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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무선추적을 이용한 한국 정착 뉴트리아(Myocastor coypus)의
행동권 및 활동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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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Home Range and Daily Activity of Nutria(Myocastor coypus)
Using Radio Tracking in South Korea
Areum Kim·Young-Chae Kim·Do-Hun Le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뉴트리아를 대상으로 원격무선추적을 이용하여 기초적인 행동권과 활동성을 분석하
였다. 밀양시 미전천 하류부 습지에 서식하는 뉴트리아 3개체의 평균 행동권은 MCP 95%에서 0.043km2,
K 95%에서 0.085km2로 확인되었고, 핵심공간인 K 50%에서는 0.018km2로 나타났다. MCP 95%에서 수
컷은 0.058km2의 행동권을 나타내어 0.012km2의 행동권을 나타낸 암컷에 비해 0.046km2 넓은 행동권을
보였고, 야간 행동권이 주간 행동권에 비해 0.015km2 넓게 나타났다. 일간 평균 이동거리는 수컷이 암컷
보다 길었으며, 일일 최대 1,278m의 이동 거리가 확인되었다. 활동성은 오전 06시, 오후 10시, 오후 07시,
오전 01시, 오전 05시에 높게 나타났고, 일몰 전후부터 일출 전후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활동성을 보인 반
면, 낮 시간대에는 비교적 낮은 활동성을 보여 야행성 동물의 성향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뉴트리아의 행동
권과 활동성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 정착한 뉴트리아의 생태특성에 관한 이해와 함께 관리 시 포획트랩의
효과적 설치 및 운용 시기의 결정, 관리구역의 공간적 구획, 투입되는 관리자원의 규모 산정 등 침입외생
물의 관리 개선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활동성, 행동, 행동권, 침입외래생물, 이동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ome range and characteristics of activitie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techniques and the successful promotion of management policies
of invasive nutria, which is a representative invasive species of South Korea. Six individuals were
captivated for the study. Remote radio tracking on three of them was carried out followed by the
analysis of the results. The average home range of the follow-up individuals were confirmed to be

0.043 km2 at MCP 95%, 0.085 km2 at K 95%. It was 0.018 km2 at K 50%, which is the core space. In
95% MCP, males exhibited the home range with 0.058 km2, showed wider home range 0.046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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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females who showed 0.012 km2, and showed a wider home range 0.015 km2 more at night than
during the day.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 the case studies of overseas
studies, it is determined that the magnitude of the derived home range is the result of a stable habitat
in which the procurement of food resources is smooth and human interference is limited. The daily
moved distance of males was larger than that of females, with a maximum moved distance of 1,278
m per day. Activity at the study site is high from around sunset to around 6 A.M., 10 P.M., 7 P.M., 1
A.M., and 5 A.M., and high around sunrise and low during the daytime such as 2 P.M., which
reflected the propensity of nocturnal animals to 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home range and
activity in nutria can be used as useful data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of invasive alien species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raps, the spatial setting of controlled areas, and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resources together with a basic understanding of nutria’s behaviors in South Korea.
Keywords : Activity, Behavior, Home range, Invasive alien species, Movement

I. 서론
산업화를 계기로 국가 간 교역이 급속히 확대된 이
후 나타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증가는 다양한 생물
종의 대륙 간 이동을 촉진하였다(Levins & D’Antonio
2003; Hulme 2009). 본래의 서식지역을 벗어나 다
양한 국가에 도입되어 정착한 생물종 가운데 생물다
양성을 위협하는 침입외래생물은 새롭게 정착한 지역
에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
화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
로 나타낸다(Zietsman 2011).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170만종의 생물종 가
운데 침입외래생물은 약 20만종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McNeely et al. 2001; Master &
Norgrove 2010; CBD 2014), 최근 제7차 생물다양
성과학기구 총회에서는 토지이용 변화와 인간의 직

(KEI 2006)이 보고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2009
년 894종, 2011년 1,109종, 2019년 2,160종의 도입
을 보고하는 등 외래생물의 가파른 유입 증가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ME 2019). 최근 급속한 외래생물 유
입 증가 실태와 외래생물의 침입에 취약한 국내 환경
을 고려하면(Paini et al. 2016), 도입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침입외래생물을 선
별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생태 자료를 구축하여 과학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에 도입된 외래포유류가 총 163종으로 보
고된 가운데(Park & Lee 2020), 포유동물 중 유일하
게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환경부고시 제2019185호) 법적인 절차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뉴트리아
(큰물쥐, Myocastor coypus)는 남아메리카 원산의

