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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은 인간에 의한 남획, 혼
획, 산란지 및 서식지의 파괴, 해양폐기물, 질병, 기후변화 등으
로 인하여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Moon et al., 2009; Hamann 
et al., 2010; Rasmussen et al., 2011). 바다거북류의 보전을 위
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
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에서는 바다거북 전종
(7종)을 Appendix I로 지정해 국가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회유성생물의 보전 협약(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바다거북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미주협약(Inter-American Sea 

Turtle Convention), 인도양과 동남아시아의 바다거북과 서
식지의 보전 및 관리협약(Indian Ocean and South-East Asia) 
등에서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eminoff, 2004). 한국에는 바다거북류 5종[푸른바다거북
(Chelonia mydas), 붉은바다거북(Caretta caretta), 매부리바다
거북(Eretmochelys imbricata), 올리브바다거북(Lepidochelys 
olivacea), 장수거북(Dermochelys coriacea)]이 출현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Kim et al., 2017; Kim et al., 2019), 이 들 모
두 낮은 출현빈도와 멸종위협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해
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MOF, 2021a). 푸른바
다거북(C. mydas; Linnaeus, 1758)은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 
넓게 분포하는 해양생물로 남극해와 북극해를 제외한 대서양, 

국내최초 푸른바다거북(Chelonia mydas)의 실내 인공 번식 및 어린 개체의 
초기 성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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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f these, 115 fertilized eggs from six events hatched successfully. The size of the newly hatched turtles differed 
significantly among nesting events. The hatchlings from the 8th and 9th nesting events were relatively smaller than 
those from the 3rd and 5th events. The rate of growth initially varied across the different events, but from the 1,000th 
day, the inter-group variation disappeared. The present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future captive breeding 
of sea turtles in indoor facilities,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se endangered sea turtl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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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지중해, 태평양에 넓게 서식하며, 전 세계적으로 80개
국 이상에서 번식하고(Hirth, 1997), 140개국 이상의 연안 해역
에서 분포한다(Groombridge and Luxmoore, 1989). Wallace 
et al. (2010)의 연구에서 생물지리학, 유전적 형질 등을 고려하
여 제안된 regional management units에 따르면 푸른바다거북
은 전세계적으로 17개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남중국해에서 일본 남부까지 넓게 분포하는 북
서태평양 계군(Pacific Northwest, CM-PNW)이 출현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Moon and Kim, 2021).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

vation of Nature Redlist)에 따르면 푸른바다거북은 다른 바다
거북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한 직접적인 포획(Humphrey and 
Salm, 1995; Fleming, 2001; Fretey, 2001), 정치망, 트롤, 주낙 
등 어업 중 발생하는 부수어획, 번식지의 해변과 주변 섭이장
의 서식지 훼손, 번식지의 개발, 모래유실 등 다양한 원인에 의
해 지속적인 개체수 감소가 발생한다(Lutcavage, 2017). 번식
지 주변 해역의 빛공해에 의한 성체 암컷의 번식포기(Wither-
ington, 1992) 나 부화한 새끼가 가로등 불빛을 바다에 반사된 
달빛으로 오인해 육지로 상륙하는 것도 위협요인 중 하나이다
(Witherington and Bjorndal, 1991). 최근에는 해양쓰레기에 의
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uy-
ler et al., 2016; Moon et al., 2022). 푸른바다거북의 성적 성숙
에 도달하는 나이는 17–23년으로 평가되는데(Carr et al., 1978; 
Fitzsimmons et al., 1995), 전 세계적으로 분포된 32개 평가 그
룹에서 지난 3세대 동안 번식하는 성숙한 암컷의 48–67%가 감
소한 것으로 평가되어 멸종 위기(Endangered) 등급으로 평가될 
만큼 위협이 지속적인 종으로 평가되고 있다(Seminoff, 2004). 
전 세계적으로 푸른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지자
체, 연구자, 자원봉사자 등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단계에서 수많은 위협과 포식자로 인하
여 어린시기에 생존율이 매우 낮다(Limpus, 1985; Frazer and 
Ladner, 1986). 푸른바다거북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 방법 중 
하나로 자연상태에서 바다거북 알을 수거하여 인공적으로 부
화시킨 후 야생에 방류하여 개체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Kurata and Hirose, 1969; Kondo et al., 2017). 일부 바다거
북 농장에서 바다거북의 인공증식을 통한 야생 개체수의 복원
을 목적으로 상업적인 증식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논란이 있으
나, 목장형태의 밀도 높은 실내사육은 느린 성장률, 질병과 기
생충, 영양부실 등에 의해 효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Jacob-
son, 1996). 관광이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인공증식은 카리
브해의 그랜드 카이만 섬에 있는 Cayman Turtle Farm (1969
년 설립)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사라진 실정이다
(Ross, 1999). 
한국에서는 푸른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해양보호생물
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푸른바다거북의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해양생태계의 관
리, 서식지외 보전을 통한 개체수 회복, 해양동물의 구조 및 치
료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있다(MABIK, 2021; MOF, 2021b).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동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인 아쿠아
플라넷 여수에서 2017년 국내 최초로 푸른바다거북의 실내 인
공번식을 성공한 바 있다(MOF, 2017). 이는 국내에서 인공적
으로 바다거북을 번식시킨 최초 사례임과 동시에, 실내에서 교
미부터 산란, 부화, 초기 성장까지 성공한 드문 케이스이다. 한
국 연안에서 번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푸른바다거북의 인
공번식에 성공한 만큼 해당 종의 안정적인 부화 및 초기 성장 경
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인공적으로 번식에 성공한 푸
른바다거북의 산란특성, 부화한 유체의 초기 성장도를 분석함
으로서 국제적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의 안정적인 번식과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개체

