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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 management of invasive alien species that have a negative impact on biodiversity requires an 
improvement in civic awareness. Various and effective education and publicity should be made to improve 
citizen’s awarenes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imple education and publicity on the 
improvement of citizens’ awareness of bass, one of the most important ecosystem disturbing species in 
Korea. In a survey conducted in this study, the perceptions of the participants on bass was similar to 
previous studies and did not differ by age or gender. As a result of the simple education, more than 90% 
of the participants who did not know bass and 68% of those who already knew bass, answered that their 
awareness was improved, regardless of gender or age. The effect was greater for women in the latter case. 
Although the bass is the invasive alien species, most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it was desirable to 
use bass as an edible or feed and the purchasing intention was also large if it was commercialized like 
canned cat food. Therefore, the improvement in awareness of bass can lead to an increase in demand for 
bass, which is expected to be an economic incentive to control bass effectivel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informal education like simple street education and publicity will help the awareness improvement, and 
it can be effectively used to improve awareness of biodiversity and invasive alien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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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생태계 교란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

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로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생물로 지정되어있

다(MOE, 2014). 현재 파랑볼우럭이나 큰입배스 

등 동물 6종 및 단풍잎돼지풀과 갯줄풀 등 식물 

14종 등 총 20여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동물의 

경우 대부분 식용과 애완용 또는 자원조성용으로 

도입되었다가 자연생태계로 유입된 후 국내 생태

계를 교란하며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NIER, 2008). 
생태계 교란생물인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3000/JFMSE.2018.30.2.671&domain=http://english.ksfm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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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73년 미국에서 담수어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국내에 도입된 후 방류되면서 특히 전국의 많은 

하천과 호수 등 정체성 수역으로 퍼져나갔다

(NIER, 2012). 하지만 수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인 큰입배스를 조절할 천적생물이 거의 없기 때

문에, 일단 정착하면 빠른 속도로 담수생태계를 

교란한다(NIER, 2011). 현재 큰입배스는 우리나라 

담수역 전역에 서식하며 담수 생태계 생물상에 

영향을 주고 있고, 수생태계의 어류군집의 건강

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토종 어자원들을 교란

하고 있다(Hong & Son, 2004; Ko et al., 2008; 
Lee et al., 2009; Han et al., 2011; Kim et al., 
2013; Lee et al., 2013).

큰입배스와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을 관리하는 

국가는 생태계 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하고 생태계 교란생

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MOE, 2014). 현재 생태계 

교란 동물의 관리는 모니터링과 더불어 주로 포

획 위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체 수 조

절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MOE, 2016). 
외래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래종과 유입

경로, 서식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

반적인 인식의 개발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가 

요구된다(Bang et al., 2004). 무엇보다 주요 이해 

당사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인식 제고와 교육,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야하며 

이후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Park & Kim, 2015). 
배스의 경우 인식 악화로 방치되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특유의 향

으로 인한 거부감과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인식으

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 인위적인 조절도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NIER, 2011).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정도는 

생물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인식이 잘 안된 생태계 교란식물에 비해, 큰입배

스의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지

만 이미지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Bae et al., 
2014; Lee & Sung, 2017). 배스의 경우 어묵이나 

가축먹이 액체 비료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안

된바 있으며 노화를 방지하는 아미노산인 타우린

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IER, 2011).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 응답자의 다

수가 배스의 식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향후 배스의 상품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어서, 앞으로 배스의 시민 인식 개선 노력이 배

스와 같은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Lee & Sung, 2017). 배스에 대한 

인식개선은 배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배스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다

양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생태체험교육이 

습지와 같은 생태계의 인식변화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on & Kim, 
2003), 인터넷이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홍보매

체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him et al., 2007; Kim & Jo, 2012). 이러한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의 

교육이지만(Kim et al., 2009), 학교나 방송 등에 

의해 진행되는 형식적 교육뿐만 아니라 장소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간단한 비형식적 교육과 홍보

도 시민교육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과

정이 끝난 성인들의 경우 비형식적 교육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면 인식개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Kwon et al., 2010). 이를 위하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설문이나 홍보물들을 활용

