지의안끝모서리또는끝에 위치한다.

모식종:  Acanthocyclops vernalis (Fischer, 1853).

종 수:  63종(한국 6종).

가시검물벼룩속의종 검색표

1.  제5흉지외지끝에가시 1개와강모 1개가있다.  제4흉지내지 셋째마디에는 가시가 2개있다·······2

- 제5흉지 외지 바깥끝모서리에 가시가 추가로 1개 더 있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에는 가시가 1개뿐

이다···························································································옹달샘가시검물벼룩 A. fonticulus

2.  미차의안가장자리에는털이있다···············································덕적가시검물벼룩 A. tokchokensis

- 미차의 안가장자리에는 털이 없다·······························································································3

3.  미차의 길이와 폭의 비는 2.5~3.0배이다.  제4흉지 내지 끝마디에 난 안가시는 바깥가시보다 1.5배 이

상길다·························································································몽당가시검물벼룩 A. sensitivus

- 미차의길이와폭의비는 4~6배이다.  제4흉지의내지끝마디에난 2개의가시는그길이가비슷하다··

··················································································································································4

4.  바깥쪽 가운데꼬리강모는 정상적인 깃털모양이다.  제4흉지의 내·외지 셋째마디에 난 강모들은 빗살

모양으로변형되지않고정상적이다····························································································5

- 바깥쪽 가운데꼬리강모는 깃털 모양에서 솔 모양으로, 제4흉지의 내·외지 셋째마디에 난 강모들은

깃털모양에서빗살모양으로변형되었다··········································튼튼가시검물벼룩 A. robustus

5.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에 난 2개의 가시 중 바깥가시가 안가시보다 더 길고, 연결판의 잔가시열은 중

간에빈곳이있다···················································································가시검물벼룩 A. vernalis

-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에서 안가시가 바깥가시보다 더 길고, 연결판의 잔가시열은 중간에 빈 곳 없이

비교적고르게나있다····································································동방가시검물벼룩 A. orient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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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vernalis (Fischer, 1853) (그림 6)

Cyclops vernalis Fischer, 1853, p. 90, pl. 3, figs. 1-5.

Cyclops (Acanthocyclops) vernalis: Kiefer, 1929, p. 54, fig. 18(a-b); Gurney, 1933, p. 198.

Acanthocyclops vernalis: Rylov, 1948, p. 223, fig. 47(1-4); Mizuno and Miura, 1984, p. 591(1-8); Ishida,

2002, p. 54, fig. 24a-i; Chang and Min, 2005, p. 70, fig. 35E, F; Chang, 2009, p. 446, fig. 243.

Acanthocyclops (Acanthocyclops) vernalis: Dussart, 1969, p. 125; Tai and Chen, 1979, p. 363, fig. 211.

암컷:  몸길이는 1.1~1.5 mm로 크다.  전체부는 알 모양을 이루며, 후체부와 뚜렷이 구분된다.  두흉절

은 앞으로 돌출하며, 그 뒤 흉절들을 합한 길이보다 훨씬 길다.  두흉절은 통통하여 중간 부근에서 가장

체폭이 넓다.  제4, 5흉절의 양 옆모서리는 강하게 돌출한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길고, 전반부는

약간 부풀어 있다.  생식이중절의 앞옆모서리 등면에는 큐티클 굴곡이 있고 잔가시와 작은 강모가 나 있

어 제6흉지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항문판의 뒷가장자리는 둥그스름하고, 가시나 털줄 없이 매끈

하다.

미차는 길이가 폭의 4~6배이고, 안가장자리에는 털이 없다.  미차의 바깥가장자리 기부 1/4~1/5인 곳

에는 결각이 뚜렷하다.  옆꼬리강모는 미차의 옆가장자리 끝에서 약 1/4인 곳에 위치한다.  안꼬리강모는

미차보다 조금 짧고, 바깥꼬리강모보다 약 1.3배 더 길다.  등꼬리강모는 안꼬리강모보다 약간 짧고, 바깥

꼬리강모보다약간더길다.

제1촉각은 17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끝은 두흉절의 뒷가장자리를 살짝 지난다.  1, 4, 7, 16, 17번째

마디가상대적으로길고, 3, 6, 8~11, 13, 14번째마디는짧다.  12번째와끝마디에촉모가각각 1개씩있다.

제2촉각은 4마디로, 외지는 기절 바깥가장자리 근처에 긴 강모 모양으로 남아 있다.  기절 앞면의 바깥가

장자리 중간 부근에는 잔가시 5~6개가, 뒷면의 바깥가장자리 중간 부근에는 잔가시 7~8개가 있다.  기절

의뒷옆모서리에난강모의기부에는앞, 뒷면모두 매끈하다.

제1~4흉지는 내·외지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지고, 가시식은 2,3,3,3 (3,4,4,4 변이형 존재)이다.  제

1~4흉지의가시와강모의배열은다음과같다.

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1; II,1,3 내지 0-1; 0-2; 1,I,3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I,3 내지 0-1; 0-2; 1,I,4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I,3 내지 0-1; 0-2; 1,I,4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I,3 내지 0-1; 0-2; 1,II,2

제4흉지 연결판의 뒷면 복판에는 좌우 각각 5~6개의 잔가시들이 횡으로 배열하는데, 잔가시열 한가운

데 부분은 비어 있다.  기절 뒷가장자리를 따라 10여개의 잔가시가 열지어 있는데, 중간에 빈 곳이 없으

며, 가시들의 크기가 거의 같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의 길이는 폭의 약 2.5~3.0배이다.  바깥가시는 제

3절보다훨씬 짧으나(약 1/2), 안가시보다는 약간(약 1.1배, 변이 존재) 길다.  내지 셋째마디의 안쪽 강모

2개는 모두 안가시 끝을 조금 지나며, 일반적으로 바깥쪽 강모는 안가시 끝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  제4흉

지의외지끝마디에난강모들은가시모양으로 변형되지 않고정상적이다.

제5흉지는 2마디인데, 기절이 바깥쪽으로 신장되어 있지 않고, 외지에는 안가장자리 중간 부위에 1개

의작은가시, 그리고끝에 1개의긴강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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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vernalis.  암컷: A. 전체; B. 항절과 미차, 등쪽; C. 제2촉각 기절, 앞

면; D. 제2촉각, 뒷면; E. 제4흉지.  수컷: F. 제5흉지와 생식이중절, 배쪽.  축척: A=100 μm, B~F=50 μm

(Chang, 2009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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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제5흉지의 외지는 작고, 길이가 폭보다 약간 더 길다.  안끝모서리의 가시는 매우 짧다.  제6흉지

는 굵고 짧은 안가시 1개, 이것보다 약간 더 긴 가운데 강모 1개, 그리고 안가시보다 1.5~2.0배 긴 바깥강

모 1개가나있다.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국내분포:  강원, 경남, 전북, 제주.

관찰표본:  강원: (삼척초당굴: 12.v.1994); 경남: (부산낙동강 하류: 12.v.2005).

생태:  냉수성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산간 계류변 또는 샘 (우물) 등에서 출현한다.  최근에는 낙동

강하류등하천변에서도발견되었다.

고찰:  제1~4흉지의 가시와 강모의 모양과 수에서 변이가 다수 보고되었다.  그리고 제4흉지 내지 셋째

마디의 두 가시 길이도 변이가 심한 편이다.  국지적으로 유사종간의 잡종의 존재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부터 이 종에 대하여는 혼란이 많이 있어 왔으며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종에는 모두 8아종이 기록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산간 계류나 샘에서 간혹 발견되었

을뿐이다(Chang, 2009).

6.  동방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orientalis Borutzky, 1966 (그림 7, 8)

Acanthocyclops vernalis orientalis Borutzky, 1966, p. 772, fig. 2.

Acanthocyclops orientalis: Dussant and Defaye, 1985, p. 80; Reid et al., 1991, p. 145; Lee, Kim, Choi

and Chang, 2007, p. 159, figs. 4, 5; Chang, 2009, p. 449, figs. 244, 245.

암컷:  몸길이 0.7~0.9 mm로 앞종 (가시검물벼룩)에 비해 작다.  몸은 생체시에도 유백색을 띤다.  전체

부는 긴 타원형을 이루며, 후체부와 뚜렷이 구분된다.  등면에는 잔털이 산재한다.  두흉절은 앞으로 돌출

하며, 그 뒤 흉절들을 합한 길이보다 약 1.5배 길다.  두흉절의 중간 부근에서 가장 체폭이 넓다.  이마뿔

은 돌출하지 않으며, 노우플리우스안은 관찰되지 않았다.  흉절, 특히 제4, 5흉절의 양 옆모서리는 약간

돌출하지만 앞종에 비해서는 그 돌출 정도가 약하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약 1.2배 길고, 전반부

는 부풀어있으나 후반부에서는 갑자기 폭이 좁아진다.  생식이중절 등면의 앞옆모서리 쪽에는 제6흉지의

흔적이 뚜렷하고, 작은 돌기 모양의 가시와 긴 강모가 1개 있다.  항문판은 볼록하지 않고 뒷가장자리는

비교적 곧으며, 잔가시나 털이 없이 매끈하다.  항절의 복면 뒷가장자리에는 13~18개의 잔가시가 열지어

있다.

미차는 앞종에 비해 훨씬 가늘고 길어서, 폭의 4.0~5.5배 정도이고, 서로 거의 평행하다.  안가장자리에

는 털줄이 없다.  미차의 바깥가장자리 기부 1/4인 곳에는 결각의 흔적이 거의 없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의 옆가장자리 끝에서 약 1/4인 곳에 위치한다.  안꼬리강모는 미차 길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짧고, 바깥

꼬리강모보다 약 1.5~2.0배 더 길다.  바깥꼬리강모는 미차 길이의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등꼬리강

모는안꼬리강모보다 약간짧고, 미차길이의 약 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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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방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orientalis.  암컷: A. 전체; B. 항절과 미차, 등쪽 (좌)과 배쪽 (우);

C. 제1촉각; D. 제2촉각 기절, 앞면; E. 제2촉각 기절, 뒷면; F. 제5흉지.  수컷: G. 제5흉절과 생식이중절, 배

쪽.  축척: A=100 μm, B~G=50 μm (Lee, Kim, Choi and Chang, 200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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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방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orientalis, 암컷.  A~D. 제1~4흉지.  축척: 50 μm (Lee, Kim,

Choi and Chang, 2007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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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촉각은 모두 17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끝은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1, 4,

7, 16, 17번째 마디가 상대적으로 길고, 3, 6, 8~11, 13, 14번째 마디는 짧다.  12번째 마디에 촉모가 1개 있

다.  제2촉각은 4마디로, 외지는 긴 강모 모양으로 남아 있다.  기절 뒷면의 바깥가장자리 중간 부근에는

센털이 5~6개 세로로 배열한다.  기절의 뒷옆모서리에 난 강모의 기부에는 앞, 뒷면 모두 비교적 매끈하

다.

제1~4흉지는 내·외지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지고, 가시식은 2,3,3,3이다.  제1~4흉지의 가시와 강모

의 배열은 앞종과 같다.  제1흉지 기절 안끝모서리는 뒤로 돌출하며, 그 끝에 난 강모는 내지 셋째마디 중

간에 조금 못미친다.  제1~3흉지의 연결판은 비슷한데, 뒷가장자리 양옆은 볼록하게 돌출하지만, 뒷가장

자리는 특별한 잔가시나 강모의 배열없이 매끈하다.  각 연결판에는 양옆 돌출부의 뒷가장자리를 따라 둥

글게 털줄이 있다.  제4흉지의 경우는 연결판 뒷가장자리는 거의 돌출하지 않으며, 뒷면 복판에 17~19개

의 가시들이 횡으로 열지어 있고, 열의 양끝 가시 3~4개는 기부쪽으로 향한다.  제4흉지 저절 뒷면의 뒷

가장자리에는 안쪽에 가시 8~9개가 열지어 있고, 약간의 간격을 두고 6~9개의 가시들이 파형 (波形)을

그리며 배열하는데, 이 중 바깥쪽의 가시들이 훨씬 길고 가시열은 저절의 기부쪽으로 굽는다.  내지 셋째

마디는 길쭉하며(길이가 폭의 2.5~3.0배), 셋째마디 끝에 난 안가시 길이 보다 약 1.5배 더 길다.  내지 셋

째마디 끝에 난 가시 2개 중 안쪽 가시는 바깥쪽 가시보다 1.1~1.3배 정도 더 길다.  내지 셋째마디의 안

쪽 강모 2개는 모두 안가시의 끝을 지난다.  제4흉지의 외지 끝마디에 난 강모들은 가시 모양으로 변형되

지않고정상적이다.

제5흉지의 기절은 바깥쪽을 향해 약간 늘어져 있으며, 폭은 길이의 약 1.5배이다.  외지는 작으며, 길이

가폭보다약 2.1배길다.  안끝모서리에작은 가시가 1개있다.

수컷:  제5흉지의 외지 안가장자리는 둥글고, 길이가 폭의 약 1.5~2배이다.  안끝모서리의 가시는 매우

짧다.  제6흉지는 뒷옆 방향으로 볼록하게 돌출하였고, 굵고 짧은 안가시 1개, 이것과 길이가 비슷한 가운

데강모 1개, 그리고안가시보다 2배이상 긴바깥강모 1개가 나있다.

분포:  한국(석회동굴), 러시아(연해주동굴).

국내분포:  강원, 충북, 경북.

관찰표본:  경북: (울진성류굴: 2.viii.2010, 10.v.2012).

생태:  동굴수및주변샘에서채집되었다.

고찰:  이 종은 Borutzky (1966)에 의해 연해주의 동굴에서 Acanthocyclops vernalis의 신아종으로 기재

되었다.  A. vernalis와는 몸의 크기가 훨씬 작고 (몸길이 0.8 mm 전후), 제4, 5흉절의 옆끝모서리가 크게

돌출하지 않으며, 미차의 바깥가장자리에 결각의 흔적이 없는 점, 제4흉지 내지 끝마디의 길이와 폭의 비

가 2.5배 이상인 점, 안가시가 바깥가시보다 긴 점, 기절간 연결판 복판과 기절 뒷가장자리의 잔가시 배

열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의 여러 동굴에서 출현한 표본과 Borutzky (1966)의 원기재와는 위의 형질

에서 매우 일양(一樣)한 양상을 나타내므로, 극동 지역의 동굴에서 고유하게 분화된, 별개의 종으로 인정

된다(Cha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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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튼튼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robustus (Sars, 1863) (그림 9)

Cyclops robustus Sars, 1863, p. 245; Sars, 1914, p. 45.

Cyclops (Acanthocyclops) robustus: Kiefer, 1929, p. 55.

Cyclops vernalis var. robustus: Gurney, 1933.  p. 201, fig. 1612.

Acanthocyclops vernalis var. robustus: Rylov, 1948, p. 226, fig. 47.

Acanthocyclops (Acanthocyclops) robustus: Dussart, 1969, p. 126, fig. 56.

Acanthocyclops robustus: Petkoviski, 1975, p. 107, figs. 21-41; Reid et al., 1991, p. 145; Ishida, 2002, p.

55, fig. 24j-n; Lee, Kim, Choi and Chang, 2007, p. 162, fig. 6; Chang, 2009, p. 453, fig. 246.

암컷:  몸길이는 1.1~1.3 mm로 비교적 크다.  알코올이나 포르말린액 등 고정액에 보존된 표본은 연노

랑색을 띤다.  전체적인 외형은 가시검물벼룩(A. vernalis)과 거의 같으나, 제4~5흉절의 양 옆모서리가 바

깥쪽으로 돌출하는 정도가 조금 덜하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약간 더 길고, 전반부는 양옆으로

부풀었다.  저정낭은납작한입술모양으로,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폭이 좁은대신 좌우로 더넓다.

미차는 길이가 폭의 4~5배이고, 거의 평행하지만 뒤로 갈수록 바깥쪽으로 조금씩 벌어진다.  미차 등면

에는 센털 또는 잔가시들이 무리지어 4~5개의 굵은 띠를 이루고 있다.  안가장자리에는 털이 없고, 바깥

가장자리의 기부 1/4쯤 되는 곳에는 미세한 결각의 흔적이 남아 있다.  옆꼬리강모는 작고 미차의 옆가

장자리 끝에서 약 1/4인 곳에 위치한다.  바깥꼬리강모는 약간 굵고, 미차 길이의 1/3에 조금 미치지 못

한다.  바깥쪽 가운데꼬리강모는 후반부의 가장자리를 따라 짧은 센털이 솔 모양으로 배열하여 억세게

보이므로, 가시검물벼룩의 정상적인 깃털 모양과 현저히 구별된다.  안꼬리강모는 매우 길어서, 미차 길

이와 약 1/2이고, 바깥꼬리강모보다 약 1.3~1.5배 더 길다.  등꼬리강모의 길이는 안꼬리강모와 바깥꼬리

강모길이의중간이다.

제1촉각은 모두 17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끝은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1, 4,

7, 12, 15, 16, 17번째 마디가 상대적으로 길고, 3, 6, 8~11, 13, 14번째 마디는 짧다.  12번째와 끝마디에 촉

모가 각각 1개씩 있다.  제2촉각의 기절 뒷면의 중간에는 잔가시 6~7개가 바깥가장자리를 따라 세로로

배열한다.  기절의뒷옆모서리는앞, 뒷면 모두 잔가시나 강모없이 매끈하다.

제1~4흉지는 내·외지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지고, 가시식은 3,4,4,4이다.  제4흉지 연결판 뒷면 복

판에는 12~16개의 짧은 가시들이 횡으로 배열하고, 열의 양끝에 있는 잔가시 2개는 기부쪽으로 향한다.

저절의 뒷면 뒷가장자리에는 잔가시 7~8개가 모서리를 따라 나란히 배열하고, 그 바깥쪽으로 조금 더 긴

가시들이 5~6개가 촘촘히 모여 있는데, 열의 바깥쪽은 약간 기부쪽을 향한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의

길이는 폭의 약 2.8배이다.  바깥가시는 안가시보다는 약간 길고(약 1.1배), 셋째마디보다는 훨씬 짧다(약

1/2).  제4흉지의내·외지셋째마디에난 강모들은 깃털모양에서 가시(빗살) 모양으로 변형되었다.

제5흉지의 기절이 바깥쪽으로 약간 늘어져서, 폭은 길이의 2배 가량 된다.  외지의 안끝모서리 부근에

작은가시 1개, 그리고마디의말단에긴강모 1개가 있다.

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유럽, 북아메리카(미국).

국내분포: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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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튼튼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robustus, 암컷.  A. 전체; B. 항절과 미차, 등쪽 (좌)과 배쪽 (우);

C. 제5흉지와 생식이중절, 배쪽; D. 제2촉각 기절, 앞면; E. 제2촉각 기절, 뒷면; F. 제4흉지.  축척: A=100

μm, B~F=50 μm (Lee, Kim, Choi and Chang, 200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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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표본:  강원: (삼척소한굴입구샘과계류: 12.v.1994).

생태:  동굴주변샘과계류에서채집되었다.

고찰:  이 종은 앞의 가시검물벼룩, 동방가시검물벼룩과 유연관계가 깊은 종으로서 형태적으로도 매우

유사하다.  특히 가시검물벼룩과는 제4흉지, 미차, 제2촉각 등 중요한 형질에서 거의 같은데, 제4흉지의

내·외지 셋째마디에 난 강모들이 가시 모양으로 변형되었고, 바깥쪽 가운데꼬리강모의 가장자리를 따

라짧은센털이배열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Chang, 2009).

8.  몽당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sensitivus (Graeter and Chappuis, 1914) (그림 10)

Cyclops sensitivus Graeter and Chappuis, 1914, p. 507.

Cyclops (Acanthocyclops) sensitivus: Kiefer, 1929, p. 58.

Acanthocyclops sensitivus: Rylov, 1948, p. 238, fig. 52(1-2); Einsle, 1996, p. 68, fig. 48; Chang and Min,

2005, p. 72, fig. 36; Chang, 2009, p. 455, fig. 248.

Acanthocyclops (Acanthocyclops) sensitivus: Dussart, 1969, p. 133, fig. 61.

암컷:  몸은가시검물벼룩속의 종으로서는 작은 편이다(약 0.7~0.9 mm).  생체시에도 엷은 유백색을 띤

다.  전체부는 알 모양을 이루고, 등배로 약간 납작하다.  두흉절은 앞으로 강하게 돌출하며, 그 뒤 흉절들

을 합한 길이보다 훨씬 길다.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에서 가장 체폭이 넓다.  흉절의 양 옆모서리는 돌출하

지 않는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약간 짧고, 전반부는 부풀어 있으나 후반부에서는 뒤로 갈수록

폭이 좁아진다.  생식이중절의 등면 양측 앞 부분은 함몰되었고, 큐티클 주름 위에 작은 가시와 강모가 있

는 등 제6흉지의 흔적이 뚜렷히 남아 있다.  저정낭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나비 모양을 이룬다.  항절을 제

외한 후체부 각 체절의 뒷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을 나타내며, 항절의 복면 뒷가장자리에는 13~18개의 잔

가시가열지어있다.  항문판의뒷가장자리는 약간불룩하며, 잔가시열이나 털줄 없이매끈한 편이다.