접적인 간섭, 기후변화, 오염 등과 함께 침입외래생

반수생 포유동물에 속한다(Wood & Howland 1979;

물 문제를 생태계 변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한

Lee et al. 2014; Lee et al. 2018). 전 세계적으로 침

바 있다(IPBES 2019).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입성이 널리 알려진 뉴트리아는 모피 생산과 식용을

(Conference of the Parties 10)에서는 2020년까지

목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사육동물로 도입되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인류가 노력해야 할 20가지

(Aliev 1966; Bounds 2000). 먹이 공급이 용이하고

목표에 침입외래생물 관리를 포함하며(SCBD 2014),

물이 존재하는 환경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뉴트리아는

이들의 확산 제어와 효과적인 관리 실현을 위한 전 지

도입지역의 자연에 유출된 이후 강과 하천, 습지, 농

구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업용수로, 기수역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침입 범

그간 한국에 도입된 외래생물로는 1980년에 식물

위를 넓혀 나간다(Borgnia et al. 2000). 자연에 성

110종(Yim & Jeon 1980), 2006년에 외래생물 607종

공적으로 정착한 개체는 번식이 가능하여 서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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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빠른 밀도 증식을 보이는데(Gosling et al.

전 세계적으로 침입성이 잘 알려져 있는 뉴트리아

1980a), 뉴트리아의 서식이 과밀한 지역에서는 생물

의 행동권 연구는 침입 지역별 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성의 직접적인 손실과 토속종과의 서식지 경쟁,

진행되었다. 각 침입 지역별 뉴트리아의 행동권 연구

농업 경제 작물의 손실, 배수시설의 훼손, 습지기능

결과를 살펴보면, 텍사스에서의 연구에서는 수컷의

의 악화 등이 보고되기도 한다(Gosling 1974; Abbas

행동권을 0.148km2, 암컷의 행동권을 0.029km2로 보

1988; Woods et al. 1992; Leblanc 1994; Carter et

고하였고(Denena et al. 2003), 루이지애나에서는 뉴

al. 1999; Panzacchi et al. 2007; Bertolino et al.

트리아의 행동권을 0.288km2로 제시하였으며(Nolfo-

2012).

Clements 2009), 미시시피에서는 뉴트리아의 행동

한국의 뉴트리아는 1987년 불가리아에서 도입한

권을 0.023km2로 보고하였다(Lohmeier, 1981). 이

개체가 사육에 성공한(Lee et al. 2012) 이후 2000년

탈리아에서는 수컷의 행동권을 0.149km2, 암컷의

대 들어서며 약 150,000개체까지 사육되는 등 관련

행동권을 0.052km2로 보고하였으며(Reggianni et

산업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유통과 소비구조의

al. 1993), 프랑스에서는 수컷의 행동권을 0.056km2,

문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쇠락하며 자연생태계에 유

암 컷 의 행 동 권 을 0.024km2로 확 인 한 바 있 다

출되는 결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9). 2006년

(Doncaster & Micol, 1989). 뉴트리아의 행동권 연

낙동강에 인접한 6개 시군에서 확산이 처음 보고된

구가 이루어진 이탈리아와 미국 등에서는 국가 또는

이후 2013년 전국 13개 시군으로 서식 영역이 확대됨

지역 단위의 관리정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이들의

에 따라(Lee et al. 2013a), 2014년부터 국가적인 차

연구결과는 뉴트리아의 생태를 이해하고 유용한 관

원에서의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ME

리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2014).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적극적인

뉴트리아와 같은 침입외래생물의 관리정책이 보다

관리정책은 약 27,000개체 이상의 뉴트리아를 포획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리대상종의 생태

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2018년 뉴트리

학적 정보를 토대로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

아의 분포지점은 2014년과 비교하여 약 88% 수준까

현장에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 감소하였다(Kim et al. 2019).

특히, 인위적인 포획 압력이 계속되어 분포 영역이 감

현재 한국의 뉴트리아 분포는 낙동강 중하류 일대

소하고 서식밀도가 저하된 상황에서는 관리대상종의

로 제한되고 있으며(Kim et al. 2019), 관련 연구는

행동과 이동특성에 관한 이해, 생태학적 자료의 확보

분포 변화, 서식지 특성과 먹이자원, 형태적 특성, 유

여부가 성공적인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

전적 특성을 주요 주제로 진행되어 왔다(Lee et al.

