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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안산갈대습지공원

(1,037,500㎡)에 서식하는 침입외래종 붉은귀거북(Trachemys scripta)의
외부 형태형질 측정값과 개체수를 파악하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며 성장과정에 따른 식이물 이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지역 내에 총 9개의 그물을 설치하여 2013년 4월 28일부터 9월 28일
까지 154일간 총 308회의 그물 확인을 통해 포획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기
간 중 총 60개체(미성숙 12개체, 수컷 26개체, 암컷 22개체)를 96회에 걸
쳐 포획하였다. 포획된 거북은 외부 형태형질을 측정하고 개체 표식을 한 후
방사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에 포획된 31개체는 식이물 분석을 위해 수거하
였다. 활동 요인 분석을 위해 붉은귀거북의 일별 포획량을 활동량으로 간주
하고, 총 13개의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붉은귀거북이 이용하는 식이물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내용물 분석과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포획-재포획법을 통
한 개체군 크기 추정 결과, 94.0±11.4마리(95% 신뢰한계: 78~124마리)의
붉은귀거북이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사한 환경
요인 중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장(daylength)이 유
일하며, 기타 환경적 요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붉은귀
거북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는 번식이 시작되는 시기인 5월 하순으
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종의 관리를 위한 포획을 실시할 때는 번식 개시
기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포획한 총 31개체를 부
검하여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14개 목에 이르는 다양한 동·식물성 식이
물이 발견되었다. 비록 미성숙, 수컷 및 암컷 간 식이물 이용에 차이가 있었
지만, 기존 연구 결과처럼 붉은귀거북이 성장함에 따라 동물성 먹이의 이용

i

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배갑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근
육 내 질소 동위원소의 값이 증가하였으므로 점차 높은 영양 단계의 먹이를
섭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배갑 길이의 증가, 즉 성장에 따라 붉은
귀거북이 이용하는 동물성 먹이가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것
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서식하고 있는 안산갈대습지공원의 붉은귀거북
은 원산지에 서식하는 동일종과 섭식 생태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의
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 지역의 절대 밀도는 3.4±0.4마리/㏊로
나타났으며,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요인들도 적다고 판단되므로,
서식지로서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잘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붉은귀거북을 포
함한 국내의 침입외래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체군의 크
기와 변동, 번식 및 섭식생태, 생태계 위해성 등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모
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개체군 밀도, 붉은귀거북, 식이물 변화,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 외부
형태형질, 일장
학 번: 201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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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붉은귀거북(Trachemys

scripta)은

거북목(Testudines)

늪거북과

(Emydidae)에 속하는 중형 반수생거북으로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강 유역,
멕시코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일부가 원산지이다(O’Keeffe and Biosecurity
Queensland 2006;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전 세계적으로 가
장 활발하게 거래된 종이며(Telecky 2001; Reed and Gibbons 2003) 애완
용으로 주로 거래되어(Warwick et al. 1990) 현재 모든 대륙에 분포한다
(GISD 2009). 애완용으로 기르던 붉은귀거북들은 성장에 따른 크기 증가와
특유의 악취 등이 원인이 되어 기르던 사람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방생되었으
나, 높은 적응력을 바탕으로 원 서식지가 아닌 다른 생태계에 정착하였다
(Chen and Lue 1998; Perez-Santigosa et al. 2006; Perry et al. 2007;
Ficetola et al. 2009; Kikillus et al. 2010). 이러한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들은 해당 지역 내 서식하는 자생종들과 서식지와 먹이자원
등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되며(Perez-Santigosa et al. 2011), 뚜렷한 천적이
없으면 생태계 내 교란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은 붉은귀거북을 세계 최악의 100대 침입외래종(100 of the World’s
Worst Invasive Alien Species) 중 하나로 선정했다(Lowe et al. 2000;
Bang et al. 2006). 국내에서도 침입외래종에 따른 생태계 내 교란을 염려하
여 환경부에서 붉은귀거북을 2001년 12월 24일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
하였다(환경부 2006a, 2011).
이러한 침입외래종에 대한 관리나 보호종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는 그 종
1

의 생물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Gibbons 1986). 특히 행동권, 서
식지 이용 및 시기별 활동 등, 거북의 생태적 특성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
어 효율적인 거북의 관리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Allendorf and Lundquist
2003; Donlan and Martin 2004; Litzgus and Mousseau 2004; Tuma 2006;
Shefali et al. 2007).
동물의 먹이원은 특정 종의 생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Krebs 1989), 먹이원에 대한 연구는 해당 종의 진화, 생존 전략, 성장률과
수명에 대한 정보는 물론, 종 간 관계 및 서식 환경의 생태적 네트워크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Bar et al. 1984; Zimmerman 1985). 또한 군집 구조,
종 다양성, 상대 풍부도와 자원 분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Connell
1975).
붉은귀거북은 일반적으로 잡식성이지만 성장함에 따라 이용하는 먹이원
이 부분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릴 적에는 동물성 먹이를 선호
하지만 성장함에 따라서 점차 식물성 먹이를 선호한다(Clark and Gibbons
1969). 이러한 섭식 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가설 그리고 해석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Hart 1983; Avery et al. 1993), 이러한 먹이원 이용의 변
화는 먹이 사슬의 변화를 비롯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거북의 섭식 생태 연구는 위 직접 조사나 배설물 분석 등으
로 이루어진다(Legler 1977; Moll 1990; Avery et al. 1993). 이런 방법들은
사용하기 간단하고 섭식한 생물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
에 과거부터 많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Putman 1984; Kronfeld and Dayan 1998; Kronfeld-Schor
and Dayan 1999; Votier et al. 2001; Inger and Bearhop 2008) 최근에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 연구가 먹이 자원 연구
를 비롯한 다양한 생태학 분야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비록 안정성 동위원
소를 통한 먹이원 연구는 대상종이 어떤 종의 먹이 자원을 이용하는지 정확
2

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질소(N) 및 탄소(C) 함량을 통해 대상종이 선호
하는 먹이 자원과 그 자원과 관련된 환경, 다른 종간의 먹이 분할 여부를 파
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Crawford et al. 2008; Inger and Bearhop
2008). 이러한 분석은 동물이 직접 삼킨 먹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몸에
흡수된 먹이도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굳이 장기간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섭식 생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섭식
생태 조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침입외래종에 대한 연구는 생태계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 부족한 추세
이다(Chen 2006). 특히 붉은귀거북은 애완동물로써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
는 것에 비해 활동이나 섭식 생태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다
른 생태계에 끼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TeillacDeschamps et al. 2008), 현재 붉은귀거북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
는데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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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구 사
2.1. 붉은귀거북의 생활사에 대한 연구

