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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수산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 PROGRAM ▦▦▦▦▦▦▦▦▦▦▦▦▦▦▦▦▦▦▦▦▦▦▦▦▦▦▦▦▦
접수_10:00-10:30
사회_ 이 동 호 (경상대학교)
1. 제 목 : 노자의 철학과 순응질서
발표자 (10:3010:50) : 박성쾌(부경대학교)
토론자 (10:5011:05) : 류정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제 목 : 냉동·냉장공장 설립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통영지역 업종별 수협 사례를 중심으로발표자 (11:0511:25) : 문성주(경상대학교)
토론자 (11:2511:40) : 이광남(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정기총회_(11:4012:30)
중

식_(12:3014:00)

3. 제 목 : 수조 분조 모형에 관한 연구
발표자 (14:0014:20) : 어윤양(부경대학교)
토론자 (14:2014:35) : 김기수(부경대학교)
4. 제 목 : 수산물시장 상장거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발표자 (14:3514:55) : 강종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토론자 (14:5515:10) : 박준모(수협 수산경제연구원)
Coffee break_(15:1015:20)
5. 제 목 : 역수요체계를 이용한 주요 수산물의 수요 및 식습관 형성에 관한 연구
발표자 (15:2015:40) : 권혁준* ․ 박성쾌(부경대학교)
토론자 (15:4015:55) : 박환재(대구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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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러닝 연구 동향 분석
김향화 오동인 허균
부경대학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분석 방법

서 론

가 자료검색
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 러닝 연구의 연구영역별 동향

연구시기
연구영역

계
현재

설계

나 자료수집

개발

활용

연구의 문제

관리

평가

다 자료분석

혼합형
계

연구 방법
연구 대상

결론

연구 결과

표

스마트 러닝 연구동향 분석 틀

연구
영역

연구방법

자료

통계방법

수집

빈도 백분율
기술통계
양적연구
문헌연구

연구 분석 틀

개발

조사연구

활용

실험연구

관리

질적연구

평가

차
설문
상관분석

지
인터

설계

문화기술연구

혼합형

인과

뷰

관계

조직

분석

내부
자료

추리

관찰

통계

사례연구

회귀분석
요인분석
판별분석
경로분석 구
조방정식

실험

검증

전문
개발연구

평균 표준편

집단

가협

비교

의회

검
증
χ 검증

기타

그림

참고 문헌

교육공학의 영역
재구성

검색어

현재

계

원격교육

러닝
러닝
러닝
스마트 러닝

이하생략
기타
계

러닝 효과 메타분석 연구
한상준

김화성

허균

부경대학교 교육컨설팅 협동과정

서 론

표

수집된

편의 논문들 가운데 메타분석이 불가능한

을 제외한

연구의 필요성

편의 논문을 설정하였다

이 가능한 효과크기

편

편의 논문들은 분석

를 계산하였다 효과크기는

교수가 만든
본 연구는 스마트 러닝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하위 변인별 평균 효과크기

을 활

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검정

검정 상관계수

등의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 러

다양한 값들을 효과크기로 변환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닝과 관련된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결과와 관련된 종속

개의 효과크기로 분석 단위를 나누었다

변인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 러닝을
표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들에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

다 의미해석

라고 생각된다

에서와 같이 스마트러닝을 사용할 때 학습효과별 효과

크기는 만족도

성취도

태도변화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효과크기의 값을 해석함에 있어

연구의 문제
메타분석을 통한 스마트 러닝의 효과성은 어떠한가

얻어진 효과크기를 바탕으로 스마트 러닝의 효과성의 의
미를 해석하였다 효과크기는 코헨이 제안한 해석 방식을 적

타났다 이는 스마트러닝을 통해 교육을 받은 집단이 전통적

용하여 효과의 정도가 어떠한지 제시하였고 연구자가 그 의

인 교육을 받은 집단보다 교육의 효과성에서 상승효과가 나

미에 대해 추가 진술하였다

타났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 러닝의 하위구성요소인 학습만족도 학습성취도

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

학습태도는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사례수

연구 방법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를 수 있다
첫째 스마트 러닝은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결과에

메타 연구 대상으로 설정되어진 최종 논문 중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한 최종 대상 연구결과 수는

연구 대상

편의 논문을 통해

표

과 같다 총

개의 효과 크기기를 탐색할 수 있었

다

및 한국학술정보 주 의

러닝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였다

이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 스마트러닝을 사용할 경우

둘째 스마트 러닝 하위 학습 효과 중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에서 제공하는 데이

태도변화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에서와 같

이 스마트러닝을 사용할 때 학습효과별 효과크기는 학습만족도

분석 자료를 수집할 때 주요 검색어로는 스마트 러닝 스마
러닝

이며

제시한 효과크기의 해석 기준으로 보면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라고

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터베이스를 활용해 문헌 자료들의 수집 및 검토하였다

트 교육

따르면 스마트 교육의 평균효과크기는

스마트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교육에 비해 높은 학습효과

본 연구는 연구자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
비스

이 제

시한 기준에 따르면 만족도와 성취도는 높은 효과크기로 나

성취도

차적으

태도변화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효과크기

로 분류된 논문들은 다시 변인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연

의 값을 해석함에 있어

구 주제와 관련되면서 효과크기로 변활 할 수 있는 실험논문

족도 높은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며 성취도는 중간이상의 효과크기로

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만

으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은 석박사 학위 논문들 만을 대상으

나타났고 태도변화는 중간이하의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로 하였다

학습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스마트러닝을 통한 학습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학습 만족도 다음으로는
학습 성취도에서도 스마트러닝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러닝을 사용하는 교육은 학습태도의 변화보다는 학습

분석방법

만족도와 학습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스마트 러닝 전체 평균 효과 크기
가 자료 선정

알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효과크기에 대한 동질성에 대한 검정의 결과를 추

스마트 러닝의 평균 효과 크기는

표

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메타분석이 이뤄질

와 같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연구 대상이나 범위의 확대를 통해 다양

최종 자료로 선정된 스마트 러닝 효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된 논문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

표

한 관점에서의 메타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 러닝 전체 평균 효과 크기

각종 통계치 즉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 및 상관계
수

값

논문내의

값 등을 통해 분석이 가능한 총

참고 문헌

편의 석박사

개 효과크기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이가영

나 효과크기의 산출 및 해석

위 표에 따르면

스마트 교육의 평균효과크기는

이며

이 제시한 효과크기의 해석 기준으로 보면 중간
두 집단의 독립설계에서

효과크기를

값으로

이상의 효과크기라고 분석할 수 있다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공식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러닝을 적용한 이차함수 수업이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방실

블렌디드 러닝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아동의

자기주도성 및 학습태도 차이 숙명여자대학원 원격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송민수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수학학습이 고등학생들에

게 미치는 영향


  

 

 

  



          
    

하위 변인별 평균 효과 크기

지수 지수함수 단원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하생략

하위 변인별 스마트 러닝 관련 종속변인별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알아본 결과 아래 표

과 같았다

고등학생의 학습습관이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남창섭

허균

부경대학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서 론

본 연구는

년 고등학교

이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업태도영
역 하위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년 고등학교

마 주의집중

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수

업태도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습관을 조사하고 학습습관

의미 있는 기준 값에 가깝게 나타났다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태

표

으로 약간 낮지만
수업태도와 학습습관

주의집중 하위 변인
β

주의집중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준비

도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조사한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기반으로 학습습관과 수업태도의 상관관계를 알아

노력

가 예습복습

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습관이 수업태도와 의미 있는 상관
관계가 있을 경우 수업태도 개선을 위해 올바른 학습습관 형

수업태도
변인

표

성 지도가 교육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식과 길을

수업태도

능력

변인

제시해 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정리

예습복습 하위 변인

상수
β

예습복습

연구의 문제

인지도

바 평가대비

실천

가 예습복습이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나 독해방법이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계획

다 노트정리가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표

상수

라 기억방법이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수업태도

평가대비 하위 변인

변인

마 주의집중이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β

시험대비

바 평가대비가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태도

사 수업태도에 관계있는 학습습관 영역은 무엇인가

준비

나 독해방법

연구의 방법

표

수업태도

연습
정서

독해방법 하위 변인

변인

방법

β

상수

독해방법

연구 대상

비판적읽기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인
동래고등학교
부터

월

학년 학생

명을 대상으로

년

월

일

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부 중 미완성

부를 제외하고

사 수업태도

목적적읽기

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내용확인읽기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모두 남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선택적읽기

표

수준별읽기

연구대상

성별

학교급

남자

고등학교

학년

수업태도

학습습관 상관관계

학습습관 상관관계

영역

β

상수

인원 명

예습복습
노트정리
기억방법

측정 도구

다 노트정리

상수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수업태도 예습복습 독해방
법 노트정리 기억방법 주의집중 평가대비의
구성하였고 각 영역은 하위 영역

개 영역으로

표

문항으로 작성하여 전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방식은

점 리커트 척도로서

개인의 점수는 각 영역의 하위 요인별 합계 점수로 나타냈다

노트정리 하위 변인
β

노트정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학습습관이 잘 갖추어졌다는 것

결론 및 제언

정리

을 의미한다
표

수업태도
변인

강조

설문지 영역 및 문항내용 구성
영역
수업태도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학습습관 영역의 하위 변인
활용

하위변인

들 각각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을 때는 각 영역의 하위 변인들
상수

준비 회상 상호작용 주의 집중

중 다수의 변인이 수업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고 학습습
관 영역 중에 수업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예습복

예습복습

인지도 경험 실천 효과 계획

독해방법

비판 선택 목적지향 확인 수준별

습 노트정리 기억방법이 있었다 이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

학습

노트정리

준비 정리 강조 복습 활용

다

습관

기억방법

기억 정리 재구성 연상 반복

주의집중

준비 습관 노력 능력 정리

평가대비

준비 연습 정서 방법 집중

첫째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습복습의 하위 변인으로는 인

라 기억방법

둘째 독해방법의 하위변인은 모든 변인들이 수업태도에
표

분석 방법

수업태도

을 사

용하였다 먼저 기술적 통계와 함께 연구 영역의 신뢰도 측정
계수를 이용하였고 변수들 간의 상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 간
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억방법 하위 변인

변인

설문지 분석을 위해서 통계처리 프로그램
을 위해

지도 실천 계획이 있다

β

기억방법

셋째 노트정리에서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
리 강조 활용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업태도와 기억방법과의 관계에서는 기억력과 정
리가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기억력

다섯째 주의집중의 하위 변인들 중에는 준비 노력 능력

정리

정리가 수업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가대비의 하위 변인들 중에서 수업태도에

연상
상수

영향을 주는 것은

태도 준비 연습 정서 방법 모두가 해당

되었다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분석과 해석이 이뤄져야할

연구 결과

것이다
참고문헌 생략

를 통한 바이오디젤 제조 단계의 환경영향 평가
김태석

정용현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서 론

표

바이오디젤 제조 공정에 대한 투입물과 산출물

그림

에서

은

환경영향 범주를 나타내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단위를

그림

의

로 수정하여 나타내었다

에 바이오디젤 제조 단계에서 위의

책이 출현하고 실현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전

는 아래

의 개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바이오디젤 제조 단계와 디젤 제조 단계의 환
경 영향을

