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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양서 파충류 관련법규
도룡뇽

□배경
○ 야생동·식물과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
05. 2월부터 시행
○ 보신용으로 남획되어 오던 국내 양서·파충류도 관리대상
동물에 포함되어 포획금지 및 수출·입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등 관리 강화
○ 밀렵동물 방지를 위하여 불법포획 된 야생동물(양서·파충류

목 차

포함)을 먹는 자를 처벌토록 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행위를

발간사

3

관련법규

5

양서·파충류 목록

8

양서류

11

도롱뇽 등 19종

17

파충류

37

장수거북 등 26종

43

알선한 자도 처벌

□ 주요내용
1.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으면 처벌이 됨
○ 밀렵(불법포획·밀수)된 것을 알면서도 야생동물(양서·파충류
포함)을 먹는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찾아보기

69

(법 제9조제1항)
5

○ 불법포획 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원청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도롱뇽, 제주도롱뇽,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 파충류(16종)
유혈목이, 실뱀, 능구렁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법 제9조제1항)

살모사, 까치살모사, 먹대가리바다뱀, 바다뱀, 줄장지뱀,
○ 먹으면 처벌이 되는 양서·파충류(9종)

누룩뱀, 무자치, 자라, 바다거북, 장수거북, 도마뱀
⇒ 불법 포획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서류(3종)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법 제19조제1항)
※ 다만,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 파충류(6종)
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자라
※다만, 인공 사육하여 합법적으로 유통·소비되는 야생동물은

인공증식이나 학술목적용으로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고
포획이 가능함

대상에서 제외
2. 멸종위기종 등 32종의 양서·파충류는 포획이 금지됨
○ 포획금지 멸종위기종(6종)
-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등
⇒ 불법포획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14조제1항)
○ 포획금지 양서·파충류(26종)
- 양서류(10종)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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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

파충류(26종)

파충류 목록

순번

양서류(19종)
순번

국명

학

명

비고

국명

학

명

1

장수거북

Dermochelys coriacea Schlegelii

2

바다거북

Chelonia mydas japonica (Thunberg)

3

자라

Pelodiscus sinensis (Wiegmann)

4

남생이

Chinemys reevesii (Gray)

1

도롱뇽

Hynobius leechii Boulenger

5

도마뱀붙이

Gekko japonicus (Duméril & Bibron)

2

제주도롱뇽

Hynobius quelpartensis Mori

6

표범장지뱀

Eremias argus Peters

3

고리도롱뇽

Hynobius yangi Kim, Min,

7

아무르장지뱀

Takydromus amurensis Peters

& Matsui

8

장지뱀

Takydromus aureralis Doi

4

꼬리치레도롱뇽

Onychodactylus fischeri (Boulenger)

9

줄장지뱀

Takydromus wolteri Fisher

5

네발가락도롱뇽

Salamandrella keyserlingii

10

도마뱀

Scinella latera laterale Say

Dybowskii

11

대륙유혈목이

Amphiesma vibakari ruthveni

멸종위기
멸종위기

(van Denburgh)

6

두꺼비

Bufo gargarizans Cantor

7

북두꺼비

Bufo raddei

12

능구렁이

Dinodon rufozonatus rufozonatus Cantor

8

물두꺼비

Bufo stejnegeri Schmidt

13

누룩뱀

Elaphe dione (Pallas)

9

무당개구리

Bombina orientalis (Boulenger)

14

무자치

Elaphe rufodorsata (Cantor)

10

청개구리

Hyla japonica Günther

15

구렁이

Elaphe schrenckii (Strauch)

11

수원청개구리

Hyla suweonensis Kuramoto

16

줄꼬리뱀

Elaphe taeniura taeniura (Cope)

12

아무르산개구리

Rana amurensis Boulenger

17

유혈목이

Rhabdophis tigrinus tigrinus (Boie)

13

북방산개구리

Rana dybowskii Günther

18

비바리뱀

Sibynophis collaris (Gray)

14

계곡산개구리

Rana huanrenensis

19

실뱀

Zamenis spinalis Peters

Fei, Ye, & Huang

20

먹대가리바다뱀

Hydrophis melanocephalus Gray

21

바다뱀

Pelamis platrrus (Linnaeus)

22

쇠살모사

Agkistrodon ussuriensis (Emelianov)

15

참개구리

Rana nigromaculata Hallowell

16

금개구리

Rana plancyi Lataste

17

옴개구리

Rana rugosa Temminck

23

살모사

Agkistrodon brevicaudus Stejneger

& Schlegel

24

까치살모사

Agkistrodon saxatilis Emelianov

멸종위기

18

맹꽁이

Kaloula borealis (Barbour)

멸종위기

25

북살모사

Vipera berus sachalinensis (Linnaeus)

19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Shaw

생태계교란

26

붉은귀거북

Trachemys scripta elegans

8

비고

9

멸종위기

멸종위기

생태계교란

양 서 류

도룡뇽

제주도룡뇽

고리도룡뇽

꼬리치레도룡뇽

네발가락도룡뇽

두꺼비

북두꺼비

물두꺼비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수원청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참개구리

금개구리

옴개구리

맹꽁이

황소개구리

양서류

○ 양서류란?
양서류란 물과 뭍 양쪽에서 서식한다는 의미로 우리말로 하면
물뭍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양서류는 크게 개구리류와 도롱뇽류로
나누어지며 특히 양서류는 수중생활에서 벗어나 육상생활에
적응한 최초의 척추동물이다.
○ 양서류의 분류
양서류는 전 세계적으로 약 4,500여종이 분류되어 있으며,
진화 기원상 어류와 파충류의 중간에 위치한다.
양서류는 종류에 따라 생김새의 차이가 뚜렷한데 지렁이나 뱀
모양으로 생긴 영원류가 있고, 꼬리가 있는 도롱뇽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류 등이 있다.
개구리류는 무미류(無尾類)라고도 하며 성체는 꼬리가 없고 뒷
다리는 뛰기에 알맞게 변형 된 것이 특징이다.
세계적으로 20과로 나뉘는데 한국에서는 5과 13종이 알려져
있다. (예 : 무당개구리·두꺼비·맹꽁이 등)
도롱뇽류는 유미류(宥尾類)라고도 하며 몸이 길고 꼬리를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9과, 한국에서는 1과 4종이 알려져 있다.
(예 : 도롱뇽, 제주도롱뇽 등)
영원류(蛇榮 蛇原類)는 몸이 길쭉하고 다리가 없는 게 특징이다. 세계
적으로 5과가 알려져 있으며, 열대지방의 삼림이나 농지의 습기가
있고 거친 흙 또는 낙엽 속, 물가 등에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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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류의 특성
① 외형상 특징

【 우리나라 서식하는 양서류 분류 】

양서류는 몸의 대부분이 단단한 경골로 되어있고 부분에 따라
부드러운 연골도 있다. 양서류의 피부는 매끈하고 축축하며,
도롱뇽목
(유미류)

도롱뇽과(5)

도롱뇽, 제주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고리도롱뇽,
네발가락도롱뇽(북한서식)

보통 비늘이나 털이 없다. 또한 체형의 변화가 많고 대부분
다리가 4개며, 물갈퀴가 있는 발을 가진 종류가 많다.
입은 크고 위턱 또는 양 턱에 작은 이빨들이 나 있으며, 2개의
콧구멍은 입속 천장의 앞부분에 열린다. 호흡은 보통 아가미나

양

개구리과(7)

참개구리, 금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옴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황소개구리

서

폐로 하지만 피부로도 한다.
② 대부분의 양서류는 피부호흡을 한다.
양서류의 호흡방법은 4가지이다. 즉 입, 폐, 피부, 그리고 외부
아가미(유생시기에만)를 이용하여 호흡을 한다.
폐가 없는 도롱뇽과 저온에 있는 다른 양서류는 주로 피부를

류

무당개구리과(1)

무당개구리

통하여 산소교환을 한다.
양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피부다. 피부는 보호와 위장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주요 호흡기관이자 삼투조절기관이다.