북미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은 일리노이주에서 4월 말에서 7월 중순까
지, 테네시주에서 7월 말까지, 그리고 켄터키주에서 5월 초에서 6월 말까지
번식한다고 알려져 있다(Cagle 1937; Cahn 1937). 루이지애나주에서는 4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확인되었다(Cagle 1937). 암컷은 연간 1~3번의 산란
을 통해 4~20개의 알을 낳는다. 이러한 번식 생태는 규칙적이지 않으며 매
년 암컷 개체들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Cagle and Tihen
1948).
알은 보통 평균 30℃에서 68~70일 정도 지난 후 부화하며, 미국에서는
주로 7월 초에서 9월 중순에 해당한다. 그러나 알은 지역에 따라서 최고 90%
까지 부화 전에 포식당한다. 부화한 새끼는 산란지에서 곧바로 나오지만 경
우에 따라 그 안에서 수개월을 보내기도 한다. 그런 경우 배에 있는 영양 물
질을 이용하며 지낸다(Cagle 1950; Dundee and Rossman 1989).
붉은귀거북은 다른 거북들과 마찬가지로 온도에 의해 성별이 결정된다.
정상적인 부화를 위한 최저 온도는 22.5℃이고 그 이하부터는 비정상 개체
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Ewert and Nelson 1991). 28.3℃ 이상부터는 암컷
이 발생하고(Cadi et al. 2004) 하루에 4시간씩 30.6℃가 주어지면 암컷만
태어난다(Feldman 2005).
성숙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체의 나이보다는 크기인 것
으로 보고되어 있다. 수컷의 경우, 배갑 길이가 9~10 ㎝ 일 때 성숙하며 암
컷의 경우, 15~19.5 ㎝ 일 때 성숙한다. 성숙이 완료되기까지는 2~5년이 걸
린다(Cagle 1950; Dundee and Rossman 1989). 이 시기에 수컷은 발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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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여 암컷의 그것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Cagle 1946). 수명은
20~30년이고 갓 부화한 새끼들 중 1%만 성체에 도달한다(Feldman 2005).
주로 수온이 10℃ 이하가 되면 활동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동면에 들어
간다(Feldman 2005). 동면 장소는 주로 호수의 속이 빈 나무나 바위, 다른
동물들이 만들어 놓은 굴이나 흙더미 등이다(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겨울에 일리노이주나 루이지애나주에서 이러한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손쉽게 포획한 사례가 있다(Cagle 1950).
붉은귀거북은 잡식성으로 올챙이, 갑각류, 연체동물, 애벌레, 물고기, 개
구리, 메뚜기, 물뱀, 그리고 수생식물 등 가리지 않고 먹는다(Strecker 1927;
Cahn 1937; Ernst et al. 1994; Brown et al. 1995; Feldman 2005). 먹이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높은 수용력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끈질
긴 생존력은 이 종이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Minyard 1947; Gibbons 1990).
붉은귀거북은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한 종인 만큼 생태 및 생리학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의 붉은귀거북에 대한 연구로는 분포
현황(이종남 등 2003; 홍창의 2006; 오홍식 등 2007)이나 개체수 모니터
링(국립환경연구원 2003, 2004; 국립환경과학원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환경부 2003, 2006b), 생리학인 특성(환경부 2004) 등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생태학적인 연구로는 자생종 반수생거북인 남생이
(Chinemys reevesii) 이동 패턴과 서식지 이용을 비교한 사례가 있다(이헌
주 2010; 국립생물자원관 2010, 2011, 2012). 그러나 1970년 후반 국내에
처음 유입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2001년에야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되
는 등 본 종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였으며, 구체적인 생태학적 자료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
외 연구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국내 생태계에 적응한 붉은귀거북의 생활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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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붉은귀거북의 서식지 선택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서식지의 물리적 환경과 붉은귀거북의 크기는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알
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붉은귀거북은 1.5 m 내의 수심과 수생식물이 다양한
곳을 선호한다. 작은 개체는 얕고 작은 웅덩이에서 주로 발견되고 큰 개체는
수심이 깊은 호수 등에서 발견된다. 유속이 느리거나 물이 흐르지 않는 서식
지가 주요 선호 서식지로서 작은 연못, 개울, 배수로 등에서도 발견되며, 큰
웅덩이나 늪지대에서는 대규모 개체군이 발견된다. 본 종이 서식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인은 태양광, 수생식물 등으로 알려져 있다(Cagle 1950).
거북류의 활동에 있어서는 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연간 활동 주
기는 수온과 번식에 의해 좌우된다(Ramsay et al. 2007). 붉은귀거북이 활동
하는데 어느 정도가 최적의 온도인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리노이주
에서의 연구(Cagle 1946)에 따르면 일광욕을 하기에 있어서 허용 온도는 최
고 37℃, 최저 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번식과 동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활동은 섭식, 일광욕, 그리고 휴식
이다. 일광욕은 물질대사의 활성을 위해 햇볕을 쬐는 행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휴식은 생존을 위해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제외한 쉬는 행위
를 뜻한다. 따라서 두 행위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보통 구분이 가능하다. 섭
식은 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일광욕은 오전
나절이나 정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직전인 늦은 오후
에 일광욕을 하기도 한다. 휴식은 일광욕을 하는 도중이나 주요 활동 시간이
아닌, 밤에 이뤄진다. 경우에 따라 늦은 밤이나 따뜻한 비가 내릴 때 여러
개체가 통나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때로는 수면에 떠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Cagle 1950;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붉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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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과 같은 반수생거북은 좀처럼 물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으며, 육상에 있
다가 사소한 위협을 느끼면 바로 물 속으로 숨는다. 일반적으로 거북은 위험
요소라 판단되는 존재와의 사이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경우 30~50 m의
거리부터 도피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ys et al.
1999).
일광욕이란 습성은 거북에게 있어서 생태학적, 물리학적, 그리고 행동학
적으로 중요하다. 일광욕은 체온 조절과 피부나 껍질의 상태, 외부 기생충
제거 등, 질병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체온이 신속하게 오르는 편이
기 때문에 장시간 직사광선을 쬐지는 않고(Cagle 1950), 주로 2시간 내에
일광욕을 마친다고 알려져 있다(Cagle 1946). 이렇게 오른 체온은 섭식 활
동과 소화 활동에 도움을 주며, 적정 수치를 넘긴 체온은 일광욕, 이동, 섭식
활동, 휴식 등으로 적절하게 조절한다(Sergeyev 1939). 일광욕을 할 때는
앞발을 앞으로 쭉 뻗고 뒷발은 펼쳐서 위로 살짝 드는데 이러한 자세가 겨드
랑이와 서혜부를 건조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Cagle 1950).
이처럼 원 서식지에서의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시행된 바
있으나, 침입외래종으로써 국내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의 서식지 선택과 활
동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대한 해외 연
구 결과와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 여부는 자생종에 영향을 끼치는 침입외래종
의 포획 등,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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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수생거북의 식이물 이용 변화에 대한 연구

반수생거북은 성장함에 있어서 주로 이용하는 식이물 종류가 변한다. 지
금까지

연구가

이루어진

거북종으로는

붉은귀거북(Marchand

1942;

Minyard 1947; Cagle 1950; Clark and Gibbons 1969; Moll and Legler
1971; Moll 1977; Ernst and Barbour 1982), 지도거북사촌(Graptemys

pseudogeographica)(Pope

1971;

Moll

1976),

비단거북(Chrysemys

picta)(Pearse et al. 1925; Marchand 1942; Moll 1977; Ernst and Barbour
1982), 사향거북 속(genus Sternotherus)(Tinkle 1958; Mahmoud 1968;
Berry 1975), 그리고 자라 속(genus Trionyx)(Dalrymple 1977; Plummer
and Farrar 1981) 등이 있다. 이러한 거북들의 새끼가 섭식하는 먹이의 종
류는 주로 동물성 먹이지만 성체는 그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Clark and Gibbons 1969; Thornhill 1982; Hart 1983). 이러한 현상에 대
해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이 제시되었다.
첫째, 개체의 크기가 클수록, 많은 근육량으로 인한 에너지 요구량이 더
크기 때문에 동물성 먹이를 먹기 위해 이용되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자 식
물성 먹이를 섭식하며 절대량이 동물성 먹이보다 식물성 먹이가 풍부하기 때
문에 후자를 선택한다(Pough 1973, 1983; Wilson and Lee 1974;
Parmenter and Avery, 1990).
둘째, 작은 개체는 위 용적량이 적기 때문에 섭식량 및 흡수 가능한 에
너지량이 큰 개체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단위 에너지량이 낮은 식물
성 먹이를 이용하기에는 생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동물성 먹이를 선택한다
(Pough 1973, 1983; Wilson and Lee 1974; Demment 1983; Penry and
Jumars 1987; Smith 1995).
셋째, 새끼일 때는 주로 수심이 얕은 곳에서 생활하지만 성체가 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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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활동 장소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런 서식 환경의 변화에 따
라 가용한 먹이의 종이나 양이 변화하기 때문에 식이물에 변화를 보인다
(Hart 1983; Congdon et al. 1992; Parmenter and Avery 1990).
넷째, 새끼의 경우, 식물성 먹이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물성
먹이보다는 동물성 먹이를 이용한다(Justice and Smith 1992).
반수생거북이나 기타 파충류 종에 있어서 식이물 이용의 변화는 다양하
게 관찰되고 있고, 이에 관한 가설과 분석도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다. 붉은
귀거북의 식이물 이용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연구 대상종들의 원산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사정
과 부합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른 종과의 관계 및 서식 환경의
생태적 네트워크, 군집구조, 상대 풍부도, 종 간의 자원 분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의 식이물 이용 변화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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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정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거북의 연구

거북의 섭식 생태 연구는 전통적으로 위 직접 조사나 배설물 분석 등으
로 이루어지지만(Legler 1977; Moll 1990; Avery et al. 1993) 이 방법들은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다. 첫 번째로, 식이물에 대한 소화율의 차이 때문에
개체의 섭식 생태에 대해서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된다(Kronfeld and Dayan
1998). 두 번째로, 동정 가능한 위 내용물이 한정적이다. 위 속에 남아 있거
나 배설물에 있는 것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먹이에 대해
대표성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Putman 1984; Kronfeld-Schor and
Dayan 1999). 세 번째로, 장기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간에 걸친
섭식 생태 정보를 알 수 없다(Inger and Bearhop 2008). 마지막으로 특정
먹이 종류의 비율을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먹이 중 어떤
먹이가 어떤 비율로 흡수되는지 알 수 없다(Votier et al. 2001).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stable
isotope analysis)을 주로 사용한다(Crawford et al. 2008; Inger and
Bearhop 2008). 안정성 동위원소는 방사능 붕괴를 하지 않으며 같은 원소
라도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적 반
응으로 그 비율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를 동위원소 분별작용(isotope
fractionation)이라 하며 이로 인해 각 생물체가 자신의 생물학적 및 생태학
적 특징에 따른 특정 동위원소 값을 지니게 된다. 이 특정 동위원소 값은 자
연계의 변화를 해석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용되어 왔다(McKinney 1950;
Preston and Owens 1983; Brenna et al. 1997).
섭식 생태 연구에 있어 안정성 동위원소의 사용은 먹이의 안정성 동위원
소 비율이 소비자의 동위원소 비율에 반영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DeNiro and Epstein 1978, 1981; Hobson and Clark 1992; Bearhop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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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Cherel et al. 2005; Lajtha and Michener 2007), 대상 개체의 먹이에
대한 복합적인 정보를 하나의 정량적인 값으로 알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Hobson et al. 1994).
𝛅13 C는 육상 및 담수, 외양 그리고 연안으로 갈수록 각 생태계에 서식하
는 동물의 값들이 증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채식지 이용이나 먹이
원이 서식하는 해당 생태계의 파악에 이용된다(DeNiro and Epstein 1978,
Bearhop et al. 1999).
𝛅15 N의 경우, 소화된 단백질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𝛅14 N은 질소 폐기물로
배출되고 소비자의 조직에는 𝛅15 N 이 더 많이 남아 있게 되어, 영양 단계가
올라갈수록 𝛅15 N의 비율이 보통 2~4‰ 정도 증가한다(Inger and Bearhop
2008).
채집된 조직을 통한 안정성 동위원소의 비율은 다양한 시간적 범위 동안
전체적인 먹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Tieszen et al. 1983; Hobson and
Clark 1992; Hobson and Bairlein 2003; Pearson et al. 2003). 특히 생체중
의 단백질은 그 종류에 따라서 분해 속도가 다른데 이를 측정함으로써 생체
성분이 교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인 대사 회전율(turnover rate)을 구할
수 있다. 빠른 대사 회전율을 반영하는 주요 조직으로는 간(liver)이나 혈장
(plasma)이 있고, 느린 대사 회전율을 반영하는 주요 조직으로는 혈구
(blood cells)나 근육(muscle)이 있다. 전자는 최근의 섭식 정보를 알려 주
고, 후자는 장기간에 걸친 섭식 정보를 알려준다(Hobson and Clark 1992).
안정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거북에 대한 연구는 보호종인 바다거북종이
대부분이다(Seminoff et al. 2006; Caut et al. 2008). 주로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과 무선추적기법을 접목하여 서식지의 이동에 따른 식이물 이용의 변화
에 대한 연구나 부위에 따른 안정성 동위원소의 값 비교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푸른바다거북(Chelonia mydas)은 새끼일 때 원양에서 수표 생물을
주로 섭식하며 잡식성을 보이다, 성장하면서 연안으로 서식지를 옮겨 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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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식물성 먹이로 바꾼다(Arthur et al. 2008). 붉은바다거북(Caretta

