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BSPE9928A-10664-3

대형해양동물 증식복원사업 기획연구

2015.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2 -

제 출 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형해양동물 증식복원사업 기획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

다.

2015. 02. 26

총괄연구책임자 : 김 태 원

참 여 연 구 원:김윤배, 홍상희, 김웅서,

김종만, 강길모, 장덕희,

노현수, 김종만, 윤성진,

정주학, 이정아, 장수진,

김준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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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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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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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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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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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209

l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국내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포함되나 상대적으로

보전 및 관리는 소홀한 국내 대형해양동물(바다거북류, 고래류, 기각류)의 복원 및 증식을 위한

장단기 연구 전략을 제시하였음.

l 국내외의 연구, 보전 현황 및 인프라를 파악하고 연구의 용이성, 개체군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

려하여 종의 각 분류군에서 국내 출현하는 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 물개, 점박이물범을 우선 연

구대상종으로 설정함.

l 각 연구대상종에 대하여 복원 및 증식을 위하여 개체군, 서식지, 행동 및 생태, 이주(migration)

지역 사회와의 연계 등을 고려한 연구 계획, 방법, 예산 및 로드맵과 추진체계를 제시함.

l SWOT 분석을 통하여 각 분류군의 증식·복원을 위한 연구 전략 수립시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요소를 파악하였음.

l 오랫동안 대형해양동물의 연구를 진행해 온 기관은 방문하여 그들의 연구 노하우를 습득하고, 연

구 시 고려점 및 필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추후 연구 진행 시 활용가능한 네트워

크를 확보하였음.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 글 대형해양동물, 증식, 복원, 보전, 바다거북류, 고래류, 기각류

영 어
restoration, re-establishment, conservation, sea turtle, cetacean,

pinni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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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대형해양동물 증식복원사업 기획연구

Ⅱ. 대형해양동물의 보전 · 관리의 필요성

○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대변하는 척도 |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소비자 역할을 하

는 대형해양동물은 해양 생태계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깃대종이자 우산종이

지만 최근 인간 활동의 증가(남획, 독성물질, 해양 쓰레기 등)로 인해 생물 종

감소 와 멸종위기종 증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 국내 대형해양동물의 연구 및 보전·관리 미흡 | 해양수산부에서 공고한 ⌜해
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의한 법률⌟(법률 제 11862호) 및 동법 시행 규칙에

따라 9종의 고래류 및 6종의 기각류가 보호대상 해양 생물로 지정 되어 있으

며, 바다거북류의 경우 전 종이 CITES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종이나 국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전과 관리를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

전·관리 전략 필요.

○ 환경 및 자연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역 주민과의 마찰 감소

방안 필요 | 대형해양동물의 국내 실태 및 생태를 바탕으로 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보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또한 어업자원을 두고 발생하는 어민과의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들의 생

태 연구는 필수적이며 보전·관리 전략 수립에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의 수립 필요.

Ⅲ. 연구 개발 목표

○ 국내 해역의 대형해양동물의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통한 장·단기 연구 계획

수립.

• 동서남해 해역별 대표 대형해양동물(기각류, 고래류, 바다거북류)을 대상으로

한 멸종위기 현황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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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대형해양동물의 국내외 관련 연구 개발 동향 및 환경 분석.

• 국내의 기술 수준 및 기술개발 역량 분석.

• 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장·단기 보전 및 관리 계획의 수립.

○ 국내 해역의 대형해양동물 증식·복원 및 관리를 위한 추진 계획 수립.

○ SWOT 분석을 통한 연구 개발의 타당성 분석.

Ⅳ. 분류군 별 보전· 관리 연구 방안

1) 바다거북류

○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에 총 7종이 존재하는 바다거북 중 국내에서 4종(푸른바다거북, 붉은

바다거북, 장수거북, 매부리바다거북)이 발견되며, 10여 년 전까지 산란 또

한 목격되었음 (고래연구소b. 2012)

• 바다거북은 이주(migration) 거리가 길고,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여 산란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해양 환경 및 산란지의 환경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음.

• 포획, 어업에 의한 부수어획, 서식지 파괴, 기후 변화 등에 의해 개체수가 감

소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및 보전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

• 국내의 바다거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전을 위한 관리 방

안 및 인프라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대상종 설정

• 국내 나타나는 바다거북 전 종을 대상으로 함.

○ 연구 계획

• 산란지 및 섭식지 추적연구를 통한 바다거북의 서식지 환경 특성 이해.

• 바다거북의 혼획 · 좌초 실태를 파악하고 서식지 발견 시 부화율, 초기 사망

률 등을 파악하여 장기적 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Tag(태그)를 이용한 이주 경로 추적 연구를 통해 국내 출몰하는 개체군의 특

성을 파악하고 국제 공조 전략에 활용.

• 인공 사육, 방류연구를 통한 인프라 구축 및 개체군 복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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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맵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산란지 및 섭식지 연구

개체군 실태 조사

이주(migration) 추적 연구

인공 사육 및 방류 연구

○ 연간 예산안

비목 내용

인건비 1,000,000(원) * 4(인) * 12(개월) = 48,000,000(원)

기술정보활동비 0(원)

과제추진비

출장비 70,000(원) * 4(인) * 25(일) * 12(개월) = 84,000,000

(원)

차량 대여 및 유지비 1,500,000(원) * 12(개월) = 18,000,000

(원)

재료비

청취조사비 11,000,000(원)

해양환경 분석비 10,000,000(원)

잠수조사비 10,000,000(원)

기록 장비 구입비 10,000,000(원)

기타 재료비 3,000,000(원)

태그 구입비 34,000,000(원)

위내용물 분석비 20,000,000(원)

먹이 구입 및 개발비 25,000,000(원)

사육 설비 개발 및 설치비 50,000,000(원)

사육 관련 재료비 10,000,000(원)

용선비 700,000(원) * 10(회) * 8(개월) = 5,600,000(원)

총액 338,600,000 (원)

○ 기대 효과

• 국내 거북류 개체군 보전 및 관리를 통한 국가 생물종 관리 역량 강화.

• 국내 바다거북 연구의 선도적 역할 수행.

• 태깅(Tagging)을 이용한 해양 환경 정보 수집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 연구.

• 국가 공조 및 국내외 타 기관과의 연구 협력을 통한 연구 역량 증대 및 국가

이지지 제고.

2) 고래류

○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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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소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래류는

직간접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생태계 건강성의 척도이

자 생태계 다양성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대상임.

• 국내에서는 동·서·남해를 통틀어 2010년 655마리, 2011년 1500마리 등 연간

1000여 마리의 고래류가 혼획·좌초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개체군의 안정적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 다른 동물에 비하여 수명이 길고 재생산률이 낮아 한번 그 수가 감소하면 회

복되기가 어렵고 멸종이 쉬운 편임. 또한 개체군에 따라 생태적·문화적 차

이가 발생하여 동종이라고 개체군이 다를 경우 개체수의 회복이나 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인간의 해양활동 증가로 인하여 잦은 충돌 및 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및 관련 법률 역시 부실. 종에 따른 생태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이고 장기적인 보전 전략 필요.

○ 현황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고래류 자원 및 생태조사가 매년 수행중이며

주요 연구 테마는 국내 고래류의 자원량 추정, 혼획·좌초 현황, 미기록종 보

고가 주를 이루고 있음. 종에 따른 심도 깊은 연구는 미흡함.

• 최근 들어 체내 중금속 축적, 유전자 관련 분야로 연구 테마가 확장 중.

• 구조·치료기관이나 전문 수의사 등이 부족하여 혼획되거나 상처 입은 고래류

를 발견했을 때 지역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움.

• 2013년 이루어진 남방큰돌고래 방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고래관광이 각

광받고 있지만 고래와 인간이 함께 지속 가능한 관련 규제 및 법률 전무.

○ 대상종 설정

• 개체군 수에 따른 장기적 관리 방안의 필요, 국내 연안의 활용도, 연구 용이

성, 관광 등 기타 산업과 연계를 고려할 때 제주도 연안에 1년 내내 상주하

며 국내 11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남방큰돌고래를 최우선 대상종으로 설

정하였음.

○ 연구 계획

•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실태(출생률, 사망률 등) 및 혼획·좌초 현황, 구성 개체

들의 세부 정보(유전자, 성별 등) 축적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 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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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내용

인건비 1,000,000(원) * 4(인) * 12(개월) = 48,000,000(원)

기술정보활동비

biopsy 관련 교육비 = 20,000,000(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 2,000,000(원)

위성 사용료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홍보매뉴얼 제작 및 배포 = 3,250,000(원)

간담회 개체뵈 = 20,000,000(원)

홍보물 제작비 = 20,000,000(원)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15,000,000(원)

과제추진비

출장비 70,000(원) * 4(인) * 25(일) * 12(개월) = 84,000,000

(원)

유류비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재료비

phtogrammetry용 장비 구입비 = 35,000,000(원)

biopsy 관련 장비 제작 및 구입비 = 6,000,000(원)

유전자분석비 = 20,000,000(원)

질병 검사비 = 10,000,000(원)

시료 보관 및 관련 장비 구입비 = 10,000,000(원)

구조 및 해부 관련 재료비 = 10,000,000(원)

GPS 구입비 3,000,000(원) *　5(개) = 15,000,000(원)

잠수 조사 및 재료비 = 21,000,000(원)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개체군 서식지 활용 패턴 및 활용도 연구를 통하여 서식환경의 물리·화학·지

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과학적 이해를 높여 서식지 보전 활성화에 활용.

• 개체군의 주요 먹이군 및 섭식생태 연구를 통하여 어업자원을 대상으로 한

어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인간 활동이 고래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무리 구성 및 서식지 활용 등

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파악.

•혼획 방지 어구 개발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방안 구축 연구.

○ 로드맵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실태 조사

서식지 활용 패턴 조사 및 서식지 보전 연구

개체군의 섭식 생태 연구

인간 활동이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구축 연구

○ 연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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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 오염도 및 환경 특성 분석비 = 15,000,000(원)

음향부이 구입 및 관리비 = 23,000,000(원)

개발 어구의 시제작비 = 16,000,000(원)

용선비 600,000(원) * 15(회) * 8(개월) =72,000,000(원)

총액 502,250,000(원)

○ 기대 효과

• 연구를 통하여 종에 따른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체군 관리를 통하여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및 생물 다양성을 회복.

• 위성 추적 장치, 음향, 해양 환경 오염 등 생물학에 기반을 둔 연구 이외에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통한 연구 가능.

• 고래류에서 나타나는 뛰어난 잠수 능력, 인수공통질병 등의 연구를 통한 의

학 등 다양한 분야로의 연구 범위 확장 가능.

• 일반 시민에 인기가 많고 파급력이 높은 고래류 보전을 통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

3) 기각류

○ 연구의 필요성

• 해양수산부에서 공고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862

호)에 의해 지정된 해양포유동물 중 기각류에 속하는 종은 모두 6종(물개,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점박이물범, 고리무늬물범, 띠무늬물범)이며, 이들 6

종은 모두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지정되어 있어, 법률에 따라 이들 해양포유

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 대책이 필요함.

• 기각류 해양포유동물은 겨울철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치망 등에

혼획이 보고되고 있어, 정치망 등에 의한 해양포유동물의 혼획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그물피해 개선 방법 및 개선된 어구의 사용 확산이 시급히

요구됨.

• 최근 어민을 중심으로 기각류 해양포유동물의 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대한 회유 경로 파악, 먹이망과 서식실태조사, 유

전자정보 수집, 서식지 보호 등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매우 미비한 실정임.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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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류에 대한 연구는 2007년 이래 환경부, 한국해양생태연구소, 국립해양생

물자원관 등 3차례에 걸쳐 수행되어 왔으며 보전 활동 역시 이루어지지 않

음.

• 점박이물범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처음으로 점

박이물범 서식현황 파악이 이루어졌으나 2002년 이후로 중단됨.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 개선 및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보

호대상해양생물 서식현황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고래연구소가 점박이물범 및

기타 기각류의 서식 실태를 조사함(고래연구소a, 2012).

• 대부분의 연구는 기각류의 분포 현황 및 혼획·좌초 현황 위주로 파악됨. 이

외에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한 연구가 2013년 이루어졌으나 국내 야생 개체군

이 아닌 중국의 보호 센터의 개체로 수행되었음.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미소 서식지 단위의 연구와 분명한 목적을 가진 행동연구가 필요

함.

• 해양포유류 전공자 및 기반 시설의 부재로 인한 연구 및 관련 정책이 미비

함.

○ 대상종 설정

• 개체군 상태에 따른 장기적 관리의 필요성, 연구 및 보전의 현실 가능성, 연

구 용이성,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가능성, 지역 거점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

여 동해의 물개와 서해의 점박이 물범을 최종 대상종으로 설정.

○ 연구 계획

• 독도 바다사자 유전자 정보 및 정보 기록화 연구.

• 독도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서식 실태 연구를 통해 서식처 및 해양 생태계

보호.

• 독도 해양 포유동물 서식처 복원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 백령도 점박이 물범의 서식지 활용 패턴 조사를 통한 서식지의 환경적 특성

에 따른 보전 전략 수립.

• 위성추적장치를 이용한 점박이 물범의 이동 및 환경연구를 통해 깊이 있는

생태 정보 축적.

•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점박이 물범 보전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 보전 시

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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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내용

인건비 1,000,000(원) * 5(인) * 12(개월) = 50,000,000(원)

기술정보활동비

회의비 200,000(원) * 5(회) = 1,000,000(원)

교육 프로그램 제작비 2,000,000(원)

교육 프로그램 개최비 2,000,000(원)

관리선 연구개발비 100,000,000(원)

매뉴얼 인쇄비 5,000(원) * 500(부) = 2,500,000(원)

과제추진비 출장비 70,000(원) * 5(회) = 350,000(원)

재료비

관찰용 CCTV(카메라) 구입비 1,000,000(원) * 10(개) =

10,000,000(원)

음향장비 구입비 7,000,000(원) * 2(개) = 14,000,000(원)

시료 분석비 20,000,000(원)

해양환경 분석비 * 2(건) = 20,000,000(원)

그물 개발비 20,000,000(원)

용선비 0(원)

총액 241,850,000(원)

비목 내용

인건비 1,000,000(원) * 4(인) * 12(개월) = 48,000,000(원)

기술정보활동비

지역사회 협력 회의비 100,000(원) * 4(회) = 400,000(원)

홍보자료 제작비 3,000,000(원)

교육 프로그램 개최비 100,000(원) * 5(회) = 500,000(원)

과제추진비

출장비 70,000(원) * 4(인) * 8(일) * 9(개월) = 20,160,000(원)

인천-백령도 왕복 승선비 70,000(원) * 4(인) * 2(회) * 9(개

월) = 5,040,000(원)

재료비

촬영장비 15,500,000(원)

유전자 분석비 10,000,000(원)

위성추적장치 48,000,000(원)

환경 특성 분석비 15,000,000(원)

해양쓰레기 처리비 450,000(원)

○ 로드맵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독도 바다사자 기록화 연구

독도 해양포유류 보호 및 서식 실태 연구

독도 해양포유류 서식처 복원 및 네트워크 구축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활용 패턴 조사

위성추적장치 이용 점박이물범 이동 및 환경 연구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점박이물범 보전 연구

○ 연간 예산안

•독도 해양포유동물 연간 예산안

•백령도 점박이물범 연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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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 개발비 10,000,000(원)

용선비
500,000(원) * 1(회) * 9(개월) = 4,500,000(원)

용선비 400,000(원) * 1(회) * 9(개월) = 3,600,000(원)

총액 184,150,000(원)

○ 기대 효과

• 종에 따른 서식지 환경과 생태별 개체 관리 가능.

• 기각류 행동 변화 연구를 바탕으로 어선 및 관광선 접근의 관리 시 권장 지

침 마련 및 교육 가능.

• 해양포유동물 출현 시 상시 모니터링 체제구축.

• 지역 주민 및 학생 중심 보전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교육과 홍보에 활용하여

시민의 관심과 보호 촉구.

Ⅴ. 결론 및 제언

1) 기대효과

○ 국내 대형해양동물 개체군 복원 및 장기전 보전 | 종의 생태와 특성에 따른

개체군 보전을 통하여 멸종위기 대형해양동물의 개체군 복원 및 국내 해양생태

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

○ 대형해양동물 복원·관리를 위한 기술확보 | 한국의 실정에 맞는 대형해양동물

복원 기술의 개발 토대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장·단기 복원 및 관리 전략 수립

을 통하여 종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체계 수립 가능.

○ 국가 연구역량강화를 통한 주체적 해양생태계 관리 |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학문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적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

공조를 통하여 대형해양동물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주체적 해양생태계

관리 가능.

○ 해양 환경과 생태 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 | 각 거점 지역에 있는 연구

소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인기에 비해 관심도는 낮았던 대형해양동

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전 전략의 수립 및 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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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 기관의 성격별 추진체계

○ 지역거점-분류군 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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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바다거북류

산란지 및 섭식지 연구

개체군 실태 조사

이주(migration) 추적 연구

인공 사육 및 방류 연구

고래류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실태 조사

서식지 활용 패턴 조사 및 서식지 보전 연구

개체군의 섭식 생태 연구

인간활동이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구축 연구

기각류

독도 바다사자 기록화 연구

독도 해양포유류 보호 및 서식 실태 연구

독도 해양포유류 서식처 복원 및 네트워크 구축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활용 패턴 조사

위성추적장치 이용 점박이물범 이동 및 환경 연구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점박이물범 보전 연구

3) 로드맵

4) 분류군 별 SWOT analysis

• 바다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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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방큰돌고래

• 점박이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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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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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기술적 측면

○ 대형해양동물은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대변하는 파라미터

- 해양 생태계의 최상위 소비자 역할을 하는 대형해양동물은 해양생태계 건강성

을 확인할 수 있는 깃대종이자 우산종이나 최근 해양에서의 인간 활동의 증가

(남획, 독성물질, 해양쓰레기 등)로 인해 생물종 감소와 멸종위기종 증가현상이

빈번f하게 발생.

· 해양은 육상에서 사용된 다양한 화학물질의 최종 종착지이자 축적소로서,

잔류성이 강한 많은 유해물질이 해양먹이사슬을 통해 확대 되어 최상위포식

자인 대형해양동물에 고농도로 축적되고 있음.

· 유해물질의 과도한 축적은 대형해양동물에 대한 건강성 저하(면역성, 생식

력 저하 등) 및 개체군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

· 많은 바다거북류, 고래류, 물개류 등이 해양쓰레기에 피해를 입고 있음.

※ 대형해양동물들은 밧줄, 낚싯줄, 그물 등에 얽혀 거동 및 먹이활동을 못

해 폐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섭식된 해양쓰레기로 인한 소화기 손상, 포

만감을 유발 등으로 생물이 굶어 죽도록 함.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및 관리가 필요하나, 현

재까지 체계적인 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부재한 상황임.

- 해양수산부에서 공고한「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862호)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5종의 고래류 및 6종의 기각류가 국내에

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 9종의 고래류 및 6종의 기각류가 보호대상해양 생물

로 지정.

- 전 세계에 7종이 서식한다고 알려진 바다거북은 전 종이 CITES1) 보호종으로

1)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을 말한다.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동식물의 생
존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1973년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 정도와 적용되는 규율 정도에 따라 부속서 1, 2, 3으로 구분되어 있다. 부속서 1은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 부속서 2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
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부속서 1에 등재되어 있는 종과 혼동되기 쉬운 종이다. 부속서3
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CITES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 21 -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총 4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최근 ‘생물자원의 국가자원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의 관점에서 대형

해양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부족으로

각 종에 적합한 장·단기 보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중요한 해양생물자원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해양동물의 기초생태연

구를 기반으로 한 대형해양동물의 서식 현황을 바탕으로 구체적 기획연구가 필

요함.

○ 대형해양동물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내(in situ) 및 현지

외(ex situ)복원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초연구 필요

- 종의 개체군 특성 및 생태를 고려해 현지 내 보전이 필요한 경우와 자연 상태

에서의 복원이 불가능한 현지 외 복원이 필요한 경우를 식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서식 종 및 국내 해역을 일시적 분포지로 활용하는 종 등 해당 종의 생

태를 고려하고 동시에 이미 멸종되었거나 멸종에 가까워져 관리가 필요한 종 등

종의 개체군 특성을 고려한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하여 보전 및 복원 전략의 기틀

을 마련할 수 있음.

2. 경제․산업적 측면

○ 어업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파악 필요

- 대형해양동물의 경우 해당 종의 먹이자원이 인근해역의 어업자원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어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혼획된 대형해양동물은 개체 당 수 백-수 천 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암묵적인 인위적 혼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보전 및 증식·관

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어민들과의 이익 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대형 해양동물의 복

원·증식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민과 지자체, 시민단체 간 긴밀한 상호 협력

이 요구되며, 대형해양동물의 먹이활동과 어민들의 어업활동 간의 연관관계 확인

이 필요함.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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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개체군 복원을 통한 지역 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 가능

- 보전 및 인공적 개체군 복원을 통한 대형해양동물은 최근 증가하는 생태관광

의 자원화를 통한 지역사외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실제로 대형해양동물의 빈번한 출현이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경

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며(예, 미국 샌디에고 La Jolla Cove의 물개관

광, 뉴질랜드 카이코우라 물개관광), 사업의 효과적인 지속을 위해서는 관련 사

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복원·증식을 위한 기술적 뒷받침 필요

- 대형해양동물의 보전 및 증식을 통한 재도입 등을 위해서는 증식·복원 및 현

지의 보호 및 치료 시설 등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3. 사회․문화적 측면

○ 환경과 자연 생태계 보전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제고

- 복원과 증식 사업의 홍보를 통한 일반인 및 학생들에 대한 관심 고취 및 환경

과 자연 생태계보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

- 대형해양동물 증식․복원 및 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국가 및 지역 이미지 제고

- 멸종위기종이 대부분인 대형해양동물을 복원과 증식 사업을 통한 해양 생태계

종 다양성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가이미지의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개발을 통한 해양생태 문화도시 개발 필요.

4. 기관 고유기능 발전과의 연관성

○ 장·단기 관리가 필요한 해양과기원의 임무

- 대형해양동물은 친근한 외모와 멸종위기종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이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은 국민정서에 부합함.

- 그러나 대형해양동물의 복원․증식 및 관리 사업은 고도의 해양과학기술력의

기반 하에 환경, 문화, 국민 정서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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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업으로 단순한 이벤트성 사업으로 수행할 경우 성공하기 어려움.

-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복원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타당성 검토 및

관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단기, 중기, 장기로 분리된 계획이 필요함.

- 멸종위기동물의 복원 및 관리 시 복원 대상 종의 유전적, 형태적, 생태적 연구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관련 연구가 장·단기적으로 함께 이루어

져야 하며 해양생태계라는 특성 상 해양과기원의 연구 능력과 인프라 활용이 반

드시 필요.

- 해양생태계, 해양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및 관련 인프라가 필요

함은 물론, 장기적 시각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특정대학의

연구자 주도 또는 대학연구자들의 컨소시움 형태로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어

려우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인프라, 장기발전계획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해

양과기원의 주도가 필요.

○ 국가 간 공조체계 필요

- 해양은 육지와 달리 국가 간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고, 대형해양동물의

경우 국가 경계를 넘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가 있어 국내외 회유지 및 서식지, 번식지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

한 인접 국가를 비롯한 범국가적 공조가 필요함.

○ 울릉도 독도 연구기지 활용을 통한 효과적은 연구개발 수행 필요

- 독도해역은 한반도 본토의 경우, 잦은 기상악화 및 여객선 사정에 따라 접근성

이 제한적이나, 해양과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울릉도 독도 연구기지의 경우, 짧은

시간(편도 2시간 30분)에 접근이 가능해 이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연구수행이

가능.

- 울릉도와 독도 연계 연구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독도의 지위 강화에 기여

함으로써, 독도영토주권 강화 기여 가능 (한국은 고종황제 칙령에(울릉도 부속도

서로 독도 포함) 근거한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등 울릉도-독도 연계 강조하지

만,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분리 전술이 핵심전략).

- 독도 관련 과거 정부의 행정행위들은 독도의 현장조건을 다소 고려하지 않는

행정행위들이 많아 지역민들의 지적이 많았음.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울릉도 지

역주민들의 참여와 경험을 밑바탕으로 독도 현장조건에 적절한 행정행위들이 요

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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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해역의 대형해양생물의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 계획 수립

- 동서남해 해역별 대표 대형해양동물(기각류, 고래류, 거북류)를 대상으로 한

멸종위기 현황 및 실태조사.

- 멸종위기 대형해양동물(기각류, 고래류, 거북류)의 국내·외 관련 연구개발 동향

및 환경 분석.

- 동․서․남해 해역별 대표 대형해양동물 설정 및 장기적인 관리 방안과 체계

마련.

- 국내의 현 기술 수준 및 기술개발 역량(인력, 인프라 포함) 분석.

- 국내외 대형해양생물 증식·복원 성공 사례 분석.

- 해외 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통해 국외 기술 도입.

- 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전·증식을 통한․복원 및 관리계획 수립.

○ 국내 해역의 대형해양생물 증식·복원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장·단기 추진전략 및 로드맵 제시.

- 지역별·분류군 별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사업(과제) 추진체계 제시.

-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 연구기간 관련 중장기 연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역 연구소, 해양 연구기지 및 학연 연계 방안 제시.

- 연구개발 결과의 장·단기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시.

○ SWOT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의 타당성 분석

○ 국제협력 가능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아시아 권 및 범국가적 협력 체계 수립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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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학명 비고

국내

출현

여부

푸른바다거북

(Green sea turtle)
Chelonia mydas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종

IUCN Red List 멸종위기종

CITES 멸종위기 1급

○

붉은바다거북 Caretta caretta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종 ○

표 1. 바다거북류에 포함되는 7종의 목록 및 현황

제 2 장. 분류군 별 세부 사항

1. 필요성

○ 총 7종이 존재하며 전 종이 멸종위기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나 포

획, 어업에 의한 부수어획, 산란지 및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등에 의해 개체수가

매우 감소하여 전 세계적으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연

구와 보전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지역 생태계는 물론 해양 생태계 전체의 측면에서도 해양 환경에 매우 민감한

해양 환경 건강성의 척도이자 생태계 다양성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

는 동물임.

○ 이주 거리가 매우 길고, 완전히 성숙하여 산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해

양 환경 및 서식처가 되는 바닷가 모래사장의 환경에도 매우 민감함.

○ 국내에서 목격된 바다거북은 4종으로 푸른바다거북 (Green sea tutle), 붉은바다

거북 (Loggerhead sea turtle), 장수거북(Leatherback sea turtle), 매부리바다거북

(Hawksbill sea turtle)이 있음. 이 들 종은 모두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 해

양생물이자 IUCN Red List 멸종위기종, CITES 멸종위기 1급에 등재되어 있으나

국내에서 이전까지 바다거북 보전과 관련된 연구나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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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gerhead sea

turtle)

IUCN Red List 멸종위기종

CITES 멸종위기 1급

매부리바다거북

(Hawksbill sea

turtle)

Eretmochelys

imbricata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종

IUCN Red List 심각한위기종

CITES 멸종위기 1급

○

장수거북

(Leatherback sea

turtle)

Dermochelys

coriacea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종

IUCN Red List 심각한위기종

CITES 멸종위기 1급

○

올리브각시바다거북

olive ridley sea

turtle

Lepidochelys

olivacea

IUCN Red List 취약종

CITES 멸종위기 1급
✖

캠프각시바다거북

(Kemps redley sea

turtle)

Lepidochelys

kempii

IUCN Red List 심각한위기종

CITES 멸종위기 1급
✖

납작등바다거북

(Flatback sea

turtle)

Natator depressus
IUCN Red List 자료부족종

CITES 멸종위기 1급
✖

○ 미국과 유럽등지에서는 바다거북의 보전과 관리 및 이들의 생태와 생리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연구들이 보전 관리 전략의 바탕이 되고 있

으나 대부분이 대서양의 개체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태평양을 중심

으로 한 바다거북 연구는 적은 편임.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대량의 바다거북을 포획하여 유통하고 있으며 이

에 아시아권에 서식하는 바다거북의 개체군 연구가 시급한 실정임.

○ 국내의 바다거북은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며, 산란장소를 목격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임. 다만 연중 목격되는 바다거북 중 20cm 미안의 매우 크

기가 작은 개체들부터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근에서 산란하는 개체가 일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편임.

○ 바다거북의 온대해역에서의 산란은 드문 편으로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산란지는

일본 남부 아열대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붉은바다거북이

포항, 부산, 제주 등지에서 가끔 산란한 기록이 있으나 이마저도 2002년 이후 해안

개발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산란이 관찰되지 않고 있어 산란지 보호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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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거북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상어를 제외하면 사람뿐으로 사람에 의

한 직·간접적 사망률 감소시켰을 때 보전 효과가 매우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산란지를 확보하였을 때, 타 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초기 사망률을 매우 줄일

수 있어 개체군 회복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유리한 동물 종임.

○ 한국에서 바다거북은 용왕의 사자이자 장수를 대표하는 동물로 어민이나 어촌의

지역민들에게 존중받고 있어 지역과의 상호연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고래나 이동 거리가 먼 다른 포유동물에 비해 섭식지 인근에서 머물러 쉬는 경

우가 많고 육상에 올라와 산란을 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다른 대형해양동물에 비

하여 유리함.

○ 제돌이 방류를 통하여 늘어난 국민들의 해양 동물 보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증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 보전 전략을 통한 꾸준한 교육 및 홍보활동 또한 필요함.

