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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과 밀접한 생활을 해 왔다. 

이제는 해양을 자원과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

어나 인간과 해양의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양환

경교육의 체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과 해양의 상호작용

을 인식하고 유대감을 갖고 참여로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이로운 체험을 통해 인

간과 해양을 연결시키고 쟁점을 통해서 인간과 해양의 상호작용을 인식

할 수 있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교육 모델을 제안 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해양환경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양환경교

육 세부 목표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 도덕, 과학, 환경에 반영된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를 인식, 지식, 

태도, 기능, 참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역별로는 지식, 참여, 

인식, 기능, 태도 순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지식 영역은 사회와 과

학에서, 참여 영역은 사회에서, 기능 영역은 과학에서, 인식 영역은 사회 

교과에 주로 반영되어 있었다. 반면, 해양에 대한 관심과 공감, 해양 환

경문제 해결에 대한 효능감과 같은 태도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비

교적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환경교육이 단순히 해양 내용 지식 전

달로 한정되지 않도록 다양한 해양환경문제와 해양문화를 교육과정 속에 

반영하여 해양환경 감수성, 해양환경 윤리, 문제해결에 대한 효능감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은 해양의 환경문제 보다 육지의 생

태를 다루고 있고, 남해와 동해 보다 서해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 ii -

우리나라 해양환경교육의 분산적 접근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

며 이를 비형식 해양환경교육에 반영하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경이로운 체험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도

둑게의 유생털이와 오션 스프롤(ocean sprawl) 현상으로 일어나는 도둑

게의 로드킬을 조사하였다. 도둑게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서식

하는 육지성 게로, 육지에 적응해서 만조선보다 더 높은 육지에서 살아

가다가 여름철 사리 때가 되면 포란한 암컷들은 육지에서 내려와 바다로 

이동해서 유생을 풀어주고 다시 본래의 서식지로 돌아간다. 이러한 이동

과정 중에 해안도로에서 도둑게의 로드킬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연구 Ⅱ를 통해 도둑게가 유생을 풀어주기 위한 이동 리듬과 교

통량이 로드킬에 미치는 시기적 분포와 해양도로 양 옆 환경이 로드킬에 

미치는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도둑게의 이동시기와 도로 주변 경관을 

고려한 도둑게 로드킬 저감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2018년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경남 설천면 진목리의 해

안도로 11m 구간에서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 이동하는 개체수와 

1.387km 구간에서 로드킬 된 개체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포란한 암컷 

도둑게는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큰 그믐달과 보름달이 뜨는 사리 때를 

중심으로 유생을 풀어 주어 삭망 때는 평균 2.6마리/m/day가 유생을 풀

어주기 위해 이동했고 물이 조금 들어오고 조금 나가는 조금 때에는 이

동하는 개체가 없었다. 연구 기간 중 로드킬 되어 조사된 개체는 총 

739마리 였는데, 삭망 때가 되면 로드킬된 개체수(43마리/km/day)가 늘

어나고 조금에는 로드킬 된 개체수(0마리/km)가 없었다. 로드킬 된 개체

수의 95%는 암컷으로 서식지에서의 암컷 비율인 18%보다 매우 높았다. 

이것으로 사리 때 암컷 도둑게들이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육지에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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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가에 이동함으로 인해서 로드킬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도

로의 육지 방향 환경을 논, 주거지, 자연녹지로 나누어 로드킬 수를 비

교한 결과 주거지, 자연녹지, 논 순으로 로드킬이 많았고, 해안도로의 바

다 쪽에 시멘트 보호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으로 나누어 

로드킬 수를 비교한 결과 바다 쪽에 시멘트 펜스가 없는 구간에서 로드

킬이 더 많았다. 따라서 도둑게의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서는 로드킬 밀

도가 높은 구간에 생태통로를 만들거나 여름철 사리 때 야간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

안도로 육지쪽으로 주거지거나 자연녹지이면서 바다쪽으로 시멘트 보호

난간이 없는 부분에 방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3에서는 연구 1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 나타난 제한점을 보완

하기 위해 연구 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 환경소양을 증진하기 위해 

도둑게의 유생털이 리듬과 로드킬 쟁점을 활용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도둑게 생활사에 대한 실내 수업, 도

둑게의 유생털이 관찰, 도둑게의 로드킬 모니터링, 로드킬 저감 방안 논

의를 위한 실내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이 해양 환

경소양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2017년, 2018년 여름철 사리 때에 도둑게의 서식지가 있는 

경남 남해군 설천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프로

그램 참여자들은 도둑게의 생활사와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였고, 유생

털이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으며,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깊은 공감을 통해 

참여자는 도둑게의 로드킬 쟁점을 자신과 연관된 문제로 인식하고, 로드

킬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차량을 멈추게 하고 도둑게가 길을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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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건너게 해주는 등의 행동과 함께 로드킬 저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

로 논의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

자들은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에 지역활동가로 참여하

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로드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들을 지역사회에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

로그램은 해양생물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해양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다

루는 과정에서 해양과 인간의 상호관계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여 해양 

환경소양을 기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위한 이동 리듬과 로

드킬 쟁점을 활용하여 개발한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태도 관련 내용요소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갯벌체험과 같은 어획 체험이나 부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해양쓰레기 학습을 벗어나, 해양생물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경

이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바탕으로 해양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안까지 이어지도록 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해양 

환경소양을 증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활용이 가능하다.

주요어 : 경이로운 체험, 도둑게, 육지성 게, 해양 관련 사회적 쟁점,

해양환경교육, 해양 환경소양

학  번 : 2009-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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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해양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생명의 기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양이 현재와 미래의 자원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윤옥경, 2006). 이에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생물다양성, 연안 이용, 습지법 제정 등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

고 NGO에 의해 해양환경교육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윤성규 등, 2006). 

2015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한 1차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해양환경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수립하였고, 

2016년에는 국가해양환경교육 센터를 지정하여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활용할 뿐 아니라 사

회 해양환경교육 단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해

양수산부, 2015). 이처럼 해양환경교육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

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들은 개별적으로 다

양한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였으나 단체들 간에 연계가 체계적이고 유기

적으로 형성되지는 못했다(이재영 등, 2018; 해양수산부, 2015). 또한, 

해양환경교육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 그룹이 취약하고 유아, 초․중등 학생

의 해양환경교육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해양환경 교육을 받은 학

생 수는 전체의 0.17%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재영 등, 2018; 해양수산

부, 2015). 이 중 여러 민간단체나 어촌체험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

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부분 갯벌체험과 해양쓰레기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

되어 있다(이재영 등, 2018).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가늠해보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해양환경교육의 정의,

목표, 추진방향, 교과목으로서의 정체성 등에 대한 논의 또한 극히 미미

한 실정이다(김종문과 윤성규, 2015). 따라서 해양환경교육을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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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해양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해양환경교육 내용의 체계화, 

자료 개발과 보급, 제도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삼곤과 차철표, 

2009). 

우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해양환경교육을 살펴보면 사회, 도덕, 과

학, 국어 등의 교과에 해양환경교육과 연계할 내용요소나 주제가 포함되

어 있다(교육부, 2019; 김찬국 등, 2016). 7차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교

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범교과에 해양교육이 포

함되기 시작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중 환경·지속 가능

발전 교육 안에 해양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2015). 이와 같이 해

양환경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 교과와 범교과에 분산적으로 포함되어 있

으나, 실제 수업시간에 해양환경 문제만을 다루는 시간은 1~2시간이며 

대부분 다른 환경 주제를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해양에 관련된 내용을 소

개하는 형태로 되어있다(정화성 등, 2010). 또한, 해양과 수산 개념은 학

교 교육 현장에서는 자주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 자료, 교과

서, 평가 또는 기준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김동렬, 2017). 따라서 

교육과정에 포함된 해양환경 교육 관련 내용만으로는 체계적인 해양환경

교육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으며,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해양환경교육 활동을 수행 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이한민, 2005).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양교육 시범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심도 있는 

해양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해양 관련 동영상 시청, 해양도서 독

후감 쓰기 등의 기초적인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 위주로 운영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한국해양수산 개발원, 2010). 또한, 학교에서 해양환경교육

을 담당할 교사를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해양수산부, 2015). 

따라서 해양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더 포함시켜야 하며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

직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학교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김혜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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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교 해양환경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환경교육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밖 해양환경교육과 연계를 할 수 있다

(김종문, 2012; Evans, 1997). 최근 동물원과 수족관에서도 관람객들을 

환경 문제와 연결시켜주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해양동물원 현

장학습을 통해 해양생태와 보전 이슈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trick & Tunnicliffe, 2013; Sattler & Bogner, 2017).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밖 해양환경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해양박물관

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해양박물관은 과학박물관에 비해 숫자가 

적은 편이고 전시내용에서 인간과 해양생태, 해양 환경문제를 연결하려

는 시도가 부족하다(최유정과 이정교, 2014). 예를 들어, 학교 교사들은 

해양수족관 현장학습에 대해서 해양생물의 서식지에 대한 지식보다 해양

과 인간과의 관계 이해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으나 현재 수족관

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습지는 해양생물에 대한 지식 위주로 제작되어 있

다(김종문, 2012). 따라서 해양수족관에서는 해양생물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이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쟁점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

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 학교 밖 해양환경교육은 항만 견학, 승선체험교실, 갯벌체험교실 등

의 체험학습 을 위주로 이루고 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양 환경소양의 원칙과 개념이 

반영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종문과 윤성규, 2015). 특히, 해양 환경소양을 키워주기 위해서 해양 

생물과 자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시켜 주어야 하며 

해양 생물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감정적인 연결성을 키울 기회를 

주어야 한다(Kim, 2014).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과 해양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유대감을 갖고 참여로 연결될 수 있

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인간과 해양을 연결시키고 정서적 체험을 하기 위한 교육 모델을 구

성하여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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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 분석을 

통해 형식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해양환경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

완하기 위해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을 바탕으로 해양 환경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반영된 해양환경교육  

요소를 분석하여, 학교 해양환경교육의 현황과 한계를 밝힘으로써 학교 

해양환경교육과 학교 밖 해양환경교육의 연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는 한편, 학교 해양환경교육을 보완하고 연계하여 해양환경교육을 개

선하기 위한 학교 밖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방향을 설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2에서는 도둑게가 유생을 풀어주기 위한 이동 리듬과 그에 따

른 로드킬의 시기적 분포를 조사하고 해안도로 양 옆 환경이 로드킬에 

미치는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도둑게의 이동 시기와 도로 주변 경관을 

고려한 도둑게 로드킬 저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를 통해서 도둑게의 유생털이 관찰을 통한 경이로운 체험과 오션 스프

롤1)로 인한 로드킬을 쟁점으로 다루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

료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 3에서는 연구 2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둑게의 유생털이 관

찰을 통한 경이로운 경험과 로드킬 쟁점을 활용하여 해양 환경소양을 증

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

고 해양 환경소양 증진을 위한 해양환경교육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1) 해안에 인공 구조물이 늘어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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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개요

해양 환경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도둑게의 유생털이 이동과 해안도로

에서의 로드킬 프로그램 개발의 전체 개요는 <그림Ⅰ-1>과 같다. 

연구 1에서는 해양환경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양환경교

육 세부 목표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형식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해양환경교육의 한계를 

밝혔다.

연구 2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맥락에서 경이로운 경험과 해양

환경 쟁점을 바탕으로 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도

둑게의 유생털이 리듬과 그로 인한 로드킬의 관계를 밝혔다.

연구 3에서는 연구 2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관찰하고, 로드킬을 모니터링하고, 로드킬 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양 환경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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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2015개정 교육과정의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 분석

․선행연구를 통한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 분석틀 구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 분석

․학교 해양환경교육의 한계 파악과 학교 밖 교육의 방향 설정

⇓

연구 2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위한 이동 리듬과 해안도로에서의 로드킬 연구

․도둑게의 유생털이 리듬 조사 

․유생털이 이동에 따른 해안도로에서의 로드킬 리듬 조사

․오션 스프롤로 인한 로드킬로 해양환경 쟁점 자료 구성

⇓

연구 3 도둑게의 생활사를 활용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적용 후 참여자 면담을 통한 질적 분석

<그림 Ⅰ-1>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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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해양환경교육

1.1 해양교육과 해양환경교육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교육은 1981년 해양탐구교육 진흥 방안이 문교

부에 의해 수립되었고 1980년대 후반 해양과학자, 시민단체, 수산관련 

공무원, 지역주민에 의해서 해양환경교육이 발전되었다(윤성규 등, 

2006).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1997년에 처음으로 해양환경교육 워크숍

을 실시하였고 여러 민간단체들에 의해 해양환경교육이 확산 되었다. 

2000년부터 적용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의 한 주제로 해양교육이 

포함되었고 여러 교과에 분산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을 “해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해

양관련 문제해결능력과 해양에 대한 친화감과 개척의지를 높이는 제반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여, 해양에 대한 인간 중심적이고 개발지향적인 입

장을 보였었다(김종문과 윤성규, 2015; 해양수산부, 2005). 

한편, 미국에서는 오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해양관련 원칙과 개념들을 논의한 결과 해양교육의 목적을 해양 소양을 

갖춘 시민육성으로 밝히면서 사람과 해양의 상호관계를 강조하였다 

(Cava et al., 2005). 우리나라에서도 북미와 유럽에서의 해양 소양 패

러다임의 영향으로 해양환경교육을 “해양과 인간의 상호 연관성 및 영향

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활동”으로 제안하고, 해양환경교육의 목적은 

“해양과의 지속적인 공존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갖추고 행동하는 

시민 육성”이라고 밝히며, 사람과 해양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기 시작했다(김종문과 윤성규, 2015). 

또한, 해양환경개발교육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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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을 “해양의 지속가능한 보전, 이용, 관리를 위해서 아동, 청소

년, 성인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행동을 형성하고 변화시키

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며 대상을 확장시켰다(해양환경개발교육원, 

2012). 또한, 해양환경 관리공단의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에서

도 해양환경교육을 “해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국민이 공유재인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여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홍선욱 등, 2014). 

한편, 환경교육의 관점에서는 해양환경교육을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에 포함시키며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

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보

았다(양명희와 이두곤, 2009). 환경교육진흥법에서도 이와 마찬 가지로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을 해양환경교육으로 규정 하고 있

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에서도 해양교육은 환경· 지속가

능발전 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장미정 등(2018)도 해양환경 교육을 

“인간과 해양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해양 보전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 태

도를 익힐 수 있는 교육”으로 정의하여 해양의 보전을 강조 하였다. 이

처럼 해양 교육의 개념과 요소는 점차 개발이 아닌 지속 가능성과 보전

을 강조하는 해양환경교육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교육을 해양학 교육과 해양의 개발과 관리를 목

표로 하는 전문 교육으로 한정시켜 구분하고 해양환경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 교육2)의 관점에서 “해양과 인간의 연결성을 인식하

고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식, 태도, 기능을 가지고 해양 환경문제

의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활동” 으로 정의

하여 다루고자 한다. 

2) 국민 또는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지식과 교양을 기르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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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양시민성

환경교육자들은 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Hungerford & Volk, 1990). 이러한 

전통적인 KAB(knowledge, attitude, behavior) 모델은 지식을 통해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으로 전이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는 KAB 모델이 지식, 태도, 행동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 

했고, 실제로 행동의 형성은 직접적이거나 선형적이기 보다는 더 많은 

변수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Hungerford & Volk, 1990; 

Marcinkowski, 2001). 대신, 환경책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감정과 조절점(locus of control), 환경정체성, 

긍정적 환경 정서, 감정이입, 기능과 환경 감수성 등을 제안했다(강민정 

등, 2015; 임경순 등, 2011; Chiang et al., 2019; Freed, 2018; 

Marcinkowski, 2001). 

또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의 지식, 경험, 학습을 통한 

환경책임행동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자칫 문제의 책임과 해결의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 지을 수 있으며 생태위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지엽적인 시각과 접근 

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응하여 생태시민성의 

개념과 논의가 시작되었다(방윤영, 2019). 생태시민성은 생태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시민으로 전통적 시민성에 기초하되 관심의 대상을 비인간 

생물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세상을 생태적 틀로 이해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김희경과 신지혜, 2012).

또한, 생태시민은 자연, 인간, 사회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 사이의 

문제들에 대해 생태적 접근을 할 수 있으며, 환경문제를 야기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및 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 정의와 

사회정책적인 분배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갖춘 시민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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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소영, 2012).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해양시민성(Ocean citizenship)이 

제안되었다. McKinley와 Fletcher(2012)는 해양시민성(Marine citizenship)을

해양 환경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책임으로 설명했다. 한편, Fletcher와 

Potts(2007)는 해양 시민성을 해양환경쟁점에 대한 대중의 이해로 

정의하고 우리 일상과 해양 건강의 관계성으로 설명했다. 또한, 

해양시민성에 대해 (1)바다의 건강이 공공선이라는 사회의 바램이 

공유되어야 하고, (2)개인의 행동이 바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수정된 생활방식과 행동 변화를 통해 바다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3)시민들은 건강한 바다의 혜택을 받는다는 기본 

가정을 들었다. 따라서 해양시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쟁점에 대해서 

이해와 자신의 행동이 해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의 인식, 친해양적 

행동을 촉진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강조하게 된다(Fletcher & Potts, 

2007; McKinley & Fletcher, 2012).

이와 같이 실제 해양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해양환경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해양시민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해양시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에 해양환경 

쟁점에 대한 논의와 참여 과정을 구성하여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해양 환경소양

미국에서는 오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해양 관련 

이슈의 이해에 대해 조사한 바 있었고, 이후 해양 소양(Ocean literacy)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해양관련 원칙과 개념들을 

논의하였다(Cava et al., 2005). 그 결과 해양 소양을 “해양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내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르쳐야 할 7개 원칙과 44개 개념들을 도출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소양 7가지 핵심 원리에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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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보전을 추가하여 9가지 해양환경교육의 원리와  

개념으로 정리한 해양 환경소양을 해양환경교육의 필수 원리로 

제안하였다(표 Ⅱ-1). 또한, 여러 연구에서는 해양 소양을 구체화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해 왔다(Greely, 2008; Guest et al., 

2015; Kim, 2014). Guest 등(2015)은 해양 소양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캐나다 청소년들(12세~17세)을 대상으로 해양의 지식, 가치, 

상호작용, 흥미를 대해 평가한 결과 해양과학 지식, 가치, 흥미가 

증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Greely(2008)는 12세~18세 여학생들이 해양 

캠프에서의 해양 경험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학생들의 해양 관련 내용적 

지식, 태도, 윤리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해양 캠프를 

통해서 인지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정적 측면의 변화를 확인 

하였다. 

Kim(2014)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해양 

구분 원리

1

2

3

4

5

6

7

8

9

전 세계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바다와 바다 생물이 지구의 특징을 형성한다.

바다가 날씨와 기후를 좌우한다.

바다가 지구를 살만한 곳으로 만든다.

바다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지탱한다.

바다와 인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바다의 대부분은 아직 미지의 상태이다

바다를 위협하는 인간 활동이 늘어난다.

바다를 보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다.

출처: 장미정 등(2018)

<표 Ⅱ-1> 해양환경교육의 필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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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을 증진시켜 나가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아쿠아 여름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3학년~5학년)의 해양 소양과 태도(orientation)에 대해 

연구한 결과 해양 과학 지식 뿐 만 아니라 해양 생물에 대한 태도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밝혔다. Wyles 등(2013)은 해양수족관 방문객 

들의 해양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도(mindset)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해양수족관의 방문객은 해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가 함께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양 시민성(marine 

citizenship; ocean citizenship)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행동과 참여, 

책무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환경 

교육은 해양 지식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문제의 인식, 내용 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와 행동, 행동의지, 시민성, 해양과 인간의 관계성 

인식의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표 Ⅱ-2).

한편, 해양 소양의 7개 원칙과 44개 개념은 대부분 해양에 대한 지

식과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양 소양에서 강조하는 인간과 해양의 

구분 저자, 출판연도 세부 내용

해양 소양
Guest et al., 

2015
해양 가치, 지식, 상호작용, 흥미

해양 소양 Greely, 2008
내용적 지식, 해양 환경에 대한 감정(환경적 태

도, 도덕성)

해양 소양 Kim, 2014
해양 과학 지식, 성향(자연주의, 미학적, 휴양

적, 공리주의적, 부정적)

해양태도
Wyles et al., 

2013
해양 지속가능성 태도, 행동의도

해양시민성

McKinley & 

F l e t c h e r , 

2012

해양 환경 문제 인식,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개인 행동 역할에 대한 이해, 해양 

환경 친화적 행동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가치

관의 변화

해양시민성
Fletcher & 

Potts, 2007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 일상 생

활과 해양 환경 사이의 관계 이해

<표 Ⅱ-2>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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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에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와 유대감에 

대해 이루어졌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연결성과 관계성을 밝히고 척도화 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 왔다. Mayer와 Frantz(2004)는 자연환경과의 유대감을 척도화(CNS: 

connectedness to nature scale)한 연구에서 자연과의 유대감이 자연과

의 감정적인 연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CNS가 생태적 행

동의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밝혔다. 반면, 자연유대감(CNS)이 감정적인 

연결이 아니라 인지적 믿음(Cognitive belief)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Perrin & Benassi, 2009). 따라서 자연과의 유대감(NR: nature 

relatedness scale)을 척도화 하기 위해 기존의 자연유대감 척도(CNS) 

에 경험적 영역을 추가하여, 정서적, 인지적, 경험적 측면을 종합한 도구

를 개발하였다(Perrin & Benassi, 2009). 그 결과 자연유대감(NR)이 높

은 사람들이 더 환경적으로 행동하고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에 대한 공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람

들이 자연에 대해 느끼는 연결성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ultz, 2000). 따라서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지식 영역으로만 

한정 지을 수 없으며 정서적, 인지적 믿음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러

한 자연유대감은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행동 할 동기를 부여 할 수 있

는 생물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의 이해는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인

식적, 정의적, 경험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Mayer & Frantz, 

2004; Nisbet  et al., 2009) 해양 소양에 대해 지식적 측면으로 치중 

되면 인식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데에 한계

를 지니게 된다. 실제, 자연에 대한 관심과 가치는 생태적 지식이 아니

라 자연에 대한 감정이입과 정서적 친밀감을 통해 유대감이 생기고, 이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Littledyke, 2008; Hinds & Sparks, 2008). 

본 연구에서는 지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양 소양의 범위를 쟁

점에 대한 인식, 해양환경에 대한 태도, 해양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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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참여까지 확장하여 해양 환경소양을 제안하고 해양환경교육의 목적

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해양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내가 해

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 정의되는 해양 소양에서 더 나아가서 

“해양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내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양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도, 기능을 가지고 참여함” 

으로 해양 환경소양을 정의하고자 한다.

2. 경이로운 체험(Experience of wonder)

2.1 경이감(Sense of wonder)

경이로움은 놀랍고 신기한 감정으로, 예상 밖 이거나 특별한 

(extraordinary) 것이나 사건에 의해서 유발된다(Hadzigeorgiou, 2012; 

Parsons, 1969). 사전에서는 경이감을 이상하고 새로운 것을 보거나 경

험함으로서 생기는 놀라움과 감탄의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Hove(1996)는 경이로움을 새롭고 예기치 못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

한 인식과 감정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경이로움은 신비(mystery), 경외

(awe), 당황(perplexity, bewilderment), 놀라움(astonishment, 

surprise, amazement), 감탄(admiration)과도 연관되어 있다 (Hadzigeorgiou,

2012). 

경이로움은 심미적 차원에서의 놀라움과 감탄을 포함한다 

(Hadzigeorgiou, 2012). 예를 들어,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았을 때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경이로움은 호기

심과는 구별되는데, 호기심이 어떤 것을 알고 싶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자 하는 추진력인 반면에 경이로움은 마음이나 느낌이며, 호기심보다 범

위가 크고 시적이며 사물을 전체와 완전한 맥락에서 보는 내용이다

(Hadzigeorgiou, 2012; L’Ecuyer, 2014; Taylor, 1998). 경이감은 경

외감과 함께 혼용되기도 하는데, 경이감은 놀랍고 신기한 느낌인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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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감(sense of awe)은 공경과 두려움을 포함하여 부정적 정서를 포함

한다(Darbor et al.. 2016). 또한 경이는 경외보다 현상의 원인을 이해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인과관계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더 포함하고 있

다. 

Stolberg(2008)는 경이를 자연물이나 자연현상과의 상호작용으로 

유발되는 물리적 경이(physical wonder)와 사람이나 사람의 성취와의 

상호작용으로 유발되는 인간적 경이(personal wonder), 경이로운 경험

으로 인해 관점의 변화가 유도되는 형이상학적인 경이 (metaphysical

wonder)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자연의 현상이나 지식에 감탄하고 놀라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자연현상의 아름다움 자체와 현상들 사이에 예상하지 못

한 연결고리를 인식함으로서 감탄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과학적 이해

는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열어 주고 새로운 발견과 이

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 준다(Dawkins, 1998). 

논의들을 종합하면, 경이감은 감탄하고, 신비감을 느끼고, 놀라고, 

당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다양한 상황, 현상, 아이디어를 통해서 유

발되는 인식적, 감정적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Hadzigeorgiou, 

2012). 따라서 경이로운 체험은 이러한 경이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경

험을 말한다.

2.2 자연에서의 경이로운 체험과 자연유대감

생태학자들과 생태심리학자들은 개인이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

하는 정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인이 자연을 인식하고 느끼는 연결성, 

소속감, 유대감을 정의하고 측정하여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표 Ⅱ-3). 자연 유대감을 인지적, 정서적, 경

험적 영역의 척도(Nature relatedness scale)로 측정한 연구에서는 야

외나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과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연유대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Nisbet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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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대한 유대감은 개인이 자연 환경의 일부라고 믿는 정도를 반

영한다(Schultz, 2002). 자연에서의 경험과 자연유대감 형성에 대한 여

러 연구들이 있었으며, 자연유대감은 “개인이 자연에 대해 느끼는 정서

적이며 경험적인 일치감의 지각”으로 긍정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Schultz et al., 2004; Schultz & Tabanico, 2007). 또한, 자연 유대감

은 자연 유대감 척도(Connectedness to nature scale)를 통해서 개인이 

느끼는 동식물과의 유대감, 평등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감정을 

측정할 수 있다(Mayer & Frantz, 2004). 자연유대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고 믿으며 동식물에 대한 친족감과 평등주의적 믿

음과 생물권적 관심(concern)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유대감이 낮

은 사람은 자신이 자연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믿으며 인간이 동식물

을 지배하는 위계적 믿음을 갖고 자기중심적 관심을 갖는다(Schultz, 

2001; Opotow & Weiss, 2000). 반면, 높은 자연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erges & Duffy, 2010). 이러한 다양한 자연 유대감 연구에서는 공통

적으로 자연에서의 체험이 자연유대감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연에서의 경이로운 경험은 삶과 자연을 기리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연 유대감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Saroglou et 

al., 2008; Van Cappellen & Saroglou, 2012; Yaden et al., 2018; 

Schneider, 2009). 또한, 경이감은 미적 감정으로 숭고한 자극에 대해 

인본주의적 순간(humanistic moment)에 나타나며 감동과 오싹함을 동

반한다(Konecni, 2005). 사람들은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좀 더 경이

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자연 그대로의 해안 절벽과 손질된 정원의 방

문 경험 비교했을 때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의 경험이 경이감과 자연유

대감으로 더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 & Gatersleben, 2013).   

자연유대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연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

에, 자연에 해를 끼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 자

연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줄어든다(Mayer & Franz, 2004). 여러 연구

에서는 이러한 자연 유대감이 사람들의 환경 태도나 신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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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Clayton & Opotow, 2003; Dunlap et al., 

2000). 특히, 자연유대감이 높은 사람은 감정이입을 통해서 자연과 연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염려

를 더 크게 갖는다(Schultz, 2000). 마찬가지로, 환경문제로 인한 개인

적, 사회적, 생물권적 영향에 대한 염려(concern)는 대인관계척도(I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나와 자연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INS: 

Inclusion of Nature in Self), 환경 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r) 

등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Schultz, 2001). 

2.3 경이감 교육

여러 연구들에서는 자연에서의 경험이나 경이로움의 인지적, 정서적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강조해 왔다(Bratman et al., 2012; Carson, 

1965, 2012; Joye & Bolderdijk, 2014). 수백 년 동안 과학, 철학, 시, 

종교 등의 세계의 여러 문화에서는 자연이 주는 행복감(Bratman et al., 

2012; Zhang et al., 2014), 심리적 풍요로움(Kaplan, 1984), 집중력 향상

(Joye & Bolderdijk, 2014), 친사회적 태도 등의 다양한 이점에 대해 

언급해 왔다. 또한, 자연에서의 경험은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하는 방안

을 제공할 수 있으며(Williams, 2004), 주의를 환기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Kaplan, 1995), 개인적 성장과 정신적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Kaplan & Kaplan, 1989). 특히, 자연에서의 경험은 자연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을 높일 수 있고, 환경에 대한 공감적 태도를 형성하

여 환경감수성을 증진되는 역할을 한다(Chawla, 1998; Kals et al., 

1999). 

자연에 대한 사랑을 선천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유전적 구

성과 진화 역사에서 비롯된 생명애 가설로 설명하였다(Kellert & 

Wilson, 1995). 또한, 많은 학자들은 생명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경험하

면 경험할수록 생명애가 커지기 때문에 학습과 경험, 의미 있는 상호작

용을 통해 개인이 갖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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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Kellert, 2002; Miller, 2005). 이러한 자연에서의 직접적, 간접적 

경험은 생물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과 관심, 환경 친화적 태도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흥태 등, 2012). 실제로 어린 시절에 산행, 

숲 속 놀이, 캠핑, 사냥, 낚시와 같은 ‘야생’에서의 자연 경험은 성인이 

되었을 때 환경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ells & 

Lekies, 2006).  또한, 환경운동가와 환경교육자들의 유년시절 자연에서

의 경험이 환경운동이나 환경교육을 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Tanner, 1998).