caretta)의 𝛅13 C 값은 피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근육과 등껍질이며 혈액
이 가장 낮다. 그리고 𝛅15 N 값은 근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피부, 혈액, 등
껍질 순이다. 이러한 값은 같은 성장 단계에 있는 개체들이라도 서식 환경과
그로 인한 주요 먹이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Revelles et al. 2007). 위에 언
급된 두 거북과 장수거북(Dermochelys coriacea)에 대한 연구(Godley et al.
1998)에 의하면 영양 단계가 붉은바다거북이 가장 높고 다음이 장수거북,
마지막이 푸른바다거북 순이다. 붉은바다거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크기가
커질수록 영양 단계가 상승한다. 반대로 푸른바다거북은 연령이나 크기와 영
양 단계간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정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그 외의 거북종에 대한 연구로는 조프루아뱀
목거북(Phrynops geoffroanus)과 붉은귀거북 등이 있다. 조프루아뱀목거북
의 부위별 𝛅13 C 와 𝛅15 N 값에 대한 연구(Marques et al. 2011)에 따르면
𝛅13 C 값은 등갑, 발톱, 근육 순으로 높았고 𝛅15 N 값은 근육과 등갑이 발톱보
다 높았다. 이러한 수치의 차이는 각 조직의 형태나 위치, 대사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여진다. 붉은귀거북의 조직별 시간에 따른 𝛅13 C와 𝛅15 N의 수치
변화에 대한 연구(Seminoff et al. 2007)에서는 전혈, 적혈구, 혈장, 뇌, 간,
근육, 피부 등 다양한 조직의 대사 회전율을 밝힌 바 있다.
안정성 동위원소는 20여 년 전부터 야생동물 연구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지만, 다른 야생동물 분류군에 비해서
양서류와 파충류의 안정성 동위원소에 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많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양서류
와 파충류의 생태학적 분석에 높은 활용도와 잠재성을 감안할 때, 안정성 동
위원소를 비롯한 화학적 추적자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섭식 생태에 관해서 기존의 연구 방법과 병행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좀 더 나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사회전율에 대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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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될 경우, 추가적인 섭식 생태 연구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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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및 가설
본 연구는 (1)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영향
을 주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2) 거북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외부 형
태형질적 특징과 서식하는 개체군의 크기를 파악하며; (3) 미성숙, 수컷, 암
컷 세 집단 간 거북이 이용한 식이물과 식이물 이용 변화의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상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적 요인(기상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붉은귀거북의 활동성에 영향
을 주며, 두 요인 중에서 기상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
(2) 붉은귀거북은 성별/연령에 따른 미성숙, 수컷, 암컷 세 집단 간 명확한
외부 형태형질적 차이가 있으며, 암컷이 가장 크고 미성숙이 가장 작다.
(3) 붉은귀거북은 성장함에 따라 육식성 먹이를 적게 이용할 것이므로, 크기
가 증가함에 따라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의 값이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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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대상종
붉은귀거북은 평균 20 ㎝ 정도의 중형 반수생거북으로 머리와 다리를
등갑 안으로 완전히 넣을 수 있는 잠경아목(Cryptodira)이다. 머리 측면의
눈 뒤에서부터 머리 뒷부분까지 적색 또는 황적색 반문이 있다(심재한 2001;
김종범과 송재영 2010; 이정현 등 2011)(Figure 1). 수컷의 경우, 10년생부
터 흑화(melanism) 개체가 발견되기도 한다(Tucker et al. 1995). 북아메리
카 원산에 강, 하천, 호수, 연못, 공원, 습지 등이 주요 서식지이다. 주행성이
고, 잡식성이다. 성 성숙에는 4년 정도 걸리며 수명은 24년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Frazer et al. 1990), 사육 상태에서 훨씬 더 오래 산 기록도 있다
(Dundee and Rossman 1989; 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일본
에서는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암컷은 4~6월 동안 2~3회에 걸쳐 타원형
의 알을 2~25개 낳고 10월쯤 동면한다(Goris and Maeda 2004).
국내에 1970년대 후반, 방사용 및 애완용으로 유입되어 현재 전국적으
로 분포한다. 현재 붉은귀거북이 속한 늪거북 속(Trachemys spp.) 전 종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야생동물에 속하여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환경부
2006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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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le (A), female (B) and old male (C) of target species, Red-eared Slider Turtle
(Trachemys scripta)
16

5. 연구 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안산갈대습지공
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1997년 9월에 착공하여 2002년 5월에 개장한
인공 습지이다. 연구 대상지(북위 36。16′ 451″, 동경 126。50′ 356″)는 안
산시

외곽의

시화호

상류부에

입지한다(김경희

2006).

총

면적은

1,037,500 ㎡이며, 이 중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구역의 면적은 생태관이 있
는 공원 입구에서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까지 약 274,500 ㎡ 이다(Figure
2). 기존 명칭은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이었으나 2012년 10월 30일부터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이관되어 명칭이 안산갈대습지공원으로 바뀌어 운
영되고 있다.
시화호로 유입되는 지천(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이 모이는 합류부 간석
지에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오염수를 자연적 정화방법으로 처리한 후 시화호
로 유입시킴으로써 시화호의 수질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연학습장 기능
을 갖춘 생태공원 및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되었다(한국해양연구원
2004).
하천들이 모여 있으며 담수 습지(freshwater wetland)와 해안 습지
(marine and coastal wetland)의 특성이 모두 나타난다. 공원 내 물은 고습
지에서 저습지로 흐르며 개방 수역의 특징을 가진다(한국수자원공사 2004;
박준모 등 2007).
목본식물과 초본식물을 포함하여 200종이 넘는 식생이 분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2004; 박준모 등 2007). 분포하는 수생식물 중에서 갈대
(Phragmites

communis),

부들(Typha

orientalis),

연꽃(Nelumbo

nucifera), 마름(Trapa japonica), 붕어마름(Ceratophyllum demersum) 등
이 우점종이고 어리연꽃(Nymphoides indica), 수련(Nymphaea tetrag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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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풀(Hydrocharis
(Utricularia

dubia),

japonica),

pseudoincisa),

각시수련(Nymphaea

애기부들(Typha

개구리밥(Spirodela

minima),

angustata),

polyrhiza),

통발

애기마름(Trapa

좀개구리밥(Lemna

perpusilla), 검정말(Hydrilla verticillata) 등도 분포한다(김태정과 강은희
2004; 박상용 2009).
기후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몬순기후로서, 동절기에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한랭건조하고, 하절기에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
며, 입지적 특성에 따라 일부 해양성 기후 특성이 나타난다(김경희 2006).
습지의 기온은 연중 -9.2~23.8℃의 변화를 보이며 강수량은 1067.2 ㎜로
알려져 있다. 습도는 2월에 25.6%로 가장 낮고, 7월에 91.6%로 가장 높다.
3월과 4월 및 12월에 전반적으로 낮으며, 우기인 6~8월에 높아진 후 10월
부터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풍향은 남서풍이나 서풍이 주를 이루며,
풍속은 연평균 2.18 m/s이다(한국수자원공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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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udy area in Ansan Reed Wetland Park, Ansan City, Gyeonggi Province, Korea

6. 연구 기간 및 붉은귀거북의 포획 방법
본 연구는 2013년 4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수행되었다. 10월부터
4월 초까지는 붉은귀거북의 생활사에서 동면기에 해당하기 때문에(이정현
등 2011) 활동을 거의 관찰할 수 없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포획을 위
한 예비 조사로서 붉은귀거북이 주로 출현하는 지점을 2013년 4월 22일부
터 4월 27일까지 관찰한 후, 9개의 지점을 선정하여 각 지점에 삼각망을 개
조한 Y자형 단각망을 설치하였다(Figure 3, 4). 본 연구 기간 중에는 오전
0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하루
2회씩, 154일 동안 총 308회에 걸쳐 그물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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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Y-shaped net used for Turtle capture (A). Capture trials by Net setting (B) and
checking (C) which had continued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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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occurrence points of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confirmed by observation from April 21 to April 27)
and the location of Y-shaped nets which have managed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II.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1. 연구 방법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환경적 요인
을 기상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기상적 요인으로는 일 최고/저
기온, 수온, 풍속, 습도, 강수량 및 일장을 선정하였다. 기온과 풍속, 습도, 강
수량, 일장은 안산갈대습지공원과 인접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측정한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수온은 수온계(DT-001B, Shimano)로
직접 측정하였다. 구조적 요인은 붉은귀거북의 일광욕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 요인을 그물 주변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고도, 그물 주위
20 m 내의 수면에 떠 있는 수생식물 피도량, 바위의 유무, 기타 식물(수면성
수생식물을 제외한 기타 모든 식물)의 유무, 인공 구조물의 유무 및 육지와
의

최단거리이다.