미차의 길이는 폭의 2.5~3배로, 가시검물벼룩속의 종으로는 뭉툭하다.  안가장자리는 매끈하고, 바깥가

장자리에는 결각이 없다.  옆꼬리강모는 미차의 옆가장자리 끝에서 1/3쯤에 위치한다.  안꼬리강모는 매

우 길어서, 미차보다 약 1.3배 더 길고, 바깥꼬리강모보다 2.1~2.3배 더 길다.  바깥꼬리강모는 미차 길이

의절반정도이다.  등꼬리강모는 바깥꼬리강모보다 약간 짧다.

제1촉각은 17마디로 나뉘며, 그 끝은 두흉절의 뒷가장자리를 지난다.  12번째 마디와 끝의 2마디에는

촉모가있다.  제2촉각은 3마디로, 외지는 긴강모 모양으로만 남아 있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진다.  가시식은 2,3,3,3이다.  제1흉지 기절 안끝모

서리는 뒤로 돌출하며, 그 끝에 난 강모는 내지 셋째마디 중간을 약간 지난다.  각 흉지의 연결판 뒷가장

자리 양 옆은 거의 돌출하지 않으며, 특별한 잔가시나 강모의 배열없이 매끈하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

디는 뭉툭한 편이다 (길이가 폭의 약 1.6배).  내지 셋째마디 끝에 난 가시 2개 중 안쪽 가시는 중간 부분

을 지나서부터 안쪽으로 굽었고, 셋째마디보다 훨씬 짧지만 (약 0.8배), 바깥쪽 가시보다는 1.7배 정도 더

길다.  셋째마디의 강모는 가시 모양으로 변형되지 않고 정상형이다.  내지 둘째마디의 안가장자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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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몽당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sensitivus, 암컷.  A. 전체, 등쪽; B. 항절과 미차, 등쪽 (좌)과

배쪽 (우); C. 생식이중절; D. 제1촉각; E. 제1흉지; F. 제4흉지; G. 제5흉지.  축척: A=100 μm, B~G=50 μm

(Chang and Min, 2005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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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가 1개뿐이다.  제1~4흉지의가시/강모식은다음과 같다.

제1흉지 기절 1-1 외지 I-0; I-1; II,1,3 내지 0-1; 0-1; 1,I,4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0; I-1; III,1,3 내지 0-1; 0-1; 1,I,4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0; I-1; III,1,3 내지 0-1; 0-1; 1,I,4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0; I-1; III,1,3 내지 0-1; 0-1; 1,II,2

제5흉지는 기절 기부가 바깥쪽으로 약간 늘어져 있으며, 폭은 길이의 2.5배 가량이다.  외지는 작으며,

길이가폭보다약 1.5배더길다.  안끝모서리에 작은 가시가 1개 있다.

분포:  한국, 유럽.

국내분포:  충북, 경북, 전북.

관찰표본:  경북: (경산남산면과수원우물: 12.vi.2009).

생태:  우물과샘에서식한다.  유럽에서는 동굴수와 계류 간극수에서도 채집되었다(Dussart, 1969).

고찰:  아시아에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알려져 있다.  가시검물벼룩류로서는 몸이 작고, 미차 길

이가 짧으며 (폭의 약 2.5~2.7배), 제4흉지 내지가 뭉툭한 편으로 (길이가 폭의 약 1.6배), 끝에 난 가시 2

개 중 안가시는 중간 이후에 안쪽으로 굽었고 바깥가시보다 1.5배 이상 길다는 점에서 국내의 다른 지하

수산 검물벼룩류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저정낭의 윤곽이 나비 모양인 점도 특징적이다 (Chang,

2009).

9.  덕적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tokchokensis Kim and Chang, 1991 (그림 11, 12)

Acanthocyclops tokchokensis Kim and Chang, 1991, p. 300, figs. 1-3; Chang and Min, 2005, p. 72, fig.

37; Chang, 2009, p. 457, figs. 249, 250.

암컷:  몸길이 약 0.9 mm 내외.  체색은 생체시에도 유백색이다.  전체부는 알 모양이고, 두흉절의 뒷가

장자리에서 폭이 가장 넓다.  생식이중절은 길이와 폭이 거의 같고, 전반부는 양옆으로 조금 부풀었다.

후체부 체절들의 뒷가장자리에는 톱니 모양의 투명막이 있다.  생식이중절 등면의 앞옆 모서리 부근에는

제6흉지의흔적이큐티클성의 2개의긴원추형 돌기와 1개의 가시모양으로 남아 있다.

미차의 길이는 폭의 3.0~3.5배이고, 안가장자리에는 털이 나 있다.  바깥가장자리의 기부 1/4 근처에는

약한 결각의 흔적이 있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끝에서 1/4인 곳에 위치한다.  안꼬리강모는 길어서 미차

길이보다 1.5배 이상 더 길고, 바깥꼬리강모 보다는 2.3배 더 길다.  등꼬리강모의 길이는 바깥꼬리강모와

안꼬리강모의중간이다.

제1촉각은 17마디로 이루어지며, 그 끝은 두흉절을 조금 넘는다.  12번째 마디의 끝에는 촉모가 1개 있

으며, 14번째마디의뒷가장자리에 조금못 미친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지고, 가시식은 3,4,4,4이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

의 길이와 폭의 비율은 약 1.8배이고, 바깥가시는 안가시보다 약간 더 길다.  바깥가시의 길이는 내지 셋

째마디길이의약 3/4이다.  제1~4흉지의 가시/강모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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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덕적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tokchokensis, 암컷.  A. 전체; B. 제5흉지와 생식이중절, 배쪽;

C. 생식이중절 앞옆모서리, 등쪽; D. 항절과 미차, 등쪽; E~H. 제1~4흉지.  축척: A=100 μm, B, D~H=50

μm, C=20 μm (Kim and Chang, 199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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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1; II,I,4 내지 0-1; 0-2; 1,I+1,3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I,4 내지 0-1; 0-2; 1,I+1,3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I,4 내지 0-1; 0-2; 1,I+1,3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I,4 내지 0-1; 0-2; 1,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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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덕적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tokchokensis, 수컷.  A. 전체, 등쪽; B. 후체부, 배쪽; C. 제1촉

각; D. 제1흉지; E. 제4흉지.  축척: A=100 μm, B~E=50 μm (Kim and Chang, 1991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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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흉지는 2마디인데, 기절이 바깥쪽으로 크게 신장되어 있지 않고, 외지에는 말단부에 1개의 짧은 가

시와 1개의긴강모를가진다.

수컷:  몸길이 약 680~730 μm.  전체부는 암컷에 비해 홀쭉하다.  미차는 암컷보다 짧아서 길이는 폭의

3배에채미치지 못한다.  제4흉지 내지셋째마디의 길이는 폭의 1.9배이며, 바깥가시는 안가시보다 1.1배

더 길고, 셋째마디보다는 0.8배 짧다.  제6흉지는 맨 안쪽에 가시 1개, 바깥쪽으로 2개의 강모가 있는데,

이중에서가운데에있는강모는안쪽가시보다 약간더 길다.

분포:  한국.

국내분포:  경기, 경북.

관찰표본:  경북: (경주대본리해안마을샘: 18.viii.2011).

생태:  바닷가에서멀지않은우물, 샘에 서식한다.

고찰: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주변의 우물에서 출현하였다.  지하수산 검물벼룩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고, 최근 검물벼룩에 대한 재분류를 마친 일본에서 아직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한국

의 지하수역에서 고립되어 종분화한 뒤 한국 고유종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Chang, 2009).  미

차 안가장자리에 털줄이 있는 점과 제5흉지의 외지 가시가 매우 작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코끼리검물벼

룩속 Megacyclops과가시검물벼룩의 두근연속 간의전이종(轉移種)이거나 잡종일 가능성도 있다.

10.  옹달샘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fonticulus Lee and Chang, 2007 (그림 13~15)

Acanthocyclops fonticulus Lee and Chang, 2007a, p. 62, figs. 2-5; Chang, 2009, p. 460, figs. 251-253.

암컷:  몸길이 1.2~1.5 mm로 검물벼룩류로서는 대형종이다.  체색은 생체시에도 유백색을 띤다.  전체

부는 타원형을 이루며, 후체부와 뚜렷이 구분된다.  두흉절은 앞으로 돌출하며, 그 뒤 흉절들을 합한 길이

보다 2배가량 길다.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에서 가장 체폭이 넓다 (몸길이의 약 1/3).  흉절의 양 옆모서리

는 그다지 돌출하지 않는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길고, 전반부는 부풀어있으나 후반부에서는 갑

자기 폭이 좁아진다.  생식이중절의 등면 양옆가장자리에는 골이 패여 있고, 여기에 가시 모양 돌기 2개

와 강모 1개로 변형된 제6흉지가 있다.  저정낭의 앞부분은 반원형이고, 뒷부분은 날개 모양으로 양측이

뒤로 약간 부풀어있다.  항절을 제외한 복절들의 뒷가장자리는 투명막의 주름 장식이 약하게 있다.  항문

판의뒷가장자리는 약간볼록하고특별한 잔가시열이나 잔털 없이매끈하다.

미차의 길이는 폭의 3배 전후이고 (2.9~3.2배), 서로 거의 평행하다.  표면은 거칠고, 여기저기 패인 흔

적이 있다.  안가장자리에는 털줄이 없다.  미차의 옆가장자리 기부 1/3쯤에 약한 결각이 있다.  옆꼬리강

모는 미차의 옆가장자리 끝에서 1/3쯤에 위치하며, 그 길이는 미차의 폭보다 약간 더 길다.  안꼬리강모

는 매우 길어서, 미차와 바깥꼬리강모보다 2배 정도 더 길다.  바깥꼬리강모의 길이는 미차보다 약간 짧

다(약 0.9배).  등꼬리강모는바깥꼬리강모 길이의 약 0.8배이다.

제1촉각은 모두 11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끝은 두흉절 길이의 2/3인 곳에 이른다.  제2촉각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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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옹달샘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fonticulus, 암컷.  A. 전체; B. 후체부, 등쪽; C. 제5흉지와 생

식이중절, 배쪽; D. 제1촉각.  축척: A=100 μm, B~D=50 μm (Lee and Chang, 2007a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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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옹달샘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fonticulus, 암컷.  A~D. 제1~4흉지.  축척: 50 μm (Lee and

Chang, 2007a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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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옹달샘가시검물벼룩 Acanthocyclops fonticulus, 수컷.  A. 전체; B. 제1촉각; C. 제4흉지; D. 제5흉

지, 제6흉지와생식절, 배쪽.  축척: A=100 μm, B~D=50 μm (Lee and Chang, 2007a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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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내지 3마디 등 모두 4마디로 이루어진다.  기절의 뒷면 바깥가장자리를 따라 4줄의 센털열이 있고,

안끝모서리 부근에 비스듬한 털줄이 있다.  앞면은 바깥가장자리 중간에 4~5개의 잔가시가 열지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대체로매끈한편이다.

제1~4흉지는 내·외지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지고, 가시식은 2,3,3,3이다.  제1흉지 기절 안끝모서리

에 난 강모는 내지 끝마디 중간에 약간 못 미친다.  각 흉지의 연결판 뒷가장자리는 특별한 잔가시나 강

모의 배열없이 매끈하며, 양 옆은 거의 돌출하지 않는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는 길이가 폭의 약 1.4배

이다.  셋째마디의 끝에는 가시가 1개뿐이다.  가시의 길이는 셋째마디보다 조금 (1.1배) 더 길다.  외지 첫

째마디의안쪽강모는소실되었다.  제1~4흉지의 가시와강모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1; II,1,3 내지 0-1; 0-2; 1,I+1,3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4 내지 0-1; 0-2; 1,I+1,3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4 내지 0-1; 0-2; 1,I+1,3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0; I-1; II,I,4 내지 0-1; 0-2; 1,I+1,2

제5흉지의 기절은 옆으로 늘어져 있지 않으며, 폭보다 길이가 훨씬 길다.  외지는 오각형으로, 안가시는

외지의 폭보다 짧다.  통상적인 가시검물벼룩의 제5흉지와 달리 바깥끝모서리에 긴 가시가 1개 더 있는

데, 안가시보다 2배정도길다.

수컷:  몸길이 720~780 μm로, 암컷 몸길이의 약 2/3에 그친다.  제1촉각은 14마디로 분절되었고, 끝마

디와 9번째 마디에 촉모가 있다.  제6흉지는 안쪽에 짧은 2개의 가시, 바깥쪽 (등쪽)에 1개의 긴 깃털강모

가있다.  다른형질은암컷과거의같다.

분포:  한국.

국내분포: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전남.

관찰표본:  강원: (원주신림면구학산계류: 25.ii.2009).

생태:  인적이드문산간계곡주변의샘또는 동굴수에서 채집되었다.

고찰:  이 종은 가시검물벼룩속의 다른 기록종과 달리 제5흉지의 바깥끝모서리에 가시가 1개 더 있고,

제4흉지 내지 끝마디에 가시가 1개뿐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앞의 형질은 Acanthocyclops montana

Reid and Reed, 1991이나 A. venustoides에서 제5흉지에 바깥가시가 추가로 있는 변이가 발견된 바 있

고 (Reid et al., 1991), 일본에서 신종으로 기록된 Diacyclops dispinosus Ishida, 1994에서는 본 종과 같이

종의 관건형질로서 일양하게 나타난다 (Ishida, 1994c).  나중 형질은 일본의 우물에서 신종으로 기록된

A. morimotoi Ito, 1952, A. miurai Ito, 1957, A. kagaensis Ito, 1964 등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종은

한국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산간 옹달샘에서 산발적으로 채집되었는데 (덕유산 샘은 3회 반복 채집),

위의 두 형질이 일양하게 나타내므로, 한국의 지하수역에서 고유하게 분화된 종으로 추정된다 (Cha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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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시검물벼룩속

Genus Diacyclops Kiefer, 1927

미차는 보통 길어서, 길이와 폭의 비가 4~8배에 이른다.  제1촉각은 11~17마디로, 두흉부의 뒷가장자리

를넘지않는다.  제5흉지는 2마디로, 말단부의 가시는길어서 외지의 폭보다 훨씬더 길다.

모식종:  Diacyclops bicuspidatus (Claus, 1857).

종 수:  111종(한국 8종).

한국산 맵시검물벼룩속의종 검색표

1.  제1촉각은 17마디이다·························································가시꼬리맵시검물벼룩 D. bicuspidatus

- 제1촉각은 16마디이다···································································우물맵시검물벼룩 D. disjunctus

- 제1촉각은 12마디이다··························································열두마디맵시검물벼룩 D. crassicaudis

- 제1촉각은 11마디이다················································································································2

2.  옆꼬리강모의위치는미차옆가장자리의 중간쯤에있다··············중간꼬리털맵시검물벼룩 D. nanus

- 옆꼬리강모는 미차바깥가장자리의 끝에서 1/3인 곳에위치한다··················································3

3.  제2촉각에는외지를나타내는강모가 있다··················································································4

- 제2촉각에는외지를나타내는강모가 없다··················································································5

4.  미차의길이와폭의비는 4배이상이다·······································약골맵시검물벼룩 D. languidoides

- 미차의 길이와 폭의 비는 3배이하이다···················································나비맵시검물벼룩 D. leeae

5.  미차의길이와폭의비는 1.6~2배이다.  제2촉각에는 기절에는강모가 1개 있다···············D. hanguk

- 미차의 길이와 폭의 비는약 2.9배이다.  제2촉각에는 기절에는 강모가 2개있다·······D. parasuoensis

11.  가시꼬리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bicuspidatus (Claus, 1857) (그림 16, 17)

Cyclops bicuspidatus Claus, 1857b, p. 209, pl. 11, figs. 6, 7; Schmeil, 1892, p. 75, pl. 2, figs. 1-3.

Cyclops (Diacyclops) bicuspidatus: Kiefer, 1929, p. 58, fig. 19(a-b).

Cyclops (Acanthocyclops) bicuspidatus: Gurney, 1933, p. 219, figs. 1655-1671.

Acanthocyclops bicuspidatus: Rylov, 1948, p. 238, fig. 53.

Diacyclops bicuspidatus: Dussart, 1969, p. 145, fig. 67; Mizuno and Miura, 1984, p. 597, fig. 338: 1-5;

Kim and Chang, 1989, p. 241, fig. 8; Ishida, 2002, p. 55, fig. 25a-e; Chang and Min, 2005, p. 74, fig.

38D, E; Chang, 2009, p. 446, figs. 255, 256.

Acanthocyclops (Diacyclops) bicuspidatus: Tai and Chen, 1979, p. 366, fig.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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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가시꼬리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bicuspidatus, 암컷.  A. 전체; B. 항절과 미차, 등쪽; C. 제1촉

각; D. 제2촉각기절, 앞면; E. 제2촉각, 뒷면; F. 제5흉지.  축척: 50 μm (Chang, 2009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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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가시꼬리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bicuspidatus, 암컷.  A~D. 제1~4흉지.  축척: 50 μm (Chang,

2009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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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몸은 상당히 크지만 (1.6 mm 전후) 날렵해 보이며, 특히 미차 부분이 매우 가늘고 길쭉하다.  각

흉절의 뒷옆모서리는 약간 돌출하며, 등면에는 잔털들이 흩어져 있다.  항문판은 약간 불룩하고, 뒷가장

자리에잔가시열이나털이나있지않다.

미차는 매우 길며 (5~7배), 서로 나란하다.  등쪽과 배쪽 표면은 곰보 모양으로 거칠다.  안가장자리에는

털줄이 없다.  바깥가장자리의 기부 1/5 정도 되는 곳에 뚜렷한 결각(缺刻)이 있다.  옆꼬리강모는 미차의

끝에서 약 1/3 거리에 있다.  안꼬리강모는 바깥꼬리강모보다 1.1~1.3배 정도 길다.  등꼬리강모는 짧아

서, 안꼬리강모나바깥꼬리강모보다 훨씬짧다.

제1촉각은 17마디인데, 비교적 짧아서 두흉부의 뒷가장자리에도 미치지 못한다.  12, 16, 17번째 마디에

는 짧은 촉모가 1개씩 있다.  제2촉각의 기절 앞, 뒷면의 뒷가장자리 부근은 특별한 가시열이나 털줄 없이

매끈하다.

제1~4흉지는 내·외지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진다.  가시식은 2,3,3,3이다.  제1흉지의 기절 안끝모

서리에 난 강모는 내지 둘째마디를 약간 지난다.  각 흉지의 기절간 연결판은 뒷가장자리와 안팎면 모두

매끈하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의 길이와 폭의 비는 약 2.5~3배로 변이가 크다.  바깥가시는 안가시보

다 훨씬 길지만 (다소 변이가 존재함),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보다는 짧다.  셋째마디에 난 강모는 바깥가

시의끝을지나지못한다.  제1~4흉지의가시와 강모의배열은 다음과 같다.

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1; II,1,3 내지 0-1; 0-2; 1,I+1,3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4 내지 0-1; 0-2; 1,I+1,3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4 내지 0-1; 0-2; 1,I+1,3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4 내지 0-1; 0-2; 1,II,2

제5흉지는 2마디인데, 외지는 길이가 폭의 약 2.5배 길다.  말단부에 난 안가시는 외지의 길이보다 짧고

그폭보다는길다.

수컷:  몸길이 1 mm 전후.  미차의 길이는 폭의 5~6배.  제6흉지의 안가시와 가운데 강모는 길이가 거의

같고, 바깥쪽강모는안가시보다약 2배더길다.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북아프리카, 북미, 뉴질랜드.

국내분포: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전북.

관찰표본:  경북: (경산문천저수지: 22.iv.2012); 경남: (창녕 우포늪: 11.iii.2013).

생태:  일시적인 물웅덩이에서 강, 호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담수역의 물가장자리에 서식하는 검물벼

룩이다.  부영양화 수역에서도 서식할 수 있으며, 광온성의 종으로 알려져 있다 (Tai and Chen, 1979).  연

중 서식하지만, 보통 봄과 가을에 개체수도가 증가한다.  한국에서는 특히 초봄의 하천변이나 저수지의

물가장자리에서자주출현하였다(Chang, 2009).

고찰:  국내에서 출현하는 맵시검물벼룩속의 종으로는 가장 대형종이다.  큰 몸, 매우 길고 나란한 미차

와 옆꼬리강모의 위치 (미차 끝에서 약 1/3), 그리고 17마디로 된 제1촉각을 통해 쉽게 동정할 수 있다.

과거 Kim and Chang (1989)과 Chang and Min (2005)에 기록되었던 “Diacyclops thomasi”는 한국산 표

본들을재검토한 결과, 관건형질인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의 길이와 바깥가시의 길이비에서 연속적인 변

이가 존재하고, 안가시와 바깥가시의 길이비, 제2촉각 기절에서의 잔가시 배열, 제3~4흉지의 기절간 연

결판 등 여러가지 보충 형질을 고려해 볼 때 모두 가시꼬리맵시검물벼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Cha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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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열두마디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crassicaudis (Sars, 1863) (그림 18)

Cyclops crassicaudis Sars, 1863, p. 249.