일찍부터 자연에서 느끼는 경이감을 강조했던 레이첼 카슨은 경이감

이 자연에 대한 사랑과 돌봄을 이끌어 내는 핵심적 정서라고 믿었다

(허미화, 2016). 따라서 자연을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것의 중요성 을 강

조하여 어려서부터 자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경이감을 느끼고 자

연에 대한 관심, 심미적 안목, 동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Carson, 1965).

따라서 유년기에 자연에서의 충분한 경험은 자연환경 감수성을 높일 

수 있고 생명체나 비생명체들의 조화를 강조하는 생태중심주의적 태도로 

이어지게 한다. 또한, 자연을 소유목표가 아닌 존재목표로 보고 삶의 기

쁨과 행복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줄 뿐 아니라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키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할 수 있다(허미화, 2016). 

마찬가지로 유년시기에 자연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태도로 

이어진다(Chawla & Der, 2012).

생태적 소양은 자연에 대한 관심, 심미적 체험, 정서적 안정, 자연에 

대한 동정과 연민, 오염된 환경의 인식 등을 포함하며 후천적인 자연에

서의 체험과 교육에 의해서 함양된다(신미숙, 2015; 이성덕과 김형균, 

2010; 허미화, 2016; Orr, 1992). 특히, 자연에 대한 경외, 동식물과의 

경험, 야외 활동,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Hungerford,

2002). 생태적 소양 역시 경이감에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경이감은 자

연에서 아름답고 신비롭고 풍요로움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으로 생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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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philia: E.Owilson)에 뿌리를 두고 있다(Orr, 1992). 또한, 경이감을 

통한 생명에 대한 친밀감은 자연에 대한 연대감과 유대감으로 연결된다. 

한편, 환경교육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서 정서의 역할이 중요

시 되고 있으며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자연에서의 체험을 통한 감정이입

과 정서적 친밀감을 통해 자연에 느끼는 유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강민정 등, 2015).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인지보다 감정의 역할이 더 중요하며 생명에 대한 사랑은 결국은 환경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유리, 2014). 특히, 자연에 대

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과 생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경이

로움을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주은정, 2010; Orr, 1992). 

환경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환경감수성은 자연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마음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중심이 된다(강민정 등, 2015). 여

러 연구에서는 환경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자연의 경이로움이나 아름

다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환경문제에 대해 공포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가 살아갈 삶의 터전

이 변화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 뿐 만이 아닌 아름다운 자연 그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행동주의적 접근(behaviorist approach)이 지식과 외적 행동

의 강화를 강조하지만, 경이적 접근(wonder approach)에서는 경이감이 

모든 동기와 행동의 중심으로  학습이 개인 내적인 욕구에서 시작되며 

경이로움과 감수성이 살아있을 때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난다고 주장한

다(L’Ecuyer, 2014).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자연에 대한 경이감을 회복하는 것은 생태중

심적 교육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이다(Washington, 2018). 

경이감을 갖기 위한 자연에서의 경이로운 체험은 사람들이 자연에 친밀

감을 갖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함으로서 다른 생물에 감정 이입하게 되고 

생태적 태도를 갖게 해줄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의 놀라운 현상과 인과관

계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통해 경이로운 체험을 하는 것은 경이감을 

불러일으키고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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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둑게의 유생털이 현상 관찰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해양생물의 결정적인 순간을 경이롭게 체험하여 유

대감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검사 도구 설명 출처

개인-자연 상호 연결성

Inclusion of Nature in 

Self (INS)

1문항, 도표 Schultz (2001)

환경 정체성

Environmental Identity 

(EID)

24 문항, 텍스트 기반 Clayton (2003)

환경 정체성

Environment Identity (EI)

11 문항, 텍스트 기반, 

양극성
Stets and Biga (2003)

개인-자연 내재적 연관성

Self-Nature IAT
내재적 연관성 검사

Schultz, Shriver, 

Tabanico, and Khazian 

(2004)

자연 유대감:

Connectedness to Nature 

(CNS)

14 문항, 양극성 
Mayer and Frantz 

(2004)

자연 연결성

Connectivity with Nature 

(CWN)

5 문항, 텍스트 기반과 

INS
Dutcher et al. (2007)

자연 유대감

Nature Relatedness (NR)
21 문항, 텍스트 기반

Nisbet, Zelenski, and 

Murphy (2009)

자연 유대감 

Nature Relatedness Short 

Version (NR6)

6 문항, 텍스트 기반
Nisbet and Zelenski 

(2013)

자연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

Love and Care for 

Nature (LCN)

15 문항, 텍스트 기반 Perkins (2010)

(Martin & Czellar, 2016)

<표 Ⅱ-3> 개인과 자연의 유대 관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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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둑게

3.1 도둑게의 생활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190여 종의 게 중에서 갯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40여 종으로 그 중에서 좀 더 육지에 잘 적응한 육지성 

사각게 속에는 말똥게, 붉은발말똥게, 도둑게로 3 종이 있다(백용해, 

2003; Saigusa, 1978). 그 중에서 도둑게는 육상에 가장 잘 적응하여 

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조선 위의 저지대나 골짜기에 살고 있으며 

가장 활동 반경이 넓다(그림 Ⅱ-1). 특히,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 냇가, 

논밭, 또는 산기슭에 굴을 파고 살면서 어촌마을의 부엌까지 들어와서 

음식을 훔쳐 먹는다고 해서 ‘도둑게’라는 이름이 붙었다. 

도둑게의 생활사는 <그림 Ⅱ-2>와 같으며 유생 시기(조에아, 메갈

로파3))를 바다에서 보내고 어린 게가 되면 갯벌에서 살아가다가 2년생 

3) zoea: 게의 유생, megalopa: 조에아 다음 시기의 유생

사각게

칠게

붉은발사각게

붉은발말똥게

농게

말똥게

도둑게

갈게

만조선

간조선

<그림 Ⅱ-1> 친육지성 사각게 속 3종 서식지 부근 게의 분포(민황용과 김성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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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만조선 위쪽으로 이동하여 생활하게 된다. 3년생 이상이 되면 

짝짓기가 가능하며 짝짓기를 마치고 포란한 암컷은 배갑으로 알을 감싸 

보호하며, 포란기간이 끝나면 여름철 사리(spring tide)를 전후하여 일몰

에서 자정 사이의 만조 시간에 조에아를 풀어주기 위해서 해안이나 바다

로 흐르는 강으로 이동한다(Saigusa, 1981; Saigusa & Hidaka, 1978). 

물가에 도착한 암컷 도둑게는 배갑을 열고 몸을 털어서 유생을 바다에 

풀어준다. 바다에서 한 달 정도 유생(조에아, 메갈로파4)) 시기를 보낸 

후 어린 게가 되면 갯벌(brackish water meadows)에서 지내다가 3년

째 여름이  되면 어른 게의 서식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Suzuki, 1981). 

도둑게는 겨울잠에서 깬 직 후 짝짓기를 시작해서 6~7월에 피크가 

되고 8월까지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암컷은 4년 정도가 되면 갑폭이 약 

15mm 정도로 자라서 완전히 성숙하게 된다. 암컷은 수컷의 정액을 저

장하여 이듬해까지 두 번 이상 유생털이가 가능하다. 야외에서 포란 중

인 암컷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견된다(그림 Ⅱ-3). 포란 기간은 평균 

27.6일이었고 기온에 따라 포란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5월에는 42일, 

7월에는 20일로 따뜻할수록 포란 기간이 짧아진다(Suzuki, 1981). 암컷 

도둑게는 1년에 한번에서 네 번까지도 유생을 풀어주는데 1년 평균으로

는 1.85회를 기록했다(Suzuki, 1981). 한 번에 포란하는 알의 개수는 

3500에서 65000개로 평균 22400개를 기록했으며 알의 개수는 게의 크

기에 비례했다.

갑각류 십각목 생물들은 대체로 달, 어둠, 조석주기 시간대와 관련

된 유생 풀어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도둑게도 그믐달이나 보름달이 

뜨는 날 밤 만조시간에 유생을 풀어주는 개체수가 최대가 되고 반달이 

뜰 때 가장 줄어든다(Forward, 1987; Saigusa, 1978). 그믐달이나 보름

달이 뜨는 사리에 유생을 풀어주는 것은 밀물이 많이 들어오고 썰물이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유생이 먼 바다에 더 성공적으로 나갈 기회를 주

어 생존률을 높여 줄 것으로 추정된다(Saigusa, 1978). 도둑게는 이렇게 

사리 날 야간 만조 한 시간을 중심으로 많은 개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 23 -

<그림 Ⅱ-2> 도둑게의 생활사(Suzuki, 1981)

<그림 Ⅱ-3> 포란 중인 도둑게 암컷의 비율(Suzuki,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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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을 바다에 풀어주기 위해 이동한다(Saigusa, 2010). 하지만 이러한

이동과정 중 해안도로에서 로드킬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개체수

가 급감하고 있다(그림 Ⅱ-4, 그림 Ⅱ-5).

                       

3.2 육지성 게의 생태적 역할

육지성 게(land crab)는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굴을 

파서 생활하기 때문에 돌의 침식을 가속화 시키고 공극을 통해 땅속에 

공기가 통하도록 하며, 땅 속에 유기물을 유입시켜 토양을 비옥하게 한

다(Burggren & McMahon, 1988). 또한, 여러 동물의 사체를 먹어 청소

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번식과정에서 육지의 바다를 오간다.

게가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민물에 대한 적

응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육지성 게는 민물게(fresh water crab)에

서 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obson, 2004). 민물게는 생태적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전체 종의 1/6이 멸종될 위기에 처

해 있다(Cumberlidge et al., 2009).

3.3 교육의 매개로서의 도둑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덜 유명하거나 덜 예쁘다고 생각하는 무

척추동물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학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Arinde, 2000; Schlegel & Rupf, 2010). 또한, 

대다수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북극곰과 같은 대중적 호소력이 있는 거

대 동물을 깃대종로 삼아 이를 주제로 개발한 반면에 작은 무척추동물들

은 환경교육에서 외면되어 왔다(조유리, 2014). 따라서 비인간중심의 내

재적 가치를 고려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김일방, 2016). 특히, 도둑게가 유생을 풀어주는 것을 관찰하고 경험하

는 것은 그것 자체로 직접적인 만남과 경이로운 체험이 될 수 있어 유대

감을 높이며 환경교육의 소재를 무척추 동물까지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류미와 김재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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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도둑게의 생활사에 따른 이동과 로드킬 

<그림 Ⅱ-5> 로드킬 된 도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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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 관련 사회쟁점 교육(Socio-scientific Issues 

education) 

4.1 SSI 교육의 배경

과학기술의 발전은 여러 가지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맥락을 복합적 영향을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까지 많은 과학 교육 연구자들은 과학이 어떻게 기술에 영향을 주고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맥락에서  STS(science, technology,

social) 주제들을 개발하였다(Zeidleret al., 2005). 

하지만 STS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많은 문제들은 개인의 일상적 

경험에서 멀기 때문에 학생들과 관련이 없으며 과학과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지만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Shamos, 1995). 1990년대 일부 과학 교육자들은 과학 

기술-사회-환경(STSE) 교육의 형태로 좀 더 이슈 중심의 STS 커리큘럼을

옹호하였지만, STS 전략에 대해 개선을 추구했던 STSE에서도 학생들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발전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었다 

(Hodson, 1994; Pedretti, 1997; Zeidler et al., 2005). 

200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STS를 보완한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SSI)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Fowler et al., 2009; Zeidler et 

al., 2005). SSI 교육은 과학, 기술, 사회,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 뿐 

아니라 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발전에 집중한 

교육적 전략이라는 면에서 STS 교육과 구분된다(Zeidler et al., 2005). 

SSI 교육은 학생들이 쟁점과 관련된 결정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고려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Kolstø, 2001; Sadler, 2004). 따라서 SSI 교육은 과학 뿐 

아니라 학생들의 도덕적 추론, 감성적 발달, 의사결정 과정을 포괄하고 

있어 STS 교육보다 좀 더 광범위한 접근을 하고 있다(Zeidler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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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특히, 쟁점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게 된다(Bossér & Lindahl, 2019; Zeidler et al, 2009).

4.2 SSI 교육의 특징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SSI)은 과학과 윤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

과 가치관을 가진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문제로 과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등 여러 분야의 관점을 반영한다(Fowler et al., 2009; 

Sadler & Zeidler, 2005).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

기 때문에, SSI에 대한 명확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김건희, 201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SSI는 토론 및 논쟁을 필요로 한다 (Sadleret al., 

2006). SSI에 대한 토론에서는 학습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며 다

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Sadleret al., 2016). 따라서 이러한 

쟁점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학과 사회의 상호관계

에 대한 인식, 공동체 삶을 위한 가치관과 시민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을 SSI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Park et al., 2016; Zeidler et al., 

2005).

SSI 교육은 과학관련 사회적 쟁점을 교육으로 끌어들여 학습자가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의사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 하

도록 돕는다(이현주, 2018). 이는 SSI가 개방적이고(open-ended), 비구

조화(ill-structured)된 문제로, 논쟁과 토의를 가능하게 하며 과학적 소

재를 다루면서 간학문적으로 맥락 내에서 학습하기 때문에 사회적 함의

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은 

정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타당성 또한, 과

학이 사회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탐색하고,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한 문

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 

해결에 참여해 보고자 하는 의지도 갖게 된다(이현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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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SSI 교육을 통해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입

장에 대한 이해, 비판적, 분석적 사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태도, 도덕적 

민감성, 의사결정능력, 책임 있는 행동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 2012; 이은항, 2014; Cummins & Snively, 2000: Greely, 

2008; Lee et al., 2012; Marrero & Mensah, 2010; Mogiaset al., 

2015; Moore et al., 2004). 따라서 SSI교육은 과학 지식 뿐 아니라 시

민으로의 역량을 함양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인

간과 자연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이현주, 2018). 뿐만 아니라, 구체적 쟁점을 통해서 과학

기술로 인한 사회 쟁점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참여 의지로 확장될 수 있다.

4.3 국내의 SSI 교육

국내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 64편에 

포함된 123개의 SSI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환경·생태계 

분야가 가장 많았고 세부 주제로는 기후변화, 열대림 개발, 자원 개발, 

환경오염, 간척 사업, 소음, 오존층 파괴, 적조 현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표 Ⅱ-4). 이렇게 환경·생태계에 관련된 SSI 프로그램이 활발 

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은 여러 환경 문제들이 과학,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윤리 등과 관련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SSI 

영역은 생명 다양성, 친환경 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환경오염, 

지속가능한 개발 등으로 대부분 환경·생태계 관련 주제들이었다(표 

Ⅱ-5). 생명 다양성 보전에 관련한 소재로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아마존 열대 우림의 변화, 이스타섬의 생태계 파괴, 일본의 

고래사냥, 로드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후 변화 관련 소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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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작성, 기후변화의 책임과 저감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환경오염 관련으로는 메세먼지, 교통, 토양과 해양의 

산성화 등이 등장했다. 

분야 빈도(%)

환경·생태계 25 (20.3)

유전공학 24 (19.5)

생명윤리 23 (18.7)

기술공학 15 (12.2)

의료·질병 11 (8.9)

에너지 10 (8.1)

화학 6 (4.9)

법·도덕 4 (3.3)

기타 5 (4.1)

합계 123 (100)

출처: 박현주와 김나형(2018)

<표 Ⅱ-4> SSI 프로그램 주제

순위 통합 과학 통합 사회

1 생명 다양성 보존 환경오염

2 친환경에너지 개발 생명 다양성 보존

3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개발

4 재난 재해 신기술

5 지속 가능한 개발 인간의 지나친 개발로 인한 문제

출처: 최지연(2019)

<표 Ⅱ-5> 통합과학, 통합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SSI 영역 빈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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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해양환경교육과 SSI 교육

많은 해양환경교육 연구에서는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을 강조해 왔다. 해양 관련 사회적 쟁점을 통한 교육은 쟁점을 통해서 

해양과 자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해

양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양 관련 사회적 쟁점 교육은 인식과 감정의 통합적 개념적 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식 뿐 아니라 사회적, 감정적 변화를 연결될 수 있

다(Greely, 2008). 

해양 관련 쟁점은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특성이 있으며 참

여를 통한 문제해결을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

어져 있어 바다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해안에 인구밀도가 높고 

여러 시설이 들어서면서 오션 스프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오션 스프

롤은 해안가에 방파제, 도로 등과 같은 인공 시설물이 증가하는 현상으

로 생태계 연결성을 저해시키고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하여 해양에 관련

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Bishop et al., 2017). 예를 들어, 

육지성 게인 도둑게는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 육지 서식지를 떠나 바다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해안도로를 지나게 되고 산란기에 집중적인 로드킬이 

일어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마을 주민, 농민, 

도로 이용자, 관광객, 생태학자, 해양환경교육자, 관광객 등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해양 관련 사회적 쟁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가 개발로 인해 오션 스프롤이 심화되어 해안도

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서식지의 파편화와 그로 인한 도둑게 로드킬과 

개체수 감소에 대해 사회적 쟁점으로 다루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일상생

활에서 도로를 항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쟁점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쟁점에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도둑

게 유생털이의 직접적인 만남과 감성적 경험을 통한 경이로운 체험을 통

해서 ‘로드킬’ 쟁점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관점을 바꾸고 해양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바라보며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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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 환경소양을 키

우기 위해서 도둑게의 로드킬을 해양 관련 사회적 쟁점(OSSI: ocean 

socioscientific issues)으로 보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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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1. 교육과정에 반영된 해양환경교육 목표 

분석5)

1. 서론

바다는 지구의 4분의 3을 덮고 있으며 대기 중 산소를 공급하고 지

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다(Schoedinger et al., 2006). 특

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현재와 미래의 자원으로서 중요

하다(윤옥경, 2006). 이에 정부에서는 해양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1981년에 해양 탐구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김삼곤과 차철표, 

2010). 1980년대 후반부터 해양과학자, 시민단체, 수산관련 공무원, 지

역주민에 의해서 해양환경교육 활동이 시작되어, 교육자를 양성하고 프

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윤성규 등, 2006). 2015

년에는 해양수산부가 환경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제 1차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해양 교재 개발, 지도자 양성, 교육 활성화 지원 

등을 정책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해양환경교육 센터를 지정하여 

해양환경 이동교실, 찾아가는 강사단 교육, 해양환경 교육기관 협력사업, 

교육교재 보급,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 있다.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여러 논의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

을 “해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해양관련 문제해결능력과 해

양에 대한 친화감과 개척의지를 높이기 위함”으로 보아 해양에 대한 인

간 중심적이고 개발지향적인 입장을 보였다(김종문과 윤성규, 2015; 해

양수산부, 2005). 반면에 환경교육 진흥법에서는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을 해양환경교육으로 규정했다. 해양환경개발교육원의 해

양환경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교육을 “해양의 

지속가능한 보전, 이용, 관리를 위해서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행동을 형성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정

5) 환경교육 33권 1호에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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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며 지속가능한 보전을 언급하고 심동적 영역을 포함시켰다(해양환경

개발교육원, 2012).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에서도 해양환경 교육을 “해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국민이 공유

재인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여 비슷한 맥락을 

유지 하였다 (홍선욱 등, 2014).

미국에서는 오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해양 관련 이슈 

이해에 대해 조사한 바 있었고, 이후 해양 소양(Ocean literacy) 캠페인

을 통해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해양 관련 원칙과 개념들을 논의하였

다. 그 결과 해양 소양을 “해양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내가 해양에 미

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 정의하여 인간과 해양의 상호관계를 강조하였

다(Cava et al., 2005).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북미와 유럽에서의 해양 

소양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아 해양환경교육의 목적으로 “해양과 인간의 

상호 연관성 및 영향에 대한 이해”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다(김종문과 윤

성규, 2015). 또한, 해양환경교육을 통해 “해양과의 지속적인 공존을 위

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갖추고 행동하는 시민 육성”을 하고자 함이라고 

밝히며, 인간과 해양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존을 강조했다. 

이처럼 해양교육과 해양환경 교육의 개념은 다양하게 혼용되어 사용되기

도 했지만 해양교육의 개념과 요소는 점차 해양환경교육의 형태로 변화

해 왔다. 

형식 교육에서의 해양환경교육은 해양학 교육이라기보다는 다학문적

ㆍ간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러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동

렬, 2017; 김삼곤과 차철표, 2009; 홍순경, 2005). 2000년부터 적용된 

7차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해양교육을 범 교과의 한 주제로 포함시켰고 

과학, 사회, 도덕, 국어, 실과, 기술․가정, 체육 등 여러 교과를 통해 분산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찬국 등, 2016).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해양 

환경 문제를 다루는 시간은 한두 시간에 불과하고, 대부분 다른 환경 주

제를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해양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다(정화성 등, 2010). 따라서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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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해양환경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며,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효율

적으로 해양환경교육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한민, 2005). 

또한, 학교 해양환경교육과 관련한 교과별 교육 목적과 내용의 체계화와 

실태 분석이 부족하여, 교육과정에 반영된 해양환경교육 내용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한 실정이다(김삼곤과 차철표, 2009). 

형식 교육에서의 해양환경교육을 분석했던 연구에서는 과학, 사회, 

도덕, 국어, 실과, 체육 등 전 교과에서 해양환경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내용요소가 확인되었다(김찬국 등, 2016; 홍순경, 2005). 한편, 여러 연

구에서는 학교 교육과 연관된 비형식 교육의 가치를 강조해 왔으며(황은

지, 2006), 학교 해양환경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환경 교육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밖 해양환경교육과 연계 해야 할 필요

성을 지적해 왔다(김종문, 2012; Evans, 1997). 하지만 비형식 교육에

서의 해양환경교육은 갯벌체험이나 해양쓰레기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재영 등,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해양환

경교육 세부 목표 분석틀을 구성하여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분산적

으로 반영되어 있는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를 분석하고, 2) 형식 교육

과의 연계성을 갖고 보완하기 위한 비형식 교육의 방향을 모색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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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수집하고, 해양

환경교육 목표영역을 수정ㆍ보완하여(김삼곤과 차철표, 2009, 2010), 관

련 선행 연구의 해양환경교육 목표들을 종합한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그 후 수집된 자료에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 하

였고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형식 교육의 방향

을 모색하였다.

2.2 분석 대상

형식 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해양환경교육의 세부 목표를 

분석하기 위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 급을 아우르는 성취기준과 성취

기준 해설,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

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

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이며 이를 바탕으로 교

과서를 개발하게 된다(교육부,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취기준과 

교과서를 통해 형식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해양환경교육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분석 대상으로 한 교과는 해양환경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관성을 보였던 과학, 사회, 도덕으로 하였다(김삼곤과 차철표, 

2010; 김찬국 등, 2016).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선택과목

인 환경 과목을 포함시켰으며,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일반 선택과 진

로 선택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표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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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기준을 선정할 때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급별로 

해당하는 교과의 성취기준에 바다, 해양, 해안 등의 키워드를 직접적으

로 포함한 경우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성취기준에 직접적인 

키워드가 드러나지 않지만 성취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교과서 구성이나 

활동에서 해양환경교육 목표가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분석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4과03-02]의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

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성취기준의 경우 직접적으

로 해양이나 바다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바다를 포함한 여러 서식지에

서 동물의 생활이 포괄되어 있다. 또한, 국정 과학 교과서에 해양 동물

의 생활도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양환경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성취 기준에 직접적으로 해양이 등장하지 않

더라도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양환경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

고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에

도 연구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해양환경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환경교육

을 포함할 경우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은 김찬국 

등(2016)의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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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틀 개발

해양환경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폭 넓게 포함한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 분석틀을 구성하기 위해서 해양환경교육의 원리와 내용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표 Ⅲ-2). 우선, 해양 소양의 7가지 

원칙과 44개의 개념은 대부분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6번째 

원칙은 인간과 해양의 상호 관계에 대한 것으로 해양의 혜택, 해양 

학교급 교육과정 구분 교과 교과목

초등학교 공통 교육과정

사회 사회

도덕 도덕

과학 과학

중학교

공통 교육과정

사회 사회

도덕 도덕

과학 과학

공통 교육과정 

-선택 과목
선택 환경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공통 과목

사회 통합사회

과학 통합과학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일반 선택

사회 한국지리

사회 세계지리

사회 정치와 법

사회 사회·문화

도덕 생활과 윤리

도덕 윤리와 사상

과학
지구과학Ⅰ

생명과학Ⅰ

선택 중심 교육과정

-진로 선택

사회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도덕 고전과 윤리

과학

지구과학Ⅱ

생명과학Ⅱ

융합과학

교양 교과 교양 환경

<표 Ⅲ-1>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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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레저와 문화, 인간 활동과 개발, 인간 활동의 해수 영향, 인간의 

해안 거주, 개인과 사회의 실천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인식, 

태도, 행동 영역이 일부 반영하고 있었다(김찬국 등, 2016; Cava et al., 

2005). 

선행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해양 소양뿐만 아니라 흥

미, 태도(orientation), 해양 환경에 대한 감정을 프로그램의 목표와 결과

로 다루고 있어, 지식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에 대한 태도를 중요한 목표

구분 저자, 연도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

해양 소양
Guest et al., 

2015
해양 가치, 지식, 상호작용, 흥미

해양 소양 Greely, 2008
내용적 지식, 해양 환경에 대한 감정(환경적 

태도, 도덕성)

해양 소양 Kim, 2014
해양 과학 지식, 성향(자연주의, 미학적, 휴양

적, 공리주의적, 부정적)

해양 시민성

McKinley & 

Fletcher, 

2012

해양 환경 문제 인식,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개인 행동 역할에 대한 이해, 해양 

환경 친화적 행동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가치

관의 변화

해양 시민성
Fletcher & 

Potts, 2007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 일상 생

활과 해양 환경 사이의 관계 이해

해양환경교육 

모델

양명희와 

이두곤(2009)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에 기초한 해양환경교

육 내용의 다섯 가지 영역

해양 환경소양
장미정 

등(2018)
해양 환경소양

<표 Ⅲ-2>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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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하고 있었다(Guest et al., 2015; Greely, 2008; Kim, 2014). 

