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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장 환경감시

1) 축 환초 해수 유동 특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마이크로네시아 축 초호(Chuuk Lagoon, Micronesia)의 해양물리 환경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4월에 축 초호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CTD를 사용하여 초호 내의 수온, 염

분, DO 및 pH를 관측하였다. 또한, 자체 제작한 뜰개를 사용하여 흐름 특성을 관측하였으며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를 이용하여 Center에서 Fannuck까지와 남측수로의 단면유속을 관

측하였다. 

2) 산성화 및 환경 모니터링

축 라군 수층 기초생태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2011년 5월에 홍수림 수역을 포함한 라군 내·외측

의 다양한 정점에서 엽록소 a 농도, 미세조류 색소, 일차생산력 및 박테리아 생산력을 조사하였으며, 공

생 질소고정자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산호와 잘피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 및 퇴적물에서 부착 또는

공생 질소고정 박테리아의 다양성을 조사하였다. 
일차생산력은 라군수 해역에서 1.7~4.8 ㎎Cm-3h-1

범위로 낮은 반면, 홍수림 인접 해역에서는 42.8∼
61.9 ㎎Cm-3h-1

범위의 높은 값을 보여 해역에 따라 매우 큰 변이가 나타났다. 박테리아 생산력은 라군수

해역에서 0.4~0.7 ㎍ C ℓ-1 d-1 범위로 낮은 반면, 홍수림 인접 해역에서는 199 ㎍ C ℓ-1 d-1 까지의 높

은 값을 보여 해역에 따라 매우 큰 변이가 나타났으며, 홍수림 주변이 라군 생태계의 유기물 생산 및

분해를 통한 무기영양염 공급에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다양한 생물 또는 무생물 부착기질에 부착 또는 공생하는 질소고정자는 다양한 그룹에서 나타났으

며, 부착 기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분포 양상을 나타내었다. deltaproteobacteria는 주로 부식성 기질에서

우점하여 생물막 미생물 군집의 질소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함을 시사하였으며, 남조류는 다양한

생물 시료에서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생물들과의 공생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3) 열대해역 광특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각 서식지 지표의 광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ASD 장비를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측정

하였다. 또한 태양의 고도에 따른 스펙트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광측정 각도를 달리하여 측정하였다. 
광 측정 결과 모래 영역은 600nm 대역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짧은 잘피(연두색)의
경우 500-600nm 대역에서 높은 반사도를 보이고, 긴 잘피와 산호에서 나타나는 700nm 대역의 peak 형태

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산호 패치의 경우에 약 760nm 가량에서 흡수선이 보인다. 또한, 태양 고도가

높을 경우 대체로 반사도 역시 높아진다. WorldView-2 영상을 활용하여 서식지 분류 결과, 웨노 섬 동쪽

연안 부근에서는 주로 잘피가 분포 중이며, 외해로 나갈수록 산호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깊은 바다 바로 직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산호사가 띠를 이루며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이용

하여 현장조사 자료와 오차를 평가하기 위하여 에러메트릭스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검증도는

약 79.81%로 정확도가 매우 높았다.

2장 산호초 생태계 연구  
1) 간극동물 다양성 및 군집특이성

  남태평양 축 열대 라군 해역의 해초지와 맹그로브 군락지, 센터 앞 가두리 양식장 하부 퇴적물에 서

식하는 중형저서동물 군집 구조와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료는 총 19 정점에서 아크릴 코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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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채취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우점한 중형저서동물 분류군은 선형동물로 나타났으며, 저서성 요각류, 
다모류, 갑각류의 유생, 완보동물류 순으로 우점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상위 우점 분류군은 각 정

점에서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조 군락지 퇴적물에서 채집된 중형저서생물 군집이 해

초지나 맹그로브 군락지에 비하여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의 각 정점별 총 중형저서동물

의 서식밀도는 65∼1,302 개체/10㎠의 범위를 나타냈는데, 해조 군락지와 해초지나 맹그로브 군락지나

무식생지에서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각 정점의 생체량은 15.1∼1,967.6 ㎍/10㎠의 값을 나타냈다. 생

체량 역시 해초 군락지나 해조 군락지에서 맹그로브 군락지나 무식생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각 정

점별 중형저서동물 분류군별 서식밀도를 기준으로 MDS 챠트를 작성한 결과, 해조 군락지 정점과 해초

지 정점간의 약간의 군집 차이가 나타나고, 맹그로브 군락지의 군집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서, 각 식생

지는 중형저서동물 군집의 다른 서식지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2) 무기영양염과 수온변화가 산호 공생조류 밀도에 미치는 영향

산호초 백화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생태계적 차원에서 큰 경제

적 손실을 가져 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산호초 백화현상은 수온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기영양염의 농도 또한 생존 한계점을 벗어났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온과 무기영양

염의 변화가 Acropora nobilis 절편(5.6 ± 0.9 cm) 조직에서 공생하는 공생조류 밀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지 실험하였다. 그 결과 수온 32°C에 노출되었을 때 조직에서 이탈되는 공생조류의 밀도는 급격히 증가

하였으며, 암모니아 질소(NH4Cl 20 μ M)에서는 초기 이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변에 질산

질소(NaNO3 20 μ M)와 인산 인(KH2PO4 10 μ M)에서는 공생조류의 밀도 변화는 크기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산호초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웨노섬 GCP측량 및 GIS 지도제작

태평양해양연구센터가 있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축주 Weno섬의 GIS 기본지도는 지속적인 연

구활동에 따른 각종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센

터가 위치한 Weno섬에 대해서 GIS 기본지도를 제작하여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34개 지상기

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을 측량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보정하였으며, GPS Tracking 조사를 통

하여 주요 도로망도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해안선경계 파악을 위해 위성영상을 이용한 디지타이징 작업

과 도로중심선부터 해안경계까지의 거리측정을 통해 해안선 지도를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Sapuk지역

을 중심으로 현지 탐문조사를 수행하여 건물들을 조사하였으며, 6가지 용도별로 속성을 분류하는 과정

을 통해 건물 지도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Weno섬의 GIS 기본지도는 최초의 전자지도로써 의의가 있으

며, 추후 연구계획 및 자료 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장 열대생물자원 생산

1) 해조류 유래 천연 항암소재 개발

이 연구는 해조류 유래의 천연 항암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축주의 웨

노섬에서 해조류를 채집하였고, 이들의 항암효과는 췌장암(PANC-1), 폐암(NCI-H1299), 대장암(HT-29), 전

립선암(DU145), 위암(AGS), 간암(SK-HEP) 및 백혈병(HL-60) 세포의 증식억제 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12종류의 해조류들 중 CS4와 S13 추출물의 경우 MTT 방법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각각 대장암과 백혈

병세포의 증식 억제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어 이 두 종을 선정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CS4의 경

우 농도에 의존적으로 대장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켰고, 미토콘드리아 막 전이와 sub-G1기의 DNA 함량

변화로 인해 apoptosis에 의해 세포증식이 억제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S13의 경우 백혈병세포의 증식

억제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어 극성에 따라 분획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chloroform 분획에서 가장 우

수한 효과를 나타내었고 우수한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천연물인 sargachromanol E (SE)를 분리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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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E의 처리에 따라 백혈병 세포는 농도에 의존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백혈병 세포의 증식 억제는

apoptotic body, 잘려진 DNA 절편, sub-G1기의 DNA 함량변화를 통해 apoptosis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SE는 apoptosis관련 단백질인 Bcl-xL, Bax, caspase-3, PARP의 발현에 영향을 주었고, 
caspase-3 저해제(z-DEVDfmk)를 사용하여 기전 분석을 해 본 결과 백혈병 세포에서 SE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은 caspase-3에 의해 유도되는 apoptosis에 의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2) 산호초 어류의 번식 특성

현재 산호초에 서식하는 어류들의 번식특성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orbiculate 
cardinalfish의 번식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축 환초내에 서식하는 orbiculate cardinalfish의 성비는 암수 1:1
로 조사되었다. 최소성숙크기는 각각 암컷이 49.0 mm, 수컷이 46.9 mm로 추정되었다. 조직검경에서 난

소와 정소의 조직상은 산란기동안 여러번 산란하는 다회산란어종임이 관찰되었다. 생식소숙도지수와 생

식소 성숙단계의 월변화에서 orbiculate cardinalfish번식활동 년 중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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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Environmental monitoring

1) Observation results of physical characteristics  
To investigate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in the Chuuk Lagoon, Micronesia, oceanographic surveys were 

carried out in April, 2011. Water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and pH were measured using CTD at 
over 20 lagoon stations. In order to observe the characteristics of flow in the lagoon, the floats, CRAFT 
devised by KIOST autonomously were used. And the velocity profiles of Center-Fannuck line and South 
channel section were observed using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2)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pelagic ecosystem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pelagic ecosystem of the Chuuk lagoon, chlorophyll-a 

concentrations, indicative pigment characteristics, primary productions and bacterial productions were 
investigated in surface waters around lagoon, including mangrove areas, in May, 2011. In addition, diversity 
of N-fixers in various biotic and abiotic samples were also studied to identify symbiotic N-fixers in lagoon 
ecosystem. 

  Primary productions in the studied areas of the open lagoon waters were relatively low range of 1.7~4.8 
㎎Cm-3h-1 where high primary productions were observed in the waters near the mangrove areas ranging 42.8
∼61.9 ㎎Cm-3h-1 showing big differences in primary production among different ecosystem within the lagoon 
system. Bacterial productions were relatively low ranging 0.4~0.7 ㎍ C ℓ-1 d-1 in most pelagic area of the 
lagoon, and ranging very high up to 199 ㎍ C ℓ-1 d-1 in the mangrove area, suggesting that mangrove 
ecosystem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duction of organic matter and inorganic nutrient through 
remineralization processes. 

  N-fixers belonging to diverse bacterial groups were found in biotic and abiotic substrates sampled in 
lagoon. Among them, delta-proteobacteria exhibited dominance in saprophytic substrates, indicating their 
significant roles in supply of nitrogen in a biofilm community. Cyanobacteria were found to be dominant in 
diverse biotic surfaces, suggesting a possibility of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m.  

3) Analysis of optical property in tropical area
In this study, we measured spectrum of each seabed type using the ASD instrument to analyze the optical 

property. We also observed the spectrum according to change of sun elevation. 
As a result of spectrum measurement, sand area (sky-blue line) showed that the spectrum value decreased 

at 600nm. In contrast, short seagrass (yellow green line) has high value of reflectance or didn't have peak 
shape at 700nm. But, there is peak shape in coral patch and large seagrass. Coral patch indicated absorption 
at 760nm. If the sun elevation is high, the reflectance of each area has high value. As a results of habitats 
classification extracted from WorldView-2, eastern part of weno island showed distribution of seagrass. Coral 
was distributed near the open sea. Rubble fringe were distributed near deep sea. We verified the classification 
result with field campaign using error matrix. Accuracy of the results was 79.81 %. 
   

