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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tria(Myocastor coypus) that is originated from South America is a representative Invasive

alien species in Korea. invasive alien species is one of the biggest causes for the loss of biodiversity
and it may threaten the conservation and function of ecology as well as the welfare of mankind.
Intense habitation has been made around the Nakdong River basin area that this study has

analyzed the habitat density of nutria for the subject of 3 survey sites in the Nakdong River basin
area. As a result of survey on habitation density in 2011 and 2012, under St.1 it was shown
2.01±0.21/ha in 2011 and 0.69±0.55/ha in 2012. Under St.2, it was shown 0.91±0.37/ha in 2011 and
0.55±0.39/ha in 2012. Under St.3, it was shown 5.31±0.72/ha in 2011 and 3.99±2.31/ha in 2012.
The wet survey areas of St.1 and St.3 had shown relatively high habitation density compared to
St. 2, the river survey area, and the average annual habitation density of the survey area was
2.74±2.29/ha in 2011 and 1.74±1.18/ha in 2012 that it has shown slightly reducing tren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morphology by capturing the habitation individuals, the average

body length of adults is 92.23±9.41cm, the length from the head to body for 53.90±5.15cm, tail
length for 38.33±4.83cm, hind foot length for 13.82±1.00cm, front foot length for 6.02±0.56cm, and
weight for 5.48±1.08㎏.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types between genders, male showed a slightly
higher figure in all parts compared to female and it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 in total body
length, head-body length, front foot length and total weight. As a result of analysis for each head-
body length, other measured parts, weight and relativity for each measured part, all bodily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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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 활발해진 교역과 왕

래는 외래종의 도입과 확산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새로운 서식지에 정착한 외래종은 유

입지의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이들 침입외래종은

지구상 거의 모든 유형의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

며, 생물다양성 손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생

태계의 보존과 기능 나아가 인류 복지의 위협을 줄

수 있다.

뉴트리아(Myocastor coypus Molina, 1782)는

설치목(Rodentia) 뉴트리아과(Myocastoridae)에

속하는 포유동물로서 국내에 정착한 대표적인 침입

외래동물이다(Woods and Howland, 1979; Murphy

et al., 2001). 브라질 남부,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

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원산으로(Cabrera

and Yepes, 1940; Cabrera, 1961), 19세기 후반

부터 20세기 초반 식량자원과 모피 획득 등 경제적

인 목적으로 유럽, 북미, 북중아시아, 동아시아, 중

동, 동아프리카 등에 도입되었으나, 이후 경제적인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도입 지역의 자연에 유입

되었다(Aliev, 1966; Evance, 1970; Miura, 1976;

Balley and Heidt, 1978; Willner et al., 1979;

Hall, 1981; Bar-Han and Marder, 1983; Haramis

and Colona, 1999; Mitchell-Jones et al., 1999;

Bounds, 2000).

일부 뉴트리아는 유입된 지역의 기후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멸종되거나, 인위적인 조절에

의해 제거되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도입된 뉴

트리아는 혹독한 추위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되었

으며, 영국에서는 대대적인 제거 작업으로 영토 내

서식이 완전히 근절되었다(Gosling and Baker,

1989). 이러한 특이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 도입 지

역에서는 심각한 침입외래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IUCN의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의 범주에 속

해 있다(Borgnia et al., 2000; IUCN, 2009).

국내에서는 1987년 불가리아를 통해 종자용으로

60두가 수입되어 증식에 성공한 이후, 사육농가와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축산법상 가

축으로 등재되었다(이도훈, 2012). 관련 산업의 생

산 규모는 성장하였지만, 수요와 유통망의 부족은

사육농가들의 연쇄적인 사육포기로 이어졌다. 사육

포기로 방치된 뉴트리아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연에 유입되었고 국내 환경에 적응하며 정착하게

되었다. 자연에 정착한 뉴트리아는 수로 인근에 기

대어 서식한다. 야생 뉴트리아의 습성과 행동양식

은 북아메리카와 유럽, 동아시아 등 도입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Abbas, 1991; D’adamo et al.,
2000).

뉴트리아가 도입된 생태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원인은 굴을 파고 생활하는 생태 특성과

먹이습성에서 비롯된다. 제방이나 둑에 굴을 만드

는 뉴트리아의 생태 특성은 서식 지역의 배수시설과

식물상의 피해를 주며, 먹이 습성은 서식 지역 내 타

경쟁종의 생존과 식물다양성, 경제작물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다(Schitoskey et al., 1972; Gosling,

1974; Kuhn and peloquin, 1974; Abbas, 1988,

1991; Wood et al., 1992; Leblanc, 1994; Borgnia

et al., 2000).