국내 최초로 수족관의 인공환경 내에서 번식한 암컷 푸른바
다거북은 2016년에 싱가포르 수족관에서 전시 목적으로 국내
에 반입되었으며,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실내수조에서 사육되
었다. 사육환경은 연중 수온 25–26°C, 광주기 12L:12D 조건
이었으며, 사육 수조는 가로 20 m×세로17.5 m×깊이9 m로 
3,150톤 이상의 메인수조와, 수컷과의 교미 후에는 암컷은 번
식수조 가로 8.5 m×세로 7.4 m×깊이 2 m로 115톤에 옮겨 사
육하였고, 번식을 위하여 가로 2.9 m×세로 4 m×깊이 1.3 m
의 인공모래사장을 번식수조에 설치하였다(Fig. 1). 사육기간 
중 먹이로는 전갱이, 오징어, 배추를 주식으로 주 2회 체중의 
1%를 급이하였다. 
인공부화기에서 부화한 어린 개체는 가로 45 cm×세로 30 

cm×깊이 25 cm의 수조에서 개별 사육하였고, 사육 환경은 연
중 수온 25–26°C, 광주기 12L:12D로 성체 사육 환경과 동일하
였다. 어린 개체의 먹이는 오전 10시와 오후 5시로 나누어 1일 2
회 급이하였고, 오전에는 배합사료, 오후에는 전갱이와 새우살
을 다져 체중의 15%까지 급이하였다(Fig. 1).
산란한 암컷(YS-B003) 개체의 크기는 등갑직선길이(straight 

carapace length, SCL) 88 cm, 등갑직선너비(straight carapace 
width, SCW) 71 cm, 몸무게(body weight) 99 kg 이었다. YS-
B003은 2016년 11월 13일에 수컷인 푸른바다거북(YS-B001)
과 교미 행동이 관찰되었는데, 수컷의 SCL은 91 cm, SCW는 
74 cm, 몸무게는 81 kg이었다. 연구자의 관찰 이외에 추가적인 
교미행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암컷의 임신은 초음파검사기(Hitachi aloka noblus ultra-

sound machine; Hitachi, Tokyo, Korea)와 5-1MHz 탐촉자
(Hitachi Aloka Medical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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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번식수조로 옮겨서 사육하면
서 산란을 유도하였다. 