진다(Kim et al. 2019).

2013a; Lee et al. 2013b; Lee & Kil 2013; Kim et al.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정착한 뉴트리아의 기

2019). 그간 국내에서는 너구리 0.41km2(Kim et al.

초적인 행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원격무선추적을 이

2

2008), 0.54km (Choi & Park 2006), 삵 2.64km

용하여 행동권과 이동, 활동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Choi et al. 2012), 산양 0.88km (Cho et al. 2014),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은 국내 환경에서의 뉴트리아

반달가슴곰 90.2km (Yang et al. 2008), 고라니

행동특성을 확인하고 관리에 필요한 관리구역 설정,

2.77(Kim & Lee 2011), 사향쥐 0.0027km (Kim et

관리구역 내 유입과 확산 제어 방안의 마련, 효과적

2

2

2

2

al. 2020) 등 포유동물 관련 행동권 연구가 보고되어

인 포획 시기 결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왔지만, 침입성 외래 포유동물, 특히 뉴트리아와 같

자 했다. 아울러, 향후 뉴트리아의 서식지 이용과 계

은 법적관리종을 대상으로 생태 기반 관리 관점에서

절별 행동변화 양상, 확산 변화 예측 연구에 유용한

이루어진 행동 또는 행동권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침입외래생물 관리기술 개

이다.

선과 관리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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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185

제시된 연구대상지 전체 수변부를 대상으로 시속
2km 이하의 속도로 보행하며 굴, 이동통로, 배설물,
섭식흔적, 발자국 등 생태 흔적(field signs)을 확인하

습지 침입외래생물인 뉴트리아는 한국의 낙동강수

여 뉴트리아의 서식 여부를 파악하였고(Lee et al.

계를 중심으로 정착하여 분포한다(Kim et al. 2019).

2013a; Kim et al. 2019), 주요 활동 장소에 5개의 생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 습지지역에 정착하여 살

포트랩(Live trap 78cm×28cm×33cm, Tomahawk)

아가는 뉴트리아의 행동권과 활동성을 파악하고자

설치·운용하여 암컷 성체 3개체와 수컷 성체 3개체

했다. 이를 위한 뉴트리아의 포획과 원격무선추적 과
정에서 활동이 확인된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
지리에 위치한 미전천 하류와 연결되어 있는 면적 약
213,300m2의 하천형 습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
다(Figure 1).
연구대상지는 수리적으로 경도 128°49′46.6″와
128°49′18″ 위도 35°24′00″와 35°23′25.4″에 위치
한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지역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0℃에서 8℃, 여름철 평균 기온은 22℃
에서 26℃의 범위로 나타난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https://www.weather.go.kr/).

등 총 6개체를 포획하였다(Table 1). 포획된 개체는
연구실로 이송하여 성별과 체중, 머리에서 몸까지의
길이 등 개체별 생체정보를 계측하고 기록하였다.
추적 개체의 성장 단계는 각 포획 개체의 연령으로
추정하였다. 뉴트리아의 연령은 골격과 체중, 수정체
의 건중량, 대구치의 분출 정보를 이용하면 추정이 가
능하다(Alive 1965; Gosling et al. 1980a; Willner
et al. 1983). 본 연구에서는 Sherfy 등(2006)이 제시
한 체중 정보를 이용한 연령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고,
다음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하였다.

Wt = A × exp(-e-b(t-k))

연구대상지에서는 2010년 뉴트리아의 정착이 처음

Wt: body weight, t: number of months, A: asymptotic
valus of body weght (male-6163.2, female-5382.2),
e: natural logarithms (2.718), k: maximum growth rate
(male-6.429, female-5.382), b: growth-rate parameter
(male-0.152, female-0.178)

확인되었고(Lee et al. 2013a), 현재까지 지속적인
서식을 이어가고 있다(NIE 2019).

2. 포획 및 무선추적 발신기 부착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Figure 1(B)에
(A)

(B)

Figure 1. Map of the study site. (A) Study site is located in Samnangin, Miryang, Gyeongsangnam-do province in
South Korea. (B) Purple dots indicate remote radio tracking coordinates of nutria.