도입된 외래종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침입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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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hown to have the higher volume of correlations. The condition index of individuals in the
survey area was shown in the average of 35.67±4.78 with female for an average of 36.60±5.19 and
male for an average of 34.73±4.34. The winter temperature in the southern area of Korea is
considered for not greatly impacting on the habitation and development of nutria that, if there is
no artificial control, it is considered to have certain concern of showing drastic breeding and
territory expansion for the habitation group.

Keywords : Myocastor coypus, Nakdong River, habitat density, morphology, condition index



되려면, 새로운 서식지에서의 적응력과 생존력을

지니고 번성해야 한다. 먹이자원과 서식지의 측면

에서 고유 생물에 비해 우위를 점해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확산하여 개체를 증가시키고 도입 범위

안에서 생태계를 교란시켜야 한다. 뉴트리아는 설

치류 특유의 높은 번식력을 지닌 비계절성 번식동

물로, 서식환경에 따라 연 2-3회 출산하며, 1회 평

균 3-6개체, 연간 1-12개체의 생산 범위를 지니고

있어(Gosling et al., 1980b; Kim, 1980; Gosling

and Baker, 1981), 밀도를 급속히 증식시킬 수 있

는 잠재력이 있다.

뉴트리아는 서식환경에 따라 외부 형태의 차이를

나타낸다. 뉴트리아의 체중, 뒷발의 길이,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 수정체의 크기, 치아의 배열 등의

형태 측정치를 이용하여 개체의 연령을 추정하고

형태를 규정하지만(Alive, 1965; Gosling et al.,

1980b; Willner et al., 1983), 기존 연구에서 제시

된 형태 기준들은 서식지의 환경 조건이나 성적이

형, 대상 동물의 수 등의 영향으로 연구 대상 지역

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Gosling et al., 1980b).

국내에서 서식하는 뉴트리아의 형태 특성을 규정

하고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뉴트리아의 서식

생태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 도입된

뉴트리아는 낙동강 수역을 중심으로 정착하였고,

서식 범위를 부산·경남지역에서 대구·경북지역

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도

훈 등, 2012).

환경부에서는 2009년 뉴트리아를 생태계교란야

생생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집

중 서식지역인 부산과 경남지역의 지자체에서는 포

획을 실시하여 개체수 조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초적인 서식 생태와 개체 특성에 관한 연

구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트리아의 서식지를 대상으

로 서식밀도를 추정하고 서식 개체를 포획하여 국

내 자연에서 서식하고 있는 뉴트리아의 형태적인

특성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제시된 자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향후

전개될 관련 연구 및 관리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

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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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udy area in Korea



연구 대상 지역은 낙동강 하류 유역의 유속이 느

린 하천, 습지지역으로 연중 물이 범람하여 관수되

는 지역이다(Fig. 1). 경작지와 인공지역, 개방수역,

식생지역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인위적인

식생 교란빈도가 높은 지역에 속한다. St.1(대곡습

지)은 경남 창녕군에 소재한 소택형 습지로 조사구

간은 북쪽 묵정논에서 남쪽 1008번 지방도까지의

구간이며, 조사구역의 면적은 203,687m2이다.

St.2(반성천 일부구간)는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하

천형 습지 지역으로 조사구간은 북쪽 반성천교에서

남쪽 농수로 배수장까지이며, 조사구역의 면적은

102,622m2이다. St.3(미전천 연결습지)은 경남 밀

양시 삼랑진읍에 위치한 하천형 습지지역으로 북쪽

삼랑진 TG에서 남쪽 생태공원 조성 공사 현장까지

의 구간이며, 조사구역의 면적은 42,653m2이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1) 뉴트리아 서식밀도

뉴트리아 서식밀도 조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

지 매년 2월, 4월, 11월에 걸쳐 연 3회 총 72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뉴트리아는 낮과 밤 모두 활력을

가지고 있어 낮 시간에도 낮은 빈도로 먹이활동이

관찰되지만, 활동적인 먹이활동은 주로 야간에 이

루어지므로 일출과 일몰 시간대의 관찰이 효과적이

다(Lowery, 1974; Gosling, 1979). 본 조사에서는

Gosling(1979)의 관찰 방법을 적용하여 조사구역

내 서식하는 뉴트리아를 일몰 후 2시간과 일출 전 2

시간 동안 쌍안경(10×50, Nikon)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다. 조사는 선조사법(line road census method)

과 정점조사법(point count method)을 이용하였

고 조사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조사 인원을 구성하

였으며, 조사자는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조사

숙련도에 따라 50-100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조

사 중 주변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개체의 이동 방향

과 시간을 기록하여 중복으로 집계될 가능성을 배

제 하였다. 조사에서 확인된 개체는 각각의 지수를

산출하여 서식밀도로 나타내었다. 확보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version 20.0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2011)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조사지역의 연간 서식밀도의 차이에 대한 검증은

비모수 분석(Nonparametric analysis)인 Wilcoxon’s

signed ranks test를 통해 산출하였다.