할 수 있는데, 아직 이러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교란생물인 배스에 

대한 간단한 교육과 홍보가 사람들의 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향후 배스와 같은 생태

계 교란생물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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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설문조사

2015년 11월 27일, 부산역에서 시민 147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따른 배스 인식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015년 부산통계연

보 기준의 인구 3,557,716명과 95%의 신뢰수준으

로 추정하였을 때 147명의 표본을 이용한 본 설

문조사의 추정오차의 한계는 8.1% 이다. 
설문응답자 중 여성 응답자는 78명, 남성 응답

자는 69명으로 남녀 비율의 차이는 없었다. 남성 

응답자는 2∼30대 26명, 4∼50대 22명, 60대 이상

이 21명 순이었으며, 여성 응답자는 60대 이상 

28명, 2∼30대 28명, 4∼50대 15명으로 연령별 남

녀 응답자 차이는 없었다(<Table 1> 참조). 

Gender
TotalMale Female

Age

20~39 26(18) 28(19) 54(37)

40~59 22(15) 22(15) 44(30)

59 < 21(14) 28(19) 49(33)

Total 69(47) 78(53) 147(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he 
number in parentheses is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y knew about Micropterus salmoides 
(N=147)

설문조사는 문항별 O, X 답안에 스티커를 붙

이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는데 설문 문항의 내용

과 흐름은 다음 [Fig. 1]과 같다. 
첫 번째 문항은 배스에 대한 인식여부를, 두 

번째 문항은 식용, 사료, 폐사, 기타의 처리 및 

활용방안으로써 어떤 방안이 적합한지에 대해 묻

는 질문이며, 세 번째 문항은 구체적인 상품화(고
양이 통조림)를 하여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 구매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첫 번째 질

문인 배스에 대하여 잘 안다고 응답할 경우에만 

계속해서 2번과 3번 문항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후 준비한 홍보물을 이용하여 10분이내의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Fig. 1] Contents and flow of the Micropterus 
salmoides awareness survey 

[Fig. 2] Education materials (BASS THE LOVE) 
used in Micropterus salmoides 
awarenes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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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의 제목은 BASS THE LOVE 이며, 배스

의 생태적 특성, 영양학적 특성, 외국의 이용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Fig. 2]. 이 후 진행된 네 번

째 문항은 함께 진행된 간단한 홍보와 교육으로 

인해 배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첫 번째 문항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응답 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홍보물을 이용하여 

간단한 교육을 진행한 후, 다섯 번째 질문에 대

해서만 대답을 얻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간단한 

홍보와 교육으로 인해 기존 잘 알지 못하였던 배

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

2. 통계분석

설문조사의 결과로 수집된 데이터는 R 프로그

램(3.32)을 활용하여 응답자 비율의 검정과 남녀 

및 연령별 차이에 대한 동질성분석을 수행하였

다. 분석방법은 카이제곱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를 연령과 성별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답

변을 빈도 분할표로 작성한 다음 유의수준 5% 
내에서 검정을 시행하였다(No et al., 2011). 

  

Ⅲ. 결과 및 고찰

설문조사 결과, 배스 인식을 묻는 첫 번째 문

항에 대하여 68%가 ‘잘안다’고 대답하여, 전체 

응답자 중 배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으며(p<0.001), 배스에 대한 인식은 연령

(χ2=2.53, p=0.28)이나 성별(χ2=0.82, p=0.36)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Fig. 3]. 이러한 결과는 64%
가 잘 안다고 응답한 과거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의 배스 인식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χ2 
=0.27, p=0.60), 조사 장소는 다르지만 배스에 대

한 인식정도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Lee & 
Sung, 2017). 

