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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 야생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외래종 견목거북과(Podocnemididae) 아마존노란점거북(Yellow-spotted 
Amazon River Turtle, Podocnemis unifilis)을 처음으로 관찰한 사실을 학술적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2020년 7월 24일 제
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33°30'20.08"N 126°38'0.23"E 지점에서 아마존노란점거북 2개체가 바위에서 일광욕
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1개체는 머리에 노란색 반점이 있었고, 다른 1개체는 흑화되어 검은색을 띠었다. 관찰된 장소
는 도로와 인접해 있고,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애완용으로 사육되던 개체가 연못으로 방사된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호수, 저수지 등 국내 야생에서 확인되는 외래거북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래거북 유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피해가 예상되
는 만큼, 외래생물에 대한 시민과학 프로젝트와 환경교육을 통한 대중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발견된 개체에 대하
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야생 적응 여부, 번식과 관련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수생태계, 아마존노란점거북, 외래종, 제주, 환경교육 

Abstract

This study is the first official report on the wild habitats of alien species, Yellow-spotted Amazon River Turtle (Podocnemis 
unifilis) in Republic of Korea. On July 24, 2020, two P.unifilis were observed basking on rocks at 33°30'20.08"N 126°38'0.23"E, 
Waheul-ri, Jocheon-eup, Jeju-si, Jeju. One individual had a yellow spots on the head where as the other contains black 
spot. Our observatory site is close to road and easy access to people. Thus, these individuals were believed to be released 
in the pond after raising as pets. Recently, the number of alien turtles identified in wild(etc. lake, resevoir) is increasing, 
which is predicted to damage the aquatic ecosystem due to the inflow of exotic turtles.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ople's awareness of alien species through citizen science projects and environmental education. We suggest that 
research on habitat adaptation, reproduction and management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is n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 Alien species, Aquatic ecosystem, Environmental education, Jeju, Yellow-spotted Amazon River 
Tur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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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며, 공연, 전시, 여

행,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여가 생활이 인간의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세

계 각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인간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생물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다(Banks 

et al., 2015; KFDA, 2004; Williamson, 1996; Wilson, 

1995). 국내에는 농가소득 향상, 애완용, 종교용, 해외생물 전

시 및 교육 등 의도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외래생물이 세계 각

국에서 유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이하거나 희귀한 애완동물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북류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KFDA, 2004; Lee et al., 2016; ME, 2019).

견목거북과(Podocnemididae)로 분류되는 아마존노란점거북

(Yellow-spotted Amazon River Turtle, Podocnemis unifilis)
은 남아메리카 원산으로 볼리비아, 브라질 등에 분포하는 담수

성 거북이다(Rhodin et al., 2017; Schneider et al., 2012). 과

거에는 많은 개체수가 아마존강 유역에서 번식하였으나 가뭄

이 오는 건기 시즌에 부족해진 인간의 식량을 대신하기 위하

여 많은 거북과 알을 대량으로 소비·판매하는 등의 원인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였다(Dixon and Soini, 1977; Johns, 1987; 

Mittermeier, 1978).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적색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부속서 Ⅱ에 

포함되어 국제적으로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종이다(Rhodin et 

al., 2017; Schneider et al., 2012). 유체시기에는 측두부에 선

명한 노란색 반점이 특징이며, 목을 옆으로 굽혀 숨기는 곡경

아목(Pleurodira)으로 애완거북으로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성체가 되면서 체색이 어두워지고, 노란색 무늬가 점점 사라지

며, 등갑의 길이는 40cm이상, 무게는 8-12㎏ 이상 자라는 대

형 거북으로 알려져있다(Lee and Park 2019; Rhodin et al., 

2017; Schneider et al., 2012; TRD, 2020).

우리나라의 습지생태계는 최근 난개발, 댐, 보 등의 건설로 

인한 생태통로의 단절,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생물다양성이 급

감하고 있다(Bang et al., 2015; Lee et al., 2020). 국내 수계

로 유입된 외래거북들은 시내와 가깝고, 인공적으로 조성된 연

못이나 호수에서 대부분 발견되었으나, 강과 하천, 농경지에서

도 꾸준히 서식이 확인되는 등 발견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

고 있어(Koo et al., 2017, 2020b; Lee et al., 2016) 수생태계

의 피해는 점점 가속화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일부 종들은 

서식이 확인되었지만 정확한 동정이 불가능하여 외래거북의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 자연생태계에서 관찰된 바 없었던 

아마존노란점거북의 야외 첫 관찰 사실을 보고하여 외래거북

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아마존노란점거북

이 관찰된 지역에 대한 향후 모니터링 방향을 제안함과 동시

에, 외래거북의 유입에 따른 습지 생태계의 피해 예방 및 건

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

하였다.