(2) 측정 대상 뉴트리아

식물의 생장이 활발하지 않고 먹이자원이 부족한

겨울철에는 서식흔적(field sign)과 활동개체의 관

찰이 용이하며, 이러한 뉴트리아의 겨울철 생태 특

성을 활용하면 포획 성과를 높일 수 있다(이도훈

등, 2012).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은 개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타 동물종에게 피해가 적은

포획방법이다. Simpson and Swank(1979)의 연

구에서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방법은 성체의 포획비

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뉴트리아의 형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부터 3월까지 조사지역에서 포획틀을 이용하여 성

체 19개체, 미성숙 개체 5개체 등 총 24개체를 포획

하였다. 포획된 뉴트리아의 성비는 암컷 12개체, 수

컷 12개체로 구성되었다. 포획된 뉴트리아는 포획

틀 상태로 측정을 위해 실험실로 운반하였으며, 버

니어캘리퍼스와 디지털저울을 이용하여 형태를 측

정하였다.

(3) 형태 측정 및 암·수 비교

조사지역에서 포획한 24개체 중 측정 부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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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vey area of Myocastor coypus
No. Area type Adress Coordinate Area(m2)

St.1 Palustrine Wetland Namji-eup, Changnyeong-gun N35°26′28.7″, E128°23′33.5″
- N35°26′00″, E128°23′31.6″ 203,687

St.2 River Sabong-myeon, Jinju-si N35°11′51.9″, E128°14′01.8″
- N35°11′36.5″, E128°14′24.8″ 102,622

St.3 Riverline Wetland Samnangjin-eup, Miryang-si N35°24′00″, E128°49′46.6″
- N35°23′52.4″, E128°49′48″ 42,653



동 폭이 큰 미성숙 개체 5개체를 제외한 성체 19개

체(암컷 7개체, 수컷 12개체)를 대상으로 형태를 측

정하였다. 성체의 구분은 Gosling(1977)의 기준을

응용하여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가 450mm 이상

으로 측정된 개체를 성체로 구분하였다.

뉴트리아 성체는 몸 전체길이(Total length), 머

리에서 몸까지의 길이(Head-body length), 꼬리길

이(Tail length), 뒷발길이(Hind foot length), 앞

발길이(Front foot length)와 체중(Total weight)

의 6개 항목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몸 전체길이(Total)는 머리끝부터 꼬리 끝까지의

지점,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HBL)는 머리끝부터

꼬리 시작 전까지의 지점, 꼬리길이(TL)는 꼬리 시

작 지점에서 꼬리 끝까지의 지점, 뒷발길이(HF)는

지면에 닿는 뒷발바닥과 뒷발가락의 양 끝 지점, 앞

발길이(FF)는 앞발바닥과 앞발가락의 양 끝 지점,

체중(W)은 꼬리를 포함한 생체 전체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version 20.0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2011)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암·수 간 차이와 개체 각각의

산출된 자료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으로 비교하였다.

(4) 측정 항목별 비교

포획한 24개체(암컷 12개체, 수컷 12개체)의 형

태 측정 지수를 이용하여 뉴트리아 부위 간 연관성

을 비교하였다.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 변화에 따

른 꼬리길이, 뒷발길이, 앞발길이 변화의 연관성과

체중의 변화에 따른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 꼬리

길이, 뒷발길이, 앞발길이 변화의 연관성을 회귀분

석(Regression analysis)하였다.

(5) 생체 상태지수

포획한 24개체(암컷 12개체, 수컷 12개체)의 뉴

트리아를 대상으로 겨울철 서식에 따른 생체 상태

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체 상태지수를 분석하였다.