02김아름(182~197)(Fig.1,3)ok.qxp_환경29-3_2020 2020. 6. 29. 오후 3:45 페이지 186

186

환경영향평가 제29권 제3호

Sex

Weight
(kg)

2

Female

4.43

4

Female

6

Male

ID
1
3
5

Male
Male

Female

4.12
6.68
4.85
5.18
4.92

N/A, not applicable

Table 1. Information on the Nutria (N=6) captured in the present study
Head-body length
(mm)

Age
(month)

480

14

490

Period of tracking

No. of collected
coordinates

Mar.2015-Jun.2015

64

12

Mar.2015-Apr.2015

555

more than 30

Mar.2015-Jun.2015

570

24

527
538

18
16

Tracking data

N/A(9)

Loss of transmitter

65

Loss of signal

Loss of signal

N/A

N/A(0)

Killed before tracking

Mar.2015-May.2015

21

Loss of signal

Mar.2015-Apr.2015

N/A(9)

Loss of transmitter

포 획 한 개 체 의 발 신 기 부 착 과 정 은 Sikes와

감안한 안정적인 발신기 수신율 등을 고려하였고, 뉴

Cannon(2011)이 제시한 가이드를 준수하였다. 포

트리아 부착 발신기의 안정적인 방수기능과 수신율

획 개체는 Alfaxalone 0.4ml/kg을 사용하여 마취

을 확인한 Merino 등(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발

하였고, 발신기는 Glue-on transmitter(Advanced

신기를 선택하였다. 또한 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개

Telemetry Systems, model R2030; mass=40g)를

체 특성 상 발신기 부착에 따른 발 긁힘 상처와 감염,

사용하였다. 뉴트리아는 수중과 육상을 번갈아 이용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율 증가 측면을 검토하였고,

하는 서식 습성, 발을 손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Merino 등(2007)은 꼬리에 부착하는 발신기가 목에

개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위치추적의 어려움이 보고

부착하는 발신기에 비해 안전하며, 낮은 폐사율을 보

된 바 있다(Coreil & Perry 1977). 이에 본 연구에서

인 부분에서 성공적인 추적이 가능함을 제시한 바

는 뉴트리아가 수중과 육상 생활을 반복함에 따른 발

있어 본 연구에서는 꼬리 부착 발신기를 이용하였다.

신기의 방수기능, 서식지 환경 조건에 따라 약 15-

이를 위해 19.0mm와 25.4mm 규격의 polyvinyl

46m 가량의 굴을 건설하는 특성(LeBlanc 1994)을

chloride(PVC) 파이프를 약 5cm 길이로 절단한 후,

(A)

(B)

(C)

(D)

(E)

(F)

Figure 2. VHF transmitter attachment process for radio-tracking. (A) Capture using live trap, (B) Transmitter, (C) Tailtransmitter attachment, (D) Recovery, (E) Release for Radio-tracking, (F) Radio-tracking of nu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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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건조 에폭시를 이용해 발신기와 결합하였고, 제
작이 완료된 발신기를 뉴트리아 꼬리에 끼워 고정하
였다(Figure 2). 발신기를 부착한 개체는 실내 사육
장에서 약 3시간의 회복 시간을 부여한 후 야외 계류
장으로 이송하였고, 48시간 동안 행동과 활력 정도
를 관찰한 후 포획지점에 방사하였다. 이후 7일간의
자연 적응 기간을 부여한 후 원격무선추적을 실시하
였다.

3. 원격무선추적
2010년부터 뉴트리아의 서식이 확인된(Lee et al.

187

4. 원격무선추적 결과 분석
1) 행동권 분석
행동권 분석은 3개체를 대상으로 ArcGIS 10.3.1
(ESRI Inc.)의 Home range Tools 2를 이용하여
MCP와 Kernel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최외각 점들을
연결시켜 다각형을 생성하는 최소블록다각형(MCP,
Minimum Convex Polygon)방법은 행동권 연구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실제 추적 개체가 사
용하지 않는 지역이 행동권으로 계산되는 영향을 줄
이기 위해 95%의 좌표를 사용하였다(Sekerciogulu

2013a) 연구대상지를 중심으로 뉴트리아의 원격무선

et al. 2007; Yang et al. 2008). 그리고 점집합을 이

추적 성공 가능성과 먹이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나타

용해 확률 밀도를 산출하기 위한 공간 이용도를 밀도

나는 단기간의 행동양상을 확인하고자 포획된 6개체

로 표현한 선을 사용해 행동권을 산출하는 Kernel

를 대상으로 원격무선추적을 위한 발신기를 부착하

method(Worton 1989)를 병행 분석하였다. Kernel

였다. 연령 18개월로 추정된 4번 암컷 개체는 추적 전

방법은 MCP 방법보다 편향이 적고, 복잡한 위치 패

원인 미상의 폐사로 인해 추적에서 제외하였다. 연령

턴에서 유용성(flexibility)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12개월로 추정된 1번 수컷 개체와 연령 24개월로 추

