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As the world becomes more globalized, the non-native species issue has emerged as a problem that is growing 
internationally. In particular, the number of non-native turtles found in the wild has been increasing sharpl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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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에 한 의 문제 인식: 악어거북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1a

김 정2⋅박승민3⋅장이권4⋅구교성5*

Public Perception on Non-native Species: Based on the News Articles about the Alligator 

Snapping Turtle (Macrochelys temminckii)1a

Hyunjung Kim2, Seoung-Min Park3, Yikweon Jang4, Kyo Soung Koo5* 

요 약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외래생물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야생에서 서식하는 외래종 중 외래거북이 발견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처음으로 수입된 붉은귀거북

(Trachemys scripta elegans)을 포함하여, 15여 종의 외래거북이 최근 국내 야생에서 확인되었다. 게다가, 2019년 10월 

15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풍암천에서 악어거북(Macrochelys temminckii) 한 개체가 발견되었다. 외래생물 관련 문제가 

커지는 시기에 큰 크기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악어거북의 발견 사례는 큰 이슈가 되었으며, 다수의 대중매체를 통해 기사화되

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악어거북 발견 기사에 달린 댓글(의견)들을 통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외래생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악어거북 기사에 달린 댓글은 총 1,100개였다. 그 중 342개(31.1%)가 외래생물과 연관성을 

보였다. 연관성이 있었던 글(n=342) 중 외래생물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댓글은 전체의 97.7%(n=334)였다. 외래생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n=42)에는 생태계교란(n=31, 73.8%)과 공격성(n=11, 26.2%)이 포함되었다. 외래생물 침입 문제가 발생하

는 원인으로는 책임감 부재(n=122, 51.7%)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무분별한 수입 및 거래(n=99, 42.0%), 관련 제도 

부재(n=13, 5.5%), 처리 방법의 부재(n=2, 0.8%)가 뒤를 이었다. 대중은 외래생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n=129)으로 

등록제(animal registration)의 필요성(n=59, 45.7%)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중이 외래생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외래생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의견은 연구자와 정부가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외래생물의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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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t least 15 species of non-native turtles, including the red-eared slider (Trachemys scripta 
elegans) first imported in the 1970s, have been found in Korea. On October 15, 2019, an alligator snapping turtle 
(AST, Macrochelys temminckii) was found in a stream located in Gwangju city, South Korea. The discovery 
of AST became a big issue in South Korea as the animal is known for its large body size and aggressiveness 
and was featured widely in the mass media. In this study, to learn the public's perception of non-native species, 
we examined comments (opinions) to the online news articles about the AST. We collected 1,100 comments 
from the Internet news articles on the AST. Out of the 1,100 comments, 342 (31.1%) comments were related 
to non-native species’ issues. Most of the respondents (97.7%, n=334) stated that the non-native species are a 
problem. Forty two comments mentioned potential threats posed by non-native species: non-native species’ 
aggressive nature (n=11, 26.2%) and ecological disturbance (n=31, 73.8%). Lack of responsibility (n=122, 
51.7%) was the major causative factor for the introduction of non-native species, and followed by indiscriminate 
pet trade (n=99, 42.0%), absence of relevant legislation (n=13, 5.5%), and absence of treatment (n=2, 0.8%). 
Animal registration (n=59, 45.7%) was the most commonly mentioned as the way to deal with the issue of the 
non-native species' invasion. Our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is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invasion of 
non-native species, including AST. This study highlights that researchers and government officials need to 
consider the public's perception and opinions. We believe that our study can serve as an essential reference for 
the policy direction and the management of non-native species.