개구리목
(무미류)

이러한 피부는 양방향으로 물이 통과할 수 있어서, 물을 입으로
청개구리과(2)

청개구리, 수원개구리

먹지 않고 피부(특히 복부)를 통해서 흡수한다. 또한 양서류는
주변온도에 체온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능력이 있으며, 독소나
오염물질과 같은 환경적인 위험에 매우 민감한 생물이다.

두꺼비과(2)

두꺼비, 물두꺼비, 북두꺼비

③ 서식지와 먹이
양서류는 열대지방에서 한대지방에 이르기까지 남극대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분포한다. 종류에 따라 서식처가 다르지만
양서류는 물과 떨어져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연못이나

맹꽁이과(2)

맹꽁이

개울 주변, 습한 곳에서만 서식한다. 먹이로는 개구리류는 올
챙이 때에 말류나 윤형동물을 먹고, 성체가 되면 곤충을 비롯
하여 거미, 지렁이, 노래기 따위를 먹는데, 움직이는 것이면
무엇이나 입 속에 넣는 습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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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도룡뇽

Hynobius leechii Boulenger

도롱뇽류는 대부분 육식성이며 물고기의 알 등을 주로 먹는다.
④ 겨울잠으로 추위를 이겨낸다.
양서류는 주변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이며 냉혈
동물이어서 겨울이 되면 피부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활동을
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게 된다. 이 기간에는
폐호흡은 하지 않고 피부로만 호흡을 하며, 먹이를 전혀 먹지
않고 미리 섭취해 둔 영양분을 서서히 소비만 한다. 동면은
Photo : 심재한

대부분 땅속에서 하며, 짚더미 밑이나 샘물 바닥의 돌 밑, 진흙
속에서 하기도 한다.
두꺼비와 같이 산란 후 다시 땅속에 들어가 봄잠을 자는 종류
도 있으며 언 채로 겨울잠을 자는 숲개구리와 같이 특이한

목명 : 도롱뇽목(CAUDATA)

종도 있다.

과명 : 도롱뇽과(Hynobiidae)
학명 : Hynobius leechii Boulenger

⑤ 산란 및 번식
양서류의 산란은 겨울잠에서 깨어난 후에 하는데 그 시기는

영명 : salamander

종류에 따라 다르다. 알은 젤리질의 막으로 싸여 있으며, 대부분
물 속에서 체외수정을 한다. 우선 수컷이 산란 장소에 나타나고
이어 암컷이 그 곳에 나타나 산란을 시작한다. 수컷과 암컷이
포접한 상태에서 암컷의 배설공에서 나오는 알 덩이에 정자를
방출하면 알은 수정이 된다.
도롱뇽류의 일부는 체내수정을 하는데, 이것은 암수 사이에
교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컷에 수컷이 방출한 정자를 배설공을
통해 끌어들여 암컷의 저정낭 속에 간직하였다가 산란할 때

형

태

몸길이는 7~12㎝로 꼬리가 몸통보다 약간 길며, 피부는 매끈하고 짙은
갈색의 둥근 무늬가 많다. V자형의 서구개치(vomerine teeth)가 31~36개
있으며, 미골수는 26~30개 정도이다.
생

태

수정을 하는 것이다.

3월 중순 ~ 5월 하순에 산란한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지렁이류와 수서

대다수의 개구리는 수컷이 울음소리로 암컷을 유인한 다음

곤충류를 잡아먹는다.

암수가 포접(抱接)하고 암컷이 산란하면 수컷이 정자를 방출
분

하여 알이 수정하게 된다.

포

제주도를 포함한 일부 도서지역 및 부산시 기장군 일대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한다.
※ 포획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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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양서류

제주도룡뇽 Hynobius quelpartensis Mori

고리도롱뇽 Hynobius yangi Kim, Min, & Matsui

Photo : 서재화

Photo : 심재한

형

목명 : 도롱뇽목(CAUDATA)

목명 : 도롱뇽목(CAUDATA)

과명 : 도롱뇽과(Hynobiidae)

과명 : 도롱뇽과(Hynobiidae)

학명 : Hynobius quelpartensis Mori

학명 : Hynobius yangi Kim, Min, & Matsui

영명 : Cheju - Salamander

영명 : Kori - Salamander

태

형

태

몸길이는 7~12㎝이며, 몸이 긴 편이고 머리는 납작하다.

외형은 도롱뇽 및 제주도롱뇽과 매우 유사하나 개체의 등면이 비교적

갈색 바탕에 짙은 갈색의 둥근 무늬가 드문드문 나 있고 피부는 매끄럽다.

밝은 갈색이며, 도롱뇽이나 제주도롱뇽에 비하여 전장이 짧고 미골수가

서구개치는 37~42개로 도롱뇽에 비하여 그 수가 많다.

25~26개로 적으며, 알 덩이는 coil-shape 이다.

생

생

태

태

4~5월에 물이 있는 곳에서 알을 낳는다. 지렁이, 갑각류, 수서곤충류를

번식기는 3~5월이며, 산간의 논고랑이나 습지의 돌 또는 나뭇잎에 알주머니를

먹으며, 피부를 만지면 독이 있는 하얀 액체가 나온다.

붙여서 산란한다.

산지의 습한 곳에서 산다.
분
분

포

포

한국 특산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분포한다.

한국 특산종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서ㆍ남해안 주변의 섬과 반도에 분포 한다.

※ 포획금지 대상

※ 포획금지 대상
18

19

양서류

양서류

꼬리치레도롱뇽 Onychodactylus fischeri (Boulenger)

네발가락도롱뇽 Salamandrella keyserlingii Dybowskii

Photo : 심재한

목명 : 도롱뇽목(CAUDATA)

목명 : 도롱뇽목(CAUDATA)

과명 : 도롱뇽과(Hynobiidae)

과명 : 도롱뇽과(Hynobiidae)

학명 : Onychodactylus fischeri (Boulenger)

학명 : Salamandrella keyserlingii Dybowskii

영명 : Ggorichire - Salamander
형

태

형

태

몸길이는 17~19㎝이며, 몸은 황갈색이고 정수리에서 꼬리 끝까지 짙은

몸길이 90∼125㎝. 몸 빛은 남색을 띤 갈색이며, 등쪽 중앙에는 머리에서

갈색의 점 무늬가 조밀하게 나 있다. 서구개치열은 활모양이다.