가지 환경영향 범주별로 정량화 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로서 두 제품의 제조 단계 중 환경영향이 적은 제품
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와 같으며 편의상 물질

%
30

27.37

25
20
15

나 바이오디젤 제조 단계에의 환경영향에 가장 영향을 많

10

이 미치는 물질은 어떠한 것인가

4.75

5

가 제품별 평가 결과

연구의 방법

그림

연구 결과

제품인 디젤 제조 단계의 환경영향과 비교하고자 한다

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림

명을 수정하여 나타내었다

바이오디젤 제조 단계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기존 석유류

가지 환경영향 범주별 특성화된 값에

가지 범주에 대한 투입

가지 영향 범주에서 가장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가 바이오디젤의 제조 단계의 환경영향과 디젤 제조 단계

가지 영향 범주에

물들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폐유의 기여도가

과정에 걸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정량화하고 비교함으로써

의 환경영향에 있어서

에서의

대해서는 두 제품 모두 그 결과 값이 크고 차이가 많았다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 출현 이후 제품중심의 다양한 환경정

연구의 문제

표

는 비교를 위해

특히 자원소모 지구온난화 산성화의

연구에서는

표

0

0.1

0

두 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래의

표

표

가성칼륨

과 같이

산출되었다

그림

메탄올

폐유

산업용수

바이오디젤 제조 공정 투입물의 자원소모에

대한 기여도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바이오디젤 제조 단계와 디젤 제조 단계에 대한

99.32

%
100

가지 영향 범주별 환경영향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90
80

측정 도구

70
60
50
40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평가를 위해 환경성적표지 전
용

소프트웨어인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0
10

0.71

0.03

0

0

분석 방법

가성칼륨

⁻

그림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시간적 지역적부분과 수송공정

메탄올

폐유

산업용수

바이오디젤 제조 공정 투입물의 지구온난화

에 대한 기여도

을 제외한 바이오디젤과 디젤의 제조 단계로 한정지었으며
기능단위는 각 제조 단계별 디젤
젤의 경우

그림

을 도식화 하여

그림
표

으로 하였다 바이오디

와 같이 제조 단계에 대한 공정

99.43

%
100

과 같이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데이

90

터를 입력하였으며 그에 따른 환경영향을 프로그램 내 특성

80

화 계수를 이용하여

70

가지의 각 환경영향 범주별로 평가하였

60

다 입력한 데이터는 바이오디젤 제조 단계의 경우 실제 연구

50

를 수행한 수치를 이용하였다 디젤의 경우 기존의

40

데이

30

터를 이용하였다

20
10

0.52

0.04

0

0
가성칼륨

그림

메탄올

폐유

산업용수

바이오디젤 제조 공정 투입물의 산성화에 대

한 기여도

⁻

결론
그림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

나

제품별 평가 결과 분석

제품별 평가 결과 아래
단계가 디젤 제조 단계의

과 같이 바이오디젤 제조

바이오디젤 제조 단계와 디젤 제조 단계의 환경영향을 가지 범주

가지 환경 영향 범주별 특성화 결

그림

로 특성화하여 비교하였을 때 바이오디젤 제조 단계의 평가 결과 수

과 값보다 모두 작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치가 모두 작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두 제품 모두 자원소모 지구온
난화 산성비의 영향 범주에 대해서 비교적 큰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바이오디젤 제조 단계에서 그 기여도는 대부분 폐유의 영향으로 파악

2.948

3
2.5

바이오디젤

되었다 따라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바이오디젤 제품을 생산하려면

디젤

제조 단계에서 폐유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연구간 한정지은 시간적 지역적 부분과 수송공정들을 고려

2

한다면 그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5
1
0.5

그림

바이오디젤 제조 공정도

0.935

0.095

0.6043
0.05842
0.1474

0
①

②

③

참고 문헌

0.04131
0.05107
0.00724
0.01074

5.43E-07
8.05E-08
④

⑤

⑥

이건모 허탁 김승도
경 전과정평가

그림

두 제품 제조 단계에 대한 평가 결과 비교 그래프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의 이론과 지침

환

협약 발효의 영향에 대한 고찰
박문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 론

약의 취지와 기관사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이 규정이 협약을
충족하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어선 당직 항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협약은 어선에서 인적요소에 의한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가

년에 채택한 협약으로 러시아 노르웨이

키리바시 스페인 모로코 캐나다 등이 비준하여
번째로 팔라우가 비준하여
으며

년

월

일까지

년

월

년

월

일 발효하게 되었

따라서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선원

사 면허 취득 전에 전파전자급통신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대상 기초안전교육의 내용을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약에 맞게 개정하여

야 하며 국적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해서는 우

셋째 어선 당직 항해사 어선 당직 항해사의 자격증명 최소

리나라 정부가 승인한 기초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는지를

요구지식 내용에 대해서 고찰한 것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

확인하여야 하므로 특히 외국인 어선원 송입에 큰 영향을 미

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칠 것으로 사료된다

협약 제 장 제 조 부록

항의 어선원을 위한 비상절차와

안전조업실행의 내용이 현행 우리나라 해기사 어선 전문 시

개국이 비준하였다

험 과목의 과목 내용 중 어선 관련 국제해사협약의 세부 항
목에 어선원 안전코드

와

협약 제 장 비상조치 소집 및

훈련 부분 지식을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문제

당직근무의 기준에 대하여 고찰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 협약의 발효가 우리나라 연근해 및 원양 어선에 승무하

안전 항해 당직 유지를 위한 당직 배치를 하여야 한다 협약

는 어선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협약 충족을 위하여

은 모든 어선 선장에게 안전 항해 당직 유지를 위해 적절한

취할 내용을 식별하고 특히 본문 제 조

항에 따른 비차별

당직 배치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직 조직은 적절한 경계

조항이 있어 당사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적 어선에게는

유지를 위한 필요를 고려해야 하고 당직 체제는 당직 근무자

그 어선의 선적국이 동 협약을 비준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의 피로에 의한 능률 저하가 방지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않고 협약을 준수하는지 항만국 통제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약

따라서 협약 준수를 위한 적절한 당직 체제를 위해 어선원

척의 원양어선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양산

의 조업 시간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나

업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협약은

협약과 달리 안전배승요건에 대한 항만국 통제 대상

포인트

이 아니므로 구성원 숫자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
로 생각된다

재료 및 방법

우리나라 정부가 승인한

어선원 기초 안전교육 과정 이

수가 의무화되어 특히 외국인 어선원 송입에 영향이 클 것으
어선원의 자격증명 분야 내용은 어선 선장과 당직항해사

결과 및 고찰

주 기관 추진력

킬로와트 이상 항해어선에 승무하는 기관

장과 일등기관사 및

설비가 비치된 항해어선에 승무

하는 무선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에서 주로 어선 항해사관에
대한 어선 자격증명 요구와 최저요건 중 승무경력 및 최소요
구지식의 내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협약에 의하여 발급된 기관사관 및 무선

통신사 증명서는 상선과 어선 구분 없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어선 선장

어선 당직항해사 및 기관장 일등기관사의

자격증명 요건 중 승무경력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길이

미터 이상 무제한 또는 제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

선 당직 항해사 자격증명의 강제적 최저 요건은 어떠한 경우
라도

년 이상의 길이

미터 이상 어선의 갑판부 승무경력

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길이

미터 이상 항해어선에 항해사

로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년 이상의 어선 갑판부

승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현행 우리나라의
해사에게만 분리된 상선과 어선 항해사 면허는

급 항
급까지 모

두 상선항해사 면허와 어선 항해사 면허로 분리되어야 한다
갑판부 승무 경력에서 협약은 부속서 제 장 제 조에서 길
이

미터 이상 어선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 선박직

원법령은 총톤수로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어선 당직항해사의 승무경력 요건을 살펴보면 협약은 어
선 갑판부 직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우리나라 선박직
원법령에서

급 항해사는 직무가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선박의 운항만 인정되어야 하고 선
박직원법령에서

급 항해사의 경우는 선종을 상선과 어선

을 불문하고 있으나 어선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어선 당직 항해사 승무경력 기간 요건을 살펴보면 협약은
해기사 면허를 위한
있고

년 이상 승인된 승무경력으로 규정되어

년은 주관청이 승인한 특별훈련프로그램이나 상선 승

무경력으로 대체되더라도 최소
력은 필수이다 따라서 길이

년의 어선 해당부서 승무경
미터 이상 항해어선에 승무하

려는 항해사관에게 특례를 주고 있는 현행의 수산계 고등학
교 종합승선실습프로그램 수료자나 수산계 고교 졸업자에게
도 반드시

년 이상의 갑판부 승무 경력을 요구하여야 협약

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선에서 항해사가 지정된 무선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단독 무선통신사 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의 전파전자

급 통신사 자격 취득이 어선 당직항해사 면허 취득 요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조의

에서와 같

이 기관사도 전파전자급 통신사 면허를 취득하게 한 것은 협

로 생각된다
어선 당직항해사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길이

미터 이상

항해어선에 승무하려는 항해사관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급까지 모든 항해사 면허는 상선과 어선으로 분리되
어야 한다
갑판부 승무 경력 규정에서 승무 선박의 톤수는 길이로
개정되어야 한다
면허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 규정으로 현행의 수산계 고
교나 수산계 고교 종합승선실습프로그램 고시에 의하여 승무
경력

년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는

년의 승무 경력을 갖추어

야 한다
선박직원법의

급 항해사의 승무 경력 중 직무는 선박의

운항이 되어야 한다
선박직원법

급 항해사의 경우는 선종을 상선과 어선

을 불문하고 있으나 어선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어선 당직 항해사는 전파전자급

급 통신사 면허를 취

득하여야 한다
어선 당직 항해사 해기시험 과목과 관련하여 어선원 안전
코드

와

협약 제 장 비상조치 소집 및 훈련 부분 지식

을 다루어야 한다
적절한 당직 체제를 위해 어선원의 조업 시간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놀이중심 인지행동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 통제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박경아

최성욱

부산아동인지상담센터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놀이중심 인지행동프로그램을

신촌초등학교

인지행동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

회기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로 중재 전과 후에 자기통제 평정척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도하였다 서로 상대방이 선택한 장난감까지도 자신이 차지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회기별 아동의 자기 통제력 변화과정

하겠다고 다투었다

을 관찰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우가 많아 다음 과제로 넘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함에도 다음 과제 학습지까지 챙기려 하였다

아동에게

연구 결과

적용하였을 때 자기 통제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회기에도 이전 회기와 마찬가지로 과업 수행에 전념하기보
다는 지속적으로 질문이나 혼잣말을 되풀이하였다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놀이중심 인지행동프로그
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일반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의
의가 있다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는
본 연구는 놀이중심 인지행동프로그램이

아동의

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가 놀이중심 인지행동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 통

제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동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을 말해보는 활동에서 주로 슬프다 기쁘다 짜증난다 화

가 대상 아동별 자기 통제력 변화

회기 카드에 제시된 표

놀이중심 인지행동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마치고자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놀이중심 인지행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이후 대상 아동
대상아동

대상 아동

의 자기 통제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 아동

대상 아동

의 경우

표

에 제시된 행동 특성에서도 알
점으로 또래 아

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후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한 사후 검사에서는

