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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제주도에 도입된 외래 포유동물인 뉴트리아의 서식현황과 생물학적 특성을 밝히기 위

하여 2013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트랩으로 5개체가 포획되었고, 사체 2개

체를 수집하였다. 이중 부패가 심해 생물학적 정보가 불분명한 1개체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조사한 암컷

4개체와 수컷 2개체는 모두 백색계통이었고, 눈동자는 적색이었다. 외부형태와 두개골형질 분석, 해부학

적 관찰결과들은 포획된 암컷들이 성적으로 성숙한 상태였으나 번식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

었다. 수컷 성체의 신체크기는 내륙의 성체와 유사하였다. 2013년 7개체 수집 이후 2014년 5월, 무인카메

라에 1개체가 촬영되었으나 포획되지는 않았다. 이후 연구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서식하는 개체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아 자연사했거나 이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정된 공간에서 토착 동

물들과 유입종이 공존하는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뉴트리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뉴트리아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제주도의 자

연생태계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주요어 : 뉴트리아, 서식현황, 생물학적 특성, 제주도, 침입종

Abstract :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inhabiting status and biological features of

nutria (Myocastor coypus) in the Jeju Island from May, 2013 to August, 2016. Five individuals were

captured by traps and two individuals were collected in dead. Of the 7 individuals, those whose

bio-information could not be known were excluded to perform autopsy of the rest of them. The

results from morphological, cranial and anatomical analyses, it was found that the females achieved

sexual maturation but had no breeding experience. An adult male showed similar sizes to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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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남아메리카 원산인 뉴트리아(Myocastor coypus)

는 설치목(Rodentia), 뉴트리아과(Myocastoridae)

에 속하는 설치류이며, 강이나, 호수, 작은 늪과 같은

습지에 서식하는 초식성 동물이다(Wood et al.

1992; Wilson & Reeder 2005). 물가 주변 서식지

근처에 있는 다양한 식물들을 섭식하나 선호하는 부

위만을 선택적으로 섭식하는 습성으로 인해 서식지

내의 수초대를 감소시켜, 수초대를 기반으로 살아가

는 물새류 등 고유동물의 서식지를 변형시키기도 하

며, 주변 농작물에도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Kuhn &

Peloquin 1974; Evans 1983). 굴을 파는 습성 때문

에 제방의 붕괴에 따른 범람, 토양 유실의 원인이 되

기도 한다(Gosling & Baker 1991).

뉴트리아는 모피동물로 가치가 알려지면서 아메리

카, 아프리카,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Woods et al. 1992; Carter & Leonard 2002). 그

러나 모피의 가치 하락에 따른 사육포기, 관리 부주

의, 사냥을 위한 방사 등 여러 이유로 야생으로 유출

되었다(Dozier 1952; Kinler 1992; Bounds 2000).

뉴트리아가 새로운 생태계에 정착하면서, 도입된 거

의 모든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나 배수시설의 피해 등

경제적 손실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들이

보고되어(Schitoskey et al. 1972; Linscombe et al.

1981; Grace 1992; LeBlance 1994; D’adamo et al.

2000),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

란시키는 세계 100대 악성 외래생물에 포함되어 있

다(IUCN 2014).

국내에는 1985년 프랑스로부터 육용, 모피용, 종

자용 등의 목적으로 100개체가 도입되었으나 전수

폐사하였고, 이후 1987년 불가리아를 통해 종자용으

로 다시 수입되어 증식에 성공한 후, 2001년에는 470

여 농가에서 15만 개체가 사육되었으며, 2001년 가

축법상에 가축으로 등록되었다(Lee et al. 2012). 그

러나 경제성이 낮고, 관련 산업이 위축되면서 농가의

사육포기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방치된 뉴트리아들

이 탈출하여 주변 생태계로 유입되었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06;

Lee et al. 2012, 2013). 제주 지역에서는 2010년

까지 일부 농가에서 사육되었으나 이후 공식적인 농

가에서의 사육은 확인되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

제주 자연생태계에서 뉴트리아 출현에 대한 제보가

간헐적으로 있었고(Jeju Regional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2006;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1), 한라

산 중산간 지역 수로에서 서식흔적(분변, 식흔, 족적,

서식굴)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Kil et al. 2011; Lee

et al. 2012;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15).