Cyclops (Diacyclops) crassicaudis: Kiefer, 1929, p. 60.

Cyclops (Acanthocyclops) crassicaudis: Gurney, 1933, p. 233.

Cyclops crassicaudis: Dussart, 1969, p. 152, fig. 70; Ishida, 2002, p. 57, fig. 26j-q; Chang, 2009, p. 469,

fig. 257.

Diacyclops crassicaudis cretensis: Kim and Chang, 1989 (part.), p. 242, fig. 9a-e; Chang and Min, 2005,

p. 76, fig. 39A-D.

암컷:  몸길이 약 1.1 mm.  몸은 홀쭉하고, 특히 뒤로 갈수록 가늘다.  두흉절은 뭉툭하고 종 모양이다.

흉절의 뒷옆모서리는 약간 돌출한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길고, 등쪽 앞옆모서리에 제6흉지의

흔적이있다.

미차의 길이는 폭의 5~6배로 매우 길고, 서로 나란하다.  옆가장자리 기부 1/4인 곳에 결각이 있는 외

에는, 안가장자리나 표면에 특별한 털이나 가시열이 없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끝에서 1/4~1/5 거리에

있다.  안꼬리강모는 바깥꼬리강모보다 짧고, 미차 길이의 1/4 정도이다.  등꼬리강모는 안꼬리강모와 바

깥꼬리강모의중간길이이다.

제1촉각은 12마디로, 두흉부의 뒷가장자리에 조금 못 미친다.  3번째와 6번째 마디가 짧고, 8번째와 9번

째 마디가 길다.  9번째 마디의 앞가장자리 중간에 짧은 촉모가 있다.  제2촉각의 뒷면에는 안가장자리 중

간 부근을 지나서 가시가 5개 정도 나 있는데, 맨끝의 가시들은 강하고 바깥쪽을 향해 곡선을 그리며 배

열한다.  뒷옆모서리부근은매끈하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지고, 가시식은 2,3,3,3이다.  제1흉지의 기절 안끝모

서리에 난 강모는 내지 둘째마디를 약간 지난다.  제4흉지의 연결판 뒷가장자리에는 좌우로 각각 4~7개

씩의 가시열이, 뒷면 복판에는 좌우로 각각 4~5개씩의 잔가시열이 횡으로 배열한다.  제4흉지 내지 셋째

마디는 길이가 폭의 약 1.4배이고, 안가시는 매우 길어서 셋째마디보다 1.3배 이상, 바깥가시보다 2배 정

도더길다.  셋째마디에난강모들은안가시 끝을 약간지난다.

제5흉지의 첫째마디는 바깥쪽으로 신장되지 않는다.  외지는 길이가 폭의 약 1.7배 정도이고, 안끝모서

리에긴가시가 1개, 끝에깃털강모 1개가 있다.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북아프리카, 북미.

국내분포:  경기, 경북, 경남, 전남.

관찰표본:  경북: (경산대구대학교애지호 연못: 28.vi.2012) ; 경남: (창녕 우포늪: 11.iii.2013).

생태:  비교적 소형이고, 부식질이 많은 정지 수역 (습지, 소택지, 웅덩이 등)의 물가장자리 수초 군락 주

변에서식하는저생성검물벼룩이다.  연중 출현한다(Chang, 2009).

고찰:  중국의 Tai and Chen (1979)이 Diacyclops crassicaudis cretensis (Kiefer, 1928)로 분류한 종과 같

은종으로 보인다.  이 종은 중요한 형질에서 지역적 변이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변이의 분포와 아종의 범

위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에서와 같이 종 수준까지만 분류하여 D. cra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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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열두마디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crassicaudis, 암컷.  A. 전체; B. 항절과 미차, 등쪽; C. 생식이

중절; D. 제1촉각; E. 제2촉각 기절, 뒷면; F. 제4흉지; G. 제5흉지.  축척: A=100 μm, B~G=50 μm (B, D, F,

G는 Chang and Min, 2005에서, 나머지는 Chang, 200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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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dis로 기록한다 (Chang, 2009).  봄, 가을의 부영양화된 정지수역에서는 앞종과 함께 출현하기도 한다.

외형은 전체적으로 앞종과 유사하지만, 앞종 길이의 약 70~80% 수준이고, 옆꼬리강모의 위치에서 차이

가있다.

13.  중간꼬리털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nanus (Sars, 1863) (그림 19)

Cyclops nanus Sars, 1863, p. 251.

Cyclops (Diacyclops) nanus: Kiefer, 1929, p. 63.

Cyclops (Acanthocyclops) nanus: Gurney, 1933, p. 248, figs. 1736-1746.

Acanthocyclops nanus: Rylov, 1948, p. 258, fig. 60, 1-7.

Diacyclops nanus: Dussart, 1969, p. 158, fig. 74; Monchenko, 1974, p. 321, fig. 144; Chang et al., 1998,

p. 299; Mizuno and Miura, 1984, p. 600, fig. 340: 8-12; Ishida, 2002, p. 57, fig. 27h-n; Chang and

Min, 2005, p. 79, fig. 40D, E; Chang, 2009, p. 471, fig. 258.

암컷:  몸은 종소명에서 나타나 있듯이 맵시검물벼룩류로서는 상당히 작다(600~650 μm).  두흉절은 앞

으로 돌출하고 길쭉하게 보인다(뒤쪽의 다른 전체부 체절의 합보다 훨씬 길다).  흉절의 뒷옆모서리는 약

간 돌출한다.  생식이중절은 날씬하며, 길이가 폭보다 길다.  생식이중절의 전반부 양측면은 불룩하게 부

풀어 있다.  저정낭의 앞부분은 좌우로 폭이 넓고, 저정낭의 뒷부분은 가운데가 뒤로 돌출하여 역삼각형

을 이룬다.  항절을 제외한 후체부 각 체절의 뒷가장자리는 투명막이 레이스 모양을 이룬다.  항절의 배쪽

뒷가장자리에는 14~18개의잔가시가촘촘히 나있다.  항문판의 뒷가장자리는 밋밋하다.

미차는 길이가 폭의 약 4~5배이고, 거의 평행하거나 약간 밖으로 벌어져 있다.  미차의 안가장자리에는

털이 없고, 바깥가장자리의 기부에도 결각이 없이 매끈하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바깥가장자리의 중간을

조금 지난 곳에 위치한다.  안꼬리강모는 매우 짧아서 미차 길이의 절반 이하이고, 바깥꼬리강모보다 약

간짧다.  등꼬리강모는 매우길어서, 안꼬리강모보다 1.5~2.0배정도더길다.

제1촉각은 11마디로 이루어지며, 매우 짧아서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1, 3, 7, 8번째 마

디는 길고, 5, 9번째 마디는 작고 짧다.  제2촉각의 기절 뒷면 중간에는 안가장자리를 따라 5~6개의 잔가

시가세로로배열한다.

제1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2마디씩이고, 제2흉지의 외지는 3마디, 내지는 2마디로 나뉜다.  제3~4흉지

는내·외지모두 3마디씩이다.  가시식은 3,3,3,3이다.  제1~4흉지의 가시와 강모 배열은다음과같다.

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II,1,4 내지 0-1; 1,I,4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4 내지 0-1; 1,I,5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4 내지 0-1; 0-1; 1,I,4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4 내지 0-1; 0-2; 1,II,2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의 길이는 폭의 1.5~2배이다.  제4흉지의 연결판 뒷가장자리의 양옆 돌출부에는

잔가시가 5개 정도 있고, 뒷면 복판에는 12~14개의 잔가시들이 열지어 있다.  내지 셋째마디의 안가시는

셋째마디보다약간더길고, 바깥가시보다는 1.3배가량더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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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중간꼬리털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nanus, 암컷.  A. 전체; B. 제5흉지와 후체부, 배쪽; C. 제2촉

각 기절, 뒷면; D, E. 제1~2흉지; F. 제4흉지.  축척: A=100 μm, B, D~F=50 μm, C=30 μm (Chang, 2009에

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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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흉지의 첫마디의 기부는 바깥쪽으로 다소 신장되었고, 외지는 길이가 폭의 약 2.3배이다.  외지에는

안가시 1개와강모 1개가있다.

수컷:  몸길이 약 550 μm 내외.  미차는 암컷에 비해 다소 뭉툭하다.  제6흉지의 안가시와 가운데 강모는

바깥강모에비해월등히짧다.

분포:  한국, 일본, 태국, 유럽, 북미.

국내분포: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관찰표본:  경북: (포항송라면화진1리해안우물: 28.vii.2011).

생태:  산간 수역의 부식질이 많은 곳(산간 습지, 계류변 웅덩이 등)과 지하수(샘, 우물)에 서식한다.  냉

수성종이지만연중관찰이가능하다(Chang, 2009).

고찰:  Diacyclops languidus, D. languidoides와 유사한 모양인데, 제1촉각이 11마디이고, 옆꼬리강모가

미차바깥가장자리의 중간근처인곳에위치하는 점이특징적이다(Chang, 2009).

14.  우물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disjunctus (Thallwitz, 1927) (그림 20, 21)

Cyclops languidus var. disjunctus Thallwitz, 1927, p. 59, figs. 1, 2.

Acanthocyclops languidus disjunctus: Dussart, 1969, p. 156, fig. 72.

Diacyclops disjunctus: Ito, 1952, p. 1115; Mizuno and Miura, 1984, p. 597, fig. 338: 12-17; Chang et al.,

1998, p. 299; Ishida, 2002, p. 56, fig. 26h, i; Chang and Min, 2005, p. 78, fig. 39E-G; Chang, 2009, p.

473, figs. 260, 261.

암컷:  몸은 다른 맵시검물벼룩류에 비해 다소 작은 편이다 (640~780 μm).  생체는 유백색 또는 연노랑

색을 띤다.  전체부는 둥글고 다소 납작한 인상을 준다.  제3~5흉절의 뒷옆모서리는 약간 돌출한다.  생식

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약간 더 길고, 등면 앞옆모서리에는 제6흉지의 흔적이 있다.  항절을 제외한 후

체부의 각 체절의 뒷가장자리는 투명막이 톱니 모양을 이룬다.  항절의 등쪽 뒷가장자리에는 좌우 각각

10여개의잔가시가나있다.  항문판의뒷가장자리는 밋밋하다.

미차의 길이는 대개 폭의 3~4배로, 거의 평행하거나 끝부분에서 밖으로 약간 벌어진다.  미차의 안가장

자리에는 털이 없고, 바깥가장자리의 기부에는 결각이 없이 매끈하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끝에서 약 1/4

거리에 있다.  바깥꼬리강모는 굵고 억세다.  안꼬리강모는 작고 가늘며, 바깥꼬리강모보다 약간 짧거나

거의같다.  등꼬리강모는안꼬리강모보다 2~3배더길다.

제1촉각은 16마디로 이루어지며, 두흉부의 뒷가장자리에 채 다다르지 못한다.  11번째 마디는 사다리꼴

을 나타내며, 끝에 짧은 촉모 1개가 있다.  제2촉각의 기절 앞면의 안팎 뒷모서리 부근에는 털이나 잔가

시없이매끈하다.  뒷면의안가장자리를따라 5개정도의 가시가 세로로 비스듬히 열지어있다.

제1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2마디, 제2흉지는 내지 2마디, 외지 3마디, 그리고 제3~4흉지는 내·외지

모두 3마디씩으로이루어진다.  가시식은 3,3,3,3이다.  제1~4흉지의 가시와 강모배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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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우물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disjunctus.  암컷: A. 전체; B. 항절과 미차, 등쪽; C. 제5흉지와 생

식이중절; D. 제1촉각; E. 제2촉각 기절, 앞면; F. 제2촉각 기절, 뒷면.  수컷: G. 제5흉절과 생식이중절, 배쪽.

축척: 50 μm (Chang, 2009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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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우물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disjunctus, 암컷.  A~D. 제1~4흉지.  축척: 50 μm (Chang, 2009에

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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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II,1,4 내지 0-1; 1,I,4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4 내지 0-1; 1,I,5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4 내지 0-1; 0-1; 1,I,4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4 내지 0-1; 0-2; 1,II,2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는 길이가 폭의 약 1.2~1.3배이고, 안가시는 매우 길어서 셋째마디와 바깥가시

보다각각 1.4배정도더길다.

수컷:  몸길이 600 μm 내외.  미차는 암컷보다 뭉툭하여, 길이가 폭의 약 3배 전후이다.  제6흉지의 안가

시는매우짧고, 다음으로가운데강모, 바깥강모의 순으로 길다.

분포:  한국, 일본, 유럽.

국내분포: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전북.

관찰표본:  경남: (거제구천천변웅덩이: 5.ix.2011).

생태:  계류변모래틈(간극수)에서비교적 자주출현하며, 우물과 샘에서도발견된다.

고찰:  이 종은 Diacyclops languidus (Sars, 1863)의 한 아종으로 분류되다가 근래들어 별개의 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D. languidus는 제4흉지의 내지 셋째마디에 난 안가시가 짧아서, 셋째마디보다 짧고 바

깥가시보다는 약간 더 길 뿐이다.  우물맵시검물벼룩이 거의 모두 지하수에서 보고된 반면, D. languidus

는 유럽과 일본의 소형 지표수 (소계류변 물웅덩이, 산간 습지, 물기 많은 이끼틈 등)에서 서식하는 것으

로기록되어있다(Chang, 2009).

15.  약골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languidoides (Lilljeborg, 1901) (그림 22)

Cyclops languidoides Lilljeborg, 1901, p. 61, pl. 4, figs. 10-12.

Cyclops (Diacyclops) languidoides: Kiefer, 1929, p. 62.

Cyclops (Acanthocyclops) languidoides: Gurney, 1933, p. 241.

Acanthocyclops languidoides: Rylov, 1948, p. 250, fig. 57, 1-5.

Diacyclops languidoides: Dussart, 1969, p. 160; Mizuno and Miura, 1984, p. 602, fig. 340: 13-19; Chang

et al., 1998, p. 299; Ishida, 2002, p. 57, fig. 27a-g; Chang and Min, 2005, p. 79, fig. 40A-C; Chang,

2009, p. 476, fig. 262.

암컷:  몸은 비교적 작고 (580~640 μm), 등배로 다소 납작한 편이다.  두흉절은 앞으로 돌출하지 않고

뭉툭하게 보인다(길이와 폭이 거의 같음).  흉절의 뒷옆모서리는 약간 돌출한다.  생식이중절은 날씬하며,

길이가 폭보다 길다.  저정낭의 앞부분은 좌우로 폭이 넓고, 양측면은 불룩하게 부풀어 있으며, 뒷부분은

가운데가 뒤로 돌출하여 역삼각형을 이룬다.  항절을 제외한 후체부 각 체절의 뒷가장자리는 투명막이

톱니 모양을 이룬다.  항절의 뒷가장자리에는 등배로 좌우 각각 10여개의 잔가시가 나 있다.  항문판의 뒷

가장자리는밋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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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약골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languidoides.  암컷: A. 전체; B. 후체부, 배쪽; C. 제1촉각; D. 제2

촉각 기절 뒷면; E. 제4흉지; F. 제5흉지.  수컷: G. 생식이중절, 배쪽.  축척: A~C, E~G=50 μm, D=20 μm

(Chang, 2009에서인용).

A B

C

D

E

G

F

B

F

C--E

A

G



미차의 길이는 폭의 4~5배이다.  미차의 안가장자리에는 털이 없고, 바깥가장자리의 기부에는 결각이

없이 매끈하다.  옆꼬리강모는 미차의 끝에서 1/3 거리에 있다.  안꼬리강모는 매우 짧아서 미차 길이의

절반 이하이고, 바깥꼬리강모의 길이보다 약간 짧다.  등꼬리강모는 길어서, 안꼬리강모보다 2배 이상

길다.

제1촉각은 11마디로, 두흉부의 뒷가장자리에 채 다다르지 못한다.  1, 3, 7, 8번째 마디는 길고, 4, 5, 9번

째 마디는 작고 짧다.  8번째 마디의 앞가장자리 중간에는 짧은 촉모가 1개 있다.  제2촉각의 기절 뒷면

중간에는안가장자리를따라 3~4개의긴가시가 세로로 배열한다.

제1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2마디, 제2흉지는 내지 2마디, 외지 3마디, 그리고 제3~4흉지는 내·외지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진다.  가시식은 3,3,3,3이다.  제1~4흉지의 가시와 강모 배열은 앞종, 우물맵시

검물벼룩과 같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는 길이가 폭의 약 1.6배이고, 끝에 난 안가시보다 약간 더 길

다.  안가시는 바깥가시와 길이가 비슷하고(약 1.1배), 좌우의 강모들은 길어서 두 가시의 끝을 훨씬 지난

다.  제4흉지의연결판뒷가장자리는매끈하고, 뒷면에는 잔가시열이 2줄있다.

제5흉지의첫마디의기부는바깥쪽으로다소 신장되었고, 외지는 길이가 폭의약 2.3배이다.

수컷:  몸길이 약 530 μm.  미차는 암컷에 비해 다소 뭉툭하다.  제6흉지의 안가시와 가운데 강모는 바

깥강모에비해월등히짧다.

분포:  한국, 일본, 유럽.

국내분포:  강원, 경북.

관찰표본:  경북: (경산남산면과수원우물: 17.v.2007).

생태:  기본적으로는 지하수성 종으로, 우물과 동굴, 샘 등에 서식한다.  계류변의 간극수나 부식질이 많

은 산간 습지에서도 가끔 출현한다.  구북구(舊北區)에 분포하는 전형적인 냉수성(冷水性) 종이다(Chang,

2009).

16.  나비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leeae Karanovic, Grygier and Lee, 2013 (그림 23, 24)

Diacyclops leeae Karanovic, Grygier and Lee, 2013, p. 48.

Diacyclops suoensis: Lee, Kim, Choi and Chang, 2007, p. 162, figs. 7, 8; Chang, 2009, p. 478, figs. 263,

264.

암컷:  몸길이 600 μm 내외로, 소형이다.  체색은 유백색을 띤다.  전체적으로 홀쭉하고 날씬한 편이며,

등배로 약간 납작하다.  두흉절은 종 (鐘) 모양으로, 앞으로 돌출한다.  흉절들의 뒷옆모서리는 약간 돌출

하지만 날카롭지는 않다.  항절을 제외한 후체부 각 체절의 뒷가장자리는 투명막이 톱니 모양을 이룬다.

생식이중절은 폭보다 길이가 더 길다.  저정낭은 나비 모양으로, 앞부분은 양 옆부분이 부풀어 있고, 좁아

지다가 뒷부분에서 다시 폭이 넓어진다.  항절의 뒷가장자리는 많은 잔가시가 빽빽히 나 있다.  항문판은

볼록하며, 뒷가장자리는 매끈하다.

검물벼룩목: 검물벼룩과: 맵시검물벼룩속 51



52 한국의 무척추동물·육수산검물벼룩류 II

그림 23.  나비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leeae, 암컷.  A. 전체; B. 생식이중절, 배쪽; C. 항절과 미차, 배쪽;

D. 제1촉각; E. 제2촉각 뒷면과 기절 앞면; F. 제5흉지.  축척: A~E=50 μm, F=20 μm (Lee, Kim, Choi and

Chang, 2007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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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나비맵시검물벼룩 Diacyclops leeae, 암컷.  A~D. 제1~4흉지.  축척: 50 μm (Lee, Kim, Choi and

Chang, 2007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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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차는 거의 평행하고, 길이는 폭의 약 3배이다.  미차 바깥가장자리의 기부에는 결각이 뚜렷하지 않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바깥가장자리의 끝에서 1/3인 곳에 위치한다.  바깥꼬리강모는 뭉툭한 편이지만 안

꼬리강모보다는 약간 더 길다.  등꼬리강모의 길이는 변이가 있으나, 보통 매우 길어서 안꼬리강모 길이

의 2.5~4.0배, 바깥꼬리강모길이의약 2배이다.

제1촉각은 11마디로, 두흉절의길이와거의같거나약간더길다.  1, 3, 7, 8번째마디가길고, 2, 4, 5, 9번

째 마디가 짧다.  8번째 마디에 짧은 띠모양 촉모가 있으며, 다음 마디의 중간에 이른다.  끝마디의 앞가장

자리에는 투명막이 없고, 마디 끝에 긴 촉모가 1개 있다.  제2촉각의 기절에는 외지를 나타내는 긴 강모

가 존재한다.  뒷면 복판에는 잔가시 4~5개가 짧은 세로줄을 만들며 배열한다.  앞, 뒷면 모두 뒷가장자리

나강모기부쪽에는잔가시나털이없어매끈하다.

제1흉지는 내·외지 모두 2마디씩이고, 제2흉지는 외지 3마디, 내지 2마디로 이루어진다.  제3, 4흉지의

내·외지는모두 3마디씩이다.  가시식은 3,3,3,3이다.  제1~4흉지의 가시와 강모배열은 다음과 같다.