점으로

나타났다 놀이중심 인지행동프로그램이 대상 아동의 자기 통
제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

이었다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학년 남자아동

명

과 같다

대상 아동

와 마찬가지로 활

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회기부터는 교사의 지시에 순

분

분 조금씩 과제수행에 집중하려는 반응을 나타

내었다

회기 카드에 제시된 표정을 말해보는 활동에서 주로

슬프다 기쁘다 짜증난다 화난다 설렌다 신경질난다 우울
하다 등의 다양한 감정 표현을 나타내기는 했으나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회기에는 이전에 비해 열심히 하려는

를 의식하여 과제를 손으로 가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과업을 수행하였으나 상대방을 칭찬하기도 하였다

대상 아동
후에 같은 아동상담센터에 다니고 있는

회기까지 대상 아동

응하며

대상 아동
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이며 방과

는

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일러

수 있듯이 중재 이전 사전검사의 수치는

연구의 방법

회기에는

스스로 집중 집중 이라는 자기 강화를 하며 활동을 무사히

대상 아동

아동의 회기별 자기 통제력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동을 실시하였더니 이전과 달리 잘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활

난다 등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나타내었다
아동에게 놀이중심 인지행동프로

회기에

분이라는 과제 수행 시간을 정해준 후 신체 본뜨기 활

자기 통제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자기 통제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

나

회기 문장을 적을 때 글자를 틀리는 경

의 경우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감정 조절

결론

이 잘 되지 않아 감정 폭발 행동을 빈번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재 이전 사전검사의 수치는

점으로 또

래 아동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대
상 아동

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후 사전 검사

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한 사후 검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점으로 나타

났다 놀이중심 인지행동프로그램이 대상 아동의 자기 통제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놀이중심 인지행동프로그램은

아동의 자기 통제력

행상에 효과적이다 대상 아동 모두에서 자기 통제력 수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통해 놀이중심 인지행동프로그램이 긍정
적인 중재방법으로 적용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놀이중심 인지행동프로그램의 회기별 자기 통제력 변화를 관

자기 통제력 검사

찰해본 결과

아동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아동

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회기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행동의 빈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대상아동 A

223

207

대상아동 B

205

184

도가 감소하고 자기 통제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
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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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의집중력,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효
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였다 중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통제 평정척도를 사전
사후에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김매선(2006), 놀이중심의 인지행동프로그램이 ADHD 경향

의 부적응행동과 학습수행태도에 미치는 영향. , 대구대학교

를 자주 사용하거나 규칙 지키기 등의 행동에 있어 어려움을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이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이후 점차 개

김영미(2005). 자기교시훈련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자기

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상 아동의 회기별 자기 통제력 변화

통제력 및 수학문장제 해결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

는 다음과 같다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현정(2007). 멈춤신호놀이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충동
성과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용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

대상 아동
대상 아동

는

회기 충동을 참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위논문.

자의 말을 가로 채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연구자

정숙영(2006). 놀이 중심의 자기통제훈련을 통한 ADHD 아

의 질문에 반응하지 않고 되물어 보는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

동의 부적응 행동 개선에 관한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

났다 지시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집단미술치료가 지체장애학생의 사회적 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심상욱
부산한솔학교

서 론

최성욱
신촌초등학교

자료 처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 대상 학생별 자기 진술문 변화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지체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했을 때 사회적 효능감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의 문제

연구 결과

가 집단미술치료가 지체장애학생의 사회적 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나 집단미술치료가 지체장애학생의 자기 진술문의 내용 변
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지체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
시했을 때 사회적 효능감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방법

결론

가 대상 학생별 사회적 효능감 변화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학생

대상 학생별 사회적 효능감 검사 변화

과 같다

시 소재 특수학교 중학부에 재학 중인

명이며 이들은 모두 인근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심상욱

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체

장애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사회적 효능감 검
사

생활화 그림검사 등을 사용하여 대상 학생들의

사회적 효능감 향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대상 학생별

변화

연구 절차

참고 문헌

중재 전과 후에 사회적 효능감 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
여 향상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프로그램은

표

프로그램

적용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대상 학생별 생활화 검사 변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대학생의 생리변화에 관한 연구
김민수

유수진

정용현

김동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서 론

온

부경대학교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

를 사용하였으며

뇌파를 측정하는 장비로

αβ

채널 측정 장비를 심전도

를 측정하는 장비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금종수

채널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실

시간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험 방법

교육시설은 사회 경제의 발전과 함께 점차 개선되고 있다
예전에 냉난방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환경에서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며 교육을 받던 환경에서 현재 대부분의 교실이나 강

실험은 부경대학교 냉동공조공학과 소재 인공환경기후실에

의실에는 냉난방시설이 보급됨으로써 학생들은 열적으로 쾌

서 실시하였고 실내 온

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성시켜 피험자들의 온

습도는 열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
습도에 대한 불쾌감을 최소화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뜨거운 교육열로 인하여 대학교에 진학하

피험자가 도착하기 전 실험환경을 미리 세팅하였고 피험자가

고자 하는 학생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대학교 강의실

도착하면 인터뷰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피험자의 상태를

의 수용인원 또한 감소되지 않고 있다

파악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가 신체적 정신적 이상

현재 대학교 강의실에 설치된 냉난방 시설은 패키지형 에

이 없을 시 뇌파 측정 센서 및 심전도 측정 센서를 부착한

어컨이나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냉난방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제 실험 진행시간은

기기는 내부공기를 지속적으로 순환시킴으로써 신선한 외기

실험을 진행하였고

의 도입을 유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

인 경우이고

의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강의실 내에서 잔류

이다

하게 되고 실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학생수에 비례하여 높

그림

시간에 걸쳐서

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 경우

나 심전도
심전도는

은 실험 스케쥴을 보여주고 있다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반영된

신호로써

파에 해당하는 연속된 여러 피크들의 형태로 나타

아지게 됨으로써 수업중 학생들의 집중력이나 호흡 및 생리

나며 연속된

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크간의 시간간격 즉 심박간격 변화를 심박

변이도라 부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학생들의

라고도 한다

는 평균 심박변이도를 나타내며

생리학적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뇌파와 심전도를

표

에서 분

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해 분석함으로써 실내 환경적 측면에서 교육 여건을 개선

를 통해 심박수를 예측할 수 있고

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다는 것은 심박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연구를 진행하였다

에서

값이 작
보다

값이 대부분 줄어들었고 이는 호흡을 통해 인체의

혈중 산소포화도를 정상범위로 유지시키기 위한 심박수가 증

기존 연구

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 비해

에서 심박

수가 증가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체에 스트레스
를 주었다고 사료된다

기존 연구에는 교실의 실내공기질 평가를 위한 포름알데히
드

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을 측정하여 실내공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겨울철 가습 및 환기에 따른 교
실내 쾌적환경 분석

를 이용한 교실의

농도 변화에

관한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재실자 대학생 의 생리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에 있다

연구의 방법
연구 대상
대 대학생 지원자

명을 대상으로 혈압 맥박 고막온도

신장 몸무게 약물복용 유무 등을 확인하였고 신체
으로 건강한 피험자

정신적

명을 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 피험자들의 신체적 조건은

표

에 나타내었다

결론
연구 결과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α β 분석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뇌파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 뇌파

측정 도구

사료된다

뇌파분석에서 알파파는 긴장이완과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며 안정된 알파파가 나타나는 때는 눈을 감고 진

본 연구에 사용된 장비는
를 측정하기 위해

표

에 나타내었다 실내온도

열전대를 사용하였고 챔버실내의

정한 상태에 있을 때이며 눈을 뜨고 물체를 주시하거나 정신

둘째 심전도

분석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으

로써 심박수가 증가하는 생리적 반응현상이 나타났다

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알파파는 억제된다 베타파는 깨어 있
을 때 말할 때와 같이 모든 의식적인 활동을 할 때 나타나

셋째 차후 추가실험을 통해 피험자의 수를 늘림으로써 통계학적

며 특히 불안한 상태나 긴장시에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러므

의미에 적합하도록 하여 유의미한 경향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로 α β의 값이

판단한다

보다 크게 되면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 또는

눈을 감고 있는 상태 졸린상태 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

과

의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산화탄

송진용

소가 뇌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연구 제

피험자 과
나타냄으로써
Φ

참고 문헌

에서 뇌파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피험자 각 개인별 뇌파분석 결과

는

는

보다

에서 α β가 증가된 값을

일 때 더 편안한 상태였고 피험자 와

의 α β값이

의 값보다 감소됨으로써 불안

한 상태가 증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험자
험

모두 α β값이

과

는 실

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긴장

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정성일
분석 제
유상균
연구 제
하병용

교실의

와

방출특성에 관한 측정

권 제 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겨울철 가습 및 환기에 따른 교실내 쾌적환경
권 제 호 설비공학논문집
를 이용한 교실의

농도 변화에 관한

권 제 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고령자용 감성에어컨 개발을 위한 온열쾌적감

평가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갯닦기 전후의 해중림초의 해조상과 시험
부착판에서의 해조류 초기 천이
김태연⦁곽철우⦁정의영†⦁김헤민⦁손수현
(한국해양환경생태연구소)

I.

사진을 정밀 판독하였다. 2012년 12월 23일과 2013년 1월 23

서 론

일에 수중에서 시험 부착판을 수거하여 관찰·조사하였다. 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촬영 및 사진을 찍었으며, 일부는 표본을 채취하여 해부현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서는 1980년대부터 갯녹음 현상이

미경하에서

피해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Kim et al, 2006, 2007;;

1. 해조상 조사

Kim, 2011). 최근 갯녹음이 진행 또는 심화된 지역에서 해조

가. 종 조성

군락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갯닦기 작업으로 갯녹음(whitening
event)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갯녹
음이 진행된 제주도 동부 삼달지역에서 갯닦기 전후의 해조류의
종조성 변화를 비교하여 갯닦기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그리
고 갯닦기 작업을 실시한 후, 해중림초에 시험부착판을 부착시켜
해조류의 초기 천이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자 조사하였다.

동정·분류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확산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동해 연안에서도 그

전 조사기간 중 삼달지역 해중림초(뿔삼각형어초) 1개 정점에
서 총 24종이 출현하였는데, 그 중 분류군별 출현종수는 녹조류
3종(12.5%), 갈조류 5종(20.8%), 홍조류 16종(66.7%)이 출현하여
홍조류의 출현종수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 출현종수는 2012년 7
월에 9종, 2013년 7월에 20종이 출현하였다. 따라서 출현종수는
갯닦기 이후 1년이 지난 2013년 7월 조사에서 더 많은 종이 출

II. 재료 및 방법

현하였다. 제주도 삼달지역에서 2012년 7월에는 출현하지 않았

1. 해조류 채집 및 분석방법

으나 갯닦기 이후 2013년 7월에만 출현한 종은 총 15종으로 녹

본 조사는 제주도 연안 성산읍 삼달리 갯녹음 지역 내 안
공어초에 부착 서식하는 해조류를 갯닦기 전후의 해조상을
조사하였다.