고도는

그물

정중앙에서의

수면을

기준으로

GPS

(GPSmap 60CSx, Garmi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육지와의 최단거리는 줄
자를 사용하였다. 피도량, 구조물들의 유무는 거북의 포획을 위한 그물 확인
중 함께 실시하였다.
거북의 활동량이 증가할수록 포획량도 증가할 것이라 가정하였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종속 변수는 붉은귀거북의 포획량으로 선정하였다.
거북의 포획과 더불어 실시한 먹이 자원 조사 결과, 시기별로 그 종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인에서 제외하였고 인간 주거지와 연구
대상지의 거리가 일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지만(이헌주
2010), 연구 대상지 근처에 인간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요인에서 제외하였
다.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기상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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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조적 요인들을 독립 변수로 선택하고 포획 수를 종속 변수로 선택하여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tepwise, enter)을 통해 분석
하였다. 산란 시기와 활동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산란 기간을 기준
(2013년 5월 26일부터 2013년 7월 26일까지 확인)으로 산란 기간 전과
후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그래프는 SigmaPlot 12.0(Systat Software, USA)으로 도식화하였고,
통계 분석은 SPSS 21(IBM, USA)로 시행하였다.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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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및 고찰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 결과, 13개의 변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장만 포획 수와 관련하여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enter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0.001; Table 1), 나머지 요인들은 포획량과 뚜렷한 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일 최고 기온: p=0.415, 일 최저 기온: p=0.675, 수온:
p=0.978, 습도: p=0.930, 강수량: p=0.371, 풍속: p=0.984, 고도: p=0.298,
수생식물 피도량: p=0.652, 바위의 유무: p=0.228, 식물의 유무: p=0.830,
인공 구조물의 유무: p=0.269, 육지와의 거리: p=0.971). Durbin-Watson
통계값이 각각 1.871과 1.858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일장의
회귀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일장인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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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effect of 13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captured number of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Independent variable
Highest temperature
Lowest temperature
Water temperature
Humidity
Daylength
Precipitation
Wind velocity
Altitude
Coverage
Rock
Plant
Artificial structure
Distance

p (enter)
0.415
0.675
0.978
0.930
<0.001
0.371
0.984
0.298
0.652
0.228
0.830
0.269
0.971
R=0.334, R2 =0.112,
Adjusted R2 =0.042,
F=1.605, P=0.088,
Durbin-Watson=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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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epwise)

<0.001

R=0.289, R2 =0.083,
Adjusted R2 =0.078,
F=16.167, P<0.001,
Durbin-Watson=1.858

앞서 실시한 다중 회귀 분석으로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은 기상적 요인, 그 중에서도 일장과 관련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일장은 시
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조사 기간에 걸쳐 각 주별 붉은귀거북의 포획 수는 시
기에 따라 변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특히 19주부터 21주까지는 한 마리도 포획하지 못하였으나, 22주(9월
22일부터 9월 28일)에 총 2개체(수컷 2개체)를 포획한 후 조사를 종료하였
다.
따라서 22주(154일) 동안 포획된 총 개체 수는 96개체(미성숙 17개체,
수컷 35개체, 암컷 44개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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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 of captured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per week by
three different age/sex groups (juvenile, male, and female)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Weeks

Period

No. of
capture

Juvenile

Male

Female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Total

04/28-05/04
05/05-05/11
05/12-05/18
05/19-05/25
05/26-06/01
06/02-06/08
06/09-06/15
06/16-06/22
06/23-06/29
06/30-07/06
07/07-07/13
07/14-07/20
07/21-07/27
07/28-08/03
08/04-08/10
08/11-08/17
08/18-08/24
08/25-08/31
09/01-09/07
09/08-09/14
09/15-09/21
09/22-09/28
154 (days)

3
4
4
5
3
18
8
5
5
5
5
10
8
3
3
3
1
1
0
0
0
2
96

0
0
0
2
2
2
3
1
0
0
1
0
2
1
0
2
0
1
0
0
0
0
17

2
2
1
0
0
8
1
0
2
3
2
3
4
1
2
1
1
0
0
0
0
2
35

1
2
3
3
1
8
4
4
3
2
2
7
2
1
1
0
0
0
0
0
0
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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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8일(율리우스 적일: 118일)부터 9월 28일(율리우스 적일:
271일)까지의 연구 기간 중 확인된 붉은귀거북의 최초 산란일은 5월 26일
(율리우스 적일: 146일)이었으며, 이후 7월 25일(율리우스 적일: 206일)까
지 산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산란 기간 전, 산란 기간, 산란 기간 후 동안의 붉은귀거북 포획수는
Kruskal-Wallis test 결과, 산란 기간이 가장 높고 산란 기간 후가 가장 낮
게 나타났다(Kruskal-Wallis test; df=2, H=27.857, p<0.001;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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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ean (±SD) number of daily capture of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by breeding stage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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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시부터 종료까지 포획된 붉은귀거북의 누적 포획수는 Figure 6과
같다. 산란 기간에 들어서면서 포획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산란 기간
중기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산란 기간 후에 들어
서면서 포획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Figure 6). 붉은귀거북의 포획수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소인 일장을 시간에 따른 변화는 Figure 7과
같으며, 포획수가 가장 높았던 산란 기간에 일장이 가장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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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ccumulated number of captured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by
period (pre-laying, laying, and post-laying periods)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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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aylength by period (pre-laying, laying, and post-laying periods)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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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갈대습지공원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의 활동에는 일장만 주요한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온도
나 습도, 강수량 등의 기타 기상적 요인들(Boyer 1965)과 수생식물의 피도
량이나 바위, 기타 식물, 인공 구조물 등 구조적 요인들(Morreale and
Gibbons 1986; 김수련 등 2013)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활동
은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붉은귀거북이 주행성이며(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일광욕을 자주 하는 반수생거북류의 전형적인 특성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Boyer 1965). 그 외의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붉
은귀거북의 적응력이 높아서(Minyard 1947; Gibbons 1990), 극단적인 환경
적 특성을 가진 서식지가 아니라면 그 서식지에 장애 요인없이 활동할 수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반수생거북류의 활동은 기상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은 오전 10
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특히 오전 12시에서 오후 2시가 매우 집약적이다.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선호 활동 온도를 알아본 결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하는 온도는 20℃이고 최적 온도는 23℃~25℃이다. 반면 16℃ 이하부터는
활동이 감소하고 은신을 하기 시작한다(심재한 2001). 종에 따라 조금씩 차
이가 있지만 습도, 강우량 및 풍속도 반수생거북류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Boyer 1965).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반수생거북류의 활동에는 구조적 요
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반수생거북인 블랜딩거북
(Emydoidea blandingii)은 보통 식생의 면적이 넓은 곳이나 수생 식물이 풍
부한 곳을 서식지로 선호한다. 식생은 일광욕을 할 때 자리 이동을 통한 적
절한 온도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천적으로부터의 거북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생 식물 또한, 거북의 은신처 역할과 먹이 자원 공급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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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광욕의 장소로 좋은 통나무나 도목잔존물의 존
재도 거북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Hartwig and Kiviat 2007).
붉은귀거북은 짝짓기 장소나 산란`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해 물밖
최대 9 ㎞까지 이동하기도 한다(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국
내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이러한 생태적 특성에 대해 세밀한 조사
를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붉은귀거북의 포획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붉은귀거북의 생활사에
대한 시기별 연구와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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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붉은귀거북의 외부 형태형질과 서식 개체수

1. 연구 방법
1.1. 개체의 외부 형태형질 기록 및 개체 표식법

포획된 개체들은 등갑 길이(carapace length), 등갑 폭(carapace width),
배갑 길이(plastron length), 배갑 폭(plastron width), 체고(height), 무게
(weight), 성별(sex)로 나누어서 기록하였다.
길이 측정은 작은 개체의 경우,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를,
큰 개체의 경우 삼각자를 두 개 포개어 1 ㎜ 단위로 측정하였다. 무게 측정
은 2 ㎏ 이하는 2 ㎏ 전자저울을, 그 이상은 3 ㎏ 손저울을 이용하여 1 g
단위로 측정하였다.
성 구별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Chen (2006)에 의하면, 앞발의
발톱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발톱이 길면 수컷, 균일하게 나 있으면 암컷
이다. 또한 Bartlett and Bartlett (1996)에 따르면, 바닥을 봤을 때 항문이
등갑 안에 위치하면 암컷, 등갑 밖에 위치하면 수컷이다.
붉은귀거북은 생후 2년부터 성 성숙이 시작되어 보통 4~5년 정도에 성
숙이 마무리된다고 알려져 있다. 배갑 길이 135 ㎜ 정도가 되는 시기부터
수컷과 암컷의 크기 차이가 확연해 지기 시작하며 보통 배갑 길이가 수컷은
180 ㎜, 암컷은 230~250 ㎜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nham
and Gibbons 1990).
본 연구에서는 배갑 길이를 기준으로, 135 ㎜ 미만의 개체들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발톱이 길거나 항문이 등갑 밖에 위치하는 개체들을 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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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개체들을 미성숙으로 구별하고 135 ㎜ 이상의 개체들 중에서 두 번째
와 세 번째 발톱이 길거나 항문이 등갑 밖에 위치하는 개체들을 수컷, 아닌
개체들을 암컷으로 구별하였다.
거북의 개체 표식에는 크게 등갑이나 배갑 표식법을 사용하는데(Cagle
1939; Ferner 2007), 본 연구에서는 등갑 표식법을 사용하였다(Figure 8).
거북의 등갑 끝 부분은 사람의 손톱과 같은 케라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식하여도 거북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표식의 방법은 조사자의 선
택에 따라 다양하며 표식할 때는 주로 드릴이나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내
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절단기(니퍼)로 껍질 끝 부분
을 절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agle (1939)의 방법을 응용한 표식법을 사용하였다. 우
측은 일 단위, 좌측은 십 단위를 나타내며 좌우측에 해당하는 숫자를 조합하
여 개체 식별 번호를 부여하였다(Figure 8). 단, 우측의 4와 5, 좌측의 20과
30 사이는 등갑이 두껍기 때문에 표식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사용하지 않았
다. 이렇게 응용한 표식법의 경우, 총 79개체까지 개체 표식이 가능하다
(Cagle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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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arking location in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modified from
Cagle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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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된 붉은귀거북의 미성숙(juvenile), 수컷(male), 암컷(female) 세
집단 간 외부 형태형질을 알아보기 위해 미성숙, 수컷, 암컷을 독립 변수로,
각 외부 형태형질을 종속 변수로 정하고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대표 기준은 변이폭이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는 배
갑 길이를 대표값으로 선택하여 제시하였다(Cagle 1946).
그래프는 SigmaPlot 12.0(Systat Software, USA)으로 도식화하였고 분
석은 SPSS 21(IBM, USA)로 시행하였다.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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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체군 크기 추정

개체군 크기 추정을 위해 포획-재포획법(capture-recapture method)
을 이용하였다. 시간적 단위는 주(week)로 총 22주 동안의 포획 정보가 분
석에 사용되었다. 한 주에 동일 개체가 2회 이상 포획되었을 경우는 모두 1
회로 간주하였다.
개체군 크기 분석에는 폐쇄형 개체군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Program
CAPTURE (White et al. 1982)를 사용하였다.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주위의
세 하천과 지리적으로 엄격하게 격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변의 세 하천에
서 붉은귀거북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역 간 이동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산갈대습지공원 내에서만 붉은귀거북이 서식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였
다.
이 프로그램은 7개의 테스트를 통해 8개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용자는
최종적으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게 된다. 각 모델들은 다음의 특징을 가진
다.