푸른바다거북의 산란특성

연구기간(2016년 12월–2017년 8월)동안 산란한 알을 한 해 
번식기 동안 산란한 것으로 가정하였고, 산란 회수별로 산란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 번에 산란한 알을 한 배 산란수로 평
가하였다. 산란된 알은 화학적인 성분에 의한 교란을 막기 위하
여 위생 장갑을 착용한 후 조심히 꺼내어 이동하였고,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알의 부화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산란 
후 6시간 이내에 옮겨 연구를 수행하였다(Parmenter, 1980). 산
란된 알은 인공부화기 Rcom MARU 200 (Autoelex, Gimhae, 
Korea)를 이용하여 항온·항습 조건에서 부화시켰다. 부화 기간
동안의 온도는 배아의 성별, 성장률, 잔류 난황의 크기, 부화개
체의 건강성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Booth, 1998; 
Mrosovsky, 1994; Fisher et al., 2014), 산란 차수별 부화 조건
은 단일하게 수행하였다. 
실내조건에서 안정적인 부화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조하
여(Rafferty et al., 2013; Williamson et al., 2017), 푸른바다거
북의 성비가 1:1로 추정되고 부화율이 가장 좋은 조건인 온도 
29±1°C 및 습도 90±5%를 유지하였다(Wibbels et al., 2003; 
King et al., 2013). 부화 중 알이 부패하여 주변 알을 오염시
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전등 플래시를 이용한 검란(candling)
을 통해 수정여부를 확인하였고, 미수정란 중 부패가 시작된 것
으로 평가된 알은 제거하였다. 산란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
수 별 산란일, 산란 개수, 부화소요기간, 부화 개수 및 부화율을 
비교하였다. 

푸른바다거북 차수별 성장 특성 비교

부화된 푸른바다거북 유체의 차수 별 비교를 위하여 4, 5, 8, 
9차란의 부화 개체 중 건강상태가 양호한 33마리를 선별하여 
월 1회의 주기로 성장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Table 1). 부화 직후 푸른바다거북 유체의 크기는 핸들링이 
익숙해 진 후 9차란 10개체를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SCL과 

SCW는 켈리퍼스(digimatic caliper; Mitutoyo, Tokyo, Japan)
를 이용해 0.1 mm 단위로 측정하였고 몸무게는 휴대용 전자저
울(ELT4001; Sartorius, Bohemia, NY, USA)을 이용해 0.1 g 
단위로 측정하였다. 개체별로 분리 사육하여 섞이지 않도록 하
였고, 불가피하게 개체를 함께 사육할 경우에는 개체별로 사진
을 통해 구분하여 추적하였다. 먹이로는 바다거북 전용 영양제
(5B48; Mazuri, St. Louis, MO, USA)와 함께 크릴과 전갱이
를 다져 매일 2회 체중의 15%까지 제공하였다. 전체 측정 개체
를 대상으로 시기별 성장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0–1년(365일), 
1–3년(366–1,095일) 구간으로 구분하여 2회 이상 측정된 개체
를 대상으로 최초와 마지막 측정값의 차이를 바탕으로 연평균 
성장도를 계산하였다(Casale et al., 2009). 
푸른바다거북이 10회에 걸쳐 산란하면서 교미한 수컷의 차
이, 암컷의 건강도 차이, 계절적인 차이, 서식지 온도의 차이 등
으로 인해 부화한 유체 성장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 시간이 경과한 후의 차수별 성장도 차이를 비교하
였다. 4, 5, 8, 9차 산란의 부화 일시 및 건강상태에는 다소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나 사육 환경의 실내 조건은 일정하게 유지하였
으며, 먹이는 모든 개체에게 충분히 제공하였기 때문에 성장도 
차이는 차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4개 그룹의 성장률 비교는 SCL과 몸무게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를 위하여 4개 그룹의 개체들이 
210–220일 동안 성장한 후 측정값을 가지고 그룹 간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통해 비교하였고, 그룹 간 차이
는 Turkey 사후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차수에 따른 성장률 차
이는 특정 시기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변화 경향 비교가 필요하
기 때문에, SCL과 몸무게를 기준으로 성장 기간에 따라 성장률 
변화가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통계분석

SCL과 SCW의 상관관계, SCL과 몸무게의 상관관계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8.0)를 이용하
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그래프는 Sigmaplot (ver. 13)을 통해 도
식화하였다. 