꼬리까지 귤색의 띠무늬가 있다. 머리의 앞 가장자리와 양쪽 눈과의 사이,
눈의 옆 부분에 가는 흑갈색의 무늬가 있다. 네 다리는 섬세하며 대체로

생

작고 발가락은 앞·뒷다리 모두 4개씩이며 모양이 편평하며 짧고, 발톱과

태

번식기는 3~5월경이며, 산란은 물 속의 돌 밑에 한다. 거미, 지렁이류,
쥐며느리 등을 먹는다. 산지의 계곡, 가파른 바위 사이, 나무뿌리 주변에
서식하며, 수질오염에 상당히 민감하다.

물갈퀴가 없다.
생

태

산란은 4~5월경이며 지렁이나 곤충류를 잡아먹는다.
분

포

정선, 태백, 오대산, 치악산, 지리산 등 주로 고산지대의 계류를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생태자연도 6등급 이상의 지역에 분포한다.

분

포

한국·시베리아·몽골 등지에 분포한다.

※ 포획금지 대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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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두꺼비

양서류

북두꺼비 Bufo raddei

Bufo gargarizans Cantor

Photo : 심재한

Photo : 심재한

형

목명 : 개구리목(ANURA)

목명 : 개구리목(ANURA)

과명 : 두꺼비과(Bufonidae)

과명 : 두꺼비과(Bufonidae)

학명 : Bufo gargarizans Cantor

학명 : Bufo raddei

영명 : Asian toad

영명 : Mongolian toad

태

형

태

몸길이는 6~12㎝이다. 등은 갈색이며, 피부 융기가 많이 나 있고 몸의

몸길이 7.4~8㎝ 이며, 거친 피부에 등에는 무수히 많은 돌기가 돌출되어

옆쪽에 검은색의 세로줄이 있다. 다리는 보통 짧은 편이다.

있다. 귀밑샘이 눈 뒤쪽에 도톰하게 튀어나와 있다. 수컷은 어두운 색으로,
암컷은 다양한 색으로 치장되어 있다.

생

태

주로 육상생활을 하며, 곤충이나 지렁이 등을 포식한다. 산란기에는

생

태

하천이나 늪으로 모여들며, 염주알 형태의 알덩이를 산란한다. 산란 시기

주로 산간 계곡의 고지대에 서식하고 있으며, 5월이 되어야 산란을

이외에는 습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작한다. 어린 유생은 지렁이나 달팽이를 먹고, 성체가 되면 곤충을 잡아
먹고 산다. 9월에 일찌감치 겨울잠에 들어간다.

분

포
분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한다.

포

북한, 중국, 몽골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아직 남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포획금지 대상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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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양서류

물두꺼비 Bufo stejnegeri Schmidt

무당개구리 Bombina orientalis (Boulenger)

Photo : 심재한

Photo : 심재한

형

목명 : 개구리목(ANURA)

목명 : 개구리목(ANURA)

과명 : 두꺼비과(Bufonidae)

과명 : 무당개구리과(Discoglossidae)

학명 : Bufo stejnegeri Schmidt

학명 : Bombina orientalis (Boulenger)

영명 : Water toad

영명 : Fire-bellied toad

태

형

태

몸길이는 4~6.4㎝로 두꺼비와 비교하여 몸이 훨씬 작으며 고막이 없는 것이

몸길이는 4~5㎝이다. 등의 피부는 조잡하며, 크고 작은 돌기가 있고,

특징이다.

검은빛과 푸른빛을 띤 녹색 무늬가 산재해 있다

생

생

태

태

물 속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알은 돌에 말거나 모래에 섞어가며 급류에

못이나 산골짜기의 맑은 물에 살며, 겨울에는 돌 밑이나 땅속에서 동면한다.

떠내려가지 않게 산란한다. 작은 곤충이나 지렁이를 잡아먹는다.

피부에서는 흰색의 독액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인체의 점막에 닿으면 강한
자극을 준다

분

포

강원도 설악산을 기점으로 백두대간 주위의 고지대 맑은 계곡에 분포한다.

분

포

충청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산간계류에 분포한다.

※ 포획금지 대상

24

25

양서류

양서류

청개구리 Hyla japonica Günther

수원청개구리 Hyla suweonensis Kuramoto

Photo : 박병상

Photo : 심재한

형

목명 : 개구리목(ANURA)

목명 : 개구리목(ANURA)

과명 : 청개구리과(hylidae)

과명 : 청개구리과(hylidae)

학명 : Hyla japonica Günther

학명 : Hyla suweonensis Kuramoto

영명 : Tree frog

영명 : Suweon tree frog

태

형

태

몸길이는 2.5~4㎝이다. 주변상태에 따라 누런빛을 띤 녹색에서 회색을 띤

몸길이는 2.5~4㎝이다. 주변상태에 따라 누런빛을 띤 녹색에서 회색을 띤

흰색, 어두운 갈색 등으로 변한다.

흰색, 어두운 갈색 등으로 변한다.

발가락 끝에는 빨판이 있어서 나무줄기를 오를 때 사용한다.

발가락 끝에는 빨판이 있어서 나무줄기를 오를 때 사용한다.

생

생

태

태

산지나 평지의 풀이나 나무 위에서 산다.

형태학적으로 청개구리와 전혀 구분이 안되고 단지 번식기에 울음소리 및

산란은 논이나 고인 물에서 5~7월경에 한다.

구애장소의 차이로만 구별 할 수 있다.

분

분

포

전국의 농지 주변에 널리 분포한다.

포

수원을 중심으로 중부 서해안 지방에 분포한다.
※ 포획금지 대상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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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양서류

아무르산개구리 Rana amurensis Boulenger

북방산개구리 Rana dybowskii Günther

Photo : 심재한

Photo : 심재한

형

목명 : 개구리목(ANURA)

목명 : 개구리목(ANURA)

과명 : 개구리과(Raniidae)

과명 : 개구리과(Raniidae)

학명 : Rana amurensis Boulenger

학명 : Rana dybowskii Günther

영명 : Amur brown Frog

영명 : Dybowskii's brown Frog

태

형

태

한국산 산개구리류(brown frog) 중 가장 소형으로 뚜렷한 흑색 반문이 있다.

몸길이는 4.5~7.5㎝이며, 몸과 머리는 비교적 너비가 넓은 편이다.

몸길이는 2~2.5㎝이고 몸은 짙은 갈색이며, 눈과 코 사이에 검은색 점이

머리 옆면의 고막 가장자리를 검은색 무늬가 넓게 덮고 있다.

불규칙하게 나 있다.
생
생

태

태

경칩을 전후하여 물이 많이 고여 있는 저지대 논에서 집단으로 산란한다.

산란은 2월말부터 하며, 우리나라 개구리류 가운데 가장 산란 시기가 빠르다.