생체 상태지수는 Bailey(1968)의 방법을 이용하였

으며, 각 개체별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K=W/HBL3

*K: Condition index, W= Total Weight, 
HBL: Head-body length

III. 결과 및 고찰

1. 발견개체수

2011년 조사지역의 연 평균 발견개체수는 24.3개체

(±15.90SD, n=3, range=9.3-41.0), 2012년 조사지

역의 연 평균 발견 개체수는 12.2개체(±3.53SD,

n=3, range=5.7-17.0)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별

연 평균 발견개체수는, 2011년 St.1에서 41.0개체

(±4.36SD, n=3, range=36-44), St.2에서 9.3개

체(±3.79SD, n=3, range=5-12), St.3에서 22.7

개체(±3.06SD, n=3, range=20-26)가 발견되었

으며, 2012년 St.1에서 15.7개체(±3.21SD, n=3,

range=36-44). St.2에서 5.7개체(±4.04SD, n=3,

range=2-10), St.3에서 17.0개체(±9.85SD, n=3,

range=6-25)가 발견되었다(Table. 1). 2011년과

2012년 조사 결과, 습지 조사 지역인 St.1과 St.3

에서 하천 조사 지역인 St.2와 비교하여 다소 많은

개체가 확인되었다. 이는 반수생동물인 뉴트리아가

호수, 습지 등 유속이 완만한 지역에서의 서식을 선

호하는 습성이(Nowak, 1999) 반영된 결과로 판단

된다.

조사지역의 연 평균 발견개체수가 2011년에 비해

2012년 조사에서 비교적 적게 발견된 것은 부산·

경남지역의 뉴트리아 포획이 조사지역 내 뉴트리아

의 개체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지

역의 포획 성과 자료에 의하면, 조사지역이 소재한

창녕, 진주, 밀양의 지자체에서는 포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84

개체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개 조사지역의 조사시기별 발견개체수를 살펴

보면, St.1은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 모든 조사

시기에서 발견개체수의 감소가 나타났다. St.1이

위치한 경남 창녕군은 지역주민이 직접 포획에 참

여하는 수매사업과 전문수렵인에 의한 집중포획 방

법을 병행하였다. 지역주민에 의한 포획은 연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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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 전문수렵인에 의한 집중포획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실시하였다. 창녕군의 포

획 성과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156개체를 포획하였고 St.1은 집중 포

획 대상 지역으로 분류되어 전문수렵인에 의한 집

중 포획과 지역주민들에 의한 연중 포획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St.2와 St.3은 2012

년 3차 조사 시 급격한 발견개체수의 감소가 나타

났다. St.2가 위치한 경남 진주시는 2012년에 11월

포획을 처음 실시하였으며, 포획 시기는 발견개체

수의 감소를 보인 3차 조사시기와 일치하였다. St.3

이 위치한 경남 밀양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포획을 실시하였지만, St.3에 대한 직

접 포획은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문

수렵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

주시와 밀양시의 포획 성과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12개체를 포획하였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포획을 실시

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일회성의 집중 포획을

실시한 후, 목표치에 도달하면 관리를 중단한다. 일

회성 포획은 서식 개체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효

과가 있지만, 포획에서 생존한 개체는 높은 번식력

을 기반으로 다시 증식하여 포획의 성과를 감소시

키게 된다. 뉴트리아의 근본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조절 계획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

진다.

2. 서식밀도

경남 창녕, 진주, 밀양에 소재한 조사지역의 연 평

균 서식밀도는 2011년 2.74(±2.29SD)/ha, 2012년

1.74(±1.18SD)/ha로 나타났다. 조사지역별 연 평

균 서식밀도는, St.1에서는 2011년 2.01(±0.21SD)

/ha, 2012년 0.69(±0.55SD)/ha, St.2에서는 2011년

0.91(±0.37SD)/ha, 2012년  0.55(±0.39SD)/ha,

St.3에서는 2011년 5.31(±0.72SD)/ha, 2012년

3.99(±2.31SD)/ha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 결과

와 비교하여 2012년 조사 결과에서 뉴트리아 서식

밀도의 감소가 확인되었다(Wilcoxon’s signed ranks

test p=0.012)(Fig. 2). 조사지역의 서식밀도 감소

는 발견개체수의 감소 원인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포획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지역은 낙동강 수계와 연결되어 있는 느

린 유속의 하천·습지지역으로 뉴트리아가 선호하

는 환경적 특성에 의해 서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인다. 이도훈 등(2012)은 유속이 느린 수역을 선호

하는 뉴트리아는 국내 자연에 유입된 이후 수차례

의 겨울을 거치면서 국내 환경에 적응하였고 낙동

강 수계를 중심으로 서식밀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

으며 하천·습지 등 수로를 이용하여 인근 지역으

로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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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individuals found during the survey of 2 years(2011, 2012)