(A) (B) (C)

Fig. 1. The Aqua Planet Yeosu main captive tank (A), holding tank with artificial sand area (B ) and breeding tank of juvenile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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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푸른바다거북 산란특성

연구 개체는 2016년 12월 10일부터 2017년 08월 12일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594개의 알을 산란하였다(Table 1). 이러한 수
치는 Cayman Turtle Center와 Okinawa Churaumi Aquarium 
등의 인공사육시설에서 사육된 푸른바다거북의 번식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Wood and Wood, 1980; Kawazu et al., 
2018). 또한, 야생에서 1–10회 평균 24–277개의 알을 낳으며 
특정 암컷은 한해에 1,249개까지 알을 낳은 것으로 알려진 것
과 비교할 때 정상적인 범위에 포함되었다(Chen and Cheng, 
1995; Ekanayake et al., 2016). 산란시기에 있어서는 푸른바다
거북은 자연서식지에서는 대개 봄에서 여름까지 3개월에 걸쳐 
산란하고(Marquez, 1990), Cayman Turtle Center와 Churau-
mi Aquarium 등 다른 인공사육시설에서도 2–4개월 정도로 비
슷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동일 암컷에 의한 산란이 무려 8개
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위의 두 인공사육시설은 야외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온과 광주기 조건이 주변 서식지와 유사하
지만, 본 연구시설은 실내에 설치되어 연중 25–26°C의 일정한 
수온과 12L:12D 광주기 조건, 충분한 영양공급 등이 장기간의 
산란을 가능케한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산란간격에 
있어서 다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푸른바다거북은 야생
에서는 7–21일(Hirth, 1997), 10–19일(Kawazu et al., 2018), 
7–43일(Rajakaruna et al., 2010), 인공사육시설에서는 4–25일
(Wood and Wood, 1980), 10–17일(Kawazu et al., 2018) 등 지
역과 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 13일에
서 최대 72일간으로 종전의 연구와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단
일 사계이고 인공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의 원인
을 규명하기는 어려웠다.

10차에 걸쳐 산란된 알 594개 중 130개(21.9%)가 성공적으

로 부화하였다. 1차란은 대부분 미수정 란으로 확인되었고, 초
기 연구의 특성 상 부화율이 낮은 문제점은 차수를 거듭하면
서 보완되어, 5차란은 부화율 60%를 기록하였다. 자연상태에
서 부화율 70–82% (Chen and Cheng, 1995; Ekanayake, 2003; 
Ekanayake et al., 2016)와 인공사육시설에서의 부화율 33.0–
92.9% (Wood and Wood, 1977; Kawazu et al., 2018; Yao et 
al., 2022)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매
부리바다거북과 캠프바다거북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인
공사육시설에서의 푸른바다거북은 자연서식지와 달리 충분
한 먹이의 공급 등으로 해마다 번식하는 등 번식능력이 전반적
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Owens and Blanvillain, 
2013), 부화율에 있어서는 낮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산
란 암컷의 상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난황형성과정, 
수컷과의 교미 시간, 그리고 수정 등 알이 형성되는 과정이 부화
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Wood and Wood, 1980; Craven et 
al., 2008; Perrault et al., 2011; Kawazu et al., 2018), 수컷과의 
교미 기회의 증가, 먹이의 영양 균형 등의 개선을 통해 부화율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Wood and Wood, 1980; 
Craven et al., 2008). 산란한 알의 수에 있어서는, 1차 48개와 7
차 11개로 특정 차수에 산란한 알의 수가 작았는데, 이는 산란
과정에서 관리자의 움직임, 조명 등 특정 요인에 의한 방해 작
용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Ekanayake et al., 2016). 한편, 
야생에서도 푸른바다거북은 산란기 초기에는 알의 수가 적으
나 중기에 최대에 이르고 말기에는 다시 알의 수가 적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기도 하였다(Niethammer, 1997; Broderick 
et al., 2003). 1차와 7차 란은 전체가 미수정란으로 확인되었는
데, 아마도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란된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판단된다. 푸른바다거북은 수컷이 가능한 많은 암컷과 교
미를 시도하는 일부다처제의 번식 형태를 가지고(Jessop et al., 
1999), 한 배 내에서도 여러 마리의 수컷 정자와 수정되는 다부
성(multiple paternity)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are et 