여름에는 물속 바위 밑이나 육지의 큰 바위 밑에 은신하고 있다가 밤에

파리, 모기, 지렁이 등을 잡아먹으며, 산지나 평지의 습한 곳에서 무리 지어

활동하기 때문에 낮에는 관찰하기 어렵다.

생활한다.
분
분

포

포

전국내륙의 산지주변 하천에 널리 분포한다.

전국내륙의 농지주변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 먹는자 처벌, 포획금지,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대상

※ 먹는자 처벌, 포획금지,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대상
28

29

양서류

양서류

계곡산개구리 Rana huanrenensis Fei, Ye, & Huang

참개구리 Rana nigromaculata Hallowell

Photo : 조성원

Photo : 심재한

형

목명 : 개구리목(ANURA)

목명 : 개구리목(ANURA)

과명 : 개구리과(Raniidae)

과명 : 개구리과(Raniidae)

학명 : Rana huanrenensis Fei, Ye, & Huang

학명 : Rana nigromaculata Hallowell

영명 : Stream brown frog

영명 : Black-spotted pond frog

태

형

태

몸길이는 6~7㎝이다. 배와 턱 밑에 연회색 바탕에 흑색 반문이 흩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로서 몸길이는 6~9㎝ 이다.

검은색 반문이 눈 뒤쪽까지는 있다.

등 면에는 3개의 등선이 보인다.

눈앞에는 없는 점이 아무르산 개구리와도 구별된다.
생
생

태

태

4~6월에 못자리나 논, 연못 등에서 산란하며, 알은 다른 물체에 달라붙지

산간계곡의 하천이나, 바닥의 돌 밑에서 월동하며, 계류의 물 속에 잠겨있는

않고 물 속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부화한다.

바위 또는 가장자리에 알 덩어리를 부착시켜 산란한다.

거미나 지네, 곤충 등을 먹는다.

분

분

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내륙 고산지대에 분포한다.

포

전국의 농지주변에 분포한다.

※ 먹는자 처벌, 포획금지,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대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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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양서류

금개구리 Rana plancyi Lataste

옴개구리 Rana rugosa Temminck & Schlegel

Photo : 조성원

Photo : 심재한

형

목명 : 개구리목(ANURAA)

목명 : 개구리목(ANURA)

과명 : 개구리과(Raniidae)

과명 : 개구리과(Raniidae)

학명 : Rana plancyi Lataste

학명 : Rana rugosa Temminck & Schlegel

영명 : Gold-spotted pond frog

영명 : Wrinkled frog

태

형

태

몸길이는 6㎝정도로 양쪽 등옆에 2줄의 굵고 뚜렷한 금색의 융기선을

몸 표면 전체에 작은 돌기들이 산재하며, 몸길이는 4~5.5㎝이다.

가지고 있다.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가 발달한 편으로 물갈퀴가 두껍다.

흑갈색 또는 회색 바탕의 등면에는 짧은 융기선들이 뚜렷이 나 있다.

암·수 모두 울음주머니가 없다.

피부에서는 독특한 냄새가 난다.

생

생

태

태

5~6월경 산란하며, 산란장소와 서식처를 공유하는 특이한 습성이 있다.

4~5월경 물 흐름이 거의 없는 웅덩이의 수중식물 잎이나 줄기,

잠자리, 사마귀, 나비 등 날아다니는 비행성 곤충을 잡아먹는다.

나뭇가지 등에 알을 붙여 산란한다. 두꺼비 종류와 같이 독이 있으며,
수질오염에 내성이 강하다. 주로 평지나 얕은 산지에서 서식한다.

분

포

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의 저습지나 논 등에 국지적

분

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하천에 분포한다.

으로 서식한다.
※ 멸종위기 Ⅱ급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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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맹꽁이

양서류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Shaw

Kaloula borealis (Barbour)

Photo : 조성원

Photo : 심재한

형

목명 : 개구리목(ANURA)

목명 : 개구리목(ANURA)

과명 : 맹꽁이과(Microhylidae)

과명 : 개구리과(Raniidae)

학명 : Kaloula borealis (Barbour)

학명 : Rana catesbeiana Shaw

영명 : Narrow-mouth toad

영명 : America Bull frog

태

형

태

몸길이는 약4.5㎝이며, 등은 청색이 섞인 황색이다. 몸통은 팽대되어 있고

몸길이가 12~20㎝이며, 몸무게가 200~400g으로 토종 개구리보다 월등히

머리부분이 짧아서 몸 전체가 둥글다.

크다. 목에 큰 울음주머니가 있어서 밤에 황소 울음과 같은 소리를 낸다.

생

생

태

태

연중 땅속에 서식하며, 야간에 땅 위로 나와 포식활동을 하고 6월경

연못이나 웅덩이에서 살며, 올챙이로 월동한다. 올챙이는 수초 등을 먹고,

우기에 물가에 모여 산란한다. 산란시기 외에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성체는 곤충 외에 물고기, 작은 개구리, 조개류 등을 먹는다.

눈에 띄지도 않는다.
분
분

포

포

강원도와 일부 산악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한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습지에 분포한다.

※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 멸종위기 Ⅱ급
34

35

장수거북

자 라

바다거북

파 충 류

남생이

도마뱀붙이

표범장지뱀

아무르장지뱀

장지뱀

줄장지뱀

도마뱀

대륙유혈목이

능구렁이

누룩뱀

무자치

구렁이

줄꼬리뱀

유혈목이

비바리뱀

실 뱀

먹대가리바다뱀

바다뱀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북살모사

붉은귀거북

양서류

파충류

○ 파충류란?
최초의 파충류는 약2억5천년 전에 나타났는데, 거북류는 가장
오래된 파충류이고 뱀류는 가장 최근에 나타난 파충류이다.
파충류는 양서류와 마찬가지로 주변온도에 체온을 맞춰가며 살아
가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덥거나 추운온도는 피해 다녀야
하며 낮 동안에는 뜨거운 양지쪽을 피해 음지에서 활동하기도 하며,
조류나 포유류와는 달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태양광선과 같은
외부의 열을 이용한 일광욕을 하기도 한다.
○ 파충류의 분류
파충류에는 지질시대의 공룡을 비롯하여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옛도마뱀, 거북, 악어, 도마뱀, 뱀류 등이 있으며, 현재 지구상에는
약 6,000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거북과 도마뱀, 뱀 등이 서식하고 있다.
거북은 바다거북, 장수거북, 자라, 남생이 등이 있으며, 특수한
피부와 등딱지 및 배딱지를 가지는 점에서 다른 파충류와 구별된다.
유린목(有鱗目)은 뱀아목과 도마뱀아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뱀아목은
두개골이나 눈의 구조 등에서 도마뱀아목과 뚜렷이 구별 되며,
총 11과 2,400여종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뱀, 살모사,
장지뱀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마뱀아목은 몸의 모양이 개체 또는 종에 따라 변화가 많지만,
보통 네 다리가 발달해 있고 눈꺼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많다.
위턱뼈와 상측두골(上側頭骨)은 두개가 붙어 있어, 이를 움직일
수 있는 뱀류와는 뚜렷하게 다르다. 진화 정도가 높을수록 뱀의
모양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종은
약 20과에서 3,400종이 넘으며, 우리나라에는 도마뱀과 도마뱀
붙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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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분류】