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II,1,4 내지 0-1; 1,I,4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4 내지 0-1; 1,I,5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4 내지 0-1; 0-1; 1,I,4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4 내지 0-1; 0-2; 1,II,2

제1흉지 기절 안끝모서리에 난 강모는 내지 둘째마디의 중간에 조금 못 미친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

디의 길이는 폭의 약 1.2배이고, 안가시 길이의 3/4배이다.  안가시는 바깥가시보다 약 1.4배 길다.  셋째

마디의 안쪽 강모 2개는 안가시의 끝을 훨씬 넘으나, 바깥가장자리에 있는 강모 1개는 안가시의 끝을 넘

지못한다.  연결판의뒷가장자리는 돌출하지 않으며, 뒷면의 후반부에는 2줄의 가시열이 있다.

제5흉지는 2마디인데, 기절이 바깥쪽으로 크게 신장되어 있지 않다.  외지는 길이가 폭의 약 1.5배이고,

말단부에 외지의 폭보다 긴 가시 1개와 긴 깃털강모 1개를 지닌다.  제6흉지는 생식이중절 등면의 앞옆

모서리 부근에 흔적적으로 남아 있는데, 2개의 큐티클성 원추형 돌기와 1개의 강모가 있다.  포란한 암컷

은알주머니당 5~6개정도로, 작은수의알을지닌다.

분포:  한국.

국내분포:  충북, 경북.

관찰표본:  경북: (예천내성천: 18.viii.2011).

생태:  지하수성종으로, 동굴수와하천변의모래틈에서 채집하였다.

고찰:  Lee, Kim, Choi and Chang (2007)과 Chang (2009)은 동굴과 샘에서 채집한 표본을 근거로

Diacyclops suoensis Ito를 보고한 바 있다.  최근 Karanovic et al. (2013)은 한국과 일본의 지하수산 D.

languidoides 종군을 분류학적으로 재검토하였는데, 그 결과의 일환으로 강원도 계류변과 섬진강 상류의

간극수에 서식하는 2신종(D. parasuoensis, D. hanguk)을 기재하고, 과거 국내에서 D. suoensis Ito로 알려

져왔던것을별개의신종(D. leeae)으로기록하였다.

일본에서새로채집한표본을근거로작성된 D. suoensis Ito의재기재에의하면(Karanovic et al., 2013),

나비맵시검물벼룩 D. leeae은 제2촉각에 외지를 나타내는 강모가 있다는 점에서 D. suoensis와 뚜렷히 다

르다.  한편, 근연종인 약골맵시검물벼룩 D. languioides과는 미차의 길이가 훨씬 짧다는 점 (3배 이하)에

서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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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검물벼룩속

Genus Itocyclops Reid and Ishida, 2000

몸은 매우 작고 (암컷 성체의 몸길이 400~500 μm) 뭉툭하며, 등배로 납작하다.  제1촉각은 11~12마디

로 나뉜다.  항문판은 삼각형 모양으로 돌출한다.  미차는 뭉툭하여, 길이가 폭의 2배 이하이다.  제1흉지

와 제2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2마디씩이고, 제3흉지와 제4흉지의 내지는 2마디, 외지는 3마디씩이다.

제5흉지의기절은제5흉절과부분적으로 유합되어있고, 외지에는 2개의가시/강모가 있다.

모식종:  Itocyclops yezoensis (Ito, 1953).

종 수:  1종(한국 1종).

17.  샘검물벼룩
Itocyclops yezoensis (Ito, 1953) (그림 25, 26)

Speocyclops yezoensis Ito, 1953, p. 406, figs. 175-182; Ishida, 1992b, p. 249, figs. 3-8

Diacyclops yezoensis: Monchenko, 1974, p. 331.

Itocyclops yezoensis: Reid and Ishida, 2000, p. 589, figs. 1-3; Ishida, 2002, p. 58, fig. 28k-o; Lee et al.,

2004.  p. 151, figs. 5, 6; Chang and Min, 2005, p. 87, fig. 43; Chang, 2009, p. 482, figs. 266, 267.

암컷:  몸은 매우 작고 (몸길이 약 480 μm), 등배로 납작하다.  두흉절은 앞으로 다소 돌출하는데, 다음

흉절 3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1.5배 이상 길다.  제3~5흉절의 뒷옆모서리는 바깥쪽으로 약간 돌출한다.

생식이중절은 폭이 매우 넓어서 (폭은 길이의 약 1.3배) 현저하게 뭉툭해 보인다.  양 옆가장자리의 중간

에 키틴질의 분절(分節) 흔적이 남아 있다.  저정낭은 좌우 대칭으로, 전반부는 좌우 각각 ‘Y’자를 옆으로

눕혀놓은모양이다.  항절을제외한후체부각체절의뒷가장자리는투명막이톱니모양의레이스장식을

이룬다.  항절의 뒷가장자리 등쪽에는 10여개의 잔가시가 배열하는데, 안쪽으로 갈수록 가시가 억세다.

항문판은 역삼각형 모양으로, 뒤로 강하게 돌출하는데, 옆가장자리에는 보통 톱니 모양의 돌기들이 있다

(항문판의모양, 옆가장자리에난톱니의크기및 수는개체에 따라 변이가큼).

미차는뭉툭하고, 길이와폭의비가약 1.7배이다.  미차는서로거의평행하거나, 밖으로약간벌어져있

다.  안가장자리는 중간 부분이 약간 부풀었고, 바깥가장자리는 거의 곧은데, 결각이나 가시열 없이 거의

매끈하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바깥가장자리의 중간에 있으며, 약간 등쪽에 위치한다.  옆꼬리강모의 기부

윗쪽에는 잔가시 4~5개가 열지어 있다.  바깥꼬리강모는 기부가 부풀어서 굵고 억세게 보인다.  바깥꼬리

강모의 길이는 미차 길이의 0.8배, 안꼬리강모 길이의 약 2.5배이다.  등꼬리강모는 미차의 안끝모서리 쪽

으로치우쳐있는데, 매우길어서바깥꼬리강모보다 2배가량길다.

제1촉각은 11마디로나뉘고, 매우짧아서두흉부의뒷가장자리에조금미치지못한다.  2, 4~6번째와 9번

째 마디는 매우 짧고, 1, 3, 7번째 마디는 길다.  8, 10, 11번째 마디에는 짧은 촉모가 1개씩 있다.  끝쪽 마

디에는 투명막으로 된 돌기가 없다.  제2촉각의 기절 바깥가장자리의 기부는 약간 부풀었고, 가장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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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샘검물벼룩 Itocyclops yezoensis.  암컷: A. 전체; B. 제5흉지와 생식이중절; C. 항절과 미차, 등쪽;

D. 제1촉각; E. 제2촉각; F. 제1소악; G. 제2소악.  수컷: H. 전체.  축척: A, H=50 μm, B~G=30 μm (Lee et

al., 2004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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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털들이 열지어 있다.  기절의 앞면 뒷가장자리는 매끈하다.  제1소악의 수 측면에는 가시열이 없이 매

끈하다.

제1흉지와 제2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2마디씩이고, 제3흉지와 제4흉지의 내지는 2마디, 외지는 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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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샘검물벼룩 Itocyclops yezoensis, 암컷.  A~D. 제1~4흉지.  축척: 50 μm (Lee et al., 2004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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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이다.  가시식은 3,4,3,3이다.  제1~4흉지에 난 가시와 강모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괄호 속의 숫자는 변

이형의강모수로서, 개체에따라변이가있다):

제1흉지 기절 1-I 외지 I-0; II,I,4 (3) 내지 0-1; 1,I,1 (2)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0; III,I,3 (4) 내지 0-1; 1,I,1 (2 또는 3)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0; I-1; II,I,4 (3) 내지 0-1; 1,I,4 (2)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0; I-1; II,I,3 내지 0-1; 1,II,3

제1흉지 기절의 안끝모서리에 난 강모는 매우 억세고 짧아 가시 모양이고, 내지 첫째마디 뒷가장자리

를 겨우 지난다.  제1~4흉지의 연결판 뒷가장자리는 모두 밋밋하고, 좌우 융기부는 약간 돌출한다.  연결

판 복판에는 가시나 센털들이 없다.  제4흉지 내지 끝마디는 알 모양으로 길이는 폭의 약 1.25배이다.  안

가시는 끝마디의 길이와 거의 같고, 바깥가시보다는 1.6~1.8배 가량 더 길다.  내지 끝마디의 안쪽 강모

중맨끝의것은안가시의끝을훨씬지나지만, 바깥 강모는 바깥가시의 끝을겨우 지나는 정도이다.

제5흉지의 기절은 제5흉절과 부분적으로 유합되어 있고, 외지에는 끝에 강모 2개가 있는데, 안쪽 강모

는 바깥 강모 길이의 절반보다 훨씬 짧다.  포란한 암컷의 경우는 대개 5개 미만의 작은 수의 알을 지

닌다.

수컷:  몸길이 약 450 μm.  생식이중절은 좌우로 많이 부풀었다.  안꼬리강모는 매우 작아 흔적적이고,

등꼬리강모는매우길어미차길이의약 2.5배이다.

분포:  한국, 일본, 북미(알라스카, 미시시피강 유역).

국내분포:  강원, 경북, 경남, 제주.

관찰표본:  경북: (경주수렴리해안우물: 5.v.2009).

생태:  원래 일본과 한국의 우물과 산간 계류변 샘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나중에 미국

의 미시시피강 유역의 습지에서도 보고되었다 (Reid and Ishida, 2000).  한국에서는 산간 수역의 샘이나

구릉지산기슭의샘(특히해안가에서멀지 않은곳)에서출현하였다(Chang, 2009).

고찰:  이 종은 Ito (1954)가 일본의 해안가 우물이나 펌프에서 채집하여 Speocyclops yezoensis라는 이름

으로 기재하였었는데, 최근 Reid and Ishida (2000)가 제1~4흉지의 분절, 제5흉지가 제5흉절과 부분적으

로유합한다는점, 생식이중절의독특한모습등의형질을토대로신속으로설정하였다.  개체에따라항문

판의모양과, 흉지의내·외지끝마디에난강모수에서변이폭이크므로유의하여야한다(Chang, 2009).

모래무지검물벼룩속

Genus Psammophilocyclops Fryer, 1956

성체 암컷의 몸길이 약 300~450 μm으로 매우 작다.  등배로 약간 납작하다.  미차의 길이는 폭의 약

2~3배이다.  제1촉각은 10~11마디로 매우 짧아서 두흉부의 뒷가장자리에 훨씬 이르지 못한다.  흉지는

모두 내·외지 2마디씩으로 나뉜다.  가시식은 3,3,3,3 또는 2,2,2,2이다.  제4흉지의 내지 끝마디에는 1개

의 가시만 있다.  제5흉지의 기절은 제5흉절에 유합하여 측강모 1개가 있고, 외지는 약한 돌기 모양으로

끝에 2개의강모가나있다.  하천변이나호수변의 모래틈에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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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식종:  Psammophilocyclops boccaroi Fryer, 1956.

종 수:  4종(한국 1종).

18.  모래무지검물벼룩
Psammophilocyclops paucisetosus Lee and Chang, 2011 (그림 27~31)

Psammophilocyclops paucisetosus Lee and Chang, 2011, p. 2, figs. 1-5.

암컷:  몸은 매우 작고 (꼬리강모를 제외한 몸길이는 410 μm 내외), 등배로 약간 납작하다.  전체부는 다

소 길쭉한 알 모양이며, 후체부와 뚜렷이 구분된다.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에서 가장 체폭이 넓다 (몸길이

와 폭의 비율은 약 1.4).  두흉절은 총알 모양로, 다음 흉절들 길이의 합보다 약 1.7배 더 길다.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와 뒷옆모서리 부근에는 키틴질의 유합 흔적이 남아 있다.  제5흉절의 뒷옆모서리는 배쪽으로

신장되었는데, 제5흉지의 기절이 유합되어서 옆강모가 흉절의 바깥을 향해 약간 돌출한다.  생식이중절

의 양옆은 부풀어져서, 길이보다 폭이 훨씬 길며, 옆가장자리 중간에는 각질의 분절 흔적이 남아 있다.

배측 표면에는 제6흉지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등면의 뒷부분 중앙에는 2쌍의 둔덕이 있다.  항절

외의 후체부 체절의 뒷가장자리는 톱니열을 이룬다.  항문판은 뒤로 불룩하며, 뒷가장자리는 잔가시열 없

이매끈한편이다.

미차의 길이는 폭의 약 1.9배로, 거의 평행하거나 약간 벌어져 있다.  미차 등면에는 안가장자리를 따라

얕은 세로늑이 달리는데, 등꼬리털쪽으로 살짝 휘어 내린다.  옆꼬리강모는 미차의 옆가장자리의 중간에

서 약간 등쪽에 위치한다.  안꼬리강모는 매우 짧아서 미차 길이의 절반 정도이다.  바깥꼬리강모는 안꼬

리강모 길이의 거의 2배 정도이다.  등꼬리강모는 미차의 안끝모서리 근처에서 비롯하며, 미차보다 조금

더길다.  바깥쪽말단강모는전형적인깃털강모이다.

제1촉각은 두흉절의 절반을 살짝 넘는다.  모두 11마디로 이루어진다.  맨끝마디에는 투명막이 없으며,

직전마디보다약 1.5배길다.  강모식은 6, 2, 5, 2, 0, 2, 3, 2 (+1 촉모), 2, 3, 7 (+1 촉모)이다.

제2촉각은 4마디로, 저절과 기절이 완전히 유합된 첫째마디의 바깥끝모서리에는 외지를 나타내는 강모

가 있다.  내지 첫째마디의 안끝모서리에는 잔가시열이 있다.  악각은 4마디로 이루어지는데, 끝의 두 마

디는내지이며, 각각 1개와 2개의강모가 나있다.

제1~4흉지는 내·외지 모두 2마디씩이다.  가시식은 3,3,3,3이다.  제1~4흉지의 가시/강모식은 다음과

같다.

제1흉지저절 0-1 기절 1-1 외지 I-0; III,5 내지 0-1; 1,I,2

제2흉지저절 0-0 기절 1-0 외지 I-0; III,5 내지 0-1; 1,I,2

제3흉지저절 0-0 기절 1-0 외지 I-0; III,5 내지 0-1; 1,I,4

제4흉지저절 0-0 기절 1-0 외지 I-0; III,4 내지 0-1; 1,I,2

제1~4흉지 연결판의 양 측돌기는 돌출하였고, 연결판의 뒷가장자리와 복판에는 털줄 없이 매끈하다.

제1~4흉지의 기절은 안끝모서리가 신장되어 있다.  제1흉지 기절 안끝모서리에 난 강모는 억세며, 그 끝

은 내지 둘째마디 중간에 채 다다르지 못한다.  제1~4흉지의 내지 첫째마디에는 안쪽 강모가 1개씩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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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모래무지검물벼룩 Psammophilocyclops paucisetosus, 암컷.  A. 전체, 등쪽; B. 전체, 옆쪽 (정포가

달림).  축척: 100 μm (Lee and Chang, 2011에서 인용).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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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모래무지검물벼룩 Psammophilocyclops paucisetosus, 암컷.  A. 생식이중절과 제5흉지, 배쪽; B.

항절과 미차, 등쪽; C. 제1촉각; D. 제2촉각, 뒤쪽; E. 대악; F. 제1소악, 뒤쪽 (화살표: 앞쪽에서 본 소악수);

G. 제2소악; H. 악각; I. 제6흉지.  축척: A, H=50 μm, B~G, I=30 μm (Lee and Chang, 201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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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모래무지검물벼룩 Psammophilocyclops paucisetosus, 암컷.  A~D. 제1~4흉지, 뒤쪽; E. 제5흉지.

축척: 50 μm (Lee and Chang, 2011에서인용).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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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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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모래무지검물벼룩 Psammophilocyclops paucisetosus, 수컷.  A. 전체, 등쪽; B. 후체부와 제6흉지,

배쪽; C. 항절과 미차, 등쪽; D. 제1촉각; E. 제5흉지.  축척: A=50 μm, B~E=30 μm (Lee and Chang, 2011

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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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모래무지검물벼룩 Psammophilocyclops paucisetosus, 수컷.  A~D. 제1~4흉지, 뒤쪽.  축척: 50 μm

(Lee and Chang, 2011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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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둘째마디는 뚜렷이 크다.  제1~4흉지의 내지 둘째마디에 난 강모의 수 배열은 3,3,5,3이다.  제4흉지

내지 둘째마디는 상대적으로 작고, 길이가 폭의 약 0.9배이며, 둘째마디와 길이가 거의 같은 가시 1개만

끝에나있다.

제5흉지의 기절과 내지는 제5흉절의 옆모서리와 완전히 유합되었다.  작은 외지의 끝에는 2개의 강모

가있는데, 안쪽의것이바깥쪽강모보다 거의 3배 가까이 길다.

수컷:  성적이형은 생식이중절, 항문판, 제1촉각, 제3흉지 내지 둘째마디, 제6흉지에서 나타난다.  제6흉

지에는 3개의 강모가 있는데, 등쪽으로 치우친 강모는 매우 왜소하여 흔적적이다.  항문판은 반달 모양에

가깝고, 뒷가장자리에는 굵은 톱니열이 있다.  미차의 길이는 폭의 2.15배로 암컷보다 조금 더 길다.  제1

촉각은 14마디로 나뉘는데, 12번째와 13번째 마디 사이에서 관절을 이룬다.  제3흉지 내지 둘째마디에는

말단가시기부에서작은강모 1개가나오며, 말단 가시는 갈고리모양으로 변형되었다.

분포:  한국.

국내분포:  경북.

관찰표본:  경북: (예천정수장의모래여과지: 23.v.2008).

생태:  하천변의 정수장에 설치된 모래여과지의 모래를 걸러 채집하였다.  따라서, 모래 틈 (간극수)에

서식하는종으로추정된다.

고찰:  Psammophilocyclops속은 Fryer (1956)에 의해 아프리카 동남부 말라위호수의 백사장에서 신종을

기재하면서 신속으로 창설된 이래, 1964년에 중국 광동성의 강변 백사장에서 2신종이 기록되었고 (Shen

and Tai, 1964), 최근우리나라에서 4번째종이기록되었다(Chang, 2011).  이속에서현재까지기록된 4종

모두 간극수에서 채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Psammophilocyclops속은 제1~4흉지가 모두 2마디로 나뉘

고, 항문판이반월형또는삼각형으로발달하며, 제5흉지가흉절과유합되었다는점에서 Goniocyclops Kiefer,

1955, Psammocyclops Kiefer, 1955 and Cochlocyclops Kiefer, 1955 등의 소형 지하수성 검물벼룩류와 유

사하지만, 가시식이 (또는 2,2,2,2)이라는 점에서 위의 속들과 다르다.  본 종은 이 속의 다른 종들과 가시

식(3,3,3,3), 악각의마디수와강모배열(4마디, 2,1,2,2), 제1~제4흉지의가시/강모배열에서차이가있다.

꼬마검물벼룩속

Genus Microcyclops Claus, 1893

암컷 성체의 몸길이 약 500~800 μm.  미차의 길이는 폭의 약 3~4배이다.  제1촉각은 11~12마디로, 두

흉부의 뒷가장자리에 훨씬 이르지 못한다.  흉지는 모두 내·외지 2마디씩으로 나뉜다.  제4흉지의 내지

끝마디에는 2개의 가시가 있다.  제4흉지와 연결판은 정상적이어서, 다른 흉지와 그다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제5흉지의 기절은 제5흉절에 유합하고, 외지는 긴 원주형으로 안가장자리 중간쯤에 미세한 가시

가있다.

모식종:  Microcyclops varicans (Sars, 1863).

종 수:  61종(한국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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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검물벼룩속의종 검색표

1.  미차의길이와폭의비는 3~4배이다.  제1촉각은 12마디이다························································2

- 미차의 길이는 폭의 4배이상이다.  제1촉각은 11마디이다··········긴꼬리꼬마검물벼룩 M. longiramus

2.  제4흉지의내지둘째마디에난 2개의가시 중안가시는 뚜렷이 크고, 바깥가시의 2배 이상이다·········

··············································································································꼬마검물벼룩 M. varicans

- 제4흉지의내지둘째마디에난 2개의가시 중안가시는 가늘고, 바깥가시의 약 1.5배이다·················

·······································································································어리꼬마검물벼룩 M. rubellus

19.  꼬마검물벼룩
Microcyclops varicans (Sars, 1863) (그림 32)

Cyclops varicans Sars, 1863, p. 252.

Cyclops (Microcyclops) varicans: Kiefer, 1929, p. 66, fig. 24; Gurney, 1933, p. 255, figs. 1747-1764.

Microcyclops varicans: Rylov, 1948, p. 267, fig. 62, 1-7; Dussart, 1969, p. 180, fig. 89; Kim and Chang,

1989, p. 244, fig. 10a-e; Ishida, 2002, p. 58, fig. 29f-l; Chang, 2009, p. 486, fig. 269.

Microcyclops (Microcyclops) varicans: Tai and Chen, 1979, p. 375, fig. 221; Chang and Min, 2005, p. 81,

fig. 41A, B.

암컷:  몸길이 약 640~720 μm로 소형종이다.  몸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단정한 느낌을 준다.