조류 3종, 갈조류 4종, 홍조류 8종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갯닦
기를 실시하면 부착기질이 재생되어 유용 해조류들이 부착 서
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7월과 2013년 7월에 출현한 해조류의 총 평균 생물

가. 종 조성 및 생물량

량은 습중량으로 13,3838.50 g wet wt./㎡ 이였다. 조사 기간

제주도 인공어초에서 2012년 7월과 2013년 7월에 2회에 걸

중 출현한 평균 생물량을 비교해보면, 2012년 7월(2,739.44

쳐 정량 채집을 하였다. 시료 채집은 각각의 조사정점에서 5

±286.52 g wet wt./㎡)보다 2013년 7월(24,937.56 ± 2,744.32 g

× 5 cm로 구획된 방형구(25 × 25 cm)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wet wt./㎡)에 생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2012년 보다 출현

다. 정량채집한 후 현장에서 직접 10% 중성 해수 포르말린용

량이 훨씬 많았다. 2012년 7월에는 감태가 137.63 g wet wt./㎡

액으로 고정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고, 단위 면적당(㎡) 생물

출현하여 다른 종들보다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2013년 7월에

량으로 환산하였다.. 해부현미경을 이용하여 동정하였으며, 해

대형 갈조류인 감태(E. cava)가 14,818.08 g wet wt./㎡가 출현

조류의

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큰열매모자반(S. macrocarpum)이

출현종

목록

및

국명은

Kang(1968),

Lee

and

Kim(2003), Lee(2008)의 분류방법을 따랐다.

1,670.64 g wet wt./㎡ 출현하였다.

나. 해조류 우점종과 군집의 중요도 산
출

[Fig. 1] Disectting micrographs showing the early stage
of succession of seaweeds(A~F). A, Occurence of
epiphytic Licmophora sp. after 9 days; B, Flagellate
after 9days; C, Ulothrix flacca after 14 days; D,
Cladophora sp. after 24 days; E, Crustose coralline algae
after 24 days; F, Ulva pertusa after 32 days.

나. 중요도 및 우점종
주요종(IV>0)의 중요도와 생물량, 피도를 계산하였을 때,

군집 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높은 피도와 생물량을 보이는
우점종과 군집의 중요도를 판정하였다.(Barbour et al. 1987).
본 조사에서의 우점종은 중요도에 의해 결정하였다. 중요도 값
계산은 출현종의 빈도와 피도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 수식을

2012년 7월에 중요도를 기준으로 선정된 우점종과 준우점종
은 진분홍딱지 27.93%, 방황게발혹 19.58%로 나타났다. 2013
년 7월에는 감태(E. cava)가 14.99%, 큰열매모자반이 10.44%
로 우점종과 준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2. 갯닦기에 의한 해중림초의 부착기질

부착판에 부착한 부착생물 분석

갯닦기 작업 후 2개월이 지나야 부착기질에서 부착해조류의

가. 해조류 초기 천이 분석

초기 천이 조사

(1) 일간 해조류 초기 천이 변화 조사
각 조사 시기에 채취된 시험 부착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2개월 경과 후에
출현한 구멍갈파래와 깃털말류와 같은 종들이 사라지고 홍조
류인 무절산호조류 낭과쩍( Lithothamnion cystocarpioideum)

4~7일경에는 부착생물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9일 이후부터 부착

등이 시험 부착판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해조류의 초
기 천이의 특징을 보였다.

기질경쟁을 하는 따개비 등 각종 부착동식물과 펄의 퇴적 등

규조류인 Licmophora sp. [Fig. 1A]와 부착 편모조류(Flagellate)
가 관찰되기 시작하였으며[Fig. 1B], 14일부터 다수의 사상 녹조

을 제거하였다(녹색기술인증서 GT-12-00014, 제 GT-12-00123

류인 초록실이 관찰되기 시작하였고 [Fig. 1C], 24일 이후부터는

호).

녹조류인 대마디말류[Fig. 1D]와 무절산호조류가 출현하기 시작하

착

개체수가 다수 출현하게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한

각각의 시료에서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시험 부착판 설치 후

에 400 bar 이상의 고수압 분사 gun을 발사하여 유해부착생물

나. 해중림초 부착기질에 시험 부착판 부

인 무절산호조류 낭과쩍(Lithothamnion cystocarpioideum)등이
출현하였다. 이 현상은 Kim(2011)이 갯닦기에 의한 해조류 천
이 보고서에서 고압분사 방법에 의해 갯닦기를 실시한 경우,

향상 및 시험 부착판 내에서의 해조류

업

days. B, Cladophora spp. after 32 days.
개월 후에는 녹조류인 구멍갈파래와 깃털말류 그리고 홍조류

2. 해중림초 구조물에 고정시킨 시험

가. 갯닦기(유해생물제거장치의 사용) 작

[Fig. 2] Dissecting micrographs showing the early stage of
succession of seaweeds (A~B). A, Bryopsis plumosa after 32

Ⅳ. 결론

였다[Fig. 1E], 32일 경과 후에는 녹조류인 구멍갈파래가 출현하
였고[Fig. 1F], 또한 깃털말이 출현하였는데[Fig. 2A], 대마디말류

제주도 뿔삼각형 해중림초 내에서 갯닦기 전후에 출현하는

가 많은 성장을 하여 우점종으로 등장하였다[Fig. 2B], 그러나 무

해조류의 종조성과 출현 개체수를 연도 별로 비교하였던바, 갯

해중림초 표면에 무독성인 천연암반 재질에 프롬시멘트를

절산호조류는 32일 경과 후 좀 더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었다. 따라

닦기 전인 2012년 7월보다 갯닦기 후인 2013년 7월에 출현 종

부어 만든 시험 부착판(20 × 20 cm)을 수심 7 m에서 로프로

서 부착규조류와 녹조류의 종들이 선구해조류(pioneer algae)로

수와 개체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 이것은 갯닦기 후 부착기질

묶어 고정시킨 후 1일 간격으로 시험 부착판을 뜯어내어 모

출현하여 점차 다른 종으로 바뀌어가는 32일 간의 해조류 초기

이 향상되어 갯녹음 해역에서 갯닦기가 해중림 복원에 크게

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천이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해조류 초기 천이 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해중림초를 갯닦기 한 후,

정은 일반적으로 규조류, 파래류, 1년생 해조류, 산호류, 다년

시험 부착판에 부착한 해조류의 초기 천이과정을 광학현미경

생 해조류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고한 Foster(1974)의 이론과 매

으로 관찰하여 보면, 9일 경과 후부터 부착성 편모조류와 부착

우 유사한 초기 천이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

규조류인 민부채돌말류의 선구조류(pioneer algae)가 제일 먼저

기

그러나

부착하였고, 그 후 14일째에는 사상녹조류인 초록실이, 32일째에

부착된 생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뜯어낸 시험 부착판

Kim(1987)의 결과에서도 해양 갈조류의 경우는 초기에는 출현

는 대형 녹조류에 속하는 깃털말류, 대마디말류, 홍조류의 무절

은 비닐봉지에 담은 후 현장에서 10% 중성 해수 포르말린 용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본 조사 결과와 일치하였

산호조류 등이 부착판에 부착된 것이 확인되었다. 갯닦기 후 2~3

액에 고정하여 연구소로 운반한 시험 부착판내의 부착생물이

다. Cho et al(2007)은 인공어초에 다공질의 부착기질을 설치

개월이 지나면 시험 부착판에서 무절산호조류가 우점하였다.

부착한 표면을 부드러운 브러쉬로 문질러 긁어낸 다음 여과

하여 부착기질에 착생하는 해조류의 해조천이를 조사한 결과

해수를 떨어뜨려 세척한 후, 긁어모은 시료를 표본병에 담았

2~3개월 까지는 녹조류인 갈파래류가 출현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초기 천이의 조사를 위해 삼달 정점에서 2012년 10월 20일

는데 이 결과 역시 본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에 28개의 시험 부착판을 설치하여 2012년 11월 21일까지(32일

본 조사에서 녹조류의 출현 다음에는 무절산호조류가 번무하

간) 총 13개의 시험 부착판에서 채취한 부착해조류를 해부현

였는데, 이것 역시 해조류의 초기 변화 단계의 특징을 벗어나

2(1), 73~91.

미경하에서 관찰하여 동정·분류하였다. 갯닦기 후 32일간(13

지 못한 천이 단계임을확인 할 수 있었다.

Kim, Y.D., Song, H.I., Hong, J.P., Jeon, C.Y., Kim, S.K., Han,

개 시험 부착판) 조사 이후부터는 삼달지역에서 1개월 간격으

(2) 2개월, 3개월 경과 후, 해조류 초기
천이변화

H.K, Kim, D.S. and Bang, J.D.(2006). Growth and maturation

다. 시험 부착판 내 부착생물 채취 및
실험방법
각 시기별 조사정점별로 수거된 시험 부착판(20×20 ㎝)에

로 조사하였고, 2개월과 3개월 경과된 시험 부착판들은 수중
에서 시험 부착판당 월 1회씩 직접 접사 사진을 찍어 촬영된

천이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달지역에서 32일간 해부현미경으로 관찰 조사한 이후, 2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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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법에 의한 연산호의 생존율
김성호

김흥수

김재우

정민민

한석중

송홍인

문태석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

서 론
산호류는 열대해역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연안의 수심이 얕은 곳에서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며 서식하
고 있다

은 고등한 생물 분류군의 출현종수 측

면에서 산호초 생태계가 해양생태계 중에서 단위 면적당 가
장 높은 종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략

종이 산호

초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산호초는 매년 전
세계의 해양으로 유입되는 칼슘의 약 절반을 흡수한다는 점
에서 지구 기상 해양환경 등 지구의 모든 생물이 혜택을 받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 등
그러나 최근 산호가 대량 폐사되어 산호초가 대규모로 파
괴되고 있다

에 의하면 대규모

산호 군락지에서

나 되는 산호들이

그림

개월 이내에 파괴

되었고 파괴 속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변화
에 대해 많은 나라에서 산호초에 대한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

그림

연산호 스타폴립 인공 번식 개체

절단법에 의한 연산호 핑거레더의 사육일수별
부착수

축과 복원 노력을 통한 양식기술개발 등을 하고 있으며 산호

참고 문헌

초 대량 파괴 원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 실험에서는 보호종 산호 자원에 대한 양식기술개발에

홍재상 이진환 임현식 강창근 한경호

있어서 연산호를 대상으로 인위적 절단법을 이용하여 연산호

이프사이언스

의 양식기술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산호 양식기술개발
연구에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이 실험에서는 절단법에 의한 연산호의 양식기술개발 가능
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제 관상생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
는 연산호 핑거레더
립

콜트

스타폴

종을 대상으로 절단법에 의한 인위적인 재

그림

절단법에 의한 연산호 콜트의 사육일수별 부착수

생산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사각유리수조
인공 광원으로
용하였으며

에서 실시하였고

등 블루

수질

관리를

화이트
위해

각

개씩을 사

프로테인스키머

와 순환펌프여과기 협신

를 설치하였

다 수온 유지를 위하여 유리히터

와 에어컨을 사용하

여 조절하였다 부착 기질로서는 전복 껍데기를 사용하였고
산호 조각 스스로 부착하도록 유도하였다 절단법에 의한 연
산호의 생존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