하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뉴트리아를

퇴치목적으로 직접 포획하여 개체군에 대한 생물학

적 특성이나 서식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연구된 자료

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의 독특한 생태계와 그 안에

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과 생태계 및 인간에

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뉴트리아의 분

포 범위와 현황, 외부형태, 두개골형질 등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뉴트리아 관리 및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

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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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collecting the 7 individuals in 2013, 1 nutria individual was

filmed by the scouting camera in May, 2014 but not captured. The long-term investigation of the

research area found no inhibiting individual. It is deemed the nutria was either died of natural death

or migrated. In order to establish a proper nutria control,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should be considered where indigenous and introduced species coexist in a limited space.

Our findings will provide helpfu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biological features of nutria and

planning protection program of natural ecosystems of Jeju Island.

Keywords : biological feature, inhabiting status, invasive species, Jeju Island, nutria



II.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역 선정

2011년 이후 제주도 내 주요 습지(322지점, Jeju

Green Environment Center 2013)와 초지, 산림,

해안 등 총 350지점에 대하여 뉴트리아를 포함한 생

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을 계절별로 1회 이상 수행하

였다. 이 과정에서 Kil et al. (2011)과 Lee et al.

(2012)의 연구에서 서식 흔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

려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에 위치한 목장 지역과 근처 반경 2km 지역을

정밀 조사하였다(Figure 1).

2. 서식실태 조사 및 포획

현지조사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행

하였다. 조사는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

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현장조사는 선

조사법(line census)과 정점조사법(point count)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직접 관찰하였다. 무인카메라는

뉴트리아의 활동이 직접 관찰된 2개 지점(Figure 1)

에 각각 3대를 20m 간격, 삼각형으로 배치하여 촬영

하였다. 현지에서 뉴트리아의 출현에 대한 제보나 무

인카메라에 영상이 확인된 경우, 1-2일 간격으로 방

문하여 15회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추가제보

나 재촬영될 때까지 매주 1-2회 무인카메라의 저장

기록을 확인하였고, 해당일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

였다. 뉴트리아가 무인카메라에 촬영된 장소, 육안

관찰장소 중 분변, 족적, 식흔, 서식굴 등이 3가지 이

상이 10m2 내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지역에서는 생포

트랩(live trap, 106×50×60cm, 152×40×4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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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urvey area of M. coypus in Jeju Island. Sites A and B are direct observation-collection sites of M. coypus.
Both finding sites A and B are separated with artificial fences and a coniferous forest at the same pasture, but
both are actually connected sometimes with a single semi-dry water system (dotted line) by rainwater-streaming.
Open circle, direct observation site; dark circle, capture site; square, scouting camera site; semicircle, nesting
cave; horizontal lined-area, pellet finding site; vertical lined-area, footprint finding site; slant lined-area, grazing
sign finding site.



을 설치하여 포획을 시도하였다. 포획된 뉴트리아는

실험실로 운반하여 외부형태와 두개골형질 측정에

이용하였다.

3. 외부형태 및 두개골 형질 측정

포획된 6개체 중 암컷 4개체와 수컷 2개체의 외

부형태를 Lee & Kil (2013)의 보고에 준하여 측정

하였고,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거리(anal-genital

distance, AGD)를 추가로 측정하였다. 두개골형질

은 포획 개체의 상태가 온전한 암컷 4개체와 수컷 1

개체를 가지고 Murariu & Chisameara (2004)의 방

법을 따라 측정하였다. 제주지역 뉴트리아에서 측정

된 형질 측정치를 다른 집단의 측정치와 비교하기 위

하여, 크기 이형 지수(size difference index, SDI)