해양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에 대한 연구들(Fletcher & Potts, 

2007; McKinley & Fletcher, 2012)에서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효능감, 

참여를 강조하면서 해양환경교육의 목표에 쟁점 해결을 위한 참여와 해

양 시민성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교육 목표영역(김삼곤과 차철표, 2009)을 환

경교육의 전통적인 목표 영역인 인식, 지식, 태도, 기능, 참여 영역으로

(김희경과 신지애, 2012; UNESCO, 1977) 수정·보완하여 다섯 가지 영

역으로 재구성 하였다<표 Ⅲ-3>. 그리고 앞서 언급 한 해양환경교육 관

련 연구들의 세부 목표들을 다섯 가지 영역에 따라 유목화 하여 분석틀

을 개발하였다<표 Ⅲ-4,5>. 그 후 분석틀로 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

을 통해 수정ㆍ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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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교육의 목표영역 구분

(김삼곤과 차철표, 2010)

환경교육의 목표영역

(김희경과 신지애, 2012; 

UNESCO, 1977)

정보 및 

지식

해양생태 환경, 해양보전의 사실과 개념 및 

법칙, 해양환경 및 해양환경 문제의 사실과 

개념, 일반화, 법칙, 해양 자연 환경의 오염 

실태, 자원, 인간과 해양 생태계의 상호관계, 

해양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해양환

경, 정착, 친환경 형태, 해수욕장 전경, 바다 

풍경

-> 지식

해양 생태 환경 지

식

인간과 해양 생태

계의 상호관계

기능

자연과 사회집단에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

는 기능, 해양관련 자료수집, 파악 및 해석, 

해결방안, 해양환경 현상의 과학적 탐구 및 

해결방안, 해양환경 쟁점해결을 위한 의사결

정,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방법과 방안, 생산기능 및 판매기능, 위성이

용 측량, 어촌 관광, 해양 토목, 부두접안

-> 기능

해양환경 문제 해

결 기능

자료 수집, 파악, 

해석, 해결 방안 의

사결정

가치 및 

태도

자연과 인간의 생명문제, 친 해양과 보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 및 인식과 탐구의욕, 친 

해양 환경적 가치와 인류 차원의 해양환경 

공동체 의식, 해양 환경문제 해결과정에 자

발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해양환경윤리(인류, 

자연 생태 등의 존중),해양보전을 위한 가치

지향 및 행동 동기 유발

->

->

인식

해양 가치와 보전

에 대한 인식

해양 환경문제 인

식

태도

해양 보전에 대한 

관심

해양 환경문제 해

결 참여 의식

행동 및 

참여

개인과 사회집단의 해양환경 문제해결을 위

한 활동, 해양지역의 연안 및 해양문제 인식

을 위한 문제 사태에 참여, 해양환경을 개선

하고 보전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 인간의 해

양환경에 대한 책임소재와 역할, 해양보전과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참여

해양 환경문제 해

결을 위한 활동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표 Ⅲ-3> 해양환경교육의 목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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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cean socio-scientific issues

구분 Ocean literacy M a r i n e 
citizenship

O c e a n 
citizenship

해양환경교육모델 해양 환경소양

종합

저자 Cava et al., 2005
Guest 
et al., 
2015

Greely, 2008 K i m ,   
2014

McKinley & 
Fletcher, 2012

Fletcher & 
Potts, 2007

양 명 희 
이두곤(2009) 장미정 등(2018)

인식
7.미개척된 해양
6.인간과의 관계

해 양 
가치

해양 과학관련 
사 회 적 
이슈(OSSI)6)

해양 환경이슈 
인식

해 양 환 경 이 슈 
인식

건강한 해양 환경의 
가치, 환경 문제 
자체 및 인간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바다를 위협하는 
인간 활동

1.해양 가치
2.문제 인식

지식

1.해양의 규모
2.해양, 해양 
생물과 지구의 
특징
3.기후와 기온
4.거주가능성
5.생물다양성

해 양 
지식,
상호작
용

내용 지식
해양과학관련 
사 회 적 
이슈(OSSI)

해 양 
과 학 
지식

건강한 해양환경의 
모습, 해양환경과 
인간의 관계와 
상호간의 의미 탐구

바다를 위협하는 
인간 활동

1.해양생태계
2.해양기술
3.상호작용 

태도
6.인간과의 관계
7.미개척된 해양

흥미
환 경 태 도 
도덕성

해 양 
지향

일상 생활과 
해양환경의 관계 바다를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

1.관심과 공감
2.사회적 의식(도덕, 
책임감)
3. 효능감

기능 6.인간과의 관계
과학기술관련 
사 회 적 
이슈(SSI)

과학적 탐구 및 
통찰적 탐구를 통한 
해양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1비판적 정보습등.
2 . 탐 구 , 분 석 , 통 합 , 
의사결정, 문제해결 
능력, 표현
실천적 추론,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행동 6.인간과의 관계
해양 과학관련 
사 회 적  
이슈(OSSI)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행동 역할에 
대한 이해

일상 생활과
해양환경의 관계

지속가능성을 지닌 
해양 환경  보전 
방안 및 인간의 
역할

바다를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

1. 해양 환경을 위한 실

천

2. 해양 환경 문제 대응 

3. 해양 문화, 해양 환경 

체험

<표 Ⅲ-4> 선행연구를 통한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 분석



- 42 -

목표 영역 하위 영역 세부목표

인식

(Awareness)

1. 해양 가치 해양의 가치에 대한 인식

2. 문제 인식 해양 오염, 해양 문제에 대한 인식

지식

(Knowledge)

1. 해양 생태계 해양 생물, 해양 생태계의 구성요소, 기후

2. 해양 기술 해양 관련 기술, 해양 에너지, 자원, 직업

3. 상호작용 인간과 해양이 주고받는 영향, 지속가능발전

태도

(Attitude)

1. 관심과 공감 해양 환경 감수성, 감정 이입

2. 사회적 의식 해양 환경 윤리, 책임감, 정의

3. 효능감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행동 

역할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

기능

(Skill)

1. 비판적 정보 습

득
정보 습득력, 비판적 사고 기능

2. 쟁점에 대한 분

석과 해결 능력

쟁점의 분석, 종합,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능

력, 표현 능력

참여

(Participation)

1. 해양 환경을 위

한 실천
해양 환경을 위한 실천, 윤리적 소비

2. 해양 환경 문제 

대응 
정치적, 법적 대응, 해양 보전 방안, 참여 활동

3. 해양 문화, 해양 

환경 체험

해양 환경 문화, 해양 전통 문화, 체험 활동 경

험, 해양 스포츠

<표 Ⅲ-5>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 분석틀



- 43 -

2.4 분석틀 적용

우선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에서 해양환경교육에 직접적

으로 해양, 해안, 바다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성취기준을 <표 Ⅲ- 6>와 

같이 추출하여 비형식 교육에서 연계할 수 있는 해양환경교육 관련 지식 

요소를 정리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포괄적으로 해양환경

교육 세부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성취기준을 분석틀에 따라 학교급과 교

과별로 코딩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성취기준을 

엑셀 프로그램의 셀에 옮겼고 그 오른쪽 셀에는 성취기준이 포함하고 있

는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를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를 포함하여 환경교육 박사과정 3명이 각자 코딩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비교하고 논의하여 최종 결과를 구성하였다. 분석 대

상은 학교 급별로 교과의 성취기준을 종합하였고, 분석틀에 관련된 성취

기준이 1~2개인 경우 △로 표시하고, 3~4개인 경우 ○로 표시하고, 5

개 이상인 경우 ◎로 표기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교급과 교과별 반영된 

해양환경교육 관련 세부 목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5 결과 서술 및 해석

분석틀 적용결과를 바탕으로 형식 교육에서 해양환경교육 목표 

요소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부분과 포괄적으로 반영된 부분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서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형식 교육에서에 반영된 

해양환경교육 목표의 특징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형식 해양환경 

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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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교과 과목 성취기준코드 성취기준

초 과학 과학 [4과04-03]
강과 바닷가 주변 지형의 특징을 흐르는 물과 바닷물의 

작용과 관련 지을 수 있다.

초 과학 과학 [4과16-02] 육지와 비교하여 바다의 특징을 설명 할 수 있다.

중 과학 과학 [9과14-01]
수권에서 해수, 담수, 빙하의 분포와 활용 사례를 조사

하고, 자원으로서 물의 가치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중 과학 과학 [9과14-02]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와 염분비 일정 법칙을 통해 해

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중 사회 사회
[ 9 사 ( 지

리)03-02]

해안지형으로 유명한 세계적 관광지를 선정하여 그 지

형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관광산업이 현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중 사회 사회
[ 9 사 ( 지

리)02-03]

지중해성 기후와 서안 해양성 기후를 우리나라 기후와 

비교하고, 이들 지역의 농업과 생활 모습을 조사한다.

고 사회
한 국

지리

[ 1 2 한 지

02-02]

하천 유역에 발달하는 지형과 해안에 발달하는 지형의 

형성 과정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인간의 간섭에 의해 발

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한다.

고 사회
세 계

지리

[ 1 2 세 지

02-05]

세계적으로 환경 보존이나 관광의 대상지로 주목받고 

있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카르스트 지형, 화산 지형, 

해안지형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지형들의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

고 과학
통 합

과학

[ 1 0 통 과

09-05]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

술 개발의 필요성과 파력 발전, 조력 발전, 연료 전지 

등을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현대 과학의 노력과 산물을 예시할 수 있다.

고 과학

지 구

과 학

Ⅰ

[ 1 2 지 과 Ⅰ

04-02]

심층 순환의 발생 원리와 분포를 이해하고, 이를 표층 

순환 및 기후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고 과학

지 구

과 학

Ⅱ

[ 1 2 지 과 Ⅱ

02-06]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물질 자원의 종류와 

분포를 알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와 자원 개발의 중요

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고 과학

지 구

과 학

Ⅱ

[ 1 2 지 과 Ⅱ

04-05]

조석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자료 해석을 통해 각 지

역에서의 조석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고 과학
융 합

과학

[ 1 2 융 과

03-01]

원시 바다에서 화학적 진화를 통해 간단한 화합물로부

터 단백질과 같은 복잡한 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생

명이 탄생하였음을 밀러의 실험 결과와 관련지어 설명

할 수 있다.

<표 Ⅲ-6> 해양환경교육 관련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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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해양환경교육

직접적으로 해양과 관련하여 드러나 있는 성취기준(표 Ⅲ-6)에 나

타난 해양환경교육 관련 지식 영역을 학교 급별로 나누어 살펴보

면 <표 Ⅲ-7>와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바다의 특징과 해양 동물

의 생김새, 생태계 등 현재 바다와 관련된 모습을 중심으로 다루

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나 해양성 기후, 해

양 환경문제가 포함되어 해수의 특성과 함께 기후 개념과 해양 환

경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다루고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는 해안 지

형의 형성과 심층 순환, 조석의 발생 등 보다 심화 된 해양학 관

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학교 급 해양환경교육 지식 

초등학교
해양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 바닷가 지형, 바다의 특징, 바다 생

태계, 물의 순환, 생물 다양성, 바다 생태계, 자연 재해

중학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해수의 특징, 해안지형, 해양 환경문제, 서안 

해양성 기후, 해양 관련 직업, 나와 바다의 관계, 해수와 빙하의 분포

와 활용, 바다의 자원, 자연 재해의 영향

고등학교

해안지형의 형성 과정,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조력 발전, 생물 

다양성 보전,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 및 기후 변화, 조석의 발생 과

정, 원시 바다에서의 진화, 해양 생태계, 엘리뇨

<표 Ⅲ-7> 교육과 학교 급 별 해양환경교육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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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육과정에 포괄적으로 반영된 해양환경교육

3.2.1. 초등학교 

초등학교 사회, 도덕, 과학과 저학년 통합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반영된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를 분석한 결과 <표 Ⅲ-8>과 같았으며 

주로 사회와 과학에서 다루고 있었다. 인식 영역에서는 해양 생태계의 

가치에 대해서 과학에서 언급되었고, 해양 환경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었고, 도덕에서는 협동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쟁

점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지식 영역에서는 과학의 동식물, 생태

계 단원에서 해양 생태계와 생물들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 있었다. 반면 

사회에서는 인간 생활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태도 영역에서는 도덕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었고 과학에서도 생

태계 보전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었다. 기능 영역에서는 주로 사회와 과

학에서 쟁점에 대한 조사, 토의, 발표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었다. 참여 

영역은 사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 문제와 갈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와 개인 뿐 아니라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의 활동 사례에 대해서

도 제시하고 있었다. 6학년 2학기에서는 지구촌의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

한 미래를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참여와 실천을 상세하게 다루며 강조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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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목표

영역

교과

세부 목표
사회 도덕 과학 환경

초

인식
1. 해양 가치 - △ △

2. 문제 인식 ○ △ △

지식
1. 해양 생태계 ○ - ◎

2. 해양 기술 - - △

3. 상호작용 ○ △ ○

태도
1. 관심과 공감 - △ -

2. 사회적 의식 △ △ △

3. 효능감 - △ ·

기능
1. 비판적 정보 습득 ◎ - ○

2.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해결 능력 ○ △ ○

참여
1. 해양 환경을 위한 실천 △ - △

2. 해양 환경 문제 대응 ◎ △ △

3. 해양 문화, 해양 환경 체험 △ - -

중

인식
1. 해양 가치 - △ △ ○

2. 문제 인식 ○ △ △ △

지식
1. 해양 생태계 ○ - ○ ○

2. 해양 기술 △ △ ○ -

3. 상호작용 ◎ △ △ ○

태도
1. 관심과 공감 - - - -

2. 사회적 의식 ○ △ △ △

3. 효능감 - - ○ ○

기능
1. 비판적 정보 습득 △ - ○ △

2.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해결 능력 △ - ○ △

참여
1. 해양 환경을 위한 실천 - ○ - △

2. 해양 환경 문제 대응 ◎ - △ ○

3. 해양 문화, 해양 환경 체험 △ - - ○

고

인식
1. 해양 가치 △ - △ △

2. 문제 인식 ◎ △ ○ ◎

지식
1. 해양 생태계 △ - ◎ △

2. 해양 기술 - - ○ △

3. 상호작용 ○ - ◎ △

태도
1. 관심과 공감 - - - -

2. 사회적 의식 △ △ - △

3. 효능감 - - - ○

기능
1. 비판적 정보 습득 ○ - △ ◎

2.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해결 능력 △ - ◎ △

참여
1. 해양 환경을 위한 실천 △ - - △

2. 해양 환경 문제 대응 ○ △ △ △

3. 해양 문화, 해양 환경 체험 △ - △ -

-: 관련 성취기준이 없음, △: 관련 성취기준이 1~2개 

○: 관련 성취기준이 3~4개, ◎: 관련 성취기준이 5개 이상

<표 Ⅲ-8>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의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 반영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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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중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은 사회, 도덕, 과학에 더불어 선택 과목인 환경 과

목을 추가하여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를 분석하였다(표 Ⅲ-8). 그 결

과, 인식 영역에 대한 내용은 사회, 과학에서 일부 다루고 있었고, 사회

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지식 영역에서는 과

학에서 생물 다양성을 비롯해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와 염분비 등에 

대한 해양에 관련된 전반적 내용 지식을 다루고 있었다. 사회에서는 해

안 지형과 해양성 기후, 기후 변화, 상호작용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었

다. 환경에서는 나와 환경의 관계부터 사례를 통한 환경 문제와 상호작

용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었다. 

태도 영역에서는 도덕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보도록 하여 자연에 대한 책임감

을 갖는 데에 집중했다. 환경에서도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강조하여 인

간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기능 영역에서는 주로 과학과 사회에서 조사, 

토론, 의견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능을 익히도록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어 초등학교에 비해 좀 더 폭 넓은 모습을 보였다. 

참여 영역에서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문제와 갈등을 해

결하기 위한 참여와 국제적 노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실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뿐 아니라 시민 사회 활동을 강조하여 다루고 있었

다. 또한 과학에서는 환경 보전이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직접적인 실천 

보다는 대응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영역별 빈도로는 지식, 기능, 참여 인식,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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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사회, 도덕, 과학에 더불어 교양 교과 중 환경 

과목을 추가하여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를 분석하였다(표 Ⅲ-8). 그 결

과, 인식 영역에 대한 내용은 사회, 과학, 환경에서 다루고 있었으며, 초

등학교나 중학교보다 상대적으로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반영 빈도가 매

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에서는 여러 문제점과 갈등, 환경 이슈, 지

속 가능성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었다.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과학 

관련 사회적 이슈나 환경 변화, 기후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고 환경에서

도 환경 재난이나 환경적 위험, 환경 사건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시하

고 있었다. 지식 영역에서는 과학에서 생물다양성, 조력 발전, 생태계 평

형을 통해 해양 생태계와 에너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사회에서는 

해안 지형과 인간의 간섭,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인

간과 환경과의 상호 연관성은 사회과의 주요 세부 목표로서 초ㆍ중ㆍ고

에 걸쳐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었다(이나영과 이우균, 2014).

태도 영역에서는 도덕과 환경에서 환경관과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기능 영역에서는 주로 환경에서 여러 환경 

사건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 토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상세하

게 다루고 있었다. 과학과 사회에서도 해안에서의 인간의 간섭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기후 이상 현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참여 영역에서는 사회에서 환경 문제 해

결을 위한 개인적, 구조적 실천과 참여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성을 

강조하였으며 과학에서도 환경 보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참여에 

대해 제시되어 있었다. 

과학, 도덕, 사회 교과에서는 교과의 교육 목표에 따라 특정 영역의 

내용이 치중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환경 과목에서는 다섯 가지 영역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는 환경교육의 목표에 따라 세부 목표가 구

성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된 해양 환경교

육 요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교하였을 때 여러 영역에 걸쳐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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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통 과목인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 

이외의 과목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의 진로와 과목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에 따라 공통 과목만 배우는 경우에는 오

히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보다 해양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덜 접하게 

될 수 있다.

4. 논의

교과에서의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는 도덕, 사회, 과학, 환경에 골

고루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8). 도덕 교과의 내용 체계

는 자신, 타인, 사회·공동체, 자연·초월과의 관계로 4가지 영역에 따른 

세부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해양환경교육 관련 내용은 생명존

중, 공익, 자연애, 협동, 과학과 윤리 등의 가치ㆍ덕목ㆍ규범에서 드러나 

있었다. 특히,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자연과의 

유대감, 생태 지속가능성, 환경 보호에 대한 단원을 통해 태도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 교과의 내용 체계는 정치, 법, 경제, 사회ㆍ문화, 지리 인식, 장

소와 지역, 자연과 인간 생활, 인문 환경과 인간 생활, 지속 가능한 세계

로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그에 따른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 중 해양환경교육 관련 핵심 개념으로는 지속가능한 환

경, 자연-인간 상호작용, 지형 환경 등이 관련 되어 있었다. 특히, 사회 

교과에서는 해안 지형에 대해 배우고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다룰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를 심도 있게 다

루고 있었다. 

과학 교과의 내용 체계는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에 따른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 중 해양환경교육 관련 핵심 개념으로는 생태계와 상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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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해수의 성질과 순환, 진화와 다양성 등이 나타나 있었다. 특히, 바다

의 생태계와 해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지식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다

루고 있었다. 또한,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중학교 환경 과목의 내용 체계는 환경과 인간, 환경의 체계, 지역 

환경과 지구환경, 지속 가능한 사회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에 따른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과목의 특성상 다

양한 환경 지식 뿐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관계, 환경 문제와 보전, 환경

관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영역에 따라서 살펴보면 인식 영역에서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해양

의 가치와 해양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특히, 해

양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의 가치와 해안의 개발의 원인과 그로 인한 문

제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지식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사회, 과학, 환경 교과

의 내용에서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형식 교육에서의 해양환경교육에서도 지식 영역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철호 등, 2015; 문성채 등, 2015; 정수임과 신동희, 

2019). 

태도 영역에서는 관심이나 효능감에 비해 사회적 의식에 대해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일부 반영되어 있었다. 정서적 측면은 행동에 큰 영향

을 미침에도 전반적으로 지식 영역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또한, 형식 교육에서 해양을 직접 체험하거나 흥미를 탐색할 기

회가 부족하므로(강민정 등, 2015; 박경애 등, 2013), 이러한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체험학습이나, 교육과정 연계를 바탕으로 한 비

형식 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김혜민, 2010; 남미리와 윤

순진, 2016; 김종문, 2012; 김찬국 등, 2018; Evans, 1997).

기능 영역에서는 과학이나 환경 교과에서 쟁점에 대한 분석, 토론이

나 의사결정에 관련하여 반영되어 있었다. 참여 영역에서는 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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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시민으로서 참여에 대해 반영되어 있었

다. 이는 교과의 목표와 관련한 특성으로 보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와 과학 교과에서

는 해양생태계와 인간과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

었다. 인간과 해양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은 해양 소양에서 가장 중요

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인

식적, 정의적 측면으로의 연결될 수 있다(Mayer & Frantz, 2004; 

Nisbet et al., 2009). 

여러 교과에서의 해양 관련 주제는 서해안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다양한 생태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이 주요 환경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

교육 교재에는 주로 서해안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김찬국 

등, 2018). 실제 교과서에서도  갯벌이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쟁점으

로 인해 서해안이 남해나 동해에 비해서 강조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교과 교육을 통해서 해양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

학과 사회 교과에서 기능과 참여 영역을 통해 해양 환경 관련 쟁점에 대

해 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교육의 목표는 해양 관련 지식을 

얻는 차원을 넘어 바다와 인간 사회의 밀접한 관련성을 이해하여 해양 

환경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김찬국 등, 2018). 하지만 실제 비형식 교육에서는 주

로 갯벌 체험과 해양쓰레기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이재영 등, 2018),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폭넓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앞선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형식 교육에서의 해양환경교육 

지식(표 5)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확장하여 연계할 필요가 있다. 

가령, 비형식 교육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갯벌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조개만 캐는 것이 아니라 형식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동물의 모

습과 생활 방식이나 바닷가 지형에 대해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실질적으로 지역에 당면한 해양환경문제의 인식과 참여까지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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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려하기 위해서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천 사례들

이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상에는 해양환경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세부 목

표나 주제가 있지만, 육상생물에 비해서 해양생물 관련 내용은 현저히 

적게 나타나 있었다. 따라서 해양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양 관련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해양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와 해양환경교육 내용의 체계화, 자료 개발을 통해 학

교 해양환경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삼곤과 차철표, 2009; 

김혜민, 2010). 또한, 사회 환경교육은 지역사회나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장미정 등, 2019), 우리나라는 특히 해양과 함께 한 

오랜 역사와 문화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교육에 있어 

단순 지식 습득에 치중하거나 개발과 성장 중심적 시각으로 보기 보다는 

지역민의 삶의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김혜민, 

2010). 따라서 해양환경교육의 환경 관련 주제 뿐 아니라 역사, 문화, 

경제, 사회 등의 인문사회 관련 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찬국 등, 2018). 이와 같이 비형식 교육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반영

하여 형식 교육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 영역에 따라 인식, 지식, 태

도, 기능, 참여로 나누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 도덕, 과학, 환경

에 반영된 세부 목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역별로는 지식, 참여, 인

식, 기능, 태도 순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지식 영역은 사회와 과학

에서, 참여 영역은 사회에서, 기능 영역은 과학에서, 인식 영역은 사회 

교과에서 반영되어 있었다. 반면, 태도 영역에 해당하는 해양에 대한 관

심과 공감, 해양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효능감과 관련된 내용은 도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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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형식 교육에서 다루는 데에 

한계가 있는 태도 영역을 비형식 교육에서 해양과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

해 반영하여 형식 교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양과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성취기준들을 바탕으

로 학교 급 별로 나누었을 때에는 초등학교에서 해양 동물의 생김새와 

바다의 생태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중학교에서는 해수의 수온 분

포, 해안 지형과 해양성 기후, 나와 바다의 관계 등의 개념과 해양 환경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는 해안 지형의 형성과 심층 순

환, 심층 순환, 조석의 발생 등 보다 심도 있는 해양학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비형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주제와 대상에 

따라 형식 교육의 지식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확장한다면 비형식 

프로그램을 좀 더 풍부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양환경교육은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해양의 지속가능성 확

보를 위한 실천과 참여를 포함하고 있어 쟁점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 해

양시민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문제

에 대한 다양한 상황과 사례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형식 

교육에서는 통합적으로 특정 사례에 집중하여 몰입하는 데에 한계가 따

른다. 따라서 해양 환경 쟁점 관련 연구와 지역 콘텐츠 개발을 통해 비

형식 해양환경교육에서 쟁점을 깊이 다루는 시도가 필요 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삼면이 해양에 둘러싸여 오랜 역사를 함께 한 만

큼 해양과 관련한 지역의 삶과 문화가 풍부한 반면 형식 교육에서는 실

질적으로 해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해양 

생태 지식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다룰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다양한 해양 문화를 비형식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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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2.  도둑게(Sesarma haematoche)의 

유생털이 이동으로 인한 해안도로에서의 로드킬

1. 서론

도둑게(Sesarma haematoche)는 육지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육지성 

게로 유생 시기에는 바다에서 살다가 어른 게가 되면 육지에서 살아간

다. 포란한 암컷 도둑게는 유생이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해변이나 바다

로 이어지는 냇물에 유생을 풀어준다(Suzuki, 1981). 따라서 포란 중인 

도둑게의 암컷은 육지의 서식지에서 바다 산란지에 다녀와야 한다. 하지

만 해안의 여러 인공구조물이 늘어나면서 바다와 육지가 파편화 되어 이

동에 장애물이 된다(Park, 2010; Park & Lee, 2015).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도

로망을 구축하면서 도로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바다에 접해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 해안에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

안도로를 급속도로 확산시켰다(Lee, 2011). 이러한 도로와 차량 증가는 

야생동물에게 심각한 물리적 장애물이 되어 이동을 단절시키고, 로드킬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Carr & Fahrig, 2001; Coffin, 2007; Lee et al., 

2010; Son al., 2016). 로드킬은 전 세계 여러 동물들이 사람에 의해 직

접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동물의 개체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생물종과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다(Bonnet et al., 

1999; Fahrig et al., 1995; Forman et al., 2003; Hobday & 

Minstrell, 2008). 특히, 도둑게의 경우에는 바다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해안도로에서 로드킬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로드킬은 동물의 이동 특성, 계절,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Hobday & Minstrell, 2008; Seo et al., 2015). 또한, 번식과 관련

하여 성별에 치우친 이동으로 도로 접촉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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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로드킬이 나타날 수 있다(Aresco, 2004).

공간적 특성 역시 로드킬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Kioko et 

al., 2015). 조류는 산과 산 사이의 도로에 로드킬이 집중되고, 파충류와 

양서류는 산란, 새끼들의 분산, 동면과 관련된 이동으로 물가에 로드킬

이 집중된다(Seo et al., 2015; Zhang et al., 2018). 뱀류의 로드킬은 

산-도로-수계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7). 

로드킬 발생의 시기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에서 뱀류의 로드킬

은 동면지로 이동하는 가을에(Park et al., 2017; Seo et al., 2015), 새

의 로드킬은 새로 태어난 개체들이 활동하는 여름에(Orłowski, 2008), 

양서류의 로드킬은 산란 시기인 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Zhang et al., 

2018). 반면, 포유류의 로드킬은 봄부터 가을까지 높게 나타났다(Seo et 

al., 2015). 특히, 양서류는 서식지와 산란지가 다르기 때문에 산란기에 

로드킬이 집중되는데, 같은 양서류 중에서도 더 높은 이동성을 갖는 종

이 더 높은 로드킬 밀도를 보였다(Carr & Fahrig, 2001; Glista et al., 

2008; Seo et al., 2015; Song et al., 2009; Zhang et al., 2018). 

해안 도로를 포함하여 해안에 여러 시설물의 확장되는 것(ocean 

sprawl)은 생태계를 파편화 시키고 생태계의 연결성을 약화시킨다 

(Bishop et al., 2017). 특히, 위에서 언급했던 도둑게의 경우에는 양서

류와 마찬가지로 서식지와 산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하고 육

지와 바다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로드킬을 당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경남 남해군 진목리에 해안도로가 생긴 이후 도둑게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둑게가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 산란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로드킬의 특성을 파악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둑게가 

유생을 풀어주기 위한 이동 리듬과 교통량이 로드킬에 미치는 시기적 분

포와 해안도로 옆 환경이 로드킬에 미치는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도둑

게의 이동시기와 도로 주변 경관을 고려한 도둑게 로드킬 저감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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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도둑게는 육상에 가장 잘 적응하여 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조선 

위의 저지대나 골짜기에 살고 있으며 가장 활동 반경이 넓다. 특히, 바

닷가 가까이에 있는 냇가, 논밭, 또는 산기슭에 굴을 파고 살면서 어촌

마을의 부엌까지 들어와서 음식을 훔쳐 먹는다고 해서 ‘도둑게’라는 이

름이 붙었다. 

도둑게는 유생 시기(조에아, 메갈로파)를 바다에서 보내고 어린 게

가 되면 갯벌에서 살아가다가 2년생 이후부터 만조선 위쪽으로 이동하

여 생활하게 된다. 3년생 이상이 되면 짝짓기가 가능하며 짝짓기를 마치

고 포란한 암컷은 배갑으로 알을 감싸 보호하며, 포란 기간이 끝날 때 

여름철 사리(spring tide)를 전후하여 일몰에서 자정 사이의 만조 시간

에 조에아를 풀어주기 위해서(Saigusa, 1981) 해안이나 바다로 흐르는 

강으로 이동한다(Saigusa, 1981; Saigusa & Hidaka, 1978). 물가에 도

착한 암컷 도둑게는 배갑을 열고 몸을 털어서 유생을 바다에 풀어준다. 

갑각류 십각목 생물들은 대체로 달, 어둠, 조석주기 시간대와 관련

된 유생 풀어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도둑게도 그믐달이나 보름달이 

뜨는 날 밤 만조시간에 유생을 풀어주는 개체수가 최대가 되고 반달이 

뜰 때 가장 줄어든다(Forward, 1987; Saigusa, 1978). 그믐달이나 보름

달이 뜨는 사리에 유생을 풀어주는 것은 밀물이 많이 들어오고 썰물이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유생이 먼 바다에 더 성공적으로 나갈 기회를 주

어 생존률을 높여 줄 것으로 추정된다(Saigusa, 1978). 도둑게는 이렇게 

사리 날 야간 만조 한 시간을 중심으로 많은 개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생을 바다에 풀어준다(Saigus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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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장소

도둑게가 서식하는 경남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해안도로 1.387km 

구간에서 로드킬을 확인하였다(그림 Ⅳ-5). 이곳은 2004년 이전까지는 

육지에서 갯벌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2005년 이후에는 해안도로가 건설

되어 자동차가 통행하고 있다. 연구가 이루어진 도로의 육지 방향에는 

논이나 자연녹지가 주를 이루고 집들이 띄엄띄엄 있으면서 중간에 펜션

이 하나 있다. 도로의 바다 쪽으로는 시멘트 보호난간이 있고, 군데군데 

갯벌로 내려가기 위한 통로가 있다. 해안도로는 주로 마을 주민들이나 

낚시를 하려는 외지인으로 인해 여름철 야간의 자동차 통행량 평균은 

29.7대/day로 휴가철이나 주말에는 통행량이 좀 더 늘어나는 특성을 보

였다(표 Ⅳ-1). 도둑게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 로드킬 확인 구간 중 

11m를 선정하였다. 이 해안도로 구간은 육지 쪽으로 낮은 산이 있는 자

연녹지이며, 바다 쪽으로는 갯벌로 내려가는 통로라서 시멘트 보호난간

이 없다. 서식지에서의 암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개체들은 해안에서 

냇물을 따라 200미터 상류 옆에 위치한 대나무 숲 기슭에서 포획하였

다.

<그림 Ⅳ-1> 연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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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둑게의 이동 리듬

2018년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일몰에서 자정(Saigusa, 

1981)까지 육지 쪽으로는 자연녹지이고 바다 쪽으로는 시멘트 보호 난

간이 없는 해안도로 11m 구간에서 도둑게가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한 

시각을 확인하였다. 조사 기간 중 16일 동안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도

로를 건넌 도둑게에 표시를 하였고 도둑게가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시각도 함께 측정하였다. 도둑게가 도로를 건너는 시간은 

도로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도로를 빠져나가는 시간까지 측정하였으며, 

22마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2.4 도둑게의 로드킬, 교통량, 달의 위상

도둑게의 로드킬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8년 7월 27일부터 8

월 27일까지 32일간 해안도로 1.387km를 조사하였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로드킬 된 개체를 확인하여 암수, 포란 여

부, 사이즈를 기록하였다. 이중으로 기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록한 

후에는 사체를 수거하였다. 낮 시간에 로드킬이 되는 개체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일몰 전에 로드킬 개체를 확인한 결과 낮 시

간에 로드킬 된 개체는 없었다.