Site
no. Site type Province

2011 2012
No. of individual No. of individual

1st 2nd 3rd mean 1st 2nd 3rd mean
St.1 Palustrine wetland Chang nyeong 44 36 43 41.0±4.36 18 12 17 15.7±3.21
St.2 River Jinju 11 5 12 9.3±3.79 10 5 2 5.7±4.04
St.3 Riverine wetland Miryang 22 26 20 22.7±3.06 20 25 6 17.0±9.85

Total Sum 77 67 75 48 42 25
Mean 24.3±15.90 12.2±3.53

Fig. 2.  Comparison of density index of individuals in survey
areas between 2011 and 2012(Wilcoxon‘s signed
ranks test p=0.012)



뉴트리아의 서식밀도는 포획 등 인위적 요인과

서식지역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

식지 내 수위 변화와 천적의 존재, 먹이자원, 질병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은 이들의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기온은 서식밀도의 증감과 밀

접하게 연관된다(Brown, 1975; Willner et al.,

1979).

뉴트리아의 밀도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혹독한 겨울과 급격한 기상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국내 환경 조건에서는 자연적인 조절이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 뉴트리아 도입 이후, 현재

33개 주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계속된 증식으로 농

업경제와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Evance,

1970; Balley and Heidt, 1978; Willneret al., 1979;

Bound, 1998; Haramis and Colona, 1999). 미

국의 뉴트리아 서식밀도는 루이지애나 주 조사지역

에서 44/ha, 오리건 주 조사지역에서 138/ha, 플로

리다 주 조사지역에서 24.7/ha와 5.9/ha가 보고된

바 있다(Brown, 1975; Leblance, 1994). 뉴트리

아의 빠른 증가 추세를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식밀도가 높은 주에서는 조

절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관리하고 있다. 루이지애

나 주의 경우, 뉴트리아 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간 총 3,258,582

개체를 포획하였다(Jennifer and Moutun, 2012).

뉴트리아의 조절을 계획하고 성과를 평가함에 있

어 서식밀도의 정확한 파악과 밀도의 증감 추이 분

석은 주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뉴트리아 서식

밀도 증감 추이는 자연에서 서식하는 개체의 형태,

연령, 번식 상태, 임신율, 태아의 상태, 미성숙 개체

의 생존율 등 기초 생태 요소의 종합적인 평가를 바

탕으로 추정이 가능하다(Gosling, 1980a; 1980b;

Kinler et al., 1987). 뉴트리아 조절의 성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국내 환경에서 서식하는 뉴트리아의

기초생태에 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3. 형태측정

(1) 성체 외부형태

뉴트리아는 몸에 비해 머리가 크고, 머리는 삼각

형의 형태를 보인다. 눈과 귀, 콧구멍이 비교적 높

은 곳에 위치하여 수중 생활에 유리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촉감이 예민한 수염이 길게 발달하여 물속

에서 길을 찾는데 유용하다(Mann, 1978). 뒷발에

는 물갈퀴가 있지만, 앞발에는 물갈퀴가 없어 물건

을 쥐는데 이용한다. 꼬리는 둘레에 원모양의 무늬

가 있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암컷은 몸 옆쪽

에 네 쌍의 유선을 지니고 있으며, 수중에서 수유가

가능하다(Newson, 1966; Gosling et al., 1980a).

취선은 입과 항문 근처에 위치하여 그루밍과 영역

표시에 주로 이용된다(Ehrlich, 1958). 시각은 떨

어지지만 청각이 매우 발달하여 다른 수서 또는 반

수서 동물의 청각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Mann,

1978; Leblance, 1994). 털색은 개체와 부위에 따

라 다르며, 전체 몸 색깔은 주로 다갈색과 흑갈색

또는 흰색을 보인다(이도훈 등, 2012).

측정된 뉴트리아의 몸 전체 색은 다갈색과 흑갈

색을 나타내었다. 성체 19개체의 형태를 측정한 결

과(Table 3), 평균 몸길이는 92.23cm(±9.41SD,

n=19, range=73.92-107.08), 머리에서 몸까지의

평균 길이는 53.90cm(±5.15SD, n=19, range= 45.23

-62.55), 꼬리의 평균 길이는 38.33cm(±4.83SD,

n=19 range=27.99-47.82), 뒷발의 평균 길이는

13.82cm(±1.00SD, n=19, range=12.42-15.61),

앞발의 평균 길이는 6.02cm(±0.56SD, n=19, range

=5.21-7.16), 체중은 평균 5.48kg(±1.08SD, n=19,

range=3.81-6.96)으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개체

중 전체 몸길이가 가장 큰 개체는 107.8cm, 가장

무거운 체중을 보인 개체는 6.96kg으로 나타났다.