2. 목표 설정

(1) 바다거북의 개체군 회복을 위한 인공 사육 및 방류 연구

○ 바다거북의 산란지를 확보하고 인공 사육을 통하여 개체수를 증가시키고자 함.

○ 바다거북 개체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공 사육 기술 확보.

(2) 국내 바다거북 개체 수 회복을 위한 생태 및 서식지 보전 연구

○ 바다거북의 이주(migration) 연구, 국내 바다거북 서식지 및 서식지 활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 바다거북 개체수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하

여 안정적인 국내 바다거북 개체군 유지.

3. 현황

(1) 국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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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

○ 2007년 국토해양부에서 바다거북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

○ 제주도 지역에 서식하는 푸른바다거북(Chelonia mydas) 5개체에 대한 9개월에

걸친 인공위성 표지 방류연구(2009) 및 제주도 지역의 잠재적 산란지 생태조사(김

등, 2009), 거북류의 좌초와 혼획율에 대한 연구(문 등, 2009)와 같은 기초 학술조사

가 단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2년 바다거북 서식지 복원 예비조사가 국토해양부

와 고래연구소에 의해 수행되었음(고래연구소a, 2012).

○ 과거 국내 제주지역에서 바다거북에서 부화 되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있

으나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연(偶然)산란장으로서의 중

문해수욕장 모래해변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조사(2012)가 이루어진 바 있음.

- 우연산란장 (偶然産卵場, accidental nesting place): 바다거북이 서식, 분포하면

서 대규모의산란행동까지 관찰되는 열대와 아열대 해역에는 해당되지 않고 바다

거북이 서식, 분포는 하지만 서식과 분포지의 경계구역에 위치하여 산란장으로서

는 빈번하게 이용되지 못하지만 비정기적(불연속적)으로 바다거북이 상륙하여 산

란하는 서식분포지의 경계 구역에 해당되는 바다거북의 산란장.

○ 바다거북 산란지 복원 연구(2012)를 통하여 동·서·남해 바다거북 서식현황을 모

니터링 조사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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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1년 바다거북 혼획 좌초 위치 (국립수산과학원).

그림 2. 2011년 제주도 연안 바다거북 혼획 좌초 위치 (국립수산과학원).



- 30 -

○ 연구들에 따르면 국내 바다에서는 60-120cm으 크기로 미성숙에서 성숙바다거북

까지 다양한 크기의 바다거북이 출현하였음.

○ 지구온난화 등 해양생태계 변화로 인한 국내에서 출현하는 바다거북의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에 비하여 국내 분포하는 거북이 개체군의 실태 및 관

련 연구는 단발적이며 보전 대책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모니

터링 및 연구를 통한 보전 전략이 필요함.

② 보전

○ 2013년 국토해양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862

호) 제2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

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정하였으며 국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바다거북이 이에 포함됨.

○ 2013년 국립해양박물관이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

된 ‘푸른바다거북’ 등 거북 4종과 해마 2종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음.

○ 2000년대 초반까지 멸종위기 종인 붉은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거북은 모두 국내에서 해변에 올라온 것이 목격된 기록이 있음.

○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양생명자원 보호와 관광자원화의 관점에서 바다거

북 서식지 조사 및 보전 시도를 기획하였으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무산되었음.

○ 특히 과거. 부산지역은 바다거북이 해안에 가득모여 알을 낳는다 하여 '거북 구

(龜)'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음. 예를 들어 해운대의 옛 지명인 구남해수온천(龜南海

水溫泉), 지금의 구남로(龜南路) 등이 그러하며 동래온천 역시 과거 구야(龜也)온천

으로 불리기도 하였음.

○ 제주 지역 역시 연중 크고 작은 바다거북류(주로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가

혼획되거나 다이버 또는 해녀에 의하여 목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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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거북의 보전과 관련하여 산란여부, 서식지의 질, 보전 관리 및 연구 정도 등

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일본, 대만, 스페인과 함께 우리나라가 거북이 보전활동 최

악의 지역으로 기록되기도 하였음 (Spotila, 2002).

그림 3. 바다거북 보전 관련 국가의 평가 지도 (Spotila, 2002).

순위 최상위 국가 최하위국가

1 Australia Japan

2 United States of America Taiwan

3 Costa Rica Spain

4 Mexico Korea

5 Brazil Philippines

6 French Guiana Indonesia

7 Oman Thailand

8 Suriname Morocco

9 Greece Cuba

10 Malaysia Equatorial Guinea

표 2. 바다거북 보전 관련 최상위, 최하위 10개국 목록 (Spotila, 2002).

○ 국내에 과거 많은 수의 바다거북이 산란을 하였고 현재 많은 기관에서 바다거북

관리 및 보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단발적이며 국가적으로 장

기적 보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③ 인프라

○ 국내 바다거북 전문수의사는 전무하며, 해양생물의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

된 몇몇 기관의 해양생물 수의사가 치료가 필요한 바다거북을 돌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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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거북의 전문 연구기관 및 사육이나 치료를 위한 전문 시설은 전무하며, 관

련 연구조차 매우 단기적으로 진행되어 본격적으로 보전에 활용되고 있지 못함.

④ 취약점, 강점 정리

○ 취약점

- 동해 및 제주 연안의 정치망 및 자망, 저인망을 통한 어업활동 중 대형해양동

물의 혼획 및 좌초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폐그물, 비닐, 낚싯줄 등의 해양 쓰레기 등이 서식 실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

성 많음.

- 연구 기관 및 연구자 부족으로 인한 여러 지역의 다양한 고래 개체군에 대한

연구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의 연구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수준의 연

구만이 진행 중이며 개체군의 생태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보전 관리 방안이 마

련되어 있지 않음.

○ 강점

- 바다거북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 연구를 시작 시 국내 바다

거북 연구 및 보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가능.

- 어민 및 지역민 협조에 유리

· 많은 어촌 지역에서 바다거북은 ‘용왕의 사자’ 내지는 ‘용왕의 딸’로 부르며 소

중히 하고 있으며 이는 보전 전략에 매우 유리함.

- 제돌·삼팔·춘삼의 남방큰돌고래 방류, 독도 바다사자 복원 시도 등 대형해양동

물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동·서·남해

대표해양생물 보호사업을 추진 중.

(2) 국외 현황

① 연구

○ 매년 국제 바다거북 심포지움(international sea turtle symposium, ISTS)이 1981

년부터 개최되어 연간 전 세계 3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 및 보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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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ISTS에 한국 연구자가 발표를 하거나, 한국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경우는 전무함.

○ 바다거북의 nest(산란둥지) 관리와 관련된 연구들은 바다거북 연구의 가장 기초

로 바다거북의 서식지를 가진 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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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푸른바다거북의 산란지 국가 목록

nest(산란둥지)의 수 (Spotil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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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붉은바다거북의 산란지 국가 목록과

nest(산란둥지)의 수 (Spotil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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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장수거북의 산란지 국가 목록과

nest(산란둥지)의 수 (Spotila, 2002).

○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바다거북연구의 선두에 있는 국가들은 수십 년에 걸친 개

체군 산란둥지(nest) 조사 및 장기생태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바다거북의 인공 사육

및 이주(migration)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전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며 바다거북의 개체군 수를 늘리

는데 기여함.

○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의 바다거북 연구

- San Diego에 있는 해양연구소인 SCRIPPS는 고래류의 소리연구는 물론 바다

거북의 보전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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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CRIPPS의 바다거북 보전 단계별 진단법

(Center for Marine Biodiversity & Conservation,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http://cmbc.ucsd.edu/).

- 바다거북 보전을 위해서 위험에 처한 바다거북의 구조는 물론 오염원

(pollutant)이 바다거북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 바다거북에 부착하는 따개비 관련

연구, 중금속 농축에 관한 연구, 유전자 연구, 장수거북의 섭식생태연구 등 다양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바다거북의 보전 전략 수립에

도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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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좌) 구조된 바다거북의 CT scan (우) SCRIPSS 내 구조된 바다거북의 치료

시설 (Center for Marine Biodiversity & Conservation,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http://cmbc.ucsd.edu/).

○ 바다거북의 보전을 위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생태, 생

리,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 및 해양 오염 및 해양 생태계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

중

- Juvenile Orientation & Navigation 연구 (UNC Chapel Hill, Lohmann Lab)

· 부화 직후 새끼 바다거북이 빠르게 바다를 향해 이동하는 새끼 거북이 바다

로 가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며 죽는 현상을 밝히기 위해 시작.

· 바다거북 시선으로 보이는 모래 사장, 바다의 모습, 경사도, 빛의 다양한 요

소를 고려.

· 경사도 등 기타 환경 요소에 비하여 불빛의 유무 및 밝기에 의해 움직인다

는 사실을 밝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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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바다거북에 인공 불빛이 미치는 영향의 적용 (Sea Turtle Conservancy.

http://www.conserveturtles.org/beachlighting.php?page=retrofits).

· 연구를 바탕으로 플로리다(Florida),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등 산

란지 주변의 불끄기 운동을 전개하여 바다로 돌아가는 바다거북의 수를 증가

시킴.

그림 10.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바다거북의 orientation 연구 방법 (Lohman lab.

http://www.unc.edu/depts/oceanweb/tur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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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바다거북 orientation 연구 방법 (Lohman lab.

http://www.unc.edu/depts/oceanweb/turtles/).

그림 12. 파도의 움직임에 따른 바다거북 새끼의

움직임 연구 (Lohman lab.

http://www.unc.edu/depts/oceanweb/tur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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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추적장치를 이용한 푸른바다거북의 서식지 및 산란지 연구

· 어센션 섬(Ascension Island)에서 산란을 위해 해변을 오르는 암컷을 대상

으로 위성 태그 부착 뒤 추적 (Lohmann, 1992)

· Florida Ascension Island의 푸른 바다거북 암컷들은 2~4년 주기로 매번 같

은 산란지 사용하고 먹이 활동을 위해 브라질로 이동함을 알아냄.

· Motochondrial DNA를 이용, 지리적으로 고유 개체군 확인 같은 산란지에

계속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

· 태어난 지역으로 되돌아와 산란함을 확인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보전 활동

전개.

· Northwestern Hawaiian Islands에서 태그를 이용하여 40년간 이루어진 연

구를 통하여 총 5,806마리의 바다거북을 추적 (Humburg, 2014).

· 40년 동안 개체 수 변화, 장거리 이동, 수명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행동

관찰 수행.

· 하와이 푸른바다거북은 다른 개체군과 다르게 암컷, 수컷 모두 낮에 모래사

장에 올라와 햇볕을 쬐며 쉬는 습관인 일광욕(basking)을 보여 수컷에도 태그

(tag)를 부착.

· 위치추적을 위한 태그(tag)와 Time Depth Recorders(TDRs)를 이용하여 이

동 및 서식지의 지리적 특정 관찰.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 활동을 진행하여 1973년에 100개 미만이었던 푸

른바다거북의 산란둥지 숫자가 2010년도 이후 800개 이상으로 증가.

- Lost year 연구

· 붉은바다거북을 대상으로 진행된 새끼 바다거북의 행동 추적 연구

(Mansfield, 2014)

· 새끼 바다거북이 모래사장에서 나와 멀리 바다로 수영해 나간 후 최소한

1~2년동안 해양을 떠돌며 생활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lost years’라고 불림.

· 위성추적장치(satellite tag)의 발달로 인하여 작고, 성장속도가 빠르고, 넒은

바다에서 이주하는 동물에 대한 추적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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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바다거북 새끼에 부착한 위성추적장치(satellite tag)

(Mansfield, 2014).

· 새끼 바다거북이 많은 시간 바닷물 위에서 활동, 작고 태양열 사용하는 위

성추적장치(satellite tag)를 사용.

-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거북의 생태 연구가 시작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알 상태 중 발당 장애 발생 가능성 있으며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중요 산란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

· 기후변화에 따른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 증가로 많은 둥지들이 훼손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해수 온도, 해류, 해상 변화는 다른 바다생물들과

같이 바다거북도 많은 영향을 받을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현재 많은 거북 연구기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거북의

생태 및 이동 경로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 시작 중.

- 전세계 바다거북의 50%가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보는 Fibropapilloma virus와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종양인 Fibropapillomatosis의 연구가 활발히 수행

되고 있으며, 이러한 종양의 발생이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발생원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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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거북은 다른 동물에 비하여 오랜 시간 잠수가 가능하고 특히 장수거북의

경우 매우 높은 잠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태그(tag)의 발달과 함께 이와 관련

된 행동적, 생리적 연구 또한 각광받고 있음.

그림 14. 바다거북과 다른 동물의 잠수 능력 비교 (Spotila, 2002).

- 이 외 기름 유출 사고 발생 시 유출된 기름에 의한 바다거북의 생리적 변화

연구, 적조가 바다거북에 미치는 연구, 사육 시 급여하는 먹이 개발 연구, 혼획을

방지할 수 있는 어구 개선 연구, 바다거북과 해양 환경의 변화의 상관관계 등 다

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지역 보전

활동에 적극 반영시킴.

② 보전

○ 유럽과 미국의 경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보전 사

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곳의 바다거북 연구자들은 동남아의 바다거북 주요

산란지에 파견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보전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함.

○ 성공사례

- 말레이시아 시파단 섬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영토 분쟁을 벌인 ‘시파단 섬’ 은 거북이 많아

거북섬이라 불림.

· 말레이시아는 이곳에서 바다거북의 장기생태연구와 더불어 보전 연구 및 활

동을 20여년 이상 진행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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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와 23년에 걸친 영토분쟁의 과정 중, 2002년 국제사법재판소(ICJ)

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바다거북 멸종위기에 대한 대처 및 관련법 제정을 위

한 노력을 근거로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획득.

- 니카라과의 바다거북 보전 활동

· 니카라과는 한때 25만여 마리의 바다거북이 산란을 위해 찾아오는 장소였으

나 과도한 어업 및 바다거북의 포획 등으로 인하여 개체군이 급감. 한때 50여

마리의 바다거북만이 니카라과를 찾기도 하였음.

· 바다거북의 보전을 위하여 니카라과의 Pearl Cays 지역에서는 매부리바다

거북을 비롯한 바다거북의 장기생태 연구 및 보전 활동을 2000년도부터 수행.

· 2000년 이 지역에서는 154개의 nest(산란둥지)를 발견하였으나 2014년 468

개로 200% 이상 증가함.

· 다만 어업 수익을 위한 어민들이 사제폭탄을 바다에 터뜨리는 등의 방식을

시도하여 Pearl Cay 외부 지역에서는 바다거북의 수가 감소하였음.

- 플로리다의 바다거북 연구 및 보전

· 1970년대 후반부터 바다거북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장기

생태모니터링을 비롯한 보전 연구에 집중 투자 함.

· 연구 초기 플로리다 핵심 해안전체에서 푸른 바다거북의 nest(산란둥지)

200여개, 장수바다거북의 nest(산란둥지)는 4-50여개만을 찾을 수 있었으나

지속적인 연구와 보전활동을 진행해온 결과 30여년 만에 개체군 수가 급증하

였음.

그림 15. 플로리다 핵심해안의 푸른바다거북(좌)와 장수거북(우)의 nest (산란둥지)

개수의 변화(Florida's Index Nesting Beach Survey Data, Fish and Wildlife

Research Institute. http://research.myfwc.com/features/view_article.asp?id=1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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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지의 보전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TED(Turtle Excluder device,

10센티미터보다 큰 생명체가 피해를 입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든 어구)

와 같은 어구의 개선, 이를 플로리다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법을 제정함으로써

어구에 의한 바다거북 사망률을97% 감소시킴.

그림 16. TED의 구조 및 활용 모형.

그림 17. 바다거북이 그물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된 어구 (Gilm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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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동남아시아를 통하여 본 바다거북 보전 활동 현황

- 미국

· 바다거북이 멸종위기에 처한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

여 적극적인 보호 및 보전 활동을 수행

· 바다거북 전용 병원 및 재활 센터를 운영하고, 바다거북 전문 수의사 양성.

· 구조된 바다거북의 이름 짓기, 태그(tag)를 부착한 바다거북 중 가장 멀리

이동하는 바다거북 예상하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독려.

- 동남아시아

· 기초연구가 미흡하여 서식지, 산란지, 이동경로 등의 기초 생태 데이터가 매

우 부족하며 보전 노력도 미흡함. 말레이시아와 홍콩 등지에서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에 따라 바다거북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보임. 보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현재에도 바다거북을 사냥하여

지역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대량으로 매매하기도 함.

③ 위협요소

○ 해양쓰레기(marine debris) 피해

- 바다거북은 이주(migration) 거리가 매우 긴 편으로 여러 서식지를 오랜 시간

사용하는 동안 인간 활동 및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 (Gilman, 2010).

- 바다거북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해양 쓰레기로 증가 추

세에 있음.

- 바다 위를 부유하는 플라스틱 등을 먹이와 착각하여 섭식하는 경우 먹이를 먹

지 못하여 영양실조로 사망하거나, 성체가 되기 전 쓰레기에 몸이 걸려 기형으로

성장하는 경우 발생.

- 해양 쓰레기에 의한 산란지 오염으로 새끼 거북들의 사망률 증가.

- 여타 해양포유류와 마찬가지로 그물, 낚싯줄 등의 해양 쓰레기에 몸이 걸려 유

영능력을 상실하고 호흡을 위해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해 사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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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해양 쓰레기 등에 의해 위협당하는 바다거북 (Gilman, 2010).

○ 혼획(bycatch)

- 해양에 설치된 그물 및 저인망, 자망 등에 걸려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사

망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경우 Turtle Excluder Device (TEDs)의 사용을 법

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외 어선이나 레저용 보트 등의 선박, 선박에서 사용하는 준설기와 충돌하여

등딱지가 훼손되어 부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

- 자망(Gillnet)

· 자망(Gillnet)의 그물코의 크기를 조절하여 선택적 어업이 가능하나 크기가

큰 해양포유류나 바다거북 같은 크기가 큰 해양생물들 무차별적으로 포획될

수 있음.

· 자망이 끊어져 바다를 떠다니는 유령망(ghost net)은 바다거북 및 해양 포

유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

· 자망의 중간을 잡아줄 수 있는 고정끈(tie down)을 더 긴 것을 사용 했을

때 바다거북이 그물에 걸린 후 탈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 (Gilman,

2010) - 중층연승어업(pelagic longlines)

· 긴 줄에 낚시를 이용하는 어업행위인 중층연승어업 역시 바다거북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임.

· 그물을 수심 100m 이하 지점에서 낚시 바늘이 설치되도록 사용할 경우 일

반적으로 수심 100m 이내의 깊이를 돌아다니는 상어나 바다거북의 피해를 입

히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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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Project
Approved

Federal Funding

Florida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Expanding research and conservation
efforts benefiting all five species of sea

$822,715

표 3. NOAA의 2013년 바다거북 보전 연구 관련 예산

④ 인프라

○ 많은 연구 기관에서 바다거북 보전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바다거북 전문

연구자, 전문 수의사 및 수조를 포함한 재활치료 시설, 엑스레이(X-ray) 기기 등의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음.

○ 바다거북 보전은 초기사망률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여 서식지 확보

시 다른 대형해양동물에 비해 단시간에 높은 성공률을 얻을 수 있어 많은 나라에서

바다거북 보전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임.

○ 연구비 예시

- Inwater Research Group

· 플로리다의 바다거북 연구조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보전 및 연구 활동 수

행 중.

· 주요 연구 과제는 플로리다 키 웨스트(Florida Key West), 팜비치(Palm

Beach) 주변 지역의 바다거북 섭식 생태 및 성장률 관련 연구이며, 이 외에

중금속 등의 해양 오염원, 발전소 및 인공 조명이 바다거북에 미치는 영향 및

종의 풍도 등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 6명의 연구자와 14명의 자원봉사자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주

의 지원, 기부, 연구 수주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함.

· 2009년 기준 예산 거북 연구에 활용된 예산은 모두 204,359.000 달러임.

-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

· 미 해양대기관리처는 바다거북보전을 위해서 매년 상당한 수준의 예산을 집

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연구는 2년에서 5년 단위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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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turtles occurring in Florida’s waters:
loggerheads (Carettacaretta), hawksbills
(Eretmochelys imbricata), green turtles
(Chelonia mydas), Kemp’s ridleys
(Lepidochelys kempii), and leatherbacks
(Dermochelys coriacea).

Georgi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upporting a multi-state genetic
mark-recapture project for loggerhead
sea turtles (Carettacaretta) to estimate
population size of nesting females
annually and assess population status,
characterize threats, and develop
management strategies to assist the
recovery of loggerhead sea turtles.

$1,623,962

Hawaii 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Preventing and documenting incidents
of Hawaiian monk seal (Monachus
schauinslandi) and green sea turtle
(Chelonia mydas) disturbance by
beach-goers and other ocean users;
improving public support,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in "seal
friendly" and "turtle friendly" practices;
designing and conducting a pilot,
shoreline, recreational fishery observer
program; and drafting a joint
State-Federal Hawaiian green turtle
population assessment and monitoring
protocol.

$964,443

Puerto Rico Department
of Natural and
E n v i r o n m e n t a l
Resources

Conducting in-water sea turtle surveys
and analyses of hawksbill
(Eretmochelys imbricata) and green
turtle (Chelonia mydas) population
dynamics for important foraging areas
in Puerto Rican coastal waters to
inform implementation of recovery
plans.

$187,585

4. 대상종 설정

○ 연구 대상종은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내 나타나는 바

다거북 전 종(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 바다거북, 장수거북)을 대상으로

함.

○ 개체군의 수에 따른 장기적 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있어 모든 종이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매우 적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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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거북 연구의 경우, 개체 수 증가를 위한 인공 사육과 이주 경로 추적이 중

심이 되는 연구가 진행 될 예정으로 종에 따른 큰 차이 없이 진행하여도 무방함.

○ 다만 관리 시, 세부사항에서 종의 생태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장수거북

의 경우 다른 바다거북에 비하여 낮은 수온에서 물고기 보다는 주로 해파리 등을

섭식하는 다른 식성을 가지고 있어 인공 사육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연구 진행 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따뜻한 수온에서 서식하는

바다거북은 국내에서 제주도 인근에 출몰할 확률이 높으며 여전히 연중 바다거북이

목격되고 있는바, 바다거북 연구는 제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따라서 장수

거북의 경우 부득이하게 대상종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바다거북연구가 동해에서 이

루어질 경우 장수거북역시 대상종에 포함됨.

○ 제주 지역은 특히 어민의 바다거북을 매우 중히 여기고 있는 전통이 남아 있어

관련 보전 활동 진행이 타 지역에 비하여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5. 연구 계획

(1) 산란지 및 섭식지 추적 연구

① 목표

○ 국내에서 수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제주 주변 해역의 거북 산란지 및 섭식지를

확인하고 이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여 바다거북의 보전 활동에 활용함.

② 내용 및 방법

○ 바다거북 서식지 추적

- 어촌계, 해녀, 다이버 청취조사를 통한 바다거북의 목격 및 출현 지역 파악.

- 선박을 이용하여 제주 인근 해상의 무인도 등을 방문, 바다거북의 산란지 및

산란 가능 장소 파악.

- 선박을 이용한 바다거북의 청취조사의 재확인 및 출현율의 해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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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지 중 산란지 및 주요 섭식지 확인.

○ 지역적 환경 특성 파악

- 바다거북 목격 및 출현 해역의 수온 변동 특성 조사.

- 바다거북 목격 및 출현 해역의 지형적 특성 및 먹이생물의 변동 특성 조사.

- 산란지 확보 시, 산란지의 환경적 특성 조사.

- 제주 해역 수층별 장기 해양환경변화(수온 등) 경향이 회유성 바다거북류에

이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③ 추진 계획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1 2 3 4 1 2 3 4

산란지 추적

섭식지 추적

서식지 특성 파악

④ 예산

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 * 3(인) * 12（개월) =

36,000,000(원)
36,000,000

용선비
700,000(원) * 10(회) * 8(개월) =

56,000,000
56,000,000

출장비
70,000(원) * 25(일) * 12(개월) * 2

(인) = 42,000,000(원)
42,000,000

청취조사비

청취조사용 문서 인쇄비 1,000,000(원)

청취조사 사례품 구입비 =

10,000,000(원)

11,000,000

해양 환경 분석비 10,000,000(원) 10,000,000

서식지 및 섭식지 확인을 위

한 잠수 조사비
10,000,000(원) 10,000,000

기록용 장비 구입비
카메라 및 수중 촬영 장비 구입비

10,000,000(원)
10,000,000

총액 175,000,000

※ 해상 모니터링 및 잠수조사를 포함한 연구를 위한 인원 최소 2인 이상, 3인 적

정.

※ 용선은 최소 5톤급 이상의 어선이 필요하며 10-20톤급의 어선이나 낚시배가 적

절한 것으로 사료됨. 제주 인근 해역의 작은 무인도 등에 접근할 필요 있음. 연구용

대형 선박 이용 시 연안에 접근할 수 있는 소형 고무보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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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체군 실태 파악

① 목표

○ 제주 연안에 출몰하는 바다거북류의 혼획 · 좌초 실태를 바탕으로 개체군의 사

망률, 산란지 발견 시 부화율 등을 파악하고 장기적 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② 내용 및 방법

○ 혼획 · 좌초율 조사

- 좌초 지역 및 좌초 개체의 종, 성별 파악.

- 혼획 지역 및 개체의 혼획, 재혼획율 파악.

- 혼획 좌초 개체의 외형 측정을 통한 건강도 파악

○ 새끼의 부화율 파악

- 산란지 확보 시, 지속적인 nest(산란둥지) 관찰을 통한 제주 지역의 부화와 관

련된 기초 정보 축적 및 부화율 파악

- 인공 사육을 위한 부화한 새끼의 수거

③ 추진 계획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혼획 · 좌초율 조사

부화율 조사

④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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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 * 2(인) * 12（개월) =

36,000,000(원)
24,000,000

용선비
700,000(원) * 10(회) * 8(개월) =

56,000,000
56,000,000

출장비
70,000(원) * 25(일) * 12(개월) * 2

(인) = 42,000,000(원)
42,000,000

차량 대여 및 유지비
1,500,000(원) * 12(개월) = 18,000,000

(원)
18,000,000

청취조사비

혼획 · 좌초 실태 파악을 위한 청취조

사 사례품 구입비 =

10,000,000(원)

10,000,000

조사 관련 재료비 3,000,000(원) 3,000,000

총액 153,000,000

※ 본 연구 중 새끼의 생존률 연구는 산란지 및 서식지 추적 연구가 선행되어 산란

지가 확보되었음을 전제로 함.

※ 최소 연구 인원 2인 필요.

(3) 이주(migration) 경로 추적 연구

① 목표

○ 태그(tag)를 이용하여 제주 해역에서 발견되는 바다거북의 이주(migration) 경로

를 파악하고 국내 출몰하는 개체군의 특성을 파악하고 보전 전략에 연구 정보 활

용.

② 내용 및 방법

○ 혼획 개체에 태그(tag) 부착.

- 혼획 개체에 개체식별 태그(tag), 체내 삽입용 PIT 태그(tag), 위성 추적 태그

(tag) 부착.

- 태그(tag)를 이용한 재혼획율 파악.

○ 이주(migration) 경로 조사.

- 위성 추적 태그(tag)를 이용하여 이주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국내에 출몰하는

바다거북 개체군의 중요 서식지, 이동 경로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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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된 지역 중 국내 지역 서식지의 지리적 특성 파악.

- 좌초 개체의 위 내용물 분석 중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이주 경로 조사.

- 이주 경로에 위치한 국가들과 국제 공조 연구 가능

③ 추진 계획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태그(tag) 부착

이주(migration) 경로 조사

④ 예산

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 * 3(인) * 12（개월) =

24,000,000(원)
36,000,000

국내 서식지 확인을 위한 용

선비

700,000(원) * 1(회) * 8(개월) =

5,600,000
5,600,000

출장비
70,000(원) * 25(일) * 12(개월) * 2

(인) = 42,000,000(원)
42,000,000

태그(tag) 구입비

개체식별 태그(tag) 및 관련 재료비 =

3,000,000(원)

PIT 태그(tag) 구입비 = 1,000,000(원)

위성 태그(tag) 구입비 3,000,000(원) *

10(set) = 30,000,000(원)

34,000,000

위 내용물 분석비 20,000,000(원) 20,000,000

총액 137,600,000

※ 최소 연구인원 2인 이상 필요.

※ 용선의 경우 기존 제주 서식지 모니터링 이외 지역의 경우에 이용.

(4) 개체군 복원을 위한 인공사육 및 방류 연구

① 목표

○ 인공사육을 통하여 부화 직후의 사망률을 감소시켜 국내 바다거북 개체수를 증

가시키고 적정한 시기에 방류를 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의 개체군 복원을 시도.

②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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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사육 연구

- 인공사육에 적합한 먹이 개발 연구

· 냉동 생먹이 및 인공사료제작을 통하여 종별 인공사육에 적합한 먹이 개발

및 활용

- 인공사육 프로토콜의 개발

· 종별, 시기별 적합한 인공 사육 설비 및 관리 프로토콜을 개발.