다(Gitzen et al. 2006). 모든 위치좌표에서 돌출된

정된 암컷 5번 개체는 추적 중 발신기의 탈락으로 인

외곽 위치좌표를 제외한 행동권은 MCP 95%, Kernel

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행동권 연구는 연령 14개

95%를 분석하였고, 행동권의 핵심공간(core area)은

월로 추정된 2번 암컷 개체, 연령 30개월 이상으로 추

Kernel 50%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정되는 3번 수컷 개체, 연령 16개월로 추정된 6번 수
컷 개체를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2) 활동성 분석

원격무선추적은 매월 4일간 60분 단위로 연속하여

개체별 활동성(Activity) 분석은 원격무선추적을

실시하였고 좌표 정보를 수집하였다. 추적은 발신기

실시한 개체 중 일간 시간대별 위치 좌표가 확보된 2

의 고유 주파수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해 나가는 동

번 개체와 3번 개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수집한 GPS

안 조사자가 뉴트리아의 행동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좌표의 시간차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특정 시간대의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VHF 방법을 사용하였고

GPS 기반 자료가 야생동물 활동에 대한 적절한 척도

(Cochran & Lord 1963), 개체의 위치신호 수신을 위

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 Ensing 등(2014)의 방법

한 주파수 수신기(IC-R20 receiver, icom Inc.)와

을 적용하였고, 좌표 간 거리와 고도 값을 적용한 거

휴대용 3소자 안테나(141-175 MHz, three element

리 도출을 통한 각 개체의 시간대별 활동성은 다음의

Yagi-Antenna, ATS Inc.), 위치정보 기록을 위한

산식으로 도출하였다. 분석은 ArcGIS 10.3.1(ESRI

GPS(60CSX, Garmin Inc.)를 활용하였다. 연구대

Inc.)을 이용하였다.

상지는 임도가 발달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추적 대
상 뉴트리아에게 근접할 수 있는 물리적 특성을 지니
고 있으므로 발신 전파의 각도를 추적하여 동물의 위
치를 찾아낸 후 1/5000 수치지도와 GPS를 이용하여
위치 좌표를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기록하였다.

Dalt
SAB = t – t
B
A

SAB is the average speed between two coordinates A
and B in km/h, Dalt is the altitude corrected travel
distance in km as calculated in equation 2 and t is the
time stamp of the GPS coordinate determination in A
and B in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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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암컷 개체의 일간 평균 이동거리는 372.1±205.2m, 일
간 최대 이동거리는 664m로 확인되었고, 3번 수컷

1. 뉴트리아의 행동권과 일간 평균 이동거리

개체의 일간 평균 이동거리는 831.1±361.1m, 일간

원격무선추적 개체의 평균 행동권은 MCP 95%에

최대 이동거리는 1,278m로 나타났으며, 6번 수컷 개

서 0.043±0.058km , K 95%에서 0.085±0.071km

체의 일간 평균 이동거리는 523.9±337.6m, 일간 최

2

2

로 나타났고, 핵심공간인 K 50%에서는 0.018±

대 이동거리는 868m로 확인되었다(Table 3). 본 연

0.014km2로 확인되었다(Table 2, Figure 3). 2번 암

구는 동일한 먹이자원이 조성된 환경에서 수행되었으

컷 개체는 MCP 95%에서 0.012km2, K 50%에서

므로 수컷 개체가 암컷 개체에 비해 긴 이동거리를 나

0.008km 의 행동권을 보였고, 3번 수컷 개체는 MCP

타낸 부분은 성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95%에서 0.104km , K 50%에서 0.034km 로 추적

그러나 암컷과 수컷의 성비가 일치하지 않고, 추적 개

개체 중 가장 넓은 행동권을 나타내었다. 6번 수컷 개

체수가 적어 국내 서식하는 뉴트리아 전체의 이동 특

체는 MCP 95%에서 0.013km , K 50%에서 0.012

성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규명

km 의 행동권을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수컷이 MCP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2

2

2

2

95%에서 0.058km2로 나타나 0.012km2의 행동권을

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뉴트리아는 수변부나 하

보인 암컷에 비해 0.046km2 넓은 행동권을 보였다.