회 측정하였다

결 과
그림

절단법에 의한 연산호 스타폴립의 사육일수별
부착수

절단법에 의한 연산호 핑거레더 콜트 스타폴립에 대한 생
존율을 분석한 결과 핑거레더는
콜트는
표

스타폴립은

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의 생존율을 보였다 표

절단법에 의한 연산호 생존율
종명

최초

부착

조각수

조각수

생존율

핑거레더
콜트
스타폴립
그림

연산호 핑거레더 인공 번식 개체

연산호의 사육일수별 부착 현황을 보면 핑거레더의 경우
개시일로 부터

일 경과 후

조각 중 전체 부착수가
걸렸으며

조각이 처음 부착하였고 실험
에 도달하는 소요 일수는

전체 조각이 부착하는데

일이

일이 소요되었다 그림

콜트의 경우 처음 부착 조각이 나타나는 일수는

일부터

부착 조각이 나왔고 전체 부착수가

에 도달하는 소요 일

수는

일 소요 되었다 그림

일 전체 조각이 부착하는데

스타폴립은
시 후

일부터 처음 부착 조각이 나타났고 실험 개

일에 모든 조각이 부착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그림

연산호 별 부착일수를 비교해 보면 스타폴립이 가장 빠른
부착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 핑거레더 콜트 산호 순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스타폴립은 핑거레더와 콜트 산호처럼 절단된
부분이 기질이 완전히 붙는 특성이 아닌 돌기 부분으로 부착
하고 세포 증식을 통하여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연산호 콜트 인공 번식 개체

해양생물학 라

절단법에 의한 연산호의 번식 단계
김성호

김흥수

김재우

정민민

한석중

송홍인

문태석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

서 론
반부착 단계
산호류는 자포동물문 산호충강에 속하는 군체동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여종이며

절단면 기부에서 부착돌기가 조금 더 생

성되어 부착기질에 연산호 절단부가 반 정도 부착하고 절단
연산호 조각은 횡으로 비스듬히 서있는 상태 이하

단계 라

고 함
에서는 그 중

여종을 무역 규제종으로 지정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분류군이다 송

산호류는 유성

기립 단계

부착기질에 연산호 절단부 전체가 부착하

고 절단 연산호 조각이 종으로 기립한 상태로 아직 부착력이

생식과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하며 유성생식 방법으로는 배우

떨어져 약한 자극에도 잘 떨어져 나감 이하

자를 체외로 내보내는 방법과 유생을 체외로 내보내는 방법

함

이 있고 무성생식 방법으로는 분열법 출아법 절단법 열편
법 등이 있다

안정화 단계

단계

라고

부착기질에 연산호 절단면 기부 부착면

이 옆으로 더 확장되고 강한 물리적 충격에도 잘 떨어지지
않고 단단히 부착된 상태 이하

단계 라고 함

산호초 해역에서는 기초 생물군뿐만 아니라 그 군들을 토
대로 살아가는 포식자군 등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처음 설계과정에서 안정화 단계 불완전 부착 과정을 설계하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였는데 이 과정은 안정화 단계에서 일부 개체에서 부착 기부

차지하고 있다

부분에 생성되는 부착돌기가 완전하게 부착하지 못하고 조직

그러나 최근 산호초 해역에서 무분별한 채취와 환경오염에

그림

연산호 핑거레더의 번식 단계별 소요일수
부착 단계

반부착 단계

기립

일부

안정화 단계

이 아물면서 나타나는 일부 현상이라 사료된다

의한 산호초 군락이 파괴됨으로서 산호초 복원에 대한 관심

참고 문헌

이 증대되고 있으며 보호종 산호 자원에 대한 증식 양식 기
술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실험에서는 보호종 산호 자원에 대한 양식기술개발에

송준임

있어서 산호류의 일종인 연산호의 무성생식에 대한 번식 단

인적자원부

계를 규명하고 산호 양식기술개발 연구에 기초적 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이 실험에서는 연산호의 무성생식 번식 단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제 관상생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연산호 핑거
레더

를 대상으로 절단법에 의한 인위적인 재생

산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실험은 사각유리수조
인공 광원으로
용하였으며

에서 실시하였고

등 블루

수질

화이트

관리를

위해

각

개씩을 사

프로테인스키머

와 순환펌프여과기 협신

를 설치하였

다 수온 유지를 위하여 유리히터

와 에어컨을 사용하

그림

여 조절하였다 부착 기질로서는 전복 껍데기를 사용하였고

연산호의 번식 단계 과정

산호 조각 스스로 부착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절단법 적용기술 모식도

절단법에 의한 연산호의 번식 단계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
여 일부 부착 단계 반부착 단계 기립 단계 안정화 단계 등
단계로 구분하여 설계하였으며

반복

일

회 부착수 및

부착단계를 측정하였다

그림

연산호 핑거레더의 부착단계
반부착 단계

기립 단계

일부 부착 단계
안정화 단계

연산호 핑거레더의 번식 단계별 소요일수는 각각 평균 일
부 부착 단계
화 단계

일 반부착 단계

일 소요 되었으며 총

일 기립 단계

일부 부착 단계가 처음 발생한 시기는 절단 후

결 과

일 안정

일이 소요되었다 그림
일째부터 발

생하였으며 부착력이 불안정하여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는 현
상이 나타났다

절단법에 의한 연산호 번식 단계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일부
부착 단계 반부착 단계 기립 단계 안정화 단계

단계로 분

석되었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각 단계별 외형적 특징은 다
음과 같다 그림
일부 부착 단계

절단면 기부에서 부착돌기가 생성

돌출하기 시작하면서 부착기질에 연산호 절단부가 일부 부착
한 상태로 절단된 연산호 조각은 아직 횡으로 누워있는 상태
이하

단계 라고 함

각 단계별 도달 일수는

일

일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일부 부착 단계에서 반부착 단계로 넘어가는 소요 일수는 빠
르나 기립 단계에서 안정화 단계로 소요 되는 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동식물도감 제

권 동물편 산호충류

교육

제주 연안 관상용 토속어종 개발
김흥수

김성호

김재우

정민민

송홍인

문태석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

서 론

월부터

년

월까지 어획 조사를 실시하였다 어획 과정은

처음 어획 지점에 도착하여 수심

지역에서 선수 닻

을 내려 선박을 고정시키고 들망 어구 중앙 미끼통에 미끼를
조원으로 추정되

삽입하여 어구를 투망하였다 투망된 어구는 어획 수심층에

고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규모가 증

국제수산관상생물 시장 규모는 연간

도달하면 저층에 깔리는 형태를 취하며 어구 중앙 미끼통에

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상생물 생산국인 싱가포르 말레이

미끼로 어획 어종을 유인하고 수중 카메라로 어종 행동 및

시아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상어 산업을 집중 육성

어구 형태를 확인하면서 어구의 상하 반복 운동을 통하여 어

하고 있다

종을 어획하였다

김 등

한편 관

상생물 거래가 확대되면서 외래종 유입 멸종위기종 발생 등

제주도 서귀포시 위미리 연안해역에서 조사 기간 동안 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이에 국제기구에서는 멸종위기

획된 어종은 노랑자리돔 범돔 연무자리돔 금강바리 노랑벤

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자리 줄도화돔 파랑돔 쏠배감펭 노랑가시돔 강담동 복어

성협약

생물다양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관상생물의 양식산

업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류 놀래기류 등 총
수는 총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수립

를

차지하여

하면서 관상어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되고 있다

미

연무자리돔
다

상황에서 해수관상생물 산업화 연구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며 연무자리돔

육성이 필요하다 노

었다

으며 범돔

범돔
미

으며 금강바리

하고 있다 이

며 범돔

미

미

있다

어획되었으며 범돔

년

획되었으며 범돔
어획되었다

어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되었으며 범돔

개발을 위한 어미 개체군 확보와 어미 개체군 사육관리로 나
누어 실시하였다 어미 개체군 확보를 위한 어획 조사는 제주
도 서귀포시 위미리 연안 해역에서 연안 복합 어선인 들망
톤 을 이용하여 관상가치가 높은 토속어종들을 대상

으로 어획하여 조사하였고 어미 개체군 사육관리는 어획된
어종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 내의 콘

유 등

순으로 어획되

미

순으로 어획되

미

미

로 가장 높게

줄도화돔

미

미

미

줄도화돔

월은 노랑벤자리
미

순으로

로 가장 높게 어

미

미

순으로

로 가장 높게 어획

순으로 어획되었다 그림

월과

월은 해황상황이 좋지 않아 어획되지 않았다

과

월을 제외한 어획 조사 기간 중 범돔은 조사 기간 동안

에서

월 노랑자리돔은
월 노랑가시돔은

까지 어획되었다

종 동정에는

을 참고로 동정 계수하였다

월에서

월에서

월부터

종은

월 노랑벤자리는
월 파랑돔은

월

월에서

월
월

월까지 어획되었던 노랑자리돔이

월에는 어획되지 않았고 저수온 시기인

월부터는 노랑벤

자리 어종이 주로 어획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제주도 토속어종의 관상가치 개발을 위한 월별 어획
어종 개체수

어획 조사에서 어획된 토속어종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
원 미래양식연구센터 내의 콘크리트 수조로 수용하여 관상
가치 분석을 한 결과 노랑벤자리

에 분리 수용하여 먹

이붙임을 실시하면서 사육관리 하였다 그림

미

로 가장 높게 어획되었으

계속 어획되었으며 금강바리 연무자리돔 쏠배감펭

제주 연안 관상용 토속어종 개발은 토속어종의 관상가치

크리트 수조

범돔
미

년

월에서

어선

순으로 어획

로 가장 높게 어획되었

월은 노랑벤자리

서식하고 있는 토속어종을 대상으로 관상용으로 가치가 있는

순으로 어획되
미

미

월은 노랑벤자리

차세대 양식 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주도 연안 해역에서

월

로 가장 높게 어획되었

노랑벤자리

었다

재료 및 방법

미

미

월은 연무자리돔

어획되었다

금

순으로 어획되었

연무자리돔

로 양식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 및 기대가 점차 증대되고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수관상생물개발 다양성 확보 및

미

로 가장 높게 어획되었으
범돔

미

대성어류는 약

미

미

월은 노랑자리돔

었다

미로

노랑자리돔

로 가장 높게 어획되었으며

월은 노랑자리돔

되었다

이런 관상가치가 높은 어류들을 대상으

미

미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 해수관상어로서 관상가치가 높은 아열
종 전후가 보고되어 있으며 관상생물로서

연무자리돔

월은 노랑자리돔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어종도 다양하게 서식

어획되었으며

미

의 경우 노랑자리돔

다 국내외적으로 해수관상생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종 정도가

많이

로 순으로 어획되었다 월별 어획량은

종 개발되고 있고 해수관상생물에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서식하는 어류는 약

가장

범돔
강바리

관상생물에 대한 품종 개발은 주로 담수어를 대상으로 품

종이 어획되었다 어획된 어종의 마리

미가 어획 되었고 그중 노랑벤자리가

범돔

금강바리
노랑자리돔

쏠배감펭

등이 관

상용 어종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며 이를 계기로 향후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관상가치가 뛰어난 어종을 확보하고 대
량 양식 원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림

제주도 토속어종의 어미 개체군
범돔

연무자리돔

노랑자리돔

금강바리

참고 문헌
노섬

우리나라 해수관상어 종묘생산사업의 전망 한국

해수관상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발표 요지집
유재명 김성 이은경 김웅서 명철수 이선명