일몰 이후 자동차는 헤드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이동하므로, 조도의 

변화를 통해 교통량을 조사하였다. 조도의 변화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조도센서 두 개를 연결한 장치를 도로가에 설치하여 확인하였다. 조도의 

변화는 0.5초 간격으로 자동 기록하도록 프로그래밍하였다.

달의 위상을 독립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달의 밝기비(달의 총면적

에 대한 달의 밝은 부분의 비율)를 활용하였다(한국천문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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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로 주변 환경에 따른 로드킬 밀도

도둑게의 로드킬을 조사한 해안도로를 <표 Ⅳ-1>과 같이 육지 쪽 

방향 환경을 자연녹지, 주거지, 논으로 나누고 바다 쪽 환경을 시멘트 

보호난간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으로 나누었다(그림 Ⅳ-2). 범주별 구

역에 따라 로드킬 된 개체수를 암수, 포란 여부를 기록하였다.

2.6 통계 분석

달의 위상과 교통량이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서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달의 밝기비와 

교통량을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하에서 

분석하였다. 이 때 달의 밝기비에 따른 로드킬 밀도가 U자 형으로 나오

기 때문에 밝기비에서 0.5를 뺀 절대값을 변수로 하였다.  

도로 양 옆의 환경 범주에 따른 로드킬 밀도 알아보기 위해서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으

며 유의수준 0.05 하에서 분석하였다.

            바다 방향
육지 방향

바다 방향 시멘트 보호난간
합계

없음 있음

논 35 740 775

자연녹지 60 375 435

거주지 25 152 177

합계 120 1267 1387

                       <표 Ⅳ-1> 로드킬 조사 구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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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논의

3.1 도둑게의 이동 리듬

연구기간 동안 11m 구간의 해안도로를 건너서 바다로 내려간 것으

로 확인한 개체는 263마리였다. 그 중 한 마리의 수컷을 제외한 262마

리 모두 포란 중인 암컷이었다(99.6%). 도둑게는 보름달과 그믐달이 뜨

는 사리 때 도로를 이동하는 개체수가 많아졌고 반달이 뜰 때에는 없었

다(그림 Ⅳ-4). 보름달이 뜰 때에는 그믐달이 뜰 때보다 더 많은 도둑게

가 이동했다.

또한, 일몰 후 만조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이동하는 개체가 많았다. 

만조 시간보다 일찍 바다에 도착한 개체들은 만조 시간이 가까워질 때까

지 유생을 풀어주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만조시간이 

지나서 바닷물에 도착한 개체들은 지체 없이 바로 유생을 풀어주는 모습

을 보였다.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개체 수는 일몰 직후부터 시작해

서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피크가 되었고 자정까지 점점 줄어들었다. 

바다에서 조에아를 풀어준 후 육지로 이동하는 게는 일몰 후 30분쯤 지

난 후부터 시작해서 9시 15분에서 9시 30분에 피크가 되었다. 이동 개

체 수는 일몰 후에서 만조시간이 될수록 많아지다가 만조시간이 지나면

<그림 Ⅳ-2> 시멘트 보호난간이 있는 곳과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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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3). 개체별로 도로를 건너는데 걸

린 시간은 평균 2분 41초였다(n=22). 

몇몇 종들은 도둑게처럼 번식과 관련된 음력 리듬을 보인다. 양서류

의 포접(amplexus)과 산란 활동은 그믐달 시기보다 보름달일 때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Grant, 2009). 갑각류 십각목의 여러 종은 달,  낮밤, 

조석 주기와 관련하여 유생을 풀어주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 (Forward, 

1987). 이렇게 유생을 풀어주는 리듬은 보통 그믐달과 보름달이 뜨는 

사리와 관련이 있으며 보름 주기로 야간 만조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밤

중의 전반에 유생을 풀어주면 유생에게 위험한 높은 온도의 노출을 피해

서 깊은 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

연안의 갑각류 십각목이 유생을 풀어주는 리듬은 보름 주기로 나타

나며 주로 일몰에서 자정 사이의 만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Sesarma haematocheir: Saigusa and Hidaka, 1978; Uca pugilator: 

Bergin, 1981). 특히, 도둑게가 유생을 풀어주는 리듬은 여러 연구를 통

해 밝혀졌다(Saigusa, 1978; Saigusa, 1981; Saigusa, 1982; Saigusa, 

2010; Suzuki;1981). 유생을 풀어주는 도둑게의 개체 수는 그믐달과 보

름달이 뜰 때 가장 많고 반달이 뜰 무렵에 가장 줄어든다(Saigusa & 

Hidaka, 1978). 이러한 보름 주기의 리듬은 달의 위상과 관련이 있으며, 

사리의 야간 만조가 바로 지난 후 유생을 풀어주는 것은 유생의 생존률

을 높이기 위해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응한 것으로 추정된다

(Christy, 1982; Saiguse, 1981). 

또한, 유생을 밤에 풀어주는 것은 암컷 성게와 유생 모두의 포식 위

험을 줄일 수 있다(Bergin, 1981; Forward 1987). 또한, 만조일 때 유

생을 풀어주는 것은 유생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낮은 염도와 높은 온도

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Christy, 1982; Forward, 1987). 물의 염도

는 만조일 때 높고 썰물이 시작되면서 낮아진다(Saigusa, 1982). 따라서 

민물에 대한 내성이 낮은 도둑게가 민물에 대한 내성이 큰 말똥게에 비

해 뚜렷한 유생털이 리듬을 보였는데(Saigusa, 1981), 이러한 사실은 보

름 주기의 유생털이 리듬이 유생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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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안도로에서의 도둑게 로드킬

도둑게의 서식지에서 포획한 개체 중 암컷은 18%였고 포란 중인 

암컷은 5%에 불과했다(n=39). 하지만 산란기에 해안도로를 이동하는 거

의 모든 도둑게는 포란 중인 암컷이었다(99.6%). 또한, 조사구간에서 수

집된 로드킬 사체 739개 중 암컷이 703마리로 95%를 차지했다. 따라서 

포란 중인 암컷 도둑게는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 육지의 서식지를 벗어나 

바다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로드킬을 당하고 있었다(그림 Ⅳ-3). 따라서 

실제 서식지에 존재하는 암컷의 비율보다 로드킬 된 암컷이 비율이 확연

하게 높았다. 또한, 로드킬 된 암컷 사체 중 절반 이상은 포란 중으로 

확인되어 바다로 이동하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였고 나머지는 바

다에서 유생을 풀어준 후 서식지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몇몇 종의 번식을 위한 이동은 암컷을 더 큰 로드킬 위험에 빠트린

다. 민물 거북의 경우 번식기에 로드킬 되는 개체가 더 많았고 그 중 대

부분은 성숙한 암컷이었다(Crump et al., 2016). 암컷 민물 거북에게 도

로변은 둥지를 위해 매력이기 때문에 로드킬이 암컷에 집중되어 개체군 

<그림 Ⅳ-3> 시간대 별 해안도로를 건넌 도둑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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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 구성에도 영향을 준다(Aresco, 2005). 따라서  민물 거북의 서식

지에 도로 밀도가 높을수록 성비가 수컷에 치우쳐 있다(Gibbs & Steen, 

2005).

본 연구에서 조사한 지역의 경우에도 로드킬 된 사체의 95%는 암

컷으로 집중되어 있었고 서식지의 암컷 성게의 비율은 18%로 매우 낮

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에서 도둑게 암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던 

결과(Suzuki, 1981)와 비교했을 때, 암컷에 치중된 로드킬이 개체군의 

성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도둑게는 자연 상태와 실험실에서의 유생 풀어주기 리듬을 종합한 

결과 1년 중 3달 반 동안 유생을 풀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aigusa, 

1982). 본 연구에서는 1.387km 구간에서 32일 동안 739개의 사체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도둑게의 로드킬 밀도는 1594crabs/km/year로 추

정된다. 이것은 다른 종의 로드킬 밀도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로드킬 밀

도이다. 콜롬비아에서 척추동물의 로드킬 밀도는 87.8 individuals/ 

km/year 였고, 그 중 뱀의 로드킬 밀도는 78.8 individual/km/year였다

(Quintero -Angel et al., 2012). 비교적 많은 동물의 분포를 보이는 국

립공원 에서의 로드킬은 꿩(Phasianus colchicus)의 경우 138.1/year였

고, 너구리(Nyctereutes procyonoides)의 경우 86.7/year였고 두꺼비의 

경우 523.9 strikes/year였다(Seo et al., 2015). 따라서 도둑게의 로드

킬 밀도는 기존에 연구된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의 로드킬 밀도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3.3 달의 위상과 로드킬의 관계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 이동하는 개체수가 많았던 그믐달과 보름달 

시기에는 로드킬을 당하는 개체수도 많았다. 이동하는 개체가 적었던 반

달 무렵에는 로드킬을 당하는 개체수도 줄어들었다. 따라서 달의 위상과

로드킬 개체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4,  그림 

Ⅳ-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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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a)날짜별 유생을 풀어준 도둑게의 수, (b)날짜별 로드킬 된 도둑게의 수, (c) 날짜별 유생

을 풀어준 도둑게의 수와 로드킬 된 도둑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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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을 풀어주기 위해 11m 구간을 이동한 개체의 수를 독립변인으

로 하여 1.387km 구간에서 일어난 로드킬 개체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다(R 2=0.81, F=124.82, p<0.000).

  

      달의밝기비 

     로드킬밀도

달의 월령과 로드킬 비율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달의 월령을 나

타낼 수 있도록 달의 총면적에 대한 달의 밝은 부분을 나타내는 밝기비

(한국천문연구원, 2017)와 로드킬 밀도(개체수/1km)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0에 가까운 그믐달과 1에 가까운 보름달일수록 로드킬 밀도가 높

아지고 반달인 0.5에 가까워질수록 로드킬 밀도가 낮아지는 분포를 보였

다(그림 Ⅳ-5).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달의 밝기비에서 0.5를 뺀 절대값

과 로드킬 밀도로 다시 산점도를 그린 결과 <그림 Ⅳ-5 a>과 같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달의 밝기비와 로드킬 밀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8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었

다(F 11;조정된 R 2 =0.81, F=136.99, p<0.000). 이 모형을 통해서 달의

밝기비에 따라 로드킬 개체수를 추정할 수 있다. 계수는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아래 둘째짜리까지 표현했다(그림 Ⅳ-5 b).

동물의 이동과 번식 특성은 로드킬 리듬에 영향을 미친다. 사슴은 

저녁 시간에 높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어 흰꼬리사슴의 교통사고 비율은 

해가 지고 한 시간 후에 집중되고 낮 시간에 비해서 30배 높은 로드킬 

비율을 보였고 말코손바닥사슴의 경우 60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Haikonen & Summala, 2001). 양서류는 산란을 위한 이동으로 인해서 

번식기인 4월을 중심으로 야간에 로드킬이 많이 일어났다(Zhang et al., 

2018). 누른도요새(Amami woodcock)는 번식기 중 보름달 시기에는 그

믐달 시기보다 3.5배 많은 로드킬이 관찰되었다(Mizuta, 2014). 따라서 

밤에 도로를 이용하는 다양한 동물들의 로드킬 패턴을 잘 이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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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달의 밝기비와 로드킬 밀도의 관계

(a)달의 밝기비와 로드킬 밀도 (b)달의 밝기비-0.5의 절대값과 로드킬 밀

도, 회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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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달의 위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Mizuta, 2014). 

도둑게는 그믐달과 보름달이 뜨는 사리(spring tide) 때 유생을 풀

어주기 위해 이동하는 개체가 많았고 반달이 뜨는 조금 때 유생을 풀어

주는 개체가 없었다(그림 Ⅳ-4). 이러한 이동 리듬으로 인해서 날짜별 

로드킬 개체수 역시 그믐달과 보름달이 뜰 때 많아졌고 반달이 뜰 때는 

거의 없었다(그림 Ⅳ-5). 따라서 산란기에 삭망(Syzygy)인 날을 중심으

로 포란 중인 암컷의 로드킬이 매우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교통량과 로드킬

24일간의 자동차 통행량(표 Ⅳ-2)과 달의 밝기비는 로드킬 개체수

에 대해 8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조정된 R 2 =0.83, F=57.63, p<0.000). 각각의 회귀계수 들도 유

의수준 0.05에서 유의하게 나왔다. 이 모델을 통해 달의 월령과 교통량

을 통해 예상 로드킬 개체수를 추정할 수 있고 교통량이 증가하거나 줄

어들었을 때의 로드킬을 예상할 수 있다.

ln     

  달의밝기비 

 로드킬밀도 

해안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도둑게가 유생을 풀어주기 위한 이동 과

정에서 도둑게의 로드킬의 위험이 없었다. 하지만 해안도로가 생긴 후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해서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

서 교통량이 많아지면 로드킬 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sai 

et al., 2017; Seo, 2015; Orłowski, 2008). Saeki와 Macdonald(2003)

는 교통량이 너구리의 로드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국가 수준의 

도로에서는 교통량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Fahrig 등(2001)은 오랜 시간 

동안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은 야생 동물의 죽음에 영향을 미치고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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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줄어든다는 것을 밝혔다.

대만에서 이루어졌던 Tsai 등(2017)의 연구에서도 역시 도둑게의 

로드킬이 도로 교통량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도둑게의 경우 사리 

때 야간 만조를 전후로 해서 도둑게의 이동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의 교통량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4 도로 양 옆 환경과 로드킬의 관계

도로의 육지 방향 환경에 따라서 자연녹지, 논, 주거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로드킬 밀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주거지가 

율리우스력 자동차 수 율리우스력 자동차 수 율리우스력 자동차 수

215 34 223 32 231 12

216 23 224 28 232 19

217 28 225 28 233 12

218 13 226 23 234 12

219 21 227 19 236 28

220 14 228 19 237 31

221 28 229 28 238 13

222 26 230 28 239 14

<표 Ⅳ-2> 날짜별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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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고 자연녹지, 논의 순이었다(그림 Ⅳ-6). 이것은 주거지 구간

에 독채 펜션들로 들어가는 입구와 주차장이 있어서 자동차의 움직임이 

많았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도로의 바다 방향 시멘트 보호난간의 유무에 따른 로드킬 밀도를 

paired T-test로 분석한 결과 시멘트 보호난간이 없는 구간에서 로드킬 

밀도가 더 높았다(그림 Ⅳ-6). 시멘트 보호난간이 도둑게의 이동에 장애

물로 작용하고 있고 보호난간이 없는 구간이 도둑게의 이동 통로로 이용

되는 것으로 보였다.

해안도로 육지 방향을 논, 녹지, 거주지로 나누고 바다 방향을 시멘

트 보호난간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한 로드킬 밀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두 요인 모두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표  Ⅳ-3, 그

림 Ⅳ-6). 쉐페의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진행한 결과 거주지면서 시멘트 

보호난간이 없는 구간의 로드킬 밀도가 가장 높아 로드킬이 많이 일어나

고 있었고 자연녹지에 시멘트 보호난간이 없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범

주들와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그림 Ⅳ-6). 해안도로가 개발되면서 자동

차의 통행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길을 기반으로 한 펜션 단지가 생기면

서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로드킬 밀도를 더 높이고 있었다.

로드킬의 공간적 패턴은 길의 종류, 경관, 위치 요소에 따라서 달라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eo et al., 2013; Choi & Park, 2015). 도로

에 인접한 주변의 경관 특성은 새의 로드킬 밀도에 영향을 미친다

(Orłowski, 2008). 민물 거북은 산란철에 암컷이 높은 비율로 로드킬 당

하는데 보호난간 설치 후에는 로드킬 빈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Crump et al., 2016). 이처럼 보호난간과 같은 도로의 특성은 로드킬을 

당하는 종과 로드킬 밀도에 영향을 준다(Belli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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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도로의 양 옆 환경에 따른 로드킬 밀도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123a 5 .025 6.577 .000

절편 .211 1 .211 56.637 .000

바다 방향 보호난간 

유무 
.058 1 .058 15.451 .000

육지 방향 환경 .039 2 .020 5.260 .006

바다 방향 * 육지 방향 .026 2 .013 3.457 .034

오차 .693 186 .004

전체 1.027 192

수정된 합계 .816 191

a. R2 = .150 (수정된 R2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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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도로 옆 환경에 따른 로드킬 밀도
(n=739, 32일, 1.387km) (a) 육지 방향 환경에 따른 로드킬 밀도 (ANOVA F=3.115, 

p<0.05), (b) 해안 쪽 시멘트 보호난간 유무에 따른 로드킬 밀도(paired t-test p<0.000), 

(c) 도로 양 옆 환경에 따른 로드킬 밀도(ANOVA p<0.000). 그래프 내의 알파벳은 쉐페의 

사후검정 결과로서 문자가 서로 다르면 집단 간 차이가 있음(p<0.05)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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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로드킬 저감을 위한 함의

지금까지 로드킬을 줄이기 위한 전략들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

서류를 대상으로 고려되었다(Grilo at al., 2010). 하지만 육지성 게는 

산란기에 포란한 암컷의 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종보다 매우 높은 로드킬 

밀도를 보이고 있다. 

로드킬 발생은 우연적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생

태통로나 접근을 막는 시설의 입지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Park and 

Lee, 2015). 도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속도 제한 설정, 지

상과 지하형 생태 통로, 유도 펜스, 표지판 설치 등이 될 수 있다 (Grilo 

a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육지방향이 거주지이면서 해안 방향으로 

시멘트 보호난간이 없는 해안도로에서 가장 높은 로드킬 밀도를 보였다. 

도둑게의 경우 로드킬 밀도가 높은 도로 옆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유도 

펜스와 지하형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로드킬 저감을 위한 표지판을 설

치할 수 있다. 하지만 도둑게는 오랜 기간 육지생활에 적응했고 나무나 

시멘트 옹벽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다. 따라서 지하형 생태통로를 

설치하더라도 도둑게가 올라갈 수 없는 재질로 유도펜스를 만들고 꾸준

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포유류나 양서류처럼 유도펜스와 

생태통로를 이용해서 로드킬을 저감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도둑게는 여름철 보름달과 그믐달이 뜨는 날 밤 만조 시간을 중심으

로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안도로를 건너게 된다(그림 Ⅳ-6). 도둑게

가 동시에 산란을 하는 특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언급되어 왔다

(Saigusa, 1982; Suzuki, 1981). 도둑게가 부화한 유생을 한 번에 풀어

주는 것은 “부화 프로그램(Hatching program)”에 의해서 알이 동시에 

부화하기 때문이다(Saigusa, 2010). 동시에 다 같이 유생을 풀어주기 위

해 이동하는 특성은 짧은 시간에 많은 로드킬을 야기시킨다. 양서류의 

경우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산란장소 인근의 도로에서 번식기 야간의 교

통량을 줄이는 것이 로드킬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Zhang et al., 

2018). 도로를 포함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동물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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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Tsai et al., 2017). 도둑게의 경

우 이동 시기를 미리 예측하여 교통량을 줄인다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로드킬을 줄일 수 있다. 도둑게는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가 가장 많

이 나가는 사리 때를 중심으로 유생을 풀어준다(그림 Ⅳ-6). 이 시기는 

그믐달이나 보름달이 뜨는 때와 일치한다. 따라서 달의 위상을 이용해서 

도둑게가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 이동하는 시기를 예측하여 관찰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밝힌 달의 밝기비를 이용한 로드킬 회귀식을 통해 날짜

별 로드킬 밀도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교통량을 포함한 회귀식을 이

용하면 특정 날짜 야간에 교통량을 통제했을 때 로드킬 저감 정도를 추

정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6월에서 9월 사이의 사리(spring 

tide) 때 일몰 후에서 자정까지의 해안도로 교통량을 통제한다면 로드킬

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3.7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함의

3.7.1 유생털이 관찰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관찰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능하지만 유생

털이를 하는 개체수가 많아지는 7월과 8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 날짜는 그믐달이 뜨거나 보름달이 뜨는 날 밤으로 잡되 앞뒤 하루

씩을 포함한 3일 동안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그믐달이 뜨는 날보다 유생털이를 하는 개체수가 더 많기 때문에 

관찰을 하기에 원활하다. 관찰시간은 그 날의 야간 만조 시간이 매일 다

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만조 한 시간 전 정

도에 관찰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관찰 장소는 유생털이를 하는 개체수가 충분한 곳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리 다음날 아침 9시 이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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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살펴 보았을 때 로드킬 된 사체가 많이 있다면 유생털이를 하기 위

해 이동하는 개체가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바닷물에 유생을 터는 

개체를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바다로 흐르는 냇물에서도 유생털이를 

볼 수 있다. 특히, 파도가 센 날에는 유생털이를 하려고 하다가 바닷물

에 휩쓸려 떠내려 가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잔잔한 냇물에서 관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3.7.2 로드킬 모니터링

도둑게가 로드킬 된 사체를 조사하는 것은 사리 다음날 오전 중에 

이루어져야 하되 이른 시간일수록 좋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다른 동물이

나 자동차 통행에 의해서 사체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 로드킬 된 사체를 조사할 때에는 배갑의 모양이나 집게발의 모양

을 보고 암수를 구분할 있으며 암컷의 경우 알의 유무에 따라 유생털이

를 하러 바다에 가던 중에 죽은 것인지 유생털이 후에 서식지로 돌아가

는 길에 죽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체의 크기를 기록할 때에는 

캘리퍼를 이용해서 등딱지의 갑폭과 갑장을 기록할 수 있다. 사체의 위

치를 기록할 때에는 GPS를 이용해서 구글맵에 표시를 하면 지도 상에

서 로드킬이 밀집된 위치를 시각화하기에 좋다. 사체를 조사할 때에는 

주변 자연환경과 인공구조물, 자동차의 통행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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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서식지 개체 조사

로드킬 된 사체의 성비와 도둑게의 서식지에 살고 있는 어른 

도둑게의 성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식지에서 도둑게를 포획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맨손으로 잡는 것은 쉽지 않기 어렵기 때문에 

핏볼 트랩이나 통발을 설치하여 잡을 수 있다. 도둑게가 아가미 구역에 

가지고 있는 물이 말라서 죽지 않도록 아침 일찍 트랩을 확인해서 

수거하는 것이 좋다. 핏볼 트랩은 양동이나 페트병 같은 것을 땅에 

묻어서 설치할 수 있다. 수로에서는 원통형 통발을 사용할 수 있고 

산기슭의 경우에는 팔각 우산형 통발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통발에 미끼를 사용할 경우에는 길고양이 등의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채집지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둑게가 유생을 풀어주기 위한 이동 리듬과 교통량

이 로드킬에 미치는 시기적 분포와 해양도로 양 옆 환경이 로드킬에 미

치는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포란한 암컷 도둑게는 조석간

만의 차가 가장 큰 그믐달과 보름달이 뜨는 사리 때를 중심으로 유생을 

풀어 주어 삭망 때는 평균 2.6마리/m/day가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 이동

했고 물이 조금 들어오고 조금 나가는 조금 때에는 이동하는 개체가 없

었다. 연구 기간 중 로드킬 되어 조사된 개체는 총 739마리 였는데, 삭

망 때가 되면 로드킬된 개체수(43마리/km/day)가 늘어나고 조금에는 로

드킬 된 개체수(0마리/km)가 없었다. 로드킬 된 개체수의 95%는 암컷으

로 서식지에서의 암컷 비율인 18%보다 매우 높았다. 이것으로 사리 때 

암컷 도둑게들이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육지에서 바닷가에 이동함으로 

인해서 로드킬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도로의 육지 방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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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 주거지, 자연녹지로 나누어 로드킬 수를 비교한 결과 주거지, 자

연녹지, 논 순으로 로드킬이 많았고, 해안도로의 바다 쪽에 시멘트 보호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으로 나누어 로드킬 수를 비교한 

결과 바다 쪽에 시멘트 펜스가 없는 구간에서 로드킬이 더 많았다. 따라

서 도둑게의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태통로를 만들거나 여름철 사

리 때 야간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해안도로 육지쪽으로 주거지거나 자연녹지이면서 바다쪽

으로 시멘트 보호난간이 없는 부분에 방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 이용

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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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3. 도둑게의 유생털이 이동 특성을 

활용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7)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해양 과학자, 민간단체, 수산 공무원, 

주민 등에 의해서 해양환경교육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해양

환경교육의 형태로 발전하였다(김종문, 2012; 윤성규 등, 2006). 2015

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1차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해양환경교

육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해양수산부, 2015). 2016년에

는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를 지정 하고 해양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양환경교육교재의 개발·보급하고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ㆍ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양환경교육은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며 해양의 중

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의 활

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지닌다(양명희와 이두곤, 2009). 또한, 해양

과 인간의 상호 연관성과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활동이며 해양환

경교육의 목표는 해양과의 지속적인 공존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갖

추고 행동하는 시민 육성이다(김종문과 윤성규, 2015). 미국에서는 100

여 명의 과학자, 교육자, 정책자들의 논의를 통해 해양교육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해양 소양을 “해양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내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 정의한 바 있다(Cava 

et al., 2005). 여러 논의에서는 해양교육과 해양환경교육이 명확히 구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해양환경교육은 해양교육이 해양의 보존, 이

7) 요약된 내용을 환경교육 32권 2호에 이미 게재하였음. (제목: 도둑게의 유생

털이를 위한 이동 특성을 활용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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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교육인 반면에 해양환경교육은 해양의 지속가

능성 확보라는 목표에 따른 실천과 참여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장미정 등, 2018). 또한, 해양 교육은 직업 교육이나 전문 교육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해양환경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실시하

는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교육을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교육을 ‘해양과 인간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식, 태도, 기능을 가지고 해양문제의 해결

을 위해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해양

환경교육의 목적을 해양 환경소양인을 기르는 것으로 밝히고자 한다. 해

양 환경소양인은 해양과 인간의 연결성과 해양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

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도, 기능을 가지고 해결을 위한 참여와 행동

을 할 수 있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해양환경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10개의 대주제 

중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에 해양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교과에 

걸쳐서 분산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교육부, 2015; 홍순경, 2005). 따라서 

교육과정에 포함된 해양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만으로는 체계적인 해양

환경교육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한민, 2005). 또한,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해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교사

의 직·간접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박경애 등, 2013).

학교 밖 해양환경교육은 이러한 학교 해양환경교육의 한계를 극복하

고 해양환경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종문, 

2012; Evans, 1997).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환경

교육으로는 항만견학, 승선체험교실, 갯벌체험교실 등의 체험 프로그램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러 민간단체와 어촌체험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갯벌체험과 해양쓰레기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

되어 있다(이재영 등,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서적 체험을 통해 인간과 해양의 관계를 연결시키

고 확장시킬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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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해양생물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감정 적인 연결성을 키

울 기회를 주어야 한다(김종문과 윤성규, 2015; Kim, 2014).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에 서식하는 ‘도둑게’는 만조선보다 높은 곳에 

적응해서 살고 있으며 포란한 암컷은 여름철 사리날 밤에 해안으로 이동

하여 유생을 바다에 풀어준다(Saigusa, 1981). 우리나라 해안 지역은 인

구밀도가 높고 개발이 이루어져 해변에 방파제나 해안도로와 같은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는 오션 스프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계를 파편화시키고 있으며 도둑게의 이동과정에서 많은 로드킬을 야

기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도둑게의 유생털이8)

관찰을 통한 경이로운 체험과 오션 스프롤로 인한 도둑게 로드킬 문제와 

개체수 감소를 쟁점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직접 관찰하는 것은 놀랍고 신기한 경험

으로 경이감을 유발시키며, 이러한 자연에 대한 경이감은 감정 이입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 유대감을 높인다(Saroglou et al., 2008; Van 

Cappellen & Saroglou, 2012; Yaden et al., 2018). 또한, 해양 관련 

쟁점에 기반한 교육은 인간과 해양의 관계를 인식하고 환경적 책무를 통

해 의사 결정, 인간 상호작용, 참여를 조성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맥락

을 제공할 수 있다(Greely, 2008). 따라서 오션 스프롤 현상과 같은 해

양 환경 쟁점을 통한 교육을 통해 인식과 감정의 통합적 개념적 틀을 제

공할 수 있으며, 지식 뿐 아니라 사회적, 감정적 변화를 일으켜 해양 환

경소양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해양 환경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2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도둑게의 유생털이 관찰

을 통한 경이로운 체험과 로드킬 현상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8) 학술적으로 게가 유생(조에아)를 풀어주는 것(Releasing zoeae)은 유생털이나 유생 풀

어주기로 표현하는 것이 바르지만 일반인들이 관용적으로 산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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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및 방법

2.1 연구절차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표 Ⅴ-1>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Saigusa, 1981, 1982; Saigusa &  Hidaka, 1978) 

를 바탕으로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관찰할 수 있는 날짜를 예측하고, 관

찰 장소를 선정하여 2016년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

으로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을 1차로 개발한 후 2017

년 이를 시험 적용하였다. 시범 적용 후 참여자들의 피드백과 보완사항

을 수정하였고 2018년에는 한 달 간의 현장 생태 조사를 통해 연구 2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적용하였

다. 그 후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

였다.