KEY WORDS: REPUBLIC OF KOREA, INVASIVE ALIEN SPECIES, COMMENTS, INTERNET, NEWS, 
CITIZEN SCIENCE

서 론

IUCN에 따르면 외래생물(Invasive alien species, IAS)은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연 서식지를 벗어나 인간에 의해 우연

히 또는 의도적으로 유입된 식물 또는 동물”을 말한다. 이렇게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외래생물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 잠시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정착하여 번성

하고 심지어는 본래의 자연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도 한다(Lowe et al., 2000). 외래생물은 보통 새로운 

생태계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심각한 생태계 교

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게다가 유입된 외래종은 고유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각적으로 알기가 어려워 각별한 주

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외래생물이 유발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관심 증가와 국제적인 “침입외래종 제거” 노력에도 불구

하고, 전 세계에서 확인된 외래생물 종의 수는 1970년 이후 

약 70% 증가했다(IPBES, 2019). 한국에서도 외래생물 유입

은 2011년 1,109종에서 2015년 3,096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Koo et al., 
2020a).

외래생물의 유입은 서식지 파괴에 이어 생물다양성을 감소시

키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GEO BON, 2015). 외래생물과 

동물 멸종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멸종 원인을 알고 있는 

170여 종의 동물(알려진 동물 멸종이 680종) 중에서 54%가 

외래종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중 멸종된 종의 20%의 경우 

외래종이 유일한 원인으로 꼽혔다(Clavero and García-Berthou, 
2005). 그 외에도 외래생물은 고유종의 유전자 및 생태계 수준

에서 포식, 경쟁, 질병 전염, 농수산 및 임업 생산량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외래생물들이 인위적으로 야생에 유입되는 원인은 관리 부

주의로 인한 유출, 사육 부담 및 관심 저하로 인한 사육포기 

혹은 유기, 그리고 종교적 의미의 방생 등이 주요하다(Shiau 
et al., 2006; Oh and Hong, 2007; Mun et al., 2013;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에서는 외래생물의 자연 유입은 인위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

했을 것으로 나타났다(Koo et al., 2020a). 야생으로 유기된 

외래거북들은 대부분이 부적응 문제로 자연 소멸되지만, 원산

지의 기후와 유사한 조건이 형성되어있을 경우 적응할 가능성

이 크다(Koo and Sung, 2019). 국내에서는 붉은귀거북

(Trachemys scripta elegans)이 애완 및 종교적 방생용으로 

처음으로 수입되었으며(Ministry of Environment, 2001; Oh 
and Hong, 2007), 현재에는 100여 종이 넘는 외래거북류가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Koo et al., 2020b). 국내 야생으로 

유입된 외래생물의 서식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국립생태원에 

따르면(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18), 인위적인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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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입된 외래거북의 상당수가 야생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전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외래생물 모니

터링 연구에서는 15종에 달하는 외래거북이 야생에서 발견되

었다(Koo et al., 2020a; 2020c; Park et al., 2020). 게다가 

붉은귀거북은 국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번식까지 성공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Koo et al., 2019; Koo and Sung, 2019). 
또한,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었던 리버쿠터(Pseudemys concinna)
는 붉은귀거북 다음으로 많은 수가 야생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Koo et al., 2020a), 번식에 성공한 사례도 확인되었다(Koo 
et al., unpublished data).

2019년 10월 15일 악어거북(Macrochelys temminckii) 한 

개체가 광주광역시에서 발견되었다(Koo et al., 2020d). 악어

거북이 발견된 지점은 광주호로 흘러 들어가는 풍암천 바닥이

었다(35°10ʹ44.44ʹʹN. 127°00ʹ31.07ʹʹE, a.s.l. 99 m). 발견 

당시 악어거북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으며, 입을 열고 

혀에 달린 부속지를 이용해 먹이 유인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악어거북은 북미지역이 원산지로, 최대 135kg까지 성

장하는 민물거북 가운데 가장 큰 종이다(Telford et al., 2009). 
큰 크기와 함께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종이며, 근연종인 늑대거

북과 함께 공서생물, 그리고 사람에게도 심각한 사지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Johnson and Nielsen, 2016; Ng et al., 
2018). 게다가 곤충, 양서류, 파충류, 뉴트리아 등 서식지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생물을 먹이로 활용하는 포식 특성 때문에 

악어거북이 새롭게 유입된 환경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킬 가능

성이 있다(Elsey, 2006).
외래생물에 대한 기사는 종종 쓰였지만 악어거북이 야생에서 

발견된 것은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고, 2019년 10월 24일 여러 

언론 기사와 방송사의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Hankyoreh, 
2019; MBC, 2019; SBS, 2019). 이에 따라 악어거북과 관련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각각의 기사와 뉴스에 댓글