2.  Coral reef ecosystem studies

1) Community structure and distributional pattern of meiobent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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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mmunity structure and distributional pattern of meiobenthos 
on the sediment of some kinds of the major tropical submersible vegetation(seagrass, seaweed, mangrove) in 
the Chuuk lagoon. The samples were collected using the acryl corer at 19 stations. The most abundant 
meiobenthos was nematodes and followed by harpacticoid copepods, polychaetes, nauplius of crustacean, and 
tardigrades; these taxa comprised more than 90% of the total abundance at all stations. The meiofauna 
community sampled in seaweed bed were most diverse among the all vegetation sites. The total meiofauna 
density at the study sites varied from 65 to 1,302 ind./10㎠. Total densities were higher in seaweed stations 
and seagrass sites than mangrove sites. The total meiofauna biomass varied from 15.1∼1,967.6 ㎍/10㎠. 
Biomass were also higher in seaweed bed and seagrass bed than mangrove area. Ordination chart by MDS of 
major meiofaunal density in each stations showed a little difference between seaweed bed and seagrass bed, 
but a quite difference between seaweed bed and mangrove area in terms of habitat of meiobenthos.

2) Effect of Inorganic Nutrient Enrichment and High Water Temperature on Zooxanthellae Density in the 
Scleractinian Coral Tissues.

The coral bleaching happens frequently all around the world, which brings out economic loss at the 
national and ecological level. This situation occurs when the water temperature increase or inorganic nutrient 
concentration exceed the critical range that corals could tolerate. Here, we experimented the effect of inorganic 
nutrient and water temperature on coral symbiotic zooxanthellae density in the tissues of the Acropora nobilis 
fragment (5.6 ± 0.9 cm) in the laboratory. The zooxanthellae density decreased with the time passes at a 
given water temperature (32°C) and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posure experiment of 
ammonium (NH4Cl 20 μ M), nitrate (NaNO3 20 μ M), phosphate (KH2PO4 10 μ M). In conclusion elevated 
water temperature (32°C) showed the effect of high water temperature was greater than nutrient enrichment 
alone. These results expect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coral reef management.

3) Make the GIS map for Weno island 
GIS map is essential for PORC(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in Chuuk of Micronesia in order to support 

the continuously research activities and management of research data. In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 
make the GIS map for Weno island. First, we survey the ground control point(GCP) 34 station for geometric 
correction of satellite images. Second, make a road map in Weno island through GPS tracking survey by 
walk and car. Third, coastline map was made using satellite images and measuring data from road center line 
to coastline. And lastly, made a building map through field survey and classified the building by use. GIS 
map of Weno island was first digital topographic map and It can be  utilized research planning and data 
management 

3.  Bioproduction in the tropics 

1) Development of natural anti-tumor materials from seaweed
In this study, the potent anti-tumor effects of seaweeds collected from Weno Island,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on PANC-1, NCI-H1299, HT-29, DU145, AGS, SK-HEP, and HL-60 cells were investigated. The 
CS4 extract and S13 extract among the 12 species of seaweeds exhibited profound growth inhibitory effect on 
HT-29 and HL-60 cells in the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 
therefore, CS4 and S13 were selected for use in further experiments. CS4 showed significant growth inhibitory 
effects on HT-29 cells in a dose-dependent manner by inducing apoptosis, as evidenced by depol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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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chondrial membrane and the accumulation of DNA in the sub-G1 phase of cell cycle. In case of S13, the 
highest inhibitory activity on HL-60 cells was detected in the chloroform fraction, and the active compound 
was identified as a kind of chromene, sargachromanol E (SE). SE treatment showed significant growth 
inhibitory effects on HL-60 cells in a dose-dependent manner by inducing apoptosis, as evidenced by the 
formation of apoptotic bodies, fragmented DNA ladder, and the accumulation of DNA in the sub-G1 phase of 
cell cycle. SE induced apoptosis was accompanied by downregulation of Bcl-xL, upregulation of Bax, 
activation of caspase-3, and cleavage of poly (ADP-ribose) polymerase (PARP). Moreover, z-DEVDfmk, a 
caspase-3 inhibitor, significantly inhibited cell cytotoxicity, apoptotic characteristics such as apoptotic bodies, 
sub-G1 DNA content, and cleavage of PARP induced by S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 exerts its growth 
inhibitory effects on HL-60 cells through caspase-3-mediated induction of apoptosis. 

2) Reproductive characteristics of coral reef fish
Currently, there is limited knowledge of the detailed reproductive characteristics of fish in tropical areas. 

Thus,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reproductive aspects of Sphaeramia orbicularis, at tropical fish 
in the Weno Islands of Chuuk Lagoon, Micronesia, by histological observation and further estimated the 
gonadosomatic indices of the fish. The sex ratio was approximately 1:1. The standard length of males and 
females at 50% maturity was 49.0 and 46.9 mm, respectively. Histological observation of S.orbicularis ovaries 
and testes revealed that the fish exhibited multiple spawner characteristics, including coexistence of primary 
yolk stages, migratory nucleus or mature stages, and asynchronism of the spermatogenesis process. Monthly 
variations in gonadosomaticindices (GSI) and gonadal maturity stages (GMS) showed that reproductive activity 
occurred throughout the year. The findings in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spawning 
activity and season of S. orbicularis in Micr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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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장 환경감시

1) 축 환초 해수 유동 특성

가. 서론

열대 서태평양은 우리나라 주변의 기상과 해양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쿠로시오(Kuroshio)해류의

기원지로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 수산자원 변동, 기상변화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열대 서태평양의 해양환경을 이해하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
 서태평양에 위치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축주는 산호초의 일종인 환초로 둘러싸여 있으며, 면적이

약 2000 km2, 가장 긴 폭이 약 64 km, 둘레의 길이가 224 km로 세계 최장 원형 초호로 알려져 있다. 수

심은 약 20∼90 m 정도이며, 외해와는 약 9개의 수로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통해 외양수와 초호 내의

해수가 교환된다. 진주나 조개양식이 대표적인 수입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양식과 각종 생물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초호 내 순환이나 초호 안팎의 물질교환등과 같은 물리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다. 또한, 위치적으로는 태평양 서부 열대 해역에 위치하여 엘니뇨-남방진동(ENSO: El Nino-Southern 
Oscillation)이나 태풍발생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해양-대기 상호작용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축 초호의 물리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초호 내 웨노(Weno)섬에 위치한 태

평양해양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정점에서의 간헐적인 관

측만으로는 축 환초내의 물리환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측과 모델링을 포함한 물리환경 예

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목적

을 두고 축 초호 내 주요지점에 대해서 CTD관측, 뜰개 이동궤적 관측, ADCP관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재료 및 방법

① 관측 내용

 축 초호 내 해수유동 특성 및 해양환경 조사를 위하여 2011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7일간

현장관측을 실시하였다(Table 1-1-1). 축 초호의 전반적인 해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25개 정점에 대하여 CTD관측을 실시하였다. 또한 축 환초 내 흐름 및 물성을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 하기 위해 KIOST에서 자체 개발한 뜰개(CRAFT)를 사용하여 현장관측을 실시하였다. 4월 25일에

기기설치 및 테스트를 수행한 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관측하였다. ADCP를 사용하여 수로의 단면

유속을 관측하였다. 4월 28일 기기테스트 후, 4월 30일 Center에서 Fannuck까지, 5월 1일에 남측수로의

단면유속을 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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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CRAFT ADCP

Apr. 25 (mon)
morning -

Installation of

antenna
-

afternoon - Test -

Apr. 26 (tue)
morning - 3 dropping -

afternoon 1 station 3 withdraw -

Apr. 27 (wed)
morning -

2 dropping

(12:40, 12:50)
-

afternoon 5 stations 2 withdraw -

Apr. 28 (thur)
morning 2 stations 1 dropping(10:10) Test

afternoon 4 stations 1 withdraw(17:30) -

Apr. 29 (fri)
morning 5 stations 2 dropping(9:10) -

afternoon 5 stations 1 withdraw -

Apr. 30 (sat)
morning - - Center ~ Fannuk

afternoon - 1 withdraw Fannuk ~ Center

May, 1 (sun)
morning 1 stations 2 dropping(9:10) South pass

afternoon 2 stations - South pass

표 1-1-1. 축 초호 관측 개요

Table 1-1-1. 축 관측 개요 Summary of observation at Chuuk

② CTD 조사

축 해양환경조사를 위해 SeaBird사의 SB25를 사용하여 축 초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총 25개의 정

점에서 CTD관측을 실시하였다(Fig.1-1-1). 남측 수로의 경우에는 자료 예비 분석 후 저층에 나타나는 낮

은 수온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점을 추가하여 관측하였다. 초호 내의 동서남북 정점을 포함하여 수온, 염

분 및 용존산소량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용존산소량의 경우 RinkoⅢOptic DO센서를 SB25에 부착하여

관측하였다. 

그림 1-1-1. 축 초호 지도(좌), 관측정점(우). 

Fig. 1-1-1. Chuuk lagoon(left) and observations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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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뜰개 추적

축 초호 내 흐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뜰개(CRAFT)를 사용하여 현장관측을 실시하였다. 뜰개는

축 초호 내 흐름 및 물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위해 KIOST에서 개발한 실시간 추적용 표류형 관

측기의 일환이다. 자체 위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GPS 모듈을 탑재하고 있으며, 추가 센서 부착이 용

이하다.  4월 25일 오전, 태평양해양연구센터 기지 옥상에 틀개추적관측을 위한 지상안테나를 설치하였

다. Fig. 1-1-2(left, middle)는 기지옥상에 지상안테나를 설치하고, 바다에 투하하는 모습이다. 3개의 뜰개

를 제작하였으나 1개는 송수신의 문제로 실험에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1∼2
개의 뜰개를 10여 차례 투하 및 회수하여 흐름을 추적하였다. 

④ ADCP 관측

축 수로의 유속을 파악하기 위해 ADCP관측을 실시하였다(Fig.1-1-2, right). 관측장비의 제원은 Work 
Horse Sentinel Self-Contained 300 kHz, 200 m Pressure sensor, WH High Accuracy Bottom Tracking Mode 
4/5이다. 4월 28일에 기기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4월 30일 Center에서 Fannuck까지, 5월 2일에 남측수로

(왕복)에서 유속관측을 실시하였다.  