<표 Ⅴ-1> 연구절차 

시기 내용

2016
프로그램 내용 선정 및 목표설정, 현장 조사

프로그램 개발

2017 프로그램 시험 적용

2018

유생털이와 로드킬 리듬에 대한 현장 생태 조사

프로그램 수정 보완

프로그램 적용

2019

프로그램 참여자 면담

최종 프로그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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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로그램 개발

2.2.1 프로그램 개발의 배경 

도둑게는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 냇가나 논밭이나 산기슭에 굴을 파

고 살면서 부엌까지 들어와서 음식을 훔쳐 먹는다고 해서 ‘도둑게’라는 

이름이 붙었다(백용해, 2014). 도둑게는 육지성 게로 조수의 영향을 받

지 않는 저지대나 골짜기에 서식하며 봄이 되어 겨울잠에서 깨면 짝짓기

를 시작해서 포란 중인 암컷은 6월에서 9월까지 발견된다(Saigusa, 

1978; Suzuki, 1981). 포란한 암컷은 여름철 사리에 일몰 후에서 자정 

사이의 만조시간을 중심으로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안이나 바다로 

흐르는 강으로 이동한다(Saigusa, 1981; Saigusa & Hidaka, 1978). 물

가에 도착한 암컷 도둑게는 배갑을 열고 몸을 털어서 배갑으로 감싸고 

있던 유생을 풀어준다. 유생을 풀어주는 개체수는 그믐달이나 보름달이 

뜰 때 최대가 되고 반달이 뜰 때 가장 줄어든다. 이것은 그믐달이나 보

름달이 뜨는 사리 때가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썰물이 가장 많이 나

가기 때문에 이 때 유생을 풀어주면 바다에 더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 있

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Saigusa, 1978). 

도둑게는 갯벌이 있는 남해와 서해에 서식하고 있으며, 여름철 사리 

날 밤에 바닷가에서 유생을 풀어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 경이로운 

체험을 할 수 있고 도둑게의 이동으로 인해 해안도로에서 일어나는 로드

킬과 개체수 감소 문제를 해양 관련 사회적 쟁점으로 해양환경교육 프로

그램으로 구성한다면 해양생물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의미 있는 삶

의 경험을 하고 감정적인 연결성을 키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조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로드킬 저감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제

안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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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목표 수립

본 연구에서는 획일적인 갯벌체험이나 해양쓰레기에 대한 해양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양 생물과의 직접적인 만남

이 이루어지고,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와 연계되어 있으며, 해양 관련 

사회적 쟁점을 기반으로 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홍순경, 2005; Greely, 2008; Kim, 2014). 이를 위해서 연구 2에서 수

행한 도둑게의 유생털이 리듬과 로드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이로운 

체험과 로드킬 쟁점을 기반으로 하여 해양 환경 소양을 키울 수 있는 해

양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해양생물에 대해 이해하고 해양생

물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정서적 교감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의 경험

(Tanner, 1980)을 구성하고 해양 환경문제를 통해 인간과 해양의 상호

작용을 인식하여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해양 환경소양

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2.2.3 개발 방향 및 내용선정 

양명희와 이두곤(2009)은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을 해양환경 교

육에 적용하여 해양환경교육 내용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다

섯 영역은 1영역 해양환경 자체에 대한 이해, 2영역 해양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3영역 해양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4영역 해양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5영역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환경

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환경소양을 증진하기 위해서 해양환경교육 프로

그램을 ‘지식, 정서, 인식, 참여’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표 Ⅴ-2). 

지식영역은 양명희와 이두곤(2009)의 1영역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와 2

영역 해양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포함시켰다. 정서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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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경이로운 체험을 통해 정서적 연결을 강조하

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인식 영역에서는 3영역에 해당하는 해양 환경문

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하도록 하였다. 참여 영역

에서는 4영역과 5영역을 합쳐서 해양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

안과 대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에서 지식 영역으로는 도둑

게의 명칭과 유래, 생활사, 유생털이리듬, 도둑게와 인간의 관계를 포함

시켰다. 정서 영역에서는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실제로 관찰함으로써 해

양생물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경이로운 체험을 통해 긍정적 환경정

서(강민정, 2014)인 경이감과 동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인식 영역

에서는 3영역에서의 해양 환경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되 해안 개발과 오

션 스프롤 현상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생태계 파편화, 로드킬, 개체수 

<표 Ⅴ-2> 경이로운 체험과 해양 환경 쟁점 기반으로 한 해양환경교육 모델

해양

환경소양

영역

해양환경교육 내용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내용

지식

해양환경 자체에 대한 이해

해양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

도둑게의 생활사, 도둑게 명칭의 유래,

달의 위상과 물때에 따른 갑각류 십각

목의 유생털이 리듬, 도둑게와 인간이

주고받는 영향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 습득

정서 만남을 통한 경이로운 체험 ⇨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위한 이동, 유생

털이 관찰

-경이로운 체험을 통한 감정이입

인식 해양 환경 쟁점 인식 ⇨

해안개발(해안도로)로 인한 서식지 파

괴, 개체수 감소, 성비 불균형, 도둑게

와 인간의 관계, 로드킬 모니터링

-도둑게 로드킬 문제의 인식

참여
해양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

적인 해결방안과 대책
⇨

로드킬을 저감시키기 위한 해결 방안,

지속가능한 해안, 연안의 보전

- 해양시민성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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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직접 해안도로에서의 로드킬을 모니터링 하여 

해양 환경문제를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 영역 에서

는 4영역과 5영역을 통합하여 해양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로드킬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 보고 제안하는 활동 을 포함시

켰다. 

2.3 프로그램의 순차적 적용

개발한 프로그램은 목표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는지, 내용이 적절 

한지를 교사 2인과 환경교육 전문가 3인의 검토를 받았다. 개발된 프로

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 남해군과 사천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문

을 발송하고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육 내용을 공유하여 참가자를 모

집하였고 2017년과 2018년 여름에 4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

다. 

2.4 회고적 네러티브

본 연구에서는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 참여경험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러티브를 활용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

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

험 이야기들을 여전히 살려내고,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내고(reliving) 다

시 이야기하는(retelling)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

는 연구 참여자들의 담화를 중심으로 그들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기에 효

과적인 연구방법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특히, 이미 참여했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남수, 2007). 회고적 

평가란 이미 실시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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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으로 회고적 내러티브는 환경교육 프로

그램에 대한 기술, 참여자가 특별히 기억 하거나 의미 있게 생각하는 지

점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평가,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

후의 경험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어떤 경

험이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변화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해

서 이러한 회고적 내러티브 탐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방법 으로 

선택하였다. 

2.5 프로그램 참여자들과의 면담과 분석

2017년과 2018년 여름에 실시된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

로그램의 성인참여자들 중에서 연구에 동의한 1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

램 직후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1~3회에 걸쳐 직접 만나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생태적 관심, 자녀나 학생을 위한 교육

적 의도, 지역에 대한 애착, 학생지도를 위한 책임감 등의 이유로 모두 

친구, 가족,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표 Ⅴ-3).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가정, 근무지 근처에서 이루어 졌으며 면

담 시간은 1회당 40분에서 90분 사이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Kim(2014)

의 연구를 참고하여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에 참여한 동기와 그 

참여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연구자는 주요 면담 질문지를 

가지고 면담에 임하였지만,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충분히 자유

롭게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느린 속도로 들으면서 워드프

로세서에 전사하였다. 또한, 접촉 요약지를 작성해서 질문과 답변 내용

을 정리했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면담에서 질문할 내용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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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했다. 자료의 분석은 면담을 진행하면서 함께 수행하였다. 우선, 연구

자는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표시를 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엑셀 프로그램의 셀에 

옮겼고, 그 오른쪽 셀에는 내용을 짧게 정리하여 코드를 부여하였다. 다

시 그 오른쪽 셀에는 좀 더 큰 영역으로 범주화 하면서 전사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영역, 중영역, 대영역

으로 범주하면서 여러 차례의 수정 및 재배열 작업을 거쳤다. 

공통적인 영역을 범주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구문제와 관련한 핵심

주제를 발견하여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적 의미를 도출 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은 관련한 문헌을 통해 찾은 이론 들을 종합

하면서 분석결과가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고자 했다. 이

러한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판단을 중지하고 대상의 본질을 있

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전 과정에서 참여

자의 세계인 에믹(emic)에서 출발하고자 노력했다. 에믹은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현지인의 토속적 바탕을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법을 말한다(조

용환, 1999).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자가 

구성한 내러티브 텍스트와 분석내용에 대해서 환경교육 전공 교수 1명

과 박사과정 2명에게 수차례 검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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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연구 참여자 개요(가명)

이름
성

별
연령 직업 지역 참여 동기 비고

건우 남 20대 교사 경남
생태 동아리 운영, 생물에 대한

관심

학생

동반

현민 남 40대 교사 경남
애향심, 자녀와 함께 하는 해양

생태 활동

자녀

동반

진희 여 30대 교사 경기 자녀를 위한 교육적 목적
자녀

동반

수연 여 30대 교사 경남
자녀와 학생을 위한 교육적 목

적

자녀

동반

혜린 여 40대 교사 경기 자녀를 위한 교육적 목적
자녀

동반

민진 여 30대 교사 경기 갯벌학교 자원봉사 경험
자녀

동반

정아 여 40대 교사 경기 자녀를 위한 생태 체험
자녀

동반

민서 여 20대 교사 서울 지인 추천, 환경 체험
친구

동반

준모 남 60대 조경 경남
애향심, 추후에 활동가로 참여

희망

동료

동반

가음 여 40대

방과

후

교사

경남
자녀와 함께 하는 지역의 해양

생태 활동

자녀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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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개발 결과

3.1 개발된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법

프로그램은 실내교육과 실외교육을 포함하여 개발되었으며 활동의 

구성은 <그림 Ⅴ-1>과 같다. 첫날 오후에는 실내 교육을 통해 갯벌의 

생태와 도둑게의 생활사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저녁에는 야외에 

나가서 실제 도둑게가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와서 유생을 바다에 풀어주

는 모습을 관찰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해안도로에 나가서 밤

사이에 로드킬이 되어 있는 도둑게의 사체를 모니터링한 후 실내에 들어

와서 도둑게의 로드킬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

도록 하였다. 

3.1.1 도둑게의 생활사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밤에 관찰하기 전에 실내에서 갯벌의 생태와 

도둑게의 생활사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둑게의 생활사를 이해하기 위해

서 달의 위상에 따른 바다의 물때와 사리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여러 생

물들도 함께 설명할 수 있다. 바다에서 살았던 게가 어떻게 육상에 올라

와 적응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 적응으로 인한 

이점과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것

이 좋다. 도둑게는 부화 후에 조에아, 메갈로파(megalopa), 어린 게를 

거쳐서 성체로 자란다. 조에아는 바다에 플랑크톤 형태로 생활을 하면서 

탈피를 반복해서 메갈로파가 되어 바다서 생활한다.

메갈로파에서 탈피를 해서 어린 게가 되면 갯벌에서 육지 생활을 

시작하고 성체가 되면 만조선보다 높은 곳에서 생활한다. 포란한 암컷은 

여름철에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썰물이 가장 나가는 사리날 밤 만

조 시간에 바닷가로 내려와서 유생을 풀어주고 다시 원래의 서식지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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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내용 비고

도둑게의 

생활사

-갯벌과 다양한 생물들

-마을의 변화 모습 

-오션 스프롤, 해안도로 건설, 서식지 파편화

-도둑게의 생활사와 개체수 감소

-달의 위상과 물때에 따른 유생털이 리듬

-도둑게의 유생털이 동영상 시청

시청각실

↓

도둑게의 

유생털이 관찰

-도둑게 서식지 확인하기, 서식 굴 확인

-포획 후 암수 구별 방법, 포란한 암케 관찰

-바닷가에서 유생털이 관찰하기

-유생털이 과정 동영상 촬영하기

-유생털이 한 개체수, 차량 이동량 기록하기

해안도로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안전에 주의

여름철 사리

날 야간 만

조 / 야외

↓

로드킬 

모니터링

-도둑게 로드킬 지점 조사하기 

지도나 어플에 위치 기록

-로드킬 발생 특성 파악하기

로드킬 사체의 위치, 암수, 사이즈 파악

GPS를 활용하여 기록 가능

아침 9시 이

전/해안도로

↓

로드킬 저감 

방안 제안

-로드킬 모니터링 결과 공유하기

로드킬 밀도가 높은 구간과 원인 파악하기

-로드킬 저감을 위한 방법 모색

제안서, 안내판, 편지쓰기, 영상 편집 등

현미경이나 루페를 활용한 도둑게 관찰

-소감 발표, 만족도 조사

시청각실

↓

환류 -결과물과 설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반영

<그림 Ⅴ-1>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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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간다. 이 부분에서는 달과 갯벌의 관계를 바탕으로 월령에 따른 물때

의 변화에 대해 해양과학 관련 지식을 확장해 줄 수 있다. 이 때 도둑게

가 유생털이를 하는 영상을 미리 보고 야외로 나가는 것이 좋다. 

3.1.2 도둑게의 유생털이 관찰

실내교육 장소에서 야외의 유생털이 관찰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도

둑게 서식지에 들러서 도둑게의 굴을 확인하고 서식환경을 둘러보도록 

한다. 이동 중에 논이나 도랑 구석진 곳에서도 도둑게를 발견하면 도둑

게를 한두 마리 정도 포획하여 형태상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배갑과 집

게발의 모양을 통해 암수를 구별하는 방법과 포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을 설명해 주도록 한다. 도둑게를 잡을 때에는 집게발에 물릴 수 있으니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미리 사육통을 준비해서 도둑게를 넣어 

두고 잠시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유생을 풀어주는 도둑게 암컷은 사리날 밤 만조시간에 집중되어 있

긴 때문에 너무 어두운 시간에 이동하지 않도록 일몰 직전에 해안으로 

도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만조가 9시 이후인 날이라면 일몰 후 해변 

에서 유생털이를 두 시간 정도 기다리기 힘들기 때문에 해안에 도착하는 

시간을 좀 더 늦추거나 낮에 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야외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일몰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일몰 이후에 해변에 모습을 드러낸 포란 중인 암컷 도둑게는 

바닷물에 살짝 몸을 담그고 배갑을 열고 몸을 털어서 유생을 바다에 풀

어준다. 프로그램 운영자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

도록 해안도로의 차량을 확인해야 한다. 

도둑게 암컷은 해안에 도착해서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유생을 풀어

주는 경우도 있고 바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 보통 만조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암컷은 해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만조시간이 임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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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경우에는 대기하는 시간 없이 바로 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관찰을 할 때에는 자유롭게 관찰을 할 수도 있지만 10분 단위나 20분 

단위로 유생털이를 하는 개체수, 길을 건너는 데에 걸리는 시간, 일정 

시간 동안의 자동차 통행량, 일정 구간에서의 로드킬 발생 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다른 생물의 산란을 함께 하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경험이

다. 특히, 도둑게의 경우 사리날 만조 시간에 맞춰서 일제히 유생을 풀

어주기 위해 육지의 서식지를 벗어나 바다로 내려오고 유생털이하는 장

면을 보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과정을 통해서 

멀게 느낄 수 있는 갑각류 십각목인 도둑게에 대해서도 감정이입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중 생명의 소중히 여겨서 도둑게가 무사히 

서식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본 

활동의 목표는 해양생물의 산란을 관찰하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해

양생물의 생활사를 알고 경이로움을 느낄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김

종문(2014)이 제안했던 해양생물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감정적인 연

결성을 키움으로써 해양 소양을 키우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3.1.3 로드킬 모니터링

밤사이에 암컷 도둑게는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안도로를 건너 

해안에 다녀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로드킬이 일어나게 된다. 아침

이 되면 해안도로 곳곳에서 로드킬 된 도둑게 사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개미 등의 동물이나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해 저녁 때가 되

면 90% 이상의 사체가 사라진다. 따라서 로드킬 모니터링은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모니터링을 할 때에는 조사 구간을 정해서 어느 구

간에 얼마나 많은 사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로드킬 핫스팟을 찾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로드

킬 사체가 많기 때문에 여름 내내 로드킬 된 사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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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참여자들이 하루 밤 사이에 생긴 로드킬 사체만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자는 로드킬 모니터링 전날 저녁에 도로에 

남아 있는 사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거하는 것이 좋다. 

로드킬을 기록할 때에는 조사구간의 종이 지도를 나눠주고 기록할 

수도 있고 테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GPS를 켜고 구글 마이맵과 

같은 어플을 이용해서 기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실내 수업에서 컴

퓨터로 발표에 활용할 수 있다.  

3.1.4 로드킬 저감 방안 제안

야외에서 도둑게 유생털이 관찰과 로드킬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바

탕으로 로드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참여자들에게 

로드킬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포스트잇에 세 가지씩 적어 보도록 하

고 한 명씩 나와서 비슷한 의견을 옆으로 새로운 의견은 아래로 붙이면

서 아이디어를 발표하면서 그룹화 하도록 한다. 발표가 모두 끝나면 그

룹화 된 아이디어와 몇 가지 예시를 주고 같은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끼

리 모둠을 구성하도록 한다.

모둠이 구성되면 모둠별로 활동을 하고 난 후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

간을 갖는다. 이 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케치북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본 활동의 목표는 로드킬 문제를 저감하기 

위한 행동과 참여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해양 과 인간이 

주고받는 영향과 관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참여의지를 

키울 수 있다. 다만, 참여자들의 연령과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시 

활동 중 선택하여 활동하는 것이 좋다. 

예시 활동: 도둑게가 이용할 수 있는 생태통로 구상하기, 로드킬을 줄이기 

위한 도로 통제 기간과 시간 정하기,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위한 이동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 디자인, 도둑게 로드킬 조심 표지판 위치 정하기, 

서식지 주변에 도둑게의 생활사를 소개할 수 있는 안내판 만들기, 

도둑게의 유생털이로 인한 로드킬을 알릴 수 있는 내비게이션 안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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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해안도로 건설을 하는 지자체에 도둑게의 생태통로 제안서 

작성하기, 도둑게의 로드킬을 알릴 수 있는 UCC 제작하기, 도둑게의 

로드킬을 알릴 수 있는 SNS 만들고 공유하기, 도둑게 축제 기획하기.

3.2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할 점

본 프로그램은 도둑게 유생털이를 위한 이동 리듬에 기초하였기 때

문에 정확한 유생털이 장소에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측하여 프로그

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도둑게는 그믐달과 보름달이 뜨는 사리 날 밤 만

조 시간에 유생을 풀어주는 개체수가 가장 많고 반달이 뜨는 조금에는 

유생을 풀어 주는 개체가 거의 없다(Saigusa, 1981, 1982; Saigusa & 

Hidaka, 1978). 따라서 음력 날짜로 1일과 15일을 포함한 하루 전날과 

하루 다음날까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음력 날짜보다 정확한 판단

을 위해서는 천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역서에 나와 있는 달의 밝기비를 

통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달의 밝기비는 달의 총면적에 대한 달

의 밝은 부분의 비율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된다 (한국천문연구

원, 2017). 0에 가장 가까운 날을 그믐달이 뜨는 날로 볼 수 있고, 1에 

가장 가까운 날을 보름달이 뜨는 날로 볼 수 있다. 그 해의 역서는 한 

해 전에 발행되기 때문에 천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확인이 가

능하다. 

프로그램 운영 날짜와 장소를 선택한 후에는 그날의 만조 시간을 확

인해야 한다. 사리인 날 밤 만조 시간에 유생을 풀어주는 도둑게의 개체

수가 가장 많다(Saigusa & Hidaka, 1978). 만조시간은 국립해양 조사원 

홈페이지에 조석예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날짜의 만조 시간이 일몰 전인 경우에는 일몰 직후에 유생을 풀어주는 

개체가 집중된다. 따라서 사리 날짜, 일몰 시간, 만조 시간을 참고하여 

야외에서 참여자들의 이동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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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적용 결과

4.1 적용 시기

개발된 프로그램은 2017년과 2018년에 4번에 걸쳐 실시하였다. 보

름일 때 가장 많은 개체가 유생털이를 하기 때문에 보름을 우선으로 프

로그램 날짜를 잡았고  2017년 8월 5일은 보름 하루 전날이었지만 토

요일이라서 선호도가 높은 날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날짜로 선정 하

였다(표 Ⅴ-4). 

4.2 프로그램 운영 장소

야외 프로그램은 도둑게의 서식지가 밀집해 있는 경남 남해군 설천

면 진목리 게섬 인근에서 진행했다. 해안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갯벌이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던 곳이었지만 해안도로가 생기면서 생태계가 파편

화 되고 해안도로 옆으로 펜션이 생기는 듯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

<표 Ⅴ-4>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프로그램 적용 일자와 참여 인원

날짜 음력 날짜 참여대상 참여인원

2017년 8월 5일(토) 6월 14일(보름 전날) 일반 가족 30명

2017년 8월 6일(일) 6월 15일(보름) 교사 가족 30명

2018년 8월 11일(토) 7월 1일(그믐) 교사 가족, 친구 40명

2018년 8월 25일(토) 7월 15일(보름)
지역 교사 가족,

생태동아리 학생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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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프로그램은 야외 관찰 장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갱번마루

에서 진행하였다. 갱번마루는 인근 어촌 9개 마을 중 6개 마을에서 공동

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시청각실과 숙박시설이 함께 있어 프로그램을 운

영하기에 용이했다.

4.3 프로그램 운영결과

프로그램은 1박 2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표 Ⅴ-5). 1일차 오후에

는 도둑게의 생활사에 대한 실내 강의식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 때 갯벌

의 생태와 해안도로 건설 전의 마을의 모습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

고 도둑게의 생활사와 유생털이 리듬과 관련되어 있는 달의 위상과 물때

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 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생털이 하

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표 Ⅴ-5>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 적용

날짜 시간 장소 주제 내용

1일차

16시~

18시

시청

각실
도둑게의 생활사

갯벌의 다양한 생물들

마을의 변화와 갯벌

도둑게의 생활사와 서식지

달의 위상과 물때에 따른 유생털이리듬

19시~

22시

해안

도로
도둑게의 유생털이 관찰

도둑게 서식지와 가까운 바닷가에서 사리날 

밤에 만조 시간에 유생털이 관찰하기

2일차

7시~

8시

해안

도로
로드킬 모니터링

해안도로에서 도둑게 로드킬 지점 조사하기

로드킬 발생 특성 파악하기

9시~

11시

시청

각실
로드킬 저감 방안 제안

모니터링 결과 공유하기

로드킬을 줄이기 위한 방법 모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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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는 야외 해안에 나가서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관찰하였다(그림 

Ⅴ-2). 관찰 장소로 이동하면서 도둑게 서식지 굴을 함께 관찰하고 도랑 

구석진 곳에서 돌아다니는 도둑게를 한 두 마리 잡아서 암수를 배갑과 

집게발의 형태로 구별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포란한 암케의 모습을 가까

이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관찰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육지 방향에서 

해안으로 내려오는 도둑게가 바닷물에 살짝 들어가서 배갑을 열고 유생

을 바다에 풀어주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보름날에 가장 많은 개체들이 

유생을 풀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유생털이를 여러 번 관찰

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유생털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  했고 그 장

면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다. 

<그림 Ⅴ-2> 도둑게의 유생털이 관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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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아침에는 유생털이를 관찰했던 장소 주변 해안도로에서 로드

킬이 일어난 위치와 개체별로 기록하였다. 모니터링 한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를 나눠주기도 하고 휴대폰으로 구글 마이맵에 도둑게 사

체를 발견한 지점을 등록해서 기록하기도 했다(그림 V-3). 사체를 기록

할 때에는 암수, 포란 여부, 사이즈 등을 함께 기록하도록 했다. 특히, 

도둑게 로드킬 주의 안내판을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질

문을 통해서 사체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고 그 원

인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했다.  

야외에서 모니터링을 마친 후에 다시 실내에 들어와서 모니터링 결

과를 공유하고 로드킬 저감 방안과 관련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회차에 

따라서 도둑게 로드킬 표지판 만들기(그림 Ⅴ-4), 로드킬 저감을 위한 

제안서 쓰기(그림 Ⅴ-5), 도둑게에게 편지 쓰기 등을 하기도 했다.

<그림 Ⅴ-3> 구글 마이맵을 이용해서 로드킬 된 도둑게의 위치를 등록한 결과

(경남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2018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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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해안도로에 설치할 도둑게 로드킬 안내판 제작 결과

존경하는 군수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도둑게를 위한 생태통로를 연구한 6학년 윤OO입니다.

저는 지금 도둑게르 키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둑게는 정말 귀엽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산란철에 도둑게가 산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중에 로드킬을 많이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게와 같은 사각게과인 붉은발말똥게는 현재 멸종위

기종입니다.

만약 도둑게가 로드킬을 당해서 죽도록 방치하면 금방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운명

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둑게들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 해안도로에 생태통로를 설치한다면 도둑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게의 유생부터 보호를 할 수 있다면 도둑게 개체수가 늘어나서 도둑게

를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섬이 홍게로 유명해진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도둑게로 유명한 관광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도둑게를 보러 관광객들이 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

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겠죠. 저

의 연구와 도둑게에게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림 Ⅴ-5> 도둑게 생태통로 설치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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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4.3.1 관찰한 내용

참여자별로 관찰 장소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관찰 장

소에 나타난 도둑게의 수, 관찰 시간 동안 지나간 자동차의 수, 관찰한 

유생털이 횟수에 대한 응답은 개인차가 많이 있었다. 관찰 장소에 나타

난 도둑게의 수에 대해서는 적게는 8마리에서 많게는 35마리로 응답했

고 평균 17마리 정도를 관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하는 동안 해안도로를 지나간 자동차의 수에 대해서도 개인별 

차이가 있었는데 적게는 5대에서 많게는 15대까지 응답했고 평균 9대 

정도가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유생털이 관찰 횟수에 대해서는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6번으로 응

답했고 평균 4번 정도 관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생털이는 짧은 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동안 관찰하더라도 유생털

이 관찰 횟수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아침에 관찰했던 로드킬 사체의 수는 적게는 10마리에서 많게는 64

마리로 응답했고 평균 28마리 정도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킬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야외의 해안도로에서 이동하면서 기록해야 하기 때

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정해준 구간을 

모두 조사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4.3.2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흥미롭고 유익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육 내용의 수준이 적합하고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기여도 가 높다고 응답하였다(그림 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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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프로그램 평가

<그림 Ⅴ-7> 활동 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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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별 만족도에 대해서는 유생털이 관찰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도둑게의 생활사가 이어졌다. 로드킬 모니터링과 로드킬 

저감 방안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보통이라는 응답이 있었다(그림 Ⅴ-7).

참여자들의 참여 소감으로는 유생털이에 대해서 신기하고 놀랍고 

감동적이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로드킬 당하는 도둑게에 대한 안타깝고 

처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로로 인한 단절과 

로드킬 저감에 대한 고민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Ⅴ-7).  

프로그램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는 이동할 때 다리가 아팠다는 

의견이 있었다. 건의 사항으로는 도둑게에 대한 자료를 미리 나눠주고 

관찰 인원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표 Ⅴ-6).

더 많은 사람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파요

미리 도둑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사전 자료를 미리 배부하면 좋을 것 같아

요. 프로그램에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만 잡히면 더 없이 좋을 거라 생각

됩니다. 너무 감동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겨울에 철새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의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면 좋겠어요.

관찰을 나가는 인원수를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할 때 마이크를 사용해주시면 더 전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내년 이후 에도 쭉 이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표 Ⅴ-6> 프로그램에 대해 아쉬운 점이나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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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많은 밤에 도둑게가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건너와 파도에 몸을 싣고 조애아

를 터는 장면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도둑게가 도로를 건너는데 차들이 지

나갈 때마다 너무 긴장되어 무서웠다. 그리고 결국은 로드킬로 눌려 죽어버린 도

둑게들 모습은 안타깝고 처참했다.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

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도로를 건너는 도둑게를 보았다. 빨리 지나가야

할텐데 하는 마음에 지켜보던 순간 지나가는 차 바퀴에 깔려 죽고 말았다. 그 다

음부터는 차가 오는 걸 보면 도둑게 옆으로 가 빨리 지나갈 수 있게 저절로 몸이 

움직였다. 로드킬이 나와 다른 세계의 이야기에서 나의 세계로 들어온 순간이었고 

행동하게 만든 순간이었다. 보고 예쁘다, 재미있다 라고만 느끼던 생태체험이 아

니라 좀 더 나아가 무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신비로운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줄어가는 도둑게를 위해 생태터널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인간을 위한 해안도로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이면에 자연과 단절의 도로라는 관점이 생겼다.

생각보다 로드킬 당한 게가 많아서 놀랐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여자의 삶이 참 고

달프네요. 해안도로를 없앨 수도 없고 게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유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체험을 활성화하여 관심을 갖게 하여 멸종되어가는 동식물을 보호하는 계기

가 되었으면 한다. 책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

각 된다.

로드킬과 그 방지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 앞으로 살면서 항상 마음 

한 켠에 고민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직접체험이 아이들 마음 속에 자연을 사랑

하는 마음을 키우고, 함께 사는 존재임을 일깨울 수 있을 것 같다.

전문가의 해설, 도둑게 생태체험에 도움을 주는 학생 활동의 조합이 좋았다.

학생해설자, 교사해설자가 따로 있어 아이들은 학생해설자에게, 어른들은 교사 해

설자에게 질문할 수 있어 좋았다. 갱번마루를 시작으로 바다까지 도둑게를 직접 

보면서 생태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 

도둑게에게 강인한 생명력을 느꼈고 보호해 줘야하는 법적 제도적인 의무감을 가

져야겠다.

산에 게가 산다는 걸 38살에 처음 알았다. 산에서 내려와 바다에 가서 알을 낳는

다는 것도 길에서 이렇게 많은 게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표 Ⅴ-7> 프로그램 참여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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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

참여자들은 생태와 환경에 대한 관심, 어촌에서 즐거웠던 유년 

시절의 기억, 자녀의 교육적 체험,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에 신청했고, 육지성게의 존재와 게의 

유생털이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준모와 현민은 남해 지역민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했고 어

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도둑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역민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 다음해 

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민진과 진희는 바닷가

와 관련된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정아, 

수연, 혜린은 자녀의 생태 체험을 위해서 참여했고, 건우는 교사로서 운

영 중인 생태 동아리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참여하게 되었다.  