Table 1. Results of nesting by Chelonia mydas (YS-B003) on Aqua Planet Yeosu in 2016 and 2017

Clutch Number Date Eggs laid Incubating period 
(days)

Number of 
Hatchlings

Hatching rate 
(%)

Number of 
hatchlings used

1 10 Dec, 2016 48
2 24 Dec 60 55 12 20.0
3 09 Jan, 2017 79 54 20 25.3
4 22 Jan 68 60 25 36.8 4
5 08 Feb 70 61 42 60.0 14
6 10 Mar 62 60 8 12.9
7 21 May 11
8 01 Jul 86 64 8 9.3 5
9 28 Jul 61 82 11 18.0 10
10 12 Aug 49 90 4 8.2
Total 594 mean 65.8 130 mean 21.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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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4; Ireland et al., 2003). 실내 사육조건에서 다수의 수
컷과 교미하기 어렵고 교미 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을 고
려할 때 한번이 아닌 다수의 교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Wood and Wood, 1980; Kawazu et al., 2018).

푸른바다거북 차수별 성장 특성 비교

9차란의 부화한 유체를 대상으로 부화 초기 크기를 측정한 
결과(n=10), 부화한 어린 개체의 평균 SCL은 44.5±3.4 mm 
(36–49 mm), 등갑너비는 36.6±2.0 mm (34–40 mm), 몸무게는 
22.4±2.2 g (19–27 g)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푸른바다거북 부화개체의 평균 SCL인 46.5–47.1 mm와 유사
한 크기였다(Chen and Cheng, 1995; Ekanayake et al., 2016). 

SCL과 SCW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의 상관(r2=0.9959, 
P<0.05)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SCL이 상승함에 따라 
SCW도 상승하였다(Fig. 2). SCL이 성장함에 따라 몸무게는 지
수함수에 따라 성장하였다(r2=0.9921, P<0.05). SCL과 SCW, 
SCL과 몸무게는 명확한 경향성을 보이는 성장 그래프 가지며, 
이를 통해 푸른바다거북 어린 개체 중 SCL과 너비 중 데이터가 
누락된 개체의 예상 수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산란 차수에 따른 개체 크기 비교 결과, 210–220일이 경과한 

4개 그룹은 SCL과 몸무게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으며(P<0.001), 4차와 5차, 8차와 9차 사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P>0.05)는 4차, 5차 그룹(a)과 8
차, 9차 그룹(b)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ig. 3). 결
과적으로 4차와 5차는 초기 성장속도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
였으나, 8차와 9차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느렸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부화기간 동안의 온도차이에 의해 태어난 개체의 초기 성
장률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Yao et al., 2022), 

우리의 연구에서는 부화기간 동안 온도 및 습도는 일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수컷 정자의 건강성, 수정난이 임신 중인 
암컷의 영양상태, 부화 후 성장기 동안의 사육환경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간에 걸친 차수별 성장도 변화 경향을 비교할 때, SCL과 
몸무게 모두에서 4차와 5차 그룹이 8차와 9차 그룹에 비해 초
기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800–1,000일이 경과하
는 시점에서는 성장률이 차이가 점차 적어지는 특성을 보였다
(Fig. 4). 결과적으로 차수에 따라서 초기 성장도에서는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 특성은 유사
해 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연구결과 푸른바다거북의 초기 성
장도는 0–1년에는 19.5±8.1 cm/yr (n=32), 1–3년에는 9.8±3.2 
cm/yr (n=23)으로 확인되었다. 푸른바다거북의 초기 성장은 등
갑길이 기준으로 4.73 cm/yr (1913–1914년; Boulon and Fraz-
er, 1990), 4.78 cm/yr (1981–1986년, 등갑길이 25.6–62.3 cm, 
N=41; Boulon and Frazer, 1990),  4.9 cm/yr (1990–2011년, 
등갑길이 <90 cm; Eguchi et al., 2012)로 평가된 바 있는데, 우
리의 결과값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화 후 
초기 데이터가 누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종은 아니지
만 이탈리아 해역에서 capture-mark-recapture 방식으로 연구
된 6.4–30.0 cm 등갑길이의 붉은바다거북의 초기 성장도를 분
석한 논문에 따르면 초기 6개월까지의 성장도는 11.8 cm/yr이
었던 반면 2.5–3.5년 개체는 3.6 cm/yr 수준의 성장도를 보인바 
있다(N=88; Casale et al., 2009). 붉은바다거북의 초기 성장도
와 비교할 때에도 우리의 연구결과 초기 성장이 상대적으로 높
았는데, 이는 실내에서 안정적으로 충분한 먹이를 공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른 연구에서도 실내에서 사육한 개체는 
야생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성적 성숙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Wood and Wood, 1980). 