그림 1-1-2. 뜰개 설치 및 관측(좌, 가운데), ADCP 설치(가운데 아래, 우).
Fig. 1-1-2. CRAFT system and releasing(middle-bottom) and ADCP installatio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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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고찰

① CTD 자료 분석

◯ pH 분포

축 초호 내의 CTD관측결과를 Fig.1-1-3에 나타내었다. DO의 평균은 저층과 표층에서 각각 6.18 mg/l, 
6.27 mg/l로 저층에서 낮게 나타났다. 공간적으로는 저층에서는 축 초호 중앙 서쪽(S19)에서 6.0 mg/l로
낮게 나타나고, 초호의 북쪽에서 6.35mg/l로 높게 나타났다. 표층에서는 외해와 연결되는 정점 S2부근에

서 6.40 mg/l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층과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낮은 분포를 보였다. 
pH는 표층과 저층의 평균이 8.39로 같았으며, 수심에 의한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열대성

해역의 평균 pH 값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공간적으로도 축 초호 내 전체 pH가 8.3 PSU정도로 비슷

한 수치를 보였다. 

◯ 염분, 수온 분포

염분은 저층에서 34.13 PSU, 표층에서 34.13 PSU로 평균값은 같았다. 저층과 표층 모두 외해와 연결

된 남측 수로 쪽에서 34.0 PSU정도로 낮게 나타났으며, 북쪽으로 갈수록 약간씩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온의 평균값은 저층에서 29.45 ℃, 표층은 저층보다 0.3정도 높은 29.70℃로 나타났다. 저층에서는 초

호 중앙 아래쪽 정점 S17에서 29.78 ℃정도로 높았고, 외해와 연결된 남측수로에서 29 ℃이하로 관측되

었다. 표층에서는 초호 중앙 및 북서쪽에서 29.8 ℃정도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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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DO(mg/l), pH, 염분(PSU), 수온(℃)의 수평분포. 
Fig. 1-1-3. Horizontal distributions of DO, pH, salinity, temperature.

◯ 연직분포 특성

Fig. 1-1-4는 남측수로(South pass: Fig.1-1-1에서 Mochun Fanew) 내측(좌) 정점과 외측(우) 정점에서 관

측한 CTD 연직분포이다. 남측수로의 외해 쪽 정점에서 수심 약 100m까지 관측한 경우, 수심 약 60∼80 
m 사이에 수온약층이 발달하여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고, 염분은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내해 쪽 정점에서는 연직분포가 외해의 표층 혼합층의 분포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초호

내부는 외해의 표층 혼합층에 해당하며 연직 혼합이 활발하거나 또는 외해 표층수가 유입하여 표·저층

의 차이가 작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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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남측수로의 수온, 염분 수직분포(좌: 내해, 우: 외해). 
Fig. 1-1-4. Vertical profile of temperature and salinity at South pass(left: inside, 
right: outside).

◯ 뜰개 추적 결과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하루에 1∼3대의 뜰개를 투하하여 회수한 결과를 Table 1-1-2에 정리하였

으며(Fig.1-1-5참조), Fig.1-1-5에 날짜별 뜰개의 이동궤적을 나타내었다. Fig.1-1-5에 나타난 섬은 한남태평

양센터가 위치한 웨노섬이다. 4월 26일에 3개의 뜰개를 투하 및 회수하였으나, 이중 한 대에 송수신의

문제로 실험이 불가능하여 4월 27일부터는 1∼2대로 실험하였다. 최대 추적 관측시간은 웨노섬 남쪽에

서 29일에 투하하여 30일에 회수한 것으로 이동거리는 10.5 km이며, 이동시간은 28시간 26분이다. 이때

평균 표층 유속은 10.25 cm/sec이다. 평균 표층 유속이 가장 높았던 실험은 웨노섬 동쪽에서 4월 26일에

투하하여 약 2시간 9분 정도 이동한 것으로 약 27.39 cm/sec로 나타났다. 

Date Craft(line color) Distance Time Mean velocity

2011. 04. 26

Blue 2.92 km 4h 47m 16.95 cm/sec

Red 2.12 km 2h 09m 27.39 cm/sec

Yellow 0.88 km 1h 45m 13.96 cm/sec

2011. 04. 27
Blue 4.3 km 5h 15m 22.75 cm/sec

Yellow 3.0 km 4h 9m 20.08 cm/sec

2011. 04. 28 Yellow 2.1 km 5h 21m 10.90 cm/sec

2011. 04. 29 Yellow 10.5 km 28h 26m 10.25 cm/sec

표 1-1-2. 뜰개 추적 결과

Table 1-1-2. The result of CRAFT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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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뜰개 이동궤적. 

Fig. 1-1-5. Observed CRAFT track. 

◯ ADCP 관측 결과

Fig.1-1-6을 보면 ADCP 관측 시기는 약한 창조에 해당된다. Fig.1-1-7에 남측수로에서 ADCP로 관측한

유속분포를 나타내었다. 남측수로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왕복하며 관측한 결과

이다. Fig.1-1-7의 u방향 속도 그래프에서 붉은색은 동향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서향을 의미하며, v방향

속도 그래프에서 붉은색은 북향을, 파란색은 남향을 의미한다. Fig.1-1-7을 살펴보면 확연하게 수로의 동

쪽과 서쪽이 다른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수로의 서쪽에서는 흐름이 북향을 나타내며

초호 내로 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난다. 수로의 동쪽에서는 초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남동향의 흐름이

약하게 나타난다. 이는 창조 시에 남측 수로에 시계방향의 흐름이 형성됨을 말해준다. 5월 1일 관측한

남측수로의 최대유속은 5 cm/sec, 평균유속은 약 17 cm/sec이다. 

그림 1-1-6. 남측수로 조석 변화 예측(빨간선: 관측시기). 
Fig. 1-1-6. Predicted tide level variation at South pass(red lines: observ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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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남측수로 유속분포(위:유속, 가운데:u 속도, 아래:v 속도). 
Fig. 1-1-7. Velocity profiles at South pass(top:speed, middle:u velocity, bottom:v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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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성화 및 환경 모니터링

가. 서론

축 라군은 약 50 km 반경의 거대한 환초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심의 섬 주변의 연안은 홍수림이 잘

발달되어 있다. 또한 홍수림에 인접한 얕은 수심에는 잘피밭이 분포하고 있어, 축 라군은 잘 발달된 산

호초, 홍수림 및 잘피 해역으로 구별되는 생태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라군 환경은 주변

의 빈영양성 외양 환경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높은 생산성은 라군내

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유기물과 영양염의 생산과 이용, 즉 순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라군

의 기초 생산성의 이해는 라군의 잠재적인 이용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산호초 해역은 빈영양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유기물 및 무기영양염의 순환으로 높

은 생산성이 유지되는 특성을 갖는다(Crossland & Barnes, 1983; Lewis, 1977). 이러한 높은 탄소 및 질소

순환에는 20 ㎛ 이하의 작은 식물플랑크톤과 종속영양성 박테리아의 역할이 중요하며, 라군수에서 박테

리아 생산력과 작은 크기의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과 생산력이 외양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Moriarty et al., 1985; Ducklow 1990; Furnas et al., 1990; Ferrier-Pages & Gattuso, 1998). 한편, 이들 산호

해역에서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기물의 공급원으로는 식물플랑크톤 이외에도 저층 퇴적물로

부터의 유입, 입자성 유기물의 분해 및 산호로부터의 유기물 공급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Ferrier-Pages et al., 2000).
홍수림은 열대 연안 생태계에서 매우 넓게 분포하며, 홍수림 해역의 퇴적물은 유기물 농도가 높아, 

미생물 군집의 성장을 위한 유기물을 제공하고(Benner & Hodson, 1985; Alongi, 1998), 영양염의 재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mangrove 뿌리부근에는 많은 착생 미생물 군집이 발달하여 수층 영

양염의 재순환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고등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함으로써 excretion 등의 과정을 통해

영양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홍수림 해역은 인접한 라군 해역에 영양염을 공급함으로써

(Koch & Madden, 2001) 라군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홍수림 해역의 유

기물 생산성이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 범위에 대한 평가는 산호초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산호초 환경에서 산호 및 잘피에는 다양한 박테리아가 부착하거나 공생하고 있음이 보고 되었으며

(Rohwer et al., 2002; Kellogg, 2004), 산호초 해역의 수층과 퇴적물에서 다양한 질소고정 생물이 서식함

이 보고되었다(Hewson and Fuhrman, 2006; Hewson et al., 2007). 최근에 아열대 빈영양 해역에서 우점하

는 질소고정 시아노박테리아인 UcynA 그룹에 속하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prymnesiophyte에 공생함이

밝혀져(Thompson et al., 2012), 공생 질소고정자의 생태적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산호초

환경에서 부착 및 공생 박테리아의 서식처로 중요한 산호 및 잘피에 공생하거나 부착하는 질소고정 박

테리아에 대한 연구는 산호초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빈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호초 생태계의 수층에서 식물플랑크톤 생물량 및 생산력, 박테리아의 생산력을 측

정하여 축 라군의 기초 생태계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고정점 조사를 통해 라군생태계의 장기 변동 추

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호 및 잘피 등 다양한 부착성 기질에서 nifH 유전자의 분석을 통해 질

소고정 박테리아의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① 조사 정점

수층 박테리아 생산력은 라군수역의 6개 정점과 홍수림 인접 해역의 7개 정점의 표층에서 측정되었

다(그림 1-2-1). 라군 수역의 정점은 온누리의 선상에서 플라스틱 물통을 이용하여 채수하였으며, 홍수림

주변 정점에서는 반디호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부착 및 공생 질소고정 박테리아의 다양성은 산호 군락 서식지, 잘피 서식지에서 채취하여 조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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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2011년 5월의 축라군 생태계 조사 정점.

Fig. 1-2-1. A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s in May, 2011. 

② 엽록소 a
엽록소 a 식물플랑크톤의 엽록소 a 측정은 현장에서 채수한 해수 500㎖을 직경 25 ㎜의 GF/F 여과

지로 거른 후 20 ㎖ 유리 vial에 담고, 90% 아세톤을 7 ㎖ 넣어 냉장상태를 유지해주며 24시간 동안 색

소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시료는 입자를 제거한 뒤 Turner fluorometer (Turnerdesigns model, 10-AU)을 이

용 Parsons et al. (1984)의 형광법으로 엽록소 a 농도를 구하였다.

③ 색소

식물플랑크톤 색소HPLC를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색소분석은 Zapata et al. (2000)의 방법을 기초로 이

루어 졌다. 식물플랑크톤은 Whatman GF/F filter로 해수 2리터를 거른 후 냉동 보관하였다.  색소 추출은

녹인 여과지를 3ml의 95% acetone에 넣은 후 분쇄기로 분쇄한 후 4℃ 냉장고에서 24시간 추출하는 방법

을 이용하였다. Chromatogram의 peak에 대한 동정은 표준색소(DHI water & Environment, Hørsholm, 
Denmark.)의 retention time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④ 일차생산력

본 조사에서 P-I 특성은 자영광하에서 배양한후 구하였다. 빛 조절용 니켈스크린으로 감싼 배양병에

C14롤 접종한 해수를 넣은 후 해수표면에서 1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나면 즉시 12개의 filter funnel
이 달린 manifold를 써서 0.45 ㎛ GF/F filter로 여과한 뒤 냉동 보관하였다. DPM은 여과지를 녹인 후 염

산을 이용한 훈증이 끝나면 즉시 scintillation cocktail 15 ㎖를 첨가하여 냉암소에 24시간 보관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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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ntillation Counter로 측정하였다. P-I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가 광 저해를 보인 경우 Platt et al.(1980)의
모형에 적합화 하여 매개 변수화 하였다.  