살아 있을 때는 연노란색을 띠고, 알코올이나 포르말린액에 보존한 표본은 회백색을 띤다.  제5흉지의 기

절은 제5흉절에 유합하였기 때문에, 옆강모가 제5흉절의 옆모서리에서 비롯한 것처럼 보인다.  생식이중

절은 길이가 폭보다 훨씬 길고, 전반부는 약간 부풀었다.  등면 앞옆모서리에는 제6흉지의 흔적이 있다.

항절을 제외한 후체부의 각 체절의 뒷가장자리는 투명막이 톱니 모양 장식을 이룬다.  항절의 뒷가장자

리에는등, 배쪽각각 10여개의강한가시가 나있다.  항문판의 뒷가장자리는 밋밋하다.

미차의 길이는 폭의 3.5~4.0배로, 거의 평행하다.  미차의 안가장자리에는 털이 없고, 바깥가장자리의

기부에는 결각이 없이 매끈하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끝에서 약 1/4 거리의 등쪽에 위치한다.  바깥꼬리

강모는안꼬리강모보다 약간짧고, 등꼬리강모보다는 약간 길거나 거의같다.

제1촉각은 12마디로,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첫번째와 8, 9번째 마디가 길고, 3, 5,

6번째 마디는 짧다.  9번째 마디 중간과 끝마디에 각각 1개씩 촉모가 있다.  제2촉각의 기절 앞면 안끝모

서리에는 잔가시가 2~3개 있다.  기절 뒷면의 중간에는 안가장자리를 따라 8개 가량의 가시가 열지어 있

는데끝부분은마디의바깥쪽을향해굽어있다.

제1~4흉지는 모두 내·외지 2마디씩으로 나뉜다.  가시식은 3,4,4,3이다.  제1~4흉지의 가시와 강모 배

열은다음과같다.

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II,1,4 내지 0-1; 1,I,4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II,I,5 내지 0-1; 1,I,5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II,I,5 내지 0-1; 1,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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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꼬마검물벼룩 Microcyclops varicans.  암컷: A. 전체; B. 항절과 미차, 등쪽 (좌)과 배쪽 (우); C. 제

1촉각; D. 제2촉각 기절, 앞면; E. 제2촉각 기절, 뒷면; F. 제1흉지; G. 제4흉지.  수컷: H. 생식이중절과 제1

복절, 배쪽.  축척: 50 μm (Chang, 2009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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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흉지 기절 1-0 외지 I-0; III,1,4 내지 0-1; 1,II,3

제1흉지의 기절 안끝모서리에 난 강모는 억세고 길다.  그 끝은 내지 둘째마디의 중간을 지난다.  제4흉

지는 제1~제3흉지와 비교해서 그다지 작지 않고, 연결판의 좌우 폭도 넓지 않고 정상적이다.  연결판의

뒷가장자리는 잔가시열이나 털줄 없이 매끈하다.  제4흉지의 내지 둘째마디는 다른 마디에 비해 월등히

크다.  길이는 폭의 2.5~2.8배이고, 복판에 3~4개의 잔가시가 있다.  안가시는 바깥가시에 비해 뚜렷이 부

풀어있고, 바깥가시보다는 2배이상더길다.  또한내지 둘째마디 길이의 절반보다는 조금더 길다.

제5흉지의 기절은 제5흉절과 유합되었고, 외지는 긴 원주형 (圓柱形)으로 안가장자리 중간쯤에 미세한

가시가있다.

수컷:  몸길이 530~600 μm.  미차는 암컷보다 뭉툭하여, 길이가 폭의 약 3배 전후이다.  제6흉지의 안가

시는매우짧고, 다음으로가운데강모, 바깥 강모의 순으로길다.

분포:  전세계.

국내분포:  전역.

관찰표본:  경기: (강화도 선두리 수로: 17.x.2012); 경북: (경주 양동 형산강 하류: 19.v.2012); 경남: (창녕

우포늪: 22.vi.2012); 전남: (진도팽목방조제 웅덩이: 19.x.2004).

생태:  각종 담수역의 부식질이 많은 곳 (호소나 하천, 계류의 물가장자리 수초 군락 주변, 습지, 웅덩이

등)에서식하며, 가끔샘이나우물에서출현할 때도 있다.

고찰:  각종 담수역의 물가장자리 저질 부근에 서식하는 보통종이며, 산간 계류변의 물 고인 곳에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실체현미경 하에서는, 몸의 크기가 작지만,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예쁘장한 느낌을 주

는 검물벼룩이다.  제5흉지의 기절이 흉절과 유합되었기 때문에, 제5흉절의 바깥으로 옆강모가 삐져 나와

있는 것이 눈에 잘 띤다.  성체의 흉지가 모두 2마디씩으로 이루어진 개체의 대부분은 이 종인데, 제4흉

지의연결판크기와내지끝마디의안가시가 굵은지의 여부를 확인한다(Chang, 2009).

20.  어리꼬마검물벼룩
Microcyclops rubellus (Lilljeborg, 1901) (그림 33)

Cyclops rubellus Lilljeborg, 1901, p. 4, figs. 25, 26.

Cyclops (Microcyclops) rubellus: Kiefer, 1929, p. 67, fig. 25.

Cyclops (Microcyclops) varicans rubellus: Gurney, 1933, p. 260, figs. 1765-1770.

Microcyclops varicans rubellus: Rylov, 1948, p. 269, fig. 63, 3-10; Kim and Chang, 1989, p. 245, fig.

10f-i.

Microcyclops rubellus: Dussart, 1969, p. 182, fig. 90; Ishida, 2002, p. 59, fig. 30a-g; Chang and Min,

2005, p. 83, fig. 41C; Chang, 2009, p. 486, fig. 269.

Microcyclops (Microcyclops) rubellus: Tai and Chen, 1979, p. 377, fig. 223.

암컷:  몸길이 약 520~630 μm로 소형종이다.  앞종과 매우 유사하지만, 등배로 약간 납작하고, 미차가

짧으므로, 조금더작고뭉툭한느낌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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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어리꼬마검물벼룩 Microcyclops rubellus, 암컷.  A. 전체; B. 항절과 미차, 배쪽 (좌)과 등쪽 (우);

C. 제5흉지와 생식이중절, 배쪽; D. 제1촉각; E. 제2촉각 기절, 앞면; F. 제2촉각 기절, 뒷면; G. 제1흉지; H.

제4흉지.  축척: 50 μm (Chang, 2009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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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차 길이와 폭의 비는 3배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미차의 안가장자리에는 털이 없고, 바깥가장자리의

기부에는 결각이 없이 매끈하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끝에서 약 1/3 거리에 위치한다.  바깥꼬리강모는

안꼬리강모보다약간짧고(0.8~0.9배), 등꼬리강모의 길이보다는 약간 길다.

제1촉각은 12마디로 나뉘고, 매우 짧아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에 훨씬 못 미친다.  첫번째와 8, 9번째 마

디가 길고, 3, 5, 6번째 마디는 짧다.  9번째 마디 중간과 끝마디에 각각 1개씩 촉모가 있다.  제2촉각의 기

절 앞면 안끝모서리에는 잔가시 없이 매끈하다.  기절 뒷면 안끝모서리 부근에는 5~7개의 가시와 센털들

이나있다.

제1~4흉지는 모두 내·외지 2마디씩으로 나뉜다.  가시식은 3,4,4,3이다.  제1~4흉지의 가시와 강모 배

열은다음과같다.

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II,1,4 내지 0-1; 1,I,4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II,I,5 내지 0-1; 1,I,5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II,I,5 내지 0-1; 1,I,5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0; III,I,4 내지 0-1; 1,II,3

제1흉지의 기절 안끝모서리에 난 강모의 끝은 내지 둘째마디의 중간에 이른다.  제4흉지의 내지 끝마디

의 길이는 폭의 2.3~2.5배이고, 복판에 4~5개의 잔가시가 있다.  안가시는 부풀어 있지 않으며, 바깥가시

길이의 약 1.8배, 내지 둘째마디 길이의 2/3이다.  제4흉지의 연결판은 그다지 넓지 않고, 뒷가장자리는

매끈하다.

제5흉지의 기절은 제5흉절과 유합되었고, 외지는 실린더형으로 안가장자리 중간쯤에 미세한 가시가

있다.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북미.

국내분포: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남.

관찰표본:  강원: (강릉 옥계 주수리 하천변: 13.x.2011); 경북: (영천 원제리 후곡지: 3.x.2012); 제주: (한

경면용당리웅덩이: 21.iii.2003).

생태:  앞종과 마찬가지로 각종 담수역의 부식질이 많은 곳 (호소나 하천, 계류의 물가장자리 수초 군락

주변, 습지,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데, 특히 소형 물웅덩이나 습지의 수초가 많은 곳에서 주로 출현한다.

출현빈도는앞종에비해낮으며, 서식처의 범위도좁은 것으로 알려져있다(Chang, 2009).

고찰:  앞종과 구별이 쉽지 않으나,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의 안가시 모양, 짧은 미차, 제2촉각 기절의

뒷면 안끝모서리 부근의 잔가시열 모양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제1촉각은 보통 12마디로 나뉘지만, 간

혹불분명하게분절하여 11마디를나타내는 변이형도 있다(Chang, 2009).

21.  긴꼬리꼬마검물벼룩
Microcyclops longiramus Shen and Sung, 1965 (그림 34)

Microcyclops (Microcyclops) longiramus Shen and Sung, 1965a, p. 173, figs. 19-26; Tai and Chen, 1979,

p. 381, fig.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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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긴꼬리꼬마검물벼룩 Microcyclops longiramus, 암컷.  A. 전체; B. 생식이중절; C. 항절과 미차, 등

쪽 (좌)과 배쪽 (우); D. 제1촉각; E. 제2촉각 기절, 앞면; F. 제2촉각 기절, 뒷면; G. 제1흉지; H. 제4흉지; I.

제5흉지.  축척: A=100 μm, B~I=50 μm (A, D, H, I는 Chang and Min, 200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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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yclops longiranus: Kim and Chang, 1989, p. 245, fig. 10f-I; Chang and Min, 2005, p. 83, fig.

41D-G; Chang, 2009, p. 491, fig. 271.

암컷:  몸길이 약 600 μm 내외.  전체적으로 앞종들과 매우 유사하지만 미차가 뚜렷히 더 길다 (길이는

폭의 약 4.0~4.5배).  전체부는 등배로 약간 납작하고, 둥그스름한 인상을 준다.  생식이중절의 앞 부분은

약간 부풀어 있다.  저정낭의 앞 부분은 폭이 좁은 타원형이다.  항문판의 뒷가장자리는 가운데 부분이 약

간오목하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옆가장자리의 끝에서 1/3~1/4인 곳에 위치한다.  미차 옆가장자리의 기부에는 결

각이 나타나지 않는다.  미차의 안가장자리와 등면은 매끈하다.  안꼬리강모는 바깥꼬리강모보다 약간

1.2~1.3배더길다.  등꼬리강모는 가늘고, 바깥꼬리강모보다 짧다.

제1촉각은 11마디로 이루어졌고, 매우 짧아서 두흉부의 뒷가장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8번째 마디 앞가

장자리에는 짧은 촉모가 1개 있다.  제2촉각의 기절 앞면은 기부의 잔가시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끈

하다.  기절 뒷면의 바깥가장자리 중간 근처에는 6개 정도의 잔가시가 모여 있으며, 뒷가장자리 부근은

매끈하다.

제1~4흉지는 모두 내·외지 2마디씩으로 나뉜다.  가시식은 3,4,4,3이다.  제1흉지의 기절 안끝모서리에

난 강모의 끝은 내지 둘째마디의 중간에 이르지 못한다.  제4흉지의 내지 둘째마디는 크고, 길이는 폭의

2.3~2.5배이고, 복판에 4~5개의 센털이 있다.  안가시는 부풀지 않고 정상적이다 (안가시와 바깥가시의

폭이 비슷하다).  안가시는 바깥가시보다 약 1.3~1.4배 더 길고, 내지 둘째마디 길이의 2/3이다.  제4흉지

의연결판은그다지넓지않고, 뒷가장자리는 매끈하다.

제5흉지의 기절은 제5흉절과 유합되었고, 강모는 제5흉절 옆모서리에서 기원한다.  외지는 짧은 실린더

형으로, 안가장자리뒷부분에미세한가시가 1개있다.

분포:  한국, 중국.

국내분포:  경북: (포항월포해안습지: 10.v.2010).

생태:  호소나하천의수초군락주변이나 습지에 서식한다.

고찰:  현재까지 중국의 북부 (하북, 내몽고, 만주 등)와 한국에서만 보고되어 있다.  종소명이 뜻하는 바

와같이미차의길이가길다는점이이종의 가장큰 특징이다(Chang, 2009).

유령검물벼룩속

Genus Cryptocyclops Sars, 1927

몸길이 500~700 μm로 소형종이다.  제1촉각은 11마디이고, 매우 짧아서 두흉부의 뒷가장자리에 훨씬

못미친다.  제1~4흉지의내·외지는 모두 2마디씩으로 이루어진다.  제4흉지는 다른 흉지에 비해뚜렷이

작고, 연결판은 다른 흉지에 비해 폭이 매우 넓다.  제4흉지 내지 끝마디에는 2개의 가시가 있다.  제5흉

지의 기절은 제5흉절에 유합하여, 옆강모가 제5흉절의 옆모서리에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외지는 짧은

원주형으로안가장자리중간쯤에미세한가시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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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식종:  Cryptocyclops bicolor (Sars, 1863).

종 수:  21종(한국 2종).

유령검물벼룩속의종 검색표

1.  제4흉지의내지끝마디에난 2개의가시는 안가시가 바깥가시보다 약 4배더길다···························

·················································································································유령검물벼룩 C. bicolor

- 제4흉지의내지끝마디에난 2개의가시는 안가시가 바깥가시보다 약 1.4~1.8배더길다·················

·········································································································자바유령검물벼룩 C. javanus

22.  유령검물벼룩
Cryptocyclops bicolor (Sars, 1863) (그림 35)

Cyclops bicolor Sars, 1863, p. 253.

Cyclops (Microcyclops) bicolor: Kiefer, 1929, p. 70, fig. 26a; Gurney, 1933, p. 262, figs. 1771-1784.

Microcyclops bicolor: Rylov, 1948, p. 271, fig. 64, 1-5.

Microcyclops (Cryptocyclops) bicolor: Tai and Chen, 1979, p. 390, fig. 233.

Cryptocyclops bicolor: Dussart, 1969, p. 178, fig. 88; Kim and Chang, 1989, p. 246, fig. 12; Ishida, 2002,

p. 59, fig. 30h-n; Chang and Min, 2005, p. 85, fig. 42A-D; Chang, 2009, p. 493, fig. 273.

암컷:  몸길이 약 600 μm 내외인 소형 검물벼룩이다.  살아 있을 때는 연노란색을 띠고, 알코올이나 포

르말린액에 오래 보존한 표본은 유백색을 띤다.  몸은 상당히 홀쭉하고, 두흉절의 이마 부분과 각 흉절의

뒷옆모서리는 약간 돌출한다.  전체부는 알 모양이고, 후체부는 날씬하다.  제5흉지의 기절은 제5흉절에

유합하여, 옆강모가 제5흉절의 옆모서리에서 비롯한 것처럼 보인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훨씬

길다.  등면 앞옆모서리에는 제6흉지의 흔적이 있다.  저정낭의 앞부분은 납작한 타원형이고, 뒷부분의 양

옆은뒤쪽으로부풀었다.  항절을제외한후체부의각체절의뒷가장자리는투명막이주름장식을이룬다.

항절의복면뒷가장자리에는 잔가시 10여개가 빽빽히 배열한다.

미차의 길이는 폭의 3.5~4.0배로, 거의 평행하다.  미차의 안가장자리에는 털이 없고, 바깥가장자리의

기부에는 결각이 없이 매끈하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끝에서 약 1/4 거리의, 조금 등쪽에 위치한다.  안꼬

리강모는 바깥꼬리강모보다 2배 정도 길고, 미차보다는 약간 짧다.  등꼬리강모는 바깥꼬리강모보다 조

금더길다.

제1촉각은 11절로 매우 짧아서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에 못 미친다.  1, 3, 7, 8번째 마디가 길고, 2, 4, 5, 6

번째 마디는 짧다.  제2촉각의 기절 앞, 뒷면 모두 뒷가장자리나 강모의 기부 주변에 잔가시나 털이 없이

매끈하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2마디씩으로 이루어진다.  가시식은 3,4,4,3이다.  제1흉지의 기절 안끝

모서리에 난 강모는 내지 둘째마디의 중간에 훨씬 못 미친다.  제4흉지는 다른 흉지에 비해 뚜렷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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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유령검물벼룩 Cryptocyclops bicolor.  암컷: A. 전체; B. 제5흉절과 생식이중절, 배쪽; C. 제1촉각;

D. 제2촉각 기절, 앞면; E. 제2촉각 기절, 뒷면; F. 제1흉지; G. 제4흉지.  수컷: H. 전체, 등쪽.  축척: A~C,

F~H=50 μm, D, E=20 μm (Chang, 200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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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흉지의 연결판은 다른 흉지의 연결판에 비해 길이가 짧고 폭이 매우 넓은데, 그 뒷가장자리는 매끈하

다.  기절 안끝 모서리 부분은 폭이 매우 넓으며, 모서리를 따라 털들이 배열한다.  외지의 바깥가장자리

에 난 가시는 매우 작다.  내지 둘째마디는 길다 (길이는 폭의 약 2.5~3.0배).  끝에 난 2개의 가시 중 안가

시는 바깥가시에 비해 현저히 크고 굵은데, 바깥가시보다 4배 정도 더 길지만, 내지 둘째마디보다는 약간

짧다(약 0.8~0.9배).

제5흉지의 기절은 제5흉절에 유합하여, 옆강모가 제5흉절의 옆모서리에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외지

는짧은실린더형으로, 길이는직경의약 1.3배이고 안가장자리 중간쯤에 미세한가시가 있다.

수컷:  몸길이 500 μm 내외.  미차는 암컷보다 뭉툭하여, 길이가 폭의 약 3배 전후이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끝에서 약 1/4 거리의 등쪽에 위치한다.  제6흉지의 바깥 강모는 생식이중절의 측면 등쪽에 위치하

는데, 매우길어서다음복절의뒷가장자리에 거의 다다른다.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알라스카.

국내분포:  강원, 경북, 경남.

관찰표본:  강원: (강릉옥계주수리하천변: 13.x.2011); 경북: (경주양동 형산강 하류: 15.x.2012).

생태:  보통 소형 정수역 (습지, 웅덩이)의 부식질이 많은 물가장자리나 수초 군락 주변에 서식한다.  난

수협온성 (暖水狹溫性) 종으로서, 여름철에 개체수도가 높아진다.  동물의 사체 (死體)나 원생동물을 섭식

한다고한다(Tai and Chen, 1979).

고찰: 크기가 매우 작은데다가, 수초나 부식질이 많은 소형 담수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출현빈도도 매우

낮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이다.  완전한 성체, 즉 알주머니를 가진 암컷이나, 제1촉

각이 파악지 (把握肢)화하여 물소 뿔처럼 휘어 있는 수컷임에도 불구하고, 제3~4흉지가 내·외지 모두 2

마디씩이고, 제4흉지 연결판의 폭이 유난히 넓다면 유령검물벼룩속의 검물벼룩이다.  이 종은 Crypto-

cyclops javanus에 비해 미차가 훨씬 길고 (3.5배 이상), 제4흉지 내지 둘째마디의 두 가시 길이비가 3배

이상(C. javanus는약 1.5배) 이라는점에서명확히 구별된다(Chang, 2009).

23.  자바유령검물벼룩
Cryptocyclops javanus (Kiefer, 1930) (그림 36)

Cyclops (Microcyclops) javanus Kiefer, 1930, p. 187, fig. 5.

Microcyclops (Cryptocyclops) javanus: Tai and Chen, 1979, p. 384, fig. 228.

Cryptocyclops javanus: Kim and Chang, 1989, p. 247, fig. 13; Chang and Min, 2005, p. 87, fig. 42E, F;

Chang, 2009, p. 496, fig. 274.

암컷:  몸길이 약 560 μm로 매우 작다.  전체부는 둥그스름한 알 모양으로, 흉절들의 뒷옆모서리는 거의

돌출하지않는다.

미차는 서로 거의 평행하다.  미차의 길이는 폭의 약 3배이다.  옆꼬리강모는 미차 옆가장자리의 끝에서

1/3~1/4인 곳에 위치한다.  결각은 없다.  바깥꼬리강모는 안꼬리강모 길이의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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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꼬리강모는가늘고, 바깥꼬리강모보다 약간 길다.