(A) (B)

Fig. 2. Relationship between maximum straight carapace length and maximum straight carapace width (A) and between maximum 
straight carapace length and body weight in artificially bred green turtle juvenil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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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많은 생물과 마찬가지로 바다거북도 어렸을 때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Bjorndal and Bolten, 1988), 
우리 연구에서도 추가적인 측정을 수행한다면 초기에 빠른 성
장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도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
다. 우리의 연구와 다르게 많은 바다거북 종의 사육상태에서는 
곡선형 성장을 보였는데(Uchida, 1967; Witzell, 1980; Frazer 
and Schwartz, 1984), 이러한 차이는 온도(Hughes, 1974), 먹
이 종류(Stickney et al., 1973; Wood and Wood, 1981), 소화
율(Njoman et al., 1982)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로 자연상태에서 푸른바다거북의 성장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
게 평가된다. 예를 들어 대서양과 캐리비안 해역에서 측정된 초
기 성장도는 태평양 지역에 비해 빠르고(Bjorndal and Bolten, 
1988), 같은 지역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ulon and Frazer, 1990). 
  우리의 연구결과에서 정확한 연령을 알고 있는 성체의 SCL 
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von Bertalanffy 식을 이용한 성장
도 최대 추정치는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야생에서 생후 1년 
이내의 어린개체의 포획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Fabens, 1965; 
Bjorndal, 2003), 자연상태에서 연구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
서 SCL 25 cm 이하의 아주 어린 개체의 데이터는 대부분 누락
되므로(Limpus and Walter, 1980; Bjorndal and Bolten, 1988; 
Boulon and Frazer, 1990), 본 연구와 같이 어린 개체의 초기 성
장도는 비록 실내 사육조건임을 고려하더라도 푸른바다거북의 
생태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도 
푸른바다거북은 어린 시기에 잡식성이었다가 성장하면서 초식
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성장곡선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제안된 

(A) (B)

Fig. 3. Comparison of growth per spawning case after 210–220 days of hatching. A, Maximum straight carapace length; B, Body weight.

(A) (B)

Fig. 4. Overall trend of time-dependent variation in growth rate across all spawning cases. A, Maximum straight carapace length; B, Bod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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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는데(Bjorndal and Bolten, 1988), 현재 추적 중인 개체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경향성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여수아쿠아리움에서의 푸른바다
거북의 산란과 부화는 처음 시도한 인공번식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초기 산란한 알과 
후반 차수의 알이 미수정란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추후 암컷이 
많은 수컷과 충분한 교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아쿠아리움 등 실내외 인
공사육시설에서의 바다거북 번식 및 사육에 유용한 정보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   사

논문의 1저자인 조은빛과 김일훈의 기여도는 동일하며, 조은
빛은 바다거북 사육 및 개체 측정, 김일훈은 연구 디자인, 개체
사육 점검 및 논문작성 등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도움
을 주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양동우박사, 푸른바다거북의 사
육에 도움을 준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서승현수의사, 한원민팀
장, 해양보호생물 지원사업을 담당해 준 해양환경공단의 황인
서처장, 임성오차장, 박현실대리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한
다. 본연구는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전시 목적으로 반입한 푸른
바다거북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CITES의 부속서 I급에 해당
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관 및 인공증식 보고를 득하였고, 
연구 및 사육과정은 현행법을 준수하여 수항하였다. 이 논문은 
해양환경공단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사업 및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연구사업(2022M00300, 2022E0030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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