장수 바다거북과(2)

거북목

자라과(1)

남생이 늪거북과(2)

뱀 과(9)

파
충

뱀아목

류

도마뱀아목

장수거북, 바다거북

자라

남생이, 붉은귀거북

구렁이, 능구렁이, 누룩뱀,
유혈목이, 대륙유혈목이,
무자치,비바리뱀, 실뱀,
줄꼬리뱀

살모사과(4)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북살모사

바다뱀과(2)

바다뱀, 먹대가리바다뱀

장지뱀과(4)

장지뱀, 아무르장지뱀,
줄장지뱀, 표범장지뱀

도마뱀과(1)

도마뱀

도마뱀붙이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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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뱀붙이

○ 파충류의 특성
① 외형상 특징
포유류나 조류와 달리 털이나 깃털, 선(腺; gland)과 같은 것이
전혀 없다. 피부가 각질의 표피로 덮여 있으므로 몸 안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도 살 수
있고, 몸이 짤막한 것, 길쭉한 것 등 체형이 다양하다.
보통2쌍의 다리가 있고 발에 5개의 발가락이 있으며, 네 다리가
발달하지만 일부는 퇴화하거나 없어졌다.
거북은 다른 파충류와 달리 딱지가 있어 껍질 속에 머리, 다리,
꼬리를 집어넣어 갑옷처럼 쓰면서 자신을 방어하며, 도마뱀은
각질의 피부가 접혀서 외부비늘이 되었고, 뱀의 긴 몸은 건조한
비늘로 덮여있으며 다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배 부분으로
움직인다.
② 허물벗기
많은 파충류는 1년에 몇 차례씩 허물을 벗는데 이것은 성장의
일련 과정이다. 이렇게 동물이 체표의 가장 바깥층의 허물을
벗는 것을 탈피라고 하며 양서류와 파충류에서 볼 수 있는데,
파충류의 피부는 다양하게 발달 된 비늘이나 여러 층의 뿔모양
덮개로 덮여 있다. 이 뿔모양 덮개는 체구가 커짐에 따라 보조를
맞추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탈피가 일어나는 것이다.
탈피는 뱀과 같이 온몸 전체로, 또는 도마뱀과 같이 개개의
조각 형태로 벗는 경우도 있으며 거북과 같이 등껍질에 있는
개개의 판의 형태로 탈피하기도 한다..
③ 서식지와 먹이
파충류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극소량의 먹이만 먹더라도 대사를 조절하여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없거나 양이 적은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특히 사막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환경에 잘 적응하며, 남극을
제외한 각 대륙에 분포하는데 특히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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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장수거북 Dermochelys coriacea Schlegelii

Photo : 문대연

많이 살고 육지와 바다에 골고루 분포한다.
파충류도 양서류와 마찬가지로 추운겨울 동안은 땅속이나 바위
틈에서 겨울잠을 자는데 기나긴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에는
체내에 지방을 축적하기 위하여 많은 먹이를 섭취한다.
④ 산란 및 번식
파충류의 번식은 거북과 같이 딱딱한 껍데기가 있는 알을 낳는
방법(난생), 뱀과 같이 몸 안에서 어느 단계까지 성장시킨뒤
낳는 방법(태생)이 있다. 알을 낳는 파충류는 비록 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만 알은 육지에서 낳는다. 배는 양막
이라는 특수한 막에 쌓여 있으며 아가미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양서류에서 볼 수 있는 탈피나 유생단계는 거치지 않는다.
파충류는 어릴 때 성장이 빠르지만 그 후에는 느리며, 일생동안
성장능력이 있다.
⑤ 뱀은 자기보다 더 큰 먹이를 먹을 수 있다
뱀은 어떻게 자기의 몸통보다 두께가 더 굵은 토끼 같은 먹이를
먹어치울 수 있을까? 뱀은 특이한 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뱀의 피부는 매우 탄력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뱀의 턱뼈가
2개가 아닌 4개로 이뤄져 있고, 인대로 느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먹는 동안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턱의
양쪽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아래턱의 안쪽에 보통 동물들은
경첩 같은 관절이 있지만. 뱀의 경우 아래로 떨어져 내리도록
되어있는 또 하나의 뼈가 있어서 먹이가 목으로 넘어갈 때
아래턱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뱀의 갈비뼈는 매우 유연할 뿐 아니라 사람과 달리 갈비뼈가
흉골에 붙어있지 않아 큰 먹이도 몸통을 통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몸의 근육에 의해 먹이가 머리 쪽에서 뒤로
이동하게 된다.

목명 : 거북목(TESTUDINATA)
과명 : 장수거북과(Dermochelyidae)
학명 : Dermochelys coriacea Schlegelii
영명 : Leathery turtle
형

태

큰 머리와 짧은 목을 가지며 머리 부분은 연한 황색의 점 무늬가 흩어져
있다. 목 부분은 흑색이고 주둥이는 짧은 편이며 네 다리는 지느러미
모양을 가지며, 성체는 발톱이 없다.
생

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북으로 깊은 바다에 살며 물고기를 주로 먹는다.
성질이 매우 사나우며 산란시기는 3~9월로 암컷은 구멍 속에 90~150개의
알을 낳는다. 암컷과 달리 수컷은 육지로 오지 않는다.
분

포

태평양과 인도양 열대와 아열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며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발견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획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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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파충류

바다거북 Chelonia mydas japonica (Thunberg)

자 라

Pelodiscus sinensis (Wiegmann)

Photo : 조성원

Photo : 문대연

형

목명 : 거북목(TESTUDINATA)

목명 : 거북목(TESTUDINATA)

과명 : 바다거북과(Chelonidae)

과명 : 자라과(Trionychidae)

학명 : Chelonia mydas japonica (Thunberg)

학명 : Pelodiscus sinensis (Wiegmann)

영명 : Sea turtle

영명 : Mud turtle

태

민물거북보다 납작하고 유선형의 껍질을 가짐. 푸른색 바탕에 회갈색 및

형

태

진한 갈색의 등면. 배 껍질은 노란색이며, 앞다리 발가락은 크고 갈고리

등딱지의 길이는 15~17cm이며, 등딱지와 배딱지는 인대조직에 의해

처럼 휘어져 있고, 수컷의 꼬리는 암컷보다 길다.

붙어 있다. 주둥이 끝이 가늘게 튀어나왔으며, 머리와 목을 딱지 속으로

일반적으로 갑의 길이가 약 100cm 이며, 몸무게는 보통 150kg 정도이다.

완전 히 집어넣을 수 있다.