의 형태로 기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악어거북을 포함한 외래

거북이 국내 야생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

들이 생각하는 악어거북 혹은 외래생물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기사와 뉴스에 달린 댓글(의견)들을 수집 및 분석하

였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그간 고려되지 않았던 외래생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외래생물에 대한 정부 혹은 국가 기관의 정책적 방향 그리

고 연구자의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악어거북 발견과 관련된 3건의 기사

(Hankyoreh, 2019; MBC, 2019; SBS, 2019)에 포함된 모든 

댓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넷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댓글이 

생산 및 삭제되기 때문에 악어거북의 기사가 발표된 10월 24일 

10시(최소 기사 개시시간)부터 10월 25일 자정까지 기록된 글을 

수집하였다. 댓글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1) 연관성: 댓글과 인터넷 기사와의 연관성 여부, 2) 악어거북 

유입의 문제, 3) 문제가 되는 이유, 4)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5) 악어거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6) 적절한 관리방안. 
인터넷 댓글의 경우, 명확한 질문을 바탕으로 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 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분석 항목은 특정 단어나 표현의 포함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1) 연관성 항목에서는 댓글 내에 “생태계”, 
“외래생물”, “특수동물”, “수입”, “판매”, “등록제”와 같은 단어 

혹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장의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다른 항목에서도 각 주제와 관련된 단어나 용어 및 문장을 기준으

로 분류하였다. 만약, 댓글 하나에 여러 가지 항목과 관련된 단어나 

내용이 있을 경우, 제외하거나 하나만을 선택하지 않고 각각의 

항목과 연관성 있는 분류에 포함시켰다. 댓글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항목에 포함된 의견들의 차이는 카이스퀘어 검정법

(chi-square test)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통계프로그램으로

는 SPSS 24.0(IBM, USA)를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악어거북 기사에 달린 댓글은 총 1,100개였다. 그 중 342개
(31.1%)는 기사와의 연관성을 보였고, 나머지 758개(68.9%)
는 연관성이 없었다. 외래생물 혹은 악어거북(이하 외래생물) 
연관성이 있는 342개 댓글 중 외래/악어거북의 출현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전체 97.7%인 334개였으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2.3%인 8개였다(Figure 1A). 외래생물이 문

제가 되는 이유는 총 42개가 있었으며(Figure 1B), 생태계 교란

이 73.8%(31개)로 가장 많았고, 공격성이 26.2%(11개)가 뒤를 

이었다(χ ²=9.524, df=1, P=0.02). 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라는 댓글은 총 8개가 있었으며, 생물다양성 증가가 1개

(12.5%) 그리고 겨울철 낮은 생존성이 7개(87.5%)였다(χ ²
=4.500, df=1, P=0.034). 외래생물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한 의견은 총 236개가 있었으며(Figure 2), 책임감 

문제가 122개(51.7%)로 가장 많았고, 무분별한 수입 및 거래 

99개(42.0%), 관련 제도 부재 13개(5.5%), 처리 방법의 부재 

2개(0.8%) 순으로 나타났다(χ ²=185.322, df=3, P<0.0001). 
마지막으로 외래생물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과 관련된 의견은 

총 129개였으며(Figure 3), 등록제가 59개(45.7%)로 가장 많

았고, 수입규제 50개(38.8%), 관련법 제정 18개(14.0%), 인식

개선 2개(1.6%) 순이었다(χ ²=66.628, df=3,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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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사와 댓글을 통해 외래생물의 유입

과 발견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인식을 파악하였으며, 대부분은 

외래생물이 국내 생태계와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중의 인식은 정부와 국가 기관이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래생물이라도 그냥 놔두자”라는 대중의 인식이 

우세할 경우, 정부는 그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외래생물을 제거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중들이 외래생물

에 대한 문제와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나 국가 기관이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등록제(animal registration)는 대중들의 의견 중 외래생물을 