𝑀0 :

Neither

behavioral

nor

temporal

variation

nor

capture

heterogeneity
𝑀𝑏 : Behavioral response only
𝑀𝑡 : Temporal variation only
𝑀ℎ : Individual capture heterogeneity
𝑀𝑏ℎ , 𝑀𝑡ℎ , 𝑀𝑡𝑏 , 𝑀𝑡𝑏ℎ : Combinations of factors

제시되는 모델들 중 Estimator가 없는 𝑀𝑡ℎ , 𝑀𝑡𝑏ℎ 를 제외하고 𝑀0 , 𝑀ℎ ,
𝑀𝑏 , 𝑀𝑏ℎ , 𝑀𝑡 , 𝑀𝑡𝑏 의 Estimator들로 개체군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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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거북의 활동에 있어 시간적 변동이 확인되었으므로(Ⅱ절),
시간적 변동만을 고려한 모델인 𝑀𝑡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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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및 고찰
2013년 4월 28일부터 동년 9월 28일까지 포획된 붉은귀거북은 총 60
개체(96회)로 미성숙 12개체(17회), 수컷 26개체(35회), 암컷 22개체(44
회)이다(Table 3).
설치한 그물의 주위 환경은 6개의 요인(고도, 수생식물의 피도량, 바위/
식물/인공 구조물의 유무, 육지와의 최단 거리)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또한 그물 별 포획된 개체수는 8번이 16개체로 가장 많았고 4번이 6개체로
가장 적었다(Table 4).
그러나 이 6개의 요인과 포획량과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특별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Ⅱ절, Table 1).
포획된 거북을 50~80 ㎜, 80~110 ㎜, 110~140 ㎜, 140~170 ㎜,
170~200 ㎜, 200~230 ㎜의 총 6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배갑 크기별로 분
류한 결과, 50~80 ㎜ 집단에 미성숙 5개체, 80~110 ㎜에 미성숙 7개체와
수컷 5개체, 110~140 ㎜에 수컷 12개체와 암컷 1개체, 140~170 ㎜에 수
컷 9개체와 암컷 3개체, 170~200 ㎜에 암컷 10개체, 200~230 ㎜에 암컷
8개체가 포함되었다(Figure 9).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등갑 길이, 등갑 폭, 배갑 길이, 배갑 폭, 체고, 무
게 등 외부 형태형질을 분석한 결과, 크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One-way ANOVA, p<0.001; Table 5). 따라서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서식하
는 붉은귀거북의 외부 형태형질은 미성숙, 수컷, 암컷 세 집단이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Program CAPTURE의 𝑀𝑡 를 이용한 개체군 추정 결과, 안산갈대습지공
원에는 약 94.0±11.4마리의 붉은귀거북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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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pture frequency and age group (juvenile and adult) of each Red-eared Slider
Turtle (Trachemys scripta) captured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ID no.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Frequency
1
1
3
3
2
1
2
1
2
2
2
1
1
1
2
7
2
1
3
1
2
6
2
1
1
1
2
1
1
2

Group
A (M)
A (M)
A (F)
A (F)
A (M)
A (F)
A (F)
A (F)
J
J
J
A (F)
J
A (F)
A (F)
A (F)
A (M)
J
A (F)
A (M)
A (M)
A (F)
A (M)
A (M)
A (M)
A (M)
A (F)
A (M)
A (F)
A (M)

ID no.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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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3
1
1
3
3
2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Group

J
J
A (F)
A (M)
A (M)
A (F)
A (F)
A (M)
A (F)
A (M)
J
A (M)
A (M)
J
A (F)
A (M)
A (M)
J
J
A (M)
J
A (M)
A (M)
A (M)
A (F)
A (F)
A (F)
A (F)
A (M)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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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tude (m)

Coverage
(%)

1
6
40-60
2
5
60-80
3
1
20-40
4
11
10-20
5
10
50-90
6
7
20-40
7-1
7
10-30
7-2
4
30-50
8
15
10-30
*Presence (O)
**The distance from the net to the nearest land

Net Number

O

O
O
O
O

O

Rock*

O
O
O
O
O
O
O

Plant*

O
O
O
O
O

O

Artificial
Structure*
9.6
13.9
8.5
5.5
23.6
39
37.5
51.3
24.7

Distance
(m)**

Captured
turtles
(individuals)
11
15
9
6
10
7
12
10
16
11.46
15.63
9.38
6.25
10.42
7.29
12.5
10.42
16.67

Captured
turtles (%)

Table 4. Structural factors and the number captured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per each net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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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Number of captured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in different age/sex groups by plastron length (㎜)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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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weight

Height

Plastron width

Plastron length

Carapace width

Carapace length

Variables
Juvenile
(n=12)
87.54 ± 16.71𝑎
(70.83 - 104.25)
77.36 ± 12.518𝑎
(64.78 - 89.94)
82.32 ± 15.86𝑎
(66.46 - 98.18)
42.32 ± 7.68𝑎
(34.64 - 50.00)
35.95 ± 6.12𝑎
(29.83 - 42.07)
125.00 ± 54.25𝑎
(70.75 - 179.25)

Mean±SD (Range)
Adult male
(n=26)
144.36 ± 21.27𝑏
(123.09 - 165.53)
116.21 ± 15.43𝑏
(100.78 - 131.64)
130.90 ± 19.23𝑏
(111.67 - 150.13)
69.24 ± 12.49𝑏
(56.75 - 81.73)
54.36 ± 7.60𝑏
(46.76 - 61.96)
439.15 ± 178.10𝑏
(261.05 - 617.25)
Adult female
(n=22)
205.16 ± 24.68𝑐
(180.48 - 229.84)
158.00 ± 16.97𝑐
(141.03 - 174.97)
191.06 ± 22.37𝑐
(168.69 - 213.43)
100.05 ± 13.10𝑐
(86.95 - 113.15)
83.50 ± 11.13𝑐
(72.37 - 94.63)
1365.73 ± 420.51𝑐
(945.22 - 1786.24)
97.147

126.574

96.095

125.018

110.140

118.379

F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P

Table 5. External measurements of juvenile, male and female adults of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at Ansan Reed
Wetland Park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Table 6. Mean population size (±SE and 95% confidence interval) of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estimated by different models in Program CAPTURE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Model
𝑀0
𝑀ℎ
𝑀𝑏
𝑀𝑏ℎ
𝑀𝑡
𝑀𝑡𝑏

Estimated population size±SE (95% CI)
96.0±12.3 (80.0-129.0)
120.0±19.3 (93.0-170.0)
69.0±6.1 (63.0-90.0)
60.0±0.7 (60.0-60.0)
94.0±11.4 (78.0-124.0)
112.0±92.3 (65.0-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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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갈대습지공원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은 미성숙, 수컷, 암컷의 등갑
길이, 등갑 폭, 배갑 길이, 배갑 폭, 체고, 무게가 서로 명확하게 차이 났으며
이러한 값들은 원산지인 미국에서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의 미성숙, 수컷, 암
컷의 크기와도 차이를 보였다(Cagle 1950; Moll and Legler 1971; Gibbons

et al. 1982).
안산갈대습지공원이 붉은귀거북의 서식지로 적합하다면 원산지에 서식하
는 개체들과 외부 형태형질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로 원산지에 서식하는 개체와 국내에 서식하는 개체 크기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식지
로서 안산갈대습지공원의 적합성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국내 생태계에 유입된 붉은귀거북은 높은 적응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게 되었지만(Minyard 1947; Gibbons 1990) 서식지 적합성에 대
한 연구가 아직 미흡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생태계교란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국립환경과학원

2007,

2008, 2009, 2010, 2011)에서는 붉은귀거북의 개체수를 파악할 때 원거리
에서 관찰 도구를 이용하여 뭍으로 나와 일광욕을 하는 개체를 관찰하여 추
측하였다. 이는 모니터링 할 때 물 속에 있는 개체수나 일광욕을 하고는 있
으나 복잡한 구조물에 숨어서 발견하기 어려운 개체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
에 오차가 생길 위험성이 큰 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오류는 포획-재포획
법에 의한 개체군 추정식으로 상당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의 개체수 파악 결과, 약 94.0
±11.4마리(3.4±0.4마리/㏊)로 추정되었다. 붉은귀거북의 밀도는 각 서식지
의 면적이나 서식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라 추측되며, 향후
저수지나 하천, 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서식지와 지역 별로 서식하는 붉은귀
거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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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붉은귀거북의 식이물 분석