4.1 개인

4.2.1 민서: “자연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

민서는 목동에서 태어나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했고 열심히 공부하는 딸이었다. 대학을 갈 때에는 외교

관이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초등교육을 전공하게 되었다. 대학

교 때에는 핀란드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면서 핀란드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에 눈을 뜨게’ 되면서 자연환경과 환경 문

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환경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뒤로 환경에 대해 계속 공부를 하면서 환경문제에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

민서: 저는 목동에서 태어났어요.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저 부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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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막 일산 쪽에서도 살고.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중학교 때 일산 

분위기가 공부 좀 했다 하면 외고 보내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시외버

스를 타고 근데 너무 멀었어요. 졸업할 때 쯤에 부모님이 초등교사를 

해라 하는데 나는 외교관을 할꺼다 했는데 결국 굴복했죠. 너 결혼해

서 애도 있는데 아프리카 파견 갈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2019년 05월 08일)

민서: 어릴 때 그런 캠프 같은 걸 많이 갔었어요. 역사 기행 별 보러도 

가고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서 매달 2주에 한 번씩은 보냈거

든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2019년 05월 08일)

민서: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핀란드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갔어요. 가

서 처음으로 채식. 채식인이 정말 많아요. 1/3이 채식인이에요. 채식 

문화를 접하고 하면서 그런걸 보고 듣고 하고 너무 깨끗하고 자연을 

너무 사랑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다 10년 전인데 생분해 봉투에다 해

서 처리하고 갔다 와서 채식을 1년 동안 했어요. (핀란드 사람들이) 

코티지 가지고 있고 자연 속에 푹 빠져서 살아요. 호수가에서 맨날 수

영하고 더러워서 못하잖아요. 거기는 맨날 호수에서 수영하고 겨울에 

거기 얼면 스케이트 타고 스키 타고 자연과 벗 삶아 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2019년 05월 08일)

민서: (핀란드에 다녀와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

사 되고 나서 대학원에 가고 싶다 찾아봤는데 다 관심이 없는 거에요. 

수학교육 과학교육 교육심리 다 관심이 없는 학문들인데 환경교육은 

되게 매력인거에요. (2019년 05월 08일) 

민서: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빨대. 이거 먹을 때 

이게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죄책감을 느끼죠. 하

지만 플라스틱을 소비하지 않진 않아요. (빨대 없이)그냥 마시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위에 굳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

게 프라프치노 이런 것도 굳어서 안 나와. 섞어 줘야 하는 거에요. 그



- 106 -

래서 스타벅스는 종이빨대인데 여기는 아니라서 아쉬워요. (2019년 

05월 08일)

민서는 지인이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해서 듣고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

둑게라는 종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밤바다를 보면서 어렸을 때 엄마

와 섬에 여행 갔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민서: 전에 참여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 에요. 

그 장관이 평생 잊혀 지지 않을 것 같다. 반짝반짝 거리면서 게들이 

나와서 경이로운 그 순간을 보는 게 정말 평생에 있을까 말까한 기억

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듣고 꼭 한번 가서 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2019년 05월 08일)

민서: 어렸을 때 엄마 직장 사람들이랑 외이작도를 갔는데 어느 섬 있거

든요. 거기 경운기 타고 달달달 거리면서 가가지고 밤에 캠프파이어 

하고 이랬던 기억이 강렬하거든요. (도둑게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 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바다의 추억. (2019년 05월 08일)

민서: 저는 도둑게라는 종이 있다는 자체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

요. 게라고 하면 대게, 홍게 많이 먹는 건 줄만 알았고 그 작은 게들

이 사는 걸 몰랐고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 에요. 등딱지가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귀엽고 예쁘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다는 존재가 있

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뿐더러 왜 도둑게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

런 것도 신기했고 새끼를 낳는 것도 일 년에 시기가 정해져 있다. 그

것도 처음 알았고. (2019년 05월 08일)

4.1.2 민진: “내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

민진은 대전 근처 보문산 아래 산자락에서 자랐다. 대학시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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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공동체와 모임을 즐

겨 했고 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 민진은 지금 중학교 영어

교사를 하고 있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힘이 

나기 때문에 NGO 간사를 한다면 잘 맞을 사람’이다. 대학교 때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소, 에너지 대안 센터, 한국 종교인 평화 회의 등 다양

한 활동에 참여했다. 그 때 남해갯벌생태학교에서도 갯벌 캠프 자원봉사

를 했었고 그 경험은 그 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민진: 하나에 발을 들이게 되면 다 연결이 되더라구. 거기에서 만난 사람

이 난 이런 게 재미있어 하면 나도 거기 초대해줘 하고 에너지 대안 

센터도 한국 종교인 평화 회의에서 기독교에 진보적인 어떤 오빠가 

있었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에너지 대안 센터 회원이라는 거

야 그래 재밌겠는데 한번 모일 때 나 좀 데려가 봐. 그래서 갔는데 패

시브 하우스 이런 얘기 하고. 그래 좋은 일이군 이러면서 패시브 하우

스.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핵심 그거는 갯벌 생태학교에서 천

도교 요소들이 있었잖아. 한울님 모심과 섬김 나눔 이런 거에 대해서 

신선하고 이게 진리구나 그랬거든 그 때. 책 받은 것도 천도교적인 요

소가 있는데 이게 맞는 길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 (2019년 

03월 15일) 

민진: 나는 교사 하면서 되게 행복하지가 않다. 그럼 나는 뭐가 맞는 사

람이지 생각해 보면 NGO 간사가 맞는 거 같아.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소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던지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

을 했다고 생각할 때 힘이 나지 이 행동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때 힘들어지는 거지. (2019년 03월 15일) 

민진은 갯벌학교에서의 자원 봉사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 많은 영향

을 끼쳤고 소중한 기억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갯벌학교가 있던 곳에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자원봉사 마지막 날에 나오면서도 ‘나도 아

기를 낳으면 이런 데 꼭 같이 오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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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계속 고3 담임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

고 ‘나와 내 가족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남편을 만나

서 바쁘게 살고 있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던 중 예전의 그 장소에서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

킬’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갱번마루가 ‘내 소중한 추억

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설득해서 올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 시절 추구했던 가치와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특별했던 장

소에 다시 갈 수 있어서 기뻤고 예전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민진: 나는 순전히 남해갯벌생태학교의 추억 때문에 박언주 선생님도 뵐 

겸. 사이월드에 (갯벌학교 자원봉사) 폴더가 따로 있었거든. 갔다 와서 

너무 좋았던 거야. 2박3일씩 두 번 갔나 세 번 갔나. 갔을 때 뭐 만났

던 사람들도 좋았고 좋은 분인데 갔다 와서도 책을 보내주시고 장문

의 메일을 보내주시고 그때 한창 NGO에 빠져 있었어. (2019년 03월 

15일)

민진: 그 때도 (남편한테) 갯벌생태학교는 가자고 하면은 좀 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멀고 가서 뭐 뭘 하는지 잘 모르겠

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굳이 서해 갯벌이 아닌 남해? 막 이런 거? 

내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야. 이것부터 설득해서 간 거지. 그리고 

원체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사람이라 모

르는 사람 만나는 걸 제일 싫어하고 나는 완전 정반대거든. 나는 밖에 

나가야 충전이 되고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 신선한 에너

지를 얻고 친구네 교회 에버랜드 간다고 하면 같이 가서 놀고 언제나 

떠나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2019년 03월 15일)

민진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아이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도 도둑게를 기억하고 있었고 수족관에서 다시 도둑게를 보았을 때는 무

척 반가워했다. 민진은 프로그램에서 도둑게를 ‘그냥 관람’ 한 게 아니라 

유생털이 과정을 함께 했긴 때문에 친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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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 우리 애들은 도둑게 봤던 거 기억나? 하니까 어 귀여웠어. 아주 작

고 귀여웠다는 거 새끼를 낳을 줄 알았는데 알을 낳았다는 거? 뭐 이

러더라고 나중에 길에서 많이 밟혀있었잖아. 그런 거 어땠어? 불쌍했

어. 알이라도 털어주고 싶었어.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아쿠아리움을 

갔었거든. 게가 있는 거야. 한 마리가. 근데 되게 반가워하면서 우리 

그 때 봤었잖아 그러면서 근데 실제로 그냥 관람이 아니라 직접 가가

지고 그 과정을 함께 한 거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친한 느낌을 갖

는 거 같아. (2019년 03월 15일)

4.2 가정

4.2.1 진희: “제가 너무 좋았으니까 아이들도 데려가는”

진희는 어렸을 때 서산의 갯벌 근처에서 살았고 외가도 그쪽이라 갯

벌과 가까운 생활을 했다. 부모님은 차에 항상 호미를 가지고 다니면서 

갯벌에서 조개를 잡곤 했다. 어린 시절의 바다를 떠올리면 해수욕장 보

다는 갯벌이 먼저 떠오를 만큼 갯벌에서의 경험이 인상 깊게 남아 있고, 

그 때 갯벌에서 무언인가를 잡으면서 놀았던 시골에서의 경험을 즐겁고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다. 

진희: 원래 어릴 때 바닷가 서해 쪽에서 어릴 때 살기도 했고 외가가 서

산 이쪽이라서 그래가지고 갯벌이랑 많이 가까웠어요. 제가 혼자 애들 

데리고도 갯벌 많이 나갔었어요. (2019년 02월 21일)

진희: 외가가 서산이고 갯벌양식하고 그런 데를 큰이모가 하셔가지고 서

산 가면 저는 갯벌에서 노는 게 자연스러웠던 경험이라. 서해는 고운 

모래가 아니라 해수욕장을 가는 게 아니라 저랑 친정 부모님이라 만

나서 갯벌에 가면 친정 부모님은 아예 호미를 들고 있어요. 차에 호미

가 있어요. 항상 있어서 (2019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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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도시로 나와서 살게 되었고 ‘갯벌을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기르고 있다. 진희는 유년시

절의 경험을 통해 갯벌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고 있고 갯

벌에서 놀고 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갯벌에 가서 노는 것을 별로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았다. 지금은 도시에

서 살고 있지만 아이들이 갯벌에서 놀 수 있도록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일

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갯벌에 데려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한

다.  

진희: 남편은 갯벌 이런 데는 뭐 저랑 처음 가고. 저랑 처음 가보고 안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은 안 해 봤다고. 도시 사람. 그렇더라구요. 계속 

내륙 서울 이쪽에서만 살아서.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바다를 볼거면 

강원도로 가지 충청도 그쪽으로 잘 안내려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강원

도 동해 그쪽은 갯벌이 없잖아요. 그냥 해변 그러니까 갯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떠올리는 바다는 갯벌이 있는 바다여서 막 

이런 거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어릴 때 망둥어 낚시하고 먹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별로 찌개처럼 끓여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갯벌

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제 주변에. 제가 애들을 갯

벌에 데리고 가는 것도 사실 제가 경험해 본 게 있어서 그런거지.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은 어떻게 가냐고 그러는데 저는.. 힘들지 

않아? 그러는데  그 힘듦에 시작은 친구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

니까 본인들은 이게 어떤지 어려워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해봤

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애들이 뭐 가서 자빠져 눕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수습 가능하다 애들하고. 아니까 이제 가보자 해서 

가는 거거든요. (2019년 02월 21일)

진희: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컸던 기억이 좋아서.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고 싶어서, 뛰어 놀고 곤충들 잡

고, 남편은 서울 사람인데 식물이나 나무의 이름 이런 거는 (제가) 현

저하게 많이 알고 있고 저희 엄마가 많이 알려주기도 했고 저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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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뛰어놀았던 거 내천에 들어가서 수영하기도 하고 갯벌에서 

놀고 그랬던 게 기억에서 너무 좋아요. 애들은 제가 일부러 해주지 않

으면 못하는 활동이라서 지금 아니면 언제 놀아보겠나 해서 지금. 자

연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는 상태로 있는 거랑 있는 상태랑 있다가 

없어지면 있는 거에 대한 소중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19년 

02월 21일) 

4.2.2 수연: “체험학습을 해야 하니까요”

수연은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젊었을 때는 자연이나 갯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남편이 시골에서 자란 경험이 있고  자연

과 더 가까운 편이었다. 하지만 수연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는 주말이

나 휴일에는 ‘어디든 가서 시간을 보내야 해서’ 아이를 위해 일부러 다

양한 자연 체험을 하러 다니게 되었다. 또한, 교사로서 생태 체험에 다

녀오면 학급 아이들에게 환경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해 줄 수 있어 수업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수연: 대학생 때도 딱히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애들 아니고서는 도시에

서 놀지 대부분 다 애 엄마가 되고서야 애 때문에 생태 체험 딸기 수

확 체험 텃밭 체험. 젊었을 때는 딱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19년 03월 07일)

수연: 우리 애도 있지만 우리 반 애들 학교 애들 약간 제가 그런 거를 경

험하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도 해주고 그런 자료도 되니까 뭐 생명 존

중이나 환경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대부분 다 어디 여행

가거나 체험하시면 반에 와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교사로서의 호

기심하고 우리 애한테 체험을 해보고 싶다. (2019년 03월 07일)

수연은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 보다는 자녀의 체험과 교사로서 수업

에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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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신청하게 되었다.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실제로 보았을 때에는 

생명으로 느껴졌고 감정적으로 이입되어 공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연: 그 때 되게 재밌어 했었죠. 신기하고. 우리는 항상 그게(배갑) 안 

움직이는 모습만 보니까 살아있어도 움직이는 모습이 활 꽃게를 사고 

다리만 움직이지 움직일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2019년 03월 07

일)

수연: 저희 남편은 광주 출신인데 외곽지여서 어릴 때 막 개구리 같은 거 

잡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개구리 여치 그런 거 애한테 설명해주고 좋

아하더라구요. 자연에 나중에 늙어서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나 좋아하

더라구요. 처음에는 자기가 여기에 뭐 때문에 왔는지 몰랐다고 해놓구

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03월 07일)

4.2.3 정아: “자연에서 질퍽지게 놀고 나면 치유되는”

정아는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놀았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의 

땅콩 밭은 도시로 변했다.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선생님과 별을 보았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대학 천문 동아리를 했고 지금까지도 별을 보는 것

을 즐기고 있다. 졸업을 한 후에는 국어교사가 되었고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기르고 있다. 

정아: 안산이 시골이었어요. 그냥 저희 어릴 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논 

밭 논두렁. 그냥 안산에서 쭉 개발되는 과정 여기가 땅콩 밭이던 시

절. 땅콩 농사지었거든요. 밭 작게. 정말 작게. 그런 시절이었어요. 

(2019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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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 초중고가 안산이었고 고3 때 고등학교 때 경험들이 진로를 사대로 

갔어요. 그냥 문예부 하면서 국어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되고 국어샘 

들하고 함께 하면서 나도 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철없는 여고생? 

(2019년 05월 29일)

정아: 대학교 때 천체 동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자연 이런 쪽에 

많아서 고등학교 때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늦게까지 전원 야자 했

잖아요. 모의고사 본 날은 야자 하기 싫을 때 지구과학 선생님 쿡쿡 

찌르면 망원경 꺼내서 보여 주셨었거든요. 기분전환 하는 거 좀 숨이 

틔여지는 별이 그런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쭉 이

어서 취미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취미로 이어져서. (2019년 05월 

29일)

정아는 유년시절에 자연에서의 경험이 행복하게 기억하고 아이들에

게도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어 했다. 특히,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

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 6살 때부터 숲 선생님과 함께 하는 숲 교육

을 몇 년째 받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질퍽지게 놀고 소리 

지르고 나면’ 회복이 되는 에너지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놀이터의 모

래 보다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연환경에서 아이들이 실컷 놀 수 있

는 경험과 문화를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내가 해보지 못해서인 경우도 있고 

내가 해봤으니 좋았다 내가 어렸을 때는 땅강아지 파고 곤충들 잡고 

메뚜기 잡고 근데 이 녀석들은 그걸 못하니까 숲에 넣어주는 거고 제

가 살아온 경험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19년 05월 29일)

정아: 자연이 주는 치유. 자연이 주는 힘 때문인 거 같아요. 산에서 고함  

지르고 갔다 오면 한 3일은 아이 얼굴이 다르거든요. 그걸 경험해서 

처음에는 달에 한번 하다가 달에 두 번 둘째 넷째 주 토요일로 밀어

서 3년 온 거. 확실히 자연에 갔다 오면 녀석의 얼굴이 달라지고 자

연에서 노는 그게 천문은 별은 보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게 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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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대 같은 과학 활동도 시키긴 하는데 천문대에 다녀왔을 때랑 자

연에서 그렇게 고함 지르고 올 때랑 다르더라구요. (2019년 05월 29

일)

정아: 아이들 6살부터 숲 체험을 한 달에 두 번씩 산에 가서 생태를 보

거든요. 자연이 아이들의 감정 정화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갔다 오면 

신나하고 그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와 고함도 지르고 감탄하고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감정 정화에 좋더라구요. (2019년 05월 

29일)

정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릴 때 기억을 찾아서 돌아간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릴 때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문화의 힘으로 어른

이 되어서까지 남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자연에서의 

경험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한 기억으

로 되고 다시 자연으로 이끌어 줄 ‘문화의 힘’을 남겨주고 싶어 했다. 

정아: 성인은 스스로 어릴 때 기억을 찾아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회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경험들이 살려주는 것은 그 문화의 힘이 다시 

그 아이들을 이끌꺼라고 생각하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

요. (2019년 05월 29일)

정아는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다른 

참여자들을 위해서 도둑게의 유생털이가 끝난 후 별자리 해설을 해주고 

별자리 중 ‘게 자리’와 관련된 기념품을 준비했다. 이렇게 다른 참여자 

들과 아는 것을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에 가치를 부여하고 기쁨

을 느꼈다.

정아: 자랑 엄청 했어요. 좋았다고. 갔는데 거기 갱번마루 숙소 개미가 

많이 나왔지만 그 숙소 폐학교였던 것도 애들한테는 너무 신기하고 

좋았다고 하더라구요. 호텔 묵었을 때보다 학교에서 자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운동장에 있고 애기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2019년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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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9일)

정아: 게라는 거 하나로 이곳에 갱번마루에 와보고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신기하고 좋았구요. 보든 못 보든 이렇게 하나가 생태

가 문화가 돼서 사람들과 애들과 여행을 할 수 있고 이야기거리가 되

는 게 너무 좋았어요. (2019년 05월 29일)

4.2.4 가음: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가음은 남해에서 나고 자랐지만 바다와 가까운 곳은 아니라서 초등

학교 5학년이 되어서야 바다를 처음 보았다. 어른이 되어서는 도시에서 

살았고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남해에 돌아와서 정착하고 싶지 않았

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17년 만에 남해에 돌아왔고 점차 적응해서 살아

가고 있다.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생활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원

래 바다소리 듣고 바다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가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바다에 가본 적이 없고 냇가에서 놀고 

형님들 오빠들이랑 수영하고 바다에 그거한 적은 없는데 그거를 안했

을 뿐이지 바다수영도 잘하고 즐겨해요. 해산물 날것은 못먹어요. 이

제 조금씩 먹기는 했는데 날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2019년 

04월 22일)

가음: 저는 바다소리를 좋아하거든요. 파도소리나 바다에 가면 바다내음

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바다 하면은 확 뜨인 그런 것들도 좋긴 한

데 바다에 갔을 때는 그 소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파도 소리나 

이런 것들을. (2019년 04월 22일) 

가음: 옛날에 살 때는 아무런 생각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커서 보니까 시

골살이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왜냐면 제가 17년 만에 들어왔거든요. 

(2019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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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에는 남편과 아들도 함께 

참여했고 아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에 신청했지만 본인이 더 신기해했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한편으로는 남해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남해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프로그램 운영을 남해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가음: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애들한테 주 목적은 애들한테 그런 거 

경험해 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참여했으니까 애들한테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근데 내가 더 신기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본 것 같은데요. 너

무 신기했어요. 우리 신랑하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남해에서 하는데 

어떻게 남해 사람이 안하고 위에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아니 이런 걸 남해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거지 

않을까 우리 신랑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 아쉽긴 하다.  

(2019년 04월 22일)

4.2.5 혜린: “우리 애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혜린은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경남에서 교직 생활을 했다. 경남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경기도에 

올라온 지 10년 정도 되었다. 혜린은 어렸을 때 자연을 접한 경험이 

별로 없었고 동식물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 

면서 나이가 들고 자녀가 자연과 동물을 좋아하여 관련 체험 프로그램 에 

참여하게 되면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혜린: 제 어릴 때에 환경이 이렇게 자연과 접하는 환경이 아니었어가지고 

진주가 중소도시긴 하지만 도시거든요. 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동식물

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모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얘기 들으면서 

요즘 보면 해설 들으면서 체험하거나 관람해도 상당히 재미있더라구

요. 나이가 드니까. (2019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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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린은 자녀가 자라면서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박

물관에 가자고 하면 싫어하고, 캠핑이나 낚시를 가자고 하면 아이가 따

라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도

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보았을 때에도 자녀

가 상당히 관심 있게 체험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하게 되었

다. 혜린은 자녀가 프로그램에 참여한지 2년이 지난 후까지도 기억을 하

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프로그램이 정말 인상 깊은 경험 이었다고 

여겼다.

혜린: 바닷가 갈 일 있을 때, 게를 볼 때 저희 애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

나가 수산시장 구경을 엄청 좋아해요. 바닷가 가면 시장에 온갖 해양

식물들이 여름에는 수산 시장 가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보고 있

어요. (2019년 05월 14일)

혜린: 저희 애는 예로 들면 살아 움직이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온갖 동

물들에 자기 꿈이 넓은 집에 각 동물들을 다 키우는 게 꿈이거든요. 

게도 자기가 평상시에 관심이 없었을 건데 앗 오늘도 그 얘기 하더라

구요. 오늘 출근할 때 여름에 현서 누나네랑 도둑게 그 2년 전에 가

봤었지. 그거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 할 거다. 했더니 엄마 그 게가 알 

낳는 거 너무 신기했어 그러면서 저희 애가 기억을 (하더라구요) 자기

가 관심 있지 않은 건 한달 전에 것도 다 까먹는 애거든요. 몰라 엄마 

막 그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건 좀 기억하고. 그 2년 전, 재작년 3년 

전에 일을 기억했다는 건 제가 느끼기엔 대단한 거거든요. (2019년 

05월 14일)

혜린: 저희 아이는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땅을 사고 싶대

요. 제주도에 땅을 사서 넓은 데에 개를 키우고 뭘 키우고 잠시 내려

와서 하는 건 좋아도 계속 제주도에 살면 좋을까? 자기는 개만 있으

면 좋대요. 키우고 그런 걸 좋아해요. (2019년 05월 14일)

혜린: 저 같은 경우는 강요하는 게 없고 오히려 저희 애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제가 몰랐던 분야를 알게 되는 경우가 



- 118 -

있죠. 우리 애를 통해서 동물 게 이런 여러 가지 습성에 대해서 들어

서 좀 알고 있고 야구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입시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2019년 05월 14일)

4.3 사회

4.3.1 건우: “동아리 아이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건우는 경남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학

창 시절에 반딧불이를 보았던 것을 경이로웠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

다. 중학교 때부터 생물 과목을 좋아하게 되었고 대학에 원서를 쓰게 되

면서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게 되면서 다른 것에 비

해서 ‘생물을 독보적으로 좋아해서’ 생물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 

생물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졸업 후에는 생물교사가 되어 모교에서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건우: 생물을 좋아하게 된 게 제가 여기 학교 다닐 때 저 2,3학년 때 가

르쳐 주신 게 생물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와) 같은 재단이라서 같이 올라가셨어요. 시기가 맞아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배우고 1,2,3학년을 계속 배우니까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꿈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모든 교과목 

중에서 생물이 좋으니까 독보적으로 좋으니까 그래서 생물 관련된 과

를 다 넣었었거든요. 근데, 합격, 불합격 발표 다 나고 선택할 때쯤에 

미래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하게 된 거에요. 생물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2019년 03월 06일)

발령 받고 한 달 정도 지나서는 “뭘 좀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생

태동아리 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학생들과 생태 관련 활동을 하고 있었

다. 이렇게 학교에 근무하는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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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

다. 건우는 예산을 배정 받고 생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어떤 체

험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수업을 준비하며 매일 야근을 하곤 했다. 막

상 과학 교사가 되고 나니 학생들은 생물 교사인 건우가 동식물의 이름

을 가르쳐 주기를 기대했지만 생물들에 대한 전문적인 분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동식물의 

이름을 알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생태 동아리 활동으로 되도록 아이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경이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기억 에도 오래 남을 것

으로 생각하고 농사를 짓거나 갯벌에 다녀오는 등의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건우: 요즘 애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작물을 키우거나 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들은 쉽게 질려하고 지루해 하고 이거

를 뭔가 재미로 안 느끼고 노동으로 느끼더라구요. 나는 그냥 일을 한

다. 그럼 흥미가 떨어지고 계속 식물을 안 보게 될 것 같은 그래서 제

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직 중학생인가 최대한 다양하고 신기한 것들

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관찰하면서 신비한 부분들을 찾아

낼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하고 신기한 경험? 경이로운 경험? (2019년 

06월 15일)

건우: 경이로운 경험은 예를 들어서 갯벌체험을 했으면 제가 어릴 때 했

던 갯벌체험은 그냥 계속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갯벌이라는 걸 꺼내 보

니까 아 갯벌이 있었어. 갯벌체험 했던 거 같아. 그러고 끝이 나잖아

요. 근데 뭔가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냥 수시로 기억이 꺼내지

고 다른 체험을 했을 때 그 때 기억이 연결되고 그렇게 계속 연결되

는 것 같아요. 연속성. (2019년 06월 15일)

건우는 신규교사 1년차로 생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던 중 공문을 

통해서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다. 프로

그램이 방학 중 야간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동차에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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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태우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 열정적인 신규교사의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 당일에는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고 늦게까지 도둑게

를 관찰하였다. 프로그램 후에는 다시 아이들을 태우고 자정이 넘어서까

지 학생들을 모두 집에 데려다 주었다. 건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학

생들과 오랜 시간 기다려서 유생털이를 본 것을 인상 깊고 경이롭게 기

억하고 있었으며 생물 뿐 아니라 달의 위상과 물때와 같은 여러 과학적 

세부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학과 메이커 수업을 하기에 좋은 소재

라고 받아들였다.

건우: 발령받고 한 달 지나니까 뭘 좀 해볼까? 전에 정규 동아리 지원사

업은 떨어져서 뭐든 해 봐야지 덜커덕 되가지고 처음에는 10명 정도 

하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 에요. 그 때 당시가 20명 정도였구요. 그러

고 연말에는 보니까 27명 정도 제가 뭔가 체계적으로가 2주에 한 번

씩 이렇게  제 성격이 그렇지가 않고 정신이 없으니까 정말 말 그대

로 자율동아리 저는 격주로 할거다 말을 해두고 아이들은 마음대로 

오게 그래야 뭔가 체계적으로 하면 책임감이 더 가중되는 느낌 그냥 

아이들도 놀러오는 개념으로 오고 저도 같이 노는 개념으로 해요. 

(2019년 03월 06일)

건우: 개인적인 관심도 있었죠. 왜냐면 약간 그 때 당시가 초임이었는데 

작년이 첫해인데 뭔가 과학 선생님인데 생물학적인 지식이 있지만 분

류학적인 지식이 없는 거 에요. 애들이 보통  과학 선생님한테 바라는 

건 이 식물이 뭐에요? 저 동물이 뭐에요? 근데... 그래서 식물, 동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구요. 또 그 때 당시가 갯벌 캠프가 

두 번인가 간 다음이었거든요. 갯벌에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구요. 그러

고 공문이 오니까 아 되게 좋은 기회다 싶더라구요. (2019년 03월 

06일)

건우: 일단은 (유생을) 터는 게 가장 기억에 남구요. 뭔가 오래 기다렸다

가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딱 봤을 때 성취감 이런 게 

애들도 있고 나중에 됐을 때는 좀 기다리는데 언제 터는 거야. 인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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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하는 느낌? 나중에 되니까 애들이 더 보고 가자고 그랬거든요. 

(2019년 03월 06일)

4.3.2 현민: “남해 사람이 남해를 너무 몰라요.”

현민은 원래 남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렸을 때 ‘섬집아기’ 노래 

가사처럼 갯벌에 조개를 캐러 간 엄마를 기다렸다. 현민의 엄마는 갯벌

에 나가서 여러 가지 해산물을 캐서 팔았고 바닷가 음식을 먹는 것이 일

상이었다. 하지만 어렸을 때에는 도시에 나가서 사업가가 되어야 성공한 

삶이라는 생각에 도시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고 도시에서 초등학교 선생

님 이 되고 결혼을 했다. 