      P = B PB
s ( 1 - exp [ - α B I/ PB

s]) exp [- β BI/PB
s ]

물기둥 내의 광합성 량은 깊이별 엽록소 a 농도 자료에 수심별 광과 광합성 매개 변수를 적용하여

일일 일차생산력을 구하였다.  

⑤ 박테리아 생산력

박테리아 생산력은
3H-thymidine 고정법으로 측정하였다(Ducklow et al., 1992). 현장에서 채수된 시료

5~10 ml을 멸균된 배양 용기에 넣은 후 3H-thymidine (Specifoc activity 85 Ci/mmol)을 최종농도 10 nM이

되도록 넣어 현장온도에서 1-2시간 정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시료는 최종농도 2%의 중성포르말린

을 넣어 배양을 중지한 후, 냉장고에서 15분간 고정하였다. 냉장된 시료를 0.2 ㎛ cellulose nitrate filter 
(Whatman)에 여과하였으며, 여과지는 5% ice-cold TCA 5 ml씩 3번, 80% ice-cold ethanol로 2번 헹군 후

scintillation vial에 보관하였다. 그 후 ethylacetate 1 ml과 LumagelⓇ 10 ml을 넣어 섬광계수기로 방사능량

을 측정하였다. 박테리아에 의한 thymidine 고정율로부터 생산된 박테리아 세포수의 계산은 1.1 x 1018 
cells (mol TdR)-1의 전환상수를 이용하였으며(Riemann et al., 1987), 탄소량으로의 계산은 20 fg C cell-1 
(Lee & Fuhrman, 1987)의 전환상수를 이용하였다. 

⑥ 부착 및 공생 질소고정 박테리아의 다양성

 부착 및 공생 질소고정 박테리아 다양성은 산호, 해면, 남조류 및 잘피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표
1-2-1). 라군 해역의 산호(3종), 탄산염을 생성하는 Halimeda (5종), 갈조류 (1종), 녹조류 (1종), 남조류 (2
종)과 죽은 산호 및 잘피의 표면 부착 시료 (5 시료)는 잠수하여 채취하였으며, 산호 해역 표층 퇴적물

(6 시료)은 펌프를 이용하여 데크로 끌어 올려 20 ㎛ 망목 크기의 net에 모은 후 실험실에서 0.2 ㎛ 

Supor 여과지에 여과하고 여과지를 냉동 보관하였다. DNA 분석을 위해 부착 기질의 일부를 멸균된 해

부칼을 이용하여 자르거나 긁어낸 후 Power soil DNA Isolation Kit (MoBio)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하였

다. 질소고정생물의 다양성은 nifH 유전자의 amplicon pyrosequencing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GS-FLX 
Titanium을 이용한 barcoded amplicon pyrosequencing을 위한 nifH 유전자의 증폭은 nested PCR (Omoregie 
et al., 2004)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두 번째 PCR의 forward primer(nifH1)에 barcode 염기서열을 추가하

였다. 최종적으로 약 500 bps의 PCR 산물을 얻었으며, 증폭된 PCR 산물을 agarose gel에서 quanitative 
standard size marker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정량 후 동일한 양으로 PCR 산물을 섞고 다시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하여 약 400-600 bps의 부분을 잘라 낸 후 Qiaquick gel extraction kit(Qiagen)를 이용하여 정제하

였다. 정제된 PCR 산물의 pyrosequencing은 Solgent(주)에서 수행되었다.  
 얻어진 염기서열의 분석은 QIIME 1.6.0 pipeline (Caporaso et al., 2010)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얻어진 염기서열을 시료의 barcode를 이용하여 시료별로 나누었으며, 최소길이=350 bp, 최대길이=450 bp, 
barcode mismatch=0, primer mismatch=0, N 허용=0, 최소 sequence quality score=25의 기준을 벗어난 염기

서열을 제거하였다. 기준을 통과한 염기서열에 대해 'denoiser'를 이용하여 pyrosequencing의 noise를 제거

하고, reverse primer를 갖지 않는 reads를 제거하였다. 추가로 frame shift error를 HMMFRAM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정하였고, nonsense codon을 갖는 reads도 제거하였다. 이후, chimeric sequences를 Perseus 
program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90%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OTU(operational taxonomic unit)를 구분하였다. 
각 OTU의 대표 염기서열을 아미노산 서열로 번역한 후에 UniProt database에서 얻어진 배양체에서의

nifH 유전자들과 muscle program을 이용하여 정렬한 후, neighbor-joining 방법으로 계통수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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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부착 및 공생 질소고정 박테리아 다양성을 분석한 시료의 종류

Table 1-2-1. Samples for investigation of diversity of epiphytic or symbiotic N-fixers 

다. 결과 및 고찰

① 엽록소 a 
온누리로 이동하며 측정한 정점들의 엽록소 a 농도는 0.19∼0.41㎍ℓ-1

의 범위를 나타냈다(그림 1-2-2). 
라군 외측에 위치한 정점H03로부터 라군 내측의 CK6로 가며 엽록소 a 농도는 점차 증가하였다. 잘피

수역은 0.19 ㎍ℓ-1
로 라군수 조사 정점 중 엽록소 a 농도가 낮은 정점과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홍수림

및 인접수역은 0.25∼1.71㎍ℓ-1
의 범위를 나타냈다.  홍수림 내측에 위치한 정점 2에서 1.71㎍ℓ-1

로 엽록

소 a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홍수림에서 멀어지며 점차 감소하는 농도를 나타냈다.  홍수림 수역은 육상

으로부터 공급 및 재순환 과정을 거친 무기 영양염에 의해 높은 엽록소 a 농도를 나타냈다. 엽은 엽록

소 a 농도에 의한 일차생산은 라군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 중요한 유기물의 공급원이 되며, 홍수림의

생태적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색소 분포

홍수림 수역과 잘피 수역 북동쪽 수로상의 2개 정점들 총 9개 정점에서 HPLC를 이용한 색소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2-3). 규조류의 지시색소인 fucoxanthin은 정점에 따라 6.9∼431.2 ngℓ-1
의 농도 차이

를 나타냈다. 홍수림 수역에 위치한 정점 SM1∼SM3에서 176.9∼431.2 ngℓ-1으로 농도가 높았으며 홍수

림에서 멀어지며 농도가 감소하였다. 와편모조류의 지시색소인 peridinin은 홍수림 수역의 SM2 정점과

홍수림의 영향을 받는 수역인 점점 SM3∼SM6에서 증가한 농도를 나타냈다. 착편모조류의 지시색소인

19'-hex.도 와편모조류와 유사하게 홍수림의 영향을 받는 수역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은편모조류의

지시색소인 alloxanthin은 홍수림 수역인 정점 SM1∼SM3에서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홍수림에서 멀어지며

감소하였다.  남세균의 지시색소인 zeaxanthin과 녹조류의 지시색소인 chlorophyll b도 홍수림에 위치한 정

점 SM1∼SM3에서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홍수림에서 멀어지며 감소하였다.  이와같은 지시색소 분포는

홍수림 환경에서 다양한 분류군의 미세조류 생체량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특히 fucoxanthin, alloxanthin, 
zeaxanthin, chlorophyll b는 홍수림수역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며 일차생산력 증가에 기여하는 분포를 나타

냈다. 반면 peridinin과 19'-hexanoyloxyfucoxanthin은 홍수림과 외측 라군수 사이의 전이환경에서 높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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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축라군 표층수의 엽록소 a 농도분포.

Fig. 1-2-2. Distribution of surface water chlorophyll-a in the Chuuk Lagoon. 

체량을 나타냈다. 홍수림의 높은 미세조류 생체량은 이곳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에게 유기물을 공급

함으로서 생물생산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조석에 따른 미세조류 및 영양염류의 이동은

홍수림 주변수역의 생물 생산력과 다양성을 높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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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축라군 표층수의 식물플랑크톤 색소 농도 분포.

Fig. 1-2-3. Distribution of microalgal pigments in the Chuuk lagoon. 

③ 일차생산력 분포

표층의 일차생산력은 홍수림의 주변 해역에서 높고(42.8~61.9 ㎎Cm-3h-1), 홍수림에서 멀어지며 3.3∼

4.8㎎Cm-3h-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그림 1-2-4). 잘피 해역에서의 일차생산력은 4.9 ㎎Cm-3h-1 로 라군수의

일차생산력과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북동쪽 수로에 위치한 정점 1이 1.7㎎Cm-3h-1
으로 가장 낮았고 라군

내에 위치한 정점 2에서 3.3㎎Cm-3h-1
의 수준을 보였다.  잘피 해역의 수층의 식물플랑크톤 생물량과 생

산력은 라군수와 유사한 수준이나 잘피 및 잘피의 부착 조류의 생산성을 고려하면, 잘피 해역의 생산성

은 라군수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홍수림에서의 높은 생산력은 육상으로부터의 공급이나

홍수림에서 재순환되는 영양염의 공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높은 일차생산력은 홍수림 수

역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며 성장하는데 필요한 유기물을 공급하며 생물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다. 또한 주변수의 생물다양성과 생산력을 높이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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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축라군 표층수의 일차생산력 분포.

Fig. 1-2-4. Distribution of surface water primary productions in the Chuuk Lagoon. 

④ 박테리아 생산력 분포

축 라군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라군수 해역에서 박테리아 생산력은 0.4~0.7 ㎍ C ℓ-1 d-1 범위

로 라군 외해역 정점인 H03에서 측정된 0.8 ㎍ C ℓ-1 d-1와 유사하였다(그림 1-2-5). 반면, 홍수림에 인접

한 정점인 SM1~SM6 정점들에서는 0.5~199 ㎍ C ℓ-1 d-1 큰 변이를 보였으며, 홍수림으로부터 멀어지면

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홍수림 주변에서 나타난 높은 박테리아 생산력은 홍수림 해역

에서의 유기물 생산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거리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은 홍수림에

서 생산된 유기물이 라군수와의 혼합에 의해 희석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라군 생태계에서

홍수림 해역은 유기물을 생산하고, 이를 주변 라군 수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는 지난 조사에서와 유사한 결과로서, 홍수림 해역의 높은 엽록소 a 및 일차생산력, 그리고 높은 박테리

아 생산력을 고려하면 유기물 생산과 유기물의 재광물화에 의한 무기 영양염의 공급이 유기적으로 일어

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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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축라군 해역의 표층 시료에서 측정된 박테리아 생산력.

Fig. 5. Distribution of bacterial productions in various environments of the Chuuk 
Lagoon.