1. 연구 방법
1.1. 위 내용물 분석

연구 기간 중 2013년 7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포획된 붉은귀거북
의 위 내용물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화가 진행되므로, 이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포획된 붉은귀거북은 포획 직후 위를 적
출하였다. 분석은 최대한 동정이 가능한 수준까지 실시하였다. 동물성, 식물
성으로 우선 분류하고 다음으로 강, 목, 과, 속, 종으로 진행하였다. 위를 절
개하여 내용물을 페트리 접시에 넣고 기초적인 분류를 진행한 후, 이를 유사
한 분류군 별로 펼쳐놓고 재분류를 반복하였다. 그 이후에도 동정이 되지 않
은 내용물은 분석 결과에서 제외하였다(Bury 1986; Moll 1990; 권순직 등
2013; 김명철 등 2013).
분류가 마무리된 내용물들은 드라이오븐에서 80℃로 48시간 건조하여
건중량을 전자저울(DIA-50, Dalmon)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측
정된 수치는 세 집단인, 미성숙(n=5), 수컷(n=15), 암컷(n=11)으로 나눠
산출하였다.
측정된 위 내용물은 집단에 따라서 빈도(frequency), 생물량(biomass)
로 나눠 백분율로 표현하였다. 동정 수준은 강(class)으로 하였으나 동정이
어려운 조개류와 우렁이류는 연체동물문(Mollusca)으로, 갈대, 부들, 통발,
붕어마름 등은 식물계(Plantae)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 먹이의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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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위해서 레빈 지수(Levin index)를 이용하여 FNB (Food Niche
Breadth)와

FNBst

(standardized

FNB)를

계산하였다(Krebs

1999;

Sarasola et al. 2003; Cicek and Ayaz 2011; Quintela et al. 2012). FNB와
FNBst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FNB = 1/∑𝒏𝒊=𝟏 𝒑𝒊 𝟐 ,
FNBst = (FNB-1)/(n-1)

n은 항목의 총 개수이고 p는 총 샘플에서 각 항목의 빈도에 대한 비율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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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샘플 채취 및 처리

2013년 7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포획된 붉은귀거북의 각 사지에서
근육을 1 ㎠ 채취하여 3차 증류수에 3~5회 세척하였다. 그 후 드라이오븐에
서 60℃로 48시간 건조한 후 막자 사발로 빻아서 고운 가루로 균질화 하였
으며,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로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였다(Arthur

et al. 2008; 이은재 2011; Pearso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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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 중 미성숙, 수컷, 암컷 세 집단
간

먹이원

섭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National Instrumentation Center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NICEM)
의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기(Stabl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System with elemental analyzer; SIRMS, Micromass Ltd, UK)로 분석하였
다.
안정성 동위원소의 구성비 차이로 인한 특정 동위원소 값은 탄소의 경우
소비자의 채식지 이용이나 먹이원이 서식하는 해당 생태계의 파악에 이용되
며(DeNiro and Epstein 1978, Bearhop et al. 1999), 질소의 경우 영양 단계
가 상승할수록 그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섭식 생태 연구에 주로 이용된다
(Inger and Bearhop 2008).
안정성 동위원소 구성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X (‰) = [(𝑹𝒔𝒂𝒎𝒑𝒍𝒆 /𝑹𝒔𝒕𝒂𝒏𝒅𝒂𝒓𝒅 )-1] X 1000

X는 𝛅13 C 와 𝛅15 N 를 의미하며, 𝑅𝑠𝑎𝑚𝑝𝑙𝑒 / 𝑅𝑠𝑡𝑎𝑛𝑑𝑎𝑟𝑑 는 탄소 및 질소(𝛅13 C/
𝛅12 C 혹은 𝛅15 N/𝛅14 N)의 시표(sample) 및 표준 물질(standard) 간의 동위
원소 비(ratio)를 의미한다(Roth and Hobson 2000; 이은재 2011).
붉은귀거북의 미성숙, 수컷, 암컷 세 집단 간 식이물 분석을 위하여 붉은
귀거북의 배갑 길이를 독립 변수로, 동위원소 값을 종속 변수로 선택하여 단
순 선형 회귀 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래프는 SigmaPlot 12.0(Systat Software, USA)으로 도식화하였고 분
석은 SPSS 21(IBM, USA)로 시행하였다.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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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및 고찰
2.1. 위 내용물 분석을 통한 식이물 분석

붉은귀거북의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동정이 된 분
류는 3계(동물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5문(척삭동물문, 절지동물문, 연체동
물문, 윤조식물문, 속씨식물문), 7강(경골어강, 조강, 곤충강, 연갑강, 별해캄
강, 외떡잎식물강, 쌍떡잎식물강), 14목(잉어목, 농어목, 기러기목, 잠자리목,
파리목, 나비목, 노린재목, 딱정벌레목, 십각목, 단각목, 별해캄목, 벼목, 끌풀
목, 붕어마름목), 15과(잉어과, 검정우럭과, 오리과, 각다귀과, 모기과, 물장군
과, 물땡땡이과, 바위게과, 징거미새우과, 옆새우과, 별해캄과, 벼과, 부들과,
통발과, 붕어마름과)이었다. 종 단위까지 동정이 가능했던 생물은 총 12종이
었으며 붕어(Carassius auratus), 흰줄납줄개(Rhodeus ocellatus), 큰납지리
(Acanthorhodeus macropterus), 블루길(Lepomis macrochirus), 물자라
(Appasus

japonicus),

물땡땡이(Hydrophilus

accuminatus),

(Eriocheir

sinensis), 줄새우(Palaemon paucidens), 갈대(Phragmites

참게

communis), 부들(Typha orientalis), 통발(Utricularia japonica), 붕어마름
(Ceratophyllum demersum) 등이었다.
미성숙, 수컷, 암컷 붉은귀거북에 대한 분류군 별 빈도 및 생물량은
Table 8과 같다.
미성숙 개체(n=5)는 경골어강이 빈도 23.08%, 생물량 60.29%, 곤충강
이 빈도 38.46%, 생물량 21,81%, 식물계가 빈도 38.46%, 생물량 17.89%
로 확인되어, 전체 동물성 먹이를 82.11%, 식물성 먹이를 17.89% 각각 섭
취하였다. FNB 값은 2.86, FNBst 값은 0.31로 나타났다.
수컷(n=15)은 경골어강이 빈도 19.35%, 생물량 24.56%, 곤충강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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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58%, 생물량 3.57%, 연갑강이 빈도 6.45%, 생물량 25.37%, 연체동
물문이 빈도 3.23%, 생물량 0.16%, 별해캄강이 빈도 6.45%, 생물량
9.70%, 식물계가 빈도 41.94%, 생물량 36.64%로서, 동물성이 53.66%, 식
물성이 46.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FNB 값은 3.65, FNBst 값은
0.44였다.
암컷(n=11)은 경골어강이 빈도 28.13%, 생물량 54.45%, 조강이 빈도
3.13%, 생물량 17.36%, 곤충강이 빈도 12.50%, 생물량 2.11%, 연갑강이
빈도 12.50%, 생물량 2.11%, 연체동물문이 빈도 6.25%, 생물량 0.72%,
별해캄강이 빈도 15.63%, 생물량 18.32%, 식물계가 빈도 21.88%, 생물량
2.97%였으며, 따라서 동물성이 78.71%, 식물성이 21.29%에 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NB 값은 5.33, FNBst 값은 0.72였다.
미성숙 집단은 경골어강, 곤충강, 식물을 섭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섭식한 것은 경골어강, 곤충강, 식물 순이었으며 자주 섭식한 것은 곤충강,
식물, 경골어강 순이었다.
수컷은 경골어강, 곤충강, 연갑강, 연체동물문, 별해캄강, 식물을 섭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섭식한 것은 식물, 연갑강, 경골어강, 별해캄강, 곤충
강, 연체동물문 순이었다. 자주 섭식한 것은 식물, 곤충강, 경골어강, 연갑강
과 별해캄강, 연체동물문 순이었다.
암컷은 경골어강, 조강, 곤충강, 연갑강, 연체동물문, 별해캄강, 식물을
섭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섭식한 것은 경골어강, 별해캄강, 조강, 연갑
강, 식물, 곤충강, 연체동물문 순이었다. 자주 섭식한 것은 경골어강, 식물,
별해캄강, 곤충강과 연갑강, 연체동물문, 조강 순이었다. 암컷 한 개체에서
나온 조강은 오리류의 깃털로 확인되었으며, 조강의 섭식은 다른 반수생거북
과 같이 붉은귀거북이 의도적으로 오리를 사냥을 하였다기보다는 기회주의적
인 청소동물(scavenger)로서 사체를 섭식한 것으로 보인다(Georges 1982).
미성숙 집단은 이용하는 먹이 자원이 수컷이나 암컷에 비해 한정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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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72:18의 비율로 육식성 먹이가 초식성 먹이보다 많이 높았다. 수컷은
이용하는 먹이 자원이 미성숙 집단보다는 많고 암컷보다는 적었으며 54:46
의 비율로 육식성 먹이가 초식성 먹이보다 약간 높았다. 암컷은 이용하는 먹
이 자원이 집단 중에서 가장 많았으며 79:21의 비율로 육식성 먹이가 초식
성보다 많이 높았다.
산출된 FNB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해 FNBst로 환산하였다. FNBst 값이
클수록 다양한 먹이를 섭식하는 것을 의미한다(Colwell and Futuyma 1971).
세 집단 간 FNBst 값은 미성숙이 0.31, 수컷이 0.44, 암컷이 0.72로 나타
나, 배갑 길이가 짧을수록 먹이의 이용폭이 줄어들고, 길수록 먹이의 이용폭
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크기가 큰 개체일수록 먹이로 이용하
는 종의 수가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Chen (2006)에 의하면 육식성 먹이를 많이 섭식한다는 것은 초식성 먹
이를 주로 섭식하는 개체보다 섭식 습성이 공격적이며 육식성 먹이의 소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반수생거북들은 대부분은 잡식성
이지만 그 중에서도 붉은귀거북은 어떤 반수생거북들 보다도 동물성 먹이를
선호하며 그 소화빈도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붉은귀거북이 다른 거북
보다 좀 더 공격적이며 다른 거북에 다양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Byers 2002). 또한 붉은귀거북이 상위 영양 단계의 먹이 자원을
포식하여 먹이 사슬이 교란될 경우 붉은귀거북과 서식지를 공유하는 다른 자
생종 거북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 자생종 거북들은 붉은
귀거북보다 먹이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하여 특정 먹이 자원이 서식하는 곳을
미세서식지로 선호한다. 그로 인해 일반적으로 붉은귀거북보다 행동권이 좁
다. 그러나 붉은귀거북으로 인해 먹이 사슬이 교란되면 먹이 경쟁에서 밀리
게 되고 행동권이 좁은 종들은 생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Che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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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ista
Plantae