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SDI는 제주도 뉴트리아의

평균값을 다른 집단의 평균이나 측정치로 나눈 후 백

분율(%)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제주지역에서의 뉴트리아 서식 현황

제주지역에서의 뉴트리아 서식현황을 습지, 초지,

산림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찰제보를 종합한 결과,

뉴트리아 실체와 흔적이 모두 관찰된 장소는 A지점

(N 33°25’57.43”, E 126°45’47.71”)과  B지 점 (N

33°25’57.13”, E 126°46’3.77”)이었다(Figure 1). A

지점은 수로 중간에 위치한 연못, B지점은 폭 1-5m,

깊이 0.5-3m인 수로였으며, 두 지점은 삼나무-편

백나무 조림지와 철조망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평

상시 건천인 조림지 경계부를 따라 형성된 수로에 의

해 강우시 A, B지점이 연결된다. 뉴트리아 분변은

A, B지점 뿐만 아니라 30m 가량 떨어진 초지에서도

관찰되었다. 족적은 연못과 초지의 경계면, 수로의

사면, 배후 습지, 인근 초지의 젖은 흙 위에서 관찰되

었으며, 관찰범위는 30m 이내였다. 조림지 내 수로

에서도 뉴트리아 분변과 족적이 관찰되었다. 식흔은

연못, 수로와 인근 초지에서 관찰되었다. 반면, 주변

100m 인근에 위치한 곰솔 숲과 오름, 곶자왈 지역과

조사지역이 포함된 목장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의 수

로나 초지, 오름, 산림 등 반경 2km 이내의 다른 지

역에서는 뉴트리아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조사지역에 서식하는 뉴트리아 역

시 물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서식한다는 기존의 연구

(Gosling 1979; Lee et al. 2012)와 일치하였다.

제주도에서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사육되었

고(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1,

2002, 2003;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10; Kil et al. 2011), 이

중에서 일부 개체가 탈출하여 자연 생태계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상세한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확인

되지 않고 있다. 국내 자연생태계에서는 2006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서식한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06; Lee et al. 2012, 2013). 제주지역

에서도 2000년대 이후 뉴트리아 관찰제보가 있었으

며 (Jeju Regional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2006;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1). 이후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서 처음으로 야생 생태계에서의 뉴

트리아 서식(Kil et al. 2011)과 분변과 족적, 굴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5), 뉴트리아를 직접

관찰하고, 포획이 이루어지고 개체에 대한 분석이 이

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개체가 확인된 지역

은 A와 B, 두 지점이었는데, A지점은 말이나 소의 음

용수로 이용되는 인공연못이었으며, B지점은 초지

내에 위치한 수로 형태이나 강우시를 제외하면 물의

흐름이 없는 웅덩이였다. 또한 이들 두 지점은 각각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로 행

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나 동일한 목장 내에 위치하

며, 수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수로 내에서

족적과 분변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A, B 두 지점

에서 발견된 개체들은 서로 다른 집단이 아니라 하나

의 개체군일 것이라 여겨진다. 추후 행동권 분석이나

추적관찰 등의 연구 및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하여 동

일 집단 여부에 대해서는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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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동안 제주도내 내륙습지 D/B 구축에 따

른 현장조사(조사지역 총 322지점)에서도 본 조사지

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Jeju Green

Environment Center 2013), 초지, 산림, 해안 등에

서도 발견되지 않았다(자료 미기재). 또한 조사지역

반경 2km 내에서도 다른 지점에서는 분변, 족적을

비롯한 서식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Lee et al.

(2012)은 뉴트리아가 반수성동물이며, 물이 있는 곳

은 어디든 살 수 있으며, 환경변화나 서식지 선택을

위해 습지 뿐만 아니라 육상, 초지, 하수도 등을 이

용한 이동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낙동강유역에서의

연구에서는 느리게는 0km/year, 빠를 경우에는

49.7km/year의 속도로 확산되며, 일부 개체들은 지

류를 거슬러 댐의 상부로 진출한 경우도 있었다

(Hong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과정에서 확인된

뉴트리아들이 언제 자연생태계로 유출되었고,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개체들이 제주도 자연생태

계로 유출된 전체 개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향후

예찰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주지역 뉴트리아의 외부형태와 두개골 형질의
특성

연구를 통해 생포트랩으로 5개체를 포획하였고,

사체 2개체가 수집되어 총 7개체의 뉴트리아를 확보

하였다. 이 중 부패가 심한 1개체를 제외한 암컷 4개

체, 수컷 2개체의 외부형태 및 형질을 파악하였다.