뉴트리아의 길이와 무게는 서식 환경에 따라 차이

를 보인다. Grzimek(1975)의 연구에서는 체중

15kg의 개체가 보고된 바 있다.

일부 연구에서 뉴트리아 무리 내 수컷과 암컷의

구성비를 0.6:1.6의 비율로 보고한 바 있으나

(Konieczna, 1956; Gosling, 1974), 본 연구에서

포획된 뉴트리아의 성비는 1:1(암컷 12 개체, 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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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체)의 비율로 확인되었다. 집단의 성비 구성

차이는 여러 지역에서 서식하는 개체를 포획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서식하는 뉴트리아

집단의 구성은 동일 지역에서 서식하는 무리 내 모

든 개체를 포획하여 규명할 수 있다.

(2) 암·수의 비교

암컷과 수컷의 성체를 부위별로 측정한 결과, 몸

길이는 암컷이 평균 86.23cm(±8.03SD, n=7,

range=74.56-97.98)이고, 수컷이 평균 95.73cm

(±8.56SD, n=12, range=73.92-107.08)로 측정

되었으며, 수컷이 암컷에 비해 길었다(t=2.382,

p=0.029).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는 암컷이 평균

50.43cm(±4.31SD, n=7, range=45.23-56.10)이고,

수컷이 평균 55.92cm(±4.59SD, n=12, range

=45.93-62.55)로 측정되었으며, 수컷이 암컷에 비

해 길었다(t=2.565, p=0.02). 꼬리길이는 암컷이

평균 35.80cm(±3.99SD, n=12, range=28.65-42.44)

이고, 수컷이 평균 39.80cm(±4.79SD, n=12, range

=27.99-47.82)로 측정되었으며, 수컷이 암컷에 비

해 길었다(t=1.861, p=0.08). 뒷발길이는 암컷이 평

균 13.38cm(±1.06SD, n=7, range=12.42-15.12)

이고, 수컷이 평균 14.07cm(±0.91SD, n=12,

range=12.53-15.61)로 측정되었으며, 수컷이 암

컷에 비해 길었다(t=1.502, p=0.151). 앞발길이는

암컷이 평균 5.58cm(±0.36SD, n=7, range=

5.21-6.23)이고, 수컷이 평균 6.26cm(±0.51SD,

n=12, range=5.22-7.16)로 측정되었으며, 수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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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rphological and Condition index Calculation of Myocastor coypus
No. Growth Sex Total(cm) HBL(cm) TL(cm) HF(cm) FF(cm) W(kg) K

No. 1 adult female 78.54 45.23 33.31 12.51 6.23 4.04 43.66
No. 2 adult male 98.37 55.51 42.86 14.32 6.71 6.15 35.96
No. 3 adult male 107.08 59.26 47.82 15.61 7.16 6.44 30.95
No. 4 adult male 95.38 53.47 41.91 14.32 6.27 6.27 41.01
No. 5 adult male 97.98 55.54 42.44 13.81 6.12 5.74 33.50
No. 6 adult female 95.57 55.54 40.03 14.53 5.64 5.78 33.73
No. 7 adult male 73.92 45.93 27.99 12.72 5.91 3.81 39.32
No. 8 adult male 94.16 55.41 38.75 13.54 5.22 5.37 31.56
No. 9 adult female 74.56 45.91 28.65 12.42 5.21 3.83 42.28
No. 10 non-adult female 51.20 34.11 17.09 9.12 4.34 1.73 43.59
No. 11 adult male 97.51 57.25 40.26 14.52 6.13 6.63 34.80
No. 12 adult male 98.83 58.52 40.31 13.52 6.51 5.89 28.89
No. 13 adult male 100.12 62.55 37.57 15.23 6.54 6.57 24.42
No. 14 non-adult female 65.95 37.52 28.43 11.08 4.52 2.17 39.19
No. 15 adult female 96.22 56.10 40.12 15.12 5.82 6.28 35.00
No. 16 adult female 84.48 48.21 36.27 12.74 5.62 3.95 34.35
No. 17 adult male 86.02 50.02 36.00 12.53 5.78 4.62 36.11
No. 18 non-adult female 62.93 36.44 26.49 10.54 4.15 1.86 36.37
No. 19 adult male 103.54 61.12 42.42 14.18 6.76 6.62 28.12
No. 20 adult male 95.88 56.50 39.38 14.58 6.12 6.96 38.59
No. 21 non-adult female 61.50 33.50 28.00 10.22 4.13 1.43 38.04
No. 22 non-adult female 50.56 28.54 22.02 8.92 3.43 0.86 36.99
No. 23 adult female 87.52 50.54 36.98 12.81 5.32 4.63 35.87
No. 24 adult female 86.78 51.52 35.26 13.54 5.28 4.63 33.86

