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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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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shellfish aquaculture of west coast of Korea, 

and its future

Hee-Do Jeung 

Tidal Flat Research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NIFS)

Key Words : west coast of Korea, shellfish aquaculture

 우리나라 서해안은 약 8천년 전 마지막 해빙기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형성되면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경사가 완만해 지면서 퇴적물이 쌓여 갯벌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Ko, 2001). 

서해안의 갯벌은 그 퇴적물의 조성이 펄, 모래, 혼합 갯벌 등 다양한 형태를 지니게 됨으로써, 다

양한 생물이 서식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갯벌로 평가되고 있다(Nature, 2007; 

MOF, 2020). 갯벌을 근간으로 한 수산생물의 생산은 주로 어업활동으로 채집되는 것이 주를 이루

다가, 문헌 상 1921 경기도 지역에 바지락 양식이 시작된 것을 시작(Park et al., 2013)으로 1990년

대에 바지락, 꼬막, 백합, 동죽, 가무락, 맛 등 의 양식 생산량이 약 12만 톤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서해안 갯벌 패류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대에 들어서는 약 5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약 7만톤 정도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KOSIS, 2021). 이와 

같은 갯벌 패류의 생산량 감소는 기후변화, 개발사업, 남획, 오염, 대량폐사 등의 원인이 거론되어 

왔다. 서해안 갯벌 패류 양식의 생산량 회복 및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현재까지 종패발생장 조성, 

폐사 원인 구명, 질병 연구, 성장 및 기본 생리‧생태 연구 등이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갯벌 

및 그 주변의 지속적인 이용 및 복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제도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갯벌에서 생산되는 패류양식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최근 우리나라에

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 동향과 제도적 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서해안 갯벌 패류양식분야의 

미래를 위해 우리들이 가야할 방향을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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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패류양식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희중

국립수산과학원

Current status of shellfish farming in the southern coast off Korea

Hee-Jung LE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y Science

Key Words : shellfish farming, shellfish aquaculture, southern coast, Korea

 세계 주요 연체동물생산량은 2010년도 137,283,000톤 이후  매년 6%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

리나라 양식생산량은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36.1만 톤에서 44.3만 톤으로 22% 증가하였다. 양식

생산물의 가치는 2016년 6,289억 원에서 2019년 9,432억 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특히, 국내 굴 

생산량은 2020년 기준 약 30만 톤으로 세계 굴 생산량 2위의 산업적으로 중요한 품종이다. 두 번

째로 높은 생산량은 홍합으로 약 6만 톤(276억) 규모이며, 세 번째로는 전복으로 2만 톤(6,103억)이 

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가리비류 생산량이 지난 10년 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3

년 200톤에서 2020년 5,591톤(245억)이 생산되고 있다. 국내 패류양식은 1970년 초부터 생산량 증

가를 위한 양적인 발전을 해왔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패류양식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장기간 양식과 밀식에 따른 폐사, 양식해역 내 생물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양식, 양식장의 밀집현상, 종자수급의 불안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지속적인 남해안 패류양식 안정화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패류양식 안정화

를 위해서는 주요 패류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한 번식특성 및 건강지표개발, 해역별 해양물리학적 

환경특성 통합 데이터망 구현, 양식 기회종 가능성 탐색, 유전형질 및 선발육종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모니터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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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외해 큰가리비 양식 현황

윤의구 

태영수산

 가리비는 동서양을 물론하고 식품적, 심미적 가치가 우수한 고부가치의 이매패이다. 따라서 다양

한 국가들에서 가리비 대량생산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해양물리학적 특성을 갖고 있어 내만의 안정적인 유동 특성을 갖고 있는 남해와 서해의 환경과는 

차별성이 높다. 따라서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패류양식 기법과 매우 

다르며 특히 내구성이 우수한 양식장비 및 양식 방법의 이용이 동해안에서 적용되고 있다. 본 발

표는 지난 30여 년간 동해안 일대에서 수하식 양식을 통해 수행한 큰가리비 양식 경험을 공유 하

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서해안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해역에 적합한 

패류양식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가리비 양식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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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정보 기반 패류 유전자원 활용 연구

남보혜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Application of shellfish genetic resources based on genome data

 
Bo-Hye Nam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Key Words : shellfish, genetic resources, genome, AMP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주요 수산양식 대상 그룹 중 하나인 패류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며, 특히 육상 단백질 공