뉴트리아의 털 색은 기본적으로 황갈색에서 암갈색

으로 알려져 있으며(Chabreck & Dupuie 1970;

Nowak & Paradiso 1983), 한반도에서 발견된 뉴트

리아는 갈색, 황토색, 흰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관

찰되었다(Lee et al. 2012; Lee & Kil 2013). 반면,

제주도에서 관찰 및 수집된 개체들의 털 색은 모두

백색으로, 황토색이나 갈색, 백색바탕에 유색의 반

점, 띠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수집된 모든 개체

의 눈동자는 적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들은 제주

도에서 발견된 개체들이 알비노(albino)일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통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

전되는 알비노의 유전양상을 고려했을 때(Benkel et

al. 2009; Blaszczyk et al. 2007; Halaban et al.

2000; Oetting et al. 2003), 발견된 개체들이 동일

한 농장에서 탈출했거나, 적어도 유사한 유전적 배경

을 지닌 집단으로 판단된다. 과거 제주도에서 사육되

었던 뉴트리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충분치 않고, 표

현형만으로 수집된 뉴트리아들의 혈연관계나 집단구

조를 평가할 수는 없어, 향후 분자유전학적 분석이나

생화학적 분석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형태 측정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

다. 수집된 수컷들 중 1 개체 JMCo06는 BM 6.80kg,

TTL 92.00cm, HBL 50.80cm, TL 41.20cm, HFL

12.90cm로 내륙지역 성체 수컷의 평균(Lee & Kil

2013)과 유사하여, 성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암컷의 측정치와 크기 이형 지수(size difference

index, SDI)를 다른 연구결과(Lee & Gil 2013)와 비

교했을 때(Table 2), 육지부 비성체 암컷과 제주도

암컷 사이의 SDI 수준은 107.9-166.5%로 육지부 비

성숙 암컷들보다 제주도 암컷들이 측정된 모든 항목

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꼬리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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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rphological and condition index of M. coypus
Sample no. Sex BM (kg) TL (cm) HBL (cm) TTL (cm) EL (mm) HFL (cm) AGD (mm)
JMCo01 · · · · · · · ·
JMCo02 Female 2.60 75.10 39.20 35.90 21.44 11.22 10.52
JMCo03 Male 4.00 80.20 44.30 35.90 20.97 11.47 40.74
JMCo04 Female 2.58 69.30 36.40 32.90 16.03 10.13 10.69
JMCo05 Female 2.96 74.90 41.90 33.00 21.74 11.08 10.12
JMCo06 Male 6.80 92.00 50.80 41.20 23.86 12.90 41.57
JMCo07 Female 2.58 72.66 40.20 32.46 25.03 10.66 10.10

1, BM, body mass; TL, total length; HBL, head-body length; TTL, tail length; EL, ear length; HFL, hind-foot length; K, condition index.



(TTL)을 제외한 모든 조사항목에서 육지부 성체 암

컷과 제주도 암컷 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었고(p<0.05), 두 집단 사이에서 산출된 SDI는

56.7-80.5%로 제주도 암컷들이 작았다. 생체 상태

지수(K, K=total weight/head-body length3)는 제

주도 개체들이 육지부 개체들보다 더 높은 수준

(119.5%)으로 나타나 육지부에 비해 제주지역의 뉴

트리아들의 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의 결과는 수집된 암컷 개체들이 성숙한 개체가 아니

라 아성체들이 포함된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에서 수집된 뉴트리아의 경

우, 수컷은 성체와 아성체 각 1개체, 암컷은 아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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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ternal characteristics of M. coypus females captured in this study

Trait1

This study Lee & Kil (2013)

p-value Significance2Female Non-adult female Adult female

n Mean±SD
(Range) n Mean±SD

(Range) SDIs(%) n Mean±SD
(Range) SDIa(%)

BM (kg) 4 2.68±0.19a

(2.58-2.96) 5 1.61±0.50a

(0.86-2.17) 166.5 7 4.73±0.95b

(3.83-6.28) 56.7 1.31×10-5 ***

TL (cm) 4 72.99±2.70a

(69.30-75.10) 5 58.43±7.08
(50.56-65.95)b 124.9 7 86.24±8.04c

(74.56-96.22) 84.6 4.19×10-5 ***

HBL (cm) 4 39.43±2.30a

(36.40-41.90) 5 34.02±3.48a

(28.54-37.52) 115.9 7 50.44±4.32
(45.23-56.10)b 78.2 1.14×10-5 ***

TTL (cm) 4 33.57±1.57a

(32.46-35.90) 5 24.41±4.8b

(17.09-28.43) 137.5 7 35.80±4.00a

(28.65-40.12) 93.8 0.001 **

HFL (cm) 4 10.77±0.49a

(10.13-11.22) 5 9.98±0.93a

(8.92-11.08) 107.9 7 13.38±1.06
(12.42-15.12)b 80.5 5.87×10-5 ***

K 4 44.15±6.42
(39.71-53.50) 5 38.84±2.87

(36.37-43.59) 113.7 7 36.96±4.18
(33.73-43.66) 119.5 0.069 n.s.