중도 일대에 굴을 형성하여 살아간다(Gosling 1977).

야간 시간대 MCP 95%에서는 0.039km2의 행동권을

수컷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자신의 세력 범위 내 침

보여 주간 시간대의 행동권 0.024km 와 비교하여

입자를 경계하는데 소비하며, 이로 인하여 암컷에 비

0.015km 넓은 행동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개체

해 넓은 행동권을 가진다(Doncaster & Micol 1989,

간 행동권의 중첩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개체 간 상

Gosling & Baker 1989). 뉴트리아는 뛰어난 이동능

호작용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뉴트리

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간섭이 없는

아 무리는 여러 암컷과 한 개체의 수컷으로 구성되며

환경이라면 태어난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정착하여

(Gosling & Baker 1989, Guichon et al. 2003), 개

살아가려는 습성을 나타낸다(Alive 1968). 이에 따라

체 간 상호작용에 의해 순위제를 나타내고 수컷의 영

자신이 형성한 굴을 중심으로 45m(Adams 1956),

역이 설정된다(Warkentin 1968; Regiani et al.

60m(Kim 1980), 180m(Nowak & Walker 1999) 등

1993). 뉴트리아 개체 간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그 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2

인을 명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연구 사례 확대와

그러나 서식지 환경이 생존에 불리하게 변모하거

함께 개체 간 활동특성의 시간적 차이에 관한 면밀한

나 서식지 내 개체 밀도가 포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하다.

서식에 유리한 환경 조건을 찾아 이동하려는 습성을
보인다(Alive 1968). Gosling과 Baker(1989)가 영국

추적 개체의 일간 평균 이동거리를 분석한 결과, 2번

Table 2. Home range size (km2) of nutria by individual, sex and time
Method

Individuals

No.2
(female)

No.3
(male)

No.6
(male)

K 95%

0.032

0.166

0.056

K 50%

0.008

0.034

0.012

MCP 95%

0.012

0.104

0.013

Mean
(±SD)

Male
(N=2)

0.085
(0.071)

0.043
(0.058)
0.018
(0.014)

Sex

Time

Female
(N=1)

Day
(N=3)

0.111

0.032

0.042

0.097

0.023

0.008

0.009

0.021

0.058

SD: standard deviation; MCP: minimum convex polygon method; K: kernel method.

0.012

0.024

Night
(N=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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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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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ome range of Nutria in study site. (A) No.2 home range, (B) No.3 home range, (C) No.6 home range, (D) view
of individuals. dots indicate remote radio tracking coordinates of nutria. The tracking period for No.2 and No.3
was from March to May 2015, and No.6 was carried out in May 2015. MCP: minimum convex polygon method;
K: kernel method.
Table 3. Distances (m) of nutria’s daily movement

Method

No.2 (female)

Mean daily movement ± SD

372.1 ± 205.2

Maximum daily movement

664

Individuals

No.3 (male)

831.1 ± 361.1
1278

No.6 (male)

523.9 ± 337.6
868

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먹이자원이 풍부하고 안

0.072km2, 겨울철 행동권을 1.38km2로 제시하여 계

정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뉴트리아의 경우 수컷

절 변화에 따른 뉴트리아 행동권의 변화를 보고한 바

0.068km , 암컷 0.03km 의 행동권을 보인 반면, 먹

있다. 야생동물의 행동권은 서식지역 내 개체 수용 한

이자원이 부족하고 외부 간섭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계와 서식지의 유형, 서식지역 내 먹이자원의 양과 경

수컷 0.939km , 암컷 0.463km 의 비교적 넓은 면적

쟁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Hooven

의 행동권이 나타내었다. 한편, 루이지애나에서 수행

1973; Haerstad & Bunnel 1979; Chelkowska et

된 Coreil 등(1988)의 연구에서는 여름철 행동권을

al. 1985; Gosling & Baker 1989).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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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확인된 뉴트리아의 행동권과 이동 양

후 12시(4.43) 〉오후 16시(5.31) 순으로 낮은 활동성

상은 비교적 안정적인 서식 환경에서 나타난 결과로

을 나타내었다. 3번 수컷 개체의 활동성은 일일 평균

보여 진다. 연구 기간 동안 연구지역 내에서 포획활동

65.84±67.81로 확인되어 2번 암컷 개체에 비해 높은

을 철저히 배제하였고, 뉴트리아 서식지역의 활동영

활동성을 보였다. 오전 06시(318.93) 〉오후 22시

역 내 도로 등 인위적인 간섭요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163.80) 〉오후 19시(129.03) 〉오전 05시(96.56) 순