⑤ 부착 및 공생 질소고정 박테리아의 다양성

Pyrosequencing 결과 총 34,232개의 reads가 염기서열의 quality screening을 통해 선택되었으며, 그중

reverse primer의 존재, framshift correction, nonsense codon을 갖는 reads의 제거 및 chimera sequence의 제

거 등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32,536개의 reads가 얻어졌으며, 이들은 90%의 아미노산 유사도를 기준으

로 336개의 OTU로 나눠졌으며, 그 중 37개의 OTU가 최소 한 시료에서 10% 이상으로 나타났다(그림

1-2-6). 
이들 OTU 중 20개는 deltaproteobacteria에 속하였으며, 8개는 cyanobacteria, 5개는 deltaproteobacteria, 4

개는 alphaproteobacteria에 속하여, 다양한 그룹의 질소 고정생물이 부착 및 공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료의 종류로 볼 때, 죽은 산호의 표면에는 deltaproteobacteria에 속하는 질소고정 박테리아가 대체로 우

점하며, 시아노박테리아를 포함한 다양한 그룹의 박테리아가 함께 분포하였다. 마찬가지로 죽은 잘피의

표면에서도 deltaproteobacteria가 93%의 우점율로 매우 높은 밀도로 분포하여 deltaproteobacteria가 생물막

미생물 군집에서 질소공급원으서 의미있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갈조류와 남조류에는 모두

gammaproteobacteria가 약 60%로 우점하였으며, 그 밖에 deltaproteobacteria가 나타났으며, 
alphaproteobacteria 및 남조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녹조류 시료에서는 gammaproteobacteria와 남조류

가 약 40%정도씩으로 우점하였다. 산호에는 모두 시아노박테리아나 deltaproteobacteria가 절대적으로 우

점하였으나, 산호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Pocillopora와 Acropora 산호에는

Trichodesmium과 유연관계가 높은 시아노박테리아가 부착 또는 공생한 반면, Porites 산호에는

Desulfurivibrio와 가까운 유연관계의 deltaproteobacteria가 나타났다.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Halimeda에서는

다양한 그룹의 질소고정자가 나타났으며, cyanobacteria와 deltaproteobacteria가 약 24~66%까지 높은 비율

을 보였다. 한편, 퇴적물 시료에서도 다양한 그룹의 질소고정자가 나타났으며, 시료에 따라 우점하는 그

룹이 달리 나타났다. 



- 34 -

그림 1-2-6. 부착 및 공생 질소고정 박테리아의 분류학적 위치를 보여주는 NifH 아미노산

서열로 부터 얻어진 계통도.

Fig. 1-2-6. Neighbor-joining tree showing phylogenetic locations of nifH genes obtained in this 
study. The tree was constructed using amino acids translated from nifH gene sequences.
 

⑥ K1 정점의 수온 관측자료

K1 정점에서 2006년 이후 1주일 간격으로 측정된 표층수온은 7월에 높고 1월에 낮은 시기별 변화를

보였다(그림 1-2-7). 그러나 2011년 1월의 수온은 다른 해에 비해 약 1℃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전

반기에 태평양에서 발달 된 La Nina의 영향으로 수온이 낮아진 동부태평양과 달리 서부태평양은 높은

수온을 나타낸데 따른 영향 이다. K1 정점외에 라군 외측의 2개 정점의 표층 수온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동일한 수온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축 환초내의 수온 모니터링 자료가 라군 외측의 대양수의 수온자료

와 연동됨을 나타내며, K1 정점의 모니터링을 통해 대양수의 환경변화 감시가 가능함을 나타내는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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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축 라군의 K1에서 측정된 표층 수온과, 위성으로 측정된 주변수역 정점의 표층

수온 그래프..
Fig. 1-2-7. Surface water temperatures recorded at the Chuuk-K1 monitoring station 
and surface water temperatures of the waters near the Chuuk Lagoon observed by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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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대해역 광특성

가. 서론

우리나라의 한남태평양연구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남태평양의 해역은 해안에는 홍수림이 밀생하고 있

는 열대우림으로 연안의 수심이 낮은 지역에는 잘피밭이 형성되어 있고 그 바깥으로 산호초 군락이 형

성되어 있다. 또한 가장 큰 참치어장과 가장 깊은 해양해구 등 우리나라 해역과는 많이 다른 해역 특성

을 지닌 곳이다(권 등 2005). 이러한 남태평양의 열대해역은 풍부하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양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산호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열대해역에서 산호 및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 분포

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실제로 세계 산호 감시네트워크는 2008년 12월

10일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제14차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의 5분의 1에 해당

하는 산호가 이미 사라졌으며 지금도 사라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열대 및 아열대에 분포하는 대규

모의 산호는 범지구 규모의 기후변화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현 등 2003). 이런 필요성에 따라 선진국

들은 남태평양의 자원과 환경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

다. 원격탐사는 천해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산호를 주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

나이다.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산호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공간해상도 뿐만 아니라 산호의 미세한

스펙트럼을 잘 분석해 낼 수 있도록 분광해상도 또한 높아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분광 특성을 나타내

는 산호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20개의 분광 밴드를 갖는 Hyperion과 같은 초다분광 영상을 활

용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Kutser and Jupp 2006; Sterckx et al. 2005).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영상을 이용하여 서식지 맵핑을 위하여 각 서식지 지표의 광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특히 태양의 고도에 따른 스펙트럼 특징을 알기 위해 광측정 각도를

달리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WorldView-2 영상을 활용하여 서식지 맵핑을 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① 현장관측

현장조사는 2010년 9월 19일 ~ 21일에 웨노섬을 중심으로 여러 환경에서의 광특성 및 지표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정보를 획득하였다. 광 측정은 ASD(Analytical Spectral Devices) 사의 휴대용 분광측정기

(spectroradiometer)인 FieldSpec 3 모델(이하 ASD)을 이용하여 각 지표별 수중 및 표층 위에서의 스펙트럼

특성을 측정하였다. 위성에서 얻어지는 해수 반사도 값을 현장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ASD 광학장비를

이용하여 350~2,500 nm 범위에서 1 nm 간격으로 해수 표면에서의 총수출광량(Total water leaving 
radiance, LwT), 태양에서의 총 반구상으로 내려오는 총광량(Downwelling irradiance, Ed)을 관측하였고, 총

수출광량 값에서 대기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에 의한 광량 (sky radiance, Lsky)을 관측하였

다. 또한 수심이 얕고 매우 맑은 해역의 특성 상 해수면 바닥의 지표들이 표층 밖에서도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해저면 반사도 측정도 실시하였다. 해저면 반사도 자료 획득을 위해서 ASD 광학 장비에 15 m 
길이의 방수 광케이블을 연결하여 측정하였다. 매우 맑은 해역에서도 해수를 통과하면서 광량이 많이

줄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감쇄되거나 왜곡되는 정도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저면 대상물에 대한 수중 스펙트럼과 표층 스펙트럼 모두를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측

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지표 및 시간에 따른 태양 고도에 따른 광 변화를 관측하기 위하여 관측 지점

을 7.0°N, 151.0°E 이라고 가정하고 시간 별로 계산하여 광을 측정하였다. 

② 위성자료 및 분류방법

산호 서식환경 분포도 작성을 위해 2010년 2월 3일에 얻어진 WorldView-2 영상을 사용하였다. 영상은

기하보정과 방사보정을 실시한 후, 객체기반 영상분류법(Object-based classification)을 적용하여 분류를 실

시하였다. 영상 분류 방법은 크게 픽셀기반 영상분류법(Pixel based classification)과 객체기반 영상분류법

으로 나눌 수 있다. 픽셀기반 영상분류법은 레스터 타입의 자료인 위성 영상의 각 픽셀 값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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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류를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픽셀의 위치, 크기, 값의 3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모양이나 상호관계 등에 의한 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Walker and Blaschke 2008). 반면에 객체기반 영상 분류 방법은 비슷한 특성을 지닌 픽셀을 그룹화 하여

객체로 만든 다음, 객체를 이용하여 모양이나 상호관계 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상위 개념의 영상 분류를

실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finiens Imaging 사에서 개발한 객체 지향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인 Definiens Developer7을 사용하였다. 분류 지표는 산호(coral), 모래(sand), 모래와 잘피

(sand+seagrass), 짧은 잘피(short seagrass), 큰 잘피(large seagrass), 암석(rock), 산호사(rubble)의 7개로 구성

하였다.

그림 1-3-1. 지표별 광측정을 위한 조사 정점 사진. SP191 : 긴 잘피 지역 (잘피

커버 70% 이상), SP192 : 짧은 잘피 지역 (잘피 커버 90% 이상), SP175 : 모래

지역 (모래 커버 100%), SP0B : 산호 패치 (직경 2-3m).
Fig. 1-3-1. Picture of sampling points for spectrum measurement. SP191 : large 
seagrass (covered above 70%), SP192 : short seagrass (covered above 90%), SP175 : 
sand (covered above 100%), SP0B : coral (2-3m in diameter).

다. 결과 및 고찰

① 열대해역 광특성 분석

연구지역의 서식지 지표별 현장 스펙트럼 측정 및 광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짧은 잘피 지역, 긴 잘

피 지역, 모래 지역, 산호 패치 등 4 가지 서식지 지표에 대해 약 90분 간격으로 현장 스펙트럼 측정

(그림 1-3-1) 하였다. 특히 각 지표별 스펙트럼 차이 및 태양각의 차이 즉, 광량의 차이에 따른 스펙트럼

차이를 분석하였다. 
광 측정 결과 산호사(모래) 영역을 나타내는 하늘색 스펙트럼의 경우 다른 스펙트럼 형태와 다르게

600nm 대역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짧은 잘피(연두색)의 경우 500-600nm 대역에서 높

은 반사도를 보이고, 긴 잘피와 산호에서 나타나는 700nm 대역의 peak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3-2). 구별이 어려운 긴 잘피와 산호 패치의 스펙트럼의 분석은 산호 패치의 경우에 약 760nm 가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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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흡수선이 보인다.

그림 1-3-2. 지표별 반사도 스펙트럼 (350-800nm), SP191 (긴잘피),  SP192 (짧은 잘

피), SP175 (모래), SP0B (산호), X 축은 스펙트럼 파장이며 Y축은 반사도 값을 나

타냄.
Fig. 1-3-2. Reflectance spectrum of each seabed type (350-800nm), SP191 (long 
seagrass),  SP192 (short seagrass), SP175 (sand), SP0B (coral patch), X-axis is 
spectrum wavelength, Y-axis is reflectance.