급원에는 부족한 미량 영양소와 필수지방산도 포함하고 있어, 미래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주

요 양식 패류종인 전복의 경우 전 세계의 약 100종 정도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 15종이 양식되고 

있다. 세계 전복의 95%가 양식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식 생산량 증대를 위한 다양

한 연구들이 주요 전복 양식 국가(한국, 중국, 호주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복 

양식장 폐사율은 약 20-30%인데, 우리나라 양식 주요종인 Haliotis discus hannai의 경우 한류성 전

복으로 여름철 고수온에 취약하여 집중적인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수온에도 잘 견디는 전

복품종 개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품종개량을 위한 전통 선발 육종법의 단점(장기간 소요)

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유전체 선발 육종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시퀀싱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주요 양식생물에 대한 유전체 정보도 빠른 속도로 증

가되고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양식패류인 전복을 대상으로 유전체 정보 활용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전복 유전체 시퀀싱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거제육종연구센터에서 사육 중이 육종 전복의 혈

구세포로부터 게놈 DNA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시퀀싱 플랫폼은 Illumina Hiseq2000, Nextseq500 

및 Pacbio RSII 등을 사용하였다. 단일염기변이정보는 다양한 집단(자연산, 양식산, 육종가계 등)과 

다양한 표현형질(고수온 노출 시간별 폐사 형질, 생존 형질)의 전복 게놈 DNA로부터 Genotyping 

-by-sequencing 방법을 이용하여 확보하였다. 

 유전체 정보 기반의 항균펩타이드 개발은 유전체 분석에서 도출된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아미노

산 길이, pI값, net charge, instability index, hydropathicity 등을 고려하여 항균활성 펩타이드 서열

을 추출한 후 합성한 펩타이드로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전복의 유전체 정보를 해독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수온 내성형질과 연관되

는 유전자 정보를 발굴하여 마커로 개발함으로써 고수온 내성 개체를 선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더불

어,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전복류 4종(북방전복, 둥근전복, 왕전복, 말전복)

을 분류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를 개발함으로써 전복 방류사업을 통한 자원회복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병원미생물을 죽이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항균펩타이드를 개발하였

다. 기존의 활성기반 항생제 개발 연구는 대상 생물로부터 항생물질의 분리·추출, 정제, 구조분석, 

합성 등의 다양한 개발 단계로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개발되더라도 대상 병원균의 내성 발현으로 

활용성이 낮았던 반면, 유전체 정보 기반의 항균펩타이드는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력과 

연구비를 절감이 가능하며, 항균활성 기작 또한 병원미생물의 세포벽 파괴함으로써 내성을 유발하

지 않아 차세대 항생제로의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복을 예로 패류 유전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양식산업에 있어서의 패류 생명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전복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전복 SNP 패널을 이용한 유전자형 분석

전복 유전체 정보 기반 항균펩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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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heat shock proteins in thermally challenged pacific 

abalone Haliotis discus han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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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o-Hye Nam2 

1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Insilicogen Inc., Yongin-si, Gyeonggi-do 16954, Korea.
2Biotechnology Research Division, NIFS, Busan 46083, Korea

Key Words : temperature, HSP, abalone, Haliotis discus hannai

 Summer mortality, caused by thermal conditions, is the biggest threat to abalone aquaculture 

production industries. Various measures have been taken to mitigate this issue by adjusting the 

environment; however, the cellular processes of Pacific abalone (Haliotis discus hannai) have 

been overlooked due to the paucity of genetic information. The draft genome of H. discus 
hannai has recently been reported, prompting exploration of the genes responsible for thermal 

regulation in Pacific abalone. In this study, 413 proteins were systematically annotated as 

members of the heat shock protein (HSP) super families, and among them 26 HSP genes from 

four Pacific abalone tissues (hemocytes, gill, mantle, and muscle) were differentially expressed 

under cold and heat stress conditions. The co-expression network revealed that HSP expression 

patterns were tissue-specific and similar to those of other shellfish inhabiting intertidal zones. 