연구지역에는 마름(Trapa japonica)과 줄(Zizania

으로 높은 활동성을 보였으며, 2번 암컷 개체가 높은

latifolia) 등 뉴트리아의 선호 먹이자원이 풍부하게

활동성을 보인 오전 01시(74.64), 오전 06시(318.93),

존재하여(Lee et al. 2013b) 안정적인 서식조건이 형

오전 02시(65.41), 오후 17시(57.36)에도 높은 활동

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를 확대하고 결

성을 나타내었다. 오후 13시(1.97) 〉오후 14시(2.10) 〉

과의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환경변화와

오전 09시(8.59) 〉오전 08시(12.00) 순으로 낮은 활

이에 따른 영향, 계절 변화에 따른 서식지 선택과 이

동성이 확인되었고, 2번 암컷 개체가 낮은 활동성을

동패턴의 변화 등이 반영된 개체 또는 개체군 단위의

보인 14시에는 3번 수컷 개체도 낮은 활동성을 나타

정밀한 행동특성이 규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내었다. 개체별 활동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일몰

서는 추적표본의 증가와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고려

전후 시간대부터 일출 전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되어야 할 것이다.

활동성이 확인되었다. 뉴트리아는 야간에 많은 활동

2. 시간대별 활동성

성을 보이며 섭식활동이 집중된다(Gosling 1979). 본
연구에서 확인된 야간의 집중적인 활동은 야행성 동

개체별 활동성을 분석한 결과, 2번 암컷 개체의 활

물인 뉴트리아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판단

동 성 은 일 일 평 균 24.13±17.88로 확 인 되 었 다

된다. 한편, 수컷이 암컷에 비해 높은 활동성을 나타

(Figure 4). 오전 01시(57.92) 〉오전 06시(54.24) 〉오

내었는데, 이는 수컷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다른

전 02시(49.04) 〉오후 17시(48.88) 순으로 높은 활동

개체의 침입을 배제하는 경계활동에 하루 중 많은 시

성을 보였으며, 오후 14시(1.00) 〉오전 11시(1.33) 〉오

간을 소비하는 습성(Gosling 1977)과 관련이 있을 것

Figure 4. Daily time zone activity at the study site of female and male individuals in nutria. The tracking period for No.2 and
No.3 was from March to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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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활동 습성은 수컷이 암컷에

물의 행동권 연구는 동물의 활동 반경과 패턴, 이동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용이하고, 서식지 이용 특성

(Doncaster & Micol 1989). 본 연구에서는 높은 빈

과 행동 생태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그

도는 아니지만, 낮 시간대에도 지속적인 활동성을 보

활용도가 높다.

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Lowery(1974)는 뉴트리아는

연구 대상종인 뉴트리아의 침입성은 이미 전 세계적

기본적으로 야행성 동물에 속하지만, 먹이와 기상 조

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몇몇 유입 지역에서는 국가

건에 따라 낮 시간대에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음을 설

적인 차원의 관리를 실행한 바 있다(Kil et al. 2015).

명하였다. 특히, 겨울철 낮은 기온과 먹이자원의 부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뉴트리아 관리국가에서는

족은 낮 시간대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행동과 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관리 대상 생물종

될 수 있다(Gosling et al. 1980b).

을 상세히 이해하였고, 지역 단위의 관리정책을 수립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자연에 서식하는 뉴트리아의
기초적인 행동 습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

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
용하였다.

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 세부계획으로 “제1차 외래생

하여 운용하는 포획트랩의 효과와 낮 시간대 포획트

물 관리계획(2014-2018)”에 이어 “제2차 외래생물

랩 운용의 필요성, 모니터링 시 야간조사의 효율성 등

관리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

관리방안 수립과 현장 적용 측면에서 실효적인 정보

며(ME 2014; 2019), 해당 관리계획에서는 2023년까

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 국토 내 정착한 뉴트리아의 완전한 퇴치를 관리의

향후 추가되는 연구에서는 정부 차원의 뉴트리아 관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향후 뉴트리아와 같