제1촉각은 11절로 매우 짧아서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에 못 미친다.  1, 3, 7, 8번째 마디가 길고, 2, 4, 5, 6

번째 마디는 짧다.  제2촉각의 기절 앞, 뒷면 모두 뒷가장자리나 강모의 기부 주변에 잔가시나 털이 없이

매끈하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2마디씩으로 이루어진다.  가시식은 3,4,4,3이다.  제1흉지의 기절 안끝

모서리에 난 강모는 내지 둘째마디의 중간에 미치지 못한다.  제4흉지는 다른 흉지에 비해 다소 작다.  연

결판은 폭이 매우 넓어서 저절의 폭과 비슷하며, 뒷가장자리는 털이나 잔가시열 없이 매끈하다.  기절 안

끝 모서리 부분은 폭이 매우 넓으며, 잔가시와 센털들이 나 있다.  내지 둘째마디는 길이가 폭의 2.3~2.7

배 정도이다.  안가시는 굵지 않고 바깥가시보다 1.4~1.6배 정도 더 길고, 내지 둘째마디 길이의 약 1/3

이다.  외지의바깥가장자리에난가시는모두 매우 작다.

제5흉지의 기절은 제5흉절에 유합하여, 옆강모가 제5흉절의 옆모서리에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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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자바유령검물벼룩 Cryptocyclops javanus, 암컷.  A. 항절과 미차, 배쪽; B. 제1촉각; C. 제2촉각;

D. 제1흉지; E. 제4흉지.  축척: 50 μm (Chang, 200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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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짧은실린더형으로, 길이는직경의약 1.5배이고 안가장자리 중간쯤에 미세한가시가 있다.

분포: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국내분포:  강원, 경북, 경남.

관찰표본:  경북(영덕축산논: 15.vii.2011).

생태:  앞종과 마찬가지로 각종 소형 담수역의 부식질이 많은 수초 군락 주변, 습지 등에 서식한다.  난

수성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여름철에해안에서멀지않은소형담수역(습지, 물웅덩이)에서출현하였다.

고찰:  앞종 (Cryptocyclops bicolor)과 제4흉지 내지 둘째마디의 안가시 길이, 짧은 미차, 제2촉각 기절의

뒷면안끝모서리부근의잔가시열모양등으로구별할수있다.  출현빈도는매우희소하다(Chang, 2009).

야릇검물벼룩속

Genus Apocyclops Lindberg, 1942

몸길이 1 mm 내외.  몸은 길쭉하고 제4, 5흉절의 뒷옆모서리는 밖을 향해 돌출한다.  미차는 매우 길고

가늘어 길이가 폭의 6~10배에 달하며 서로 평행하게 뻗어 있다.  제1촉각은 11마디이다.  제1~4흉지는

내·외지 모두 2마디씩으로 이루어진다.  제5흉지의 기절은 제5흉절에 유합하여, 옆강모가 제5흉절의 옆

모서리에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외지에는 짧은 가시 1개와 긴 강모 1개가 나 있다.  전형적인 기수성

검물벼룩류이다.

모식종:  Apocyclops dengizicus (Lepechkine, 1900).

종 수:  11종(한국 1종)

24.  야릇검물벼룩
Apocyclops borneoensis Lindberg, 1954 (그림 37)

Apocyclops borneoensis Lindberg, 1954, p. 168, fig. 3; Ishida, 2002, p. 59, fig. 31; Yoon and Chang, 2008,

p. 244, fig. 5; Chang, 2009, p. 497, fig. 276.

Apocyclops japonensis Ito, 1957, p. 463, figs. 1-22; Mizuno and Miura, 1984, p. 589.

암컷:  몸길이 1 mm 전후로, 홀쭉하다.  전체부는 긴 타원형이고, 후체부는 매우 길쭉하다.  두흉절은 앞

으로 돌출하는데, 뒤의 흉절 3개를 합한 길이의 2배 정도이다.  제4흉절의 뒷옆모서리는 바깥을 향해 약

간 돌출한다.  제5흉지의 기절은 제5흉절에 유합하여, 제5흉지의 옆강모가 제5흉절의 옆모서리에 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제5흉지의 외지와 강모가 제5흉절의 바깥쪽으로 엿보인다.  생식이

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훨씬 길다.  생식이중절은 그 다음 복절 3개를 합한 만큼 긴데, 앞쪽에서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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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야릇검물벼룩 Apocyclops borneoensis, 암컷.  A. 전체; B. 제5흉지와 생식이중절, 배쪽; C. 제1촉

각; D. 제2촉각; E. 제1흉지; F. 제3흉지; G. 제4흉지; H. 제5흉지.  축척: 50 μm (Chang, 2009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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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분은 옆으로 부풀어 있다.  저정낭은 항아리 모양인데, 전반부는 윗입술 또는 항아리 뚜껑의 형태로

납작하고, 후반부는커다란원통형이다.  항문판은 약간 볼록하고, 뒷가장자리는 매끈하다.

미차는 매우 길고 가늘어, 길이가 폭의 약 8배 가량이며, 서로 평행하게 뻗어 있다.  미차의 안 또는 바

깥가장자리에는 털이 없으나 말단부에서 멀지 않은 곳의 등면에 잔가시들이 비스듬히 배열한다.  옆가장

자리 기부의 결각은 뚜렷하지 않다.  옆꼬리강모는 미차의 바깥가장자리 끝으로부터 1/3되는 곳에 위치

한다.  바깥꼬리강모는 안꼬리강모보다 1.5~2.0배 길고, 등꼬리강모 길이의 절반 정도이다.  가운데꼬리강

모는안쪽의것이바깥쪽의것보다 1.5배가량길고, 미차보다는 2배가까이 길다.

제1촉각은 11마디로 이루어지며, 전체부의 뒷가장자리에 조금 못 미친다.  7, 8번째 마디가 현저히 길고,

4, 5번째 마디는 짧다.  제2촉각의 기절에는 바깥모서리에 외지를 나타내는 강모 1개와 안가장자리에 강

모 3개가있다.  내지는 2마디로이루어진다.

제1~4흉지는 내·외지 모두 2마디씩으로 이루어지며, 가시식은 3,4,4,3이다.  제1흉지 기절 안쪽 끝에

는 1개의 긴 가시가 있는데, 그 끝은 둘째마디의 중간을 지난다.  제4흉지는 다른 흉지들과 달리 외지 첫

째마디의 안쪽에 강모가 없다.  제4흉지의 기절간 연결판은 다른 흉지의 연결판에 비해 양옆 융기부가 뒤

쪽으로 돌출하지 않는다.  연결판의 뒷가장자리는 매끈하다.  제4흉지의 내지 둘째마디는 길고(길이는 폭

의약 2.3~2.5배), 그끝에가시가 1개뿐인데, 둘째마디 길이의 약 0.6배정도이다.

제5흉지는 제5흉절의 복측면에 위치한다.  기절은 제5흉절에 완전히 유합하여, 옆강모가 제5흉절의 옆

모서리 등쪽 끝에 나 있다.  외지는 사다리꼴에 가깝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뒷가장자리의 안쪽으로

억센가시 1개와, 바깥끝모서리에 긴강모 1개가있다.

분포:  한국, 일본(미에현, 오끼나와), 인도네시아(보르네오섬).

국내분포:  전남, 제주.

관찰표본:  제주: (서귀포새섬염습지: 20.v.2009).

생태:  고수온기(高水溫期)에해안습지나 기수웅덩이에서 발견된다.

고찰:  Ito (1957)는 일본 미에현의 뱀장어 양식 연못 (3.63~6.58%의 중염수성)에서 채집한 표본으로

Apocyclops japonensis라는 신종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로는 이 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가 없다가, 최근

오끼나와제도 이리오모테섬 (西表島)의 논에서 채집한 표본을 근거로 A. borneoensis의 동종이명으로 다

루게 되었다(Ishida, 2002).  중국에서는 광동성에서 이 종과 A. royi의 2종이 보고되어 있는데, 후자는 제

1촉각이 짧고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에 머무름), 미차의 길이가 폭의 5.5배로 8배 이상인 이 종에서보다

뚜렷이짧다(Chang, 2009).  필자는충남태안안면도해안습지에서이속의모식종 Apocyclops dengizicus

(Lepechkine, 1900)과형태적으로거의일치하는 1종을 채집하여 분류학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다.

보통검물벼룩속

Genus Mesocyclops Sars, 1914

암컷의 몸길이 1.2~1.5 mm 정도로 비교적 대형의 검물벼룩류이다.  미차의 길이와 폭의 비율은 약

3~4배이고, 옆꼬리강모는 끝에서부터 1/3쯤 되는 곳에 위치한다.  제1촉각은 17마디로 이루어지는데, 끝

검물벼룩목: 검물벼룩과: 보통검물벼룩속 79



마디에 난 투명막은 캔따개 모양의 결각 (缺刻)이 있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3마디씩이고, 제4

흉지 연결판 뒷가장자리에는 흔히 갈고리 모양 또는 삼각형의 돌기가 있다.  제5흉지는 2마디로서, 외지

의안가장자리중간에 1개의긴가시와마디끝에 1개의강모가 있다.

모식종:  Mesocyclops leuckarti (Claus, 1857).

종 수:  90종(한국 5종).

보통검물벼룩속의종 검색표

1.  미차의안가장자리는 매끈하다····································································································2

- 미차의 안가장자리 기부에는 털줄이있다············································털줄보통검물벼룩 M. mariae

2.  암컷의생식이중절에 있는수정관은가늘고 옆으로 크게굽어 있다··············································3

- 수정관은 폭이넓고 등배방향으로 접혀 있다··········································보통검물벼룩 M. leuckarti

3.  제4흉지연결판뒷가장자리에는 삼각형의 돌기가있다·································································4

- 제4흉지연결판뒷가장자리에는 갈고리모양의 날카로운 돌기가 있다·············································

································································································갈고리보통검물벼룩 M. pehpeiensis

4.  미차의옆꼬리강모와 바깥꼬리강모기부에는 잔가시열이 없다·······민가시보통검물벼룩 M. woutersi

- 미차의 옆꼬리강모와 바깥꼬리강모기부에는 잔가시열이 있다·········꼭지보통검물벼룩 M. dissimilis

25.  보통검물벼룩
Mesocyclops leuckarti (Claus, 1857) (그림 38)

Cyclops Leuckarti Claus, 1857a, p. 35, pl. I, fig. 4, pl. II, figs. 1-14.

Mesocyclops leuckarti: Kiefer, 1981, p. 158, pl. III, figs. 1-9; Van de Velde, 1984, p. 13, figs. 5-8; Ishida,

1999, p. 83; Guo, 2000b, p. 124; Ishida, 2002, p. 60, fig. 32a-h; Ueda and Reid, 2003, p. 101, figs. 40,

41; Lee, Jeon and Chang, 2005, p. 94, fig. 1; Chang and Mins, 2005, p. 89, fig. 44; Chang, 2009, p.

500, fig. 278.

암컷:  몸길이 1.0~1.2 mm.  전체적으로 날씬하며, 두흉절 뒷가장자리에서 체폭이 가장 넓고, 몸의 뒤쪽

으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진다.  전체부는 긴 타원형으로, 각 흉절의 뒷옆모서리는 거의 돌출하지 않는다.

제5흉절의 등면 옆가장자리에는 털이 없다.  후체부의 각 체절 뒷가장자리는, 잔가시열이 있는 항절을 제

외하고는 밋밋하며, 약간씩 울퉁불퉁하다.  항문판의 뒷가장자리는 초승달 모양으로 조금 불룩한데, 뒷가

장자리는가시열없이매끈하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길고, 등면의 앞옆모서리 근처에는 제6흉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저정낭

은 전형적인 ‘T’자형이고, 양날개는 옆쪽으로 수평하게 뻗다가 끝부분에서만 약간 뒤로 향한다.  수정관

은 크고 굵으며, 등배 방향으로 포개져 있으므로 등쪽이나 배쪽에서 관찰할 때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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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차는 튼튼하게 생겼으며, 길이와 폭의 비율은 약 3.3~3.7배이다.  미차 옆가장자리는 기부의 결각이

없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매끈하게 달리다가, 끝에서부터 1/3쯤 되는 곳에서 옆꼬리강모에 의해 차단되

고, 여기부터 옆가장자리는 안쪽으로 조금 패여 계단을 이룬다.  옆꼬리강모는 끝에서 깃털형을 나타내

고, 그 길이는 미차의 폭과 비슷하다.  옆꼬리강모의 기부 위쪽에는 2~3개의 미세한 잔가시가 희미하게

보이는 반면에, 바깥꼬리강모 기부 위쪽에는 5~6개의 잔가시가 뚜렷하다.  바깥꼬리강모는 안꼬리강모

길이의 1/3배이하이고, 등꼬리강모와는 길이가비슷하다.

제1촉각은 17마디로 이루어지는데 그 끝은 제2흉절의 뒷가장자리를 조금 지난다.  4~5, 7~10, 12~13번

째 마디의 표면에는 횡으로 난 잔니열이 있다.  끝마디의 안가장자리에 난 투명막은 반달형 (또는 캔따개

모양)의 결각이 있다.  제2촉각 기절에는 외지를 나타내는 강모 1개와, 안끝모서리에 강모 3개가 있다.

앞면과 뒷면 모두 바깥가장자리 중간을 따라 잔가시열이 종으로 배열한다.  내지 둘째마디에는 7개의 강

모가있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3마디씩이고, 외지 셋째마디의 가시식은 2,3,3,3이다.  제2~4흉지의 가시

/강모식은다음과같다.

제1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1,3 내지 0-1; 0-2; 1,I+1,3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I,2

제1흉지의 기절 안끝모서리에는 강모가 없다.  제4흉지의 연결판 뒷가장자리 양옆에 난 돌기는 갈고리

모양이다.  내지 셋째마디 끝에 난 2개의 가시는 그 길이가 거의 같거나, 바깥의 것이 약간 더 길다.  가시

의모양은부풀거나바깥모서리에 2차잔가시가 없는등의 변형은나타나지 않는다.

제5흉지는 2마디로 이루어진다.  외지는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안가장자리의 중간에 1개의 긴 가시, 끝

에 1개의강모가있는데, 이중에서강모쪽이가시보다 약간 더길다.

수컷:  몸길이 0.7~0.9 mm.  체형은 암컷에 비해 작고 홀쭉하다.  미차는 길이가 폭의 3배를 조금 넘는

다.  제1촉각의 끝마디는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약간 휘어 발톱 모양을 나타낸다.  제6흉지는 생식이중

절 복면의 생식덮개판의 뒷옆모서리가 약간 돌출하여, 맨 안쪽에 짧은 가시 1개, 가운데와 뒷옆모서리에

1개의긴강모가각각나있다.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유럽.

국내분포:  경기, 강원, 전남.

관찰표본:  강원: (양양하조대해안습지: 2.iii.2010).

생태:  봄에서 초가을까지 주로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제5코페포디드 유생으로 휴지 (diapause)하는 것

으로 미루어 온수성인 종으로 추정하고 있다 (Ueda and Reid, 2003).  한국에서는 바닷가 인근의 저수지

와물웅덩이, 관개용수로, 습지등의물가장자리 수초가 많은 곳에서출현하였다.

고찰:  한때 범세계적으로 분포하며, 광범위한 서식처에 적응하는 종으로 알려져 왔고, 국내의 각종 조

사보고서와 논문에서도 흔하게 등장하였던 종이다.  그러나 Van de Velde (1984)가 북아프리카 일대의

보통검물벼룩속에 대한 분류학적 재검토를 수행한 결과 다수의 자매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군임이 판명되

었다.  이후로 각 지역별로 Mesocyclops leuckarti복합군이 재분류되고 있는데,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 (Guo, 2000a)과 일본 (Ishida, 2002)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진정한 M. leuckarti는 현재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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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보통검물벼룩 Mesocyclops leuckarti, 암컷.  A. 항절과 미차, 등쪽; B. 제5흉지와 생식이중절, 배

쪽; C. 생식관; D. 제1촉각; E. 제2촉각 기절, 앞면; F. 제2촉각 기절, 뒷면; G. 제4흉지.  축척: A, B, E~G=50

μm, C=10 μm, D=100 μm (Lee, Jeon and Chang, 2005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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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로 보아서는, 국내의 각종 담수역에서 출현하는 보통검물벼룩 5종 중에서 가장 희소하게 출현

하는 종으로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해안가의 담수역에서만 가끔 채집된다.  따라서 과거 국내에서 수행되

었던 육수학적 조사에서 ‘Mesocyclops leuckarti’로 기록되었던 자료의 상당 부분은 오동정일 것으로 추

정된다(Chang and Min, 2005).

이 종은 제4흉절의 연결판 뒷가장자리에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있고, 생식이중절의 저정낭에 있는

수정관이 등배 방향으로 접혀 있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종들과 구별된다 (Chang,

2009).

26.  갈고리보통검물벼룩
Mesocyclops pehpeiensis Hu, 1943 (그림 39)

Mesocyclops leuckarti pehpeiensis Hu, 1943, p. 124, figs. 1-6.

Mesocyclops pehpeiensis: Tai and Chen, 1979, p. 409, figs. 247, 248; Kawabata and Defaye, 1994, p.

151, figs. 6, 7; Ishida, 1999, p. 84; Guo, 2000a, p. 33, figs. 1-4; Ishida, 2002, p. 61, fig. 33; Ueda and

Reid, 2003, p. 138, fig. 57; Lee, Jeon and Chang, 2005, p. 97, fig. 2; Chang and Min 2005, p. 91, fig.

45; Chang, 2009, p. 503, fig. 279.

암컷:  몸길이 1.3-1.6 mm.  보통검물벼룩속의 종 중에서 몸이 가장 크고 건장하다.  진한 황색 또는 갈

색을 띤다.  몸에 흙이나 부니질이 묻어 있는 경우도 흔하다.  전체부는 앞종에 비해 훨씬 더 둥그스름한

알 모양이다.  두흉절 뒷가장자리에서 체폭이 가장 넓고, 몸의 뒤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제3~4흉절의

뒷옆모서리는 뒤쪽으로 약간 돌출한다.  제5흉절의 등면 옆가장자리에는 털이 없다.  후체부의 각 체절

뒷가장자리는, 잔가시열이 있는 항절을 제외하고는 밋밋하다.  항문판의 뒷가장자리는 챙 모양으로 조금

불룩하고, 뒷가장자리는 가시열없이매끈하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길고, 등면의 앞옆모서리 근처에는 제6흉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저정낭

은 좌우 날개가 짧은 ‘T’자형이고, 양 날개는 옆쪽으로 뻗다가 끝부분에서 약간 뒤로 향한다.  수정관의

양 날개는 갈매기 모양이고, 생식공 뒤쪽의 수정관은 가늘고 옆 방향으로 크게 굽어 있다. (표본에 따라

수정관의굽은방향은왼쪽또는오른쪽으로 다를 수있다.)

미차는 길고 튼튼하게 생겼으며, 길이와 폭의 비율은 약 3.6~4.0배이다.  미차 옆가장자리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매끈하게 달리다가, 끝에서부터 1/3쯤 되는 곳에서 안쪽으로 조금 패이고, 여기에 옆꼬리강모

가 위치한다.  옆꼬리강모의 그 길이는 미차의 폭과 비슷하다.  옆꼬리강모의 기부 등·배쪽으로 각각

2~3개의 잔가시가 있다.  바깥꼬리강모는 안꼬리강모 길이의 1/3배 이하이고, 등꼬리강모와는 길이가

비슷하다.  기부를따라잔가시몇개가있다.

제1촉각은 17마디로 이루어지는데 그 끝은 제2흉절의 뒷가장자리를 조금 지난다.  4~5, 7~13번째 마디

의 표면에는 횡으로 난 잔니열이 있는데, 특히 7번째 마디에서는 횡으로 4~5줄의 잔가시열이 발달한다.

끝마디의 안가장자리에 난 투명막은 반달형의 결각이 있다.  제2촉각 기절에는 외지를 나타내는 강모 1개

와, 안끝모서리에 강모 3개가 있다.  기절의 앞면에는 바깥가장자리의 대부분을 따라 28~30개의 잔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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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갈고리보통검물벼룩 Mesocyclops pehpeiensis, 암컷.  A. 항절과 미차, 등쪽; B. 제5흉지와 생식이

중절, 배쪽; C. 생식관; D. 제1촉각; E. 제2촉각 기절, 앞면; F. 제2촉각 기절, 뒷면; G. 제4흉지.  축척: A, C,

E~G=50 μm, B, D=100 μm (Lee, Jeon and Chang, 2005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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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빽빽하게 세로로 배열한다.  기절 뒷면의 바깥가장자리를 따라서 13~16개의 잔가시가 곡선을 그리며

잘 발달한다.  안끝모서리의 강모 기부 근처에도 4~8개의 잔가시가 횡으로 열지어 있다.  내지 둘째마디

에는 7개의강모가있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3마디씩이고, 가시식은 2,3,3,3이다.  제2~4흉지의 가시/강모식은 다음

과같다.

제1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1,3 내지 0-1; 0-2; 1,I+1,3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I,2

제1흉지의 기절 안끝모서리에는 강모가 없다.  제4흉지의 연결판 뒷가장자리 양옆에 난 돌기는 억센 갈

고리 모양으로, 끝은 날카롭고 바깥으로 휘어 있다.  내지 셋째마디 끝에 난 2개의 가시는 그 길이가 거의

같거나, 안쪽의 것이 미세하게 더 길다.  가시의 모양은 부풀거나 바깥모서리에 2차 잔가시가 없는 등의

변형은나타나지않는다.