생

생

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을 먹는 잡식성으로 암컷은 몸 속에 알을 보관
하다가 매년 1회~5회에 걸쳐 산란한다. 산란시기는 5~8월이며 한 번에
120여개의 알을 모래에 낳는다.
자연상태의 부화기간은 40~50일 정도 걸린다.
분

밑바닥이 개흙으로 되어 있는 하천이나 연못에 살면서 5~7월에 물가의
흙에 구멍을 파고 산란한다. 알을 낳을 때를 빼고는 거의 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물고기나 게, 개구리 등의 수서동물을 잡아먹는다.
분

포

태

포

태평양과 인도양 열대, 아열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며 우리나라 동해안과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전역의 하천과 호수에

남해안에서 발견된다.

서식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획금지 대상

※ 먹는자 처벌, 포획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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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남생이

파충류

도마뱀붙이 Gekko japonicus (Dumeri & Biron)

Chinemys reevesii (Gray)

Photo : 심재한

Photo : 심재한

형

목명 : 거북목(TESTUDINATA)

목명 : 도마뱀아목(SAURIA)

과명 : 남생이과(Testudinidae)

과명 : 도마뱀붙이과(Gekkonidae)

학명 : Chinemys reevesii (Gray)

학명 : Gekko japonicus (Dumeri & Biron)

영명 : Reeve's turtle

영명 : Japanes gekko

태

형

태

등딱지 길이는 20~25cm이며, 진한 갈색으로 각 딱지에는 누런 녹색

몸길이는 11~12cm 정도이다. 등은 회색 또는 회갈색을 띠며 불규칙한 짙은

테두리가 쳐져 있다.

무늬가 나 있다.

생

생

태

태

민물에 살며 잡식성으로 물고기, 갑각류, 수생식물 따위를 먹는다.

따뜻한 지역에 살면서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여름에 나무껍질 밑이나 나뭇잎

약용으로 남획되고 있다.

밑에 한배에 2개의 알을 낳는다. 다른 파충류와 달리 종에 따라 여러 가지
특이한 소리를 낸다. 주로 민가주변에 살면서 곤충이나 거미를 잡아먹는다.

분

포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고 등지에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 강, 호수 등지에 살고 있다.

분

포

일반적으로 열대 및 아열대지역에 서식하는 종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목
수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유입되었다.

※ 멸종위기Ⅱ급, 포획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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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파충류

표범장지뱀 Eremias argus Peters

아무르장지뱀 Takydromus amurensis Peters

Photo : 심재한

Photo : 심재한

형

목명 : 도마뱀아목(SAURIA)

목명 : 도마뱀아목(SAURIA)

과명 : 장지뱀과(Lacertilidae)

과명 : 장지뱀과(Lacertilidae)

학명 : Eremias argus Peters

학명 : Takydromus amurensis Peters

영명 : Leopard lizard

영명 : Long-tailed lizard

태

형

태

몸통은 7~9cm, 꼬리길이는 약 7cm이다. 등면의 비늘은 작고 알갱이 모양

몸통은 7~9cm, 꼬리는 약 10cm이다. 몸은 갈색이고 옆면에 진한 갈색

이며, 호랑이무늬 모양의 얼룩반점이 8~14개 있고, 네다리에도 동그란 얼룩

또는 검정색의 넓은 띠가 있다.

무늬가 퍼져 있고, 발톱이 날카롭다.
생

생

태

주로 강변이 풀밭이나 모래, 돌 밑 또는 흙 속에 구멍을 파고 살며, 행동이
날쌔고 곤충을 잡아먹는다. 개발로 인하여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으며, 농약의
사용증가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분

포

도로 옆 잡초가 우거진 곳, 햇볕이 잘 드는 양지쪽 능선이나 산과 밭이
이어지는 묵정밭, 모래땅으로 된 넓은 경작지 등에서 볼 수 있으며,
6~7월경에 산란한다.
분

한국, 만주, 몽고 , 중국 북부 등지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래땅으로 된

태

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넓은 경작지 그리고 해안사구 등지에서 드물게 발견된다.
※ 멸종위기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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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장지뱀

파충류

줄장지뱀 Takydromus wolteri Fisher

Takydromus aureralis Doi

Photo : 심재한

Photo : 심재한

형

목명 : 도마뱀아목(SAURIA)

목명 : 도마뱀아목(SAURIA)

과명 : 장지뱀과(Lacertilidae)

과명 : 장지뱀과(Lacertilidae)

학명 : Takydromus aureralis Doi

학명 : Takydromus wolteri Fisher

영명 : Lizard

영명 : Wolter lizard

태

형

태

도마뱀과 비슷하나 몸길이가 15~20cm이고 꼬리가 몸길이의 3분의2

몸통은 약 4.6cm이며 꼬리길이는 몸통의 2.5배쯤 된다. 몸은 약간

이상이다. 등은 빨간색을 띤 회갈색이고, 옆면은 짙은 적갈색이며 배는

편평하며, 주둥이 끝이 뾰족하다. 등은 올리브색 바탕에 다소 뚜렷한

빨간색을 띤 흰색이다. 머리는 길며 주둥이도 길고 뾰족하다.

흰색의 옆선이 있으며, 옆쪽 띠는 색이 짙다.

생

생

태

양지바른 풀밭에 살며, 6~7월경에 3~4개의 알을 돌이나 낙엽아래
모래질로 된 흙 속에 낳는다. 우리나라의 도마뱀류는 난태생으로 새끼를
낳지만, 장지뱀류는 모두 알을 낳는 난생이다.

주로 평지의 하천과 농경지의 초지대에서 생활하며 일광욕을 하기 위해
강변의 돌 위에 모습을 드러낸다. 곤충이나 거미류를 먹으며 풀 속이나
땅에 쌓인 나뭇잎 속에 알을 낳는다.
분

분

포

태

포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방에 분포한다.

한국 특산종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밀도는 희소한 편이다.

50

※ 포획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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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도마뱀

파충류

대륙유혈목이 Amphiesma vibakari ruthveni (van Denburgh)

Scinella latera laterale Say

Photo : 백남극

Photo : 심재한

형

목명 : 도마뱀아목(SAURIA)

목명 : 뱀아목(SERPENTES)

과명 : 도마뱀과(Scincidae)

과명 : 뱀과(Colubridae)

학명 : Scinella latera laterale Say

학명 : Amphiesma vibakari ruthveni (van Denburgh)

영명 : Skink

영명 : Asian keelback snake

태

형

몸통은 약 4.7cm, 꼬리는 약 4.4cm이다. 머리는 작은 편이고 길이가 짧다.

태

몸길이는 45~60㎝이며, 등쪽은 짙은 갈색이고 목에 옅은 띠 모양 무늬가 있다.

몸은 보통 누런 갈색이며 몸통 중앙 부근에 28개의 비늘 줄이 있다.
생
생

태

태

주변환경 변화에 예민하고 체질이 허약한 편으로 독이 없으며 개구리나

산간 초원이나 묵은 밭에서 살면서 곤충, 지렁이, 노래기 따위를 잡아 먹는다.

작은 물고기, 작은 개구리, 지렁이 따위를 잡아먹는다. 여름철 비 온 뒤

위험에 부딪치면 꼬리를 흔들어 적을 유인한 다음, 꼬리를 잘라 적이 당황

해가 나면 바위에 올라가서 또아리를 틀고 있기도 한다. 논이나 얕은 못,

하는 동안에 도망친다. 6~7월경에 4~5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습지에 살며 4~5월, 8월에 많이 볼 수 있다.