또한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반사도 스펙트럼과는 다르게 원격 탐사 관측 시 Raw 데이터로 활

용되는 복사 휘도의 스펙트럼 형태를 각 지표별로 분석하였다 (그림 1-3-3). 그 결과 산호 패치 영역과

긴 잘피의 스펙트럼 형태 분석 결과 350-600nm 까지는 산호 패치의 복사 휘도가 더 크게 나타나며, 
600-800nm에서는 긴 잘피의 복사 휘도가 좀 더 크게 나타난다. 특히 복사 휘도의 스펙트럼의 경우 기준

이 되는 Lambertian 반사판의 휘도 값, 즉 태양 고도에 따른 입사 광량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

펙트럼 관측 시의 환경 요소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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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지표별 복사휘도 스펙트럼 (350-800nm), SP191 (긴잘피),  SP192 (짧
은 잘피), SP175 (모래), SP0B (산호), X 축은 스펙트럼 파장이며 Y축은 복사휘

도 값을 나타냄.
Fig. 1-3-3. Radiance spectrum on the each area (350-800nm), SP191 (long seagrass),  
SP192 (short seagrass), SP175 (sand), SP0B (coral patch), X-axis is spectrum 
wavelength, Y-axis is radiance.

또한, 태양 고도에 따른 지표별, 파장별 반사도 변화 추이 분석을 위하여 각각 지표 및 시간에 따른 태

양 고도 값은 관측 지점을 7.0°N, 151.0°E 이라고 가정하고 시간 별로 계산하였으며, 해수면에 대하여 태

양 빛이 등방하게 산란한다고 가정하여 Azimuth 각도는 무시하였다 (그림 1-3-4).

그림 1-3-4. 태양 고도에 따른 스펙트럼 관측.

Fig. 1-3-4. Measurement of spectrum by sun elevation change

긴 잘피 지역의 태양 고도에 따른 반사도 스펙트럼 변화 분석 결과 수중 관측과 수층 관측의 반사도 스

펙트럼 형태가 판이하게 다르다. 또한, 고도에 따른 반사도의 변화를 살펴볼 때 태양 고도가 높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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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반사도 역시 높아진다 (그림 1-3-5). 특히, 수중 스펙트럼의 변화를 확인해 볼 때, 720nm 영역에

서 peak가 나타나며 이 부분에서 고도에 의하여 반사도가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위의 자료를 이용하

여 열대 해역의 Clear water 에서 나타날 수 있는 bottom reflect 현상 연구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3-5 긴 잘피 지역의 태양 고도에 따른 반사도 스펙트럼 변화, (위) 
수중 스펙트럼, (아래) 수층 스펙트럼. X 축은 스펙트럼 파장이며 Y축은

반사도 값을 나타냄.
Fig. 1-3-5 Change of reflectance spectrum in large seagrass area by sun 
elevation (top) in the water, (bottom) in the water suface. X-axis is spectrum 
wavelength, Y-axis is refle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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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산호 패치 지역의 태양 고도에 따른 반사도 스펙트럼 변화, (위) 수중 스펙트럼, (아래) 
수층 스펙트럼. X 축은 스펙트럼 파장이며 Y축은 반사도 값을 나타냄.
Fig. 1-3-6. Change of reflectance spectrum in coral area by sun elevation change, (top) in the water, 
(bottom) in the water suface. X-axis is spectrum wavelength, Y-axis is reflectance.

긴 잘피 지역의 스펙트럼과 유사한 산호 패치 지역도 태양 고도별 반사도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그림

1-3-6). 수중 스펙트럼의 경우, 산호 패치의 스펙트럼은 적색 영역 (350-450nm)에서 모든 태양 고도에 대

해서 0.05 이하의 반사도를 가지다가 450nm 이후 고도별로 반사도가 변화하며 이 스펙트럼의 변화는 긴

잘피의 스펙트럼 변화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고도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층에서의 관측

자료는 350-800nm 전 영역에 대해서 비슷한 형태를 가지나, 오후 마지막 관측에서 태양 고도가 낮을 경

우에 570nm 대역에서 반사도가 다른 관측 자료보다 높게 나타난다.

② 웨노섬 주변 서식지 분포도 작성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이영하여 웨노섬 주변의 산호서식지 분포도 작성을 위하여 2010년 2월 3일에

획득한 WorldView 영상(공간해상도 1.8 m)을 이용하였다 (그림 1-3-7).



- 44 -

그림 1-3-7. 2010년 2월 3일에 획득한 WorldView 영상 및 현장조사 정점.
Fig. 1-3-7. WorldView image acquired on Feb. 3, 2010 and sampling points.

특히 현장조사는 웨노섬 동북쪽 해안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1-3-7). 그 이유는 현재 한남태평양

센터가 동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수심이 낮고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어 열대해역 식생의

광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위성으로부터 다양한 지표(긴 잘피, 짧은 잘피, 모

래, 산호 패치)의 서식환경 분포도 작성이 가능한 지역이다. 
현장조사를 토대로 산호서식지 분류도를 작성하기 위해 객체기반 영상분류법 (object-based 

classification)을 이용하였다. 영상 분류시 현장조사 자료는 영상 획득 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자료

를 이용하였다. WorldView 영상의 경우 2010년 2월에 획득되어졌기 때문에 현장조사 자료는 2010년 1월

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서식 생물이 계절에 따라 반사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상과 비슷한 시기에 획득된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야 분류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

문이다. 현장조사가 분류 되어진 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WorldView 영상을 분류하였다 (그림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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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2010년 2월 3일에 획득한 Worldview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산호 서

식지 분류도.
Fig. 1-3-8. Habitat map using WorldView image acquired on Feb. 3, 2010.

그 결과 웨노 섬 동쪽 연안 부근에서는 주로 seagrass가 분포 중이며, 외해로 나갈수록 산호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깊은 바다 바로 직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rubble이 띠를 이루며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자료와 오차를 평가하기 위하여 에러메트릭스를 이용하여 검증하

였다. 그 결과 검증도는 약 79.81%로 정확도가 매우 높았다 (그림 1-3-8). 즉 대부분의 경우 현장 관측

데이터와 프로세싱 결과 데이터가 일치 하였다. 하지만 Sand+Seagrass 지표의 경우 현장 조사와 프로세

싱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이유는 Seagrass 자체가 모래를 기반으로 자라고 있어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모래와 Seagrass의 점유율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에는 2011년 9월에 획득한 현장조사 자료를 분류하여 2010년 9월에 획득한

KOMPSAT-2 영상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한다면 2010년과 2011년의 산호 서식지 변화 모니터링

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 46 -

현장 관측 자료

영

상

분

류

결

과

coral
Large

seagrass

short

seagrass

sand +

seagrass
sand rubble

User's

accuracy

coral 16 0 1 1 0 1 84.2

Large

seagrass
0 8 0 1 0 1 80

short

seagrass
0 3 15 4 0 2 62.5

sand +

seagrass
0 0 0 5 0 1 83.3

sand 0 0 2 1 5 0 62.5

rubble 1 0 0 1 0 34 94.4

Producer's

accuracy
94.1 72.7 83.3 38.4 100 87.1 104

전체 정확도 = 83/104 = 79.81 %

표 1-3-1. 산호 서식지 분류 정확도 평가

Table 1-3-1. Accuracy assessment of the classific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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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산호초 생태계 연구

1) 간극동물 다양성 및 군집특이성

가. 서 론

   열대해역의 연안에 잘 발달한 맹그로브 군락지(Mangrove forest)와 해초지(Seagrass bed)는 먹이 사슬과

영양염의 순환의 관점에서 매우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Kikuchi, 1980; Phillips and Menez, 
1988; Alongi, 1996). 맹그로브 군락은 해양으로 영양염 및 유기쇄설물을 공급하고 니질 퇴적물의 퇴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 육상과 해양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Woodroffe, 1985; 
Kennedy et al., 2004; Mfilinge et al., 2005). 강우나 하천을 통해 육상에서 유입되는 영양염과 유기쇄설물

이 맹그로브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유기물이 주변 해역에 공급되어 연안 전

체의 물질 순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Kennedy et al., 2004). 한편, 해초(seagrass)는
해양환경에 잘 적응된 수중 현화식물로서 흔히 온대와 열대의 연안역에 밀생하여 무성한 해초지를 형성

한다(Heywood, 1993). 해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포장물질로 사용되거나 강화물질로 사용되기도 하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력 있는 해양환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식물군이라는 점이다

(Moncreiff et al., 1992). 대체적으로 500～1,000 gC/㎡/yr의 생산력을 가지며, 이는 열대지역의 농업의 생

산력과 맞먹는 높은 값이다(Zieman and Wetzel, 1980). 연안 생태계에서 기초 생산자로서의 중요한 역할

외에도 다양한 부착 조류의 착생장소를 제공하고 파랑을 약화시켜 안정된 환경을 만들며, 퇴적물의 축

적을 돕고 강한 빛을 막아주어, 어류의 생육장으로서 역할과 수많은 무척추동물들의 먹이원이 있는 서

식지 역할을 하고 있다(Kikuchi, 1980; Phillips & Menez, 1988). 이들 해초지와 맹그로브 군락은 전 세계

의 열대지방의 연안에서 산호초 생태계와 더불어 매우 높은 생산력을 가지는 생태계로 인식되어 왔다

(De Boer, 2000).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맹그로브 우점 지역에서의 퇴적물의 유기물질의 농도가 해초

지의 유기물 농도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 되어있다(Kennedy et al., 2004). 이러한 기능 및 높은

생산력으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들 식물의 분포, 생리적 특성 및 그 물질 순환과 연관된 연구들을

했고, 그 저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된 생물인 미생물, 중․대형 저서동물, 어류 등의 분포 및 먹이 연

쇄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Kikuchi, 1980; Phillips and Menez, 1988; De Troch et al., 
2001; Decho et al., 1985; Hicks, 1986, 1989; Zhou, 2001; Sheridan, 1997; Dorenbosch, 2004). 특히, 중형저

서동물은 최근의 많은 연구를 통해 전체 저서 생태계 유기쇄설 먹이망 내에서의 영양작용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Higgins and Thiel, 1988; Giere, 1993; Albertelli et al., 1999), 또한 짧은 세대

기간과 환경의 변화에 빠른 반응을 보이는 생리적 특징으로부터 저서생태계의 환경을 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중요 연구 생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Sandulli and De Nicola, 1990). 맹그로브 군락 퇴적물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에 대한 연구는 아열대와 온대지역 맹그로브 군락의 퇴적물에 서식하는 중형저서

동물의 주요 우점 그룹에 대한 분포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우점 분류군인 선형동물

(Nematodes)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Hopper et al., 1973; Dye, 1983a, 1983b; Dye and Lasiak, 1986; 
Alongi, 1987; Schrijvers et al. 1995). 최근에는 맹그로브 군락지 생태계의 먹이 또는 물질 순환에 관한

연구와 생물 다양성에 관계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Gee and Somerfield, 1997; Zhou, 2001; Gwyther 
and Fairweather, 2005). 해초지에서도 중형저서동물 분포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Kikuchi, 
1980; Decho et al., 1984; Aryuthaka, 1985; Hicks, 1986, 1989; Bell et al., 1984) 특별히 선형동물과 저서성