제5흉지의 2마디 중 외지는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안가장자리의 중간에 1개의 긴 가시, 끝에 1개의 강

모가있는데, 이중에서강모쪽이가시보다 약간 더길다.

수컷:  몸길이 0.9~1.1 mm.  체형은 암컷에 비해 작고 홀쭉하다.  미차는 길이가 폭의 3배를 조금 넘는

다.  생식이중절은 길이보다 폭이 약간 더 길다.  제6흉지는 생식이중절 복면의 생식덮개판의 뒷옆모서리

가 약간 돌출하여, 맨 안쪽에 짧은 가시 1개, 가운데와 뒷옆모서리에 1개의 가느다란 강모가 각각 나 있

다.  가운데 강모가 가장 짧고, 바깥 강모가 가장 길다.  제1~5흉지의 모양과 제4흉지의 연결판 모양은 암

컷과대동소이하다.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인도차이나, 인도, 미국, 멕시코.

국내분포:  전역.

관찰표본:  충남: (태안 신두리 두웅습지: 22.viii.2012); 경북: (경산 상림리 논: 6.vi.2012; 경산 대구대학

교 애지호 연못: 17.vi.2012; 영천 새못: 2.x.2012); 경남: (창녕 우포늪: 29.v.2012; 부산 낙동강 삼락습지:

3.vi.2011).

생태:  정수역과 유수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담수역의 수초가 많은 물가장자리에서 빈번히 출현하는

흔한종이다.  해안에서가까운하천이나관개용수로에서도 흔히 출현하는 내염성 종이다.

고찰:  이 종은 Hu (1943)에 의해 중국 사천성의 Pehpei에서 보통검물벼룩의 한 아종으로 기재되었던

종이다.  이 종은, 몸이 매우 크고(암컷의 경우 흔히 1.5 mm 이상), 미차가 길며(길이가 폭의 3.5배 이상),

제4흉지 연결판의 뒷가장자리에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있고, 저정낭의 수정관은 폭이 좁고 옆

으로 크게 굽어 있다는 점에서 Mesocyclops leuckarti 복합군의 다른 종들과 구별된다.  수초가 무성한 물

가장자리에서 연중 흔하게 채집되며, 특히 한여름철에 개체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Chang, 2009).

최근이종이미국과멕시코에유입되었다고 한다(Janet W. Reid 박사와의 사신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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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꼭지보통검물벼룩
Mesocyclops dissimilis Defaye and Kawabata, 1993 (그림 40, 41)

Mesocyclops dissimilis Defaye and Kawabata, 1993, p. 121, figs. 1-25; Ho yńska, 2000, p. 440, fig. 56;

Guo, 2000b, p. 128, fig. 9; Ishida, 2002, p. 61, fig. 34a-f; Ueda and Reid, 2003, p. 210, fig. 93; Lee,

Jeon and Chang, 2005, p. 99, figs. 3-5; Chang and Min, 2005, p. 93, figs. 46, 49A, B; Chang, 2009,

p. 506, fig. 281, 282.

암컷:  몸길이 0.8~1.0 mm.  앞종에 비해 훨씬 몸이 작고, 체색은 연하다.  전체적으로 날씬하며, 두흉절

중간에서 체폭이 가장 넓고, 이후 몸의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진다.  전체부는 긴 타원형으로, 각

흉절의 뒷옆모서리는 거의 돌출하지 않는다.  제5흉절의 등면 옆가장자리에 털들이 나 있으나, 등면에는

털이 없다.  후체부의 각 체절 뒷가장자리는, 잔가시열이 있는 항절을 제외하고는 밋밋하며, 약간씩 울퉁

불퉁하다.  항문판의뒷가장자리는초승달모양으로 조금 불룩한데, 뒷가장자리는 가시열없이 매끈하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훨씬 길고(약 1.3배), 등면의 앞옆모서리 근처는 주름지고 강모가 있어 제

6흉지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저정낭은 ‘T’자형이고, 양날개는 옆쪽으로 뻗다가 끝부분에서 뒤로 굽는다.

수정관의양날개는갈매기모양이고, 생식공의 뒤쪽에서는 왼쪽 또는오른쪽 방향으로 크게 휘어진다.

미차의 길이와 폭의 비율은 앞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서 3배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약 3.1~3.3배).

미차의 안가장자리는 털이나 잔가시 없이 매끈하다.  옆가장자리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결각 없이 달리다

가, 끝에서부터 1/3쯤 되는 곳에서 안쪽으로 조금 패이고, 여기에 옆꼬리강모가 위치한다.  옆꼬리강모와

바깥꼬리강모 기부 윗쪽에는 잔가시가 4~6개씩 있다.  바깥꼬리강모는 안꼬리강모 길이의 약 1/4이고,

등꼬리강모와는길이가비슷하다.

제1촉각은 17마디로 이루어지는데 그 끝은 제2흉절의 뒷가장자리를 조금 지난다.  4~14번째 마디의 표

면에는잔니들이잘발달한다.  특히 7번째와 13번째마디에서는 5~7개의잔가시열이가로로줄지어있다.

끝마디의 안가장자리에 난 투명막은 반달형의 결각이 있다.  제2촉각의 기절에는 외지를 나타내는 강모

1개와, 안끝모서리에 강모 3개가 있다.  기절 앞면에는 바깥가장자리를 따라 20여개의 잔가시가 빽빽하게

세로로 배열한다.  반면 뒷가장자리나 바깥끝모서리 부근은 잔가시열 없이 매끈하다.  기절 뒷면의 바깥

가장자리를 따라서 13~16개의 잔가시가 곡선을 그리며 잘 발달한다.  안끝 강모의 기부 근처에도 10여개

의잔가시가무리지어있다.  내지둘째마디에는 7개의 강모가있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3마디씩이고, 외지 셋째마디의 가시식은 2,3,3,3이다.  제2~4흉지의 가시

와강모의배열은다음과같다.

제1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1,3 내지 0-1; 0-2; 1,I+1,3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I,2

제1흉지의 기절 안끝모서리에는 강모가 없다.  제4흉지 연결판 좌우 융기부 뒷가장자리에 난 돌기는 작

은 삼각형으로, 끝은 뭉툭하다.  내지 셋째마디는 길이와 폭의 비는 2.7~3.5배로 변이폭이 크며, 끝에 난

2개의 가시는 대개 바깥의 것이 약간 더 길지만, 2개의 가시 길이가 거의 같거나 안쪽 가시가 긴 개체도

있다.  가시의모양은부풀거나바깥모서리에 2차잔가시가 없는 등의변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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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꼭지보통검물벼룩 Mesocyclops dissimilis, 암컷.  A. 전체; B. 항절과 미차, 등쪽; C. 제5흉지와 생

식이중절, 배쪽; D. 생식관; E. 제1촉각; F. 제2촉각 기절, 앞면; G. 제2촉각, 뒷면.  축척: 50 μm (Lee, Jeon

and Chang, 2005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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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꼭지보통검물벼룩 Mesocyclops dissimilis, 암컷.  A~D. 제1~4흉지.  축척: 50 μm (Lee, Jeon and

Chang, 2005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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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흉지는 2마디로 이루어진다.  외지는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안가장자리의 중간에 1개의 긴 가시, 끝

에 1개의강모가있는데, 이중에서강모쪽이가시보다 약 1.3배더길다.

수컷:  몸길이 720 μm 내외.  체형은 암컷에 비해 작고 홀쭉하다.  제5흉절의 등면 옆가장자리에는 털이

없다.  미차는 길이가 폭의 3배 전후이다.  제6흉지는 생식이중절 복면의 생식덮개판의 뒷옆모서리가 약

간 돌출하여, 맨 안쪽에 짧은 가시 1개, 가운데에 짧은 강모 1개, 그리고 뒷옆모서리에 1개의 긴 강모가

각각나있다.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극동러시아.

국내분포:  전역.

관찰표본:  충남: (태안 신두리 두웅습지: 22.viii.2012); 경북: (영천 새못: 2.x.2012; 경주 아화저수지:

20.vi.2012).

생태:  호수, 저수지, 연못, 소택지 등 각종 담수역에서 출현하며, 봄가을에 개체수가 많아진다.  물가장

자리보다는안쪽에많다.

고찰:  갈고리보통검물벼룩과 함께 초봄에서 늦가을까지 국내의 각종 담수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

하는 종 중의 하나이며, 특히 저수지, 호수, 댐, 하천 등의 수중에서 플랑크톤성의 서식형을 보인다.  따라

서 과거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각종 육수학적 조사에서 ‘Mesocyclops leuckarti’로 기록되었던 자료의 상

당 부분은 본 종의 오동정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종은 보통검물벼룩과는 저정낭의 수정관 모양 및 제4

흉지 연결판의 돌기 모양에서 쉽게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강, 호수, 저수지, 연못, 소택지 등 거의 모든 담

수역에서 서식하며, 부영양화가 진행되고 고수온화된 수역에서는 종종 갈고리보통검물벼룩과 함께 출현

하기도한다(Chang, 2009).

28.  민가시보통검물벼룩
Mesocyclops woutersi Van de Velde, 1987 (그림 42)

Mesocyclops woutersi Van de Velde, 1987, p. 156, figs. 31-44; Ho yńska, 2000, p. 414, figs. 35-37;

Guo, 2000b, p. 128; Ishida, 2002, p. 61, fig. 34g-m; Ueda and Reid, 2003, p. 207, figs. 91, 92; Lee,

Jeon and Chang, 2005, p. 103, fig. 6; Chang and Min, 2005, p. 95, fig. 47; Chang, 2009, p. 510, fig.

283.

암컷:  몸길이 0.9~1.1 mm로 이 속의 다른 종들에 비해 다소 작다.  체색은 연노랑색을 띤다.  전체부는

상대적으로 통통하며, 두흉절뒷가장자리에서 체폭이 가장 넓고, 이후 몸의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

진다.  전체부는 긴 타원형으로, 각 흉절의 뒷옆모서리는 거의 돌출하지 않는다.  제5흉절의 옆가장자리를

따라 털들이 나 있으나, 등면에는 털이 없다.  후체부의 각 체절 뒷가장자리는, 잔가시열이 있는 항절을

제외하고는 밋밋하며, 약간씩 울퉁불퉁하다.  항문판의 뒷가장자리는 뒤로 약간 내밀었으며, 가시열 없이

매끈하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약간 길고 (약 1.1~1.2배), 등면의 앞옆모서리 근처는 주름지고 강모가 있

어 제6흉지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저정낭은 ‘T’자형이고, 양날개는 옆쪽으로 뻗다가 끝부분에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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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민가시보통검물벼룩 Mesocyclops woutersi, 암컷.  A. 항절과 미차, 등쪽; B. 제5흉지와 생식이중

절; C. 제1촉각; D. 제2촉각 기절, 앞면; E. 제2촉각 기절, 뒷면; F. 제4흉지; G.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  축

척: A, C~G=50 μm, B=100 μm (Lee, Jeon and Chang, 200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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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는다.  수정관의 양 날개는 갈매기 모양이고, 생식공의 뒤쪽 부분은 강하게 만곡하여, 앞종에 비해 훨씬

옆으로좁다.

미차의 길이와 폭의 비율은 약 3.0~3.3배로 이 속의 다른 종에 비해 다소 뭉툭한 인상을 준다.  미차의

안가장자리는 털이나 잔가시 없이 매끈하다.  옆가장자리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결각이나 잔가시열 없이

매끈하게 달리다가, 끝에서부터 1/3쯤 되는 곳에서 안쪽으로 조금 패이고, 여기에 옆꼬리강모가 위치한

다.  미차의 옆꼬리강모와 바깥꼬리강모 기부에는 잔니들이 없다.  바깥꼬리강모는 안꼬리강모 길이의 약

1/3이고, 등꼬리강모보다는약간더길다.

제1촉각은 17마디로 이루어지는데 그 끝은 제3흉절의 뒷가장자리를 조금 지난다.  4~5, 7~13번째 마디

의표면에는잔니들이잘발달한다.  특히 7~10번째마디에서는 5~7개의잔가시열이가로로줄지어있다.

끝마디의 안가장자리에 난 투명막은 반달형의 결각이 있다.  제2촉각의 기절에는 외지를 나타내는 강모

1개와, 안끝모서리에 강모 3개가 있다.  기절 앞면에는 바깥가장자리를 따라 20여개의 잔가시가 빽빽하

게 세로로 배열한다.  반면 뒷가장자리나 바깥끝모서리 부근은 매끈하다.  기절 뒷면의 안끝 강모의 기부

근처에도 20여개의 미세한 잔니들이 무리지어 있고, 바깥가장자리를 따라서 15~18개의 잔가시가 곡선을

그리며배열하는데, 끝쪽으로갈수록억세다.  내지둘째마디에는 7개의 강모가 있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3마디씩이고, 외지 셋째마디의 가시식은 2,3,3,3이다.  제2~4흉지의 가시

와강모의배열은다음과같다.

제1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1,3 내지 0-1; 0-2; 1,I+1,3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I,2

제1흉지의 기절 안끝모서리에는 강모가 없다.  제4흉지 연결판 뒷가장자리에 난 돌기는 작은 삼각형이

지만, 끝은 날카롭지 않고 뭉툭하다.  기절 안가장자리 부근에는 2개의 센털줄이 비스듬하게 나 있다.  내

지 셋째마디의 길이와 폭의 비는 2.5~3.5배로 변이폭이 크며, 셋째마디의 안가시 바깥가장자리에는 2~6

개의 이빨이 성기게 나 있다.  끝에 난 2개의 가시는 대개 바깥의 것이 약간 더 길지만, 2개의 가시 길이

가거의같거나오히려안쪽가시가조금더 긴개체도 있다.

제5흉지는 2마디로 이루어진다.  외지는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안가장자리의 중간에 1개의 긴 가시, 끝

에 1개의강모가있는데, 이중에서강모쪽이가시보다 약 1.3배더길다.

수컷:  몸길이 690 μm 내외.  체형은 암컷에 비해 작고 홀쭉하다.  제5흉절의 등면 옆가장자리에는 털이

듬성듬성 나 있다.  미차는 길이가 폭의 2.5~3.0배로 암컷보다 뭉툭하다.  제6흉지는 생식이중절 복면의

생식덮개판의 뒷옆모서리가 약간 돌출하여, 맨 안쪽에 짧은 가시 1개, 가운데에 짧은 강모 1개, 그리고 뒷

옆모서리에 1개의긴강모가각각나있다.

분포:  한국, 일본, 남중국, 인도차이나, 파푸아 뉴기니아, 오스트레일리아.

국내분포: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관찰표본:  경북: (경주안강독락당옆옥산천: 23.vi.2011); 제주: (한라산 숨은물벵뒤 습지: 11.ix.2010).

생태:  저수지, 하천, 수로변의 수초와 부식질이 많은 물가장자리에 서식한다.  지리적 분포를 고려했을

때, 이 종은 명백히 남방성의 난수성 종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는 여름철의 수온이 높고, 부영양화

가심한정수역에서출현하였다(Chang, 2009).

검물벼룩목: 검물벼룩과: 보통검물벼룩속 91



고찰:  민가시보통검물벼룩은 꼭지보통검물벼룩과 함께 Mesocyclops woutersi상종(superspecies)을 구

성한다(Ho yńska, 1997).  국내에 서식하는 M. leuckarti복합군의 다른 자매종들과는 제4흉지 연결판 뒷

가장자리에 작은 삼각형 모양의 돌기가 나 있고, 미차의 옆꼬리강모와 바깥꼬리강모 기부에는 잔니들이

없다는 점에서 쉽게 구별된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의 안가시 바깥가장자리에 이빨이 성기게 나 있다

는점도이종의중요한특징이기는 하나, 잔니의 수는 2~6개로변이가 있다(Chang and Min, 2005).

29.  털줄보통검물벼룩
Mesocyclops mariae Guo, 2000 (그림 43)

Mesocyclops mariae Guo, 2000b, p. 116, figs. 1-4; Ueda and Reid, 2003, p. 98, figs. 38, 39; Lee, Jeon

and Chang, 2005, p. 107, fig. 7; Chang and Min, 2005, p. 97, figs. 48, 49C-F; Chang, 2009, p. 512,

fig. 284.

암컷:  몸길이 약 1.1 mm로서 비교적 대형이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길며, 전반부의 양옆은

부풀어 있다.  제5흉절의 옆가장자리를 따라서 털이 있다.  생식이중절의 복면 (腹面)에는 수 많은 잔니들

이 빽빽히 나 있다.  생식이중절의 전반부 양 날개 부분은 끝으로 갈수록 약간 뒤쪽을 향하며, 후반부는

길이가 짧고 볼록하다.  저정낭의 전반부 앞가장자리나 생식횡관의 한가운데는 약간만 오목할 뿐, ‘V’자

형으로 깊이 패인 모습이 아니다.  말발굽 모양의 생식공 아래로, 생식관은 몸 안으로 접혀 있고, 옆으로

굽어있지않다.

미차의 길이와 폭의 비율은 3.5~4.0배이다.  미차의 안가장자리 전반부에는 털줄이 3~4열 있고, 미차 등

면에는 잔가시들이 전체적으로 5~6개의 가로열을 이루면서 무리지어 있다.  미차의 바깥가장자리 기부

약 1/3인 곳에는 약한 결각이 있고, 옆꼬리강모는 끝에서 1/3인 곳에 위치한다.  옆꼬리강모와 바깥꼬리

강모 기부 위에는 잔니들이 없다.  안꼬리강모 길이는 바깥꼬리강모 길이의 약 3배이고, 등꼬리강모와 바

깥꼬리강모는길이가비슷하다.

제1촉각은 17마디로 이루어지는데, 그 끝은 제2흉절의 뒷가장자리를 조금 지난다.  4~6, 8~10, 12, 13번

째 마디의 뒷가장자리를 따라 잔니들이 횡으로 배열한다 (12번째 마디에서만 3개의 잔가시열이 가로로

줄지어 있고, 나머지 마디에서는 1줄뿐이다).  끝마디의 안가장자리에 난 투명막은 반달형의 결각이 있다.

제2촉각의 기절에는 외지를 나타내는 강모 1개와, 안끝모서리에 강모 3개가 있다.  기절 앞면에는 바깥가

장자리를 따라 20여개의 잔가시가 빽빽하게 세로로 배열한다.  반면 뒷가장자리나 바깥끝모서리 부근은

매끈하다.  기절 뒷면의 바깥가장자리를 따라서 8~10개의 잔가시가 곡선을 그리며 배열한다.  안끝 강모

의기부근처는잔가시가없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3마디씩이고, 외지 셋째마디의 가시식은 2,3,3,3이다.  제2~4흉지의 가시

와강모의배열은다음과같다.

제1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1,3 내지 0-1; 0-2; 1,I+1,3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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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털줄보통검물벼룩 Mesocyclops mariae, 암컷.  A. 항절과 미차, 등쪽 (좌)과 배쪽 (우); B. 생식이중

절, 배쪽; C. 생식관; D. 제1촉각; E. 제2촉각 기절, 앞면; F. 제2촉각 기절, 뒷면; G. 제1흉지, 기부; H. 제4흉

지; I. 제5흉절 옆모서리와 제5흉지.  축척: A~B, E~I=50 μm, C=10 μm, D=100 μm (Lee, Jeon and Chang,

2005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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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흉지의 기절 안끝모서리에는 강모가 없다.  제4흉지 연결판 뒷가장자리에 난 돌기는 예리한 송곳니

모양이다.  저절의뒷가장자리를 따라 잔가시가 3~4개, 그리고 간격을 두고 바깥쪽으로 2개가 있다.  기절

안쪽의 융기부 안가장자리 끝부분에는 센털들이 있다.  제4흉지의 내지 셋째마디 길이는 2.5~3.0배이고,

안가시와 바깥가시의 길이는 비슷하지만, 개체에 따라 변이폭이 크다.  안가시의 바깥모서리에는 많은 가

시들이치열(齒列)을이룬다.

수컷:  몸길이 700 μm 내외.  미차의 길이는 2.5~3.0배로 암컷에 비해 뭉툭하다.  제6흉지는 짧은 안가시

1개, 안가시와길이가비슷한가운데강모, 그리고 이것들보다 3배 이상긴 바깥강모로 이루어진다.

분포:  한국, 남중국(광서성).

국내분포:  경기.

관찰표본:  경기: (강화석모도논, 습지: 29.v.2005).

생태:  바닷가근처의습지및관개용수로에서 채집하였다.

고찰:  이 종은 Guo (2000b)에 의해 중국 남부의 해안가 웅덩이에서 채집되어 신종으로 기재된 이후

추가적인 관찰 보고가 없었던 종이다.  한국에서는 강화도 서쪽의 해안 습지에서 발견되었다 (Chang,

2009).

온난검물벼룩속

Genus Thermocyclops Kiefer, 1927

몸길이는 0.6~1.0 mm로 비교적 소형이다.  미차는 길이가 폭의 2~3배이다.  제1촉각은 17마디이다.  제

1~4흉지는 내·외지 모두 3마디로 이루어진다.  제4흉지의 내지 셋째마디 끝에는 2개의 가시가 잘 발달

한다.  제5흉지는 2마디로되어있고, 끝에는 1개의 긴가시와 1개의강모가 있다.