Kingdom
Animalia

Charophyta
Angiosperms

Mollusca
Zygnematales
Poales
Lamiales
Ceratophyllales

Zygnematophyceae
Monocotyledoneae
Dicotyledoneae

Amphipoda

Zygnemataceae
Poaceae
Typhaceae
Lentibulariaceae
Ceratophyllaceae

Arthropoda

Malacostraca

Centrarchidae
Anatidae
?
Tipulidae
Culicidae
?
Belostomatidae
Hydrophilidae
Grapsidae
Palaemonidae
Gammaridae

Perciformes
Anseriformes
Odonata
Diptera

Aves
Insecta

Lepidoptera
Hemiptera
Coleoptera
Decapoda

Family
Cyprinidae

Order
Cypriniformes

Class
Osteichthyes

Phylum
Chordata

Spirogyra
Phragmites
Typha
Utricularia
Ceratophyllum

Genus
Carassius
Rhodues
Acanthorhodeus
Lepomis
?
?
?
?
?
Appasus
Hydrophilus
Eriocheir
Palaemon
Gammarus

sp.
australis
orientalis
japonica
demersum

Species
auratus
ocellatus
macropterus
macrochirus
?
?
?
?
?
japonicus
accuminatus
sinensis
paucidens
sp.
붕어
흰줄납줄개
큰납자루
블루길(파랑볼우럭)
오리과
잠자리목
각다귀과
모기과
나비목
물자라
물땡땡이
참게
줄새우
옆새우
조개
우렁이
해캄
갈대
부들
통발
붕어마름

Table 7. Stomach contents from captured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n=31) from July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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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ae

Zygnemathphyceae

Charophyta

Prostista

0

0

Mollusca

5

0

0

Malacostraca

23.08

3

Insecta

Arthropoda

Aves

Osteichthyes

Chordata

Animalia

Juvenile (n=5)
Biomass
Frequency
%
(g)

100

41.94

6.45

3.23

6.45

22.58

0

19.35

6.136

2.248

0.595

0.01

1.557

0.219

0

1.507

Male (n=15)
Biomass
%
(g)

100

36.64

9.7

0.16

25.37

3.57

0

24.56

%

0.72

5.33

32

7

5

2

4

4

1

9

100

21.88

15.63

6.25

12.5

12.5

3.13

28.13

33.417

0.994

6.121

0.239

1.363

0.705

5.801

18.194

Female (n=11)
Biomass
Frequency
%
(g)

100

2.97

18.32

0.72

4.08

2.11

17.36

54.45

%

Table 8. Frequency, biomass and FNB of diets of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revealed by stomach content analysis
by different age/sex groups from July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2.2.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식이물 분석

미성숙 집단 5개체, 수컷 15개체, 암컷 11개체 중에서 다른 값에 비해
매우 낮은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 값을 보인 3개체(수컷: 5.82, 암컷: 10.97;
11.68)는 기타 집단(18.34±2.09)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이상값(outlier)
으로 나타났으며(Mann-Whitney U Test, p=0.005), 세 개체의 탄소와 질
소 동위원소 값은 기타 성체(n=10)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들은
수변에 서식하는 식물의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 값(6.80±0.98)과 초식성 곤
충류의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 값(7.23±1.00)을 감안하였을 때(Park and
Lee 2006) 특히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 최근에 외부에서 유입되었거나 전
적으로 수생식물에 의존하는 예외적인 영양단계에 있는 개체들로 판단된다
(Figure 10).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미성숙 5개체, 수컷 14개체, 암컷 9개체로 재분석
을 실시한 결과, 배갑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 값도 함
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𝑅 2 =0.146, p=0.045; Figure 11). 이는 배갑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 값이 감소할 것이라는 본 연구
의 가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위 내용물 분석과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 크기가 증가할수록
식물성 먹이의 섭식량이 늘어난다는 기존의 연구(Clark and Gibbons 1969;
Thornhill 1982; Hart 1983)와는 다르게 동물성 먹이의 섭식량이 증가하였
다. 성장에 따라 식이물 이용의 경향이 동물성 먹이 위주에서 식물성 먹이
위주로 변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Moll and Legler 1971; Moll 1977; Ernst
and Barbour 1982)와는 달리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은
성장함에 따라 오히려 동물성 먹이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는 크기가
증가할수록(미성숙, 수컷, 암컷) 이용하는 먹이 자원이 다양하다는 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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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분석 결과와 더불어 국내 생태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
각된다. 이러한 섭식 생태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은
블루길(파랑볼우럭, Lepomis macrochirus)과 같은 다른 생태계교란야생동물
을 섭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다양한 자생종들을 섭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포획 등을 이용한 제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환경부 2006b).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서식지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과 먹이 자원
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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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ean δ𝟏𝟓 N and δ𝟏𝟑 C values of muscle samples from normal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n=10) and from outliers (n=3) collected from July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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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δ𝟏𝟓 N values of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n=28) and plastron length from July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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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종합 고찰

많은 종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분산 방법들을 개발하여 각 서식지
로 이동해 왔다. 그러나 근세기에는 인간에 의한 장거리 분산 방법의 다양화
와 기회의 증가로 지구적 규모의 종 분포의 재배치가 발생하였다(Mack and
Landsdale 2001). 이러한 도입으로 분포하게 된 종들은 자생종과 자생 생태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Jenning and
Hayes 1994; Kiesecker and Blaustein 1998; Pearl et al. 2005; Smith and
Smith 2012) 이들은 특히 포식, 방목, 경쟁, 서식지 변경을 통해 자생종의
절멸에 관여해 왔다 (Primack 2010). 멸종 원인이 밝혀진 170종의 야생동
물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34종(20.0%)은 순전히 침입외래종에
의해 멸종하였으며, 91종(53.5%)은 침입외래종이 멸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
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Clavero and Garcia-Berhou 2005).
이러한 주요 침입외래종에 속하는 붉은귀거북은 1970년대 후반 애완용
과 방생용으로 국내에 반입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국내 생태계에 유입된 개
체들이 적응하여 분포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포 현황과 주요 분포 원인, 번
식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 붉은귀거북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분포 원인은 종교행사로 인한 방생, 방생 또는 유기된 후 인근으로의 전파,
단순 유기 순으로 파악되었다(국립환경연구원 2003, 2004; 국립환경과학원
2005). 특히 국내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의 경우, 하천(19.2%)보다는 공원
연못(64.4%)이나 저수지(38.9%)에 서식하는 개체가 훨씬 많았다(환경부
2003, 2006b).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방생하는 장소를 하천보다는 접근하
기 쉬운 공원 연못이나 저수지로 선택하기 때문이다(Bury 2008). 개방형 서
식지인 하천은 서식 면적이 넓은 반면에, 폐쇄형 서식지인 공원은 붉은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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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외부로 이동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물의 흐름이 적은 곳을 서식지로 선
호하기 때문에 면적당 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심재한 2001;
환경부 2003).
붉은귀거북 암컷 개체의 X-ray 촬영 결과, 알의 존재를 확인하여 야생
에서의 번식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국립환경연구원 2003, 2004; 국립환경과
학원 2005). 하지만 국내에서의 번식 생태, 부화율, 생존율, 개체군의 분산
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국내에서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붉은귀거북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와
서식처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국내에 서식하는 반수생거북의
서식 경쟁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국립생물자원관 2010).
본 연구의 대상지인 안산갈대습지공원도 사람들의 방생 및 유기로 인해
붉은귀거북이 분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을 미성숙,
수컷, 암컷으로 구분하여 외부 형태형질들을 비교한 결과, 모든 형질에서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 형태형질적 특징과 활동 빈도와
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국립생물자원관 2010).
포획-재포획법을 통한 개체군 크기를 추정한 결과, 총 94마리의 붉은귀
거북이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구 지역의 면적
을 감안할 때 1㏊당 3.4±0.4(3.0~3.8)마리가 서식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해외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 성체 수컷의 행동권이 397,500 ㎡로 알려져 있
으나(Schubauer et al. 1990) 국내 생태계에도 적용하여 추측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붉은귀거북의 분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밀도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수생거북의 활동은 번식과 동면을 제외하고는 주로 섭식, 일광욕, 그리
고 휴식으로 이루어져 있다(Cagle 1950). 환경적 요인이 붉은귀거북의 주요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상적 요인 중 일장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기타 다른 기상적 요인인 일 최고/저 기온, 수온, 풍속, 습도,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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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구조적 요인인 수생식물 피도량, 바위/기타 식물/인공 구조물의 유무,
육지와의 최단 거리와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붉은귀거북의 서
식에 있어서 수생식물의 피도량이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Cagle 1950)
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 결과는 비록 기상적 요인에 한정되지만, 선행되었던
연구에서 미세서식지별 붉은귀거북의 발견과 발견된 시간대, 대기 온도, 수
온, 습도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국립생물자원
관 2010). 거북을 비롯한 파충류의 활동 중에서 특히 일광욕은 가장 필수적
이며 그만큼 많은 시간을 일광욕에 할애한다고 알려져 있는데(Cagle 1950),
붉은귀거북은 이러한 일광욕을 하는데 있어서 인공 구조물이나 수생 식물의
피도량, 바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붉은귀거북
의 활동은 낮의 길이에만 영향을 받으며, 기타 환경적 요소에 무관하게 생존
하여 적응하고 널리 분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붉은귀거북의 산란을 확인하여 최초 확인한 날과 최후 확인한 날의 사이
를 산란 기간으로 가정하여 시간에 따른 붉은귀거북의 포획량을 누적으로 살
펴본 결과, 산란 기간 전에는 포획량에 큰 변화가 없다가 산란 기간에 들어
서면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 증가 추세는 지속되다 다시 느슨해졌
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산란기간 막바지에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산란 기간 후는 포획량이 계속 느슨한 상태로 지속되다 9월
에 진입하자 거의 포획되지 않았다. 산란 기간에 돌입하는 시기에 포획량이
증가하는 것은 성숙한 수컷이나 암컷 모두, 번식을 위한 활동량의 증가가 주
요 원인이라 생각된다. 산란 기간 내 높았던 포획량이 잠시 줄어드는 현상은
강수량의 증가(장마)로 인한 일광욕 효율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활동량이 감
소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붉은귀거북을 제거하기 위한 포획을 실시하기
위한 주요 요소는 포획 시기이며, 특히 5월 하순부터 6월 하순이 최적 시기
라고 생각된다. 자연상태에서 붉은귀거북의 생존률은 1% 정도이기 때문에
(Feldman 2005), 적절한 포획을 실시한다면 붉은귀거북으로 인한 생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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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번식 생태 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좀 더
효과적인 제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붉은귀거북의 먹이원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생물을 섭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동정 결과, 14목에 이르렀다. 동정하기 어려운 곤충강이나 연체동물
문, 그리고 수생식물들이나, 섭식했으나 해부를 할 당시에 이미 소화되어 확
인할 수 없었던 먹이원들을 감안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먹이를 섭식하는 것
으로 보인다. 미성숙, 수컷, 암컷의 섭식한 먹이에 대한 비교에서 미성숙 집
단은 경골어강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아서, 작은 곤충을 주요 먹이원으로
사용하는 원산지의 미성숙 개체들과 차이를 보였다(Cagle and Gibbons
1969). 먹이원의 종류가 미성숙 집단에서 수컷, 암컷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표준화한 FNB의 값도 늘어나는 것을 볼 때, 크기가 클수록 이용하는 먹이의
종류가 다양해진다고 여겨진다. 생물량의 동물성 비율을 비교해봤을 때는 미
성숙(82.11%)에서 성체(수컷: 53.66%, 암컷: 78.71%)로 갈수록 동물성 먹
이의 비율이 감소하는 듯 하나 이는 비율적인 수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미
성숙 집단과 성체 수컷은 동물성 먹이 비율에 차이가 있었으나 미성숙 집단
과 성체 암컷은 큰 차이가 없었다. 생물량으로 환산한 결과를 비교를 했을
때는 동물성 먹이의 생물량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성체 암컷 한 개체에
서 오리류의 깃털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다른 반수생거북들처럼 붉은귀거북
이