제주바다

물고기 현암사
그림

제주도 토속어종의 어미 개체군 확보를 위한 조사
선박 좌 및 사육 수조 우

이정의

제주해역의 해수관상어 생물 자원 한국 해수관

상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발표 요지집

결 과
제주도 토속어종의 어미 개체군 확보를 위하여 제주도 서
귀포시 위미리 연안 해역에서 들망 어선에 의하여

년

고부가가치 관상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주산 토속어종의 어소 선택성
김흥수

김성호

김재우

정민민

송홍인

문태석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

서 론
내경
세계 관상어 산업 시장 규모는 유럽 및 미주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규
모는 연간

부 내경 관 등을

스틱상자

개의 플라

에 수용하여 실험구

별로 분리 투입하여 산란행동을 관찰하였다 그림

회

회

노랑자리돔

순으로 관찰되었으며

회

범

자관

에서

는 노랑벤자리가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어소중 노랑자리돔은 자연석

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토분

토분 에서

체류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내부에 유약이 칠해진

관상어 산업은 관상생물 산업과 비생물 산업

토분 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랑벤자리

으로 구분되며 관상생물 산업은 담수 관상어 산업과

는

해수 관상어 산업으로 비생물 산업은 용품사업과 연

자관

에서 주로 체류하는 것이 관찰되었으

며 가끔 두 마리가 같은 공간에 체류하는 행동도 관

관 산업으로 각각 세분화되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상생물 산업에서 담수 관상어는 약

기타
돔

찰되었다 그림
어소 실험에서는 실험 기간 동안 산란행동은 관찰

의 물고

할 수 없었으며 그 원인으로 순치 사육 기간이 짧은

기종이 양식되고 있으나 해수 관상어는 거의 대부분

것이 원인이라 생각되며 향후 산란유도 및 수정란

이 야생에서 포획하고 있어서 남획 및 멸종 위기종

생산을 위한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발생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국 자원을 보
호하기 위하여 생산국마다 강력한 어업 규제와 생산
통제를 하고 있어 해수관상생물 산업 시장에서 인공
종묘 생산에 의한 양식기술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
우리나라에서도

종자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

하면서 관상어 산업을 육성 추진 중에 있으며 수입
에 의존하는 형태의 해수관상생물 산업에서 벗어나
해수관상생물 양식 기술 개발 및 국내 토속어종을
대상으로 관상생물로 개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으
그림

로써 주변해역에 다양한 아열대성 어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예전에 볼 수 없

어소 토분

었던 아열대성 어종들이 새로이 제주도 주변해역에
가입되고 있다 이

제주도 토속어종의 수정란 생산을 위한

어소별 체류 횟수 토분

토분 내부에 유약을 칠한

토분 내부에 유약이 없는 어소

에 의하면 제주도 주변 해역

은 해수관상어로서 관상가치가 높은 아열대성 어류
가 약

그림

종 정도 보고되고 있고 관상생물로서 개발

제주도 토속어종의 자연 산란을 유도하기

한다

노섬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산 토속어종을 대상으

결 과

란하는 토속어종에 대한 어소 선택성 실험을 실시하

발표 요지집
농림수산식품부

였다
부착성 난을 산란하는 노랑자리돔 노랑벤자리 등
에 대하여 어소 산란장치를 사육수조 내에 투입 및

이정의

노랑벤자리

그 결과 부착성 난을 산란하는 어종을 대상으로

노랑자리돔
연무자리돔

종을 대상으로

년

월

기타 어
일부터

년

월

자리 기타 어종이 체류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노
랑자리돔
회

회

기타

회

노랑벤자리

순으로 주로 노랑자리돔이 자연석을 선호

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분 에서는 노랑자리돔 노

까지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 시험장에 있

랑벤자리 어종이 체류하는 행동이 관찰되었고 노랑

는 콘크리트사각수조

자리돔

에서 사육

하면서 자연산란에 따르는 행동 특성을 관찰하였다
자연산란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착란 형
태로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랑자리돔
무자리돔

마리 노랑벤자리

마리 등을 대상으로

산란장으로서 자연석
내경
내경

마리 연

토분
토분
자

유약

회

노랑벤자리

회

순으로 관

찰되었으며 토분 에서는 주로 노랑자리돔이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분 에서는

노랑자리돔 노랑

벤자리 어종이 체류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노랑자리
돔

회

리돔이 토분

노랑벤자리

회

제주해역의 해수관상어 생물 자원 한

국 해수관상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발표

설치하여 산란행동을 관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서귀포 연안에서 채집된 어

관상어육성법을 위한 정책방

향

요지집
고부가가치 관상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한 어소 실험에서 자연석인 경우 노랑자리돔 노랑벤
종

우리나라 해수관상어 종묘생산사업의 전

망 한국해수관상어 양식 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로 해수관상생물로 개발하기 위하여 부착성 난을 산

재료 및 방법

참고 문헌

위한 어소 및 어종

가능성이 높은 어종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고

순으로 노랑자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관

은 노랑자리돔 노랑벤자리 범돔 기타 어종이
체류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노랑벤자리

회

정책 방향

핑거레더

부착기질별 선택성 및 효과

김성호

김흥수

김재우

정민민

한석중

송홍인

문태석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

서 론

있어서 기질로서 부착 효과가 좋게 나타났다
다공질 제주석은 제주석 자체만으로도 관상가치가 높으며
제주석 모양에 기질을 바탕으로 기질을 개발하고 산호 자원

전 세계에 분포하는 산호류는 약
으며

그중에서

약

여종으로 알려져 있

에

해당되는

여종은

과 결합된다면 고부부가치 관상생물로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에 등재되어 무역 규제 또
는 관리 대상종으로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해양에서 산호류는 해양생태계 및 지구 환경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호 서식지 파괴는 갈수록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 자연적 태풍이나 포식자의
이상 증식 환경오염 백화 현상 해양관광에 의한 인위적인
파괴 및 무분별한 채취 등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세
계 여러 나라에서 산호 자원에 대한 보호가 적실히 필요하다
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산호 자원에 대한 복원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송

홍 등

산호 자원에 대한 복원 노력에 하나로 산호류의 인공 번식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자연적인 복원을 위주
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일본 필리핀 미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산호 자원의 인

그림

부착기질로서 송이석에서 연산호 핑거레더의
사육일수별 부착수

공 번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산호류 인공 번식 연구의 일환으로 국제 해
수관상생물 거래 시장에서 관상용으로 널리 거래되고 있는
연산호를 대상으로 부착기질별 선택성을 관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서는 국제 해수관상생물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연산호 핑거레더

를 대상으로 기질별 선택

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사각유리수조
인공 광원으로
용하였으며

에서 실시하였고

등 블루

수질

화이트

관리를

위해

각

개씩을 사

그림

와 순환펌프여과기 협신

부착기질로서 전복 패각에서 연산호 핑거레더의

그림

부착기질별 연산호 핑거레더 개체
전복 패각

사육일수별 부착수

프로테인스키머

제주석

송이석

산호석

를 설치하였

다 수온 유지를 위하여 유리히터

와 에어컨을 사용하

여 조절하였다
부착 기질로서는 송이석 전복 패각 제주석 산호석

종의

참고 문헌

기질을 선택하였으며 실험 수조 바닥부분 전체에 배치를 하
였다 연산호 조각을 수용수조에 삽입하는 방식은 연산호 조
각이 스스로 부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용 수조 수면 위에서

홍재상 이진환 임현식 강창근 한경호

삽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따른 부착수를

일

송준임

회 측정하였다

결 과
연산호 핑거레더의 부착기질별 선택성 실험 결과 송이석에
서는 실험 개시 후

일부터

그림

부착기질로서 제주석에서 연산호 핑거레더의
사육일수별 부착수

개체가 부착을 시작하였고 부착

률이 다른 기질보다 빠르게 상승하여

일 이후 부착률이 일

정하게 유지되는 형태가 나타났다 전복 패각에서는 실험 개
시 후

일부터

개체가 부착하기 시작하여

일 이후 부착

률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제주석에서는 실험 개시 후
부터

개체가 부착을 시작하여

시작하여

일

일 이후부터 부착률이 유지

되었다 산호석에서는 실험 개시 후

일부터

개체가 부착을

일 이후 부착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실험에서 연산호 핑거레더는 각각 부착기질에서 초기 부착
시기와 부착률이 상승하는 경향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최대 부착수에서는 송이석이

개체로 가장 많이 부착하였

으며 제주석 패각 산호석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 개시 후

일부터는 송이석 전복 패각 산호

석에서 일부 실험 개체들이 기질에서 탈락하여 폐사하는 경
향이 나타났으며 탈락한 개체들을 살펴본 결과 부착돌기가
형성된 부분에서 미세 분진성분이 확인되었고 이 성분으로
의하여 기질에 대한 부착력이 감소하고 탈락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일부 실험 개체들이 기질에서 탈락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상에 결과를 보았을 때 작
은 구멍들이 뚫린 다공질 제주석이 산호 양식 기술 개발에

해양생물학 라

이프사이언스

연산호의 부착기질 선택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착경과에

그림

부착기질로서 산호석에서 연산호 핑거레더의
사육일수별 부착수

한국동식물도감 제
육인적자원부

권 동물편 산호충류

교

제주 크루즈 산업의 전략 대안 분석
김민철
제주대학교

부창산

제주테크노파크

이 논문은

년 이후 여행 산업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
연 평균

년 동안 세계 크루즈 산업은

성장하였다 박무현

규모는 전년대비

약

분석에서는 강점이 가장 중요한 것

에 근거하여 크루

지리적 입지 풍부한 관광자원 및 인프라 등이 잠재성을 갖고

즈 관광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강점요인 약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회

점요인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각각

만

억 달러를 형성하

표

만 명이던 세계 크루즈 이용객은

년 크루즈 선박

에는

크루즈관광의

회

이상이

명 로 사상최고 기록으로

명 에 비해 갑절 증가 추세이며

회

명가

예상되고

년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약점(Weakness)

1. 지리적 입지 조건
: 한-중-일, 한-일-대만 노선의
중심에 위치
2. 풍부한 관광자원 및 인프라 보
유
3. 충분한 크루즈 인프라 확
충
: 크루즈 전용부두 (3 개 선
석 확보), 강정 2015년 개항
예정(15만 톤급 2개 선석 확
충 예정)

1. 특화된 기항지 관광 상품의 부
재
: 개별 관광객들의 세분
시장에 따른 다양한 상품
필요
2. 크루즈관광 전담 기관 부
재
: 인력 및 예산 부족, 이해관
계자간 조율 기능 취약

정이며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노력

위하여 크루즈관광의

장 투입 전망

그림

의 여유법의 부정적 개정

: 관련 법규 제정 추진 및

제주도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회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전략 대안 간 중요도

척

회

하였다

년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 중
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본

인 크루즈관광객 중에서는

세와

세가 가장 많은 비

중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히 서귀포시에

건설되는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크루즈선

만 톤급 이상

의 접안과 입출항이 가능한 항만 인프라로써 구축될 전망이
년

며

년에서

개년 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 개

전략

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의 예로

는 크루즈 관광미항 면세점 조성사업 크루즈 터미널 조성 사
업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첨단 화훼 과수단지 조성
사업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해군 박물관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년 이후 연간