분

분

포

포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이남 지방에 분포한다.

우리나라 전국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개체수가 적다.

※ 포획금지 대상

※ 포획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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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파충류

능구렁이 Dinodon rufozonatus rufozonatus Cantor

누룩뱀

Elaphe dione (Pallas)

Photo : 심재한

Photo : 조성원

형

목명 : 뱀아목(SERPENTES)

목명 : 뱀아목(SERPENTES)

과명 : 뱀과(Colubridae)

과명 : 뱀과(Colubridae)

학명 : Dinodon rufozonatus rufozonatus Cantor

학명 : Elaphe dione (Pallas)

영명 : Red banded odd-tooth snake

영명 : Cat snake
형

태

태

능구리, 능사 라고도 하며 몸길이는 0.8~1.2m이고, 독은 없으나 성질이 사납다.

금화사, 산구렁이, 밀뱀 등으로 불리며, 몸길이는 0.4~1m이다.

등은 붉은 갈색이며 검은 색의 굵은 띠 무늬가 몸통에 나 있다.

등쪽은 노란빛을 띤 갈색이며 불규칙한 검은색 가로띠가 여러 개 있다.

생

생

태

태

야행성으로 눈이 작고, 낮에는 바위 밑이나 나무 그루터기등 음지에 숨어

7~8월에 산란을 하며, 한국의 뱀 가운데 유일하게 알을 품는 종이다.

있다가 밤에 나와 개구리나 쥐, 작은 새, 다른 뱀, 물고기 따위를 잡아먹는다.

낮은 지대의 풀숲이나 물가, 높은 지대의 화전, 잡목 숲에서 살면서

다른 뱀에 비하여 추위에 약하며 가장 먼저 겨울잠을 잔다.

곤충이나 개구리, 두더지, 도마뱀, 새 따위를 잡아먹는다.

분

분

포

포

우리나라 전국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개체수가 적다.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국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먹는자 처벌, 포획금지,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대상

※ 포획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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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무자치

파충류

구렁이

Elaphe rufodorsata (Cantor)

Photo : 심재한

Photo : 조성원

형

Elaphe schrenckii (Strauch)

먹구렁이

황구렁이

목명 : 뱀아목(SERPENTES)

목명 : 뱀아목(SERPENTES)

과명 : 뱀과(Colubridae)

과명 : 뱀과(Colubridae)

학명 : Elaphe rufodorsata (Cantor)

학명 : Elaphe schrenckii (Strauch)

영명 : Water snake

영명 : Rat snake

태

형

태

물뱀, 무자수, 수사 등으로 불리며 몸길이는 60~90㎝이다. 몸은 긴 원통 모양

황구렁이, 먹구렁이 등으로 불리며, 몸길이가 1.5~1.8m로 우리나라에

이고 꼬리는 가늘고 길다. 등에는 연한 갈색 또는 황갈색 바탕에 등 중앙선을

서식하는 뱀 중에서 가장 크다. 머리와 목은 검은색이며, 등쪽은 녹색을

따라 오렌지색 세로줄이 나 있다. 머리에는 ∧자 모양의 검정무늬가 있다.

띤 황갈색 바탕에 검정 가로무늬가 있다.

생

생

태

독이 없으며, 주로 개구리와 곤충류를 잡아먹는다. 논이나 초원, 숲 속 물가에
주로 살고, 겨울잠을 잘 때나 새끼를 낳을 때만 육상생활을 한다.

농가의 퇴비 속에 알을 낳기도 하는데 퇴비가 발효하면서 생기는 열로
부화된다. 민가의 돌담이나 방죽, 밭둑의 돌 틈에 서식한다.
분

분

포

태

포

한국, 중국북부, 러시아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으로 분포하고 있다.

※ 포획금지 대상

※ 멸종위기Ⅰ급, 먹는자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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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파충류

줄꼬리뱀 Elaphe taeniura taeniura (Cope)

유혈목이 Rhabdophis tigrinus tigrinus (Boie)

Photo : 조성원

형

목명 : 뱀아목(SERPENTES)

목명 : 뱀아목(SERPENTES)

과명 : 뱀과(Colubridae)

과명 : 뱀과(Colubridae)

학명 : Elaphe taeniura taeniura (Cope)

학명 : Rhabdophis tigrinus tigrinus (Boie)

영명 : Korean Beauty snake

영명 : Tiger keelbck snake

태

형

태

등면에 녹색을 띤 황색으로 4줄의 큰 흑색반문이 있다. 등면 중앙부의 비늘

꽃뱀, 율모기, 너불대 등으로 불리며 몸길이는 0.5~1.2m이다.

판에는 용골이 있으며 배판수가 225~245로 많다. 크기는 1~1.5m 이다.

몸 전체에 붉은색 무늬가 있으며, 목에는 노란색, 등 양쪽에는 검정색 무늬가
흩어져 있다.

생

태

생

생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분

태

가을에 교미하여 이듬해 여름에 알을 낳는다. 물리면 독이 상처로 들어가
전신 내출혈이 일어나며, 두통, 시신, 신부전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죽는

포

경우도 있다.

북한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

포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뱀으로 논이나 강가, 낮은 산지에서 산다.
※ 먹는자 처벌, 포획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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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파충류

비바리뱀 Sibynophis collaris (Gray)

실 뱀

Zamenis spinalis Peters

Photo : 심재한

Photo : 백남극

형

목명 : 뱀아목(SERPENTES)

목명 : 뱀아목(SERPENTES)

과명 : 뱀과(Colubridae)

과명 : 뱀과(Colubridae)

학명 : Sibynophis collaris (Gray)

학명 : Zamenis spinalis Peters

영명 : Black-headed snake

영명 : Tape snake

태

형

태

몸길이는 약 60㎝이며, 대륙유혈목이와 유사하나 좀 더 크다. 몸 빛깔은

줄뱀. 몸길이는 80~90㎝이다. 머리는 좁고 길어 목 부분 보다 약간 굵으며

등쪽이 연한 갈색이며 윤기가 있다. 머리에는 짙은 노란색 무늬가 있다.

주둥이 끝이 튀어나와 있다. 등은 녹색을 띤 옅은 갈색인데 이마판의 앞 끝
중앙에서 꼬리 끝에 이르는 등 가운데로 노란 줄이 나 있고 줄 양쪽은

생

검정색이다.

태

야행성으로 지렁이, 산개구리, 장지뱀, 도롱뇽 새끼, 실지네 등을 잡아먹는다.
분

생

태

행동이 매우 날쌔며, 참개구리, 산개구리, 장지뱀, 지렁이 등을 주로 잡아먹는다.

포

주로 밭이나 잔디와 산밑의 들에 살며 7~9월에 산란한다.

아열대 및 온대의 물가나 낮은 산지에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다. 1981년 한라산 성판악 사라오름 부근에서 처음 발견 되었다.

