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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IUCN은 약 950종의 파충류가 멸종에 근접해 있는 것

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IUCN, 2015).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들의 절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연

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부터 멸

종위기종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으며, 구렁이 (Lee 
and Park, 2011; Lee et al., 2012), 표범장지뱀 (Song et al., 
2010, 2013), 남생이 (Song and Koo, 2014), 비바리뱀 (Oh 
and Kim, 2005; Oh et al., 2015) 등이 대상이 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발간을 시작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

을 가지기 시작했다 (NIBR, 2011).
Geoemydidae 과에 속하는 남생이 (Mauremys reevesii)

는 한국과 중국에 서식하는 토종 민물거북이다 (van Dijk, 
2011). 남생이는 1990년대 이후 식용 및 약용의 목적으

로 많은 나라에서 거래되었으며, 현재에는 홍콩, 일본, 대

개별 사육 및 먹이 급여가 멸종위기종 남생이 유체 성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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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다양한 아시아 지역에서 발

견되고 있다. 하지만 서식지 개발과 파괴, 포획 등 다양

한 원인에 의해서 남생이의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Yabe, 1993; Lovich et al., 2011). 이에 따라 IUCN은 남생

이를 endangered 등급으로 지정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CITES 종으로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생이를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과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하고 있다. 
남생이는 국내에서도 서식지 파괴나 환경오염 등의 이

유로 급격한 개체수 감소를 보이고 있다 (NIBR, 2010). 최
근 수행된 분포 조사에서도 남부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남생이의 관찰빈도가 낮았으며, 발견되는 개체

의 수 또한 매우 적었다 (NIBR, 2010). 이에 따라 국내에서

는 2000년부터 남생이에 대한 분포 (Song, 2007; Lee and 
Park, 2010), 행동권 (Song and Koo, 2014), 교미행동 (Koo 
et al., 2015), 서식지 모델링 (Kim et al., 2013)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

하고 야생 개체군 복원에 활용할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멸종

위기종 남생이 유체들을 대상으로 개별 사육과 먹이 급여 

방법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개체 사육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남생이들은 2014년 4월에 부화한 

유체들로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증식·복원을 위해 관리 중

인 성체에서 태어난 7개체들이다. 연구가 시작되기 전까지

는 모두 한 사육장에서 관리하였으며, 개체들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먹이를 급여하고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불

규칙적인 먹이 급여 시간과 양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효과적인 개체 식별을 위해 무독성 페인트 마커를 사용

하였으며, 등껍질 (carapace) 위에 각 개체의 번호를 부여하

였다 (Fig. 1). 먹이 급여 시 개체 간에 경쟁으로 먹이 섭취

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시작되는 날

부터 개체들을 개별 사육장으로 옮긴 후 먹이를 급여하

였다. 먹이 급여를 위한 사육장 (Faunarium, Hagen Inc.)
은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크기는 368 mm (L) × 220 mm 

(W) × 244 mm (H)였다. 원활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사육장 내에는 물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3 cm로 유지

해 주었다. 또한 남생이 유체들이 사육장 내에서 일광욕 

및 소화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빛이 잘 드는 공간

을 추가로 조성해 주었다. 실내 온도는 약 18~20℃를 유

지해 주었으며, 개체들이 먹이활동을 하는 동안의 수온

은 23~24℃를 유지해 주었다. 사육장은 해가 잘 드는 곳

에 두어 일광욕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육장 일부에 그

늘을 만들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

다. 남생이는 주로 수면과 수중에서 먹이활동을 하기 때문

에 수생거북용 먹이를 급여하였다. 남생이 유체에 대한 급

여량과 섭식 후 남은 양을 계산하기 용이한 냉동 블러드윔 

(frozen blood worm, AHT-USA)을 급여하였다. 고정된 먹

이 급여에 따른 영양 결핍을 막기 위해 파충류 전용 멀티

비타민 (exo terra multi vitamin, Hagen Inc.)을 먹이에 첨가

하였다. 먹이는 개체 당 1~3개의 블러드웜 큐브 (1 cube =
약 1.2 g)를 급여하였다. 매일 오전 10시에 먹이를 급여하

였으며, 오후 5시에 남은 먹이를 모두 회수 후 무게를 기록

하였다.