- 산란지에서 부화한 새끼를 인공 사육시설로 옮겨와 적정 크기까지 사육 후 방

류

○ 방류 후 모니터링

- 방류 시 태그(tag) 부착 후 위성추적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시기별, 나이별 이

동경로 및 서식지 이용 패턴 추적

③ 추진 계획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먹이 개발

사육 프로토콜 개발

사육 후 방류

방류 후 모니터링

④ 예산

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 * 2(인) * 12（개월) =

24,000,000(원)
24,000,000

출장비
70,000(원) * 25(일) * 12(개월) * 2

(인) = 42,000,000(원)
42,000,000

먹이 구입 및 개발비 25,000,000(원) 25,000,000

사육 설비 개발
수조, 해수 펌프 등의 사육 설비 개발

및 설치비 = 50,000,000(원)
50,000,000

사육 관련 재료비 10,000,000(원) 10,000,000

총액 151,000,000

※ 방류 시 사용하는 태그는 이주 추적 연구에서 구입한 태그 구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본 예산에서는 태그 구입비가 포함되지 않음. 이주 연구 미 수행

시 태그 비용 추가 되어야 함.

※ 사육 설비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점을 가정하였음.



- 56 -

비목 내용

인건비 1,000,000(원) * 4(인) * 12(개월) = 48,000,000(원)

기술정보활동비 0(원)

과제추진비

출장비 70,000(원) * 4(인) * 25(일) * 12(개월) = 84,000,000

(원)

차량 대여 및 유지비 1,500,000(원) * 12(개월) = 18,000,000

(원)

재료비

청취조사비 11,000,000(원)

해양환경분석비 10,000,000(원)

잠수조사비 10,000,000(원)

기록 장비 구입비 10,000,000(원)

기타 재료비 3,000,000(원)

태그 구입비 34,000,000(원)

위내용물 분석비 20,000,000(원)

먹이 구입 및 개발비 25,000,000(원)

사육 설비 개발 및 설치비 50,000,000(원)

사육 관련 재료비 10,000,000(원)

용선비 700,000(원) * 10(회) * 8(개월) = 5,600,000(원)

총액 338,600,000(원)

※ 사육 설비는 부상개체의 일시적 재활시설로 이용 가능.

6. 전체 로드맵

○ 로드맵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산란지 및 섭식지 연구

개체군 실태 조사

이주(migration) 추적 연구

인공 사육 및 방류 연구

○ 연간 예산안

7. 연구와 연계된 보전·관리 계획

① 사육 및 관리를 위한 기본 내용

○ 바다거북 종의 구별

국내에서는 총 7종의 바다거북 중 4종의 바다거북(붉은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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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장수거북의 분류학적 특징 (Gilman, 2010).

수거북, 매부리바다거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음. 이 종들의 동정키는 다음과 같음.

- 장수거북 (Dermochelys coriacea, Leatherback turtle)

· Carapace (등딱지) 에 5개의 뚜렷한 능선이 바다거북 얼굴 쪽에서 꼬리 쪽

까지 있음.

· 발톱이 없음.

- 푸른 바다거북 (Chelonia mydas, Green sea turtle)

· 부리에 톱니가 있음 (Beak serrated).

· 눈 사이에 1쌍의 비늘이 있음 (1 pair of scales between eyes).

· 눈 뒤쪽에 4개의 비늘이 있음 (4 scales posterior to eyes).

· 다리마다 명확한 1개의 발톱이 있음 (Flippers with 1 evident claw).

· 타원형의 등딱지 (Carapace oval).

· 배딱지에 갑이 4개씩 오른/왼쪽으로 있음 (Carapace underside with 4

lateral sc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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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붉은바다거북의 분류학적 특징 (Gilman, 2010).

그림 20. 푸른바다거북의 분류학적 특징 (Gilman, 2010).

- 붉은 바다거북 (Caretta caretta, Loggerhead turtle)

· 길쭉한 등딱지, 언제나 길이가 너비보다 김 (Carapace elongated, its length

always greater than its width).

· 배딱지에 구멍이 없는 갑이 3개씩 오른/왼쪽으로 있음 (Underside with 3

lateral scutes without pores).

- 매부리바다거북 (Eretmochelys imbricata, Hawksbill sea turtle)

· 등딱지의 중앙에 5개의 인갑, 뒷부분에 4쌍의 인갑이 있음.

· 인갑이 독특한 방식으로 서로 겹쳐 톱니와 유사한 무늬를 만들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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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붉은바다거북의 분류학적 특징 (Gilman, 2010).

○ 바다거북의 공통적 특징

- 수명이 매우 길며 생의 첫 1-2년은 빠른 성장을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느린

성장속도를 보임.

- 성성숙(sexually matured)하기 까지 짧게는 10년에서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

도 있으며, 성성숙 후에도 육안으로 성별을 구별하기는 어려운 편임.

- 성성숙 후 충분히 나이가 든 바다거북의 경우 꼬리가 눈에 띄게 긴 것으로 수

컷을 구별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혈액채취로 성별 확인 가능.

- 암컷은 짝짓기를 한 후 모래사장으로 올라와 땅을 판 후 20~130개의 알 을

낳음.

○ 붉은바다거북의 사육의 예 (Stokes, 2006)

- 붉은바다거북 산란기에 모래사장을 매일 아침 돌며 산란 장소를 확인함. 새끼

가 부화하고 나올 시기를 계산해 부화한 새끼가 땅에서 나오기 직전 또는 나오

자마자 채집.

- 스티로폼박스 안에 물 묻힌 종이타월 위에 갓 나온 새끼 거북이를 넣어 가까

운 사육장으로 이동.

- 연구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멀리 이동하기 전 최소한 2달 가까운 사육장에

서 키우는 것을 권장.

- 가까운 사육장에 도착 후 3~5일 정도 격리 보관 기간 후 해수 탱크로 이동.

- 인공해수 사용 시 유동식 해수 탱크를 사용. 온도는 지역 해양 환경에 맞추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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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경우 연구지역인 Gulf Stream에 맞추어 27℃±2℃에서 유지.

- 해수 탱크는 20cm * 20cm * 15cm의 크기의 플라스틱 메쉬 바구니로 새끼 바

다거북을 한 마리씩 넣어 관리함 (바구니의 크기와 성장 속도가 관련이 없으므

로 크기에 따라 작은 바구니 사용 가능).

그림 23. 바다거북 사육 설비.

- 붉은바다거북의 경우 다른 종에 비해 공격적인 편으로 어린 시기의 싸움은 성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 마리씩 분리하여 사육.

- VeriluxⓇ fluorescent lights (200-700nm, 6000K, 12L: 12D)를 이용한 자연광

사용.

- 하루에 한번 깐 새우(Penaeus spp.)와 일주일에 한번 젤로 만든 Mazuri

Amphibian and Carnivorous Reptile Gel Diet를 먹이로 사용.

- 최적의 성장 속도와 건강을 위해 2주 동안은 새끼 거북 몸무게의 20%의 먹이

를 하루에 한 번씩 주고 2주후부터는 몸무게의 8%의 먹이를 줌. 깐 새우와

Reptile Gel Diet로 짧은 시간 성장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바다에 놓아주기 2주전부터 Mazuri Aquatic Turtle Pellets (300g), 물고기

(600g), 시금치 (70g, optional), unflavored gelatin (225g) 그리고 물 (1400ml,

heated)을 사용 직접 만든 먹이를 먹인 후 방류.

- 최소한 2개월 동안 태어난 곳 가까이에서 자란 후 멀리 이동 가능. 3개월 후

3배에서 5배정도 성장을 보임.

- 2개월이 넘은 새끼거북은 작은 수조(40cm * 50cm * 100cm)에 한 마리씩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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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사육.

- 청결함과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칫솔로 목욕과 수조를 청소하며 개체

식별을 위해 등딱지에 매니큐어 사용하여 표식.

② Tagging (태깅, 태그를 부착하여 수행하는 연구)

○ 개체식별을 위한 태깅(Identification Tagging)의 성공도는 어떤 태그을 썼는지,

거북이 몸 어느 부분에 부착됐는지, 바다거북 종과 크기, 지리적 위치, 연구자의 스

킬, 태그 부착에 사용하는 장치 등 많은 요소가 있음　(Balazs, 1999).

○ 태그(tag)의 종류

- 외부 부착용 태그(External Applied Tags)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

로 플라스틱이나 금속 태그를 앞발 후방 모서리에 부착함.

·　플라스틱 Flipper Tag (지느러미 태그): 펀치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 앞발

에 구멍을 뚫어 플라스틱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성공률은 플라스틱의 종

류, 해양 서식지 특성, 바다거북행동 등으로 인해 달라짐. 끝부분이 벌어진

(open-ended) 디자인으로 인해 그물에 걸려 태그를 잃어버리거나 거북이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음.

·　금속 Flipper Tag:　태그 부착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지만 플라스틱 태그처

럼 먼저 구멍을 뚫을 필요 없이, 한 번에 붙일 수 있음. RMx이 닫힌

(closed-ended) 디자인으로 그물에 걸릴 우려가 없으나 금속이기 때문에 짠

바닷물 안에서 부식될 가능성이나 앞발의 상처 등으로 인한 탈락 가능성 있

음. 플라스틱 태그보다 연구자의 숙달된 경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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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금속태그의 부착 (Beggs, 2006).

·　외부 부착용 태그 부착 시 주의점: 태그의 크기는 거북이의 크기에 맞추어

서 만들어 져야 하나 공식적인 지침은 없음. 어린 거북이는 성장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덜 받는 앞다리 뒤쪽 구석을 많이 사용. 태그에 숫

자와 글을 쓸 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읽었을 때 오해가 없을 수 있

도록 만들어야 함. 태그에 숫자(Identification number)는 한 공간이나 같은 서

식지에서 진행되는 다른 태그 부착 시 사용하는 숫자와 겹치지 않게 진행함.

- 색을 이용한 외부 부착용 태그(Living Tags)

·　자가이식술(autografiting)을 사용해 등딱지와 가슴 쪽 사이에 만들 수 있

음. 어렸을 때 만들어진 색조 외부표식은 바다거북과 같이 크면서 나이를 추

정이 가능함.

·　등딱지 가장가리 부분을 상처를 내는 방법이 있으나 나중에 크면서 다른

상처들과 혼동 가능성 있음.

·　등딱지나 몸의 다른 부분에 페인트를 하는 방식이 있으나 빠르게 훼손되

는 경우가 많음. 새끼일 때 일주일 마다 등딱지 청소를 해주고 개체별 사육을

하고 있다면 사용 가능.

- 체내 표식 (Internal Tags)

· Wire Tag: 2mm 되는 작은 Northwest Marine Technology Wire Tag는 어

린 바다거북부터 큰 바다거북까지 앞다리에 넣어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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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계를 사용해야 함으로써 내비게이션 능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함. 현재는 바다거북에 있어 사용이 권장되지 않고 있음.

· PIT Tag : 캡슐 내부에 칩과 축전기, 안테나 코일로 구성 된 태그로 바코

드와 같은 기능을 함. 여러 사이즈로 나와 나이에 상관없이 삽입 될 수 있으

며 주사기로 어깨 근육이나 발톱 사이에 넣어 오랫동안 관찰 할 수 있음. 장

수거북같이 외부표식이 어려울 경우 PIT 태그를 권장 하고 있음. 제일 좋은

방식은 PIT 태그와 함께 외부표식을 하는 것임. 그럴 때 연구원 외 사람들이

외부표식을 볼 수 있고 연구원은 확실하게 개체식별을 할 수 있음.

그림 25. PIT 태그의 모양.

(http://www.biomark.com/catalog/tags/?ProductID

=141)

그림 26. PIT 태그의 삽입 방법 (Beggs, 2006).

- 그 외 중요 고려사항

· 시기: 알을 낳는 암컷에게 표식을 하면 행동에 방해가 되고 다시 그 장소로

안 올수 있다는 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언제나 발견 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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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표식을 하는 것이 중요.

태깅 데이터(tagging data)의 보관: 표식에 대한 데이터 보관은 필수이며 매

우 중요함. 태그 ID, 태그 종류, 태그의 크기, 날짜, 장소 등 모든 데이터는 물

론 회수 되었을 때에 내용도 정리하여 보관해야 함. 지역 데이터는 필드가 한

곳으로 집중 되어 있을 때 모으면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됨.

· 회수: 태그가 회수 되지 않을 때 연구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회수는 매우

중요함. 바다거북을 두 번 이상 포획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도 중요하지만 필드

주위의 일반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어부들과 관광객들의 도

움이 필요할 수 있음.

· 질병 예방: 체외/체내 태그를 달 때 바다거북에게 상처를 발생시키므로 감

염을 예방할 필요 있음. 바다거북에서 바다거북으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태그

부착을 위한 장치들을 사용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소독 해야 함. 외부에서 체

내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알코올 등을 사용 소독 후 사용.

· 바다거북의 불편(Discomfort to the turtle): 체외/체내 태그를 달 때 바다거

북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귀를 뚫는 정도로 행동이나 생존에 영향을 미

치지는 않음. 그러나 태그를 달 때 바다거북이 느끼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

해 처방전 없이 사용 가능한 바르는 마취약을 사용 후 태그를 부착할 것을

권장. 태그 부착 시 발생한 상처는 대체로 빠르게 회복되나 너무 좁게 태그를

부착한다거나 금속 표식이 녹슬었을 경우에는 회복이 느려질 수 있음.

· 연구원 중요사항: 큰 바다거북의 경우 힘이 강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태그를

다는 순간 다리를 움직이거나 물려는 시도할 수 있음. 또한 태그와 태그를 다

는 장치들은 대부분 잘못 사용하면 많은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사용할 필요 있음.

③ 위성추적태그 부착의 과정 (Mansfield KL, 2012)

○ 태그가 새끼 바다거북의 몸무게의 <5%이기 위해서 바다거북이 300g 보다 클

때 태그의 부착이 이루어지도록 함.

○ 태그를 붙일 vertebral scutes I에서 IV까지 등딱지를 가볍게 사포질 후 70%

isopropanol로 닦고 자연건조. 소독을 할수 있는 2% chlorhexidine diacetate

disinfectant solution을 사용 등딱지를 닦은 후 자연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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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릴 베이스코트 매니큐어를 태그 붙일 곳에 바름.

○ 5mm neoprene strip 두 줄(40mm * 5mm)을 척추 능선 인접한 곳에 시아노아크

릴레이트(cyanoacrylate)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임.

○ 새에게 쓰이는 Microwave Telemetry’s PTT-100 9.5g solar-paneled satellite를

해양 환경에서 맞추어 투명한 에폭시를 바르고 해양 압력에도 사용 가능한 태그를

제조 후 사용.

○ 투명한 All-Glass™ 수조관 실리콘을 사용 태그를 네오프렌(neoprene)과 등껍질

에 붙이고 떨어지지 않도록 태그위에까지 실리콘으로 마무리.

○ 새로이 부착한 태그를 이용하여 새끼거북을 27일에서 220일까지 관찰.

④ 기타 조사 방법

○ 푸른 바다거북 조사방법: Hawaii (Humburg, 2014)

- Survey 방법1: 매년 산란기에 연구원이 저녁마다 섬을 시계방향으로 6번 도는

것부터 시작, 발견된 거북들은 더욱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1991년부터 등껍

질에 색을 칠해서 개체구별.

- Survey 방법2: 매년 몇 마리의 푸른 바다거북이 있으며 바다거북마다 태그가

있는지 확인, 전반적인 거북이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측정, 시간, 장소와

활동 수준(activity level)도 노트 및 관찰.

○ 바다거북 측정/점검 방법 (Speirs et al, 2009)

- 성숙한 바다거북은 일 년에 2mm 정도씩 자라기 때문에 2mm까지의 정확도를

가지기 전 까지는 두 명이 크기 측정을 해야 함.

- Curved carapace length(CCL) : 머리 쪽에서부터 꼬리 쪽까지의 등껍질 중간

지점의 길이 측정. 목 피부가 등껍질을 만나는 곳부터 꼬리 쪽으로 들어가는 가

는 곳 까지 길이 측정.

- Curved carapace width(CCW) : 제일 폭이 넓은 곳을 찾아 넓이를 측정. 등껍

질 한쪽 끝에서 껍질 모양을 따라 둥그렇게 다른 한쪽으로 가면서 측정. 폭이 제

일 넓은 곳을 하나하나 머리 쪽에서 내려가면서 측정하면서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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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난 부분이나 종양 (fibropapillomas) 등을 점검.

○ 바다거북 발견당시 관찰 리포트 작성법

- 발견한 사람의 정보.

- 발견 날짜와 장소. 장소는 GPS, 주소 와 발견된 장소를 묘사하여 기록.

- 바다거북 종을 구분 할 수 있다면 구분하여 쓰고 사진을 꼭 찍어 그 종이 맞

는지 확인 필요.

- 외관상으로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면 성별을 구분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하였는

지 기록.

- 발견 당시 죽어있었다면 바다거북 상태를 0을 살아있는 것으로 시작 1~5까지

측정 및 기록.

- 등껍질 크기 측정과 기록.

- 외간상 보이는 기형이나 이상을 기록. 관찰할 때 더러운 곳, 기름, 플라스틱이

나 그 물방 같은 도구에 얽혔는지, 프로펠러로 인한 상처, 외부착생생물

(epibiota), papillomas, emacciation(여웜) 등을 기록.

○ 둥지조사 중 고려 사항 (Richardson, 1999)

- Inventory Nesting Beaches : 긴 기간 바다거북 보전활동을 위해서는 둥지를

만드는 곳이 중요. 과거와 현재 어디에서 둥지를 만들고 있으며 산란지 모니터

링, 산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전해야 할 필요 있음.

- Document Nesting Activity : 어디에서 어느 종이 얼마나 둥지를 만드는지 조

사. 충분한 실력이 있는 연구자는 낮에 조사로 충분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밤과 낮에 조사를 비교하여 맞을 때까지 연습 후 낮에만 모니터링.

- Calculate Hatch Success : 몇 마리가 둥지에서 나와서 바다까지 가는지 조사,

바다거북 보전 방향을 잡는데 도움.

8. 추진체계



- 67 -

이화여자대학교 해양과학기술원 제주대학교

행동생태연구실

해양생물연구본부

해양경찰학과

심해저자원연구부

제주 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수의학과

남해특성연구부

산란지 추적 연구

현지 해양 환경 및

특성 연구 수의 및 질병 연구

거점지역

활용방안연구 혼획 · 좌초 개체의

해부 연구

서식지 활용 및

행동 패턴 연구

실내 사육 기술

연구
지역 어업 현황 및

어군 분류 연구치료 및 보호시설

연구

Migration 추적

연구
지역 어민과의

협력방안 모색

해양환경오염이

대형해양동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제 공조 연구

태그 등 관련 기술

개발 연구

9. 기대 효과

○ 국내 거북류 개체군 보전 및 관리를 통한 국가 생물종 관리 역량 강화 및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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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건강성 회복.

- 연구를 바탕으로 한 보전 · 관리 전략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

체군 관리 가능.

- 종의 생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전 전략의 수립 및 진행으로 국가 생물종

관리 역량 강화.

- 연구결과를 실질적인 보전활동에 활용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 등을 연계하여

보전의 범위 확대.

- 장기적 보전을 통하여 종 다양성 및 해양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기여.

○ 국내 바다거북 연구의 선도적 역할 수행.

- 기존 연구가 매우 미흡한 바다거북 연구에 있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국내 바다거북 연구의 선도적 역할 수행 가능.

- 장기적 관리를 위한 지역 거점 활용 및 연구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미래 바

다거북 전문 연구자 육성 가능.

○ 태그를 이용한 해양 환경 정보 수집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연구 가능.

- 태그를 활용한 해양 환경의 물리 화학적 정보를 함께 수집함으로써 기관 내

타 부서, 국내의 다양한 대학 및 연구기관과 다양한 분야의 연계연구 가능.

○ 국가 공조 및 국내외 타 기관과의 연구협력을 통한 연구 역량 증대 및 국가 이

미지 제고.

- 국내 생물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가 자원 관리 역량 강화의 증거로 활용

가능.

-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하나 점차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바다거북 연구를 위한 국외 기관 및 연구소와 협력 연구를 통한 연구 역량

증대.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보임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

가능.

○ 어민 등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바다거북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강화하여 보

전에 활용하고, 국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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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학명 비고

혹등고래 Megaptera novaeangliae
IUCN Red List 관심필요종

CITES 멸종위기 1급

북방긴수염고래 Eubalaena glacialis
IUCN Red List 멸종위기종

CITES 멸종위기 1급

표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해양포유동물 중 고래류 9종 목록.

1. 필요성

○ 고래류는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의 정점으로 생태계 균형에 기여하고 있으며 깃

대종이자우산종으로써 생태계에서 최상위 소비자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 이러한

고래류의 분포 및 풍도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척도이자 생태계 다양

성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히 고래류에서 발생하는 배설물, 사체 등은 해양의 질소와 철 성분을 풍부하

게 하며, 고래류가 증가할수록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1차 식량원 역할을 하는 식

물성 플랑크톤 또한 늘어나 고래 개체군의 유지는 해양 생태계 건강성의 필수적인

요소임.

○ 국내에서는 동·서·남해를 통틀어 2010년 655마리, 2011년 1500마리 등 연간 1000

여마리의 고래류가 혼획 · 좌초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개체군의 안정적 유지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 있음.

○ 다른 동물에 비해 수명이 길고 재생산률이 낮아 한번 그 수가 감소하면 회복되

기가 어렵고 멸종되기 쉬운 편임. 또한 높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체군에

따른 생태적,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여 동종이라도 개체군이 다를 경우 개체수의 회

복이나 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고래류에 포함된 전 종은 국제적 보호종으로 포경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 중 국

내 35종이 보고 되어 있음. 이 중 9종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862호)에 의해 보호대상 해양 생물로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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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고래 Eschrichtius robustus
IUCN Red List 관심필요종

CITES 멸종위기 1급

브라이드고래 Balaenoptera edeni
IUCN Red List 평가불가종

CITES 멸종위기 1급

보리고래 Balaenoptera borealis
IUCN Red List 멸종위기종

CITES 멸종위기 1급

참고래 Balaenoptera physalus
IUCN Red List 멸종위기종

CITES 멸종위기 1급

대왕고래 Balaenoptera musculus
IUCN Red List 멸종위기종

CITES 멸종위기 1급

향고래 Physeter macrocephalus
IUCN Red List 취약종

CITES 멸종위기 1급

남방큰돌고래 Tursiops aduncus
IUCN Red List 평가불가종

CITES 멸종위기 2급

○ 그러나 이러한 고래류에 대한 서식지 이용 실태, 개체군 구성 및 건강도, 사회구

조, 음향, 유전 정보, 서식지 보전 등과 같은 깊이 있는 생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체군별 체계적 관리 대책이 미비함.

○ 해양에서의 인간 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잦은 충돌 및 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률 정비도 미흡함. 레저 및 어업

활동, 건축 활동 등에 대한 연관관계 또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민과

지자체, 시민 단체 등의 상호 협력이 요구됨.

○ 특히 어민과 어업자원을 두고 경쟁한다는 인식이 만연한 고래류에 있어 적절한

보상 대책 및 관련 연구는 필수적이며 상호 공존이 가능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에 있어 어구의 개선 및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할 필요가 큼.

○ 많은 나라에서 고래류를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

광 상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을 통하여 어민 등 지역

민과의 충돌을 해소하고 장기적 고래류의 보전을 기틀을 마련함. 그러나 이를 위해

서는 개체군에 대한 정보 및 장기적 관리대책이 필수임.

2.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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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멸종위기 고래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생태 연구

○ 국내 고래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깊이 있는 개체군 실태 조사 및 섭식 생태

에 에 대한 생태 연구를 통하여 국내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이해도를 높임.

○ 고래류 서식지 이용 패턴을 활용한 서식지 보전 연구을 통하여 해양 생태계 보

전을 통한 고래류의 보전 및 관리 방안 마련.

(2) 인간 활동이 고래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해양 스포츠, 어업, 건설 등 증가하고 있는 인간의 해양 활동이 고래류의 행동

및 서식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장기적 고래류 개체군 관리에 기여하고

동시에 대형해양생물과 공존할 수 있는 해양 환경 이용 기준 마련.

(3) 고래류 보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구축

○ 어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 체

계 구축.

3. 현황

(1) 국내 현황

① 연구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고래류 자원 및 생태조사가 매년 수행 중. 이를

통하여 동·서·남해안의 고래류의 출몰현황 및 혼획 좌초 현황이 조사되고 있음.

- 국내 기록종 총 35종, 6만 9,700여마리 (대형고래 9종, 중형고래 13종, 돌고래

류 13종).

- 밍크고래가 1600 마리 (동해 600, 서해 1,000), 참돌고래가 35,000여 마리, 낫돌

고래가 3,000여 마리, 남방큰돌고래 114여 마리, 상괭이 30,000여 마리로 파악(고

래연구소, 2011).

- 국내 혼획 · 좌초 현황



- 72 -

· 2010년 655마리 고래류 혼획 좌초, 2011년 1500마리 고래류 혼획 좌초.

· 주로 상괭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밍크고래 연간 120-130여 마

리 이상 혼획되거나 좌초됨.

· 국내의 밍크고래는 상대적으로 희소개체군인 J-stock에 속해 있으며 일본에

서도 상업포경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1986년 상업포경이 금지된 이후, 외국학자들의 한국 시장 고래 고기 연구(Baker

et al., 1996)가 이루어지며 국내 서식하는 고래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됨.

○ 대부분의 고래류에 대한 연구는 고래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테

마는 국내 고래류의 자원량 추정, 혼획·좌초 현황, 미기록종 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

음.

- 고래연구소는 매년 고래류 자원 및 생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조사를

취합하여 2012년 한국 연안 고래 종 분포에 관한 연구 발표함 (Sohn et al.,

2012).

- 제주 연안의 큰돌고래가 남방큰돌고래임을 밝혀내고 남방큰돌고래 보고 및 개

체군 풍도에 대한 연구 수행 (Kim et al., 2010).

- 최근 들어 체내 중금속 축적에 관한 연구, 유전자 관련 연구, 질병 관련 연구

등 기타 영역으로 연구 테마 확장 중.

○ 이 외 고래류의 전시를 지양하고 야생의 고래류 자원을 이용한 고래관광의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단편적으로 고래관광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2008)

및 어선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음향경고 시스템에 대한 연구(2007)가 음향학적

연구가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단편적으로 진행되었음.

○ 2013년 불법거래 된 남방큰돌고래 방류에 관한 사업 진행됨 (서울시).

○ 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밍크고래 유전체 분석을 통한 세계최초 고래의 유전체적 특

성 파악 연구가 수행되었음(2013).

② 보전

○ 해양수산부에서는 2014년부터 해양생태계 정책 홍보와 해양생물의 보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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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목적으로 동․서․남해 대표 해양생물 증식․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

고 있음(동해:물개, 서해:물범, 남해:바다거북, 제주도:남방큰돌고래).

○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전면금지조치에 따라 상업포경을 금지하고, 과

학 조사와 교육, 전시, 공연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고래류 포획 금지.

○ 국내 기록된 35종 중 9종이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있으나 이 중 돌고래는

남방큰돌고래 1종뿐임. 그러나 이들 종을 포함하여 국내에서는 그 수가 많으나

IUCN red list의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괭이 등 기타 고래류를 위

한 보전 전략이나 관리 방안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울산 남구의 고래관광선과 제주도 일부 요트 관광업체에서 돌고래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③ 인프라

○ 국내 고래류의 실태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울산광역시 위치)에서

수행 중.

○ 국내 고래류에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고래연구소가 수행중이며, 이외 고래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및 연구자가 거의 없음.

○ 또한 몇몇 아쿠리아움 등에만 고래류를 다룰 수 있는 수의사가 소수 있으나, 국

내 해양 포유류 전문 양성 기관 및 양성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임.

○ 혼획·좌초된 고래의 빠른 처리를 위한 현장 해부 또는 구조팀 없어 혼획되거나

좌초된 개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어려움.

○ 구조나 치료가 필요한 해양 포유류를 위한 시설이 기존 아쿠아리움 등을 제외하

면 전무한 실정임.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생물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전국에 6곳 존



- 74 -

재하나 이 곳 중 일부에서 구조한 동물을 장기간 전시한다는 의혹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역시 미흡함.

④ 취약점, 강점 정리

○ 취약점

- 동해 및 제주 연안의 정치망 및 자망, 저인망을 통한 어업활동 중 해양 포유류

의 혼획 및 좌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폐그물, 비닐, 낚싯줄 등의 해양 쓰레기 등이 서식 실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

성 많음.

- 고래류 연구 기관 및 연구자 부족으로 인한 여러 지역의 다양한 고래 개체군

에 대한 연구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의 연구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수

준의 연구만이 진행 중이며 개체군의 생태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보전 관리 방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혼획 및 좌초되어 사망한 개체들의 처리절차가 미비하고 국내에서 쉽게 매매

가능하여 적극적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구에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존재

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고래 관광 등 야생 고래류에 접근 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접근등의 방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어업자원을 두고 빚는 고래류와 어민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

하기 위한 과학적 사실 확인 및 적절한 보상 대책 필요.

○ 강점

- 제돌·삼팔·춘삼의 남방큰돌고래 방류, 독도 바다사자 복원 시도 등 대형해양동

물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동·서·남해

대표해양생물 보호사업을 추진 중.

(2) 국외 현황

① 연구

○ 고래류에 대한 연구는 아시아에 비하여 서양에서 오랜 기간 중점적으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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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왔음.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1950~1960년경부터 해당 지역 개체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소 및

NGO에서 보전·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 중임.

○ 많은 해양 연구소에서 고래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한 부속기관을 마련 장기생태

연구 및 생리, 음향 연구 등을 진행 중이며 특히 각 지역에 발견되는 고래 개체군

의 특성, 서식지 이용패턴, 음향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오랜 기간 진행하고 있음.