1, BM, body mass; TL, total length; HBL, head-body length; TTL, tail length; EL, ear length; HFL, hind-foot length; K, condition index.
SDIs and SDIa are size difference indexes between females captured in this study and non-adult females and adult females of Lee & Gil
(2013), respectively.
Mean±SD value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2, ** and ***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1% and 0.1%, respectively. n.s. indicates not significant.

Table 3.  Comparison of skull traits of M. coypus between Romania and this study

Trait* (mm)
Jeju Island (n=4) Romania (Murariu & Chisamera 2004)

SDI (%)
Mean±SD (Range) Mean

MSL 94.92±5.13 (91.36-102.53) n.d.
CL 78.19±3.93 (75.14-83.84) 112.2 69.7
ZW 58.38±1.34 (56.77-60.04) 79.1 73.8

WSTB 33.44±0.36 (33.05-33.91) 40.3 83.0
LUD 25.37±1.49 (24.49-27.59) 32.9 77.1
LIF 10.85±0.48 (10.27-11.45) 16.2 67.0

LUM 24.37±3.11 (21.92-28.91) 27.1 89.9
NL 33.3±3.38 (30.65-38.25) 43.1 77.3
IOB 23.19±1.12 (22.32-24.84) 31.2 74.3
LM 66.59±1.78 (64.31-68.53) 79.2 84.1

LLM 26.18±3.29 (23.83-31.05) 29.8 87.9

*, MSL, maximum skull length; CL, condylobasal length; ZW, zygomatic width; WSTB, width of the skull at the level of the tympanic
bullae; LUD, length of upper diastema; LIF, length of the incisor foramina; LUM, length of the upper row of the molars; NL, nasal bones
length; IOB, interorbital breadth; LM, length of mandible; LLM, length of the lower row of molars.
n.d. indicates not determined.



만 채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집된 암컷들(n=4)은

형태적으로 Gosling (1977)이 제시한 성성숙(sexual

maturation)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았

다. 반면, 암컷들에 대한 외부형태와 해부관찰 결과,

질(virgin)이 열린 상태였으며, 태반흔, 유선발달흔

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채집된 암컷들이 성적으

로는 성숙한 상태이지만 번식활동은 이루어지지 않

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두개골의 상태가 온전한 성체 4개체(암컷 3, 수컷

1)를 대상으로 두개골형질을 측정하였다. 결과를 루

마니아에서 연구된 결과(Murariu & Chisameara

2004)와 비교했을 때, 두개골 크기가 훨씬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특히, 이 연구에서 수집된 개

체들의 CL(condylobasal length)은 뒤통수뼈관절융

기-치조점 사이 길이를 나타내는 형질로 제주지역

집단에서 78.19±3.93mm의 수준을 보여, Murariu

& Chisameara (2004)이 보고한 CL(112.2mm )보

다 34.01mm 작게 나타났다. CL 뿐만 아니라 측정된

모든 형질에서 SDI의 수준이 67.0-89.9%로 나타

나, 제주지역 개체들이 Murariu & Chisameara

(2004)의 측정치보다 작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포획되어 측정된 개체들 중 암컷 3 마리가

외부형태 측정결과에서도 모두 어린 개체로 추정되

었기 때문에, 기존에 보고된 결과들보다 더 작은 수

준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루마니아에서

보고된 연구결과(Murariu & Chisameara 2004)가

1 개체의 골격에서 측정된 결과라 통계적인 비교를

할 수 없었다. 뉴트리아의 성장단계에 따른 비교나

집단간 비교를 위해서는 여러 집단에서 수집된 다양

한 성장단계별 시료들에서 측정된 자료가 확보되어

야 할 것이다.