2. 개체 측정 및 성장률 기록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약 20주 동

안 남생이 유체들의 무게 (body weight, BW)를 기록하였

으며, 전자저울 (SH-200, ㈜카스)을 사용하여 0.1 g 단위까

지 측정하였다. 등껍질 길이 (carapace length, CL)의 경우, 
등껍질 양쪽 끝 사이의 직선거리를 디지털 켈리퍼스를 이

용하여 0.1 mm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등껍질 길이는 2014
년 10월 6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12주 동안 매주 기록

하였다. 체중과 등껍질 길이는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측

정 후 기록하였다.

Fig. 1.   A juvenile of Mauremys reevesii with an individual identifi-
ca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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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남생이 유체들의 먹이 섭취량, 체중 및 등껍질 길이

의 변화는 one samples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먹
이 섭취량과 개체의 성장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ver. 23, IBM,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본문에 제시된 

측정값은 평균±표준 편차 (mean±sd)로 표시하였다. 

결     과

연구 기간 동안 남생이 유체들이 섭취한 먹이량은 평균 

66.0±20.7 g (n = 7, range: 36.6~98.4 g)이었다 (Table 1). 일 

최대 먹이 섭취량은 평균 6.4±1.5 g (n = 7, 3.7~8.6 g)으로 

나타났으며, 개체들의 먹이 섭취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one sample t-test, df = 6, t = 11.527, P<0.001).
연구 초기 남생이 유체들의 평균 체중은 9.9±1.5 g (n =  

7, 7.2~11.4 g)로 나타났다 (Table 1), 개체들의 체중은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df = 6, t = 17.501, P<0.001), 
가장 무거운 개체 (11.4 g)는 가장 가벼운 개체 (7.2 g) 보다 

36.9%가 더 무거웠다. 개별 사육 20주 후의 모든 개체들

에서 체중 증가가 나타났다 (Fig. 2A). 20주 후 개체들의 평

균 체중은 15.3±2.0 g (n = 7, 12.6~17.2 g)으로 나타났으

며, 초기 체중에 비해 65.1%가 증가했다. 개체간의 체중 

차이는 여전히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df = 6, t = 20.682, 
P<0.001). 반면, 20주 후의 가장 무거운 개체 (17.2 g)는 가

장 가벼운 개체 (12.6 g)에 비해 26.7%가 더 무거웠지만, 초
기 체중에 비해 차이는 감소하였다. 가장 큰 체중의 변화

Table 1. Change in body weight and carapace length of juveniles.

Measurement
Individual number

Mean±SD
1 2 3 4 5 6 7

CF (g) TFC   64.8   76.0   98.4   44.6   75.3   66.0   36.6   66.0±20.7
MFC     6.0     7.1     8.6     6.3     6.7     6.3     3.7   6.4±1.5

BW (g)
Initial     7.2   11.4     8.6   10.8   10.3   11.0   10.3   9.9±1.5
Final   12.6   17.2   16.5   12.9   16.4   16.9   14.3 15.3±2.0
GR (%) 175.0 150.9 191.9 119.4 159.2 153.6 138.8 155.5±23.5

CL (mm)
Initial   32.6   38.0   34.7   36.6   37.9   37.8   36.7 36.3±2.0
Final   37.6   41.7   41.6   37.9   42.6   41.9   38.9 40.3±2.1
GR (%) 115.3 109.7 119.9 103.6 112.4 110.9 106.0 111.1±5.5

CF: consumed food weight, TFC: total food consumption during 20 weeks, MFC: maximum food consumption for a day, BW: body weight, CL: carapace 
length, RG: growth rate.