* Total: Total length, HBL: Head-body length, TL: Tail length ,HF: Hind foot length, FF: Front foot length, W: Total weight, K: Condition
index



암컷에 비해 길었다(t=3.079, p=0.007). 체중은 암

컷이 평균 4.73㎏(±0.95SD, n=7, range=3.83-

6.28)이고, 수컷이 평균 5.92㎏(±0.92SD, n=12,

range=3.81-6.96)으로 측정되었으며, 수컷이 암컷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2.674, p=0.016)(Table 4).

뉴트리아 암·수 성체의 몸 전체길이와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 앞발길이, 체중 등의 부위에서 암·수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꼬리길이는 평균 4.00cm,

뒷발길이는 평균 0.69cm 수컷이 길게 측정되었지

만, 암·수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암

컷과 수컷의 평균 체중의 차이는 약 1:1.25의 비율

로 확인되었으며, 수컷이 암컷에 비해 평균 1.18㎏

높게 측정되었다. 뉴트리아 암·수 모두 생시 체중

은 약 225g 정도로 출생 시 큰 차이가 없으나, 성장

하면서 수컷이 암컷에 비해 약 15% 정도 체중이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ewson, 1966).

추운 겨울이나 먹이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서

식하는 개체는 크기가 작고 체중이 적으며 성장이

느리게 나타날 수 있다(Gosling et al., 1980b). 개

체 크기의 형태적 차이는 서식하는 지역의 환경 조

건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므로, 국내 자연에 서식하

는 뉴트리아의 형태적 특성을 규명하고 지역의 특

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성장과 번식 등 생리

적 상태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체의 세부적인 연령대를 분류하지 않

고 암·수를 측정 비교 하였으므로 이후 체계적인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3) 측정 항목별 비교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에 대한 각 측정 항목별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꼬리길이와 뒷발길이, 앞발

길이는 선형방정식을 나타내었으며, 꼬리길이의 설

명력(R2)은 80%, 뒷발길이의 설명력(R2)은 91%, 앞

발길이의 설명력은(R2) 7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꼬리길이,

뒷발길이, 앞발길이는 늘어난다. 특히, 머리에서 몸

까지의 길이와 뒷발길이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뒷발길이가 뉴트리아의 성장에 높은

연관성을 지닌다는 Willner et al.(1983)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꼬리길이는 다른 측정항목

에 비하여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나,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꼬리의 길이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뉴트리아의 체중에 대한 각 측정 항목별 연관성

은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 꼬리길이, 뒷발길이,

앞발길이 모두 선형방정식을 나타내었으며, 머리에

서 몸까지 길이의 설명력(R2)은 94%, 꼬리길이의

설명력은(R2) 83%, 뒷발길이의 설명력(R2)은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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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rphological measurements of Myocastor coypus male and female adults

Measurement Sex Mean±SD
Range(cm)

Maximum Minimum

Total length(cm)
Female 86.23±8.03* 97.98 74.56
male 95.73±8.56 107.08 73.92

Head-Body length(cm)
Female 50.43±4.31* 56.10 45.23
male 55.92±4.59 62.55 45.93

Tail length(cm)
Female 35.80±3.99 42.44 28.65
male 39.80±4.79 47.82 27.99

Hind foot length(cm)
Female 13.38±1.06 15.12 12.42
male 14.07±0.91 15.61 12.53

Front foot length(cm)
Female 5.58±0.36* 6.23 5.21
male 6.26±0.51 7.16 5.22

Total weight(kg)
Female 4.73±0.95* 6.28 3.83
male 5.92±0.92 6.96 3.81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by t-test, p<0.05(SPSS Institute, 2011)



앞발길이의 설명력(R2)은 76%로 모든 측정항목에

서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체중이 증가할수록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와 뒷발길이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뒷발길이와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 체중이 뉴트리아의 성장과 높은 연

관성을 지니고 있어, 해당 측정 항목들은 뉴트리아

의 성장 정도를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생체 상태

포획된 뉴트리아 24개체의 생체 상태지수(K)를

분석한 결과, 평균 35.67(±4.78SD)로 확인되었다

(Table 4). 암컷은 평균 36.60(±5.19SD), 수컷은

평균 34.74(±4.34SD)의 상태지수를 나타내어 암

컷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암·수간 유의적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t=0.504, p=0.619).