3. 제주지역에서의 뉴트리아 관리

새로운 지역에 대한 종의 확장은 이주 이후, 정착

(establishment), 확장(expansion), 포화(saturation)

단계를 거치게 된다(Shigesada & Kawasaki 1997).

국내 야생 생태계에서의 뉴트리아 서식은 2006년 전

국 6개 행정구역에서의 발견을 시작으로, 2013년에

는 부산, 경상남도, 대구,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한

반도 지역들과 제주도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한반도

의 뉴트리아 개체군들은 도입과 정착의 초기단계를

지나 확장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Kil

et al. 2011; Lee et al. 2012;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15). 반면, 제주도의 경우, 본 연구지역을

제외한 내륙습지(Jeju Green Environment Center

2013)와 하천, 해안 등 350개 지점에 대한 조사에서

도 발견되지 않아 발견된 뉴트리아 집단은 도입 이후

초기 정착단계(initial establishment phase)에서 발

견된 것이라 판단되며, 현재까지도 해당 개체군에서

출산되거나 확산된 개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도

는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섬으로 현무암이 기반암

인 지형적 특성상 유수하천이 거의 없고, 대규모의

자연 저류지나 호수도 분포하지 않는다. 현재 내륙습

지 중 자연습지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용천수를

제외하면, 가뭄 시기에는 마르거나 매우 낮은 수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환경조건은 뉴트리아와 같이 반

수성 동물의 서식에는 매우 중요한 제한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목장지역의 가축 식수원이나 인위적으

로 조성된 연못, 배수로, 농업용 저류지 등은 점점 증

가하고 있다는 점은 뉴트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잠재

적 서식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

고 제주도 자연생태계내의 먹이사슬에서 뉴트리아의

천적이 될만한 종은 매 Falco peregrinus, 솔개

Milvus migrans, 새매 Accipiter nisus,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말똥가리와 Buteo buteo와 같

은 일부 맹금류와 제주족제비 Mustela sibirica

quelpartis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천적이

될 수 있는 수변을 이용하는 포유류가 서식하지 않아

경쟁할만한 종이 없기 때문에 일단 뉴트리아가 제주

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확산이 이루어질 경우

에는 자연적인 조절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뉴트리아의 관리방안은 자연적 조절보다는 인위적

조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먼저, 학계와 기관을 중

심으로 뉴트리아의 잠재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습지와

하천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제주지역에서 뉴트리

아가 사육되었던 농가에서의 사육포기 후 처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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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도 필

요하다 하겠다. 이외에도 외래종 유입에 따른 자연생

태계 교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

적이고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

며, 발견된 뉴트리아를 신속하게 포획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 제주도가 섬이라는 자연환경적 특성상 항공-항만

검색을 통한 뉴트리아의 유입 차단이 가장 중요한 관

리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주지역에

서 생태계교란 생물인 뉴트리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중심의 행정, 조직 체계의

지원과 학계 차원의 연구와 모니터링, 민-관 협력체

계를 이용한 검출과 구제 등 다각적인 활동이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이 연구를 통하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와 서귀포

시 표선읍 성읍리 사이에 위치한 목장지대 내부에서

총 7개체의 뉴트리아를 생포하거나 사체를 수집하였

다. 수집한 개체들을 재료로 외부형태, 두개골형질,

해부시험 등을 통해 개체의 연령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성체 수컷 1 개체, 아성체 암컷 4 개체, 수컷

1 개체, 명확히 동정되지 않은 1 개체로 구분되었고,

동일한 농장에서 탈출한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임신이나 출산의 경험을 갖는 암컷

성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연생태계로 유

출된 이후 번식활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뉴트리아 사육기록이 남아있는

2010년 이후 자연생태계로 유입된 시점이나 유출된

개체 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수집

한 개체들이 자연생태계로 유입된 전체 개체군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만으

로 아성체 개체들이 탈출 이후 출생한 개체인지 여부

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뉴트리아의

자연생태계 서식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수집된 개체들의 혈연관계 및

유입경로를 추정하기 위해서 한반도 집단들과의 비

교 연구, 분자유전학적 분석 연구 등 후속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된 제

주도 야생 뉴트리아의 형태 및 생태에 대한 생물학적

정보들은 향후 자연생태계에서 유해동물의 유출에

따른 관리프로그램 개발과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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