모식종:  Thermocyclops oithonoides (Sars, 1863).

종 수:  65종(한국 4종).

온난검물벼룩속의종 검색표

1.  미차의안가장자리는 매끈하다····································································································2

- 미차의 안가장자리에는 털줄이 있다···················································바닷가온난검물벼룩 T. uenoi

2.  제4흉지의내지셋째마디에난 2개의가시는 안가시가 바깥가시보다 2.5배이상길다····················3

- 제4흉지의내지셋째마디에난 2개의가시는 바깥가시가 안가시 길이의 1.2배이다···························

······································································································한철온난검물벼룩 T. dybowskii

3.  미차의 길이와 폭의 비는 2.2~2.5이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의 안가시는 바깥가시 길이의 약 2.7배

이다.  저정낭의모양은 ‘T’자에가깝다················································유리온난검물벼룩 T. crassus

- 미차의 길이와 폭의 비는 2.7~3.0이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의 안가시는 바깥가시 길이의 4~5배이

다.  저정낭의옆날개는뒤쪽으로굽어있다·········································온난검물벼룩 T. taihoku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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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리온난검물벼룩
Thermocyclops crassus (Fischer, 1853) (그림 44)

Cyclops crassus Fischer, 1853, p. 92.

Cyclops hyalinus Rehberg, 1880, p. 542, pl. 6, figs. 1, 2; Lilljeborg, 1901, p. 40.

Mesocyclops (Thermocyclops) hyalinus: Kiefer, 1929, p. 83, fig. 36.

Cyclops (Mesocyclops) hyalinus: Gurney, 1933, p. 295, figs. 1880-1896.

Mesocyclops (Thermocyclops) crassus: Rylov, 1948, p. 305, figs. 77, 1-4.

Thermocyclops hyalinus: Tai and Chen, 1979, p. 416, fig. 253; Mizuno and Miura, 1984, p. 614, fig. 347,

1-6; Yoo and Lim, 1989, p. 135, pl. 9, figs. 1-4.

Thermocyclops crassus: Dussart, 1969, p. 210, fig. 108; Kim and Chang, 1989, p. 250, fig. 14; Ishida, 2002,

p. 62, fig. 36a-h; Ueda and Reid, 2003, p. 265, fig. 125; Chang and Min, 2005, p. 97, fig. 50A-D;

Chang, 2009, p. 515, fig. 286.

암컷:  몸길이 680~780 μm.  전체부는 알 모양이고, 미차가 짧으므로, 다음 종(Thermocyclops taihokuensis)

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소 뭉툭한 인상을 준다.  생체시는 보통 연노랑색 또는 연갈색을 띤다.  항절을 제

외한 후체부 체절들의 뒷가장자리는 투명막이 나 있고, 테두리를 따라 톱니열이 있다.  저정낭은 ‘T’자 에

가깝고, 양날개의끝부분은뒤로심하게 굽지않았다.

미차의 길이와 폭의 비는 2.2~2.5으로 상대적으로 뭉툭하다.  서로 거의 평행하거나 밖으로 조금 벌어

져 있다.  안팎의 가장자리는 거의 곧으며, 털줄이나 결각이 없이 매끈하다.  옆꼬리강모는 바깥가장자리

의 끝에서 약 1/3인 곳에 위치한다.  안꼬리강모는 바깥꼬리강모 길이의 약 3배이다.  등꼬리강모는 미차

의안끝모서리쪽에치우쳐위치하는데, 바깥꼬리강모보다 약간 짧다.

제1촉각은 17마디이다.  그 끝은 제2흉절 (두흉절의 다음 체절)의 뒷가장자리에 다다른다.  제2촉각의

기절바깥모서리에는 외지를나타내는강모가 1개 있고, 안끝모서리에는 강모 2개가 있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3마디씩이고, 외지 셋째마디의 가시식은 2,3,3,3이다.  제2~4흉지의 가시

/강모식은다음과같다.

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1; II,1,3 내지 0-1; 0-2; 1,I+1,3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I,2

제1흉지의 기절 안끝모서리에 난 강모는 내지 둘째마디의 뒷가장자리를 훨씬 지난다.  제1~4흉지의 연

결판 뒷가장자리는 양 옆 융기부가 볼록하게 돌출하고, 그 뒷가장자리를 따라 3~6개의 잔니들이 나 있다.

제4흉지 연결판 뒷가장자리의 융기부는 특히 강하며, 바깥 모서리는 경사가 급한 반면, 안쪽 모서리는 비

스듬한 편인데, 4~5개의 비교적 굵은 잔가시들이 있다.  연결판 뒷면의 복판에는 비교적 긴 털이 2줄로

배열한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의 안가시는 휘었으며, 내지 끝마디보다 약간 짧고, 바깥가시보다는 약

2.7배정도길다.

제5흉지는 2마디로 이루어진다.  외지는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끝에 난 1개의 가시와 1개의 강모는 그

길이가서로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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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유리온난검물벼룩 Thermocyclops crassus, 암컷.  A. 전체; B. 제5흉지와 생식이중절, 배쪽; C. 미

차, 배쪽; D. 제1촉각; E. 제1흉지; F. 제3흉지 연결판; G. 제4흉지.  축척: A=100 μm, B~G=50 μm (Chang,

2009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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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몸길이 560 μm 내외.  체형은 암컷에 비해 작고 홀쭉하다.  미차는 길이가 폭의 2.0~2.3배로 암컷

보다약간뭉툭하다.  제6흉지의맨안쪽에있는짧은가시는 맨옆(바깥)쪽 강모길이의 절반 정도이다.

분포:  범세계적.

국내분포:  전역.

관찰표본:  충남: (대전 충남대 연못: 17.viii.2012); 경북: (경산 옛진못: 20.vi.2012; 경산 상림리 논: 6.vi.

2012; 영천새못: 2.x.2012); 경남: (창녕우포늪: 22.vi.2012).

생태:  한국의 담수역에서 광범위하게 (댐, 호수, 강, 저수지, 연못, 소택지, 웅덩이, 우물, 샘 등), 그리고

빈번하게 출현한다.  연중 출현하는 종이지만, 보통 봄과 가을에 개체수가 증가하고, 빈번하게 출현한다

(Chang, 2009).

고찰:  과거 국내의각종 육수학적조사에서자주 보고되었던 Thermocyclops hyalinus는본종(T. crassus)

과동종이명이다.

31.  온난검물벼룩
Thermocyclops taihokuensis (Harada, 1931) (그림 45)

Mesocyclops (Thermocyclops) taihokuensis Harada, 1931, p. 163, figs. 26, 27; Kikuchi, 1940, p. 295, fig. 12.

Mesocyclops (Thermocyclops) asiaticus: Rylov, 1948, p. 303, fig. 76.

Thermocyclops taihokuensis: Kiefer, 1938, p. 67; Shen and Sung, 1962, p. 45; Shen and Sung, 1965a, p.

175, figs. 27, 28; Tai and Chen, 1979, p. 411, fig. 347, 7-12; Ueda and Reid, 2003, p. 282, fig. 135;

Chang and Min, 2005, p. 101, fig. 50E-H; Chang, 2009, p. 518, fig. 288.

암컷:  몸길이 720~840 μm.  몸은 앞종에 비해 홀쭉하다.  전체부는 알 모양이고, 두흉절은 앞으로 약간

돌출하였다.  이마돌기는 등쪽에서 볼 때 뚜렷하지 않다.  각 흉절의 뒷옆모서리는 돌출하지 않는다.  생식

이중절은 길이가 폭에 비해 약 1.4배 정도 길다.  저정낭의 양날개 끝은 뒤쪽으로 심하게 굽어져 있다.  항

절을제외한후체부체절들의뒷가장자리는투명막이레이스장식을이루며, 테두리를따라톱니열이있다.

미차의 길이는 폭의 약 2.7~3.0배로서 앞종보다 훨씬 길고, 항상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다.  미차 옆가장

자리의 뒷부분은 바깥쪽을 향해 굽어 있다.  안가장자리에는 털줄이 없이 매끈하다.  옆꼬리강모는 바깥

가장자리의 끝에서 약 1/4인 곳에 위치한다.  안꼬리강모는 바깥꼬리강모 길이의 약 2.7배이다.  등꼬리

강모는미차의안끝모서리쪽에치우쳐위치하는데, 안꼬리강모보다 약간 짧다.

제1촉각은 17마디이다.  그 끝은 제2흉절 (두흉절의 다음 체절)의 뒷가장자리를 조금 지난다.  1, 4, 7,

16, 17번째 마디가 길고, 8~14마디는 짧다.  12번째와 끝마디에는 짧은 촉모가 1개씩 나 있다.  제2촉각의

기절바깥모서리에는 외지를나타내는강모가 1개 있고, 안끝모서리에는 강모 2개가 있다.

제1~4흉지의 내·외지는 모두 3마디씩이고, 외지 셋째마디의 가시식은 2,3,3,3이다.  제2~4흉지의 가시

/강모식은다음과같다.

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1; II,1,3 내지 0-1; 0-2; 1,I+1,3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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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온난검물벼룩 Thermocyclops taihokuensis, 암컷.  A. 전체; B. 제5흉지와 생식이중절, 배쪽; C. 제

2촉각 기절, 앞면 (좌)과 뒷면 (우); D. 제1흉지; E. 제3흉지 연결판; F. 제4흉지.  축척: A=100 μm, B~F=50

μm (Chang, 2009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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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I,2

제1흉지의 기절 안끝모서리에 난 강모는 내지 둘째마디의 뒷가장자리를 훨씬 지난다.  제1~4흉지의 연

결판 뒷가장자리는 양 옆부분이 볼록하게 돌출하고, 가장자리를 따라 3~6개의 잔니들이 나 있다.  제4흉

지 연결판 뒷가장자리의 돌출부는 특히 강하며, 4~5개의 잔가시들이 있다.  내지 셋째마디의 안가시는

매우곧은데, 제4흉지내지셋째마디보다 약 1.2배더길고, 안가시보다는 약 3.7~4.0배가량길다.

제5흉지는 2마디로 이루어진다.  외지는 직사각형으로, 안가장자리 끝에 난 가시는 마디 끝에 난 강모

보다약간더길다.

수컷:  몸길이 600 μm 내외.  체형은 암컷에 비해 작고 홀쭉하며, 미차는 암컷보다 약간 뭉툭하다.  제6

흉지의맨안쪽에있는짧은가시는맨옆(바깥)쪽 강모길이의 절반보다 짧다.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극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내분포:  전역.

관찰표본:  충남: (태안신두리두웅습지: 22.viii.2012); 경북: (경산 대구대학교 애지호 연못: 17.vi.2012).

생태:  고온수역의부영양화된저수지나연못에서 그출현 빈도가높다.

고찰:  온난검물벼룩은 유리온난검물벼룩과 함께 초봄에서 늦가을까지 우리나라의 강, 호수, 저수지, 연

못, 우물 등 거의 모든 담수역에서 우점적으로 서식하는 종이다.  흔히 함께 출현하지만, 수온이 높고 부영

양성인 수역에서는 온난검물벼룩이, 반대인 경우에는 유리온난검물벼룩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다.  또한 소형수역이나 물가장자리쪽에서는 전자가, 대형수역의 open water에서는 후자의 비율이 더 높

다.  서식밀도를 구하기 위해 실체현미경 하에서 종별 개체수를 계수할 때는, 몸이 홀쭉하며, 미차가 상대

적으로길고(약 3배) 끝부분이바깥으로심하게 휘어진 것이온난검물벼룩이다(Chang, 2009).

32.  한철온난검물벼룩
Thermocyclops dybowskii (Landé, 1890) (그림 46)

Cyclops dybowskii Landé, 1890, p. 363, pl. 7, figs. 60-68.

Mesocyclops (Thermocyclops) dybowskii: Kiefer, 1929, p. 84; Gurney, 1933, p. 302, figs. 1901-1951; Rylov,

1948, p. 310, fig. 79.

Thermocyclops dybowskii: Shen and Sung, 1965b, p. 390; Dussart, 1969, p. 213, fig. 109; Tai and Chen,

1979, p. 417, fig. 254; Ishida, 2002, p. 63, fig. 37g-m; Ueda and Reid, 2003, p. 257, fig. 120; Chang

and Min, 2005, p. 103, fig. 51A-E; Chang, 2009, p. 521, fig. 290.

암컷:  몸길이 740~930 μm.  온난검물벼룩속 Thermocyclops의 종으로서는 다소 큰 편이다.  생체시는

보통 연노랑색 또는 연갈색을 띤다.  전체부는 알 모양이고, 두흉절의 뒷가장자리에서 가장 폭이 넓다.

두흉절은 다음 흉절들의 길이를 합한 것보다 훨씬 길다.  흉절의 뒷옆모서리는 돌출하지 않는다.  항절을

제외한 후체부 체절들의 뒷가장자리는 투명막이 레이스 장식을 이루고 있고, 테두리를 따라 톱니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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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한철온난검물벼룩 Thermocyclops dybowskii, 암컷.  A. 전체; B. 항절과 미차, 배쪽; C. 제5흉지와

생식이중절, 배쪽; D. 제1흉지; E. 제4흉지.  축척: 50 μm (A, B는 Chang and Min, 200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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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식이중절은 길이가 폭보다 길고, 전반부는 옆으로 부풀어 있으며, 뒤로 가면서 폭이 좁아진다.  저

정낭은 ‘T’자 모양으로 양 날개의 끝부분은 비스듬히 뒤쪽을 향한다.  항절의 뒷가장자리에는 등배쪽 모

두약한가시열이있다.  항문판의뒷가장자리는 비교적 곧으며 울퉁불퉁하다.

미차의 길이는 폭의 2.7~3.3배 정도이다.  안가장자리에는 털줄이 없다.  옆꼬리강모는 미차의 옆가장자

리 끝에서 약 1/3인 곳에 위치한다.  안꼬리강모는 길어서, 미차보다 조금 더 길고, 바깥꼬리강모보다 약

1.5배더길다.  등꼬리강모는바깥꼬리강모보다 약간짧다.

제1촉각은 모두 17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끝은 두흉절의 뒷가장자리를 살짝 지난다.  제2촉각의

기절바깥모서리에는 외지를나타내는강모가 1개 있고, 안끝모서리에는 강모 2개가 있다.

제1~4흉지는 내·외지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지고, 가시식은 2,3,3,3이다.  제2~4흉지의 가시/강모

식은다음과같다.

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1; II,1,3 내지 0-1; 0-2; 1,I+1,3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I,2

제1흉지 기절 안끝모서리는 뒤로 돌출하며, 그 끝에 난 강모는 내지 둘째마디를 약간 지난다.  제1~4흉

지의 저절간 연결판 뒷가장자리 양옆은 모두 약간 돌출하고, 뒷가장자리를 따라 잔가시가 배열한다.  제4

흉지의 연결판 뒷가장자리에는 좌우 각각 5~7개의 잔가시가 있으며, 그 앞쪽(기부쪽)으로도 미세한 잔니

모양의 가시들이 뒷가장자리를 따라 배열한다.  연결판 뒷면 복판에는 좌우로 각각 12~15개의 잔가시가

횡으로 배열한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는 매우 길어 폭의 2.9~3.4배이고, 그 끝에 난 바깥가시보다 훨

씬길다(약 1.4~1.5배).  바깥가시는안가시보다 1.1~1.2배정도 길어서거의 비슷하게 보인다.

제5흉지의기절은작고납작하다.  외지는 길고, 말단에 길이가 비슷한 2개의깃털 강모가있다.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알제리, 이란, 이집트, 유럽.

국내분포:  강원,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관찰표본:  경북: (경주양남면감은사지우물: 26.v.2007).

생태:  물웅덩이, 연못, 논, 호소 가장자리의 수초가 많은 수역에서 서식한다.  난수협온성 (暖水狹溫性,

15~25°C)이고, 국내에서는 주로 여름철에 출현하였다.  산성에서 약알칼리성까지의 넓은 범위에 적응할

수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Chang, 2009).

고찰:  우리나라에서는 수온이 높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소형 정지수역에서 발견된다.  제4흉지의 내지

끝마디에난두가시의길이비가거의비슷하게(1.1~1.2배) 보인다(Chang, 2009).

33.  바닷가온난검물벼룩
Thermocyclops uenoi Ito, 1952 (그림 47)

Thermocyclops uenoi Ito, 1952, p. 119, figs. 22-25; Ito, 1954, p. 405, figs. 169-174; Ishida, 2002, p. 63,

fig. 38; Ueda and Reid, 2003, p. 222, fig. 96; Chang and Min, 2005, p. 103, fig. 51F-I; Chang, 2009,

p. 523, fig.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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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바닷가온난검물벼룩 Thermocyclops uenoi, 암컷.  A. 전체; B. 제5흉지와 생식이중절, 배쪽; C. 항

절과 미차, 배쪽; D. 제2촉각 기절, 뒷면 (좌)과 앞면 (우); E. 제1흉지; F. 제3흉지 연결판; G. 제4흉지.  축척:

A=100 μm, B~G=50 μm (Chang, 200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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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F

G
A

B, C,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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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몸길이는 0.9~1.1 mm로, 온난검물벼룩류로서는 다소 큰 편이다.  두흉절의 앞부분은 둥글고, 그

뒤 흉절들을 합한 길이보다 훨씬 길다.  제4~5흉절의 뒷옆모서리는 약간 돌출한다.  생식이중절은 길이보

다폭이넓고, 전반부는양옆으로약간부풀어있으나후반부에서는폭이좁아진다.  복면에는작은잔가시

열들이 횡으로 배열한다.  저정낭은 전체적으로 ‘T’에 가까우며, 양 날개의 끝부분은 약간 비스듬히 뒤쪽

을 향한다.  항절을 제외한 각 체절의 뒷가장자리는 투명막이 톱니 모양의 레이스 장식을 이룬다.  항절의

뒷가장자리에는등배쪽모두약한가시열이 있다.  항문판의 뒷가장자리는 약간볼록하며, 울퉁불퉁하다.

미차의 길이는 폭의 약 3.7~4.0배에 달하고, 안가장자리에는 털줄 4~5 뭉치가 불연속적으로 배열한다.

옆꼬리강모는 미차의 옆가장자리 끝에서 약 1/3인 곳에 위치한다.  안꼬리강모는 미차 길이보다 조금 짧

고, 바깥꼬리강모보다 약 1.3~1.5배더길다.

제1촉각은 모두 17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끝은 두흉절의 뒷가장자리를 지나서 제2흉절의 중간에

이른다.  제2촉각의 기절 바깥모서리에는 외지를 나타내는 강모가 1개 있고, 안끝모서리에는 강모 2개가

있다.  기절 앞면은 안가장자리의 중간 못미쳐서 10여개의 가시열이 있고, 뒷가장자리 부근에는 가시 없

이거의매끈하다.  기절뒷면의안가장자리와 안끝모서리 주변에는 잔가시들이 빽빽하게 덮고 있다.

제1~4흉지는 내·외지 모두 3마디씩으로 이루어지고, 가시식은 2,3,3,3이다.  제2~4흉지의 가시/강모

식은다음과같다.

제1흉지 기절 1-1 외지 I-1; I-1; II,1,3 내지 0-1; 0-2; 1,I+1,3

제2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3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1,3

제4흉지 기절 1-0 외지 I-1; I-1; III,1,3 내지 0-1; 0-2, 1,II,2

제1흉지 기절 안끝모서리는 뒤로 돌출하며, 그 끝에 난 강모는 내지 둘째마디를 약간 지난다.  제1~4흉

지의 저절간 연결판 뒷가장자리 양옆은 모두 약간 돌출하고, 뒷가장자리를 따라 잔가시가 배열한다.  제4

흉지의 연결판 양옆 돌출부의 끝모서리에는 매우 억센 가시 4개가 배열한다.  제4흉지 내지 셋째마디의

길이는 폭에 비해 2.5배 더 길다.  안가시는 바깥가시에 비해 약 1.4~1.5배 가량 더 길며, 마디보다는 조

금짧다.  내지셋째마디안가장자리에난강모 2개는 모두 안가시의끝을 지난다.

제5흉지의기절은작고납작하다.  외지는길고, 말단에난안가시는바깥쪽의강모보다 1.2~1.3배길다.

수컷:  몸길이 850 μm 전후로 암컷보다 조금 작고, 약간 홀쭉하다.  미차와 꼬리강모, 제4흉지의 모양 및

길이비는 암컷과 거의 같다.  제6흉지에는 맨안쪽에 긴 가시 1개, 가운데와 바깥쪽으로 강모 2개가 있다.

안가시와바깥강모는길이가서로비슷하고, 가운데 강모보다 거의 2배가량길다.

분포:  한국, 일본.

국내분포:  전남.

관찰표본:  여수덕충동우물(Chang and Min, 2005).

생태:  바닷가에서멀지않은우물에서발견되는 지하수성종이다.

고찰:  과거 일본의 서해안 주변 지하수에서 기재된 종으로, 최근에는 도쿄 근교 공원의 물웅덩이에서

도 발견된 바 있다 (Ishida, 2002).  2004년 여름, 필자에 의해 대마도의 해안가 샘에서 채집된 적이 있다

(Cha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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