- 캐나다 태평양생물연구소 (Pacific Biological Station,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 Canada)

· 1908년 설립, 1950년 후반부터 고래류 연구팀(Cetacean Research Program)

만들어 밴쿠버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장기 생태 및 음향 연구 진행.

· 특히 캐나다 인근 해역에 분포하는 범고래 개체군 관리 및 행동연구를 중점

적으로 수행 중.

그림 27. 캐나다 태평양해양생물연구소의 고래류 연구 (좌.

목시조사, 우. 좌초된 사체의 해부) (Cetacean Research Program.

http://www.pac.dfo-mpo.gc.ca/science/species-especes/cetacean-c

etaces/index-eng.html).

-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 산하 태평양해양생물연구소

· 산하에 태평양해양생물연구소(PIFSC)와 국제해양포유류연구실(National

Marine Mammal Laboratory)에서 미국 전역에 걸친 고래 보전 및 학술 연구

를 주도. 고래를 연구하는 미국 내의 많은 수의 연구기관을 지원하거나 구조

및 보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

· 고래 구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작하여 미 전역의 고래 연구 기관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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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각 지역에 서식하는 개체군 관리에 필요한 개체군 생태연구 및 음향연

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 방법 도입 및 보전과 관련된 법안 정비에

도 주도적 역할 수행.

그림 28. 미국 해양대기관리처의 고래류 연구 (www.nefsc.noaa.gov).

- 우즈홀 해양 연구소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WHOI)

· 1930년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큰 독립 해양연구시설로

· 고래를 연구하기 위한 독립된 분과를 설립하여 음향연구 및 행동연구 및 해

양오염과 고래 개체군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장기간 연구 수행

중.

· 8명의 선임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며, 고래의 청각능력 등 생리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그림 29. 우즈홀 해양 연구소의 고래류 연구우즈홀 해양연구소의 고래류 연구.

(좌) CT scan 중인 고래 사체, (우) Suction cup을 이용한 위성추적표지의

부착 (Marine Mammal Group. http://www.whoi.edu/page.do?pid=7181).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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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진행중.

○ 2000년대 이후 위성추적장치(Satellite tag), 드론(drone) 등 신기술 도입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특히 NOAA에서 드론과 행동관찰을 연계하여 무리의 구성

및 유영 패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러한 새로

운 방법의 도입으로 인해 고래류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넓히고 고래 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하는 경우가 많음.

그림 30. 드론(drone)를 이용한 고래류 연구 (www.nefsc.noaa.gov).

○ 질병 연구

- 미 질병예방통제센터는 NOAA와 함께 해양 포유류에서 나타나는 질병 및 기

생충 감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고래류에서 발생되는 많은 수의 질병이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공통전염병(zoonosis)이며,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년 고래류에서 십여종 이상의

새로운 질병원이 발생하고 있어, 미래 인류 건강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

여 분류 및 고래류에 미치는 영향 및 질병원의 생활사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진행 중(Mazet et al., 2004; Waltzek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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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고래류에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과 관련되어 관련된 연구 논문 출간

수. (Reynolds et al., 2005).

그림 32. 고래류에서 진균, 원생생물, 유해조류와 관련된 연구 논문 출간 수

(Reynolds et al., 2005).

② 보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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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포경위원회 (IWC62))의 상업포경 전면금지 조치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일본을 제외한 전 국가에서 포경을 금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어류양식면허발급 시 해양 포유류가 피해를 줄 경우 가능한 살려

서 퇴치할 것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산채로 퇴치가 어렵고 시설 및 인명 피해등이

나타난 경우 캘리포니아 바다사자와 물개에 한하여 사살한후 결과를 보고할 것을

규정함. 이와 같은 사살 결과는 캐나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개함. (캐나다 어

류양식산업법 제4조, 어류양식 허가 규칙 제 11조).

- 공개 이후 이전에 비하여 국민 평판 등을 의식하여 사살이 급격히 감소.

○ 활발한 국제 공조

- 원거리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대형 해양동물의 특성 상 해역을 마주하고 있는

인접 국가 간의 연합을 통한 보전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 전략 수

립 및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예. 프랑스, 이탈리아, 모나코의 연합인

Pelagos Sanctuary).

· Pelagos Santuary: International Ligurian Sea Cetacean Sanctuary 라고도

불리는 해양포유류 보호구역으로 84,000 km²의 영역을 포함한 지역을 일컬음.

1999년 만들어졌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모나코가 연합하여 만든 보호 구역으

로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해양 포유류와 그 서식처의 오염을 막고,

2) 내륙의 오염원 및 선박에 의한 오염을 차단하며,

3)해양 포유류에 대한 어떠한 위협행동도 금지되며,

4) 해양포유류를 위협하는 선박 활동을 금지하고,

5) 어업 활동을 적절히 규제하며,

6) 고래 관광을 관리하는 지역.

이 지역에서는 세 국가가 공동으로 다양한 해양 포유류 연구를 수행하여 관

련 법규를 제정하는데 활용하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수시로 이루어

짐. 이 보호구역에서 연구를 하는 기관은 국가기관만은 아니며 넓은 영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래류의 연구를 위해 NGO 및 다양한 기관이 함께 연구를 수

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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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Pelagos sanctuary

(http://www.cetaceanalliance.org/cons_Pelagos.htm).

- 이 외에 다양한 해양포유류 보호구역이 여러 나라에서 지정되어 있으며, 각 지

역에서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함께 행동, 생태, 음향, 생리, 오염 등 다양한 분

야의 공동연구를 진행 중임.

그림 34. 국제 해양포유류 보호구역 목록 (Hoy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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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멸종위기 또는 위기근접종의 경우 최소한의 생태 및 관련 연구기간

을 1년으로 지정 후 해당 종을 적절한 카테고리에 배치한 후 관리 전략을 마련함

(ESA, after Nicholopoulos, 1999).

그림 35. 미국의 멸종위기 또는 위기근접종 지정 절차

(Boyd et al., 2010).

○ 이 외에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간의 해양활동이 대형해양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주로 해상풍력발전기나 석유시추를

위한 시설 등의 건설 및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대형해양동물에 미치는 영

향, 해양 오염의 증가로 인한 체내 오염물질 축적 및 이로 인한 사망률 파악 등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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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오염쓰레기 피해

○ 해양 쓰레기가 고래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왔음

(Baulch & Perry, 2014).

○ 해양 쓰레기는 체내에 유입되어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고래류 체

외에 감길 경우(entanglement) 움직임을 제한하여 사망하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많

은 연구기관에서 그물 등 해양 쓰레기에 걸린 고래류를 구조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

음.

○ 이 외에 기름 유출, 중금속 등 해양 오염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래

개체군 및 개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활발히 진행 중이며 동시에 해양 오염

물질 모니터링 또한 함께 진행시켜 다각도에서 해양 오염과 고래류의 관계를 파악

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Bachman, 2014).

○ 깃대종이자 우산종인 고래류는 체내 지방층을 가지고 있어 체내 축적되는 오염

물들의 연구에 매우 유용하며, 주로 혼획되거나 좌초된 개체들을 통하여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음.

○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새로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화합물의 증가가

생태계 상위 포식자에 미치는 영향은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인간

이 해양 오염에 의해 받게 되는 영향을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함.

○ 특히 잔류성유기물질인 PCBs, PBDEs, DDT 및 중금속의 지방층 축적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지역 해양 생태계 건강성과 연계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미국과 유럽

에서 10여년 이상 수행되고 있음.

④ 인프라

○ 크고 작은 해양포유류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최소한 1-10여개의 구조팀 과 2명

이상의 수의사를 고용하여 관련 연구 진행 및 응급 상황 시에 신속한 구조 활동 및

치료활동을 진행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노하우 및

기술을 축적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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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국가 내 혼획, 좌초된 개체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수용 시설,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 가능한 모터보트 등의 제반시설을 마련하고 대형해양동물의

구조 및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대한 투

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4. 대상종 설정

① 대상종 선정의 기준

- 개체군의 수에 따른 장기적 관리 방안의 필요성

- 국내 연안을 번식 및 섭식의 장으로 활용하는 점

- 연구의 용이성

- 고래 관광 등 기타 산업과의 연계

② 가능 대상종

○ 상괭이, Finless Porpoise, Neophocaena phocaenoides

- 서해의 토착종으로 국내에는 그 수가 30,000마리 정도로 많은 편이나 전 세계

적 멸종위기종.

- 큰 무리를 이루지 않고 주로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며 서해의 경우

탁도가 높아 수중 관찰이 매우 어려움.

○ 참돌고래, Common Dolphin, Delphinus delphis

- 1000마리 이상의 많은 개체들이 무리를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울산 지역에서

높은 확률로 목격되어 고래관광의 대상으로 매우 유리.

- 연안 10km 바깥까지 멀리 나가는 경우가 있어 선박 필수.

○ 큰머리돌고래, Risso’s Dolphin, Grampus griseus

- 강원도 연안 번식 확인되었으나 기타 국내에서의 서식지 이용 및 출몰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음.

○ 밍크고래, Minke Whale, Balaenoptera acutorostrat

- 매년 100여마리 이상인 현재의 혼획율이 지속된다면 수십년 내 회복불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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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개체군 감소 우려 있음.

- 혼획시 어민들에게 가장 큰 수입을 올려주는 종.

○ 남방큰돌고래,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Tursiops aduncus

- 제주도 서식하는 연안정착성 개체군으로 2009년 기준 114마리 서식 중.

- 선박을 이용한 관찰은 물론 제주의 해안도로를 이용한 육상관찰 가능.

③ 최종 대상종

○ 남방큰돌고래(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Tursiops aduncus)

- 국내에서는 제주도 인근 해역에만 서식하는 연안정착성 개체군으로 제주 해역

을 번식 및 섭식의 장으로 활용하며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 가능.

그림 36. 남방큰돌고래의 분포 지역

(http://www.tmsi.nus.edu.sg/mmrl/tursiops.htm).

- 114마리로 구성된 매우 작은 개체군으로 이합집산(fission-fusion)의 특징을 가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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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개체수 (마리)

일본 400-500

남아프리카 및

아라비아
25000

호주 4000

쿠웨이트 1200

한국 110~120

표 5. 전세계 분포하는 남방큰돌고래

개체군(2009년 기준) (제주대학교, 2013).

- 연간 개체군의 약 7.6%(6마리)가 혼획되며 2-8% 정도 좌초됨. 좌초 개체의 경

우 대부분 사망한 경우이며 정치망에 혼획되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바다로 되돌

아 감.

- 국내 개체군을 유지하는 개체수가 매우 적어 개체수 감소 시 회복이 몹시 어

려움.

- 큰돌고래(Tursiops truncatus)와 매우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음. 큰돌고래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종이나 남방큰돌고래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함.

- 주기적으로 제주 연안에 출몰하여 어선, 요트 등을 활용한 고래 관광의 가능성

높음.

5. 연구 계획

(1)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실태 조사

① 목표

○ 국내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유지 관리를 위한 개체군 실태 및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들의 세부 정보 조사 및 축적하여 장기전 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②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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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원) * 3(인) * 12（개월) = 36,000,000

○ 개체군의 출산율 및 사망률 조사

- 육상 및 해상 모니터링을 통하여 등지느러미 및 외부 상처 등 개체 외형 정보

확보.

- 확보한 정보를 photo-identification2)을 통한 연도별 개체군 변동 파악.

- 혼획 및 좌초 개체 파악을 통한 사망률 조사.

○ 나이에 따른 개체의 성장률 및 제주 지역 혼획 · 좌초 실태 연구

- 사진측량(photogrammetry)을 이용. 개체의 외형적 정보를 사진으로 촬영 후

이를 이용하여 개체의 체장 조사.

- 혼획·좌초 개체를 활용하여 및 성별, 나이를 추정하고 이를 사진측량 자료와

통합하여 개체군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의 연령 파악.

- 해경 및 어촌계등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동일 개체의 재혼획율 및 재좌초율 파

악.

○ 개체군 내 개체들의 유전정보 확보

- biopsy3)(생체검사)를 이용한 유전정보 수집.

- 수집한 유전정보와 사진을 이용한 개체식별법(photo-id)을 연계하여 개체별 신

체적 특징과 유전정보를 함께 수집.

- 성별 분석 및 유전 정보를 활용한 개체군 내 가계도 작성.

- 유전 정보 확보를 위한 샘플을 질병 검사에 활용하여 개체의 건강도 파악.

③ 추진 계획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출산률 및 사망률 조사

성장률 연구

혼획 좌초 실태 파악

유전정보 확보

건강도 파악

④ 예산

2) 사진을 이용한 개체식별법. Photo-id라고도 한다.
3) 생체 검사 연구 대상의 생체 조직을 획득하여 검사한다는 의미이나 특히 고래류에서는 다트총 등을 

이용한 살아있는 개체의 조직 샘플 획득 방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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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0(원)

용선비
600,000(원) * 15(회) * 8(개월) =

72,000,000
72,000,000

출장비
70,000(원) * 25(일) * 12(개월) * 3

(인) = 63,000,000(원)
63,000,000

차량 대여 및 유지비
1,500,000(원) * 12(개월) = 18,000,000

(원)
18,000,000

유류비
500,000(원) * 12(개월) = 6,000,000

(원)
6,000,000

phtogrammetry용 장비 구입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

8,000,000(원) * 2 (set) = 16,000,000

(원)

카메라 방수 처리비 = 10,000,000(원)

카메라 설치 및 동조촬영 장비 제작

비 = 5,000,000(원)

31,000,000

biopsy 관련 교육비

국외 기관 방문 교육비 (6-7주)

10,000,000(원) * 2(인) = 20,000,000

(원)

20,000,000

biopsy 관련 장비 제작 및 구

입비

biopsy용 총 및 다트 제작 =

6,000,000(원)
6,000,000

소프트웨어 구입비
분석용 소프트 웨어 구입비 =

2,000,000(원)
2,000,000

유전자 분석비 20,000,000(원) 20,000,000

질병 검사비 10,000,000(원) 10,000,000

시료 보관 및 관련 장비 구입

비

냉동고 구입비 = 7,000,000(원)

재료비 = 3,000,000 (원)
10,000,000

혼획 좌초 개체의 구조 및 해

부 관련 재료비
10,000,000(원) 10,000,000

총액 304,000,000

※ 사진 촬영, 유전자 시료 채취 및 분석에 최소 3인 이상 필요함.

※ 용선은 최소 5톤급 이상의 어선이 필요하며 10-20톤급의 어선이나 낚시배,

10-20인승의 요트 정도의 크기가 적절함. 500-5,000톤의 연구용 대형 선박의 경우

제주 연안에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워 오히려 활용도 낮은 편임. 따라서 대형 선박

활용 시 연안에 접근할 수 있는 소형 고무보트가 필수.

※ Biopsy관련 장비에는 air gun 및 종의 특성에 맞는 다트형 주사바늘 제작이 선

행되어야 함. Biopsy가 개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는 것은 해외의 연구를 통

하여 확인되었으나, 효율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개체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시

키기 위하여 해당 기술을 장기간 활용해 온 해외의 기관에서 단기간의 연수를 권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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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측량(photogrammetry)시 동시에 2-3대의 촬영장비와 거리 측정이 가능한

쌍안경을 활용하여 사진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대략적인 개체의 크기 등

을 추정이 가능함. 다만 촬영 장비 중 한 대 이상에서 수중 촬영이 요구되며, 수면

위에 설치한 장비의 경우에도 해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처리가 필수

적임.

그림 37. 사진측량(photogrammetry)의 예시 (Tethys Research Institute www.tethys.org,

Large Marine Vertebrates Projecct Philippines http://www.lamave.org).

(2)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서식지 활용 패턴 조사 및 서식지 보전 연구

① 목표

○ 제주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개체군의 서식지 활용 패턴 및 활용도를 조사하

고, 서식환경에 대한 물리·화학·지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서식환경에 대한 과학적 이

해를 높이고 서식지 보전 활성화에 기여.

② 내용 및 방법

○ 서식지로서의 제주 연안 활용 실태 파악

- GPS 태깅(tagging) 이용하여 서식지 이동 현황 파악.

- 육상 및 해상 모니터링을 통한 주요 섭식지, 휴식처, 번식장소 등 파악.

○ 서식지 지역별 활용도 및 활용 패턴 파악

- 육상 및 해상 모니터링 시 행동관찰을 통한 서식지 내 행동 패턴 조사.

- 행동패턴을 바탕으로 서식지의 지역별 활용도 및 활용 패턴 파악.

- 장기 보전 전략에 있어 핵심 서식지정보 활용.

○ 주요 서식지의 환경적 특성 파악

- 서식지의 지리적 특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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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원) * 3(인) * 12（개월) =

36,000,000(원)
36,000,000

GPS 구입 및 위성 사용료

GPS 구입비 3,000,000(원) *　 5(개) =

15,000,000(원)

위성 사용료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21,000,000

용선비
600,000(원) * 15(회) * 8(개월) =

72,000,000
72,000,000

출장비
70,000(원) * 25(일) * 12(개월) * 2(인)

= 42,000,000(원)
42,000,000

차량 대여 및 유지비 1,500,000(원) * 12(개월) = 18,000,000(원) 18,000,000

유류비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6,000,000

행동 관찰 및 분석 프로그램

구입비
500,000(원) 500,000

촬영 장비 구입비

캠코더 구입비 3,000,000(원)

수중 촬영 장비 구입비

1,000,000(원) *3(set) = 3,000,000(원)

6,000,000

잠수 조사 및 재료비

재료비 5,000,000(원)

잠수조사비 1,000,000(원) * 20 (회) =

20,000,000(원)

21,000,000

서식지 오염도 및 환경 특성

분석을 위한 시료 분석
15,000,000(원) 15,000,000

총액 237,500,000

- 서식지의 물리 · 환경적 특성 및 오염도 파악.

- 서식지 생태계 조사를 통하여 고래 개체군 관리에 필요한 환경 요소 파악하고

이를 보전 관리 전략에 활용.

③ 추진계획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1 2 3 4 1 2 3 4 1 2 3 4

제주 연안 활용 실태 파악

지역별 활용도 및 활용 패턴 파악

서식지의 환경 특성 파악

④ 예산

※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및 행동관찰 기록에 최소 3인 이상 필요.

※ 본 항목 내 인건비, 용선비, 출장비, 차량대여 및 유지비, 유류비는 개체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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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구의 항목과 동일하여 동시에 연구 진행 시 예산 절감 가능.

(3) 남방큰돌고래 개체군의 섭식 생태 연구

① 목표

○ 남방큰돌고래 개체군의 주 먹이군 및 섭식 행동 연구를 통해 개체군 보전에 필

요한 요소를 이해하고 어업자원을 대상으로 한 어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

료로 활용.

② 내용 및 방법

○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먹이군 연구

- 혼획 ·좌초개체의 해부를 통한 위 내용물 파악.

- 주요 섭식 활동지 인근의 어업현황 파악.

- 어업을 통한 지역 내 주요 어군 파악.

- 주요 어군의 이동 패턴 및 남방큰돌고래의 이동 패턴 분석.

○ 남방큰돌고래의 섭식 전략 연구

- 주요 섭식 활동지 행동 패턴 조사.

- 음향 연구를 통한 섭식 전략 조사.

· 수중 음향 부이 설치를 통하여 주요 섭식 활동지에서 섭식 활동 중 발생하

는 음향 특성 및 개체군 내 커뮤니케이션 연구.

- 무리 사냥 시 개체군 구조 파악 .

· 이합집산(fission-fusion)하며 먹이를 사냥하는 남방큰돌고래의 행동을 이해

하기 위하여 먹이 사냥 시 구성하는 무리의 구성원을 파악하고 무리별로 나

타나는 행동 특성을 파악.

○ 먹이 생물의 자원 변동 연구

- 주요 어군의 연간 자원 변동량 조사.

③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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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 * 3인 * 12（개월) =

36,000,000(원)
36,000,000

해부 및 관련 재료비 재료비 5,000,000(원) 5,000,000

용선비
600,000(원) * 15(회) * 8(개월) =

72,000,000
72,000,000

출장비
70,000(원) * 25(일) * 12(개월) * 2

(인) = 42,000,000(원)
42,000,000

차량 대여 및 유지비
1,500,000(원) * 12(개월) =

18,000,000(원)
18,000,000

유류비
500,000(원) * 12(개월) = 6,000,000

(원)
6,000,000

음향부이 구입 및 관리비

음향부이 구입비 7,000,000(원) * 3

(대) = 21,000,00(원)

음향부이 관리비 2,000,000(원)

23,000,000

총액 202,000,000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주요 먹이군 연구

섭식 전략 연구

먹이생물의 자원량 변동 연구

④ 예산

※ 해부, 음향부이 설치 및 관리, 분석에 최소 3인 이상 필요.

※ 본 항목 내 인건비, 용선비, 출장비, 차량대여 및 유지비, 유류비는 개체군 실태

조사 연구의 항목과 동일하여 동시에 연구 진행 시 예산 절감 가능.

※ 본 연구는 서식 실태 조사를 통한 개체군 연구가 선행되었음을 가정하고 예산을

책정하였음.

(4) 인간활동이 고래류에 미치는 영향 연구

① 목표

○ 증가하고 있는 인간활동이 남방큰돌고래의 무리 구성 및 서식지 활용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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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 * 3인 * 12（개월) =

36,000,000(원)
36,000,000

해부 및 관련 재료비 재료비 5,000,000(원) 5,000,000

영향을 파악하여 장기전 보전 전략에 활용.

② 내용 및 방법

○ 수중 음향이 미치는 영향 파악

- 제주도에는 앞으로 10여 년간 100여개 이상의 수중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수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무리의 이동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건설 시설 인근에 수중 음향 부이 설치 및 육상 및 해상 모니터링을 통한 무

리 이동 패턴 분석.

○ 해양 오염이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 파악

- 해양 쓰레기 분포 조사.

- 혼획 · 좌초 개체를 이용한 해양 오염원 및 중금속 축적량 파악.

- 혼획 · 좌초 개체의 해부를 통하여 남방큰돌고래가 섭취하는 해양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파악.

○ 해양스포츠 및 보트에 의한 개체군 행동 패턴 변화 파악

- 어선, 낚시배, 레저용 보트 등이 무리에 접근 할 시 발생하는 행동 패턴의 변

동 양상 파악.

- 행동 패턴 변동을 바탕으로 선박이 새끼를 포함한 무리에 접근 할 경우의 어

미 및 무리 구성원의 행동 파악.

③ 추진계획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1 2 3 4 1 2 3 4 1 2 3 4

수중 음향이 미치는 영향 연구

해양 오염이 미치는 영향 연구

선박이 미치는 영향 연구

④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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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비
600,000(원) * 15(회) * 8(개월) =

72,000,000
72,000,000

출장비
70,000(원) * 25(일) * 12(개월) * 2

(인) = 42,000,000(원)
42,000,000

차량 대여 및 유지비
1,500,000(원) * 12(개월) =

18,000,000(원)
18,000,000

유류비
500,000(원) * 12(개월) = 6,000,000

(원)
6,000,000

음향부이 구입 및 관리비

음향부이 구입비 7,000,000(원) * 3

(대) = 21,000,00(원)

음향부이 관리비 2,000,000(원)

23,000,000

체내 오염원 분석비 15,000,00(원) 15,000,000

총액 203,500,000
※ 해부, 음향부이 설치 및 관리, 분석에 최소 3인 이상 필요.

※ 본 항목 내 인건비, 용선비, 출장비, 차량대여 및 유지비, 유류비는 개체군 실태

조사 연구의 항목과 동일하여 동시에 연구 진행 시 예산 절감 가능.

※ 본 연구는 서식 실태 조사를 통한 개체군 연구가 선행되었음을 가정하고 예산을

책정하였음.

(5) 혼획 방지 어구 개발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구축 연구

① 목표

○ 어업자원을 대상으로 한 어민과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남방큰돌고래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민과의 갈등을 해소

하고 장기적 개체군 보전에 필수적인 지역민과의 협력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

② 내용 및 방법

○ 혼획 개체에 대한 관리 연구

- 혼획 개체 식별용 홍보 매뉴얼 제작과 배포.

- 혼획된 개체의 관리와 처리 절차의 개선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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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 * 2인 * 12（개월) =

24,000,000(원)
24,000,000

홍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매뉴얼(컬러) 5,000(원) * 500(부)

=2,500,000

매뉴얼(흑백) 1,500(원) * 500(부) =

750,000

3,250,000

개발 어구의 시제작비
시제작비 10,000,000

시제작품 테스트비 6,000,000
16,000,000

간담회 개최비 간담회 개최비 20,000,000 20,000,000

홍보물 제작비 어민 대상 홍보물 제작비 20,000,000 20,000,000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매뉴얼(컬러) 2,000(원) * 500(부) =

1,000,000
1,500,000

○ 어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 연구

- 자망, 저인망 등에 활용 가능한 회피용 그물 개발.

- 정치망 등 그물 피해 개선 시 보상 대책에 대한 제안.

-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지속가능한 고래 관광의 개발 연구 혼획 개체에 대한 관리 연구 및 그물피해 개

선 방법 개발

- 고래 관광 등 고래 자원의 활용을 위한 해외 관련 성공 사례 와 법률의 조사

및 벤치마킹.

- 고래 관광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서식실태 및 서식지 이용 패턴을 바탕으로 한 고래 관광 핵심 지역 제시.

· 고래 관광 시 개체군의 생태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 국내 실태에 적합한 법적 규정 제안.

③ 추진계획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1 2 3 4 1 2 3 4

혼획 개체 관리 연구

어민과의 협력 방안 연구

지속가능한 고래 관광 개발 연구

④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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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흑백) 1,000(원) * 500(부) =

500,000

총액 84,750,000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실태 조사

서식지 활용 패턴 조사 및 서식지 보전 연구

개체군의 섭식 생태 연구

인간활동이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구축 연구

비목 내용

인건비 1,000,000(원) * 4(인) * 12(개월) = 48,000,000(원)

기술정보활동비

biopsy 관련 교육비 = 20,000,000(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 2,000,000(원)

위성 사용료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홍보매뉴얼 제작 및 배포 = 3,250,000(원)

간담회 개체뵈 = 20,000,000(원)

홍보물 제작비 = 20,000,000(원)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15,000,000(원)

과제추진비

출장비 70,000(원) * 4(인) * 25(일) * 12(개월) = 84,000,000

(원)

유류비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재료비

phtogrammetry용 장비 구입비 = 35,000,000(원)

biopsy 관련 장비 제작 및 구입비 = 6,000,000(원)

유전자분석비 = 20,000,000(원)

질병 검사비 = 10,000,000(원)

시료 보관 및 관련 장비 구입비 = 10,000,000(원)

구조 및 해부 관련 재료비 = 10,000,000(원)

GPS 구입비 3,000,000(원) *　5(개) = 15,000,000(원)

※ 본 항목 내 인건비는 섭식 생태 연구의 항목과 동일하여 동시에 연구 진행 시

예산 절감 가능.

※ 본 연구는 섭식 생태 연구를 통하여 어민과 주요 경쟁 어종에 대한 정보를 확보

했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책정하였음.

6. 전체 로드맵

○ 로드맵

○ 연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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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조사 및 재료비 = 21,000,000(원)

서식지 오염도 및 환경 특성 분석비 = 15,000,000(원)

음향부이 구입 및 관리비 = 23,000,000(원)

개발 어구의 시제작비 = 16,000,000(원)

용선비 600,000(원) * 15(회) * 8(개월) =72,000,000(원)

총액 502,250,000(원)

7. 연구와 연계된 보전·관리 계획

①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보전 관리 계획의 수립

○ 해양 포유류 보전은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이를 위해 해당 종에 대

한 연구 및 서식지 등 기초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하며, 이 결과가 보전의 각 단계에

서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때 서식지의 변화 및 인간이 미치는 영향

역시 함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 38. 해양 포유류 서식지 보전에 관한 모델 (Reynolds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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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포유류 연구에 있어 기초적인 데이터는 크게 관찰 등을 통한 현장 연구와

혼획 · 좌초 개체에서 얻은 생체 시료로 나눌 수 있으며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그림 39. 조사방법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샘플과 분석방법, 이를 통하여 진행 가능한 연구들

(Reynolds et al, 2005).

○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개체군과 서식지의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장기적 보

전 및 관리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변동사항 발생할 경우 전략을 수정하는 등의

과학적 대처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② 질병 연구 및 위험 평가

○ 해양포유류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기생충 중 많은 수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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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고래류에서 새로운 질병원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얻는데 주로

혼획되거나 좌초되어 사망한 개체를 이용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

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새로운 질병원이 계속 밝혀질 것으로 전망됨. 또한

심해를 오가는 대형 고래류의 경우 이전에 발견되지 않던 새로운 종류의 질병원인

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 (Mazet et al., 2004).

○ 해양포유류의 건강 및 질병 위험평가를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해

야 하며,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그림 40. 해양 포유류의 건강 및 질병 위험 평가 과정 (Reynolds et al., 2005).

○ 혼획 좌초되는 고래류에서 발생하는 조직 샘플 및 질병원을 통하여 질병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학적, 분자생물학적, 면역학적 방법 등의 생물학적 방법은 물론

모델링을 통한 위험도의 예상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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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해양포유류의 질병 연구 체계 (Reynolds et al., 2005).

