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구과제
사업구분

- 보존전략자원의 현지외 서식조건 확립

기관 고유 사업

2. 자원확보 성과
- 보전전략해양수산생명자원 생물표본 200점

국문

현지내·외 보존전략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

영문

Investigation of marine bioresources on in-/ex- situ conservation

세부과제명

부 서

연구책임자

생태보전연구실

총 연구기간

2018. 01. 01. ~ 2019. 12. 31.

- 멸종위기종 및 기후변화지표종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재료로 활용

김민섭

- 해양고유종 발굴 및 확보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
- 보존전략자원의 신규 후보지역 발굴을 위한 단서 제공

(2년 0개월)

자원 관리방안 마련
현지내 보존전략해양수산생명자원 선정기준 및 기초
생태특성 연구
○ 연구내용
1. 현지내 보존전략해양수산생명자원 선정기준 마련
- 해양수산생명자원법 내 법령 용어 개념 정립 및 범위 설정
- 현지내외 보존전략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선행연구자료 수집 및 DB 구축
- 해양생물 특성을 반영한 대상종 지정 기준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검토
- 현지내 보존전략해양수산생명자원 선정기준(안) 마련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 보존전략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학적 기반 및 서식환경 연구
- 멸종위기 고도 회유성 해양파충류(바다거북류)의 생태 특성 규명 및 자원
확보
- 기후변화 지표종(산호류)의 생태 특성 규명 및 자원 확보
- 기후변화 지표종(바다뱀류)의 생태 특성 규명 및 자원 확보
- 해양고유종 후보종 자원확보
3. 현지내 보존전략해양수산생명자원의 서식지 조사 및 현지외 최적 서식
조건 탐색
- 연구대상지역 및 연구 관측선 설정
-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종목록 작성
- 물리·화학적 해양환경 특성 파악 및 생물다양성 계절 변동 모니터링
- 주요 전략자원의 섭식관계 파악 및 에너지 흐름 규명
- 현지내보존 전략자원의 생물상 변화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파악
- 보존전략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최적화 조건 탐색
○ 기대효과
1. 정성적 성과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현지내 보존전략해양수산생명자원 선정 기준 마련
- 보존전략해양수산생명자원(바다거북, 산호, 바다뱀류 등)의 확보 및 서식
생태 특성(행동생태, 유전적 특성 등) 규명
- 해양고유종 후보종 발굴, 확보 및 관리, DB 구축
- 서식지 모니터링을 통한 현지내보존 서식지 발굴

- 현지내·외 보존전략해양수산생명자원 선정기준을 활용한 종목록 작성

성 명

○ 연구 목표 및 필요성
- (최종목표) 현지내·외 보존 해양수산생명자원 종목록 구축 및 보존전략
- (당해연도 목표)

○ 종료 후 활용계획

- 보존전략자원 및 서식지 보존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