만 명 이

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경우 크루즈 관광객의 특성상
단가는 기존관광객의

등이 우

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변지

현재 제주지역 내 잠재적 성장성을 지니는 크루즈 산업에서

및 국내외 선행연구 전문가

하여 제주지역 크루즈 관광에 적합한 동선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인 및 그룹간의 쌍대비교를 위하

여

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

는

크루즈관광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집단은 크루즈관광 관련 학계 크루즈관광 담당
실무진 및 관련 여행사 대표

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의 취지와

방법에 대한

위협

외한

부를

회수하여

이 낮은
다

부 중 응답이 부실한
부의

부를 제외한

설문에

대해

부를 제
일관성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서는 크루즈 전담조직의 설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본 분석을 토대로 크루즈 산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강숙영

제주지역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전략에 관한

연구 크루즈관광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박무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 분석 결과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요인별 중요도를

방법

론에 의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은

에 의해 제시된 평가 기

법으로서 다수의 의사결정을 최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접근
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다수의 의견을 일관성 검증 통상적으
로

이하 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그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선산업 국제크루즈협회
부산의 크루즈관광 활성화방안

제주특별자치도

력 강화 방안

주 크루즈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품의 유형이 우선적으로

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환경변화에 따른 현실적 전략 대안 간 선정에 있어서의 기초

제주특별자치도

요인들 간의 중요도를 산출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제

요

것으로 나타났다

트화 효과가 나타나며 도로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연구는

약점

인의 하부 요인들 간의 중요도에 따른 각 전략 대안들 중에

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총

으로 나타났고 기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설명을 한 후 직접방문 및 이메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

예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민 군 복합항

제주지역 크루즈 산업

방법론을 활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크루즈 산업 환경 분석에서는 강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과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도로정비 주변지역 항만정비 등 벨

별자치도

및

용하여 제주지역 크루즈 산업의 전략실행에 적합한 전략을 마

인터뷰를 바탕으로 크루즈관광 관련 분야별 중요요소를 도출

성화가 가능하여 주민소득의 증대 및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제주특

관광객 세분화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이

련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숙영

역 음식특화거리 쇼핑테마거리 등에서 직접적 경제활동의 활

본

외 마케팅

결론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 및 분석방법

회 입

년 직항 크루즈 이용 외국인관광객 내도현황을 살펴
세와

에서와

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객 수용태세 등

만 명 입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

에는

그림

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

에 근거하여 크루즈 전

활동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 쇼핑 상품 개발 등을 제시

항예정을 예상하며 제주도 국제크루즈 입항이 큰 폭으로 증

보면

요인의 하부 요인들 간의 중요도에 따른

외 마케팅 활동 전개 다양한 인센티브

입항관광객이

월 기준으로 입항횟수
년도 총

또한 각

각 전략 대안들 간의 중요도를 산정해보면
같이 크루즈 전담조직의 설치

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강숙영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개발과의 자
년

하부 요인 간 중요도 및 각 전략 대안 간

활동 전개

담조직의 설치 국내

명이며

이 중요

를 산출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가능한 전략 대안을 선정을

제주 크루즈 산업 현황

명임에 반해

가 중요한 하

것으로 전문가들은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내

또한

입항횟수가

개의 하부 요인들 중 강
입지

한 하부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연구 현황 및 연구 방법

년도에

요인의 하부 요인들 간의 중요도를 살펴
와 같다 여기서 총

부 요인이고 기회 요인 중 크루즈 시장의 성장

로 인한 크루즈 관광인구 축

산업육성

따르면

그림

점 요인 중 크루즈 인프라

2. 세계 경기불안 및 침체

3. 한국 관광에 대한 중국

적극적인 정부 정책

전략 대안 간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각
보면

소

3.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들 중에서 중요한 요인을 탐색하고 그 요인에 근거하여 관련

간 중요도

쟁의 심화

: 대형 크루즈선 아시아 시

방법론에 의해 환경 요인

그림

1. 국내․외 크루즈 허브 경

망

크루즈관광객을 유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크루즈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기

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도민 이미지 개선 필요
위협(Threat)

2.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성장 전

도함으로써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경쟁적 우위를 갖추어 국

항관광객

위협

족

: 중국 경제성장

을 통해 주변 경쟁국가 또는 경쟁지역으로부터 차별화를 시

료에

약점

3. 지역상권 및 산업과의 연계 부

기회(Opportunity)
1. 해외여행 인구의 증가세

역과 차별화 시도에 따른 틈새시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

외

과 같이 제

분석

한편 제주지역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크루즈관광
산업에 대해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경쟁국가 및 경쟁지

내

표

강점(Strength)

년

고려할 때 앞으로 급격한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다 제주의 경
회

개씩

으로 나타났다 즉

시하였다

일 노선에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중요성 및 비중을

지난해

분석을 기존 연구 강숙영

의 자료에 따르면

리나라에서는 현재 초기단계이며

우

제주대학교

위한

이처럼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인 크루즈관광산업은 우
중

제주국제대학교

분석을 위하여 선행과정으로서 제주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만 명에 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한

제주특별자치도

양혜선

년 크루즈 시장

증가를 기록하며

고 있으며 미국
년대 초반

강숙영

년 제주특별자지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제주씨그랜트사업

서 론
야는 크루즈 산업이며 과거

김준택

본 연구에서는

의 각 요인들 간의 쌍대 비교를 설

문지에서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에 따
른 각 전략 대안의 절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다음

그림

에서 보듯이 제주지역의 크루즈 산업 환경

제주특별자치도
획 요약보고서

크루즈 관광 국제비교를 통한 경쟁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 계

대학생의 수산

해양 자원봉사 경험
김향은†

김세원
해양대학교 항해학부

서 론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 결과

연구 배경

자원봉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가 자원봉사 경험 현황

년대 중반 이후로 주로 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산

자신이 동참한 봉사활동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분석해

해양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에

눈에 띠게 증가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참여해 본 경험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증대되었다 이 무렵 도입된 초

응답자 가운데서 수산

중

고교생의 사회봉사 이수

제도는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대학에서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교과목을 교육과정으로

표

명으로

에 불과했다

참조
표

나고 있으며 교내 사회봉사 동아리를 양성화하여 학생들의

체험 자연과의 동화를 만족스러워 한 반면 체계성과 효율성
다양성 자원과 홍보의 활용 봉사에 대한 보상 자기역량의
한계를 불만스러워 하였다 표
표

수산

사회봉사 기회를 확대시키고 봉사활동에의 적극적인 동참을

수산

해양 분야 자원봉사 경험 현황

경험 유무

독려하고 있다 구혜영
자원봉사는

해양 분야의 자원봉사를 한 번 이상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개설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

명의 설문

본 결과 환경보호 일조 보람과 성취감 사회적 교류 특별

참조

해양 분야 자원봉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구 분

내 용
환경보호 일조

비율

보람과 성취감

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에너지 시간 물질

무

능력을 이웃과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수

타인과의 교류

만족스러운 부분

특별체험 경험

합 계

없이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을 일컫는다 특별히 대학생들의

자연과의 동화

자원봉사는 청년기에 건전한 가치관과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체계성 효율성

확립하는 데 유익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청년기 이후

나 자원봉사 활동 유형

이어지는 성인 전기의 주된 발달과업인 직업선택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적성계발 진로탐색 실험실습의 실전효과를 구체적

활동의 다양성
불만스러운 부분

자원 홍보 활용

해양 분야의 자원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봉사이후 보상

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활동에 참여했었는지를 조사해 본

자기 봉사역량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결과 이들이 참여한 바 있는 자원봉사 활동은 유류방제작업

우리나라 성인 자원봉사 참여율을 살펴보면

년대 후반

이후로 매년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렇지만

수산

어촌봉사활동 해안정화작업 기타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참조

결론 및 논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한 형편이다 또한
봉사자의 성 연령 학력별 편중이 심하고 봉사활동 분야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볼런티어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표

뿐만 아니라

수산

해양 분야 자원봉사 활동 유형

활동 유형

감독하는 시스템이 미비

비율

수산

해양 분야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분야의 자원봉사 실태를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하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연구기반 역시 취약한

유류방제작업

실정이다 김세원

어촌봉사활동

에서는 수산

해안정화작업

대상으로 수산

기 타

는지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활동에 참여했었는지

김향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환경자원의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산

해양 분야에 초점을

활 동

합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분야의 경우 자원봉사와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해 본 연구

자원봉사 참여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수산

해양 분야의

해양 분야의 자원

보았다
그 결과 수산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

집중되어 다양성이 부족했다 봉사의 주된 동기는 환경보호

해양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는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봉사시간
이나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수산 해양에 대해 관심이

해양 분야 자원봉사 참여 현황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권유나 추천에 따라와 같은 동기로

나 대학생의 수산

해양 분야 자원봉사 활동 유형

분석되었다 표

다 대학생의 수산

해양 분야 자원봉사 참여 평가

가 대학생의 수산

해양 분야의 봉사경력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봉사경력자들은 유류방제작업 어촌봉사활동 해안정화작업에

학생들이 수산

연구 내용

주관적 만족

수준은 어떠한지를 봉사활동에의 참여효과 차원에서 분석해

다 자원봉사 참여 평가

봉사 수요처와 공급처를 개발하고 향후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해양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

그리고 그들이 참여한 봉사활동에 대한 객관적

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존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수산

해양 분야의

표

수산

참조

운동 동참 봉사시간 및 학점 이수 수산

해양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의 학생이 봉사활동에 대한 객관적
만족을 표했다 주관적으로는 환경보호 일조 보람과 성취감
사회적 교류에 만족을 체계성과 효율성 부족 활동의 다양성
부족 자원 및 홍보 부족 봉사에 대한 보상의 부족 자신의
봉사역량 한계에 불만을 가졌다

해양 분야 자원봉사 참여 동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수산 해양 분야의 자원봉사에 참여
한 대학생이 소수에 지나지 않으나 이 분야의 봉사경험이 청년

참여 동기

연구 방법

비율

들은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주요 자원인 수산

봉사시간 및 학점 이수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산
중에 있는 남녀 학생

역량계발 및 강화를 통해 자아의 성장과 발달에 유효한 경험을

타인의 권유 또는 추천

년제 대학에 재학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

타

해양 분야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와 봉사활동의 유형

합

계

수산

해양 환경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수산 해양에 대한 관심
해양 관련 분야의

할 뿐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적 환경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과 사회적 차원 모두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와 영향을 발휘하는 대학생의 수산 해양 자원봉사 활동을

봉사활동 참여 동기 봉사활동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만족
수준을 조사하였다

자원봉사에 대한 객관적 만족도

자료 수집
우선

년

소재한
으로

개

월

자신이 참여한 수산
월부터

월까지 부산 군산 목포에

년제 대학에 소속해 있는 대학생

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수산

명을 대상

해양 분야의 자원

봉사 경험이 있는

명에게서 수집된 자료를 봉사의 유형과

만족도 분석을 위한

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들의 주요 발달과업인 건강한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돕는 효과
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청년기의 대학생

환경보호운동에의 동참

해양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의 자원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의 발달과업

객관적인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약간 만족한다는 경우가

수행에 도움이 될 다양한 수산 해양 분야의 다양한 자원봉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불만족의

개발과 함께 경험적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촉진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

경우는 없었다 표

하는 학문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수산

참조

해양 분야 자원봉사에 대한 객관적 만족도

참여 만족도

참고 문헌

비율

매 우 만 족

해양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현황과 자원봉사

약 간 만 족

구혜영

활동 유형 참여 계기 객관적 만족도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보 통 만 족

김세원 김향은

즉 수산

자원봉사의 효과에 관한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의
내용을 공통된 범주별로 분류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 분야의 활성화를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

계

자원봉사론 서울 신정
수산 해양 분야의 자원봉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볼런티어
행정안전부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 조사 연구

갯닦기 전후 제주도 인공어초의 해조상 및
수심별 감태의 성장양상
곽철우⦁정의영*⦁김태연⦁손수현⦁김혜민
(한국해양환경생태연구소)

I.