Fig. 2.   Growth rate of (A) body weight and (B) carapace length on the seven juveniles of Mauremys reevesii. Body weight measured be-
tween 22, September 2014 to 2, February 2015, and carapace length measured between 06, October to 29, December 201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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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 개체는 3번 개체로 최종 체중은 초기 8.6 g 대비 

91.9%가 증가한 16.5 g으로 나타났다 (Fig. 2A). 반면, 가장 

적은 변화를 보인 개체는 4번 개체로 10.8 g에서 12.9 g으

로 약 19.4%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구 초기 등껍질의 길이는 평균 36.3±2.0 mm (n = 7)로 

나타났으며 (Table 1), 개체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

다 (df = 6, t = 47.867, P<0.001). 초기 등껍질의 길이가 가

장 긴 개체 (38.0 mm)는 가장 짧은 개체 (32.6 mm)에 비해 

16.6%가 더 길었다. 12주 동안 모든 개체의 등껍질 길이

에서 증가가 나타났다 (Fig. 2B). 12주 후 등껍질 길이의 전

체 평균은 40.3±2.1 mm (n = 7)로 나타났으며, 초기 대비 

9.9%가 증가했다. 최종적으로 가장 큰 개체 (42.6 mm)와 

작은 개체 (37.6 mm)의 차이는 11.7%로 초기 등껍질 길이

에 비해 차이는 감소했다. 등껍질 길이에서 가장 큰 증가

를 보인 개체는 3번 개체로 6.9 mm (19.9%)의 증가가 있었

으며, 가장 작은 증가는 4번 개체로 1.3 mm (3.6%)의 증가

가 나타났다 (Fig. 2B). 
개체들이 섭취한 먹이량은 체중 (r = 0.899, P<0.001)

과 등껍질 길이 (r = 0.903, P<0.001)의 증가와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Table 2). 반면, 먹이량에 따른 최종 체

중 (r = 0.629, P>0.05)과 등껍질 길이 (r = 0.665, P>0.05)
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최종 체중과 등껍질 길이 (r =  

0.965, P<0.001) 그리고 체중과 등껍질 길이의 증가율 (r =  

0.943, P<0.001) 각각은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고     찰

거북류에 속하는 종들은 일반적으로 긴 수명과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 (Gibbons, 1968; Congdon et al., 1993; 
Heppell, 1998). 하지만 유체시기에는 천적의 공격이나 

환경 변화에 취약하며, 그 결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Myers et al., 2007; Castellano et al., 2008). 따라서 유체시

기에 빠른 성장은 개체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 기간 동안 남생이 유체들 마다 먹이 섭취량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체중과 등껍질 길이의 증가는 먹이 섭

취량에 비례하여 커지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개체

가 수용 가능한 최대한의 먹이를 제공하였을 경우 빠른 성

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적절한 환경과 

각 개체를 고려한 먹이 급여는 빠르고 꾸준한 성장을 유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별 먹이 급여를 통한 효과적인 성

장과 발달은 남생이와 같은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의 

과정뿐만 아니라 야생으로 방사되었을 때 개체의 생존율

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온혈동물과 냉혈동물이 사용하는 전략에는 차이가 있

지만 에너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동면의 필요성은 동일하다 (Ultsch, 1989). 반면, 냉
혈동물인 거북류에서는 동면 과정에서도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데, 낮은 온도, 산소 결핍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Ultsch, 1989). 특히 거북류의 유체는 결빙에 대한 저항성

이 더욱 낮기 때문에 동면 과정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MacCulloch and Secoy, 1983; Breitenbach et al., 1984). 따
라서 거북류 유체들을 사육함에 있어서 인위적인 동면 유