③ 태그(tag)를 이용한 연구

○ 1970년 이후, 태그를 이용한 고래류의 추적 연구가 여전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

며, 기기 자체 성능을 증가시키고 크기는 최소화하는 다양한 종류의 태그를 사용하

고 있음 (Wells, 2005).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그는 해당 동물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생존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으나(Wells et al., 2013) 여전히 더 영향

을 최소화하고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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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태그의 변화 (International Iser Conference on Argos Wildlife

Applications.

http://www.clsamerica.com/#!argos-wildlife-users-conference/c9bl).

○ 태그의 종류 및 성능

- 부착방식에 따른 구분

· 체내 통과 태그 부착 (Penetrating body tag attachments)

· 등지느러미/rigde 통과 부착 (Penetrating dorsal fin/ridge attachments)

· 체내 비통과 부착 (Non-penetrating attachments)

-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

· 개체 식별

· 이동거리 및 위치 정보

· 유영 깊이 (압력센서 사용 시)

· 움직임 및 이동 속도

· 해양 환경 정보 (온도, 염도, 수압, 조도 등)

· (소형 카메라 부착 시) 이동 지역의 시각 정보

· (레코더 등 소형 음향 기기 부착 시) 음향 송신 및 수신과 관련된 정보

· 심박동 및 체온 등 개체의 생리 정보

- 부착 시 기본적인 주의 점

· 대상 동물의 크기, 나이, 건강상태, 피부 상태, 새끼의 유무, 기타 특이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치 않을 경우 부착을 피할 것.

· Photo-id, 유전자 조직 샘플 확보 등을 통하여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함께 활용하고 태그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것.

·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개량시킬 것.

· 부착 위치 등 가능한 많은 자료를 사진과 함께 남겨 놓을 것.

· 검증된 태깅 절차(tagging protocol)을 사용하고, 보트 등으로 접근시 숙련

자가 함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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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가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할 것

· 연구 시작 전 태그를 부착할 개체의 수를 미리 결정할 것.

④ 기타

○ 고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연구는 또한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조직 샘플등을

이용하여 유전체 연구 등 보전 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가령

고래류에서 나타나는 잠수 능력, 상처회복 능력, 인간에서 발생하는 특정 질병에

걸리지 않는 능력 등 미래 의학 및 신약 개발과 연관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잇음.

- 예를 들어, 북극고래(bowhead whale, Balaena mysticetus)의 경우 200년 이상

의 수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사람, 소, 쥐 등

과 비교하여 노화와 DNA repair와 관련된 유전자를 밝혀내었음 (Keane, 2015).

○ 이 외 태깅(tagging)을 활용한 해양 환경에 대한 물리 화학적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해양 천연 생산물(marine natural products), 제약

(pharmaceuticals), 수질(water quality) 등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서식

지 보전을 포함한 최상의 보전 및 관리 전략의 도출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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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진체계

이화여자대학교 해양과학기술원 제주대학교

행동생태연구실

해양생물연구본부

해양경찰학과

심해저 자원 연구부

제주 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수의학과

남해특성연구부

개체군

행동생태연구

현지 해양 환경 및

실태연구 수의 및 질병 연구

거점지역

활용방안연구 혼획 · 좌초 개체의

해부 연구

서식지 활용 패턴

연구

해양 음향 특성

연구

지역 어업 현황 및

어군 분류 연구
치료 및 보호시설

연구

개체군 내

커뮤니케이션 연구

지역 어민과의

협력방안 연구

해양환경오염이

대형해양동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제 공조 연구

○ 이 외,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이집트, 동남아(싱가폴, 대만), 호주의 연구자들

과 국제 공조 연구를 위한 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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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대 효과

○ 국내 고래류 개체군 보전 및 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 연구를 통하여 개체군에 대한 심도 깊은 생태를 이해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장

기적인 개체군 관리가 가능.

- 장기적 고래류 개체군 보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고래류 보전을 통하여 해

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기여.

○ 음향, 오염도 분석, 동위원소 활용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깊이 있는

고래류 생태 연구 가능.

- 개체군 풍도 추정 등에 머물러 있는 국내 고래류 연구에 기여.

○ 태깅(tagging)을 이용한 해양 환경 정보 수집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연구 가

능.

- 인간접근이 어려운 해양 환경 정보를 발달된 태깅(tagging) 기술을 활용하여

획득, 해양 환경의 물리·화학 등의 분야와 연계 연구 가능.

○ 국가 공조 및 국내외 타 기관과의 연구협력을 통한 연구 역량 증대 및 국가 이

미지 제고.

- 연구 전문 인력 확보 및 지역 거점 활용을 통한 연구로 지역적 차이 및 현실

적 문제를 고려한 연구 진행 가능.

- 기관의 다양한 부서 및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고래류 연구의 역량 증대.

○ 고래류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고래류가 가지고 있는 잠수능력, 인수공통 질

병 및 기생충 등을 연구하여 의학 및 다양한 분야로의 연구 범위 확장 및 결과 활

용 가능.

○ 일반 시민에 인기가 많고 강한 파급력을 지닌 고래류 보전을 통하여 국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용이함.



- 104 -

1. 필요성

○ 해양수산부에서 공고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862호)

에 의해 지정된 해양포유동물 중 기각류에 속하는 종은 모두 6종(물개,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점박이물범, 고리무늬물범, 띠무늬물범)이며, 이들 6종은 모두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지정되어 있어, 법률에 따라 이들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 대책이 필요함. (우리나라에 기록된 기각류 포유류는 이들 6종외에 참물범

(Phoca vitulina)이 추가로 보고되고 있음.

○ 기각류 해양포유동물은 겨울철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치망 등에 혼

획이 보고되고 있어, 정치망 등에 의한 해양포유동물의 혼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그물피해 개선 방법 및 개선된 어구의 사용 확산이 시급히 요구됨.

○ 최근 어민을 중심으로 기각류 해양포유동물의 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들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대한 회유 경로 파악, 먹이망과 서식실태조사, 유전자정보

수집, 서식지 보호 등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매우 미비한 실정임.

○ 최근 바다사자(독도 강치), 제돌이 방류 등 해양포유동물의 보호활동에 대한 국

민적 관심에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독도 물개 복원사업 등 동·서·

남해 대표해양생물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역별 서식환경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및 복원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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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학명 비고

물개 Callorhinus ursinus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IUCN 취약종

바다사자 Zalophus japonicus IUCN 절멸종

큰바다사자 Eumetopias jubatus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IUCN 위기종

점박이물범 Phoca largha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331호

고리무늬물범 Pusa hispida
띠무늬물범 H istriophoca fasciata

표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862호)에 의해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해양포유동물 중 기각류 6종 목록. 이들 외에

참물범(Phoca vitulina)이 추가로 한반도 해역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 국내 기각류 중 집단을 이루며 서식하는 행동을 관찰 가능한 종은 백령도에 서

식하는 점박이물범이며, 이들 종은 백령도 육지 근해에 서식하는 거의 유일한 최상

위포식자이나 국제적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는 추세

○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보호대상 동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

며, 국내에서도 멸종위기종 등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 관리가 미흡하여, 빠

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그 피해가 우려됨.

2. 목표 설정

(1) 멸종위기 기각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생태 연구

○ 멸종위기 기각류 해양포유동물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서식 실태조사와 서식 환

경의 과학적 이해

○ 동물의 생태와 서식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최적화된 장기적 관리

체계 및 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2) 독도 해양포유동물과 서식처 보전 연구

○ 독도에 회유하는 해양포유동물의 보호와 독도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처 복원을 통

한 독도 해양생태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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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업명 수행기관 조사기간

동해 혼획 해양포유류(기각아목)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환경부

(2007.6)

2006.10~2007.(9개월)

(문헌조사 2001-2007)

멸종위기종 바다사자 복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한국환경생태연구소

(2009)
2008.7~2009.7(1년)

멸종위기 해양포유류(기각아목) 복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국립생물자원관

(2010.8)

2009.10~2010.8(10개월)

(문헌조사 2001-2010)

표 7. 현재까지 수행된 기각류 관련 연구 사업 및 수행 기관

○ 미래세대의 독도 바다사자 연구를 위한 기록화

(3)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서식처 보전 연구

○ 백령도 점박이물범 집단과 그 서식처를 보호 및 보전하여 전 세계적 점박이물범

개체군의 보전에 기여

○ 선박 및 해변 활동 등 물범의 생태에 인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구체적 보전 계획 수립

3. 현황

(1) 국내 현황

① 연구

○ 2007년 이래 환경부, 한국해양생태연구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3차례에 걸쳐

수행되어 왔음.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해양포유동물 서식실태조사, 유전자 분석, 서

식지 관리방안, 국제네트워크 구축 방안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왔음. 그러나 본 연구

를 통하여 동해의 국민적 관심종인 독도 바다사자에 대한 출현은 확인하지 못하였

으며, 더불어 독도에서 바다사자로 추정되는 뼈를 추출하였지만 유전자 분석 정보

는 확보하지 못하였음.

○ 수행된 연구사업들은 1년 이내의 단년 과제이며, 울릉도 독도 현장조사가 단편

적으로 1~2차례 며칠에 걸쳐 수행되었음 (독도의 경우 1회 1일 정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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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최근 14년간 동해안 일대의 기각아목 해양포유동물

의 혼획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물개, 물범, 큰바다사자 등 3종 215 차례 혼획됨. 주요

혼획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일대이며, 연도별로는 2009년이 49차례로 가장 많았음.

특히, 주목되는 것은 월별 분포를 고려할 때 2월이 73회로 가장 많은 등 주로 1~4

월에 집중하였음.

그림 43. 동해안 일대의 기각아목 해양포유동물의 연별 혼획 현황 (2007년 환경부,

2010 국립생물자원관, 추가 김윤배).

그림 44. 동해안 일대 기각아목 해양포유동물의 월별 혼획 현황 (2007년

환경부, 2010 국립생물자원관, 추가 김윤배).

○ 독도의 경우, 2009년 이후 기각아목 해양포유동물의 출현을 파악한 결과, 물개,

물범 등 2종 7차례의 출현을 보임. 출현은 3월이 6차례, 4월이 1차례 등 대부분 3월

에 출현이 파악됨. 독도해역에서 3월에 해양포유동물의 집중 출현은 독도 해역의

표층 수온이 최근 3월에 연중 가장 낮은 수온분포를 보이는 것과의 관련성 연구가

필요함. 또한 울릉도 독도 해역의 표층 수온은 최근 50년간 약 1.04℃의 수온 상승

을 나타냈으며, 향후 100년간 최대 5℃의 수온 증가가 예측되어 이에 따른 미래 해

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포유동물의 회유 패턴 예측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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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2009.03.21 독도 암반에서 길이 1.5m 물개 목격

2009.03.28 독도에서 물개 1마리 목격

2011.03.21 독도 암반에서 물개 목격

2012.03.07 독도 동방 4.5마일 해상, 물개추정 3마리 목격(해경함정)

2012.03.15 독도 암반에서 물범 목격

2012.04.06 독도, 물개로 추정되는 해양포유류 목격

2014.03.08 독도 동도 숫돌바위 몽돌, 물범1개체 발견

그림 45. 2009년 3월 21일 독도에 출현한 물개 (울릉군 제공,

연합뉴스).

그림 46. 2014년 3월 8일 독도에 출현한 물개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310

0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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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조위계(동도 앞 수심 23m 위치)에서

관측된 수온의 2009-2013년 동안의 월 평균 수온 분포.

○ 한철호는 2012년에 발표한 <독도 울릉도‘가지’(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라는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울릉도 파견 관리들의 가지(강치) 목격 등에 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함. 또한 19세기에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로와 조선활동을 한 바

있는 남해안 거문도 사람들은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증언함

○ 점박이물범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처음으로 점박

이물범 서식현황 파악이 이루어졌으나 2002년 이후로 중단됨.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 개선 및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보호

대상해양생물 서식현황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고래연구소가 점박이물범 및 기타 기

각류의 서식 실태를 조사함(2012).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개체수 파악 및 개체식별

을 위한 사진조사를 수행함.

- 위성추적장치를 이용하여 2013년 6월 25일부터 2014년 1월 동안의 이동 경로

를 추적함. 중국 랴오둥만에서 구조되어 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점박이물범 열 마

리에 장치를 부착하여 ARGOS 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추적. 그 결과, 대부분의

개체가 겨울 번식지인 슈앙타이즈에서 여름 서식지인 먀오다오 및 백령도로 이

동하는 전형적인 경로를 보였으나 일부 개체난 한반도 서남단 해남까지 이동함

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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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점박이물범의 이동경로(2013.6.25-2014.1.9) (국립수산과학원).

- 점박이물범의 왼쪽 뺨에 있는 점무늬를 사진 찍어 개체 식별에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함. 그 결과, 최대 9마리가 2년에 걸쳐 다시 촬영되어 사진을 통해

점박이물범 개체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

○ 국립생물자원관의 멸종위기 해양포유류(기각아목) 복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네

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환경생태연구소에서 점박이물범의 국내외 서식지 및

개체군 실태를 조사하고 그 외에 유전자 분석으로 분류학적 고찰을 수행함. 국내에

서 수집된 물범시료의 경우 Phoca vitulina와 구분되는 Phoca largha임이 확인됨

(2010).

○ 국내 점박이물범의 경우 위와 같이 서식과 혼획 및 좌초 현황 위주로 파악이 되

었고, 위성추적장치 연구는 국내 야생 개체군이 아닌 중국의 보호 센터의 개체로

수행한 1건의 연구가 수행됨.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미소 서식지 단위

의 연구와 분명한 목적을 가진 행동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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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전

○ 동해의 경우, 독도 해양생태계(서식지, 생물) 복원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독도에 물개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구조․치료된 물개를 적

응․훈련 후 방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원 독도 물개 복원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물개 증식․복원 추진 (물개 확보 후 회복․훈련)

- 물개 서식환경 조성 (소형 바다목장 수중에 조성)

- 물개 방류 및 관찰 (독도 바다목장 주변 방류, 서식공간과 회유경로 파악) 임.

○ 점박이물범의 경우, 1982년에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 331호로 지정하였지만

그 후에 별도의 관리나 보전 활동은 없음.

○ 2004년 환경부에서 점박이물범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년에 2회, 각 이틀에 걸쳐 백령도 점박이물범 모니터링을 실

시하여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대략적인 개체 수 파악을 하고 있으나 별도의 보전

활동은 없음.

○ 해양수산부가 200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타법개정 2011.

07. 29. 법률 제 109776호)을 제정하여 해양 생태계 관리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52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동해: 물개, 서해: 물범, 남해: 바다거북, 제주도: 남방큰돌

고래).

○ 위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과업 배경으로, 2014년 해양환경

관리공단에서 해양 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및 복원사업에 착수하였음.

- 2006년부터 20012년까지 보호대상해양생물 서식현황 조사 및 보전 연구를 하

였으며, 그 내용으로 점박이물범 및 기타 기각류와 바다거북의 서식현황 조사가

있었음.

- 그 외에 홍보 포스터 제작과 혼획, 좌초된 기각류의 방류훈련을 위한 추진 계

획을 설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증식과 복원에 관한 연구는 산호, 해마 등에 관련하여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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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류 보전에 관해서는 독도 강치 조형물 제작이 진행됨 (2014).

○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

○ 점박이물범은 특히 국명 조차 불분명함. 담당 기관 별로 Phoca largha 종의 국

명이 혼용되고 있어 정확한 국명의 확인이 어려움. 예컨대,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

환경부에서 발행한 보고서에는 ‘점박이물범’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검색 리스트에는 ‘물범’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 국립생물자원관의 종 목록 정보에 기반을 두어 만든 한반도생물자원포털

에는 ‘잔점박이물범’으로 표기되어 일반인 및 연구자에게 혼란을 야기함. 본 기획과

제를 통해 국명 통일 시정을 요구하였음.

③ 인프라

○ 동해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울산광역시 위치)를 중심으로 고래류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서식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최근 울릉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가 개소되어(2014

년 1월), 울릉도․독도 해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포유동물 출현 및 서식실태 조사지

원을 위한 전진기지가 확보되었음. 그러나 해양포유류를 전공한 연구자는 없음.

○ 각 기관별로 기각류 관련 과제가 있을 시에만 인력을 마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

는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왔으며 기각류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④ 취약점 및 강점

○ 취약점

- 동해 연안의 활발한 정치망 어업과 독도 해역 등의 해양 폐그물 - 기각류의

질식사 등 서식실태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

- 동해 기각류의 출현빈도가 높은 겨울~봄철을 중심으로 한 동해 해양기상악화

에 따른 울릉도․독도 해역 서식실태 조사의 어려움 - 11~3월 동안 동해 풍랑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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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잦은 발령에 따른 울릉도․독도 해역 서식실태 조사의 어려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월평균

1월 2.9 3.7 8.8 15.2 12.8 13.9 7.8 9.3 9.5

2월 6.7 4.7 5.7 6.0 8.6 6.7 10.1 8.5 7.1

3월 5.4 6.6 1.4 7.0 11.3 4.5 9.2 6.2 6.5

4월 7.8 3.3 1.2 6.8 3.9 6.7 6.5 4.8 5.1

5월 2.3 2.7 2.0 0.5 5.2 2.1 1.2 1.1 2.1

6월 0.6 0 0.4 0.9 0 3.1 0.5 0 0.7

7월 1.8 3.5 0 3.4 1.0 3.6 3.8 2.1 2.4

8월 2.5 1.1 4.5 0.9 1.9 0.8 2.7 1.5 2.0

9월 3.9 6.1 1.9 0.6 4.3 7.8 2.6 3.1 3.8

10월 4.3 1.9 1.3 5.0 4.0 3.8 6.6 9.3 4.5

11월 10.4 6.5 7.9 8.3 8.9 7.2 14.2 10.7 9.3

12월 6.7 4.8 9.2 10.0 15.0 10.8 13.7 13.9 10.5

합계 55.2 45.0 44.3 64.5 76.8 70.9 78.9 70.5 -

표 8. 동해 중부 먼 바다 풍랑특보 발령기간 (기상청).

- 기각류 처리 절차의 제도적 미비

· 국내에서 혼획되는 해양포유동물은 천연기념물을 제외하고 경매절차를 거쳐

매각.

· 정치망에 걸린 기각류를 통한 어민 이익 증대로 적극적인 구조 활동 미비

사례 발생.

· 기각류의 적극적 구조를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 보전 및 연구가 가능한 인력과 예산이 마련한 기관이 없으며, 과제

가 있을 시에만 서식 현황 파악에서 그치는 연구를 진행.

○ 강점

- 최근 독도 바다사자 복원과 제돌이 방류 등 해양포유동물의 보호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독도 물개 복원사업 등

동·서·남해 대표해양생물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각류 중 특히 점박이물범은 국제적으로도 연구된 바가 드물기 때문에 큰 효

과를 누릴 수 있음.

(2) 국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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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

○ 러시아는 극동 과학아카데미 해양생물박물관에서 오호츠크와 북해도 사이의 쿠

릴열도를 중심으로 기각류 해양포유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음.

○ 미국에서는 미국수산청의 해양포유동물 보호법에 의해 수중소음이 해양포유동물

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Level A harassment와 Level B harassment로 구분하

며 해양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중소음의 한계값을 규정하고 있음.

○ 바다사자(독도 강치)의 경우, IUCN에서는 1994년 무렵부터 멸종동물로 분류하였

으며, 1951년에 독도에서 50~60 개체가 마지막으로 보고되었다고 함. 일본은 대한제

국 시절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1903년부터 1941년까지 독도에서 바다사자

포획을 하였으며, 특히 1904년의 경우 한 해 동안 3,200 마리를 포획하는 등 남획을

실시한 바 있음. 또한 DNA 분석 등 바다사자 관련 논문을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다수 발표한 바 있음.

년도 연간포획수 비고 년도 연간포획수 비고

1903 - 시험적 조업개시 1928 약 100

1904 약 3,200 본격적 조업개시 1929 약 100

1905 약 2,800 1933 8

1906 1,919 1934 19

1907 2,104 1935 49

1908 1,680 1936 약 20

1909 1,153 1937 약 20

1910 679 1938 약 20

1911 453 1939 약 20

1916 200-300 1940 21

1917 200-300 1941 16

표 9. 독도에서 바다사자 포획수의 추이 (田村, 1965).

○ 일본의 기각류 해양포유동물 연구는 바다사자과의 경우, 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물범과는 환경성에 관리중임. 또한 북해도 수산연구소, 북해 도립 수산시험

장, 북해도대학 수산학부 등에서 큰바다사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동경

농업대학에서는 물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Hottori(2009)는 일본 북해도 일대의 큰바다사자 연구에서 임연수어나 청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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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큰바다사자가 분포한다고 하여 해양포유동물과 먹이 어

종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발행연도 논문제목 저자 논문명

1960
Seals of the Japanese coastal 
water

Nishiwaki, 
M. and 
Nagasaki, F. 

Mammalia 24: 
459-467

1985

New cranial materials of the 
Japanese sea lion, Zalophus 
californianus japonicus (Peters, 
1866)

Itoo, T.
J Mamm Soc Jpn 
10:135–148. 

1992

The tragic marine mammal, 
Japanese sea lion, Zalophus 
californianus japonicus (Peters, 
1866). 

Nakamura , 
K.

Aquabiology 14:185–
189. (in Japanese 
with English 
abstract). 

1994 ニホンアシカの分 布の復元
伊藤徹魯・中
村-恵

海洋と生物,16 ：373- 
393

1997

Status of the Japanese sea 
lion, Zalophus californianus 
japonicus (Peters, 1866), its 
past and present

Nakamura, 
K.

IBI Reports 7: 
131-138

2001

Pinniped records on the 
neighbouring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 Japanese 
sea lions and larga seals 
recorded in the ancient 
literature of Korea

Itoo,T., 
Fujita,A.,Ku
bo, K.

Wildlife conservation 
Japan 6(2), 51-66, 
Association of 
Wildlife and Human 
Society 

2002
Zalophus californianus 
japonicus

Abe, H.

In. “Threatened 
Wildlife of Japan–Red 
Data Book Vol 1, 
Mammalia” 2nd e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p. 46–
47. (in Japanese with 
English abstract)

2007

Ancient DNA Analysis of the 
Japanese Sea Lion (Zalophus 
californianus japonicus Peters, 
1866): Preliminary Results 
Using Mitochondrial 
Control-Region Sequences

F i m i h i r o 
Sakahira1,M
ichiko Niimi

Zoological Science 
24(1):81-85. 2007 

표 10. 일본학자에 의해 발표된 바다사자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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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해양포유동물의 분포 지역 (Itoo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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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바다사자(Zalophus californianus japonicus)의 뼈 시료

(Brunner, 2004).

○ 점박이물범의 경우, 해외에서는 국내에서 진행된 서식 현황 위주의 연구 외에

구체적인 행동 연구나 유전자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같은 속에 속한 다른 종인 참

물범(Phoca vitulina)를 통한 연구에 비해 국내 서식 종인 점박이물범(Phoca

largha)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부족함.

○ 연구가 된 다른 물범의 경우에도 번식기에 번식지에서의 행동에 관한 연구가 주

됨. 그 중에서도 번식기에 물범 집단이 뭍에 모이는 haul-out 행동에서의 개체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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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특성 및 초기 양육 시기의 분포 특성(Reder et al., 2003; Krafft et al., 2007) 등

에 관한 연구 위주로 이루어짐.

○ 백령도와 같은 비번식지의 행동 특성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음.

○ 점박이물범의 유전자 연구로는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하는 개체군의 유전적 다

양성이 오호츠크해와 홋카이도의 점박이물범에 비해 낮으며,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점박이물범의 개체 수 감소에 있다는 연구가 진

행된 바 있음(Han et al., 2010).

○ 인간의 행동에 의한 영향에 관한 연구도 최근 활발히 이루어짐. 보트의 노이즈

에 따른 물개의 행동(Tropovich et al., 2012), 선박의 종류와 움직임에 따른 물범

휴식 행동의 변화(Henry et al., 2001) 등 선박에 의한 방해 행동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됨.

○ 물범에 위치정보 및 환경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물범

의 생태적 연구 외에 대륙붕의 수심 지도를 다시 그리며 남극 빙하의 붕괴 원인을

추적하는 등(Padman et al., 2010) 해양포유류 위치추적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임.

그림 51. 물범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해양 수심 연구(Padman et al., 2010)를

수행한 사례

(http://www.skepticalscience.com/print.php?n=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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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전

○ 미국 NOAA - Pacific island fisheries science center

- 하와이 대학의 연구기관과 미국 정부의 해양연구기관이 연계하여 멸종위기종

인 하와이몽크물범(Monachus schauinslandi)의 연구 및 보전 활동을 함.

- 이를 위해 위성추적장치 연구,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한 개체 식별 연구, 번식

모니터링, 생존율, 사망률, 서식지, 질병 감염, 유전자분석 연구, 행동연구 등이

포함됨.

- 구체적인 Recovery Program Actions으로, 물범 서식지 보호를 위해 인간의

접근 및 활동을 제한하며 성별, 연령, 소집단에 따른 영역을 파악하여 서식지에

따른 개체 생존율을 분석하며, 어민과의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함.

- 그러나 개체수의 복원이 뚜렷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 관리 및 개선 필요.

○ 네덜란드 Seal Rehabilitation and Research Center

- 참물범(Phoca vitulina)과 그레이물범(Halichoerus grypus) 6천여 마리를 구조

하여 치료하고 방사하는 등 구조 치료 작업을 주로 함.

- 치료 및 구조 외에 구조 활동으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도 활발히 진

행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구조 및 보전 프로그램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함.

- 실제 설립 후 40여 년 동안 참물범의 개체 수가 10배 증가하여 성공적인 복원

사례로 꼽힘 (고래연구소, 2012).

-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역 물범의 생태와 보전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호주 Department of Environment, Water and Natural Resources

- Seal Bay Conservation Park를 운영하며 호주 남부의 호주바다사자(Neophoca

cinerea) 서식 해변에 생태 공원을 조성하여 생태 관광이 가능.

- 서식지 보전을 위해 개체군 및 서식 환경을 관리함.

- 항시 가이드를 대동해야 하며 최소 10m 이상 떨어져 관찰해야 하는 등 엄격

한 규정을 적용하고, Boardwalk(데크 산책로) 또한 조성하여 인간의 침입을 최

소화함.

- 사육시설이 아닌 실제 야생에서 멸종위기종이 사냥하고 유영하고 서로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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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보전에 대한 자각을 불

러일으키나, 인간에 의한 부정적 영향 또한 고려 대상임.

○ 중국 Liaoning Ocean and Fisheries Science Research Institute

- 랴오닝성의 해양수산과학연구소로 랴오닝성 지역의 해양 동물을 관리하며 보

하이해에 서식지를 가지고 있는 점박이물범 연구를 진행함.

- Dalian Sunasia Ocean World와 협력하여 1999년, 점박이물범 40마리를 구조

한 뒤 인공 수유 및 사육하여 번식에까지 성공, 40마리 이상의 새끼를 확보함.

- 2010년에 4마리, 2011년에 6마리를 트래킹 장비를 부착하여 근해에 방류하는

등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포획 후 사육시설에서의 관리는 깊은 주의를

필요로 함.

4. 대상종 설정

① 대상종 선정의 기준

- 개체군 상태에 따른 장기적 관리의 필요성

- 현 상황에 따른 연구 및 보전의 현실 가능성

- 연구의 용이성

-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가능성

- 각 지역 별 대표 종을 선정하여 지역 거점 관리가 효율적인 종

② 가능 대상종

○ 기각류 혼획 실태

- 200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최근 14년간 동해안 기각아목 혼획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물개, 물범, 큰바다사자 등 3종 215 차례 혼획되었음.

○ 물개 (Callorhinus ursinus)

- 2001년부터 2014년 5월까지의 동해 기각류 혼획 실태 중 물개의 출현이 190차

례로 절대 다수.

- 독도의 경우, 2009년 이후 기각류의 출현을 파악한 결과, 물개, 물범 2종이 7차

례의 출현을 보였으며, 이 중 물개가 5차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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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사자 (Zalophus japonicus)

-독도강치로 불리던 종으로 과거 동해를 비롯하여 북해도 연안에 많았으나 현재

는 IUCN에 의해 멸종동물로 분류됨.

○ 큰바다사자 (Eumetopias jubatus)

- 동해안과 독도에서 출현이 간간히 보고됨. (2012년 7월 24일 울릉도에서 큰바

다사자 1개체 출현)

○ 점박이물범 (Phoca largha)

- 기각아목 물범과의 북방물범아과에 속한 Phoca 속의 두 종 중 한 종으로, 국

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물범.

- 전 세계적으로 북태평양 인근에 서식하며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하는 개체의

일부가 우리나라 황해와 백령도 인근에서 여름동안 서식함.

○ 기타 물범 (Phoca vitulina, Pusa hispida, H istriophoca fasciata)

- 참물범 (Phoca vitulina), 고리무늬물범 (Pusa hispida), 띄무늬물범

(H istriophoca fasciata) 또한 동해 등 국내에 출현하나, 현재까지 총 몇 차례의

목격정보만 존재하는 등 매우 드물게 관찰됨.

③ 최종 대상종

○ 물개(Northern fur seal, Callorhinus urs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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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물개(Northern fur seal, Callorhinus ursinus) (한국환경생태연구소,

2007).

- 물개과(Otariidae) 북방물개속(Callorhinus)의 유일한 종이며, 가장 많이 쓰이는

국명은 물개. 머리 뒷부분에 귓바퀴가 있으며, 앞발과 뒷발을 이용해 몸을 지탱

하여 상체를 들 수 있음.

- 최근의 출현율을 고려할 때 동해 및 독도의 대표종을 물개로 정하되, 큰바다사

자 등 기타 출현종에 대한 관심이 아울러 요구되며, 특히, 멸종동물로 분류되었

지만 바다사자에 대한 연구(DNA채취 등)도 동반될 필요가 있음.