요각류(Harpacticoid copepods)에 대한 생태학적 역할 및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Meyer 
and Bell, 1989; Novak, 1989; Bell and Hicks, 1991; De Troch et al., 2003). 한편, 국내에서 해초지 및 맹

그로브 군락 내의 중형저서동물에 관한 연구는 민 등(2003, 2006)에 의한 서남해안의 해초지 군집 특성

과 축 연안의 맹그로브 군락지와 해초지의 중형저서동물 군집 특성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남태평양 축 라군 퇴적물 내에 맹그로브와 해초지에서의 중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와 공간분포 특성이 주변의 다른 서식지에 비하여 구분되는 중요한 서식지 임을 제시한 선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분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한 수중의 식생 종류별 중형저서

동물의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맹그로브 군락과 진주조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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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하부 퇴적물의 중형저서생물 군집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각 식생 및 서식처 특성에 따라 그 하부

의 퇴적물에 서식하는 생물 군집의 특이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남태평양 축 열대 라군 지역의 대표적 해양환경인 해초지와 주변에 밀생하는 해조류 군락지, 맹그로

브 퇴적물, 산호초 주변의 퇴적물, 진주조개 양식장 하부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군집의 조성 및 우점

동물상, 수직적 분포 특성, 서식밀도 등의 군집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 5월에 12정점, 11월에

축 웨노(Weno) 섬의 연안 지역에 전체 19 정점을 설정하여 중형저서동물 시료를 채집하였다(표 2-1-1). 
2011년 5월은 주로 간극생물 분류군 중 매우 다양성이 높은 그룹인 선형동물의 다양성 분석을 위해 시

료를 채집하였으며, 11월은 열대 연안역의 서식지 특성별 간극생물 분포 특성을 정량적으로 고찰하기위

해 채집을 실시하였다. 센터 주변에 우점하는 해초류는 대형 해초종인 Enhalus acoroides와 가장 서식밀

도가 높은 Cymodocea rotundata, 주로 다른 해초종 사이에 군락을 지어 번식하는 가늘고 긴 해초종인

Syringodium isoetifolium이었으며, 해조류는 Halimeda micronesica와 Halimeda cylindracea가 군락을 이루어

분포하였다(Fig. 2-1-1). 또한 CPR 좌측 맹그로브 군집이 밀생하는 내부와 맹그로브 군락 경계에 위치하

는 정점 st.7, st.8에서 시료를 채집하였다(Fig. 2-1-2). 식생유무에 따른 중형저서동물 군집의 차이를 분석

하고자 식생군락지 내에서 식생이 없는 지역(정점 st.5와 st.11)을 선택하여 시료를 채집하였으며, 조하대

의 식생이 없는 일반퇴적물에서의 서식특성을 추가적으로 비교하기위해서 오사쿠라섬 남측 산호초 군락

지 부근의 수심 20 m와 8 m의 굵은 산호사 퇴적물 지역(정점 st.12, s.13, st.14)에서 시료를 채집하였다. 
진주양식장 하부의 퇴적물(정점 st.16)에서도 시료를 채집하고 multimeter로 기초 환경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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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센터주변 우점 해초 및 해조 군락지 전경(A: Enhalus acoroides B: Halimeda 
micronesica, C: Halimeda cylindracea, D: Syringodium isoetifolium)
Fig. 2-1-1. Pictures of dominant seagrass and seaweed species near the Center (A: Enhalus 
acoroides B: Halimeda micronesica, C: Halimeda cylindracea, D: Syringodium isoetifo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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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Station Location
Water

Depth (m)
Temp Salinity pH DO Sediment type Vegetation

7°27′6″N

151°54′6″E

7°27′6″N

151°54′6″E

7°27′6″N

151°54′8″E

7°27′3″N

151°54′6″E

7°27′2″N

151°54′4″E

7°27′5″N

151°54′10″E

7°27′1″N

151°53′21″E

7°27′1″N

151°53′21″E

7°27′3″N

151°53′24″E

7°27′3″N

151°53′22″E

7°27′3″N

151°53′23″E

7°27′5″N

151°53′24″E

7°28′39″N

151°54′08″E

7°28′39″N

151°54′08″E

7°28′41″N

151°54′08″E

7°27′22″N

151°53′51″E

7°27′15″N

151°53′53″E

7°27′14″N

151°53′52″E

7°27′15″N

151°53′57″E

8.05 6.88 coarse Sand Bare sand

11.25 st.12 1.5 30.38 30.48 8.07 6.72 coarse Sand Bare sand

11.25 st.11 1 30.35 32.18

7.97 7.35
coarse Sand/CaCO3

fragments
Seaweed sp.2

11.25 st.10 1.3 30.51 32.46 8.1 7.09 coarse Sand Seagrass sp.3

11.25 st.9 0.6 30.22 28.23

7.99 6.2 Fine red Sand Mangrove (inner)

11.25 st.8 1 30.47 31.93 8.01 6.32 fine brown Sand Mangrove (outer)

11.25 st.7 1 30.51 32.39

8.08 7.23 coarse Sand Seagrass sp.3

8.45 coarse Sand Bare sand8.2

11.24 st.6 1.5 29.91 31.3

11.24 st.5 1 30.22 31.76

8.19 8.73
coarse Sand/CaCO3

fragments
Seaweed sp.2

8.93 coarse Sand Seagrass sp.28.2

11.24 st.4 1 30.17 31.93

11.24 st.3 1.5 30.27 31.83

9.05 coarse Sand Seaweed sp.1

9.1 coarse Sand Seagrass sp.1

11.24 st.2 1.3 30.36 32.16

8.2311.24 st.1 1.3 30.47 32.46

8.21

11.28 st.14 20 28.73 32.39 8.03 7.28 coarse Sand Bare sand

11.26 st.13 20 28.73 32.76 8.03 7.28 coarse Sand
Bare sand

(Bacterial mat)

11.28 st.15 8 28.31 32.91 8.09 7.38 coarse Sand Bare sand

11.28 st.16 22 29.16 31.92 8.11 7.15
coarse Sand/CaCO3

fragments
Pearl farm

11.28 st.17 1.5 29.32 32.05 8.18 8.3 coarse Sand Seagrass sp.1

11.28 st.18 1.5 28.27 32.11 8.19 8.21 coarse Sand Seagrass sp.2

11.28 st.19 1.5 28.33 31.53 8.1 8.37 coarse Sand Seaweed sp.1

표 2-1-1. 간극동물 시료 채집 정점의 위치 및 환경특성

Table 2-1-1. Location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s of sampling stations for interstitial anim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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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연안 해초지 및 해조류 군락지 조사정점에서 간극생물 정량분석 시료를 채집하

는 장면.
Fig. 2-1-2. Quantitative Sampling of interstitial animals at the stations in nearshore seagrass and 
seaweed 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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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맹그로브 군락지 조사정점에서 채집하고 환경 요인 측정하는 장면.
Fig. 2-1-3. Underwater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sampling of interstitial 

animals at the stations in mangrove area.

  

 

그림 2-1-4. 진주조개양식장 수중 전경과 하부 퇴적물을 채집하기위해 하강하는 장면.
Fig. 2-1-4. Underwater scene of the pearl farm facility and diving for sampling.

   
중형저서동물 분석을 위한 퇴적물 시료의 채집은, 각 정점에서 직경 3.6 ㎝ 크기의 아크릴로 된 튜브

를 사용하여 직접 코어링하였고, 채집한 시료는 각 정점 당 2개씩 채취하여 표층으로부터 깊이 1 ㎝까

지를 자른 다음, 로즈 벵갈(rose bengal)을 혼합한 5%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였다. 정성분석용 또는

분류 및 기타 실험용으로 채집한 시료는 5%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여 시료를 보관하였다. 현장에서

연구소로 운반되어진 생물 시료는 연구실에서 각 크기의 체(1 mm, 500 ㎛, 250 ㎛, 125 ㎛, 63 ㎛, 37 
㎛)를 사용하여 크기별로 걸러내어 광학현미경 하에서 분류 및 계수를 하였다(Higgins and Thiel, 1988). 
또한 현미경 사진과 영구보존을 위하여 글리세린, 에탄올, 증류수를 혼합한 용액으로 고정액을 치환시켜

건조기(hot oven)에 넣어 서서히 증발시킨 후에, 제습기 안에 넣어 완전히 수분을 증발시켜서, H-S 슬라

이드(Shirayama et al., 1993)에 작은 유리구슬과 canadian balsam을 사용하여, 영구보존 생물시료를 만들었

다. 퇴적물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의 밀도 및 수직분포는 10㎝까지 처리한 시료의 분석에서 전 생물

군의 출현개체수가 표층 3㎝안에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3㎝까지의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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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각 정점의 대표 값으로 표현하였다. 생체량 분석은 Shirayama(1983)의 중형저서동물의 주요

분류군별 개체 당의 ash free dry weight(㎍) 환산 값을 사용하였다. 각 정점의 중형저서동물 군집 특성의

유사도 측정을 위해서, 각 지역별 분류군의 출현개체수 자료를 이용하여 Bray-Curtis의 유사도지수를 구

하고, MDS(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배열법으로 군집분석을 하였다(Clarke, 1993). 

다. 결과 및 고찰

① 출현분류군 및 조성비

   채집된 남태평양 축 라군의 주요 식생지의 12개 정점과 식생이 없는 주변 퇴적물 6정점, 양식장 하

부 1 정점의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모두 총 17개의 중형저서동물 그룹이 출현하였다(Table 2-1-2). 가장

우점한 중형저서동물 분류군은 선형동물(Nematodes)로 나타났으며, 저서성 요각류(Harpacticoids), 다모류

(Polychaetes), 갑각류의 유생(Nauplius), 완보동물류(Tardifrades) 등이 그 다음으로 우점하는 양상을 보였

다. 각 정점별로 3개에서 9개의 출현분류군 수를 나타냈는데, 출현 서식밀도의 상위 3개의 분류군이 모

든 정점에서 출현하였으며, 그 이하에 랭크된 분류군들은 일부 정점에서 높은 서식밀도를 보였다(Fig. 
2-1-5, Table 2-1-2). 가장 우점한 선형동물은 전체 정점에서 29-96%의 조성비를 보였는데, 맹그로브 군락

지 내부 정점인 st.7에서 96%의 가장 높은 우점율을 나타냈고, 무식생지인 st.12에서도 95%의 높은 우점

양상을 보였다. 한편, 저서성 요각류가 가장 우점하는 경향을 보인 정점은 해초지 정점인 st.1로서 전체

51%의 우점양상을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해초지 정점인 st.3과 해조류 식생지인 st.2, st.4에서 40%이상의

높은 우점양상을 보였다. 다모류는 2-23%의 조성비를 나타냈는데, 무식생지인 정점 st.5에서 최대값을 보

였다. 갑각류의 유생은 해조류 식생 정점인 st.4와 st.9에서 각각 10%, 16%의 우점율을 보여서 다른 정점

들에 비하여 높은 서식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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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각 조사정점에서 출현한 간극생물 분류군별 서식밀도

Table 2-1-2. Abundances of interstitial animal taxa at each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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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각 조사정점의 간극생물 출현분류군 수 비교.
Fig. 2-1-5. Number of interstitial taxa at each station.