[Fig. 3] Awareness of all respondents on 
Micropterus salmoides before education 
(N=147)

이는 특정 생물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장

소에 따라 차이가 별로 없으며 시간에 따라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물의 이미지가 특별한 계

기가 없으면 바뀌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총 응답자 147명 중 배스를 알고 있다고 

답한 100명에 한해서만 설문조사를 계속 진행하

였는데, 배스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 100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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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응답자는 47명이고 여성 응답자는 53명으로 

남녀의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 응답자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배스와 같이 비교적 

잘 알려진 생태계 교란생물의 경우 사람들의 인

식정도가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유사한 것은 

사람들이 접한 정보의 내용이나 빈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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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swers to the application potential of 
Micropterus salmoides from respondents 
already familiar with Micropterus 
salmoides before education (N=100)

배스의 활용방안에 관한 문항에는 ‘식용’이 

41%, ‘사료’가 55%, ‘활용하지 않음’이 2%, ‘기
타’가 2%로 응답하여 연령(χ2=7.11, p=0.31)이나 

성별(χ2=4.40, p=0.22)에 따른 차이 없이 대부분 

응답자가 생태계 교란생물인 배스를 어떤 식이로

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

며 식용보다는 사료로 활용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Fig. 4]. 

[Fig. 5] Purchase intent of canned Micropterus 
salmoides for cat food from respondents 
already familiar with Micropterus 
salmoides before education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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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배스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배스에 대한 소

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아직은 식용보다는 

다른 용도의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다음 질문은 식용보다는 후자의 경우의 

구매의사를 알아보았는데, 배스의 구체적인 상품

화(고양이 통조림)에 대한 구매의사 문항에서도 

성별(χ2=0.67, p=0.41)이나 연령(χ2=2.19, p=0.33)
과 상관없이 84%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

하여 배스가 상품화 되었을 경우 구매의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따라서 배스를 

사료로 상품화하여 활용한다면 충분한 수요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Fig. 5]. 최근 개와 고양이 등 

주변에 반려동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

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도 커지고 있는 실정

이다(Son et al., 2017). 특히 사료시장은 전체 반

려동물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배스

를 잘 활용한다면 기존의 사료를 대체하며 수익

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로 간단한 교육과 홍보로 인하여 배스

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68%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24%,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8%보다 

높게 나타났다[Fig.6].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었지

만(χ2=2.75, p=0.60), 남성보다는 여성의 인식개

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어(χ2 =8.12, 
p=0.02), 간단한 교육과 홍보만으로도 기존에 배

스를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교육 후 바로 효

과에 대한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

이 더 많았을 가능성 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접

근방법으로도 인식개선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이

를 좀 더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사람들에게 자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이 필요하며 공간적 제약을 가지는 기존이 교육

방법들을 보완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

식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Fig. 6] Answers to the promoted awareness of 
Micropterus salmoides through simple 
education and publicity from respondents 
already familiar with Micropterus 
salmoides after education (N=100) 

첫 번째 문항에서 배스를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준비한 홍보물을 이용하여 10
분 이내의 간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 후 배스

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

자의 대부분인 96%가 배스에 대한 인식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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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남

녀나 연령별 차이가 없이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Fig.7]. 

[Fig. 7] Improved awareness of Micropterus 
salmoides through simple education and 
publicity from respondents not familiar 
with Micropterus salmoides after 
education (N=47) 

흥미 있는 것은 간단한 거리 교육이나 홍보의 

효과가 기존에 배스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던 사

람들보다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

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교육방법이 환경

문제에 무관심 했던 사람들에게 생태계의 문제를 

인식시키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관심을 갖게 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향후 학교나 방송 등에 의해 

진행되는 형식적 교육이나 홍보 이전에 사전교육

의 형태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거리교육이나 홍보와 같이 시민들을 찾

아가는 교육 방법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생활할 수 있는 생태적 사고의 주류화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교란생물인 배스에 대한 

간단한 교육과 홍보가 사람들의 인식개선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간단한 교육과 

홍보만으로도 기존에 배스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인식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향

후 생태계교란생물 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거리 교육이나 홍보 방법은 정보의 전달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만큼 교육의 

횟수나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일회성 교육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다른 인식개선 방법보다 많은 노력이 필

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거리 교

육이나 홍보에 대한 인식변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교육과 홍보의 효과는 아직 

배스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

타나 이러한 교육방법을 잘 활용하면 환경문제에 

무관심 했던 사람들에게 생태계의 문제를 인식시

키고 관심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방법이 가지는 장점 

즉 시간적 제한과 공간적 제약을 가지지 않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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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인식개선 방법으로, 
향후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며 생태적 사고의 주류화를 이

루는 방법으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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