○ 점박이물범(Spotted seal, Phoca largha)

그림 53. 점박이물범(Spotted seal, Phoca largha) (한국환경생태연구소, 2007).

- 물범과(Phocidae) 물범속(Phoca)에 속하는 두 종 중 한 종이며, 가장 많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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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명은 점박이물범. 머리 뒷부분에 귓바퀴가 없으며, 발을 이용해 몸을 지

탱하여 세울 수 없음.

- 국내 황해 백령도 인근에 매년 2-300마리가 3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서식하

며, 특히 육상에서 관찰 가능한 물범바위에 서식하는 집단이 있으므로 연구가 용

이함.

- 국제 및 국내에서 멸종위기종이며, 급감하는 중국 개체군의 상황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국내 서식 개체 수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임.

그림 54. 점박이물범 분포도 (NOAA).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 등으로 활용되며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

로, 보전 활동 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같은 속의 참물범(Phoca vitulina)에 비해 국제적으로 연구 성과가 적어 연구

시 국제적 연구 및 보전의 위상 획득이 용이.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황해 및 백령도의 대표종을 점박이물범으로 선정.

5. 연구 계획

(1) 독도 바다사자 기록화 연구

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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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바다사자 유전자 정보 확보

바다사자 정보 기록화

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원) * 1(인) * 12(개

월) = 10,000,000(원)
10,000,000

출장비
70,000(원) * 5(회) = 350,000

(원)
350,000

총액 10,350,000

- 미래세대의 독도 바다사자 연구를 위한 기록화.

② 내용 및 방법

○ 바다사자 유전자 정보 확보

- 과거 바다사자 주요 서식처를 대상으로 한 바다사자 뼈 채취.

(독도 서도 가제굴 등 울릉도 독도 해안 지역 대상).

○ 울릉도와 독도에 출현한 바다사자 정보 기록화

- 조선시대 바다사자 관련 문헌 조사 (출현, 포획사례, 명칭 등).

- 19세기 일본인에 의한 바다사자 남획 실태 세부 조사.

· 일본은 바다사자를 한국인이 전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자료

로서 세부 조사 필요.

- 울릉도와 독도 해안가의 바다사자 관련 지명 조사 .

- 울릉도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과거 바다사자 출현 조사.

③ 추진계획

④ 예산

(2) 독도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서식 실태 연구

① 목표

- 독도에 회유하는 해양포유동물의 보호와 독도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처 복원을

통한 독도 해양생태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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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독도 해양포유동물 서식 실태 조사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② 내용 및 방법

○ 독도 해양포유동물 서식 실태 조사

- 해양포유동물 출현 실태 조사 (출현종, 출현시기 등).

- 해양포유동물 출현 상시 원격 모니터링.

· CCTV 설치지역(안) : 서도 정상부(독도 가제바위 촬영), 서도 주민숙소 (동

도 자갈마당 촬영).

- 실시간 수중음향 모니터링을 통한 해양포유동물 출현 원격 모니터링.

- 해양포유동물 집중 출현시기(3-4월), 독도 및 주변해역 현장조사 강화.

· 울릉도 독도해양과학기지 연구원 독도 현지 파견 및 상주.

·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 및 울릉군 독도관리사업소 협력 추진.

· 추진예정인 독도입도지원센터의 연구목적 활용 강화.

○ 해양포유동물 출현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 지역 거점 연구기관 선정,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지역 어촌계와 지역 해역 안

전경비본부 등과 협조 체계 구축(겨울철 중점 모니터링).

○ 해양포유동물 먹이생물의 자원 변동 연구

- 해양포유동물 먹이 분석을 위한 배설물 등 조사.

- 주요 먹이 어종의 동해안 분포 및 어획 실태 조사.

- 주요 어종별 분포 양상 이해를 위한 동해 상층 해수 순환 변동 특성 연구.

○ 독도 해양포유동물 서식 환경 조사

- 독도 연안 수중동굴 정밀 조사.

- 독도 해역 월별 수층별 수온변동 특성 및 먹이생물 변동 특성 조사.

- 독도 해역 수층별 장기 해양환경변화(수온 등) 경향이 회유성 해양포유동물

이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③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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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생물의 자원 변동 연구

독도 해양포유동물 서식 환경 조사

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원) * 5(인) * 12(개

월) = 50,000,000(원)
50,000,000

CCTV 설치비
카메라 구입비 1,000,000(원)

* 10(개) = 10,000,000(원)
10,000,000

음향장비
음향장비 구입비 7,000,000

(원) * 2(개) = 14,000,000
14,000,000

협력추진비
회의비 200,000(원) * 5(회) =

1,000,000(원)
1,000,000

시료 분석비 20,000,000(원) 20,000,000

해양환경 분석비 10,000,000(원) 10,000,000

총액 105,000,000

④ 예산

(3) 독도 해양포유동물 서식처 복원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 독도 해양포유동물 서식처 복원 연구

- 해양포유동물 서식처 복원을 위한 해양쓰레기 정기적 수거 및 어민교육.

- 독도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독도 방문객 대상 생태 관광 교육.

- 해양포유동물의 수중소음 반응 패턴 연구를 통한 선박 등 인위적 수중소음 에

의한 피해 저감 연구.

- 독도 연안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통한 제도적 관리 방안 추진.

- 독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전용 관리선 신조.

· 연안 해양생태계 보호 관리선은 유지관리비 및 울릉도 독도 해양기상 특성

을 고려하여 빠르고(20노트 이상) 소형(40톤 내외) 관리선이 적절함. 수중소음

최소화.

그림 55 미국 NOAA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선 R/V Manta 사례 (길이 25.2m) (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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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독도 해양포유동물 서식처 복원연구

국제 네트워크 구축

지역 협력체계 구축

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원) * 2(인) * 12(개

월) = 20,000,000(원)
20,000,000

생태 교육비

교육 프로그램 제작비

2,000,000(원)

프로그램 개최비 2,000,000

(원)

4,000,000

관리선 개발비
관리선 연구개발비

100,000,000(원)
100,000,000

매뉴얼 제작비
인쇄비 5,000(원) * 500(부) =

2,500,000(원)
2,500,000

그물 개발비 20,000,000(원) 20,000,000

해양환경 분석비 10,000,000(원) 10,000,000

총액 156,500,000

○ 국제네트워크 구축

- 일본, 러시아 학자 간 해양포유류 관련 연구의 정보 교환.

- 일본, 러시아 영역 내 기각류 해양포유동물 서식지 현장 조사.

- GPS 개체부착 등을 통한 회류 경로 추적 공동 조사.

○ 지역협력체계 구축

- 혼획 개체 식별용 홍보 매뉴얼 제작과 배포.

- 혼획된 개체 관리와 처리 절차의 제도적 개선.

- 그물피해 개선 방법 개발 : 회피용 그물 개발 등.

③ 추진계획

④ 예산

(4)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활용 패턴 조사

① 목표

- 황해 백령도 일대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 집단 관리 및 보전을 위해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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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범바위(하늬바다) 연봉바위 두무진

지형 낮고 평평한 바위 높고 가파른 바위 절벽

휴식 형태 큰 바위에 대부분 여러 바위에 나뉘어 바위 위 휴식 불가능

먹이 어장 형성 어장 형성 어장 형성

연 최대 개체수* 151 116 7

표 11. 백령도 내 세 서식지의 환경 및 물범 생태 특성.

활용 정보 및 개체들의 세부 정보를 조사하여 서식지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구

체적 보전 전략 수립에 활용.

② 내용 및 방법

○ 백령도 내의 세 서식지 활용 패턴 선상 조사

- 세 서식지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출현하는 물범 집단의 구성이 달라지는지 파

악하고, 각 집단을 구성하는 특성 파악.

※연 최대 개체수는 2011년 조사 자료 참고 (고래연구소, 2012)

그림 56. 백령도 내 세 서식지의 환경적 특성과 그에 따른 물범의 행동.

- 국내 선행연구에서 한 개체가 지속적으로 같은 지역에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

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성공 가능성이 높음(고래연구소, 2012).

- 선박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서식지를 탐사하여 개체 식별을 위한 사진 정보

수집.

○ 백령도 내 세 서식지 별 집단 간 특성 분석

- Photo-id 분석으로 개체 식별 후 각 월, 매 해 출현을 비교하여 서식지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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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출현 시기 및 Site Fidelity(거주 지역의 주 활용도)의 정도 분석.

- 가능하다면 사진을 통해 성별 분석 및 사진측량(photogrammetry) 분석으로

개체의 체장을 추정하여 서식지별로 비교 분석.

- 출현 정보를 기상 및 환경 정보와 연계.

○ 백령도 물범바위 서식지 활용 패턴 육상 및 선상 조사

- 물범바위는 육상과의 직선거리가 가까우므로 원거리 관측용 Field scope 및 사

진 촬영용 Digiscoping System4)으로 육지에서 사진 및 동영상 정보 수집.

- 물범바위에 상륙하여 배설물, 표피 조각 등에서 유전자 정보 수집.

○ 물범바위 집단 내 개체별 특성 분석

- 수집한 사진을 분석하여 개체 식별 및 물범바위 위 휴식하는 위치의 연계를

통해 위치 선호도 파악.

- 개체식별을 통해 근접하게 휴식하는 소그룹의 유무 및 가계적 특성 파악.

○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 조사

- Digiscoping System으로 동영상 정보 확보 후 선박의 크기, 속도, 방향, 물범

바위와의 거리와 선박의 움직임에 따른 점박이물범의 행동을 카테고리화 하여

기록 후 분석.

그림 57. 물범바위에 선박 접근 시 점박이물범의 행동변화.

③ 추진계획

4) Fieldscope에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여 원거리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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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원) * 2(인) * 12(개

월) = 24,000,000(원)
24,000,000

용선비
500,000(원) * 9(개월) =

4,500,000(원)
4,500,000

출장비
70,000(원) * 2(인) * 8(일) *

9(개월) = 10,080,000원
10,080,000

교통비

인천-백령도 왕복 승선비

70,000(원) * 2(인) * 2(회) *

9(개월) = 2,520,000(원)

2,520,000

촬영 장비

사진측량용 DSLR 및 줌 렌

즈 구입비 4,000,000(원) *

2(set) = 8,000,000(원)

Digiscoping용 카메라 구입비

3,000,000(원)

Digiscoping용 Attachment

구입비 1,500,000(원)

사진측량용 장비 제작비

2,000,000(원)

15,500,000

유전자 분석비 10,000,000(원) 10,000,000

총액 66,600,000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세 서식지 활용 패턴 선상 조사

세 서식지 별 집단 간 특성

물범바위 활용 패턴 조사

물범바위 내 개체별 특성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 분석

④ 예산

※용선시 4-5톤급 어선이 적절함.

※Fieldscope는 기존 보유 장비 활용.

(5) 위성추적장치 이용 점박이물범 이동 및 환경 연구

① 목표

- 점박이물범의 국내 서식지 및 국외 번식지로의 이동을 추적함과 동시에 그 해

역의 물리화학적 해양 환경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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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위성추적장치 부착 및 정보 수집

번식지 서식환경 연구

해양 물리화학 정보 분석

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원) * 2(인) * 12(개

월) = 24,000,000(원)
24,000,000

출장비
70,000(원) * 2(인) * 8(일) *

9(개월) = 10,080,000원
10,080,000

교통비

인천-백령도 왕복 승선비

70,000(원) * 2(인) * 2(회) *

9(개월) = 2,520,000(원)

2,520,000

위성추적장비

위성추적장치 구입비

4,800,000(원) * 10(개) =

48,000,000(원)

48,000,000

환경 특성 분석비 15,000,000(원) 15,500,000

총액 88,340,000

- 환경 정보를 이동 및 행동 특성과 연계하며, 기상 및 환경공학과 연계하여 심

도 깊은 생태 연구 진행.

② 내용 및 방법

○ 백령도 점박이물범에게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위치 및 환경정보 수집

- 환경 정보 수집을 위한 CTD 태그 이용.

○ 중국 번식지의 서식환경 연구

- 이동 경로 파악 후 번식지의 서식 환경 정보 분석.

- 중국 현지 연구기관과의 동조 연구.

○ 해양 물리화학 정보 분석

- 물리화학분야와 연계하여 정보 공유 및 서식 환경의 심도 깊은 분석.

- 분석 결과와 개체의 이동 및 서식 행동과 비교 분석.

③ 추진계획

④ 예산

※ 중국과의 공조연구를 위한 출장비 및 인건비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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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어민 및 지역 학교와의 협력

서식 환경 개선

보전 홍보 자료 제작 및 교육

비목 내용 금액 (원)

인건비 1,000,000(원) * 2(인) * 12(개 24,000,000

※ 본 항목 내 인건비, 출장비, 교통비는 서식지 활용 패턴 조사와 동시에 연구 진

행 시 예산 절감 가능.

(6)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점박이물범 보전 연구

① 목표

- 백령도 현지 특성에 맞추어 보전 방안을 모색하되 지역 사회와의 협조를 중점

에 두어 진행하여 장기적 보전 시스템 구축.

② 내용 및 방법

○ 어민 및 지역 학교와의 협력 연구

- 물범바위 연구에 협조적인 어민과 우선적으로 회의.

- 지역 학교 학생 대상 교육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 점박이물범 서식 환경 개선

- 해양 쓰레기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 모색 및 시범 운영.

- 어민과의 놀래미, 까나리 등 먹이 경쟁 해소를 위한 인공어초 활용 연구.

○ 현지 점박이물범 보전 홍보자료 제작 및 지역 주민과 학생 교육

- 서식지와 시기별 점박이물범 생태에 따른 보전 방안 매뉴얼화.

-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 지역 주민과 학생들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③ 추진계획

④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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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24,000,000(원)

출장비
70,000(원) * 2(인) * 4(일) *

9(개월) = (원)
1,120,000

교통비

인천-백령도 왕복 승선비

70,000(원) * 2(인) * 1(회) *

9(개월) = 560,000(원)

560,000

회의비
회의비 100,000(원) * 4(회) =

400,000(원)
400,000

홍보 자료 제작

디자인 및 제작비 1,000,000

(원)

홍보 자료 인쇄비 10,000(원)

* 200(부) = 2,000,000(원)

3,000,000

교육 프로그램 개

최

개최비 100,000(원) * 5(회) =

500,000(원)
500,000

해양쓰레기 관리

비

용선비 400,000(원) * 1(회) *

9(개월) = 3,600,000(원)

처리비 50,000(원) * 9(개월)

= 450,000(원)

4,050,000

인공어초 개발비 개발비 10,000,000(원) 10,000,000

총액 42,630,000

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독도 바다사자 기록화 연구

독도 해양포유류 보호 및 서식 실태 연구

독도 해양포유규 서식처 복원 및 네트워크 구축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활용 패턴 조사

위성추적장치 이용 점박이물범 이동 및 환경 연구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점박이물범 보전 연구

※ 본 항목 내 인건비는 서식지 활용 패턴 조사와 동시에 연구 진행 시 예산 절감

가능.

6. 전체 로드맵

○ 로드맵

○ 연간 예산안

- 독도 해양포유동물 연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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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내용

인건비 1,000,000(원) * 4(인) * 12(개월) = 48,000,000(원)

기술정보활동비

지역사회 협력 회의비 100,000(원) * 4(회) = 400,000(원)

홍보자료 제작비 3,000,000(원)

교육 프로그램 개최비 100,000(원) * 5(회) = 500,000(원)

과제추진비

출장비 70,000(원) * 4(인) * 8(일) * 9(개월) = 20,160,000원

인천-백령도 왕복 승선비 70,000(원) * 4(인) * 2(회) * 9(개

월) = 5,040,000(원)

재료비

촬영장비 15,500,000(원)

유전자 분석비 10,000,000(원)

위성추적장치 48,000,000(원)

환경 특성 분석비 15,000,000(원)

해양쓰레기 처리비 450,000(원)

인공어초 개발비 10,000,000(원)

용선비
500,000(원) * 1(회) * 9(개월) = 4,500,000(원)

용선비 400,000(원) * 1(회) * 9(개월) = 3,600,000(원)

총액 184,150,000(원)

비목 내용

인건비 1,000,000(원) * 5(인) * 12(개월) = 50,000,000(원)

기술정보활동비

회의비 200,000(원) * 5(회) = 1,000,000(원)

교육 프로그램 제작비 2,000,000(원)

교육 프로그램 개최비 2,000,000(원)

관리선 연구개발비 100,000,000(원)

매뉴얼 인쇄비 5,000(원) * 500(부) = 2,500,000(원)

과제추진비 출장비 70,000(원) * 5(회) = 350,000(원)

재료비

괄찰용 CCTV(카메라) 구입비 1,000,000(원) * 10(개) =

10,000,000(원)

음향장비 구입비 7,000,000(원) * 2(개) = 14,000,000(원)

시료분석비 20,000,000(원)

해양환경 분석비 * 2(건) = 20,000,000(원)

그물 개발비 20,000,000(원)

용선비 0(원)

총액 241,850,000(원)

- 백령도 점박이물범 연간예산안

7. 보전·관리 계획

○ 각 서식지의 환경과 생태별 개체 관리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체별 정보 수집으로 각 서식지의 기각류에 대한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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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이해에 바탕을 둔 개체군 관리.

- 서식지별 특성에 따른 개체군 관리로 각 서식지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유동적

인 대처 가능.

○ 어선 및 관광선 접근 관리

- 선박의 활동에 따른 점박이물범의 행동 변화 연구를 통해 선박의 운행에 관한

권장 지침을 만들고 배포 및 교육.

○ 서식 환경 보전 및 개선

- 그물 혼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피용 그물을 개발하고 시운영하여 실제

어업 현장에 적용.

- 주기적인 해양 쓰레기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매뉴얼화 하여 현장 어민들의 협

조를 촉구.

․ 실제로 2014년 10월 23일 본 연구를 위한 현장 답사 중, 물범바위 위에 버

려진 폐그물에 걸린 점박이물범 1 개체 구조하여 방사하였음 (관련 취재 기

사: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092146145&c

ode=6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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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물범바위에서 폐그물에 걸린 점박이물범을 구조중인 연구원과 선장.

- 어민과의 먹이 경쟁 해소를 위해 인공어초를 개발 및 활용하여 어업활동에 지

장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기각류의 먹이활동 개선 및 확보.

○ 해양 포유동물 출현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지역 거점 연구기관 선정 및 각 분류군에 해당되는 전문 연구 인력 확보로 장

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전문 연구 인력 외에 명예감시원 및 학생 모니터링요원 육성 및 지역 어촌계

와 해양안전경비본부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 인력 관리.

○ 지역 주민 및 학생 중심의 보전 프로그램 개발

- 서식 환경 개선 연구 시 어촌계 및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보전 현장

에 의견 적극 반영.

- 지역 초중고 학생과 보전 및 연구 프로그램 진행.

- 초등학생 중심으로 기각류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촉구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

발.

-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관찰 모니터링 실습, 심화과정으로 연구진으로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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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인력으로 활용 및 학생 개인의 입시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함.

○ 동물원 내 기각류 보전

- 사육시설 내 기각류 행동 풍부화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개체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사육 환경 제공을 위해 사육기관과 공조 연구

가능.

○ 생태 관광 개발

- 서식지의 보전 및 개체군의 보호 및 증식으로 생태 관광을 위한 기반 확보.

- 지역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으로 대중적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시 운영.



- 138 -

8. 추진체계

해양과학기술원 이화여자대학교

생물연구본부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행동생태연구실물리․화학연구본부

남해연구소 

유류·유해물질 

연구단

거점지역 

활용방안연구 정보 기록화 연구
현지 개체군 

행동생태연구

해양 환경 정보 

분석 연구 서식지 활용 패턴 

연구

현지 개체군 서식 

실태 및 환경 연구

유전자 분석 연구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 연구
자원 변동 연구

해양환경오염이 

기각류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개체군 이동 연구서식처 복원 연구
지역 어민과의 

협력방안 연구

지역 주민 및 

학생과의 협력 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 공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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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대 효과

○ 기각류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체군 관리

- 연구와 보전 계획 및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담당 연구원의 확보로 이전에 없던

장기적인 개체군 관리가 가능.

- 개체 수 조사를 뛰어넘어, 각 개체군의 서식지에 따른 심도 깊은 생태 정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전략 수립.

○ 현장 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처 방안 마련

- 지역 거점 연구 전문 인력 확보로, 문제 발생 시 혹은 보전 활동 시에 각 서식

지의 환경 및 기상 특성에 따라 유동적인 대처 가능.

○ 보전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계

-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생태 정보를 획득하게 되므로, 선박 운행 지침 제고나

동물원 내 기각류의 행동 풍부화 등 실제 기각류의 보전 활동에 직접 활용 가능.

○ 미래세대를 위한 정보의 기록화

- 독도 바다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기록화와 유전자 정보 확보로 미래 세대를

위한 학문적·사회적 기여.

- 국제적 논란 시에 논리적 주장이 가능한 근거 마련.

○ 효율적이고 밀도 깊은 연구로 큰 성과 축적

- 선상관찰 뿐 아니라 육상관찰을 병행하여, 비용과 시간 및 인력의 제약이 큰

선상관찰에 비해 효율적인 연구 가능.

- 때문에 기존에 일 년에 몇 차례만 행해지던 조사에 비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연구가 가능하므로 심도 깊은 정보 축적.

○ 국제적 연구 및 보전 지위 향상

- 전세계적으로 연구성과가 많은 참물범(Phoca vitulina)에 비해 아직 국제적으

로 연구 사례가 적은 점박이물범(Phoca largha) 연구를 통해 국제 해양 포유류

연구에 기여.

- 국내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인근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보전 활동에 필요한 국제적 설득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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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추적장치를 통해 물리화학적 해양환경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기관 내 타 분

야 및 타 기관과 협력 가능. 특히 물리적으로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정보

를 해양동물이 대신 수집해주므로, 기존의 물리화학 및 환경 분야에서 얻을 수 없

었던 정보를 확보.

○ 지역 주민 및 학생과의 연계와 물개 및 점박이물범의 친근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기각류의 보전은 물론, 해양포유류 및 국내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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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해외 연구사례 방문 조사 (벤치마킹)

1. 출장 개요

(1)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해양생물연구본부
선임연구원 김태원

연수생 장수진

(2) 출장지

○ 미국 플로리다

(3) 출장기간

○ 2014. 11. 16(일)~2014. 11. 26(수)(9박 11일)

(4) 출장목적

○ 플로리다 지역에서 대형해양동물 (고래류, 바다거북류)와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Gumbo Limbo Nature Center, Inwater Research

Group, Sea Turtle Hospital, Mote Marine Laboratory) 방문을 통해 대형해양 동물

의 보전 및 관리 연구 방법 및 사례 조사.

○ 미국 해양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형해양동물 보전 및 관리 연구 현황 조사.

○ 대형해양동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설 현황 조사.

○ 대형해양동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대중교육 활동 현황조사.

2.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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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방문기관(활동 사항) 면담자(소속)

11. 16.

(일)
인천국제공항(AA280, 18:00) → Miami 국제공항 도착(21:34)

11. 17.

(월)

Gumbo Limbo Nature

Center

○ Dr. Kirt Rusenko (Marine

Conservationist)

○ Dr. Ryan Butts (Sea Turtle

Rehabilitation Coordinator)

11. 18.

(화)

Inwater Reseach Group ○ Michael J. Bresette (President)

Loggerhead Marinelife

Center

○ Jack Lighton (President & CEO)

○ Charles A. Manire (D.V.M, Director

of Research and Rehabilitation)

○ Adrienne MacCracken (Field

Operations Manager)

11. 19.

(수)
The Turtle Hospital

○ Dr. Douglas Mader (Primary

veterinarian)

11. 20.

(목)
Everglades National Park ○ David Craig (Ranger)

11. 21.

(금)
이동 (Everglades National Park → Sarasota

11. 22.

(토)
The Florida Aquarium

○ Rachel Tompson (Educator,

Naturalist)

11. 23

(일)

Mote Marine Laboratory, -

Rehabilitation Hospital

○ Dr. Hynne Byrd (Rehabilitation and

Medical Care Coordinator)

11. 24.

(월)

Mote Marine Laboratory, -

Dolphin & Whale research

program

- Stranding investigation

Program

- Sea turtle conservation

program

- Mote Marine Aquarium

○ Dr. Randal Wells (Senior

Conservation Scientist)

○ Kim Vassos-Hull (Senior Biologist)

○ Rebeccah Hazelkorn (Staff Biologist)

11. 25. Orlando 국제공항 출발(AA 0281, 06:00) → 인천국제공항(16:45)

(1) 출장 일정 및 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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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11. 26.

(수)
인천 국제공항 귀국

※ 현지사정(휴가, 담당자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Blue Spring State Park 의 방문

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The Florida Aquarium을 방문하여 연구 및 전시를 통한

교육과 홍보 사례 조사로 대체되었음.

(2) 활동내용

1) Gumbo limbo Nature Center http://www.gumbolimbo.org/

① 기관 소개

- 1984년, City of Boca Raton, Greater Boca Raton Beach and Park District,

Florida Atlantic University (FAU), and Friends of Gumbo Limbo가 함께

Gumbo Limbo라는 나무의 이름을 따서 설립.

- 플로리다의 14개 바다거북 재활-방류기관 중 하나

- 연구자들은 공식적으로 시에 소속되어 있으며, 기부와 시의 지원을 통하여 운

영

그림 59. Gumbo-Limbo Nature Center.

② 주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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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에이커에 달하는 보호 구역의 식물과 동물을 관리하는 것이며 주로 바다거

북의 연구와 보전 및 이와 관련된 공공 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거북이관련활동및연구

· 연구소가 있는 Boca Raton 지역 해안의 거북이 서식지를 관리하며 연간

600-100여 개의 둥지를 조사.

· 이 지역은 붉은바다거북(loggerhead sea turtle, Caretta caretta)의 개체수가

가장 많으며 그 뒤로 푸른바다거북 (green sea turtle, Chelonia mydas), 매부

리바다거북 (hawksbill sea turtle, Eretmochelys imbricata), 장수바다거북

(leatherback turtle, Dermochelys coriacea) 또한 지역 해안을 산란장으로 활

용하고 있음.

· 지역 해안에서 발견된 둥지 내 알을 수거 후 인공부화, 부화한 새끼를 사육

및 방류, 혼획되거나 좌초된 거북이의 구조 및 치료와 재활업무를 담당함.

· 치료가 끝난 바다거북은 방류함. 이 때 일반적으로는 발견된 지역에 방류하

나 방류 시기나 개체의 연령에 따라 플로리다의 북쪽 또는 남쪽지역에 방류

하기도 함. 이를 결정하는 것은 기관 설립 이후로 계속 진행되어 온 개체 추

적 연구가 바탕이 된 것으로 이 지역에 출몰하는 바다거북이 계절과 나이, 종

에 따라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큰 규모는 아니나 바다거북병원 및 전문 의료진을 시설 내 함께 보유하고

있어 부상 개체에 대한 간단한 처치 등이 가능.

- 바다거북의인공부화및사육.

· 각 거북의 먹이 종류에 맞는 사료를 제작하여 제공.

· 각 수조는 인근 해안에서 대서양의 바닷물을 끌어와 공급하며 수조마다 정

화시설이 함께 갖추어져 있음.

· 바다거북 방류 시, 일반적으로는 연구소 내부적으로 조용히 방류하나 주기

적으로 지역민이나 학생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방류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도 함.

· 방류하는 모든 개체에는 앞다리 안쪽에 개체식별 금속 태그, 체내 삽입용

태그를 달고 있으며, 개체가 4-50cm 이상의 크기로 자랐을 때에는 위성태그

를 함께 부착하여 이동 경로 및 서식지에 대한 정보를 얻음.

· Satellite tag의 비용은 250불. 태양열 충전, 수명은 3개월.

· 3개월 후 수거 후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북이 들어간 깊이, 온도 등

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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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새끼가 20-25cm이상 자라면 바다로 방류.

· 인공부화 및 사육 후 방류는 바다거북의 사망률을 줄이고 개체 수를 증가시

키는데 매우 효과적임.

· 어린 개체는 큰 수조 내에 구획을 나누어 한 개체씩 사육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개체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고 개체의 성장률 및 관련 정보를 관리

하기 쉽게 함.

그림 60. 바다거북 사육장.

- 바다 거북의 생태연구.

· 바다거북의 성별 결정 연구 – 온도에 따라 부화 시 성별이 결정되는 메커

니즘을 연구, 개체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궁극적인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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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바다거북의 사체 및 알 샘플.

· 도시의 광해(光害, sky glow) 가 바다거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연구소가

있는 지역은 유명한 관광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 시설 등 에서

발생하는 광해로 인하여 거북의 산란지 선택 및 산란 시의 행동의 변화가 개

체 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 바다거북의 이주(migration) 연구 – 위성 태그를 이용한 연구와 함께 체내

의 동위원소(isotope)를 측정하여 바다거북의 이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며,

앞다리 안쪽에 부착한 태그와 체내에 삽입한 태그를 이용해서 해당 개체가

재포획 됐을 때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음.