관리하는데 가장 필요한 방안이었다. 외래생물을 개체단위로 관

리하는 방법으로는 의무적인 교육(mandatory training), 마이크

로칩 삽입(micro-chipping), 판매자 등록(seller registration), 
포획 후 재판매(capture and re-sale), 안락사(euthanasia) 등이 

있다(Episcopio-Sturgeon and Pienaar, 2020). 선행 연구에서 

펫사육자(pet owner)들은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 마이크로칩 삽

입(57.7%)을 통한 관리방법을 선호했다(Episcopio-Sturgeon 
and Pienaar, 2020). 등록제를 실행할 경우, 개체 단위의 관리

가 가능하며, 분실 혹은 유기가 발생했을 시 대응이 가능하다

(Lee et al., 2016). 또한, 사육자의 정보가 함께 등록되기 때문

에 사육하는 생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piscopio-Sturgeon and Pienaar, 2020). 본 연구에서도 

책임감은 외래생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Figure 2).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4월 1일부터 

애완견에 한정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Lee et al., 2016). 
하지만 그 외 애완동물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현재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절차

가 필요하겠지만, 대중들은 등록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

Figure 1. Recognition of problems on the non-native species (A) and the opinions on the problems that non-native
species could cause (B).

Figure 2. Opinions on the underlying reason for the 
problems with non-native species

 
Figure 3. Opinions on how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non-nativ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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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수단이 적극적

으로 권장될 필요가 있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외래생물과 관련된 문제로는 무분별한 

애완동물 수입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 

규제가 언급되었다. 국내로 수입된 외래거북의 규모는 정확한 

기록이 있는 1995년에만 46,928kg로 확인되었으며, 2004년부

터 2015년까지는 연간 최소 6,000kg가 넘는 개체들이 수입되었

다(Lee et al., 2016). 하지만 애완동물 시장이 앞으로 약 6조원 

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고려하면 외래거북의 수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14). 
외래생물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관세청과 검역원에서 모든 종과 개체들을 일일이 확인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수입 목록에 들어있지 않는 

종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Koo et al., 2017). 물론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외래

생물 유입을 제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견된 악어거북(혹은 늑대거북)이나 독을 가지고 있는 

뱀, 전갈과 같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종에 

한해서는 통관 혹은 수입 전에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Koo 
et al., 2020c). 생물의 수입은 국내로 유입되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기준과 절차 등이 적용될 경우, 외래생

물의 유입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인터넷 댓글에서 제시된 대중의 인식이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관련된 기사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 위주의 

의견이 달렸을 가능성이 있고, 외래생물 유입에 찬성하는 의견

을 제시했을 경우에 받을 비판을 피하고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위치 그리고 

경험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특
히, 외래생물을 직접적으로 사육하는 개인 사육자와 외래생물 

판매업자들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들은 분명 외래종을 관리하고 제어하는데 중요한 자

료와 종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연구자와 실질적으로 외래종 사

육 경험이 있는 사육자들의 연계가 있어야 외래종 제어 및 관리 

방안에 구체성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다는 행위는 일반인이 뉴스와 상호작

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Morris and Ogan, 1996). 인터넷 이

용자들은 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지만, 댓글의 형태를 빌어 자신

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댓글을 통한 의견이 다른 이용자에

게 읽힐 때 뉴스가 재생산된다(Kim and Sun, 2006). 인터넷 

댓글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Kim and Sun, 2006). 물론 인터넷 댓글이 가진 문제점도 

있다. 댓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하지만, 뉴스의 주제에 따라 자칫 한쪽의 의견(bias)

으로 몰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Choi et al., 2008). 또한 

인터넷 댓글은 정확한 질문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

분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만들어진다. 결국 연구자는 이러한 자

료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지, 그리고 어떻게 치우침을 

줄일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 

댓글이 가진 강력한 장점은 기존의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

운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법은 일반시민과 생물학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Johnson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악어거북의 출현 기사를 통해 외래생물에 대

한 시민들의 문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인터

넷 댓글이라는 형태가 대중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래생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

하는 것은 전문가와 정부에게 있어서 연구 혹은 정책적인 방향

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생물의 유입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기에 연구자, 기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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