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절별 활동성과 선호 서식

은 침입외래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와 이미 확

지 파악을 위한 연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뉴트리아

산된 침입외래생물을 제어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

의 활동은 생활근거지 주변 수역의 수온과 서식지역 기

정책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침입외래생물의 관리

온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Warkentin 1968) 계절 등

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개체 또는 개체군 단위의 행동

시간의 물리적 변화에 따라 행동양상을 달리 전개할 수

과 이동, 활동성 등 기초적인 생태 자료를 우선적으

있다. 특히, 겨울철 부족한 먹이자원 확보를 위한 탐색

로 확보하는 일은 관리 효율성의 즉각적인 개선에 도

활동의 증가와 결빙되지 않은 수역을 찾기 위한 장거리

움이 될 뿐 아니라, 생태계 균형과 복원 관점의 관리

탐색활동, 그리고 겨울철 낮은 온도에 견디기 위한 활

전략 추진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동성 감소와 활동시간대의 변화(Gosling et al. 1983;

본 연구에서 보고한 뉴트리아의 행동권과 이동에

Moinard et al. 1992), 여름철 높은 기온을 회피하기 위

관한 정보, 그리고 05시부터 06시, 17시부터 22시,

한 행동 패턴 변화와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섭식 시간

01시부터 02시까지 등 특정 시간대에 보이는 높은 활

의 변화(Gosling 1979; Chabreck et al. 1981) 등 계절

동성과 낮은 활동성을 보이는 시간대에 관한 기초적

적인 변화와 함께 동반되는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는

인 자료는 지역별 관리구역의 공간적인 구획과 관리

뉴트리아의 활동 시간대 뿐 아니라, 행동권 크기, 서식

자원 집중 시기의 결정, 개체 추적 포획 기술 개발에

지 선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있어 유용한 자료로써 관리기술 개선과 관리의 효율
성 증진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연구에서 확인된 뉴

IV. 결론

트리아의 평균 행동권은 0.043km2로 관련 선행 연구
결과(Lohmeier 1981; Doncaster & Micol, 1989;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정착한 뉴트리아의 행동 특

Reggianni et al. 1993; Nolfo-Clements 2009;

성을 파악하여 관리기술의 개선과 효과적인 관리전략

Milholland et al. 2010)와 비교하여 평균적인 수준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야생동

으로 나타났다. 향후 뉴트리아의 서식지 특성,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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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분포 변화, 계절별 환경 변화 요인 등을 반영
하면 한국에 정착한 뉴트리아 개체군의 행동특성을
보다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간 제한적인 공간 범위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서식하는 전체 뉴트리아 개체
군을 대표하여 설명하기 어렵지만, 법적관리종의 생
태 기반 관리 측면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관련 연구를 시도한 부분과 향후 관련 연구 추진에
앞서 참고할 수 있는 선행 사례를 제시한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어지는 연
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격무선추적방법 뿐
아니라, Haramis와 White(2011)가 보고한 dual
micro GPS/VHF를 활용한 뉴트리아 추적 사례 등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검토하면 행동특성에 관한 상
세한 규명과 행동기작 간 연관성을 밝히는데 있어 유
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은 계절적인 변화가
뚜렷하고 겨울철 낮은 기온이 형성되는 만큼 시계열
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행동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추
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추
진은 시기별 적용 가능한 관리방안의 수립과 시공간
적 서식 변화상에 따른 유연한 관리전략 적용 측면에

Aliev FF. 1965. Growth and development of nutrias’

functional features. Fur Trade Journal of

Canada. 42(11):2-3.

Aliev FF. 1966. Numerical Changes and the
Population Structure of the Coypu (Myocastor

coypus) in Different Countries. Säugetierkd

Mitt. 15: 238-242.

Aliev FF. 1968.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NutriaMigrations (Myocastor coypus). Saugetierkd

Mitt. 16: 301-303.

ArcGIS Pro. Tool Reference. Available from:

http://pro.arcgis.com/en/pro-app/toolreference/spatial-analyst/kernel-density.htm
(accessed on 8 February 2017)

Bertolino S, Angelici C, Monaco E, Monaco A,
Capizzi D. 2012. Interactions between

Coypu (Myocastor coypus) and bird nests in

three mediterranean wetlands of central

Italy. Hystrix It. J. Mamm. 22: 333-339.

Borgnia M, Galante ML, Cassini MH. 2000. Diet
of the Coypu (Nutria, Myocastor coypus) in

Agro- Systems of Argentinean Pampas. J

있어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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