· Fibropapilloma 연구 - 좌초된 경우 치료가 필요한 많은 개체가

Fibropapilloma 바이러스에 의한 종양이 눈이나 구강 내 등 생존에 치명적으

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에 발생한 경우로, 종양의 효과적 제거 및 이의 명

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 내만 출현 개체군의 6-70퍼센트

정도까지 됨. 종양의 이유는 정확히 모르나 외해의 개체군에 비해 훨씬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보아. 오염과 관련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임. 좌초된 개체

들이 잡혀서 오면 이러한 문제를 지닌 거북이 많아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하고

3개월 후 거의 완치가 되면 다시 자연상태로 돌려보냄. 붉은바다거북

(loggerhead sea turtle)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잡은 위치로 돌려보내며 거북

의 종류에 따라 돌려보내는 위치는 차이가 있음.

- 장수거북의 인공부화 및 사육

· 이 기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수거북을 인공부화 및 새끼를 사육하고 있

음.

· 장수거북은 다른 바다거북종류와 달리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수역에 주로 서

식하며 주 먹이가 해파리인 까닭에 부화와 사육이 가장 까다로운 종임.

· 장수거북을 위하여 젤라틴을 이용하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사료를 따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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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제공.

· 수조의 온도 역시 24-26도 정도로 유지.

그림 62. 장수거북 사육시설.

- 바다거북 재활 센터 운영

· 혼획되거나 좌초된 개체 중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개체를 위한 재활센터

운영.

· 대부분의 개체들은 6개월 이내에 방류.

· 대부분의 개체들을 기관 내에서 방류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치

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타 기관에 보내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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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Gumbo-Limbo Nature Center 내 바다거북의 치료 및 재활 시설.

○ 공공교육프로그램

·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학년별, 공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며 이는 바다거북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 및 인근 지역 생태계에 대한 내용 또한 포

함.

· 바다거북과 관련 된 프로그램의 경우, 바다거북의 산란장이 있는 해변의 작

은 모형을 만들어 조류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sea grape 등의 존재가 해변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며 종에 대한 일원적 접근 보다 다각적으로 접

근하는 프로그램을 운영부상을 당하거나 낚싯줄에 걸린 거북, 또는 종양이 있

는 거북이 모형의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거북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요소를 자

연스럽게 알아가면서 환경 보호의식을 고취시킴.

· 모래에 직접 동물들의 흔적을 찍어보고 관찰해봄으로써 자연에서 실질적으

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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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공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해안모형(좌) 및 낚싯줄에 걸린 거북 모형(우).

그림 65. 공공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초등용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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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 거북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을 채취하여 조사하기도 하며 이 때

혈액은 extra jugular vein (목 부위 정맥부)에서 채취함.

- 이 외에 기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매일의 설명회 및 주기적인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바다거북 및 해양 생태계를 위하여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소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하여 바다거북에 대한 생태적, 해부학적 소개 및 지역

(주노Juno 해안 주변)의 해양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

- 치료와 재활이 주요 활동인 기관이므로 전시장에 이에 사용되는 도구들도 함

께 전시함.

- 재활 수조를 관광객에서 공개하고, 수조마다 개체의 히스토리를 함께 표시하여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 각 거북에는 이름을 짓고 이 거북에 대해 설명을 달아놓음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는지. 처음의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 플렉시글래스 수조(Plexiglas tank)를 기부한 사람의 이름도 명판에 새겨서 넣

음.

- 수조 하나의 비용은 대략 5,000불 정도.

- 입양자 신청을 받음. 입양자의 지원금을 통해 거북의 후원을 하고 거북을 방

류한 이후에도 입양자들에게 정보를 제공. 거북 한 마리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모을 때까지 입양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음.

2) The Turtle Hospital http://www.turtlehospital.org/

① 기관 소개

- 1981년 바다거북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의 병원 설비를 갖

춘 것은 1993년으로 이 이후 바다거북의 치료 및 재활전문 기관으로 성격이 변

화함.

- 주로 플로리다 남부 Key 지역의 바다거북 치료와 재활을 담당.

- 플로리다 내에서 거북전문병원설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 중 하나.

- 2005년 이전까지는 Hidden Harbor Motel에서 재정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 허

리케인에 의해 모텔이 문을 닫은 이후로는 기부, 관련 재단의 연구비, 교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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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입으로 운영됨.

- 수의사 6명, 기타 시설 내 바다거북의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 12명으로

구성

- 급박한 상황을 위한 앰뷸런스 2대 보유

그림 66. The Turtle Conservancy의 앰뷸런스.

② 주 업무 내용

○ 혼획·좌초 된 바다거북의 치료와 재활

- 바다거북의 치료를 위한 응급실, 수술실, 앰뷸런스, 전문수의사 등을 보유하고

대략 1년에 720마리 이상의 바다거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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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바다거북 전용 치료 시설.

- 생존에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다리의 완전 소실로 인한 운동능력의

상실 또는 등껍질의 부상으로 인한 부력조절 실패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3-6개

월 후 방류하며 부상이나 질병이 치명적인 경우 드물게 1-2년씩 머무르는 경우

도 있음.

그림 68. 바다거북 사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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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다리 혹은 뒷다리의 일부 소실, 한쪽 눈의 실명, 등껍질의 일부 파손 등의

대부분의 경우 역시 먹이 섭취와 부력 조절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자연으로 돌려

보냄.

- 대부분의 수술은 Fibropapilloma 바이러스에 의하여 생존에 치명적인 부위에

종양이 생기거나, 생존에 치명적인 부위에 따개비등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상어

나 사람에 의하여 심각한 외상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임.

- 내부 기생충의 경우 해부를 하거나 수술을 하기 전에는 알기 힘든 관계로 기

관에 들어온 개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함께 구충치료가 들어가나 뇌 내 기생충

과 같은 치명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함.

-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또는 감염성 질환으로 좌초되는 개체들의 치료 역시

담당하고 있으나 여전히 드물게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좌초되고

회복 중 사망하는 개체들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 중.

- 치료와 재활에 집중된 시설로 Gumbo-Limbo Nature Center, Loggerhead

Marinelife Center 등에서도 집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인력, 시설 부족 등의 이유

로 이 기관으로 거북이를 보내는 경우가 있음.

-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개체는 스스로 먹이를 먹지 못하고 5시간 이상 수중에 머

무르며 휴식을 취하기도 하므로 경우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강을 통한 강제급여

를 하며 심각하게 체력을 상실한 개체 등에 대해서는 100% 단백질로 이루어진

처방식을 제공하기도 함.

- 먹이는 일반적으로 야채와 물고기용 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며, 개체에 따라

추가 재료를 더하는 경우도 있음.

- 150-800 갤론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23개의 개별 수조와 100,000 갤론의 수

조가 있어 치료와 회복 정도에 따라 개체들을 격리 또는 합사 시킬 수 있으며,

각 수조 안에는 수중에서 가라앉아 휴식을 취하는 바다거북의 생태를 고려하여

휴식이 가능한 구조물을 넣어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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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바다거북 치료용 수조.

- 300,000 갤론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수조가 있어 물리적 치료 및 싶은

물에서의 수영 능력의 회복 등에 활용.

그림 70. 바다거북 치료용 대형 수조.

- 구조된 새끼를 위한 소형 수조를 5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수조에는 차단막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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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바다거북 새끼를 위한 개별 수조.

-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난 개체의 경우 방류일까지 격리 사육하나 공간이 부족

하거나 할 경우 다른 개체와 공동 사육하기도 함. 그러나 Fibropapilloma 바이러

스에 감염된 개체의 경우,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방류 전

까지 완전 격리 사육함.

-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개체의 경우 지역의 아쿠아리움이나

동물원 등에 보내 사육하며 공공교육을 위하여 공개되기도 함.

○ 공공교육

- 기관의 활동 및 설비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광객 등에 완전 공개하는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하루 최소 2-30명 이상의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유치,

관광 성수기에는 매일 2-3백여 명 이상이 방문하기도 하며 지역민들과의 연계도

잘 되어 있어 인근 숙박시설 등에서 이 기관으로 관광객을 안내하기도 함.

- 이는 장기간 지역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기관의 노력으로 지역민

들은 거북의 구조에도 적극 참여하고 이와 같은 기관을 지역에서 보유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관의 방문객들이 지역 관광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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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일반인 교육을 위한 표본

및 슬라이드.

- 실제 치료와 수술 등의 처치가 이루어지는 건물은 외부와 격리되어 있으며, 관

리 및 교육 구역에 이와 동일한 설비를 만들어 외부인 교육에 활용.

-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며 응급 치료 및 설비 부족 시에는

실제 치료 및 수술에 활용하기도 함.

- 매일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부 시설 및 치료 과정, 치료중인

개체들을 완전 공개하고 있음.

-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자는 교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내 개체의 관리

역시 담당하고 있어 각 개체에 대한 정보 및 생태, 기관 내 치료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잘 훈련되어 있음.

- 교육 시, 기관 내에서 치료 중 촬영한 동영상과 야생 개체군 연구 시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보여주며 개체의 생태와 해부학적 특징 등을 알려주며 이 때 골

격, 실제 먹이, 야생에서 만나는 위험 요소들을 직접 만져보고 비교해 볼 수 있

도록 유도.

- 치료, 관리중인 각 개체는 다양한 질병과 사고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생

태와 관련해서 설명.

- 치료중인 개체 소개 시, 이들의 개체사(history)를 이야기 하듯 재미있게 설명

하며 생태 이외에도 식성, 간단한 해부학적 특징 및 이와 연관된 해양 생태계 오

염, 바다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짐.



- 157 -

③ 기타

- 바다거북 거의 유일한 포식자는 상어로 상어에 의한 등껍질 혹은 운동기관의

손상을 제외하면 포식압은 거의 없는 편으로 추정 됨.

- 다만 해양 스포츠, 낚시, 어획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고들이 외상의 대부분을 차지함.

- 개체 하나하나에 대하여 모든 교육담당자 및 관리자가 상세히 알고 있으며, 이

를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

- 켐프각시바다거북의 경우 한 낮에, 다 같이 무리를 지어 산란을 하는 습성 때

문에 다른 종에 비해 특히 멸종위기에 취약.

- 붉은바다거북의 경우 다른 종에 비하여 영역성이 강해 수조에 개별 사육하거

나 공동 사육할 경우에도 다른 종에 비하여 더 넓은 공간을 제공.

- 장수바다거북의 경우 이 지역 바다가 플로리다에서도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역

인 이유로 거의 발견되지 않음. 그러나 타 기관에서 치료를 위해 보내지는 경우

가 드물게 있음.

- 호흡수가 분당 25회 정도이며, 전반적으로 대사속도가 느린 생물인 만큼 수술

후 회복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므로 치명적이지 않은 한 수술을 제한적

으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방류 개체에 위성추적장치, 외부 및 체내 삽입 태그를 이용한 이주 경로 연구

등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다른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하고 있는

연구이며 이 기관은 주로 혈액채취를 통한 유전자 연구, 수의와 관련된 질병 또

는 기생충 등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인턴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의학 전공자,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

생, 일반인, 지역민들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인간 활동에 의한 거북의 피해가 가장 큰 만큼 전시 구역에 관련 패널 뿐 아

니라 따로 슬라이드 화면을 설치하고 다른 주제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 전세계 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를 지도에 표시해 두고 있으며, 이 지도에 한국

은 어떤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음. 이는 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를 보고한 연구된

지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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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바다거북 nest(산란둥지)의 위치를 보여주는 전시물.

3) Everglades National Park http://www.nationalparks.org

① 기관 소개

○ 미국 플로리다 반도 남서부일대에 위치한 아열대성 습지대로 566,788헥타르에

달하는 미국에서 3번째로 큰 국립공원.

○ 1947년 지역 국립공원으로 지정, 1976년 국제 생물권 보호구로 지정, 1978년 야

생동물 보호구로 지정, 198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1987 람사조약에 의하

여 세계의 주요 습지 중 하나로 지정되었음.

- 북아메리카 대륙의 유일한 아열대 보호구역으로 맹그로브 숲이 포함된 습지,

활엽수림 뿐 아니라 바다와 하구역도 포함되어 있음.

② 주 업무 내용

○ 국립공원 내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들의 보전 및 관리.

- 관광객 방문 시 습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나무로 만든 트레일을 설치. 트레일

은 공원 전 지역에 걸쳐져 있지 않고, 방문자 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일정 거리

까지만 설치함으로써 외부인의 공원 생태계 침입을 최소화시킴.

- 샤크밸리 지역의 관광객 탐방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950년대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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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로를 그대로 보수하며 사용하며 추가 확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자원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공원 전 지역에 걸쳐 케이블카 설치는 금

하고 있으며 관광을 위한 도로를 최소화하여 건설. 이는 생태계뿐 아니라 경관

역시 보전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인공물의 설치의 최소화를 추구함.

그림 74. Everglades 국립공원 탐방로.

○ 국립공원 내 생태계 연구

- 이 지역은 한 때 급증하는 공원 주변의 거주인구와 이에 .따른 개발, 야생동물

체내에 농약 및 중금속 축적, 습지 내 유입 수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

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음.

- 1,000여종 이상의 식물과 700종 이상의 동물 서식하고 있으며, 앨리게이터와

크로커다일의 2종류 악어가 서식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임. 또한 다양한 철새

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진행 중.

- 각 동물의 서식지 활용 및 개체군 증감에 대한 연구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지

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핵심 연구.

- 지역 내 중금속 및 농약이 조류 및 파충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1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공원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유량의 증감에 따른 식물군의 변동에 대한 연구 진행 중.

- 핵심 연구 중 한가지는 침입종(invasive species)에 대한 것으로 1970년대 애

완용으로 들어왔던 버마왕뱀이 공원 내로 유입된 이후 악어류를 제외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되며 주변 생물들에 영향을 미침. 이 외에도 해양, 습지, 활엽수

림 등 각 지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며 침입종을 확인하고 이들의 확산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

- 해양 지역의 보호를 위해 해조의 이식 사업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



- 160 -

지역의 좁고 얕은 물길을 에어보트 등의 이동이 급증하며 4000헥타르 이상의 해

초지역이 손상되었고 이를 모니터링 하고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연

구 진행 중. 이는 또한 국립공원의 해양 지역에 서식하는 매너티 및 해양 생물의

생태계 연구와도 연계 되어 있음.

- 이 외 각 서식지의 특성 및 지역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단기적 국립공원 관리 계획

및 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공공교육

- 방문객의 교육을 위하여 레인저가 동행하는 투어 프로그램이 제공.

- 레인저는 교육뿐 아니라 평소 공원을 순찰하며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넓은 국립공원의 지역별, 계절별 변화를 파악하고, 연구자들의 연

구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관광객에게 전달함.

그림 75. Everglades 국립공원의 11월 출현 동물 기록.

- 레인저 동생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야생의 동식물에 손을 대지 않도

록 엄격한 주의가 주어짐. 관광객들도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오랜 기간 이

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국립공원내의 조류나 파충류(악어, 거북 등)들이 관광객

들이 다니는 트레일 바로 1-2m까지 접근하여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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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탐방로 주변의 악어.

-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대 역시 해당 지역의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 되어 있음.

- 정해진 공공교육 프로그램 운영시간 이외에도 레인저가 상시 관광객의 탐방로

를 순찰하며 관광객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관람객

을 엄격히 제지.

③ 기타

- 각 방문객 센터에는 해당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생물 종에 대한 정보를 시기별

로 제공하며 관람객들이 방문 시점에 발견할 수 있는 생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

- 관람객 탐방루트 이외의 국립공원 내 깊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경우 그룹

당 인원 및 총 탐방 인원을 제한하고 있음.

- 관람객의 대부분 통제에 따르는 것은 평소 교육의 영향이 크며 이 외에도 적

발 시 강력한 벌금형을 부과하게 때문임. 국외자의 경우 입국금지까지 가능함.

4) The Florida Aquarium http://www.flaquarium.org/

① 기관 소개

- 1995년 수익창출을 위한 민영 수족관으로 개장.

- 당시 적자는 아니나 예상보다 적은 수익만을 유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아쿠아

리움이 가진 공공성과 교육적 가치를 감안하여 상업적 장치를 확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투자를 확대함.

- 이후 공공성과 교육적 가치 추구에 공감한 지역 주민들의 후원회가 구성되고

Tampa시에서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민관협력기관으로 거듭남.

- 현재는 민간 자본, 시의 지원, 기부금 및 다양한 연구 사업을 통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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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The Florida Aquarium의 입구.

② 주 업무 내용

○ 전시 및 교육

- 시작부터 끝까지 플로리다의 자연환경과 연계된 전시가 중점으로 구성됨.

- 플로리다의 습지, 해안, 걸프만 등의 환경을 세세하게 구성하여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을 전시.

- 플로리다를 구성하는 다양한 환경에 인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전시 구

석구석에서 함께 다루고 있으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지식을 제공.

- 투구게, 가오리, 불가사리 등 무해한 종류에 한하여 다양한 무척추생물을 직접

관람객이 직접 만져볼 수 있게 구성. 다만 어린 아이들 손댈 수 없도록 수조의

깊이가 어른 팔 정도로 만들어 두고 있으며, 직원이 상시 수조 근처에서 관람객

의 과다 행동을 통제함.

-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의 흥미를

끄는 수족관 전형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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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Florida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전시물.

○ 야생돌고래 관광프로그램 운영

- 특기 할 만한 점으로 돌고래생태관광프로그램을 1일 1회에서 2회, 회당 90여

분 간 운행함.

- 수족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이용, Tampa Bay에 서식하는 500여 마리의

큰돌고래 개체군의 야생 관광이 목적.

- 수족관 내 돌고래를 보여주기 보다는 인근 바다에 살고 있는 야생돌고래를 보

여주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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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고래관광을 위한 선박.

- 95%이상의 돌고래 목격률을 보임.

- 고래관광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싸고 화려한 고래 관광 프로그램은 아니나

$25.95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야생 돌고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람

객에서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

- 이는 Tampa bay 지역에서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돌고래 연

구의 정보에 기초하여 구성된 것으로 개체군의 일부 개체들이 상시 인근 해역에

나타난다는 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임.

그림 80. 고래관광 선박에서 진행되는 교육 내용.

- 승선 후 드물게 돌고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Tampa bay 지역의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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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생물상, 다양한 조류 등에 대한 생태적 정보를 제공함.

- Tampa Bay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선박 운행량을 가지고 과거 높은 오염도

를 나타냈던 지역이었으나 지속적인 연구와 복원을 통하여 현재의 상태를 가지

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달함.

- 배의 안전과 관련된 짧은 동영상 교육 후, 승객들은 자유롭게 배를 돌아다니며

돌고래를 직접 찾아보고, 가이드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선재 전체에 지역 특성 및

돌고래의 생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재구성하여 전달함. 또한 돌고래 발견 시, 발

견 위치나 행동의 의미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돌고래 무리에 접근 시 미해양대기관리처(NOAA)에서 제공하는 해양 포유류

및 바다거북 관광 지침을 엄격히 준수, 돌고래 야생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최소화 하고 있음.

○ 연구

- 바다거북, 수달, 돌고래와 매너티 구조 및 재활 치료 진행 중.

- 대부분은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

는 경우에 수족관에서 전시에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다만 매너티와 돌고래

등은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타 기관으로 보냄.

- 대부분의 연구는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보다는 보전 활동을 바탕으로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③ 기타

- 전시 자체는 아주 독창적이지는 않음. 특히 수족관에서 관람객이 전시 생물을

만져볼 수 있게 하는 등의 구성은 일반적이 타 수족관과 유사함.

- 다만 장점은 상대적으로 그리 넓지 않은 공간 안에 다양한 요소를 배치하고

지역 생태계를 세세하게 구성한 점으로 보임.

- 학술적인 부분은 전시에서 크게 드러나지는 않음.

- 두 층으로 구성. 인공광에 비하여 자연채광이 해양 생물들에게 건강할 것이라

고 판단하여 최대한 자연 채광을 이용하여 전시장 구성.

5) Mote Marine Laboratory http://mote.org/

① 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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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부터 상어를 연구해온 Charles Breder와 Eugenie Clark 박사가 최초

설립.

- 철도 운송업으로 성공한 William R. Mote가 은퇴 후 낚시를 다니다 친해진

어류학자와 상어 연구자들과 친해지며 설립하게 됨.

- 미국 플로리다 사라소타(Florida Sarasota)에 위치. 공공복지 분야를 중요시하

는 독립비영리단체로 1955에 설립. 7곳의 해양연구센터와 모트 수족관을 운영하

며 연구, 전시 및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공공프로그램 운영.

- 플로리다 타운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 현재 4만 평방미터가 넘는 부지에 야외

연구실 및 관련 시설을 갖춘 종합해양연구소로 성장.

- 과학연구, 교육, 수족관 운영 등 해양 관련 다양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

고 있으나 본 방문 시는 돌고래와 바다거북류의 보전과 관련된 연구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조사.

- 돌고래 연구자만 8-9명, 이외에 인턴과 자원봉사자들을 합하면 일반적으로

5-60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 중.

그림 81 Mote Marine Laboratory의 전경.

② 주 업무 내용

○ 학술연구– 돌고래

- Chicago Zoological Society에서 주도하여 연구원들을 파견하고, Mote Marine

Lab의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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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Tampa bay와 Sarasota 주변을 중심으로 머무르는 돌고래류에 대한 연

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 지역에는 500여 마리의 큰돌고래(Bottlenose dolphin, Tursiops truncatus)

의 정주성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개체군에 대하여 1989년부터 집중적으

로 생태연구를 시작.

- 모든 개체에 대한 freeze-branding(드라이아이스와 금속 주형을 이용하여 등지

느러미나 몸의 표면에 글자나 숫자를 새기는 방법) 및 biopsy(생체검사)을 실시

하고 사진을 이용한 개체 식별법(photo-id)을 이용한 등지느러미 식별을 통한 개

체 확인을 통하여 모든 개체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보는 개체군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이며 현재는 기초정보 외에 각

개체별 차트를 만들어 개체사(history: 질병, 혼획 및 좌초 기록, 출산 기록, 이동

경로 등)를 상세히 수집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 수집은 돌고래 연구 프로그램에

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함.

- Wells 박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환

경, 생태, 행동 등 다방면에서 축적되어 온 연구 결과가 결국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보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함.

- 위에서 이야기한 정보들은 개체의 건강도를 측정하고 나아가 개체군의 건강도

및 주변 환경의 건강도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임.

- 본 기관의 연수생이 제공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개체군의 혼획 및 좌초율(2012

년 고래연구소 및 제주대 발표자료)에 대하여 조언 한 내용은 120여 마리로 이

루어진 작은 개체군을 유지시키는데 연간 5마리 이상의 사망개체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보이며 정확한 연구가 진행되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100년 혹은 150년 이후를 보았을 때에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험할 만큼

개체수가 줄어들 가능성 있음. 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개체

군 변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고래 관광은 고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지시키는데 매우 좋은 방안이나 돌

고래 무리에 접근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기본적인 규제가

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Biopsy(생체검사)로 인한 조직샘플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수세미 등을 이용하

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직샘플 확보가 가능하나, 이는 보트 접근 개체에만 가능

하며 정확한 개체 파악이 불가능한 등 biopsy(생체검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

한적인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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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모든 기록은 현재 전자문서화가 완료되어 있으나 당시

의 수기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기록은 불연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공간과 별도의 금고 등에 보관.

그림 82. 표본 보관실.

- 해상에서 발견된 사망개체 및 혼획 및 좌초를 통해 입수된 사체들은 모두 해

부를 통하여 사망원인 등을 분석하고, 관련 질병 등을 파악한 후 골격은 표본으

로 보관.

- 골격에서 얻은 각종 사고 원인을 따로 기록한 후 원인에 따라 모아 보관하고

있으며, 이 외 귀 뼈 및 치아 샘플도 따로 보관하여 연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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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사인에 따라 분류·보관하는 골격 및 이빨 표본.

- 음향 연구는 선박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음. 음향연구에는 그간 축적해온 개

체 및 행동 정보가 기본이 되어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의사소통

(communication) 연구 진행이 가능함.

- 위성태그를 이용한 서식지 이용 및 이동 경로 연구, 수중 환경 연구가 함께 진

행됨.

- 돌고래 무리가 서식지로 활용하는 지역의 어군 이동 및 분류 연구 등도 함께

진행하여 지역 해역의 건강성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보전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

용함.

- 돌고래 개체에 대한 카탈로그(catalogue) 등의 자료는 요청 시 언제든지 공개

가 원칙임.

- 증가하는 인간 활동(개발, 레저 등)으로 인한 영향 연구 진행 중.

- 위성 추적장치는 일반적으로 위치 추적을 위한 경우에는 $300-500 정도이며,

수심 기록 등 추가 정보를 위한 경우 그 두 배 정도의 비용이 필요.

- 조직 샘플을 얻기 위함 biopsy(생체검사) 및 조직을 활용한 연구 등에 대한 인

턴십 프로그램 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에 한국의 연구자가 이를 원하는 경우

도와줄 의향이 있음. 특히 biopsy(생체검사)의 경우, 고래류에 무해한 방법이라는

점은 확실하나 눈 등 치명적인 부위를 피하고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함 훈

련이 필요함.

- 고래류의 잠수 능력에 관련된 연구 진행 중.

○ 학술연구 – 바다거북



- 170 -

- Sea turtle Conservation Program(바다거북 보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

- 플로리다 서부 해안의 산란지 조사 및 둥지의 부화율 및 생존률 연구가 기본

적으로 매년 시행.

그림 84. 바다거북 nest(산란둥지) 발견 시 세우는 표지.

- 플로리다의 경우 바다거북의 개체수 복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플로리다 전역에서 산란장 보전 및 부화 개체의 인공 사육을 통한 사망

률 최소화를 주로 진행함. 바다거북의 인공 부화는 개체수가 매우 적을 경우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특정 연구 목적(성별 추정, 해양 오염의 영향 파악

등)을 위해서 주로 활용 됨.

-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서식하는 바다거북의 이동 경로 연구 진행 중.

-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서식하는 바다거북 개체군의 건강성 평가 연구 진행

중.

- 바다거북의 자기장을 이용한 이동과 관련된 연구 진행 중.

- 혼획, 좌초 등으로 사망한 바다거북의 위장 내용물을 통한 이주 경로 및 먹이

군 분석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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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바다거북 및 고래의 위 내용물

표본.

- 바다거북의 이동경로를 위한 태그는 앞다리 또는 뒷다리 안쪽에 부착하는 금

속 태그, 피부 조직 및에 삽입하는 PIT-태그, 등껍질 위쪽에 부착하여 위치를 추

적하는데 사용하는 위성태그를 사용.

그림 86. 바다거북의 위성추적장치(satellite tag)(좌)와 개체식별용 외부 태그(우).

- 금속태그 및 체내삽입태그의 경우 플로리다 주에서 각 거북 연구기관마다 코

드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이

전에 포획되었던 지역을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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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및 치료 관리 업무

- 돌고래와 바다거북류의 보전을 위한 학술연구 활동과 함께 혼획, 좌초시 생존

한 개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rehabilitation hospital, stranding investigation

program, 그물에 걸리거나 하여 구조가 필요한 개체들을 위한 구조팀을 가지고

있음.

- 돌고래를 위한 메인 수조는 음향이 반사되며 발생시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벽면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제작되어 있으며, 바닥면에는 모래 등을

활용하여 소음의 반사를 최소화시킴.

- 바다거북을 위한 수조에는 휴식을 위한 구조물, 행동풍부화를 위한 구조물 등

을 함께 제공.

그림 87. 바다거북의 치료용 수조 내 시설.

- 돌고래, 거북 등 모든 개체들은 최종적으로 방류를 목표로 치료, 관리되며 일

반적으로는 3-4개월,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에도 가능한 사육기간을 1-2년을 넘

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음.

- 치료 중인 개체의 관리에는 지역 자원봉사자, 학생자원봉사자 및 인턴을 참여

토록 하여, 관련 활동 중 최대한의 교육효과를 노림.

- 해부실을 따로 운영하며 내부에 냉동고를 마련하여 해부 및 표본 보관에 최대

한의 효율을 높이도록 함.

- 거북의 경우, 구조 개체는 일반적으로 연구실로 데려와 측정 및 조사 후 해당

주 안에 포획 지역에서 방류 하는 것이 기본임. 이는 고래류와 다르게 거북류는

포획 당시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임.

- 치료 또는 관리중인 바다거북의 방류 시에는 반드시 포획지역에서 방류하지는

않는데, 이는 오랜 기간의 연구로 종 및 연령에 따라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어



- 173 -

방류 이후 섭식 및 서식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동에 적합한 지역에 방류하는 것

이 가능하기 때문임.

- 그물이나 낚시 줄 등에 걸린 고래류를 구조할 때. 기구는 NOAA에서 제공. 일

반적으로는 가까이 접근하여 개체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끝부분이 뭉뚝하게

처리된 기구를 활용.

그림 88. 그물에 얽힌 해양 포유류 구조용 기구.

- 일반적으로 그물 또는 낚싯줄에 걸린 고래류의 구조 시에는 위의 기구를 사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선박과 그물, 다이버를 활용하

여 고래를 포획 후 그물을 끊어내기도 함. 인원은 상황에 따라 3-15명까지 필요.

이때에는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과 인턴을 함께 보내어 경험을 쌓도

록 유도.

- 구조 및 관리를 위한 인턴 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의향이 있음.

○ 교육 및 전시

- 수족관에서 밤새기, 수렵채취 체험, 스노클링 등 일반인에 대한 교육 시 단순

연구소 견학이 아닌 연구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및 활동에 대한 이론

과 실습을 병행하며 흥미 유발.

-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전시장에서는 타 기관에 비하여 연구 내용을 매우 적극

적으로 활용한 전시를 진행, 다양한 분류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에 대하

여 언급하며 관련 내용 역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최신의 정보들을 전달

하며 연구소 내부 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를 진행.