Finally, representative HSPs were selected at random and their expression patterns were 

identified by RNA sequencing and validated by qRT-PCR to assess expression significance. The 

HSPs expressed in hemocytes were highly similar in both analyses, suggesting that hemocytes 

could be more reliable samples for validating thermal condition markers compared to other 

t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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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생 연체동물 생명자원 활용기반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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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부

한국 자생 연체동물 생명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국공립연구소, 출연

연, 관련기업 등)의 책임자급들을 대상으로 하여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 

분류전문가 및 생물정보학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2021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이공

대학 중점연구소 사업에 선정된 한국자생동물자원활용 융복합연구소는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

고자 하며, 자생동물 자원 유전체 빅데이터 확보와 생물정보분석, 자생동물 자원 활용을 위한 

Web-DB 구축과 유용물질 연구, 자생동물 자원 배양 및 사육, 자생동물 자원 대량배양 기반구축, 

자생동물 자원 활용 바이오센서 개발 5개의 세부로 나누어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인

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구축된 5개의 분야는 서로 연계되며, 확보된 자생동물 자원의 유전체 빅데

이터와 생물정보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생동물자원 유전체 서열분석 파이프라인 및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된 각종 바이오마커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

한 바이오센서 device 개발까지 하고자 한다. 최근 이러한 핵심인프라 및 인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인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에 '생명자원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연

구지원센터'로 지원하여 순천향대학교는 코어퍼실리티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순천향대학교 내

부 활용뿐 아니라 외부 산・학・연 기관들과의 공동활용을 제공해 산학협력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한국 자생 연체동물 생명자원 활용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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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went into effect in 2014 emphasizing 

activities for securing biological resources by cataloging the fitness traits essential for survival in 

the wild habitats. In this regard, although active research is ongoingly related to applications in 

human disease and medicine, research at the organism level is still insufficient. In particular, 

there are no studies pertaining to medicinal mollusks in Korea. In order to improve pertinent 

literature in this area of study, an attempt has been made to compile past literature and 

decipher the current status of genetic resources of related species. Taking the leads from the 

reviewed literature, researchers would be benefitted who wish to conduct related follow-up 

stud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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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온 이상으로 대변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저변에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과도한 축적이 자리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고도의 혁신적 기술들이 개발·적용 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은 현재 실용화된 재생에너지 중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은 발전 방식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매우 현실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해양 공간 이용자들과의 갈등으로 정부가 설정한 해상
풍력 설치목표치의 1%에도 못 미치는 발전 설비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지 못한 이유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산업 구조여서 해상풍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어업인과
의 공존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해상풍력 단지 내에서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위
한 고소득 양식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인 수산자원관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어민소득 증대와 자원증강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양식 대상 생물 중 패류는 생육과정에서 축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따라서 이 같은 패류의 생물학적 특성은 현 축산의 문제점인 과다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서 매우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더욱이 현재 공간적 한계 시점에 도달한 연안양식장의 다양한 환경적 문
제점들에 대해 해상풍력단지는 새로운 양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상풍력단지에서의 패류양식
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패류양식 자체가 
탄소중립을 위한 효과적인 식품 생산방법이며, 현재 당면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공간적·환경적 문제를 극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민들을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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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ctum (v. Martens, 1870)(=C. retropictus)은 환경부 2급 멸종위기 종으로 

우리나라 남해안 및 제주도의 기수지역에 분포한다. 제주도의 경우 연안의 난개발로 인하여 기수

갈고둥의 서식지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들 기수갈고둥의 서식지와 서식밀도에 관한 연

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연안에서 확인된 기수갈고둥의 서식지와 생태적 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제주연안에 있어 담수가 유입되는 지역은 본토와 달리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하천은 건천으

로 여름철 홍수 또는 폭우시만 물이 흐르나, 일부 하천은 연중 담수가 유입되며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기수갈고둥의 서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연안의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기수갈고둥

의 서식이 가능해 보이는 지역을 직접 탐문하여 현장에서 사진 촬영 및 개체수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환경부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기수갈고둥의 서식지는 한림읍 강정천, 서귀포시 예례동, 제주시 

화북천, 서귀포시 강정천 등 4개 지역이며, 화북천을 제외한 3개 지역에서의 분포 밀도는 매우 낮

아 밀도를 산정할 수 없었다. 반면 화북천의 경우 기수갈고둥이 매우 높은 밀도 (20-50 개체/로 

분포하며 바위에 포란한 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시 구좌입 하도리 철새도래지 늪, 서귀

포시 안덕면 창고천 하류,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에서도 그 분포가 신규로 확인되었으나, 서식밀도

는 화북천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