2. 연구방법

거북류는 낮에 일광욕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

어 육안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수 확률, 일조량 등을 고려

하여 오후 1시∼4시 사이에 모니터링하였으며, 휴식처로 이용

할 수 있는 공간과 지형을 탐색한 후 정밀조사를 수행하였다. 

연못 주변을 도보로 이동하는 선조사법(line census)을 실시하

였고, 쌍안경(Nikon, 8×25)과 고배율 카메라(Canon, 

55-250mm)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관찰 당시 기온과 지점 

등 위치정보를 기록하였으며, 종 동정은 TRD (2020), 

Rhodinn et al. (2017)에 제시된 거북류의 형태학적 특징을 

참고하여 동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20년 7월 24일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

읍 와흘리 넓은못(33°30'20.08"N 126°38'0.23"E)에서 아마

존노란점거북이 처음으로 관찰되었다(Fig. 1). 외관상 등갑의 

길이가 약 15-20㎝였고, 2개체가 연못 정자 주변의 평평한 바

위 위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으며, 발견 당시 기온은 26℃였

다(Fig. 2). 먼 거리에서 쌍안경으로 개체를 관찰하고, 고배율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뒤 접근하였으나, 확인된 개체들이 물 

속으로 몸을 숨겨 자세한 확인은 어려웠다. 하지만 측두부에 

남아있는 노란 얼룩과 목의 형태, 등갑의 형태와 크기 등으로 

아마존노란점거북의 성체임을 동정할 수 있었다.

아마존노란점거북은 현재까지 국내 야생에서의 관찰이 보고

된 바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관찰된 곳은 제주 시내

에서 약 12㎞ 떨어진 동부 외곽의 마을 내 연못으로 해발고도 

120m, 면적은 약 770㎡ 정도이며, 정자와 중앙부로 연결된 다

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연못 내에는 연(Nelumbo nucifera), 
수련(Nymphaea tetragona), 마름(Trapa japonica), 검정말

(Hydrilla verticillata) 등 습지식물과 미꾸라지(Misgurnus 
mizolepis), 붕어(Carassius carassius), 금붕어(Carassius 
auratus) 등이 서식하고 있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연못 우

측의 마을 운동장에 운동 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어 외부인과 

마을주민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었다. 인근에는 거북류가 서식

할만한 다른 습지나 연못이 없어 자연적인 이동에 의한 유입

은 아닐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 지역은 2015년부터 연 2회 

이상 방문하여 외래거북의 서식현황을 모니터링하던 지역으로 

2019년 조사까지는 붉은귀거북과 페닌술라쿠터(Pseudemys 
peninsularis)만 확인되었으나, 2020년 7월에 처음으로 관찰된 

것으로 보아, 확인된 2개체는 애완용으로 사육되다가 최근에 

인위적으로 방사된 것이라 예단할 수 있었다. 

외래거북이 야생으로 유입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과거에는 

종교 행사에서 행해지는 방생에 의한 유입이 대부분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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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어린 개체를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크기가 대형화되

고, 악취 발생, 사육비용의 부담 등 사육자가 어려움에 직면하

게 되면서 거북류의 무단 방사가 증가하고 있다(NIE 2016; 

Oh and Hong, 2007). 아마존노란점거북의 경우, 유체시기에 

외관상 귀엽고 화려한 외형이 성체가 되면서 크기가 커지고 

흑화되는 현상으로 외면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사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무단 방사 행위가 불가

피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2개체 이외에 더 

많은 개체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식할 가능성

이 있기에 전국적인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동일 종이 2개체 이상 존재할 때, 성별이 다를 경우 번식할 

가능성이 있다. 거북류의 성별 구분은 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

지만, 일반적으로 몸의 크기, 앞발톱과 꼬리의 길이, 항문의 위

치, 배면의 형태 등이 기준이 되어 성체 시기에 정확하게 구분

이 가능하다(Bonnet et al. 2001, 2010; Gibbons and Lovich, 

Fig. 1. The area where the turtles were identified in Jeju Island.

Fig. 2. Yellow-spotted Amazon River Turtle observed in this study. (a) and (b) Turtles basking on the rock, (c) and (d) Adults showing
yellow spot as an identifying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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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아마존노란점거북은 수컷 성체의 경우 유체시기의 노

란색 무늬가 남아있으나, 암컷의 경우 무늬가 사라지는 성적 

이형성이 두드러지며, 꼬리의 길이, 항문의 위치 등 형태학적 

특징으로 구별된다(Schneider et al., 2012). 이번 조사에서 발

견된 개체 중 1개체는 측두부에 노란색 반점이 남아있는 것으

로 보아 수컷 성체로 추정되지만, 추가 조사를 통한 정확한 확

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2개체가 관찰된 결과만으로 번식 여부

를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별 확인을 토대

로 번식 여부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거북류는 낮은 기온, 부족한 산소 농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는 체내 대사를 낮추어 생존에 유리하도록 적응한다(Jackson 

and Ultsch, 2010). 붉은귀거북(Trachemys scripta elegans), 
리버쿠터(Pseudemys concinna) 등 국내 수계에서 주로 관찰