- 174 -

그림 89. Mote Marine Lab의 연구 내용을 활용한 전시물.

- 전시에 활용되는 돌고래, 거북, 매너티 등은 모두 영구적으로 방류가 불가능한

개체들.

- 수족관은 지역 주민들의 행사 또는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함.

3. 출장소감 및 건의사항

○ Gumbo Limbo Nature Center, Loggerhead Marinelife Center, Inwater Research

Group, Mote Marine Lab 방문을 통하여 바다거북류 보전의 중요성 및 관련 연구

의 다양성에 관한 동향 및 정보 수집.

-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연구는 어떤 종이, 어느 지역에 출몰하며, 출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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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순 이동경로인지, 먹이 섭식 활동 지역인지, 산란장인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태깅(tagging)을 활용하여 개체를 식별하고 위성추적장치를 통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개체군의 위치나 원양에서의 행동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됨. 특히, 바다거북류는 등껍질에 위성태그의 부착이 상대적으로

쉬운 생물종이므로 이동경로 파악 및 관련 해역에 의한 정보 수집에도 매우 유

리함.

- 기초 연구 이후, 개체수를 회복하고 자연 산란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개체 수 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린 개체들의 생존률을

최대화 시켜 개체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부상당한 개체를 회복시켜 바다

로 복원시키는 방안 역시 효과적임.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 수의사 및 생태관

련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함.

- 미주 지역의 경우, 저인망 등의 어구에 바다거북이 포획되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고안된 TED(turtle excluder device) 어구의 활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바다거북의 개체수를 유지 및 증가시키는데 적극 활용하

고 있어, 우리도 이와 같은 어구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국내 거북 연구는 바다거북의 존재에 대한 보고(report)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

져 있지 않아 방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매우 관심을 표명하였음.

- 미국 지역에서 바다거북류에서 지역에 따라 30-60%까지 발생하는

Fibropapilloma 바이러스에 의한 종양발생은 국내에서 발견되는 거북류에서는 상

대적으로 거의 발견되지 않아 이는 국내 해양환경의 상대적인 건강성을 반영하

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필요함.

○ The Florida Aquarium, Mote Marine Lab 방문을 통하여 돌고래류 보전의 중요

성 및 관련 연구의 다양성, 대중에 대한 홍보 및 활용에 관한 정보 및 동향 수집.

-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생태, 행동,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관시

키는 연구를 최소 10여 년에서 30여 년 이상 수행해온 기관에서 데이터와 연구

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며, 또한 장기적인 연구 및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음.

- 다양한 표본의 수집 및 표본의 제작, 이를 활용한 연구를 이용하여 국가의 생

물자원을 관리하고 하나의 표본에서 관련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연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 기관 또는 관련 연

구 역량을 가진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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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민과의 협력을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인턴

및 자원봉사를 통하여 관련 분야 진출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정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감함.

○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학술 교류 및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얻은 기회.

- 해양포유류의 보전 및 관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하며 태깅

(tagging)을 통한 위치 추적 및 개체군의 생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해양 환경

연구 등이 함께 진행 될 시 해당 개체군뿐만 아니라 서식지의 관리까지 함께 고

려된 보전 대책의 수립이 가능함.

- 이후 국내에서 바다거북류 및 돌고래류의 보전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면 본 방

문에서 방문한 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커넥션을 활용하여 연구 초기의 기술적 오

류를 최소화하고 관련 전문기술 및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매우 용이할 것으로 예

상됨.

- 특히 혼획되거나 좌초된 개체의 구조 시 필요한 기술은 충분한 경험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매우 어려운 관계로 이번 방문에서 얻은 정보 및 연구자들

과의 커넥션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국내에는 전무한 해양 포유류 및 바다거북 전문 수의사 과정 등에 대한

인턴연구과정을 지원할 용의를 표명한 바, 이후 관련 연구 사업 진행 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되며 향후 지속적인 학술 교류·협력 관계 확대의 필

요성을 확인.

○ 추후 대형해양동물에 대한 보전 및 관리가 시행된다면 시행 초기단계의 시행착

오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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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제언

1. 기술적 측면

○ 대형해양동물 복원·관리를 위한 기술 확보

- 한국의 실정에 맞는 대형해양동물 복원 기술의 개발 토대 마련.

- 멸종위기 대형해양동물의 유전자 복원 및 증식 기술 확보 가능.

- 해외에서 장기간 연구 및 보전·관리를 수행해 온 기관의 선진연구기술 습득을

통해 대형해양동물의 야생성을 유지하며 관리할 수 있는 사육관련 기술 확보 가

능.

- 혼획·좌초로 인한 부상 개체들은 회복시켜 자연으로 방류할 수 있는 보호시설

관련 기술 확보 가능.

- 체계적인 장·단기 복원 및 관리전략 수립을 통한 종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체계 수립 방안 제시 가능.

○ 관련 기술 개발 및 확보를 통한 체계적 증식·관리 가능

- 재도입이 결정된 종에서 도입개체가 야생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육 관

련 기술 개발, 혼획·좌초로 인한 부상 개체들은 회복시켜 자연으로 방류할 수 있

는 보호시설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장기적인 대형해양동물의 보

호 및 증식에 기여 가능.

- 미국,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연구 분야 및 관련 기술의

확보를 통한 국내 해양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기여.

2. 경제 산업적 측면

○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공동보전지역 설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관계

강화

- 넓은 행동반경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대형해양동물의 관리를 위한 국제 네트

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공동보전지역 설정을 통하여 인근 국가들과의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통한 협력 관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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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아시아권 해양포유류의 보호 및 증식에 기여 가능.

○ 멸종위기 대형해양동물 자원 확보

- 대형해양동물의 증식·복원의 중요성 부각.

- 대형해양동물의 생태관광자원화 가능성 여부 판별 가능.

- 보전 기술 보유로 CITES를 비롯한 국제 협약 및 조약에 대한 능동적 대응 가

능.

-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형해양동물 보전에 관한 국가 이미지 제고.

○ 대형해양동물 체계적 복원·증식계획 수립

- 종의 실태와 특성에 따른 개체군 보전·복원 여부 판별.

- 개체군 증가를 위한 보전 전략 및 재도입 여부 판별.

- 현지 지자체 및 지역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복원·증식계획

수립.

○ 국가 연구역량강화를 통한 주체적 해양생태계 관리 가능

- 상대적으로 미흡한 학문분야의 연구역량강화.

- 주체적인 국내 해양생태계 관리 가능.

- 국가적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에 활용.

-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을 높임.

3. 사회 문화적 측면

○ 지역 사회 발전 가능

- 각 거점 지역 별로 중심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

- 지역 사회의 구성원과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실제 현장에의 활용으로

구성원들의 관심 및 자발적 행동 유발.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중요한 역할 가능.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및 생태관광 자원 개발을 통해 각 거점 지

역의 해양생태 문화도시 개발 추진.

○ 해양 환경과 생태 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

- 친근한 외형으로 선호도가 높으나 국내 개체군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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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실질적 관심이 낮았던 해양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구체적인 연구 결과의 공유와 이를 활용한 보전 활동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중

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

4. 기관 고유 기능 발전의 측면

○ 동해연구소,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남해연구소 및 기관 내 다양한 부서와

연계

- 동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동해연구소와 최근 신설된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

지의 장기적인 목표인 해양생태계 연구를 위해 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대형해양

동물에 대한 연구는 필수.

- 대형해양동물 연구 국가 R & 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

조.

- 연구소 및 연구기지에 가두리 시설을 설치, 인근 지역에서 혼획되거나 좌초되

는 대형해양동물에 신속하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이며 부상 혹은 질병을 갖고 있

는 대형해양동물에 대한 치료하고 방사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

- 남해연구소 유류․유해물질 연구단과 연계하여 오염물질과 해양쓰레기 피해

분석 및 대처 방안 개발.

- 기관 내 생물연구부서 및 물리화학 연구 부서를 활용하여 해양 동물의 생태와

물리화학적 해양환경정보를 연계하여 분석, 국제 연구 동향에 맞는 통합적 연구

가능.

○ 제주 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와의 연계 및 활용

- 현재 건립중인 제주 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제주도 인근에서

서식하는 돌고래 연구 및 제주도에서 자주 목격되는 푸른바다거북 등 기타 대형

해양동물에 대한 연구를 지원.

- 국제적 활동의 거점으로 삼아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

○ 국가 간 공조연구의 구심점 역할 가능

- 각 분류군 및 전문 분야의 해외 유수 기관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국제 공조 연

구를 도모.

- 각 지역 거점 별로 접근성이 용이한 인접 국가와 보다 심층적인 연구 주제를

확립하여 장기적 공동 연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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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체계

○ 기관의 성격별 추진체계

○ 지역거점-분류군 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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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바다거북류

산란지 및 섭식지 연구

개체군 실태 조사

이주(migration) 추적 연구

인공 사육 및 방류 연구

고래류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실태 조사

서식지 활용 패턴 조사 및 서식지 보전 연구

개체군의 섭식 생태 연구

인간활동이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구축 연구

기각류

독도 바다사자 기록화 연구

독도 해양포유류 보호 및 서식 실태 연구

독도 해양포유류 서식처 복원 및 네트워크 구축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활용 패턴 조사

위성추적장치 이용 점박이물범 이동 및 환경 연구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점박이물범 보전 연구

2.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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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다거북

○ Strengths (내적 강점 요소)

- 본 사업(대형해양동물 증식 복원사업 기획연구)을 통하여 국외 바다거북 연구

자들과 국제 네트워크 확보, 정보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 바다거북 연구

시 적극적 도움을 약속함.

- 산란지 확보 시, 인공 사육을 통한 초기 사망률을 비약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

어 타 종에 비하여 짧은 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음.

- 단단한 등딱지를 가지고 있어 위성추적 태그 등을 부착하는데 매우 용이하며,

상어와 인간 외에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포식자가 없어 태그의 분실 우려가 적

은 편임.

- 제주 지역은 국내에거 연평균수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바다거북류 또한 주

기적으로 목격되고 있어 이 지역에서 연구를 수행 할 경우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연구가 가능.

○ Weaknesses (내적 약점요소)

- 현재까지 확인된 산란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주요 휴식 및 섭식활동이 이루

어지는 서식지에 대한 정보 또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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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이루어진 바다거북 관련 연구가 거의 없어 기존 연구를 참고할 수

없으며, 전문 연구자 역시 없음.

- 현재 바다거북 조사는 혼획·좌초 개체의 확인 등 출현률 정도에 머물러 있어

조직 및 태그를 위한 개체의 확보가 오로지 혼획 · 좌초 개체에만 의존 하고 있

음. 수중 서식지 등을 확보해야 원활하게 연구 자료를 얻고 태깅에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주(migration) 거리가 매우 긴 편으로 국제 공조 연구가 필수적임.

○ Opportunities (외적 기회요소)

- 국내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아 타 기관 연구역시 거의 없어 선점 시

국내 바다거북류 연구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연

구가 진행된 아시아권의 바다거북류 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연구 주도 가능.

- 국민적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어민 또한 전통적으로 바다거북에 호의적인 문

화를 가지고 있어 바다거북류 보전에 시민 및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리함.

○ Threats (외적 위협요소)

- 어구에 의한 혼획이 많아 TED(Turtle Excluder Device)등 어구의 개선 및 적

극적 활용이 필요.

- 해양 쓰레기 및 보트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

요.

-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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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방큰돌고래

○ Strengths (내적 강점 요소)

- 제주 연안에 연중 서식하는 연안정착성 개체군으로 선박 확보가 불가능할 시

에도 해안 도로 등을 이용하여 생태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누적하기 위한 연구

가 가능.

- 개체군 내 개체수가 110여 마리에 불과하여 장기적 보전 전략의 적용 시 그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관 내 음향, 해양 환경, 오염 등과 관련한 각 부서 및 전문가와 공조 연구를

통한 다양한 분야로 연구 확장 가능.

- 현재 해양과학기술원에서 건설 중인 제주 센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Biopsy(생체검사)를 이용하여 개체군 내 유전자 조직의 확보가 가능하며, 개체

군을 구성하는 숫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서식하고 있어 개체군 전체

의 유전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 높음.

- 제주지역에서 바다거북 연구가 수행 될 경우, 해상 모니터링을 동시 수행하는

방식의 연구 진행이 가능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

○ Weaknesses (내적 약점요소)

- 장·단기적 연구 예산 확보가 어려움.

- 육상 생물에 비하여 동일한 연구 수행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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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편임.

- 태그 부착이 바다거북류에 비하여 어려운 편이며, 태그 부착을 위한 포획은 불

가능함. 현재 태그가 부착된 개체들은 방류 사업 과정 중 부착되었으며, 태그 부

착을 위한 개체는 혼획된 개체로만 가능하나 어민들이 어업에 손해를 보며 정치

망에 혼획된 남방큰돌고래를 태그 부착 시까지 장시간 보유하는 것을 꺼려함.

○ Opportunities (외적 기회요소)

- 친근한 외형으로 인기가 많고 국민적 관심이 큼.

- 2013년 방류된 개체가 있어 이들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방류 개체와 야생 개

체들의 차이 등 인위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케이스의 연구가 가능하며 관련된

연구 가치가 큼.

- 110여 마리로 이루어진 개체군으로 보전의 가시적 효과가 큼.

○ Threats (외적 위협요소)

- 국내 고래류 전문 연구자의 수가 많지 않고 혼획·좌초 개체 등을 치료하거나

보살필 수 있는 전문 수의사 및 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함.

- 어업자원에 대하여 어민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 혼획의 위협이 큰

편으로 보전에 있어 필수적인 지역 사회 및 시민과의 협력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이 필요함.

-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이는 개체군 보전 차원을 넘어서는 해양

환경 보호의 범위에서 고려할 필요 있음.

-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보전을 위한 기반 연구가 부실하며 해

양건설, 접근 선박, 생태관광 등 고래류 보전과 관련된 법안 또한 부실.

- 다른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초기 연구 방법이 유사하거나 활용해야 하

는 초기 기초자료가 유사할 수 있어 타 기관과의 과제 중복성 논란 가능성 있음.

- 대부분의 사체가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며, 매각 사체의 샘플은 해양 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로 제공되나 그 외 기관의 경우 관련 샘플 제공

이 제한적인 등 연구 기관의 배타적 문화로 인한 연구의 어려움 발생 가능성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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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박이물범

○ Strengths (내적 강점 요소)

- 백령도 물범바위는 점박이 물범 중 가장 많은 수가 휴식 장소로 이용하고 있

으며, 위치가 육상에서 700m 정도 떨어져 있어 연구 주제에 따라 선박을 이용하

지 않고 육상에 장시간/장기간 체류하여 관찰 및 연구가 용이함.

- 충분한 장비를 확보했을 때, 육상에서 필수연구 수행이 가능함.

- 육상의 고정된 장소에서 개체군 연구 수행이 가능함.

- 얼굴의 점을 활용하여 개체식별이 가능하며 이를 개체군 연구에 활용할 수 있

고, 또한 누적 시 중국과 국내를 오가는 개체들에 대한 정보 축적이 가능.

○ Weaknesses (내적 약점요소)

-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원거리 관찰 연구에는 제약이 없

으나 유전자 sample 채취 등 일부 연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해당 종에 대한 국내외 기존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아 기존 연구 참고

가 어려움.

- 국내 기각류 전문가 부족.

○ Opportunities (외적 기회요소)

- 귀여운 외모로 일반인에게 인기가 많아 홍보 등에 활용 시 효과를 높일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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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종에 대한 국내외 기존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아 연구 수행 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음.

- 중국, 러시아 등 점박이 물범 서식지가 있는 다른 나라와 국제 공조를 통한 연

구 가능.

○ Threats (외적 위협요소)

- 군사지역 내 서식지 있어 연구 장소 선정 및 시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폐그물 등에 혼획되거나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있으며, 개

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나 이와 관련된 규제 및 대응 방

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까나리 등을 선호하여 지역 어민과 어업자원을 두고 먹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번식을 위하여 매년 겨울 이동하는 중국의 서식지가 오염과 개발로 인하여 파

괴되고 있어 개체군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

연구가 필수적임.

4. 물개

○ Strengths (내적 강점 요소)

- 동해에 분포하는 기각류 중 최대 출현빈도를 보이는 종으로 타 종에 비하여

연구 기회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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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류 서식지의 환경조사 과정에서 얻어지는 해양의 지리·물리·화학적 정보

를 통하여 독도 고유의 환경 정보 수집이 가능함.

- 해양 환경에 대한 연구, 오염과 관련된 연구 등을 통하여 보전 연구 외의 다양

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관 내 타 부서와 공조 연구

가능.

○ Weaknesses (내적 약점요소)

- 국내에 관련 종 및 기각류 전문가 부족하여 장기 연구 진행시 연구 인력 확보

필요.

- 독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물개 연구 특성 상 거점에 상주하며 장기적으로 연

구를 진행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

○ Opportunities (외적 기회요소)

- 물개는 동해안의 대표종이자 독도에서 발견되는 대표적 기각류로 물개의 보전

은 생물학적 의미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대형해양생물이 주기적으로 목격되나 그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독

도입도지원센터의 연구 목적 활용을 강화할 수 있음.

○ Threats (외적 위협요소)

- 혼획 · 좌초 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사체가 매각 되어 연구 활용을 위한 조직

의 채취가 어려움.

- 여타 대형해양동물과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기나 탈진한 개체들이 혼획·좌초

되었을 때 이를 구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이 미비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

한 실정임.

- 동해안 기상 환경, 특히 독도 인근의 기상환경은 타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날

이 많아 많은 경우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진행되는 대형해양동물 연구의 특

성 상 연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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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1) 1차 사전 답사

- 국내에서 물범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 황해 백령도이므로 일단 방문.

- 물범의 보전에 관해 연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 연구는 기존에 행해지던 간단한 개체군 조사 외에 심도 깊은 연구로 모색.

- 육상과 해상에서 각각 가능한 연구와 필요 장비 탐색.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어떤

연구가 가능하며, 어떤 장비가 추가로 필요한 지 탐색.

(2) 2차 사전 답사

- 1차 사전답사에서 확인하지 않은 두무진과 연봉바위 해상 관찰 적지 탐색.

- 물범바위 육상 관찰을 위한 보유 장비(니콘 필드스코프 ED 78mm + 접안렌즈

25-56x) 활용도 판단.

- 추가 필요 장비 및 가능한 연구 탐색.

2. 기간

- 1차: 2014년 9월 25일 - 2014년 9월 26일

- 2차: 2014년 10월 23일 - 2014년 10월 24일

3. 장소

- 1차: 백령도 하늬바다 앞 물범바위 및 육상

- 2차: 백령도 연봉바위, 두무진, 물범바위 및 육상

4. 관찰 방법

(1) 관찰 방법

- 해상: 4-50톤 급 어선을 용선하여 2-4시간 관찰.

- 육상: 렌트카를 이용하여 물범바위에 가장 가까운 육지를 방문하여 필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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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장비를 이용하여 관찰.

(2) 관찰 경로

○ 해상 경로

- 1차: 용기포신항→물범바위→진촌리 해변과 물범바다 사이의 하늬바다→용기

포신항.

- 2차: 용기포신항→연봉바위→두무진→물범바위→용기포신항.

○ 육상 경로

- 물범바위와 하늬바다 앞 진촌리 해안도로.

-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물범바위까지 750m로 추정됨.

(3) 관찰 개체 수

※ 관찰 시각에 따라 물높이의 상황이 달라, 관찰 개체수에 영향을 많이

미쳤으므로 참고 용도로만 사용.

○ 1차 사전 답사

- 물범바위 위 최대 30마리.

- 하늬바다에 최소 15마리.

○ 2차 사전 답사

- 연봉바위 60-80마리 추정.

- 두무진 5마리 이내.

- 물범바위 40-60마리 추정.

(4) 해상 관찰 내용

① 1차 사전답사: 물범바위

○ 점박이물범 행동 관찰 및 현장 촬영 사진

- 바위 위 휴식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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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물범 바위 위 점박이물범의 휴식 행동.

- 선박 접근 시 경계행동 (잠수 및 선박 관찰)

그림 97. 선박 접근 시 점박이물범의 잠수 행동.

그림 98. 선박 접근 시 점박이물범의 선박 관찰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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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 중 호흡.

- 유영 중 머리를 바다에 담그는 행동.

- 유영 중 파도타기 및 동조 유영.

- 만조에 가까울수록 바위에서 바다로 잠수하여 하늬바다로 이동.

② 2차 사전답사: 연봉바위

○ 14:15 도착

○ 관찰 내용 및 현장 촬영 사진

- 물범바위에 비해 작은 바위가 더 많았음.

- 용선한 선박의 선장님에게 들은 바, 가장 큰 바위인 실제 연봉바위에는 점박이

물범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고 함.

그림 99. 연봉바위 및 주변 바위와 그 주변의 점박이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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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다른 각도에서 본 연봉바위 및 주변 바위와 그 주변 점박이 물범.

- 연봉바위 사방의 작은 바위 중 두 바위 근처에 3-40마리 씩 모여 있었음.

- 육안 관찰의 인상으로는 물범바위의 집단과 특성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서

식지 별 집단의 특성에 관한 실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육로가 없으며 물범의 서식바위가 육지와 너무 멀어 육상 관찰은 불가능함.

③ 2차 사전답사: 두무진

○ 15:00 도착

○ 관찰 내용 및 현장 촬영 사진

- 점박이물범이 휴식할 수 있는 바위 없음.

- 5마리 이내의 점박이물범 개체가 두무진 절벽 바위에 근접하여 유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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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두무진 전경.

그림 102. 두무진 절벽 아래에서 유영중인 점박이물범 개체.

④ 2차 사전답사: 물범바위

○ 15:20 도착

○ 관찰 내용 및 현장 촬영 사진

- 물범바위는 거의 물에 잠겨 바위 위의 개체는 없음.

- 물범바위의 바위들 중 하나에 대형 폐그물이 걸려있고 그물 끄트머리에 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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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범 1마리가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음.

그림 103. 2014년 10월 23일 답사 시 발견한 물범바위의 폐그물.

그림 104. 2014년 10월 23일 답사 시, 폐그물에 걸린 점박이물범 개체.

- 연구원가 용선 선장이 폐그물을 절단하여 점박이물범 구조 후 즉시 방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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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연구원과 용선 선장이 폐그물 절단 후 점박이물범 구조 후 방사.

(5) 육상 관찰 내용

○ 장소: 물범바위 앞 하늬해변의 해안도로

○ 장비: 니콘 필드스코프 ED 78mm (25-56x) 삼각대 설치 후 육안 관찰 및 핸드

폰 카메라로 접안 촬영.

그림 106.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육지에서 촬영한 물범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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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내용 및 기타 사항

- 현재 보유 장비로 개체 식별은 불가능.

- 더 높은 사양의 필드스코프 및 촬영 카메라가 확보 시 연구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됨.

- 현장 기록과 함께 촬영 후 분석 필요.

- 주변에 군 관련 시설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5. 답사 후 논의

(1) 가능한 연구와 방법

① 해상 연구 및 방법

○ 바위 반경 30m 부근 선박 이용 접근 가능

- 개체식별 가능 사진 촬영.

- 선박 접근 시 반응 기록 가능하나 관찰 시야 좁음.

- 수중 음향 연구.

○ 대조기 물범바위 위 상륙

- 성별 구분.

- 크기 측정.

- 유전자 채취 후 분석.

○ 서식지 이용 패턴 연구

- 물범바위, 연봉바위, 두무진 사이의 집단 별 이용 패턴 연구 가능.

- 일정 간격으로 각 서식지에 선박을 이용하여 방문하여 개체식별을 위한 사진

정보 수집 및 분석.

② 육상 연구 및 방법

○ 물범바위와 최단거리의 육지에 원거리 촬영 장비 이용 관찰

- 물범바위와의 최단 거리 7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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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관측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필드스코프 혹은 천체망원경 이용.

- 필드스코프에 장착 가능한 사진 촬영용 장비를 통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후 분석 가능.

○ 서식지 이용 패턴 연구

- 육상관찰이 가능한 물범바위에서만 연구 가능.

- 바위를 차지하는 위치에 따른 개체별 특성 파악.

- 바위를 차지하는 위치에 따른 소그룹별 특성 파악.

(2) 지역 주민과의 협력 모색

- 본 연구의 선박 용선에 응한 선장님과 연구 및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진행.

- 본 연구의 용선 선장님이 2014년 10월 21일에 백령도 해역에서 폐그물에 걸린

부패된 점박이물범 사체를 발견하여 그물 제거 후 수장한 사례 청취.

- 현지 어민의 점박이 물범에 의한 까나리 어망 및 통발 피해 사례 청취.

- 인공 어초 및 인공 서식지 도입 방안 논의.

6. 기타 내용

(1) 기타 사전 답사 현장 사진

그림 107.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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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인천-백령도 간 여객선.

그림 109. 백령도 용기포 신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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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백령도 진촌리의 업소의 간판에 활용된 점박이물범 캐릭터.

(2) 주의 사항

- 해상 연구의 경우, 물때와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용선 선장님과 상의.

- 사리 물때의 조차가 최대일 때가 최적의 관찰 상황.

그림 111. 1차 답사 시의 물 때 정보

(스마트폰 어플 <바다타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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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백령도 여객선 사전 예매 및 백령도 내 차량 렌트 필수.

1. 기본 내용

○ 제목: 대형해양동물 증식복원사업 기획연구 워크샵

○ 일시: 2014년 12월 12일 (금) 13:30

○ 장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후생관 서해

○ 발표주제:

- 대형해양동물 해외연구 사례조사 (미국플로리다): 김태원 (생물연구본부)

- 국내 고래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예비조사: 장수진 (생물연구본부, 이화여자

대학교)

-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전 및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 김준영 (생물연구본부, 이

화여자대학교)

- 동해 해양포유류 증식 및 복원 연구 활성화 방안: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과

학기지)

- 대형 해양 동물의 건강성 평가: 홍상희 (남해연구소 유류·유해물질연구단)

- 밍크고래유전체연구: 고래 유전체 연구는 왜 하는 걸까?: 임형순 (생물연구본

부)

2. 본 연구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 논의

○ 본 연구 주제에 대한 평가

- 실제로도 필요한 주제이며 어디에서도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음.

- 최종 목적은 보전에서 나아간 복원사업이며, 협업할 수 있는 일이 있음.

- 국민들의 인지도는 눈에 보이는 해양포유류에 집중되므로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연구임.

- 본 연구 및 후속 연구가 국내 복원사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시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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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음.

○ 본 워크샵과 인프라에 대한 평가

- 다른 측면에서 사안을 보던 각 부서 연구원들이 모여 인력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각 지역 거점별 연구소들이 모두 포함된 지금의 인프라

를 유지해야 함.

- 마련된 인력풀을 바탕으로 기관 내 연구팀을 유지하여 중장기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주요 사업에서 본 연구 과제에 대한 지원 필요함.

○ 본 기관의 강점을 활용한 협력 형태 논의

- 본 기관은 출연연구소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타 기관과 달리 과학과 연구의 비중이 가장 크므로, 기관 논리로 문제에 접근

하지 않으므로 일 처리가 빠르며 자율적으로 연구 가능.

- 기관 내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충분함.

- 특히 본 기관의 수중 음향 분야, 해양 물리화학, 위성추적 연구 분야 등 본 기

관만의 ‘과학기술’을 활용 가능.

- 내부의 소통을 통해 꾸준히 연구 결과를 쌓고 차별성을 가진 후에 외부에 능

력을 알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정부 부처와 초기부터 함께 해나가는 방안도 있음.

- 결론적으로, 타 기관과 협업을 하되 본 기관의 주도가 굳건해야 하며, 초기에

는 협업에 진전이 느리더라도 기관 내 연구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하여 성과를

쌓아야 함.

○ 과제의 중복성 논란 해결

- 특정 분류군에서 과제의 중복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분류군만 같을 뿐 실

제 주제 및 내용에 차별성이 있음.

- 특정 기관 안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안과 연구 주제를 준비했음.

- 본 기관의 장점을 살려 세부 결정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기관 내 인력풀을 십

분 활용하여 차별화된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인력 부족의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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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관 내에 다양한 분야와 가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

함. 기존 자료에서 데이터를 얻으므로 수고를 줄일 수 있음.

- 시민 연구자의 네트워크 또한 하나의 방안. 실제로 기관 내 타 사업인 황해생

태보전사업에서 시민 참여자의 활발한 자료 수집에 바탕을 둔 연구 결과가 있었

음.

-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현실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

해야 함.

- 어촌과 산촌의 조류 및 거북이 소각 사례 등, 생각 외로 접근되지 않은 시민

및 현장 네트워크가 많이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해야 함.

○ 가로림만의 가치에 대한 제고

- 현재 조력발전이 폐지된 상태이며 환경적으로 연구 가치가 큰 지역임.

- 본 기관에서도 관심이 많으며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 중에 있

음.

- 가로림만 내 포유류 연구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됨.

○ 현실적 추동력이 마련된 현 시점에서 연구 추진.

- 현재의 추동력을 이용하여 작은 스케일의 모델로 케이스를 만들고 이를 오래

도록 꾸준히 이어가야 함.

- 본 워크샵에서 다루어진 흥미로운 주제의 작은 아이템 2개 이상의 발굴이 중

요.

- 현재의 역량으로 할 수 없는 키워드는 삭제하고 가는 방안.

○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

- 기관 내 학습조직을 만들어 네트워킹 가능.

- 연구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 혹은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

는 것이 좋겠음.

3. 워크샵 자료집: PDF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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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보

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

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