의도적으로

오리를

사냥을

하였다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인

청소동물

(scavenger)로서 사체를 섭식한 것으로 보인다(Bury 1986; Chessman
1986). 이러한 왕성한 식욕은 비슷한 생태적 특성과 먹이 자원을 이용하는
다른 반수생거북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자생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Didham et al. 2005; Aresco 2010; Perez-Santigosa et al. 2011). 특
히 붉은귀거북은 비교적 빠른 성 성숙, 공격적인 성향, 많은 산란수와 높은
부화 성공률, 큰 덩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생종 거북과의 경쟁에서 먹이
나 산란지, 일광욕 장소 확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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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ussell 1968; Frank and McCoy 1995; Cann 1998; Lindeman 1999;
Williams 1999; Cadi and Joly 2003; Spinks et al. 2003; Polo-Cavia et al.
2010). 국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자 유사한 생태적 지위를 가진 남생이
(Chinemys reevesii)의 경우 이러한 경쟁에서 위협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에서의 붉은귀거북과 남생이의 경쟁에 대한 선행 연구(국립생물자원
관 2011)에 따르면, 두 거북종은 선호하는 미세서식지가 유사하며 남생이보
다 붉은귀거북의 행동권이 좀 더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광욕 선호 장
소도 대개 겹치며 경쟁하게 되었을 때는 대부분 남생이가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자생종 반수생거북과 침입외래종과의
경쟁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다(국립생물자원관
2011). 국내에 서식하는 거북의 경쟁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붉은귀거북의 효
과적인 제거와 남생이의 증식 및 복원을 위한, 적합한 서식지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 내용물 분석의 약점을 상쇄하기 위해 함께 실시했던 질소 안정성 동
위원소의 분석 결과에서도 위 내용물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성장에 따
른 먹이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배갑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라 예
상되었던(Marchand 1942; Minyard 1947; Cagle 1950; Clark and Gibbons
1969; Moll and Legler 1971; Moll 1977; Ernst and Barbour 1982),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의 값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동위원소 값
을 보이는 개체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최근에도 방사와 같은 인위적인 활동
이 계속되고 있어 연구 지역 외부에서 신규로 유입되었거나 또는 드물게 전
적으로 수생식물에 의존하는 예외적인 영양 단계에 있는 개체인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기에 포획된 개체들로만 식이물 분석을 실시하
였기 때문에 시기 별로 섭식 생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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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귀거북의 활동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수용되었으나,
새끼일 때는 동물성 먹이를 많이 이용하다가 성체에 다다라서는 식물성 먹이
의 이용량이 많아지며, 따라서 거북의 크기(나이)가 증가할수록 𝛅15 N 수치가
하락한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서식지가 아닌, 인공 습지 하나에 대해 이루어졌고, 모
든 시기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이 부족하며 그에 따라 표본의 수
가 적어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부 형태
형질과 식이물 변화에 대해 다른 결론을 도출하여 붉은귀거북이 국내 생태계
에 끼칠 수 있는 유효한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제8조에서 시작된 침입외래종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인식은 1996년
의 침입외래종 전문 회의를 거쳐 1997년 세계침입외래종프로그램(Global
Invasive Species Program; GISP)의 구축을 이끌었다(방상원 등 2004). 현
재 선진국들은 자국의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생종에 대한 현황 파악,
침입외래종의 정밀한 실태 조사, 도입된 침입외래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 제도 구축, 유입 경로에 대한 확인 및 원인 규명 등을 통해 침입외
래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생태적 교란 및 사회경제적 피해의 방지에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환경부 2006b).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따라 환경부도 침입외래종이 끼칠 문제점을
인지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침입외래종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 등급 체
계를 구축하고 분포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07, 2008, 2009, 2010, 2011; 환경부 2003,
2004, 2006a, 2006b).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침입외래종들이 자
연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과 관리 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모니터링 등 생태계 측면의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침입외래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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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효성 있는 국가적 퇴치, 조절 관리 체계 및 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
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의 이러한 형태의 연구 방향은 최종적으로 개체군 밀
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심재한 2000; 환경부 20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침입외래종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니터링이 지속적이며 장기적이어야 하고, 추가적이고 정밀한 생태계
위해성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관리 방안(구제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
된다.
또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침입외래종과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근연종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수입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정책적 규제를 적용하고 추
가적인 생태계 교란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68

VI. 결

론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의 서식 현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식이물 분석에 대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다.

1.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붉은귀거북의 개체수는 94±11.40마
리로 추정되었으며, 절대 밀도는 3.42±0.42마리/㏊로 나타났다. 포획재포획법을 통해 추정한 결과는 일광욕을 하는 개체를 관찰하여 파악한
결과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조사에서 활용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의 미성숙, 수컷, 암컷 세 집단
의 외부 형태형질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 서식지에 서식하는
개체들의 외부 형태형질과도 차이를 보였다.

3.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사한 기상적 요인 7개 중
일장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환경적 요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는 번식이 시작되는
시기로 나타났다.

4.

식이물 분석 결과, 미성숙보다 성숙 개체들이 먹이로 이용하는 생물종이
더 다양하고 원 서식지에 서식하는 개체들과는 달리 동물성 먹이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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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ity Factors and Diet Analysis of the
Red-eared Slider Turtle (Trachemys scripta)
in Ansan Reed Wetland Park

Jung, Ji-hwa
Major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s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morphometrics,
population size, factors which affect activities, and diet shift of the
invasive Red-eared Slider Turtle (Trachemys scripta) that inhabit Ansan
Reed Wetland Park in Sangnok-gu, Ansan, Gye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 From 28 April to 28 September 2013, nine nets were set to
capture the turtles and checked twice per day for 154 days of the whole
study period. In total, 60 individuals including 12 juveniles, 26 males, and
22 females were captured in 96 of 308 net checks. The collected turtles
were measured, marked, and released, but 31 sampled individuals were
used for food analysis after the end of capture season. With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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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analysis, the number of turtles captured for a week was used
for analyzing the activeness of the turtles in order to identify which major
factors among 13 potential environmental variables are related to the
turtles’ activity. Stomach contents analysis and stable isotope analysis
were also conducted for food and diet shift analysis. From the capturerecapture method, the population size in the study area was estimated at
94.0±11.4 individuals (95% CI: 78~124). As a result, the only
environmental factor which affected the turtles’ activity was day length,
while none of the other factors showed a strong correlation. The highest
activity was recorded at the end of May due to beginning of reproductive
periods, representing that this season is the most effective time to control
turtles by capture. Diverse food items comprising 14 orders were
detected from autopsy and stomach analysis. Al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diets between groups separated by age or sex, they did not
support the results from previous studies concluding the decreased use
of animal food resources with growth. On the contrary, nitrogen stable
isotope values increased as plastron length increased indicating higher
tropic levels in larger turtles. As this result was inconsistent with the
common hypothesis of increasing herbivorous habits with growth of
turtles, it revealed that introduced turtles in this study area are different
from the ones from the place of origin in terms of their feeding habits.
This study showed the absolute density of the Red-eared Slider Turtle
in the study area was 3.4±0.4 individuals/㏊, and only a few factors
affected the turtles activity. Those results may suggest that the
introduced turtle are well adapted to a new habitat of Ansan Reed Wetland
Park. Due to the lack of ecological information on invasive alien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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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Red-eared Slider Turtles, further studies are needed: for
example, population size and its dynamics, reproductive biology, feeding
ecology, and ecosystem risk assessments in particular on long-term
scales.

Keywords: daylength, diet shift, external characteristic, population
density, stable isotope analysis, Trachemys scri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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