되는 외래거북의 일부는 국내에서 겨울철 생존이 가능한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낮은 기온에서 체중감소로 인한 폐사 가능성

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oo and Song, 2020). 특히, 중

국줄무늬목거북(Mauremys sinensis)은 열대기후를 보이는 중

국 남부, 대만, 베트남 등에 서식하며(Rhodinn et al., 2017), 

동면을 하지 않는 거북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추운 겨울에서도 생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oo 

and Song, 2020). 따라서, 남아메리카 원산인 아마존노란점거

북도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거북이지만 제주도와 같이 온화한 

기후를 보이는 환경에서는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이 예측

된다. 

연못은 소택형 습지(palustrine wetland)로 분류되며, 연못 

내에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이 가능한 수생태계의 비오톱

(biotop)이다(Oertli et al., 2005). 특히, 연못 내 수생식물은 

수생태계에서 1차 생산자로서 수서생물의 서식처 제공, 관상, 

수질정화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Kim, 2008). 아마

존노란점거북이 처음으로 관찰된 곳은 침수식물(submerged 

plant), 부엽식물(floating leaved plant), 정수식물(emerged 

plant)과 같은 수생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인공연못으로 안정

된 수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마존노란점거북은 수생식

물의 잎, 열매, 씨앗 등의 먹이를 선호하는 초식성이 매우 강

한 대형 거북으로 알려져 있어(Balensiefer and Vogt, 2006; 

Cunha et al., 2020) 연못에 서식하고 있는 수생식물을 먹이원

으로 이용하여 적응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아마존노란점거

북의 초식성 먹이 섭식은 향후 연못 내 수생식물의 종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자정작용(self-purification)의 

저하, 연못 수질의 용존산소량(Dissolved Oxygen, DO) 감소, 

수생동물의 호흡 불가로 인한 폐사 등 연쇄적으로 수생태계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아마존노란점거북의 적응, 생활

사,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천과 호수 등 국내 수계에서 확인되는 외래거북의 종류와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번식도 이루어

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연안습지 내 확산 방지가 반드시 필요

하다(ME, 2018; NIE, 2015). 외래거북에 의한 생태계의 영향

을 줄이고, 습지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

외래거북의 초기 유입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 환경모니터링단 

구성 및 관리, 2)외래거북을 사육하는 사육자, 일반 시민과 학

생들을 대상으로 외래생물과 습지 보호를 위한 생태환경교육 

실시, 3)외래생물 관리와 생태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시

민 의식 함양의 목적을 가진 정부 산하의 연구·전시·교육 기관

의 설립, 4)외래생물 종 목록과 대응 메뉴얼 핸드북 제작·배포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적극적 캠페인 활동, 5)시민과학

(citizen science) 활동가와 생태전문가의 공동연구 수행 등 환

경생태 분야에 외래생물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향상시킬 필요

가 있다(EC, 2013; KEI, 2016; Lee and Jung, 2020; ME, 

2018). 외래거북의 유입이 인간에 의한 유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역주민들

에게 지역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장려할 필요

가 있으며, 이것은 외래거북을 포함한 외래생물 유입의 심각성

과 국내 습지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습지 생

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결 론

국내 수계에서는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등 다양한 종류의 담

수성 외래거북들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나, 아마존노란점거

북은 지금까지 관찰된 바 없다. 국내 외래거북류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종합하면, 늑대거북과(Chelydridae), 남생이과

(Geoemydidae), 늪거북과(Emydidae)등 3과 8속 16종의 외래

거북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oo et al., 2020a, 

2020b, 2021; Lee et al. 2016; NIE 2014, 2016). 따라서 이

번 연구를 통해 아마존노란점거북의 확인과 함께 새롭게 견목

거북과(Podocnemididae)가 추가되어 총 4과 9속 17종의 외래

거북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래생물의 야생 유입과 

확산은 서식지 파괴, 토착종과의 먹이 경쟁, 생태계 교란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며, 외래생물을 조절·퇴치·관리하는

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동반된다

(Huxel, 1999; Pimentel et al., 2005). 국내 수계에서 확인되

는 외래거북의 개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수생태계의 피

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외래거북 유입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마존노란

점거북의 야생 관찰에 대한 첫 보고는 외래거북류의 서식 현

황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국내 외래생물을 관

리하고 국내 습지생태계 DB구축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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