도는 더 높은 폐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겨

울철 동면기 동안 무리한 동면보다는 비동면을 통한 성장

을 유도했으며, 모든 개체가 생존한 결과를 얻었다. 개체 

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부 개체에서는 2배 가까운 성장

도 확인되었다. 아쉽게도 남생이 유체의 동면과 관련된 연

구 자료는 없기 때문에 비동면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에는 본 연구의 결과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비동면이 

개체에 주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높은 성장률과 생

존율은 비동면 기간 동안 인위적인 사육이 유체의 성장과 

발달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집단 사육 과정에서의 먹이 경쟁은 일부 약한 개체의 도

태를 야기할 수 있다 (Froese and Burghardt, 1974). 특히

나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나 자손 수가 적은 종의 경우 먹

이 경쟁에 의한 도태는 효과적인 개체 증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종 내 먹이 경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 사육과 개별 먹이 급여가 권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도 개별 먹이 급여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연구 종

료 후 개체 간의 크기 편차는 연구 초기에 비해 감소하였

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았던 개체들은 극적인 성장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개별 먹이 급여가 경쟁에 따른 성장 차이

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개별 사육이 개체

들 간에 사회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

Table 2.   Relationship among food consumption, body weight, 
carapace length and growth rate on the seven juveniles of 
Mauremys reevesii. 

Final GR

BW CL BW CL

CF r .629 .665 .899** .903**

Final BW .965** .685 .435
CL .700 .490

GR BW .943**

CF: consumed food weight, BW: body weight, CL: carapace length. GR: 
growth rate.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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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roese and Burghardt, 1974). 개체들은 먹이가 원인이 

아닌 경쟁 행동들을 종종 보여주는데, 개별 사육을 할 경

우 이러한 사회적인 행동이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가

능성이 있다 (Blair, 1968). 따라서 개별 먹이 급여를 통한 

각 개체들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후 집단 사육을 통한 행

동이나 사회성 발달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거북류 성체들이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것과 달리 유

체들은 주로 육식을 선호한다(Clark and Gibbon, 1969). 
육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한 영양분 섭취를 통한 빠

른 성장과 칼슘을 통한 등껍질의 강화가 있다(Clark and 
Gibbon, 1969). 본 연구에서도 개체마다 양적인 차이는 있

었으나 육류 섭취에 따른 성장 과정에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 기간 동안 동일한 먹이원을 제공하였지

만 다른 거북류의 체중 및 등껍질 길이의 증가 패턴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다(Gibbons, 1968; Wilbur, 1975; 
Bjorndal et al., 1995; Kennett, 1996). 다시 말하면, 육식 위

주의 먹이 급여가 개체 발달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먹이 급여시 첨가했던 멀티비타민

이 제한된 종류의 먹이원 급여에 따른 영양 불균형을 방지

했을 가능성도 있다(Li et al., 2016).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개별 사육 및 먹이 급여가 개체

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났

으며, 겨울철 인위적인 사육은 개체들의 꾸준한 성장을 유

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육 및 관리 방

법은 개체수의 확보가 제한되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증

식·복원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적     요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임과 동시에 천연기념물(제453
호)로 지정되어 있는 남생이 (Mauremys reevesii)는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불법 포획 등의 원인으로 매우 빠르게 감

소하고 있는 토종 파충류이다. 하지만 적은 개체수와 개체 

확보의 어려움, 연구의 부족은 남생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연구원에서 

관리중인 남생이 유체 7개체를 대상으로 개별 먹이 급여

가 개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 사

육 및 먹이 급여는 각 개체의 특성을 고려한 먹이 급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모든 개체의 체중과 등껍질 길이에

서 뚜렷한 성장과 발달이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 전 통합 

사육에서 나타났던 개체 간에 크기 차이를 줄이는데 영향

을 주었다. 게다가 동면기인 겨울철 인위적인 사육은 개체

들의 성장, 행동, 외부형태에서의 가시적인 문제를 일으키

지 않았다. 이러한 개별 사육은 남생이 유체들의 효과적인 

성장과 발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야생으로 방생할 때 생

존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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