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 계 획 서

2015 학년도 제 2학기

학수번호 102175 교과목명 바다의이용 학점 2 담당교수 이인철(인)

강의시간 일1-3 강 의 실 사이버공간 수강대상 학부생

1. 교과목의 개요

목 표

바다의 이용․개발의 형태와 역사, 이용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양상을 포괄

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이해시킨다. 이를 통해 해양의 개발과 환경의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전이라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해양

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기본 소양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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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이용의 역사 (서론): 인류는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여 왔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용하여 왔는가?

수산업의 변화: 해양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발상과 기준(패러다임)의 변화

연안역과 하구역의 개발과 보전: 연안습지 기능의 파괴에 따른 연안 생태

환경의 복원과 창조의 기술적․사회적 과제

항만․항구도시 산업과 문화: 항만의 건설과 물류, 항만도시의 기능과 문화,

해양도시의 미래발전방향

해양 무생물 자원의 이용과 개발: 광물, 에너지, 해수자원(해양심층수)의 이

용과 과제

해양의 자연재해 및 환경재해: 해역 이용밀도의 증가에 따른 해난사고, 연

안의 해일 및 파랑재해, 유류오염사고, 적조 등 재해의 증가 원인과 대책

바다 이용의 Vision과 전략(결론): 지속가능한 바다 이용을 위한 사고의 재

정립과 바다 이용의 기본 원칙을 학생들과 함께 정리해본다.

2. 교재 및 참고도서

가. 교 재 : 매주 제공되는 사이버 강의 자료(강의 노트 등)

나. 참고도서 : 바다의 이용 (부경대학교 해양탐구교육원 편)

강의자료에 소개하는 참고자료 및 관련사이트

3. 평가방법

중간고사

(On-line)

기말고사

(Off-Line)
과 제 물 출 결 합 계 비 고

30% 40% 20%
10%

(결석횟수당 –1점)
100%



4. 주별 강의계획서

주 강 의 및 실 험 내 용 과제 및 참고사항

1주

교육목표 및 내용 : 과목의 교육목표와 내용의 구성-바다란 무엇인가, 
바다를 인간은 어떻게 이용해 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바다란 무엇인가? : 바다에 대한 인식 - 자연과학적 관점, 인문학적 
관점, 사회경제학적 관점

2주

바다 이용의 변천사, 포경업의 변천사 : 인류는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여 
왔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용하여 왔는가?

수산업의 태동과 변천과정 : 수산자원 이용의 역사, 수산업의 변천과정, 
수산업데 대한 발상과 기준의 변화

3주

수산업의 현황과 과제 : 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세계의 해양질서, 
국제어업규제, 수산업의 과제

수산업의 비전 : 바다목장화사업, 바다 숲 조성사업, 외해 양식, 수산업의 
미래

4주
해양무생물 자원의 이용 - 해수자원

과제(1)
해양무생물 자원의 이용 - 해저광물

5주

해양에너지자원의 이용 - 해저매장자원 : 석유, 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 
수소 등

해양에너지자원의 이용 : 조석 & 조류에너지, 파랑에너지, 온도차에너지, 
풍력, 해류, 재생에너지 종류

6주

해상교통-항만물류시스템 : 항만물류의 개념, 항만물류의 주요기능, 
항만물류산업의 분류, 선진항만물류 시스템

항만과 해양도시의 형성 : 해양문화와 해양도시, 해양산업 기술 그리고 
교육, 해양도시의 미래

7주 중간고사 중간고사

8주
해양산업과 해양도시의 산업

항만 - 해양도시의 문화

9주
어항과 어촌의 산업

어항과 어촌의 문화

10주
연안역의 이용

하구역의 이용

11주
바다 이용을 위한 시설 : 선박 및 해양구조물

과제(2)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

12주
해양의 환경재해 및 방재대책

해양의 자연재해 및 방재대책

13주
해양공간의 개발과 이용

해양공간이용의 변천과정

14주
해양공간 이용의 비전과 전략

지속 가능한 개발, 보전, 바다 이용의 원칙

15주 기말고사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