현민: 엄마가 바닷가에 그 어렸을 때 섬집아기 노래처럼 엄마가 굴 따러 

가면 그 가사 그대로에요. 누나랑 저랑 놔두고 엄마는 파래 뜯고 돌김 

따서 말리고 그 다음에 바지락 캐는 게 있어요. 업자들이 씨를 뿌려놓

으면 엄마가 그걸 캐는데 엄마가 글을 몰라요. 그러면 가지고 오시면 

오늘은 얼마나 캣노? 하면 오늘은 4.2키로 캤어요. 어제보다 0.5키로 

더 많아요. 돈으로 치면 얼마고? 제가 얼마라고 말했을 정도고 좀 더 

크고 나면 그런 거 있었어요. 엄마가 (갯벌에서 캔) 짐을 가지러 오라

고 해요. 많이 무거우니까 싣고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와야 하는데 

우럭조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주려고도 하고 명절 때 쓰려고도 하

고 뻘 빼내서 씻고 말리고 해서 쏙 같은 거 기본이죠. 된장 풀어서 뽀

글뽀글 해서 개털 붓으로 이렇게 해서 잡고 (2019년 04월 21일)

현민: 중학교 때 수산업을 배웠거든요. 저희는 옆에가 수산고등학교가 있

었어요. 그래서 옆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수산업을 배웠는데, 독특했

는데 정말 싫었어요. 저는 시골 살 때 도시 지향성이 정말 강했어요. 

한참 어릴 때는 서울대 상대를 나와야 돈을 많이 버는 사장님이 되는 

줄 알고 상대 외에는 많은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어요. 그 때가 중학

교 땐데 수산업을 배우는데 물고기 이름을 배우는데 미치겠는 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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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 때 유일하게 기억나는 거 하나는 자정능력이라고 하는 거 기억

해요. 바다는 자정능력이 있어서 뭔가 바다로 다 가는데 그 바다가 그

걸 다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더라. 그 하나가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구

요.  (2019년 04월 21일)

현민은 도시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남해에 돌아오기로 

결심하고는 부인을 설득해서 남해로 이사를 왔다. 지금은 남해에 주택을 

짓고 농사도 짓고 닭이랑 개도 기르면서 생활하고 있다. 남해로 돌아와

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남해의 아이들이 지역이나 바다에 대한 경험

과 지식을 갖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해 사람이 남해에 대해

서 잘 모른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 무렵 공문을 통해 ‘도둑게

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어나고 자란 남해에서 집 마당이나 논에 돌아다니던 도둑게가 유생털

이하는 모습을 처음 보고 감동 받았고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이 외지인이 아니라 지역의 사람 들이 관심을 갖고 운영해야 한

다고 생각해서 다음 해에는 프로그램에 강사로 활동할 만큼 적극적이었

다.

현민: 지금도 그런데 와이프 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남해사람이 남해를 너

무 몰라요. 생태를 특히 바다생태를 특히나 잘 모르겠더라구요. 종류

도 모르고 기능과 가치도 모르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고민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 때 뒤에 또 갯벌학교가 열린다거나 갯벌학교를 안하다

가 다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2019년 04월 21일)

4.3.3 준모: “내가 해안도로 내는데 일조했던 사람이야”

준모는 남해에서 나고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도둑게를 항상 보면

서 생활해 왔다. 중장비 다루는 일을 하면서 늦은 나이에 조경을 공부하

여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인근 9개 마을 중 6개 마을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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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운영하고 있는 숙박, 체험시설인 갱번마루의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함

께 하고 있다. 몇 년간 갱번마루가 재정적으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운영

위원장이 되면서 여러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갱번마루 운동장의 

잔디를 건강하게 가꾸고 나무 가지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연못을 만들면

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다. 특히, 갱번마루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 소유의 포크레인이나 트렉터 등의 기계를 직접 이용해서 안

팎을 가꾸고 있다. 

    

준모:(위원장) 요청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은 조경학문하고 비슷한 면

이 많거든 시설물 수목 관리. 다 조경에서 같이 하는 분야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 있지. 여기가 그냥 휴양 체험마을로 먼저 선정이 되

고. 하다가 인성학교가 들어왔고 체험마을이 들어왔고 세 개가 같이 

있어요, 어쨌거나 도농교류 사업이라 막연하게 도시사람들 불러들여가

지고 재워주고 밥이나 얻어먹고 이 수익 가지고 운영해가지고 지역민

들한테 이익이 생기면 나눠먹자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맡지 않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꽉 찼어. 그리고 이 지역을 통틀어서 

문화의 수준도 높이겠다. 안 그러면 내가 맡을 이유가 없지. (2019년 

08월 31일)

준모는 갱번마루의 문화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해 왔던 

갯벌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목공이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준

모는 90년대에 그 곳 마을에서 이장을 하면서 해안도로가 빨리 생길 수 

있도록 관여하기도 했고 도로에 게가 있어도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하

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보아 왔던 도둑게의 생활사에 대

해서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유생털이 과정을 알게 되고 그 과정

을 관찰하면서 해안도로로 인한 로드킬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해안도

로를 지날 때에는 조심하게 되었다. 

준모: 도둑게는 우리가 아장아장 걷고 하면서부터 계속 봤던 건데, (도둑

게의 생활사를) 잘 몰랐어요. 내가 해안도로를 개설할 때 내가 이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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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결국 지금 보면 후회가 되지 많이. 내가 한 

때 이장을 할 때 처음 첫 삽을 뜬 거야. 내가 억지로 재촉해서. 97년

도. 그 때는 여기가 발전 하려면 해안도로가 생겨야 한다. 그래야 사

람들이 해안 경치도 보면서 관광화시킬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원했는

데 지금 보면은 다른 생물들한테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지. (2019년 08

월 31일)

준모: 관심 없이 차를 타고 다닐 적에 게들이 나와 가지고 도로변에 나와 

있어도 그냥 지나가도 관심도 안두고 밟고 지나가도 운전하는 사람이 

뒤에 들어와. 빠사지는 소리가. 빠사지는 소리가 다 들어와. 별 관심 

없이 그래 했었거든. 그랬었는데 아 이러면 안되겠구나. (2019년 08

월 31일)

6. 연구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경험

5.1 새로운 지식: “정말 처음 알았어요”

2018년 1기로 참여했던 40명 중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영

상으로 도둑게를 본 적이 있는 두 명을 제외한 38명은 도둑게에 대해서 

사전에 접해본 적이 없었다. 인근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2018년 

2기 참여자 15명 중 9명은 거주지 근처에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논이나 집 주변’에서 도둑게를 본 경험이 있었으나 도둑게의 생활사나 

유생털이에 대한 사전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도둑게가 만조선보다 높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포란을 한 암컷이 바다

에 나가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로드킬 이 일어난

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 글을 통해서 우리나

라에 서식하는 육지성 게인 도둑게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유생털

이 모습이나 로드킬 사체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특히, 주로 육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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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육지성 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꼈다. 프로그램 실

시 후에는 도둑게의 암수 구별 방법, 생활사에 따른 서식지 이동, 포란

과 유생털이를 위한 이동 리듬에 대한 지식을 기억하고 되었다.  

혜린: 다 새로 알게 됐죠. 저는 도둑게라는 명칭도 새로 알게 됐죠. 안들

어 본... 경남이고 바다가 멀지 않은데도 도둑게라는 걸 처음 들었고 

도둑게가 육지에서 사는 게 종류가 있다는 것도 육지에서 생활하다가 

산란할 때만 강으로 내려온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죠. 또 그리고 로드

킬이라는 단어도 그 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로드킬을 당한다는 거. 

(2019년 05월 14일)

혜린: 그 때 갔었을 때에 애들이 너무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제 애 한명

하고 제 동료교사 선생님 애 하고 애 두 명하고 저도 그 도둑게라고 

하는 그 생명체 자체를 선생님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진짜 

처음 무식하게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게는 알아도 도둑게는 몰랐어

요. 저는 그런데 생명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 너무 재

미있더라구요. (2019년 05월 14일)

혜린: 그런 거는 운전하고 가면서 잘 띄고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연수

를 안받았으면, 안받고 올여름이라도 바닷가를 가서 게가 눌려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큰 개나 고양이가 죽어있는 건 

정말 막 소름이 끼치면서 안타까워 하는데 뭐 이렇게 조그만한 게가 

눌려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작게.. 게라고도 생각 안했을 것 같아요. 

연수를 받고 나서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그 생각이 나요. 저희 애하

고 얘기 한 적도 있고. 그 뒤에. 그 때 갔었지? 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안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인상적이었어요. 제 입장

에서는 저희 애도 그렇고. (2019년 05월 14일)

진희: 일단은 조에아. 꽃게가 어떻게 번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먹

기만 했지 보기만 했지. 음식물 상태로만 보고 갯벌에서 잡았다가 풀

어주는 딱 고거로 접했지. 그러다가 얘네들도 생존을 위해서 이런 일

을 하는구나. 로드킬 당하는 것도 전혀 상상 못했던 경험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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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21일)

수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알 터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렇게 내려

온다는 거 그러다가 로드킬 당하고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이 없는... 로드킬 당한 거에 대해서 게를 보러 간다고 글자로 봤을 

때와 실제로 가서 봤을 때 느낌이 정말 달랐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실제로 보기 전까지 그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생활에 그냥 먹는 거로, 애 하고 체험하러 가는 거 부산에 해양박물관

에 가서 보는 거 정도지 일상생활에서 해양생물에 대해서 그렇게 깊

이 있게 까지 생각해 본 적은... (2019년 02월 21일)

건우: 제일 그거한 건 그네들의 살고자 하는 종족 번식이라는게 자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남

해는 특히 제사를 지내거나 하면 달이랑은 음력이니까 그런 사고들이 

참 강하거든. 보름달이 뜰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달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네들에게 그렇게도 알게 됐고. (2019년 03월 06일)

수연: 그 말 자체도 굉장히 신기하더라구요. 게가 어디 살 거 같애? 그게 

아이도 어른도 육지에서 산다는 거 자체를 거기서 굉장히 흥미를 느

끼고 신기해 한 거 같아요. (2019년 03월 07일)

5.2 경이로운 체험에서 감정이입으로: “감동”, “얼마나 힘든 줄 알

아?”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감

동, 경이로움, 신기함, 놀라움, 경외감, 자연의 신비’를 느꼈다. 프로그램 

내용을 이미 알고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았을 때랑은 ‘정말 

다르게’ 느꼈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도둑게의 유생털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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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감정이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인데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인데 아 근데 몰라 애들은 모르

겠는데 일단은 애들한테는 일회용일런지는 모르겠는데 일회용 이벤트 

같은 뭐 그냥 해 봤어 그런 느낌인데 저 입장에서 보면 와! (2019년 

04월 21일)

수연: 게가 그 때 맞춰서 간다는 거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길이 도로가 

되어 있어도 그렇게 해도 알아서 간다는 게 어떤 그거에 의해서 가는

지 인간이라면 알람을 맞춰 놓겠지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

한 것 같아요. 저는. 맞죠? 시계도 없고 누가 가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여러 가지 설들이 그게 유리한 것은 알

겠으나 게가 그 때 맞춰서 간다는 거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길이 도

로가 되어 있어도 그렇게 해도 알아서 간다는게 어떤 그거에 의해서 

가는지 인간이라면 알람을 맞춰 놓겠지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2019년 04월 21일)

민서: 너무 안타깝고 그러더라구요. 

연구자: 경이로움과 안타까움이나 슬픔 중에 어느 쪽 감정이 클까요?

민서: 경이로운 게 더 큰 것 같아요. 자연의 신비. 되게 

연구자: 산란을 봐서 신기한 걸까요? 그 때 나오는 게 신기한 걸까요?

민서: 둘 다 인 것 같은데 일단 산란하는 장면이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물가에 가서 이렇게 몸을 떠는 그게 모습을 본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TV에서 본 적도 없고 아예 없거든요. (2019년 05월 08일)

현민: 바다가 그네들이 살아가는 동참해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지켜

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면 그건 행복 인 거 같아요. 그 프로그램

이 되게 좋았고 올해도 그걸 한다고 그러기에 두말 없이 또 신청한다

고 했어요. (2019년 04월 21일)

몇몇 참여자들은 도둑게의 생물학적 사실과 상관없이 유생을 털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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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동을 ‘아파한다’, ‘힘들다’고 받아들였고, 도둑게의 편안함을 위해서 

‘불빛을 낮추고 조용히 해줘야 한다’면서 인간의 출생 상황에 빗대어 이

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민서는 도둑게가 그냥 돌아다니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이 생물의 중요한 순간 살아가려는 노력’을 보았기 때문에 존재

로 다가왔고 ‘암컷의 삶’, ‘새끼를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오는’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민서: 손전등 불빛 낮춰줘야 한다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자식을 낳았을 때 경험을 투영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

꼈어요. 아파하고 있구나? 몸이. 출산의 고통이 있겠죠? 뭔가 잘 모르

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좀만 참으면 된

다고. (2019년 05월 08일)

가음: (자녀가 도둑게의 유생털이 모습을 흉내 내며 재미있어 함)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힘들게 낳는 거야. 그래 알이 몇 개야. 하나 낳기 얼마

나 힘든지 알아? 애가 고생해서 나와요. (2019년 04월 22일)

가음은 아이들에게 도둑게의 유생털이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일 

수 있지만 본인에게는 도둑게의 유생털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과정으로 

느꼈다. 수연 역시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게가 원래 이런 건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른들은 ‘배경지식이 있으니까 더 신기할 수 있겠다’ 

고 여겼다. 가음과 수연은 과거 출산의 경험을 떠올리며 게의 유생털이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수연: 너무 희귀하고 정말 엄청난 경험인데 얘들은 처음 하는 경험이 그

냥 그거니까 원래 그런가? 약간 이것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른이 더 신기하겠구나.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정말 드물구나 

정말 희귀하구나 이런 내가 알았던 것과 다르구나 이런 게 있어서 어

른이 더 신기할 수 있겠구나. 그 때 어른들 되게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 막 턴다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2019년 03월 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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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음: (출산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달랐을 것 같아요. 얘들이 얼마나 힘

들까에 대한 부분이 달랐지 않을까요. 우리 조카들도 보면은 ‘와 신기

하다’라고 이야기 하고 재미있다고 얘기했는데 얘들이 그거는 모를 것 

같아요. 이 애들(도둑게)이 힘들꺼라고 건너오는 것부터 힘들게 오고 

있었는데 낳고 또 다시 올라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2019년 04월 22일)

진희: 출산 전이었으면 그렇구나에서 그쳤을 것 같아요. 출산을 경험했었

으니까 어떤 심정인지 자꾸 이입 되가지고 감정이입이 돼서 그 힘들

었을 그 내려와서 털고 더 안타까운 게 있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감

정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9년 02월 21일)

5.3 관계를 통한 깊은 인식: “남의 일이 아닌 것”

참여자들은 이미 프로그램 안내와 실내 교육을 통해서 도둑게가 유

생을 털기 위해 바닷가로 이동을 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로드킬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유생털이를 보기 위해 이동하는 과

정에서 이미 로드킬 사체를 목격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도둑게의 로드킬에 

대해서 유생털이를 관찰하고 감정이입을 경험한 후에는 도둑게의 로드킬

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영화 주인공이 죽으

면 너무 슬퍼하듯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인식의 변화를 겪었다. 또

한, 로드킬 사체만 본 것이 아니라 생명이 탄생하는 유생털이를 보았기 

때문에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도둑게를 ‘생명’ 으로 느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로드킬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로드킬이 많이 일어나는 지점과 

그 주변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유추하면서 로드킬 저감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희: 아 로드킬. 남의 일 지나가면서 다른 동물들 종종 보잖아요.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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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없는 일. 지나가다가 보는 거 나만 안당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

는데 어제 하다 보니까 개입이 딱 되는 거 에요. 그 순간부터.. 어 이

거 남에 일이 아닌 거 에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8년 08월 12일)

진희: 파각 하는 소리가 정말 들어오더라구요. 소리가 애들도 그게 인상

이 깊었었나 봐요. 처음에 끝나고 돌아올 때 사람이랑 같이 들어가는

데 차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길을 막아섰거든요. 그 게가 다 지나

갈 때까지 이렇게 차가 비켜가게 사람들을 비켜가게. 그런데 계속 그

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빠각하

는 소리가 들리는데 게가 알 터는 걸 보고 가는 길에 그 소리를 들으

니까 어 울림 뭐라고 해야 되지 와 닿는 게 다르더라구요. 방금 얘가 

알 터는 걸 봤는데 걔가 이제 딱 죽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안타

까워서 그 때 애들이 저녁에 조심하라고 아빠 차 때문에 게 죽을 수

도 있다고 (2018년 08월 12일)

수연: 관여라는 단어에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어제 같이 한 얘기였거든

요. 처음 지나갈 때에는 남의 일이었는데 산란하는 걸 보고 나니까 관

심을 가져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2018년 08월 12일)

수연: 굉장히 생명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이제 얘들이 그냥 죽는 거만 본 

게 아니고 알을 털러 오는 것도 전후에 봤잖아요. 길에서 죽은 것도 

봤고 알 털고 나서 죽은 걸 봤죠. 아침에도 또 봤고 그러니까 감정적

으로 이입이 되는 뭔가 하는 부분이.. 걔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사

람들 차에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길을 지켜 주게 되고 막 미안한 마

음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19년 03월 07일)

수연: 이입이 많이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때 그 갯벌학교 교장선생

님 그 분도 설명을 좀 해주셨잖아요. 이제 도둑게 본 게 90프로 이상

이지만 그런 설명이나 들으니까 인간이 해안도로를 만들면서 산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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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에 로드킬이 그런 것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바다 아니래도 인간

이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전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죽는 걸 봤으니까 빠각 빠각 하는 소리 정말 콕 와닿는 거죠. 

정말 감정 이입이 되고 그 전에 그걸 하면서 사용재 정도로 생각했다

면 진짜 이입이 돼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도둑게를 바라보게 되고 그 

전에 로드킬 흔적을 찾아본다고 프로그램 상에 있었을 때 그 느낌보

다 이입이 돼서 그런지 더 많은 게 눈에 띄고 굉장히 안타까웠고. 

(2019년 03월 07일)

준모: 여기 사람들 인식이 어떠냐면 이 놈이 귀중한지 모르는 거라. 우리

가 어릴 때부터 이 지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하고 도둑게 하고 

아무 상관 없는 연결성이 없는 생명체로 봤거든. 남이 지나가는 거랑 

똑같이 봤다는 거지. 죽어도 관심 안 쓰고 그런 게 깔려있어서 죽더라

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못가지게 되다가.. 이

번에 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 변화가 많이 왔다고 

봐야지. 주 목적은 유생털기를 보러 갔거든. 그게 자기들(마을 사람들)

은 경이로운 거고 그 담에 그걸 보고 나니까 요놈들이 죽는게 안타깝

다 이거지. 보고 나니까. (2019년 08월 31일)

5.4 행동과 참여: “그냥 두고는 못 보겠는 거에요.”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관찰하면서 감정이입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숙

소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도둑게의 로드킬 상황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자동차를 멈추게 하거나 도둑게를 손으로 안전하게 옮겨 주는 행동

을 했고, 로드킬 되어 있는 사체의 ‘알이라도 바다에 옮겨’ 주고 싶어 했

다. 또한, 수연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차에’ 로드킬 된 것이

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공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어떻

게 하면 로드킬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동차 통행 제한, 

지역 축제 등 로드킬 저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둑

게에 대해서 너무 알려지면 사람들이 도둑게를 잡아갈까봐 고민하는 모



- 132 -

습을 보였다. 

진희: 끝나고 가다가 어제 로드킬 빠각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전에는 보다

가 차 오는데 어떡하지 어머 하다가 로드킬 당했거든요. 그러구 나서 

또 걸어가는데 중간에 차가 오는 거에요. 그 때는 이제 손을 다 같이 

잡고 게를 지키러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두고는 못 보겠는 거에요. 

(2018년 08월 12일)

수연: 오면서도 도둑게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

더라고요. 6,7,8,9월이면 행사 같은 걸 해서 길 같은 걸 만들어준다던

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홍보만 된다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곁들

여서 지역 축제를 한다면 통행을 막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여덟 번이

면 많지 않으니까. (2019년 03월 07일)

정아: 통로가 막혀 있다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아서 인간의 도로가 막

혀있다는 느낌. 이게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살렸으면 좋겠다

는 느낌이 들었어요. (2019년 05월 29일)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곳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현민’은 남해 사람

들이 남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

었다. 어렸을 때부터 집 주변에서 흔하게 보아왔던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본 것에 대해서 ‘감동’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고 몇 시간이든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했

다. 남해에서 이루어진 도둑게 프로그램을 ‘남해 사람’이 아닌 ‘윗쪽 사

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고 책임감 을 느꼈다. 그 

다음해의 도둑게 프로그램과 도둑게 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고, 남해 사람으로서 추후에 도둑게 프로그

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인근 중학교에서 근무

하는 건우는 생태 동아리 지도교사로서 학생들과의 체험을 위해서 동아

리 학생들 4명과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신규 교사로 열정이 많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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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학생들을 데리고 가더라도 도둑게를 보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도둑게 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싶어 했고 교사 연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

현민: 와이프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남해사람이 남해를 너무 몰라요. 생

태를 특히 바다생태를 특히나 잘 모르겠더라구요. 종류도 모르고 기능

과 가치도 모르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고민하고 있는 찰라였는데 문

제는 그 때 뒤에 또 갯벌학교가 열린다거나 갯벌학교를 안하다가 다

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떤 것보다 전 가족

이 참여를 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2019년 04월 21일)

현민: 직접적으로 죽었다는 느낌 보다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가 올 때 차를 세워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예전 

같으면 뭐가 뚜둑하고 말았을 개체들인데 그날 그네들이 먼길을 달려

온다고 하고 차가 오면 잠깐만 세워서 그랬던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2019년 04월 21일)

건우: (도둑게 산란 해설 지역활동가 양성과정 운영이 된다면) 그럼 너무 

좋아요. 올해 양성과정을 하고 저도 가고 싶은데 혼자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구요. 혼자 가면 그냥 도둑게만 보면 되는

데 설명을 배경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과정(양성자 과정)을 꼭 들어야

겠네요. (2019년 04월 21일)

5.5 사회적 공유와 확장: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 하고 싶어요”, 

“그 경험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민서는 다른 사람들과 도둑게의 산란을 보면서 ‘같이 그런 놀라움을 

느껴서’ 더 즐거웠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 더 감동을 느꼈다. 수연은 프로그램 둘째날 아침에 로드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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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을 마친 후 참여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

각과 의견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

었던 것을 의미 있게 기억하고 있었다. ‘건우’는 학생들이 ‘신기하고 놀

라운 경이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호기심과 흥미를 좀 더 끌어올 수’ 있

고 그런 경험은 ‘수시로 기억이 꺼내지고’ 다른 경험과 연결되기 때문에 

경이로움 체험에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 학생들에게 경이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했다. 

민서: 그 순간을 봤을 때 경이로움. 그리고 이제 같이 거기 계시는 분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같이 그런 놀라움을 느꼈을 때 

그게 또 즐거웠어요. 아이들한테 되게 막 그 경이로움을 애들이랑 부

모님들이랑 같이 느꼈다는 게? (2019년 05월 08일)

정아: 그냥 가족 간의 시간. 여행 기억 그거였던 거 같아요. 단순히 그게 

그냥 교육적일 것이라는 거 말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우리 그

곳에 함께 있었다는 기억. 가족의 기억. 문화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

요. 게 산란이라는 자연현상 적인 거 말고 우리가 함께 거기 가서 봤

고 동네를 돌아볼 수 있고 문화의 기회가 되는 게 게의 산란을 보러 

가는 거 같아요. (2019년 05월 29일) 

건우: 학교에서 작물을 키우거나 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들은 쉽게 질려하고 지루해 하고 이거를 뭔가 재미로 안 느끼고 

노동으로 느끼더라구요. 나는 그냥 일을 한다. 그럼 흥미가 떨어지고 

계속 식물을 안 보게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

직 중학생일 때 최대한 다양하고 신기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제 스스로 관찰하면서 신비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다양

하고 신기한 경험? 그런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갯벌체험을 했으면 제가 어릴 때 했던 갯벌체험은 그냥 계속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갯벌이라는 걸 꺼내 보니까 아 갯벌이 있었어. 갯

벌체험 했던 거 같아. 그러고 끝이 나잖아요. 근데 뭔가 경이로운 경

험을 하게 되면 그냥 수시로 기억이 꺼내지고 다른 체험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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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기억이 연결되고 그렇게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연속성 

(2019년 03월 06일)  

진희: 그냥 처음엔 볼 때는 너무 신기하다. 거기서 찍은 동영상을 친구들 

보여줬거든요. 친구들도 아 이게 벌어지는 거였어 부터 해서 그게 열

고 싶다고 열어지는 거였어? 친구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이걸 보는 거 

자체가 신기하고 (2019년 02월 21일)

모든 참여자들은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관찰한 경험과 감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둑게의 유생털이라는 경이로운 

경험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이나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동영상으로 보여주

거나 이야기했고, 민서는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촬영한 것을 SNS에 공유

하기도 했다. 

민서: 자연의 신비를 느꼈죠 좋았어요. 그걸 동영상으로 인스타에 올렸어

요. 다른 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교사 친구들이 게장 먹었는데 너

무 미안하다 게한테 그런 댓글을 단 친구도 있었고 징그럽다고 한 친

구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2019년 05월 08일)

현민: 저는 어디 가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너 도둑게라는 거 아냐? 말로 

설명을 못해주겠는데 그것이 갖는 감동을.. 근데 어른들한테 그 이야

기를 해주면 어른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요. (2019년 04월 21일)

프로그램 참여 후 1년 후인 2019년 여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했을 때 10명의 연구 참여자 중에서 9명이 다시 참여를 희망했다. 9명 

중 6명은 다른 가족이나 학부모 공동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

했다. ‘민서’는 친구들과 함께 가도 될지 문의했고, ‘건우’는 지도 중인 

생태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두 가족과 함께 가도 되는지 문의했다. 이렇

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가족, 친구, 연인, 운영 중인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다시 경험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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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참여자들은 생태와 환경에 대한 관심, 어촌에서 즐거웠던 유년 시절

의 기억, 자녀의 체험,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

착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에 신청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에는 

각자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서의 인식과 경

험을 재구성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진희의 자녀는 길에 

죽어 있는 벌레를 보면서 도둑게의 로드킬을 떠올리는 것을 보면서 프로

그램에서의 경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수로를 올라오는 물고

기를 보면서도 프로그램 전과는 다르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동하는 것

으로 이해하며 도둑게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떠올렸다. 다른 참여자 보

다 유독 진희의 가족은 프로그램이 끝나고 6개월 이상 지난 후까지도 

도둑게의 로드킬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의 대화에 등장하고 있었다. 이것

은 진희의 어린 시절 갯벌 경험과 가치관의 영향으로 보였다.

진희: 이번에 대만을 갔다 왔는데 이름을 모르는 벌레들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똑같이 자전거 같은 거에 죽어 있는 거를 보고서 그게 눈에 

들어왔나 봐요. 엄마 그 때 게도 이렇게 자동차에 해서 죽었었는데 얘

들도 그러네 엄마 조심히 걸어 그러더라구요. 대만에서 또 게는 아니

고 물고기 수로에 물고가 올라오고 있더라구요. 이제 강에서 이렇게 

큰 하천은 아니었고 쪼그마한 거였는데 커다랗게 올라오고 있더라구

요. 예전 같으면 얘네들이 뭐하는 건가 생각도 없을 텐데 그냥 올라오

네 했을 텐데 애들이랑 했던 얘기가 턱이 있어서 물고기들이 올라오

기가 어렵더라구요. 저럴 때 뭔가 하나 있으면 애들이 올라올 수 있는 

물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랑 저랑 같이. 뭔

가 있으니까 올라오려고 할텐데 힘들어 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게 되

니까 그게 계속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대만에서 했어요. 도시에 사니

까 이런 걸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가 자연으로 가서 보고 하니까 이렇

게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2019년 08월 02일)

혜린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드킬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고, 



- 137 -

그 이후에는 인터넷이나 책, 기사에서 로드킬에 대한 것들이 눈의 띄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에는 몰랐던 단어였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후에는 언론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었고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혜린: 로드킬이라는 단어도 그 때 처음 알았어요. 상식이 좀 짧죠? 그 말

도 처음 알았죠. 그렇게 로드킬을 당한다는 거. 그 뒤로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 로드킬이라는 단어가 인터넷 같은데도 책이나 이런데도 

언급이 되더라구요. 근데 제가 눈에 보이더라구요. 그걸 다룬 가사도 

보고. (2019년 05월 14일)

5.6 지역사회의 변화: “내년에는 70% 이상의 로드킬을 줄일 수 

있어요”

준모는 남해 지역 사람으로 평생 도둑게를 보아왔다. 90년에 해안도

로 개발이 시작되던 시기에 마을의 이장으로서 해안도로의 빠른 건설에 

앞장섰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도둑게의 생활사를 알게 되고 유생털

이에 대한 경이로움과 로드킬의 안타까움을 느꼈다. 또한, 준모는 해안

도로에 밤에 다니는 차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라고 언급하면서 갱번마

루 이름으로 홍보를 하면 내년에는 로드킬을 70% 이상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다. 준모 뿐 아니라 부녀회에서도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 

따로 해안도로에 나가서 유생털이와 로드킬을 확인하면서 지역주민 들이 

로드킬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도둑게 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해양환경교육 단체 사업자

를 등록할 정도로 지역의 변화가 나타났다. 