분

포

우리나라 전국지역에 분포하나 개체수가 귀하다.

※ 멸종위기Ⅱ급

※ 포획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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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파충류

먹대가리바다뱀 Hydrophis melanocephalus Gray

바다뱀 Pelamis platrrus (Linnaeus)

Photo : 심재한

형

목명 : 뱀아목(SERPENTES)

목명 : 뱀아목(SERPENTES)

과명 : 바다뱀과(Hydridae)

과명 : 바다뱀과(Hydridae)

학명 : Hydrophis melanocephalus Gray

학명 : Pelamis platrrus (Linnaeus)

영명 : Black-headed sea snake

영명 : Pelagic sea snake

태

형

태

몸은 연한 회색이거나 황갈색으로 몸의 앞쪽 배면은 검은색, 꼬리의 아래 면도

체색형태는 다양한 편이며 크기는 90~100cm, 몸무게는 60~100g 정도로

검은색이다. 머리는 작아서 목 부분보다 작으며, 크기는 45~100cm 정도이다.

3.5% 가 넘는 염분농도에서 살 수 있다.

생

생

태

해변의 물가, 수심 깊은 곳 등에서 사는 야행성으로 대부분 물 속에 새끼를
낳는다. 수면 위에서 주로 생활하는 바다뱀과 달리 해저 심해의 바닥에서
생활하는 편이다.
분

태

바닷속에서만 살고 새끼를 낳는다. 하지만, 소수의 종은 알을 낳으러 육지로
나오기도 하며 호흡을 위하여 수면으로 올라온다. 물 속에서 2~8시간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헤엄을 치기에 알맞도록 꼬리가 배의 노처럼 특화되었다.
주로 뱀장어나 어류를 신경성 독을 이용하여 잡아먹는다.
분

포

포

우리나라 제주도와 부산일대에서 채집되었으나 개체수가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 등지에서 발견된다.

※ 포획금지 대상

※ 포획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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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파충류

쇠살모사 Agkistrodon ussuriensis (Emelianov)

살모사

Agkistrodon brevicaudus Stejneger

Photo : 심재한

Photo : 심재한

형

목명 : 뱀아목(SERPENTES)

목명 : 뱀아목(SERPENTES)

과명 : 살모사과(Viperidae)

과명 : 살모사과(Viperidae)

학명 : Agkistrodon ussuriensis (Emelianov)

학명 : Agkistrodon brevicaudus Stejneger

영명 : Red-tongue viper snake

영명 : Viper snake
형

태

독사, 불독사 등으로 불리며 살모사와 유사하고 몸길이는 60cm 내외이다.
몸통이 가늘고 혀는 붉은색이며 꼬리 끝은 검은색을 띠고 머리는 삼각형이다.
등 빛깔은 붉은색과 오렌지색이 섞여 있다.

까치독사, 살무사 등으로 불리며 몸길이는 80~90cm이다.몸은 비교적 짧고
굵은 편이며,머리는 화살촉 모양에 넓고 꼬리는 짧다. 등은 연한갈색 또는
회색바탕에 ∩모양의 갈색무늬가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좌우 쌍을 이룬다.
생

생

태

태

태

난태생으로 2~13마리를 낳으며 들쥐나 개구리, 도마뱀 따위를 잡아먹는다.

들쥐와 개구리류, 도룡뇽, 장지뱀류 등을 잡아먹고 산다. 물가의 풀밭이나

골짜기의 풀밭이나 돌무더기에 산다. 세포성 독소를 가지고 있어 물리면

낮은 언덕에 산다. 맹독성이며 우리나라 살모사 종류 중 가장 작다.

치명적이다.
분

분

포

포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 먹는자 처벌, 포획금지,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 허가 대상
※ 포획금지,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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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까치살모사 Agkistrodon saxatilis Emelianov

북살모사 Vipera berus sachalinensis (Linnaeus)

Photo : 조성원

형

목명 : 뱀아목(SERPENTES)

목명 : 뱀아목(SERPENTES)

과명 : 살모사과(Viperidae)

과명 : 살모사과(Viperidae)

학명 : Agkistrodon saxatilis Emelianov

학명 : Vipera berus sachalinensis (Linnaeus)

영명 : Short tailed viper snake

영명 : Common adder

태

형

태

칠점사, 칠점백이 등으로 불리며 몸길이는 50~65cm이다.

몸의 등면은 녹갈색 또는 암갈색이며, 흑갈색의 줄무늬가 지그재그로

몸은 회색을 띄는 황색 바탕에 갈색 가로무늬가 있어서 쇠살모사와 유사하나

나 있다. 몸통에 비늘줄이 많으며, 크기는 40~60cm이고 살모사와 달리

좀 더 뚜렷하고 무늬의 수도 많다.

피트기관이 없다.

생

태

생

들쥐가 주식이고 개구리, 장지뱀, 다람쥐, 두더지 등을 잡아먹는다.
고산지대나 계곡의 평지, 큰 바위가 산재하고 있는 곳의 잡목 우거진 곳을
좋아하며 맹독성이다.
분

북한에 서식하는 종으로 생태에 관한 기록이 없다.
분

포

태

포

시베리아에서 유럽의 서북부지역, 북한의 함경도 지방에 분포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
※ 먹는자 처벌, 포획금지,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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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귀거북 Trachemys scripta elegans

찾아보기

(가나다순)

계곡산개구리

/30

북방산개구리

/29

고리도롱뇽

/19

북살모사

/67

구렁이

/57

붉은귀거북

/68

금개구리

/32

비바리뱀

/60

까치살모사

/66

살모사

/65

꼬리치레도롱뇽

/20

쇠살모사

/64

남생이

/46

수원청개구리

/27

목명 : 거북목(TESTUDINATA)

네발가락도롱뇽

/21

실뱀

/61

과명 : 늪거북과(Emydidae)

누룩뱀

/55

아무르산개구리

/28

학명 : Trachemys scripta elegans

능구렁이

/54

아무르장지뱀

/49

영명 : Red-eared turtle

대륙유혈목이

/53

옴개구리

/33

도롱뇽

/17

유혈목이

/59

도마뱀

/52

자라

/45

청거북 이라고도 몸길이는 12~20cm이며, 눈 뒤 머리측면 양쪽에

도마뱀붙이

/47

장수거북

/43

선명한 붉은 반점이 있다.

두꺼비

/22

장지뱀

/50

맹꽁이

/34

제주도롱뇽

/18

먹대가리바다뱀

/62

줄꼬리뱀

/58

등껍질의 색은 녹색이며, 잡식성으로 연못, 저수지 등지에서 소형어류,

무당개구리

/25

줄장지뱀

/51

수서곤충, 수초 등을 먹고 산다. 산란시기는 4월에서 7월까지이며,

무자치

/56

참개구리

/31

수명은 20년 내외이고, 내성이 강하다.

물두꺼비

/24

청개구리

/26

바다거북

/44

표범장지뱀

/48

바다뱀

/63

황소개구리

/35

북두꺼비

/23

형

생

분

태

태

포

우리나라의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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