갯닦기 전 인공어초 부착기질에는 다수의 해조류와 무절석회

서 론

조류가 부착되어 있다(Fig. 2-A). 갯닦기 작업을 하였을 때 어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 부착기질에서 해조류가 제거되어 부착기질 표면이 노출되었

연안 해역에서 대형 갈조류가 소실되는 대신 무절산호조류가
암반을 피복하는 갯녹음 현상이 우리나라 전국 해역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Kim et al, 2006, 2007). 갯녹음 지역에서 해중
림 조성 복원을 시키려 인공어초 수중구조물에 종묘가 부착된
수중 저연승, 종묘이식 등 해조장 조성 기법을 개발하여 해중림
을 복원시키려 기도하고 있다. 갯닦기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보

다(Fig. 2-B). 갯닦기 1년 후 반구형어초 부착기질에는 다년생의
감태와 몇 가지 해조류가 부착, 서식하였다(Fig. 2-C). 따라서 유

역의 인공어초에서 출현한 해조류의 생물량은 습중량으로 총
25,116.48 gWWt/㎡이었다.

3. 감태의 성장 생태특징
(1) 전장(Total length) :

감태의 월별, 수심별 전

해생물제거장비를 사용하여 갯녹음지역에서 갯닦기 작업을 실시

장의 생장 결과를 보면, 3개 수심(5 m, 10 m, 15 m) 중에서 생장

하면 무절석회조류가 제거된 자리에 다수의 해조류가 부착, 서식

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수심은 10 m이었고, 5 m와 15 m에서

되어 해중림초를 복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는 생장, 발달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Fig. -A]. 3개 수심 모두

다.

2월에에 가장 작았으나, 6월에 3개 수심 모두에서 최대를 이루
고 있어, 6월이 감태의 최대 성장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 갯닦기 작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해조류들이 훨씬

후 8월 조사에서는 7월에 나타나는 끝녹음 현상으로 성장이 일

더 많이 부착, 서식하고 있어 해중림 복원 시 갯닦기의 중요성

시적으로 감소되었으나 8, 9월에 다시 조금씩 성장이 다시 일어

이 입증되고 있다(Kim, 2011). 감태 이식체를 수중에서 직접 부

나고 있다. 자연산 감태의 전장이 수심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착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사용하였던바 부산 기장지역에서는 풍

파악하기 위해 ANOVA test를 수행한 결과 전장의 경우는

랑, 해일 등에 피해를 크게 받지 않음으로써, 해중림 복원을 위

모

든 조사시기에 수심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해 이 방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한 바 있다. . 따라서 본 연

3-A).

구의 목적은 해중림 복원과 관련된 갯닦기 실시에 따른 해조상

(2) 전중량(total weight) :

의 변화를 밝히고, 자연산 군락 서식지의 감태를 채집하여 수심

감태의 전중량은 수심

별 성장관계를 측정하여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밝혀, 감태 이식

5 m에서 매 계절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10 m와 15 m 의

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있다.

순으로 나타났다[Fig. 10-B]. 다중비교를 위해 Turkey test를 수행
한 결과, 수심 5 m와 15 m에서의 전중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

Ⅱ. 재료 및 방법
1. 갯닦기(rocky cleaning)
2012년 7월에 고압분사 작업을 위해 유해생물제거장비로 400
bar 이상의 고수압 분사 gun을 발사하면 고압의 압력이 발생되
어 이 압력으로 수중구조물의 표면을 깎아내어 부착기질에 부
착되어 있던 무절산호조류들이 갯닦기로 깎이어 무절산호조류

[Fig. 1] Photographs showing a quadrat and several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reefs (A~C). A: A photograph
showing sessile organisms on the Yukyo-typed artificial
reef (Haengwon-ri, Jeju-do) before rocky cleaning on
July 2012; B: A photograph showing the cleaned
Yukyo-typed artificial reef by rocky cleaning using the
high water pressure shooting gun on July 2012; C, A
photograph showing various useful marine macroalgae
covered on the Yukyo-typed artificial reef after rocky
cleaning on July 2013.

고(p=0.006), 10 m와 15 m 간에도 차이를 보였다(p=0.005). 4월의
전중량에서도 수심간 유의한 차이가 보였는데(F=75.80, p=0.000),
수심 5 m의 전중량은 수심 10 m 및 15 m의 전중량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Fig. 3-B).

가 제거됨으로써 부착기질이 재생(향상되었다.

2. 해조류 채집 및 분석
[Fig. 3] Mean total length and total weight. Ecklonia
cava inhabited at three different water depth on the
natural rock beach of Jeju Island measured during the
study period (n=30).

가. 해조류상 조사 및 생물량 측정
제주 연안 구좌읍 행원리, 한림읍 금능리, 표선면 표선리
해역의 인공어초에 2012년 7월과 2013년 7월에 2회에 걸쳐
정량채집하였다. 시료 채집은 각각의 조사정점에서 5 × 5
cm로 구획된 방형구(25 cm × 25 cm)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Ⅳ. 결론

다.정량 채집된 해조류는 단위 면적당(㎡) 생물량으로 환산하

제주도 3개지역(행원, 금릉, 표선지역)에 위치한 3개 인공어

였다 직접 5~10% 중성 해수 포르말린용액에 고정하여 실험실

초 내에서 갯닦기 전과 후의 해조상 변화를 조사하였고,, 수심

로 운반하였다.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동정하였으며, 해조류

별 감태의 성장양상을 조사하였다. 갯닦기 전인 2012년 7월에

의 출현종 목록 및 국명은 Kang(1968), Lee and Kim(2003),

출현한 해조류의 종수보다 갯닦기 후에 출현종수와 출현 생체

Lee(2008) 에 따랐다.

3. 감태의 생태조사
가. 월별, 수심별 생장 생태조사
감태의 성장생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자연산 감태 군락이
형성된 제주도 표선리 표선해역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
다. 감태 군락 내에 수심별로 5 × 5 m의 고정 방형구를 설치
하여 서식하는 감태의 월별 성장도를 수심별로 측정하였다.

[Fig. 2] Photographs showing several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reefs (A~C). A, A photograph showing useless sessile
organisms (coralline algae) on the adhesion substrates of the
Bangoo-typed artificial reef (Geumneung-ri, Jeju-do) before
rocky cleaning on July 2012; B, A photograph showing the
cleaned adhesion substrates of the Bangoo-typed artificial
reef by rocky cleaning using the high water pressure
shooting gun on July 2012; C, A photograph showing various
useful marine macroalgae covered on the Bangoo-typed
artificial reef after rocky cleaning on July 2013.

량이 좀 더 많았다. 따라서 갯녹음 지역에서 갯닦기를 하면 부
착기질이 향상되어 갯닦기 효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대형 다년생 갈조류를 이식할 때는 최적수심을 이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자연산
감태의 성장생태 특성을 조사하였다. 감태의 월별 성장은 4월
(봄철)에 급격히 성장한 후 6월에 최대로 성장하였다. 7월에 끝
녹음 현상으로 일시적인 감소가 일어나나 8~9월에는 다시 조금
씩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감태의 전장은 수심 5m,와 15m보

조사기간은 2010년 2월부터 9월까지 5회(2월, 4월, 6월, 8월, 9
월)에 걸쳐 조사하였다. 표선리 주변해역의 감태 자연군락 서

2. 갯닦기 이전과 이후의 해조상 변화

다 10m에서 가장 성자이 잘되었으나 감태의 전중량, 엽장,, 엽

식지에서 월시기별, 수심별로 5, 10, 15 m에서 전문잠수사에

가. 종 조성 비교

폭의 경우는 수심 5m가 10m나 15m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

의해 감태를 채집하였고, 채집된 감태 시료는 현장에서 아이
스박스(ice-box)에 넣어 실험실로 운반하여 전장, 전중량을 측
정하여 시기별, 수심별 생장형질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나. 통계분석방법

본 조사 결과 3개 정점(행원지역(st.1) ; 육교형어초, 금능지
역 (st.2) ; 반구형어초, 표선지역(st.3) ; 반구형어초)에서 2012
년 7월과 2013년 7월 중 출현한 해조류는 총 22종으로 동정
되었다.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녹조류가 2종(9.1%), 갈조류가

각 조사항목에서 월별, 수심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떤 수

4종(18.2%), 홍조류가 16종(72.7%)이 출현하였다. 갯닦기 작업

심에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비교가 필요하여

이전에 사전 3개 지역의 3개 어초에서 2012년 7월에 총 9종

Turkey (HSD) test를 수행하였다.

이 출현하였으나, 갯닦기 작업(2012년 7월 실시) 후, 2013년 7
월에는 총 19종이 출현하여 갯닦기 이후 종수가 크게 증가하

Ⅲ. 결과 및 고찰

였다. 조사지역별 갯닦기 작업 이후 해조류의 출현종수를 비

1. 갯닦기(rocky cleaning) 작업 효과

출현종수가 가장 많았다. 제주도 행원지역, 금능지역, 표선지역

교해보면, 표선지역(st.3)의 반구형어초에서 13종이 출현하여

가. 제주도 행원지역의 육교형어초
갯닦기 전 인공어초 부착기질 에는 무절산호조류와 다수의
해조류가 부착서식하였다(Fig. 1-A). 갯닦기 작업을 하였을 때
어초의 부착기질에서 해조류가 제거되어 해조류의 출현을 볼
수 없었다(Fig. 1-B). 갯닦기 1년 후 육교형어초의

부착기질에

는 다년생의 감태와 몇 가지 해조류가 부착, 서식하였다(Fig.
1-C).

나. 제주도 금능지역의 반구형어초

의 3개 지역에서 조사된 해조류상에서 2012년 7월에는 출현하지
않았으나 갯닦기 이후 2013년 7월에만 출현한 종은 녹조류 1중,갈
조류 4종, 홍조류 8종이 출현하여 2013년 7월에 13종이 새로 추가
되었다.

나. 생물량 비교
조사기간에 따른 생물량을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하여 보면,
갯닦기 작업 전 2012년 7월에 출현한 생물량은 총 4,918.23
gWWt/㎡이었다. 그러나 갯닦기 작업이후인 2013년 7월에 3개 지

났다. 따라서 감태를 이식, 성장시킬 때에는 수심 7~10m에 이식시키
는 것이 이식 성장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팜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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