준모: 내가 해안도로 처음 건설할 때 이 마을 이장이라서 해안도록 빨리 

놓으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잘못했지. 그 때는 해

안도로 생기면 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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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 차에요. 내년에는 일찍부터 플랭카드 달고 해서 로드킬 

70%는 줄일 수 있다고 장담해요. 어차피 다 동네 사람들 차인데 큰길

로 다녀도 되거든요. 여기 갱번마루가 9개 마을이 함께 운영하는 거

고 각 마을에 이사들이 나를 운영위원장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다 협

조를 구할 수 있어요. (2019년 08월 31일)

준모: (도둑게가 유생을 털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 경이롭다는 거죠. 글

자 그대로 놀랍고 신기하고. 내가 여기 평생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몰랐어요. 내가 걸음마 걸으면서부터 평생 도둑게를 봐 오고. 여기서

는 쓸모 없는 게라고 똥게라고 부르는데... (2019년 08월 31일)

준모: 내가 볼 때는 70퍼센트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가더라도 천천히 

가고. 내 역시도 그걸 하고 나서 차를 타고 가면 빨리 안가고 헤드라

이터를 켜고 자세히 보고 가지. 그런 데는 게가 기어가고 있으면 돌아

서 가거나 그 다음에 피해서 가거나 그렇게 하듯이. 70퍼센트는 막을 

수 있고 개체수는 불어나고 관찰하기도 좋아지고. (2019년 08월 31

일)

준모: 같이 갔던 부녀회에서도 이 때까지는 거기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구요. 심각하게 생각을 안했던 

거죠. 프로그램 없는 날 게 섬 앞에 게가 몇 마리가 지나가는 것도 봤

고 설마 그 때 로드킬 당하는 게 그렇게 많나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

것도 봤더니 많더라면서... (2019년 08월 31일)

6. 논의

본 연구는 해양환경교육에 있어 해양생물과 관련된 갯벌체험과, 해

양쓰레기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을 

통해 경이로움 경험과 감정이입을 바탕으로 해양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도둑게의 유

생털이를 위한 이동 리듬과 로드킬 특성을 활용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

램을 가족 단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1, 2차로 적용하였다. 그 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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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참여 경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회고적으로 분석하였다(그림 Ⅴ-2). 

참여자 대부분은 도둑게의 생활사나 로드킬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태적 지식과 로드킬 문제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었다. 도둑게를 매개로 하여 월령과 물때의 관계, 서식지 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해양을 생물학적 렌즈를 통해

서 소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제공할 수 있는 있다(Guest et al., 

2015).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

을 위한 해양환경교육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대중은 해양 문제에 완전히 

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학교 공교육에

서는 학생들이 해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해양에 대한 흥미를 탐색해 볼 기회가 부족하다(박경애 등, 2013; Steel 

et al., 2005; Williams, 2008).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형식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 학교 밖(outreach) 프로그램 을 포함시켜야 하며 다

양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McKinley & Fletcher, 2012).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이전 안내 자료나 실내 강의를 

통해서 도둑게의 생활사와 유생털이를 위한 이동으로 인한 로드킬 사실

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유생털이 장면을 본 것은 ‘생각했던 것과

는 완전히 달랐고’, ‘생명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하는 경험’이면서 도둑

게의 삶에 대해 ‘게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을 받으면서 ‘감정이입’

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도둑게의 유생털이 관찰 과정을 ‘감동적

이고 자연의 신비로운’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

여 ‘암컷의 고통과 고단함’에 대한 감정이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자들은 로드킬에 대해서 ‘항상 일어나는 것’,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되는 

것’, ‘남의 일’ 로 생각했었지만 유생털이를 직접 관찰한 후에는 감정이

입을 하게 되었고 도둑게의 로드킬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었

고 ‘손을 다 같이 잡고 로드킬을 당하게 않게 도와주게’ 되었다. 또한,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보러 가는 중에 보았던 로드킬 사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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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게가 많은 동네구나’, ‘남의 일’로 받아들였지만 도둑게의 유생털이

라는 경이로운 경험을 통해 감정이입을 한 후에는 ‘잔인하고 처참한’,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느껴졌고 ‘저기서 오는 차에 빠각하고 죽을

까봐’ 조마조마하고 자동차를 멈추고 도둑게가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하

고 로드킬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

한 참여자들의 모습은 Noddings(2013)가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직접적

인 접촉을 통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배려로 이어진다는 설

명과 연관되며, 문경희(2011)의 환경체험 속에서 발견한 기쁨과 경이감

을 함께 나누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환경감수성이 개발된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또한, 자연에서의 경이로운 경험은 친밀감을 높이고(Bonner, 

2011),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감정 이입의 정도와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

가 커진다는 연구(Cialdinietal, 1997) 와 맥락을 함께 한다.  

참여자들은 도둑게 유생털이를 관찰하면서 놀랍고 신기한 경외감을 

느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도둑게의 로드킬을 막고자 하는 행동과 참여

프로그램 참여 전 프로그램 참여 그 이후

-개인 요소

생태에 대한 개인적 관심

유년시절 바다에서의 즐거운 

경험

-가정 요소

자녀의 자연체험 기회, 교육

자녀의 흥미

-사회 요소

공동체와 공유하는 생태적 가

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

>

경이로운 체험

감정이입

감정적 친밀감 형성

쟁점에 대한 인식

>

유대감 형성

감정의 사회적 

공유

쟁점에 참여

<그림 Ⅴ-8>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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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졌다. 이것은 경외가 환경을 경이롭고 숭고한 대상으로 여기며 

사랑이 가장 깊이 녹아들 수 있는 감정으로 환경책임행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서라는 주장(강민정 등, 2015)과 연결된다. 참여자들은 본 프로

그램을 통해서 해양생물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인간과 해

양생물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로드킬 현상을 조사하면서 ‘관여와 개입’

을 통한 해양생물과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느끼는 연결을 경험할 수 있

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마을에서 유생털이를 위한 이동이 집중되어 있

는 사리 때 통행을 제한하거나 통로를 만드는 방안에 대한 논의로 자연

스럽게 논의하고 제안하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변 생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애착을 갖고 가치를 부여하게 된

다 (Lindemann‐Matthies, 2005). 또한, 인지적, 이성적 요인 뿐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은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Kals 

et al., 1999). 긍정적 환경정서는 부정적 환경정서보다 환경책임 행동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대표적인 긍정적 환경정서로는 경외 

(reverence)와 동정이 해당 된다(강민정, 2014). 또한, 자연과의 직접적 

인 만남을 통한 경이로운 경험은 자연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며 이것은 

곧 생태적 소양이라고 볼 수 있다(Orr, 1992). 예를 들어, 해양 태마 파

크에서 거북이나 고래를 직접 관찰을 통한 감정적인 친밀감 (emotional 

affinity)과 반성적 사고(reflective response)는 생물들을 배려하고 존중

(concern and respect)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Ballantyne et al., 2011). 따라서 해양과 사람의 상호관계

성에 대한 이해는 해양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경외, 감정 이입, 경이로움 경험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감

수성이 ‘환경에 대한 동정과 연민 등의 시각’을 말하는 감정적 측면의 

요인이며 환경 행동의 주요인이지만 형식 교육에서 고려 되기에는 어려

운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비형식 교육을 통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

다(진희와 장남기, 1996). 실제로 참여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상과 

이야기를 전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

만, 자연에서의 해양생물과의 직접적인 만남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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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족관, 박물관, 이야기, 영상 등을 통한 간

접적 만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게의 유생털이를 직접 관찰한 것

을 경이로운 경험과 의미 있는 삶의 경험(significant life experience)으

로 회상하고 있었고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보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좋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을 촉진 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며, 여러 사람과 함께 배우고 즐기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를 

통해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Davidson et al., 2010). 또한, 사

람의 감정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어서, 혼자일 때보다 친구

와 함께 감정을 경험할 때 긍정적인 자극이 더 상승된다(Wagner et al., 

2014). 따라서 사람들은 혼자서 하는 것 보다 함께 할 때 더 몰입하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며(Walker, 2010), 이러한 특징은 인간이 사회적 동

물로서 진화적으로 획득된 발현으로 볼 수 있다(Van Vugt & Schaller, 

2008).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유는 정서적 으로 경험하는 몰입 경험 중

과 후에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증폭시킬 수 있다(Walker, 2010).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이후에 친구, 동료, 연인 등의 사람들에게 도

둑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촬영한 것을 보여주고 SNS에 올리는 등 

경험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의 프로그램 

에 대해 안내를 했을 때 대부분 다시 참여하기를 원했고 친구나 다른 가

족들과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감정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사회

적 접촉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Schachter, 1959), 사회적 공유

(the social sharing of emotion)를 이끌어 내며 이것은 그 감정을 더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Rimé, 2009). 따라서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교

육 프로그램에서 경이로운 체험을 하는 것은 야생동물과의 만남을 통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수 있다(Agate, 2010; Hicks & 

Stewart, 2018).   

프로그램 진행 장소와 가까이 살았던 참여자들은 추후 프로그램 진

행에 조력자로 참여하거나 직접 운영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

한 모습은 지역사회에 기반 한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자들의 생태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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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생태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과 더 깊

은 관계를 맺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Stepath(2004)의 설명과 맥락을 함

께 한다. 특히, 세 명의 참여자는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정적이었다. 이것은 김희경(2018)이 생태 시민성 활동

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이 주요한 동기가 된다고 주장했던 것과 유사하다. 

또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관여하고자 했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생태동아리나, 육아모임과 같은 공동체를 기반 으로 생태적 가치를 공유

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

과 지역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생태시민성이 사회와 환경을 위한 활동들을 다른 사람과

의 관계 덕분에 시작하고 유지 강화되는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김희

경, 2018). 

참여자들은 모두 유생털이 관찰 후 도둑게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로

드킬을 당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자연에 가

치를 부여하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한 참여 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핵심 

지표임에 따라 해양생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해양 시민성으로

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McKinley & Fletcher, 2012).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둑게의 유생털이 리듬과 로드킬에 대한 생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 환경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지식, 정서, 인식, 참여 범주로 나누어 도둑

게 생활사에 대한 실내 수업, 도둑게의 유생털이 관찰, 도둑게의 로드킬 

모니터링, 로드킬 저감 방안에 대한 실내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경남 남해군에서 2017년과 2018년에 115명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

과, 참여자들은 해양생물에 대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었고, 도둑게의 유

생털이를 통해 놀라움, 경이로움, 경외감, 감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에 대해서 감정이입 하며 도둑게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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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킬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도둑게의 로드킬을 줄이기 위한 방안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

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해양생물과 직접적 인 만남을 통한 

경이로운 경험과 해양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과 인간의 상호관계성을 지식적, 정서적, 인식적, 참여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해양 환경소양이 길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갯벌체험과 같은 어획 체험이나 부정적 정서

를 바탕으로 하는 해양쓰레기 학습을 벗어나 해양생물 해치지 않고 해양 

생물의 관찰과 생활사 해설을 중심으로 경이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바탕 

으로 해양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안까지 이어지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해양 환경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다

양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자, 교육자, 지역민이 함께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 

적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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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 분석을 

통해 형식교육에서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둑게의 유

생털이를 위한 이동 리듬과 로드킬을 바탕으로 한 해양 환경소양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형식 교육에서 분산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해양환경교육을 분석하여 

해양환경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여러 교과에 해양환경교육 세부 목표가 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사

회 교과에서는 사람과 바다의 상호작용과 해양 환경문제 대응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고, 과학 교과에서는 해양 생태계에 대한 내용이 반영 되어 

있었다. 세부 목표 영역별로는 지식, 참여, 인식, 기능, 태도 순으로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 특히, 지식 영역의 경우 해양 생태계, 사람과 바다의 

상호작용에 대한 빈도가 높았던 반면 태도 영역에 속하는 관심과 공감, 

사회적 의식, 효능감에 대한 반영 빈도가 낮았다. 따라서 분산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 교육에서의 해양환경교육을 보완이 필요 하다. 따

라서 비형식 교육에서는 해양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정서적 체험과 

우리나라 해양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해양생물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도둑게의 유생털이 리듬과 해안도로 경관에 따른 로드

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8년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경남 

설천면 진목리의 해안도로에서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 이동하는 개체와 

로드킬 된 개체수를 조사하였다. 도둑게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에 서

식하는 육지성 게로 성게가 되었을 때 만조선보다 높은 육지에서 살지만 

산란기가 되면 포란한 암컷이 보름달이나 그믐달이 뜨는 사리 때 야간 

만조에 바다로 내려와서 유생을 풀어준 후 다시 육지로 돌아간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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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동 과정에서 해안도로를 오가게 되고 로드킬이 일어나게 된다. 연

구 결과, 포란한 암컷 도둑게는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큰 그믐달과 보름

달이 뜨는 사리 때를 중심으로 유생을 풀어 주어 삭망 때는 평균 2.6마

리/1m/day가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 이동했고 물이 조금 들어오고 조금 

나가는 조금 때에는 이동하는 개체가 없었다. 또한, 1.387km 구간에서 

로드킬된 도둑게의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삭망 때가 되면 로드킬된 개체

수(43마리/km/day)가 늘어나고 조금에는 로드킬된 개체수 (0마리

/km/day)가 없었다. 로드킬 된 개체수의 95%는 암컷으로 서식지 에서

의 암컷 비율인 18%보다 매우 높았다. 이것으로 사리 때 암컷 도둑게들

이 유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육지에서 바닷가에 이동함으로 인해서 로드

킬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도로의 육지 방향 환경을 논, 주거

지, 자연녹지로 나누어 로드킬 수를 비교한 결과 주거지, 자연녹지, 논 

순으로 로드킬이 많았고, 바다 쪽 환경을 시멘트 보호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으로 나누어 로드킬 수를 비교한 결과 바다 쪽에 

시멘트 펜스가 없는 구간에서 로드킬이 더 많았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하는 유생털이 관찰 프로그램은 삭망을 포함한 3일 동안 육지 

쪽은 자연 녹지이면서 바다 쪽은 펜스가 없는 구역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사리날 야간 만조에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관찰하고 로

드킬 저감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로드킬 안내 표지판과 생태통로 설치, 

삭망 때의 야간 교통량 통제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양 환경소양을 증진하기 위해 도둑

게의 유생털이 리듬과 로드킬 쟁점을 활용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도둑게 생활사에 대한 실내 수업, 도둑

게의 유생털이 관찰, 도둑게의 로드킬 모니터링, 로드킬 저감 방안 논의

를 위한 실내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이 해양 환경

소양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2018년 여름철 사리 때에 도둑게의 서식지가 있는 경

남 남해군 설천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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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참여자들은 도둑게의 생활사와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였고, 유생털

이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느꼈으며, 경이로운 체험

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깊은 공감을 통해 참여자는 도둑게의 로드킬 문제와 개체수 감소

를 자신과 연관된 문제로 인식하고, 로드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

둑게가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도와 주는 등의 행동과 함께 로드킬 

저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유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

였다. 특히,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은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

드킬 프로그램’에 지역활동가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로드킬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역사회에 제기하기 시작 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해양생물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해양 환경문제

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해양과 인간의 상호관계성을 인식적, 지

식적, 정서적, 참여적으로 접근하여 해양 환경소양을 기를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위한 이동 리듬과 로드킬 

쟁점을 활용하여 개발한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 프로그

램은 기존의 갯벌체험과 같은 어획 체험이나 부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

는 해양쓰레기 학습을 벗어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해양생물과의 직

접적인 만남을 통한 경이로운 경험과 감정이입을 바탕으로 로드킬 이슈

에 대한 안타까움이 증폭될 수 있었고 해양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

안을 제안하도록 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경

이로운 체험과 해양환경 문제를 통합한 감정적 연결은 해양 환경소양을 

증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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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해양생물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경이로운 체험과 해양 환경문제

를 통하여 해양 환경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도둑게의 유생 털이와 로드

킬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둑게의 유생털이와 로드킬 프로그램’ 

은 ‘남해군 설천면’에서 가족 단위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나,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의 도둑게 서식지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따라

서 다양한 지역에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실제 오션 스프롤 현상과 서

식지 파편화 문제를 공론화시키기고 로드킬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에서 양성자 과정을 실

시하고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해양

환경교육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9)을 받고 지방

자체단체나 해양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원 사업을 받아 프로그램을 지속적

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갯벌체험과 같은 어획 체험이나 부정적 정서를 바탕으

로 하는 해양쓰레기 학습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양생물 해치

지 않고, 해양생물 관찰과 생활사 해설을 중심으로 경이로운 체험을 통

한 감정이입과 경이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해양 환경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해 나갈 필

요하다.

9) 환경교육진흥법 제 13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하고

자 하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면,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정성 등을 심사

하여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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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구간 별 도둑게 로드킬 수(해안도로 1.387km, 32일간, 2018)

   
율리
우스
력

육지 방향 
토지 이용

논 자연녹지 거주지

합계

바다 방향
시멘트 보
호난간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암수
달의 
밝기비

M F M F M F M F M F M F

208 0.994 1 21 10 3 7 13 1 8 64

209 1 1 3 64 6 1 33 3 1 8 120

210 0.988 8 15 26 1 5 55

211 0.959 1 16 11 1 16 3 1 1 50

212 0.912 3 1 9 1 1 15

213 0.849 1 4 1 1 1 3 1 12

214 0.772 2 3 1 6

215 0.682 1 1 2 1 5

216 0.582 1 1 2

217 0.476 1 1

218 0.367 1 1

219 0.262 1 1

220 0.166 5 6 1 12

221 0.087 6 2 6 2 2 18

222 0.03 1 8 3 14 6 1 7 40

223 0.003 3 1 13 2 17 4 2 42

224 0.005 1 8 4 1 10 5 6 35

225 0.038 1 2 11 5 4 2 1 26

226 0.096 4 5 2 3 1 15

227 0.174 2 1 1 1 5

228 0.266 4 2 1 3 10

229 0.366 1 1 2

230 0.468 1 1

231 0.569 1 1

232 0.664 1 1

233 0.751 0

234 0.829 0

235 0.894 1 1 1 2 2 7

236 0.944 6 2 17 1 4 2 18 1 10 1 7 69

237 0.98 1 13 3 9 5 13 44

238 0.997 1 3 17 7 1 13 4 9 55

239 0.997 3 8 3 7 3 24

Total 1 25 11 237 3 80 12 213 1 67 8 81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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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로드킬 모니터링’ 활동 기록지 예시

로드킬 된 도둑게 사체의 위치를 기록해 봅시다.

로드킬 사체 조사 결과

번호 갑장10)(mm) 갑폭11)(mm) 암수 포란 여부

1

2

3

4

5

6

7

10) 등딱지의 가로 길이(캘리퍼로 측정 가능함)

11) 등딱지의 세로 길이



- 175 -

부록 3. 면담 실행 정보

가명 횟수 일시 소요시간

진희 3회

2018년 08월 12일

2019년 02월 21일

2019년 08월 02일

30분

2시간

1시간

수연 2회

2018년 08월 12일

2019년 03월 07일

2019년 08월 01일

30분

2시간

1시간

준모 2회
2019년 07월 31일

2019년 08월 31일

40분

1시간

민진 1회 2019년 03월 15일 1시간 30분

건우 3회

2019년 03월 06일

2019년 06월 15일

2019년 07월 16일

1시간

30분

1시간

현민 3회

2019년 04월 21일

2019년 06월 16일

2019년 08월 03일

1시간 20분

40분

1시간

가음 2회
2019년 04월 22일

2019년 07월 31일

1시간 30분

1시간

혜린 2회
2019년 05월 14일

2019년 08월 02일

1시간

50분

정아 2회
2019년 05월 29일

2019년 08월 03일

1시간 30분

40분

민서 1회 2019년 05월 08일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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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면담 접촉 요약지 사례

면담자 민서 회차 1회

장소 서울 사당역 인근 커피숍 일시 2019년 05월 08일
1.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보기 전과 후에 로드킬에 대한 느낌이 다른가?

-유생털이를 보러 가는 길에 로드킬 흔적을 보았을 때에는 게가 많은 동네라

고 생각함

-그냥 돌아다니는 게를 보았던 거라면 도둑게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음

-여성이라는 것에서, 새끼를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이동하는 모습이 감동

적이었고 경이로움에 공감을 하게 된 지점이었음

-생물의 중요한 순간 살아가려는 노력을 본 것이 존재로서 다가왔고 자연의

신비를 느꼈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런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들이지만) 다른 가족들과 함께 느꼈다는 게 즐거웠음

-유생털이 하는 것을 본 후에는 영화 속 주인공에게 감정이입 되는 것처럼, 주

인공이 죽으면 엄청 슬퍼하는 것처럼 로드킬이 잔인하게 느껴짐

-유생털이 관찰 후 돌아오는 길에서는 게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지 조마조마

함

-프로그램 후에 체험에서 촬영한 영상을 인스타에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함

2. 이번 접촉을 하면서 목표 질문에 대해 얻은 정보는 무엇인가?

질문 정보

처음 로드킬을 보았을

때의 인식
게가 많은 동네라고 생각함

유생털이를 보았을 때

의 감정

암컷이 새끼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동하고 유생을

풀어주는 모습이 놀랍고 경이로움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존재로 느껴짐

유생털이 관찰 후 로드

킬에 대한 인식 변화

유생털이를 보고 난 후에는 로드킬에 대해 처참하

게 느껴졌고 잔인하게 느껴짐

프로그램 후 관련 경험
경이로운 경험에 대해서 SNS를 통해 공유하고 주

변사람들에게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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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코딩 작업을 통한 범주화 과정 사례 부분

코드번호 전사 내용 소영역 중영역 대영역

K-19051

8-#022

그걸 가지고 마당을 나온 암탉처

럼 도둑게 이야기로 책을 한번 써

보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엄

마가 이제 바다가 나를 부른다. 지

금이야 그러면서 걸어가 가지고 

낳는 장면 환경동화 그런 거

도둑게를에 

대한 책을 

써보고 싶

음

도 둑 게

에 대한

책을 통

한 공유

사 회 적

공 유 와

확장

K-19051

8-#007

그걸(유생털이) 동영상으로 인스타

에 올렸어요. 다른 분들도 알았으

면 좋겠어서 교사 친구들이 게장

먹었는데 너무 미안하다 게한테

그런 댓글을 단 친구도 있었고 징

그럽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랬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 생 털 이

동 영 상 을

인 스 타 에

올려서 지

인 들 에 게

알림

도 둑 게

유 생 털

이에 대

한 온라

인을 통

한 공유

사 회 적

공 유 와

확장

K-19051

8-#025

저는 이번에 남자친구랑 같이 가

고 싶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참여

하고 싶음

남 자 친

구와 공

유를 희

망함

사 회 적

공 유 와

확장

K-19051

8-#005

이제 같이 거기 계시는 분들 한번

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같이 그런 놀라움을 느꼈을 때 그

게 또 즐거웠어요. 아이들한테 되

게 막 그 경이로움을 애들이랑 부

모님들이랑 같이 느꼈다는 게?

다른 사람

들과 유생

털이 관찰

을 함께 해

서 즐거움

함께 했

을 때의

즐거움

사 회 적

공 유 와

확장

E-19031

5-#004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가서

느꼈던 게 더 좀 막연하게 생각했

던 것보다 더 넓었다고 해야 하나

거기 선생님들 다 한 번씩 얘기할

때 제가 못느꼈던 것들 막 얘기를

해주시고 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

요.

프 로 그 램

중에 다른

사 람 들 과

의견을 공

유하는 것

이 좋았음

참 가 자

들 끼 리

의 읜견

공유

사 회 적

공 유 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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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전사 내용 소영역 중영역 대영역

E-19031

5-#018

되게 인상적 이었나봐요. 근데 갔

다 와서 애들 반 애들한테도 그

동영상을 보여주고 간단하게 설명

해줬었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본

것만큼 감흥이 없을 꺼라고 생각

을 했는데 짧게 설명을 해줬는데

되게 몰입을 하고 진짜 안타까워

하고 많이 안타까워 하고 되게 많

이 신기해 하고 그런 게 있더라구

요. 주변에 엄마들한테도 좀 보여

줬어요. 여름에 뭐했어 이렇게 얘

기가 나오니까 이런 거 봤다고 보

여주니까 되게 신기해 하더라구요.

알터는 그런 모습이라든지를

프 로 그 램

내용을 주

변사람에게

보 여 주 고

이야기함

체험 내

용에 대

한 지인

들 과 의

공유

사 회 적

공 유 와

확장

B-19022

1-#013

거기서 찍은 동영상을 친구들 보

여줬거든요. 친구들도 아 이게 벌

어지는 거였어 부터 해서 그게 열

고 싶다고 열어지는 거였어? 아

배갑이? 친구들이 너무 신기하다

고 이걸 보는 거 자체가 신기하고

촬영한 영

상을 지인

들에게 보

여줌

경 이 로

움 체험

의 공유

를 원함

사 회 적

공 유 와

확장

E-19031

5-#045

애들도 그게 기억에 남으니까 벌

레들이 납작하게 죽어있으니까 엄

마 자전거 어떡하지 그러는 게 애

들 기억에도 남는 것 같아요.

자녀가 벌

레가 죽어

있는 걸 보

고 도둑게

의 로드킬

을 떠올림

경 험 의

확장

사 회 적

공 유 와

확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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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Ocean Environmental Program about 

Life History of Land Crab

(Sesarma haematoche)

Ryu, Mi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peninsula surrounded by three seas has made the 

lives of people close to the sea. Beyond the human-oriented 

thinking that considers the sea as an exploitable resource and as 

an object of development, the systematic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sustainment of human lives in relation to oceans 

needs to be developed. In addition, recognition of interaction 

between human lives and ocean, and discussions on provision of 

concrete ways to expand the participation with the consensus of 

people are needed. Consequently,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provide a new educational model of marine environment 

that is capable of recognizing human interactions with marine 

environment through amazing experiences of students that could 

promote the understanding on interrelatedness of human liv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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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In research Ⅰ, ocean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as analyze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The content elements of ocean 

environmental education were developed into an analysis frame- 

work of 13 areas at five levels of awareness, knowledge, attitude, 

skill and participation based on prior researche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ontent 

elements of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were reflected in 

most subjects, and the frequency was high in the order of social 

studies, science, ethics, and environment. In particular, social 

studies reflected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 and sea and the 

response of human to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contents of marine ecology were reflected in science textbooks. 

By content element area, high frequency was shown in order of 

knowledge, participation, skill, awareness and attitude. In 

particular, for the knowledge area, the frequency of interaction 

between marine ecosystems, people and oceans was high, while 

the frequency of reflection on interest and empathy, social 

consciousness and efficacy belonging to the attitude area was 

low. Therefore, it was found that systematic research on the 

contents of marine environment education, balance by content 

area, wide content research, and links to non-formal education 

were needed to improve marine environment education in formal 

education where a decentralized approach is being made.

Research II examined the larvae release of land crab and 

roadkill which can raise ocean environmental literacy through 

wonder experience and the ocean issue. Land crabs have ada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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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ife on land and live above the seamark. Ovigerous female 

crabs migrate to the sea to release zoeae and return to their 

habitat. To investigate the migration rhythm of zoeae release of 

Sesarma haematocheir and the roadkill of crabs, the number of 

migrating crabs and that of road-killed crabs were investigated on 

a costal road in South Korea. Female land crabs released zoeae 

mainly during the spring tide in which the new moon and full 

moon rose, when the tidal range was at its largest. On average 

2.6 crabs/m/day moved for zoeae release during syzygy, while no 

crabs moved during neap tide. During syzygy, the number of 

road-killed crabs increased (43 crabs/km/day) and during neap 

tide, there were no road-killed crabs. 95 percent of the 

road-killed crabs were female, with this rate being much higher 

than that in their habitat (16%). When the landside was divided 

into rice fields, residential area, and forest area alongside the 

coastal road, the residential area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roadkill density. The roadkill density was relatively higher in the 

section without the cement guardrail on the seaside. This result 

suggests measures to reduce roadkill that an ecological corridor 

can be created made in the section with high roadkill density; and 

vehicle traffic can be temporally prohibited between sunset and 

midnight during spring tide in the summer.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road users be alerted by posting signs to 

prevent roadkill in areas with high roadkill density. 

In research Ⅲ, the ocean environmental program using the 

Sesarma haematocheir’s rhythm of releasing zoea is developed for 

promoting ocean environmental literacy. During breeding season, 

ovigerous female land crabs migrate to the sea to release zo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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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turn to their habitat. Accordingly, female crabs get killed by 

automobiles especially along coastal roads. Developed program 

consists of four parts: “Explaining crab’s life history,” “Observing 

release of zoea,” “Monitoring roadkills”, and “Discussing how to 

mitigate roadkills.” The program was implemented in Namhae-gun 

in 2017 and 2018. The program participants understoo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 history of S. haematocheir and the 

interaction with people, they were amazed and awed as they 

observed the release of zoea, and showed social sharing of 

emotions through empathy. This deep sympathy has led 

participants to recognize the issue of crab roadkills as an issue 

associated with them. They actively discussed over how to 

mitigate roadkills and acted to help the crabs by stopping traffic 

to let them pass. This program can be an educational 

methodology for raising ocean environmental literacy. The main 

point of this program is to approach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ocean and human beings intelligently, emotionally, 

cognitively,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irect 

meeting with marine life and addressing ocean environmental 

issues in an integrated manner. This program is meaningful to 

recognize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and even propose 

solutions based on wonderful experiences and pleasures, focusing 

on the observation and interpretation of life history of marine life, 

without harming marine life. 

In conclusion, the educational program entitled, “The Release of 

Zoea and Roadkill of Sesarma haematocheir”, which focuses on 

the rhythm of zoea release and on the issues associated with 

roadkill of Sesarma haematocheir, is expected to attain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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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lishments as the program is capable of supplementing for 

the deficiencies in current educational programs in schools with 

respect to guiding attitudes of students toward cultivating literacy 

in marine environment beyond current educations focusing on 

experiencing tidal field for catching fishes or on negative 

experience of marine wastes. Instead, the direct meeting with 

marine lives provided in the educational program intended towards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provision of pertinent 

solutions based on the amazing experiences and pleasure of 

students is hypothesized to be significant as the program can be 

exploited as a model for promoting attainment of marine 

environmental literacy. 

Keywords : Wonder experience, Crab roadkill, Ocean 

environmental education, SSI education, Sesarma Haematoche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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