Cocchi and Riga(2008)의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에서 서식하는 뉴트리아의 겨울철 평균 생체 상태지

수를 29.73(±4.23SD)으로 분석하여 생체의 양호

한 영양 상태와 적응성을 보고한 바 있는데, 국내 경

남지역에서 서식하는 뉴트리아는 보다 양호한 생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agnoni

and Santolini(2011)는 이탈리아의 뉴트리아 서식지

역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38.01(±6.66SD)의 연 평균

생체 상태지수를 보고하였지만, 겨울철 상태지수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34.1을 나타내었다. 자연에

적응하며 서식하는 개체의 생체 상태지수는 계절·기

온·먹이자원의 풍부도·종 등의 환경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Pagnoni and Santolini, 2011). 겨

울철의 뉴트리아는 낮은 기온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비해 이용 가능한 먹이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낮은 생체 상태지수를 나타내게 된

다. 상태지수를 활용하면 영양결핍, 질병 등에 영향

을 받은 생체의 서식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계절별 연구의 추가적인 실시는 먹이 이

용 자원의 변화와 서식지 적응 상태의 규명에 이용

할 수 있다. 특히, 경남 이외의 지역으로 서식 영역

을 확대한 개체의 상태지수의 측정은 서식 가능 범

위의 추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IX.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뉴트리아 서식지에서의 서식

밀도를 분석하고 포획된 개체의 형태를 측정하여

국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뉴트리아의 서식현황을 파

악하고 개체의 외부 형태를 보고하였다. 또한 뉴트

리아의 겨울철 생체 상태를 분석하고 기후에 따른

적응과 생존 가능 여부를 추정하여 관리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지역에 서식하는 뉴트리아의 밀도는 2011년

에 비해 2012년 감소하였고, 감소 경향은 모든 조

사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근 뉴트리아 서

식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생태계교란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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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s between head-body length and different
parts of Myocastor coypus

*HBL: Head-body length, TL: Tail length , HF: Hind foot length,
FF: Front foot length

Fig. 4.  Relationships between total weight and different parts
of Myocastor coypus

*HBL: Head-body length, TL: Tail length , HF: Hind foot length,
FF: Front foot length, W: Total weight



생물 제거 사업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판단된다. 번

식력과 이동성 등 뉴트리아가 지닌 잠재적인 확산

동력을 고려할 때, 일회성의 관리는 소비된 비용과

동원된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뉴트리아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포획을 실시하

여야 한다.

개체의 형태와 연령, 서식 생태 등은 서식밀도 증

감 추정에 필요하며, 서식밀도의 증감 추이는 관리

의 계획과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경남지역에 서식하는 뉴트리아 성체의 평

균 몸길이는 92.23cm, 평균 체중은 5.48kg로 측

정되었으며, 수컷이 암컷에 비해 모든 측정 부위에

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모든 생체 측정 부위에

서 차이를 보였다. 뉴트리아 개체의 부위별 상관관

계에서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와 뒷발길이, 체중

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성장 단계

의 분석에서 활용될 수 있다. 뉴트리아의 서식과 생

존에 영향을 미치는 생체 상태지수는 평균 35.67을

나타내어 뉴트리아가 국내 환경에서 활성적인 생체

상태를 유지하며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겨울철 포획된 뉴트리아를 대상으로 확인

된 결과로서 국내 경남지역의 겨울철 환경조건에서

무리 없이 서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내에 도입된 뉴트리아는 생태계 내에서 천적이

나 기후에 의한 자연적인 조절이 어렵다. 자연적인

조절이 어려운 설치동물은 번식력을 바탕으로 급속

한 증식을 보이게 된다. 게다가 외래 도입종인 뉴트

리아는 국내 생태계에서 부여받은 새로운 지위를 바

탕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 생태계 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뉴트리아는 체계적

인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조절을 통해 종의

서식 확대를 제어할 수 있으나, 제어 과정에서 살아

남은 일부 개체가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재번식을

통해 언제든 관리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

이 높으므로 관리의 목표는 개체수의 일정 수준 이

하로의 조절보다는 서식의 근절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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