② 서식밀도 및 생체량

   채집한 시료의 각 조사정점의 표층 퇴적물 표층 5 ㎝내에서 출현한 중형저서동물의 전체 서식밀도를

보면, 각 정점별로 65∼1,302 개체/10㎠의 값을 나타냈다(Table 2-1-2). 해초군락지 정점인 st.18에서 1,302 
개체/10㎠로 최대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수심 20 m의 무식생지 정점인 st.14와 해조류 식생지인

st.19에서 각각 627 개체/10㎠, 560 개체/10㎠의 서식밀도를 나타냈다. 그 외의 정점에서는 500 개체/10㎠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서식밀도를 보였고, 가장 낮은 서식밀도를 나타낸 정점은 수심 1.5 m 이하의

무식생지인 st.5로서 65 개체/10㎠로 나타났다(Fig. 2-1-6).  
   분류군별로 보면 거의 모든 정점에서 가장 우점한 높은 선형동물의 서식밀도 값을 나타낸 곳은 해초

군락지 정점 st.18로서 918 개체/10㎠이며, 그 다음이 무식생지 정점인 st.12로서 516 개체/10㎠, 정점

st.14에서 443 개체/10㎠로 나타났다(Fig. 2-1-6, Table 2-1-2). 그 다음으로 우점한 저서성 요각류는 해조

군락지 정점 st.4에서 248 개체/10㎠로 최대 서식 밀도값을 나타냈으며, 해초지 정점인 st.18에서도 245 
개체/10㎠의 높은 서식밀도를 보였다. 다모류는 해초지 정점인 st.18에서 115 개체/10㎠의 최대값을 보였

고, 다른 종류의 해초지 정점인 st.17에서도 81 개체/10㎠의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어, 해초지에서 우

세한 서식양상을 나타냈다. 갑각류의 유생은 해조류 식생지인 정점 st.4에서 52 개체/10㎠, 맹그로브 군

락지 바깥쪽 정점에서 34 개체/10㎠의 비교적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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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각 조사정점의 간극생물 우점 분류군별 서식밀도 비교. 
Fig. 2-1-6. Abundance of dominant interstitial fauna at each station.

   
각 정점의 중형저서동물의 총 생체량은 해초 군락 정점인 st.18에서 1,967.6 ㎍/10㎠의 최대값을 나타

냈으며, 맹그로브 내부 군락지인 정점 st.7에서 15.1 ㎍/10㎠의 최소값을 보였다(Fig. 2-1-7, Table 2-1-3). 
정점 st.2, st.13, st.17을 제외한 다른 정점들에서는 대부분 800 ㎍/10㎠ 이하의 생체량을 보여서, 정점별

생체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2-1-7. 각 조사정점의 간극생물 우점 분류군별 생체량 비교. 
Fig. 2-1-7. Biomass of dominant interstitial fauna at each station.

③ 다양도지수

   채집된 남태평양 축 라군의 다양한 식생 서식지에서의 19개 정점의 0∼5㎝ 표층 퇴적물을 분석한 결

과, 출현한 분류군 수는 3에서 9까지 나타났으며, 해조군락지>해초지>무식생지>맹그로브 순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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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각 조사정점에서 출현한 간극생물 우점 분류군별 생체량

Table 2-1-3. Biomass of interstitial animal taxa at each station

다(Fig. 2-1-5, Table 2-1-4). 군집 풍부도는 해조류 군락지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무식생지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균등도는 해조류 군락지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무식생지에서 낮은 값을 나타냈

다. Shannon 다양성 지수는 해조 군락지와 해초 군락지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얕은 수심의 무식

생지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Fig. 2-1-8). 일반적으로 수환경이 양호한 수역에서는 환경요인의 제한이

적으므로, 다수의 생물종이 서식하여 종간(種間) 경쟁으로 인해 특정 종의 개체수나 생물량이 상대적으

로 높아질 수 없어, 우점도는 낮고 균등도와 다양도는 높은 반면, 오염된 수역으로 갈수록 오염에 강한

생물만이 선택적으로 남고 종간 경쟁이 약화되어 내성종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므로 우점도는 높아지

고 균등도와 다양도는 감소한다(Clarke & Warwick, 2001). 이러한 특성을 적용하면, 균등도과 다양도가

낮게 나타난 맹그로브 군락지는 일부 그룹만이 출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서식밀도를 보이는 서식지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비해 해조 군락지와 해초지는 균등도와 다양도가 높게 나타나 다양한 생물의 서식

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환경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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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각 조사정점의 간극생물 우점 분류군별 다양도지수(H’) 비교. 
Fig. 2-1-8. Diversity index (H’) of interstitial community at each station.

표 2-1-4. 각 조사정점의 간극동물 군집 다양도 관련 지수

Table 2-1-4. Diversity indices of interstitial community at each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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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점에서 출현한 간극생물 군집의 서식밀도 자료를 바탕으로 군집의 유사도를 구하여, 각 정점간

의 군집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해조류 군락지 정점간의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식생

지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군집 유사도를 나타냈다(Fig. 2-1-9). 

그림 2-1-9. 각 조사정점의 간극생물 군집 유사도 분석 결과 (Clustering, MDS). 
Fig. 2-1-9. MDS plot and clustering of interstitial communities by similarity of interstitial animal 

assemblages at each station.

   해초의 서식이 있는 군락지라도 해초종에 따라서 군집 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가장 이질적인

군집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점은 맹그로브 군락지 내부에 위치한 정점 st.7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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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에서 태평양 축 라군의 대표적인 식생 군락지인 맹그로브 군락지, 다양한 종의 해초지, 
해조 군락지, 진주조개 양식장 하부 퇴적물에서의 주요한 2차 생산자인 중형저서동물 군집의 특성을 분

석하였다. 각 정점별 출현한 중형저서동물의 평균 분류군 수는 해조 Halimeda cylindracea가 서식하는 정

점 st.2에서 9개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해초 Cymodocea sp.가 서식하는 정점 st.1에서도 8개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맹그로브 군락지의 두 정점 모두에서 3-5개의 분류군만 출현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식생

이 존재하지 않았던 얕은 수심의 정점 st.11과 대형 해초종인 Enhalus sp. 가 서식하던 정점 st.10에서도

단 3개의 분류군만이 출현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출현 분류군 수는 민 등(2006)이 인근 지역에서

분석한 출현 분류군 수 보다 다소 낮은 값이며, 아열대 해초지에서 분석된 Decho et al.(1985)과
Walters(1988)의 분류군 수에 비하여도 적은 출현 분류군 수를 보이는 결과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해초지

에서의 중형저서동물 분포가 다른 연안역의 퇴적물에 비하여 매우 다양하고 서식밀도가 높던 특징을 보

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해초지보다 해조군락지에서 더 높은 다양성과 높은 생물량, 서식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Halimeda 종은 열대 라군 내의 퇴적물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Siddiquie, 1980), 다양한 해초종과 혼재하여 분포한다(Jagtap, 1998). 열대해역 해조 군

락지의 중형저서동물 군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암반의 해조 군락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에

대한 분포 특성이 저서성 요각류 및 소형 단각류를 중심으로 보고된 사례는 있다. 일반적으로 열대역의

연안 해수에는 영양염류의 농도가 낮은 편이지만, 해초지는 효과적으로 영양염류를 흡수하고 재순환시

키는 시스템으로 저서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유기물 공급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emminga 
and Nieuwenhuize, 1991). 그러므로 온대역에 비해서 생산력이 높은 아열대 및 열대의 해초지에서 생산되

는 풍부한 먹이원은 해초지 내의 다양한 초식성 혹은 여과물식성 저서동물의 서식을 촉진하게 되므로

저서동물 다양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Gee and Somerfield, 1997; Danovaro, 1996). 해조 역시 구조적으

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요한 일차생산자로서 해초지 군락과 마찬가지로 열대 라군내의 영양물질 순

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이차 생산자인 중형저서동물 군집의 서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맹그로브 군락지 역시 강우나 하천을 통해 육상에서 유입되는 영양염과 유기쇄설물이

맹그로브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유기물이 주변 해역에 공급되어 연안 전체의

물질 순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Kennedy et al., 2004). 본 연구에서의 해초지, 해

조군락지, 맹그로브 군락지는 열대 라군 생태계에서 모두 중요한 식생으로 중형저서동물의 서식처로서

큰 의미가 있지만, 각각 단위면적당 일차생산력이 다르고, 조위, 퇴적상 등의 서식지의 환경 특성 차이

를 보이기 때문에, 군집구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유추된다. Sheridan(1997)에 의한 연구결과는 해초

지 및 식생이 없는 주변 지역 보다 맹그로브 지역에서 저서동물의 서식밀도가 높게 나타나며, 다양성은

낮고, 생체량은 적은 특성을 나타내서,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맹그로브

지역에서 중형저서동물의 다양성에 대한 Gee and Somerfield(1997)의 연구에 의하면, 맹그로브 종류와 잎

의 분해 및 그 진행 과정에 따라 중형저서동물의 종조성 및 군집구조가 변하며, 계절에 따라 중형저서

동물 서식밀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염습지 혹은 대형 식물 군락지 내에

서의 중형저서동물 군집은 식물체의 분해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왔으나, 맹그로브 지역에서의 이들의 생태적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정확하

게 밝혀져 있지 않다(Alongi, 1996; Tietjen and Alongi, 1997; Gee and Somerfield, 1997). 
   각 식생지에서 해조 군락지와 해초지에서 맹그로브 군락지보다 다양한 분류군이 출현한 것은 맹그로

브 지역에 비하여 해초지가 구조적인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한 부착생물 등의 다양한 먹이원의

공급과 서식에 유리한 물리적인 환경 조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Bell et al., 1984; De 
Troch, 2001; Dorenbosch et al., 2004). 
   이러한 각 식생지별 군집구조에 대한 정점별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변환하지 않은 중형저서동물 그

룹별 데이터를 가지고 similarity chart를 작성한 후, MDS(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챠트를 작성

한 결과를 보면, 해조 군락지 정점과 맹그로브 정점간의 군집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맹그로브 일

부 정점과 해초지 일부 정점간의 유사도가 매우 높았으며, 양식장 하부 정점은 다소 이들 군집과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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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나타내는 배열을 보였다(Fig.2-2-9).
   이상의 결과들에서 나타난 열대 연안역의 대표적인 식생지인 맹그로브 군락지, 해초지, 소형 해조 군

락지 퇴적물 내의 중형저서동물 군집 구조 및 분포 특성은 남태평양 축 라군 내의 저서생태계의 특성

을 이해하는 데에 식생의 존재 유무 및 그 종류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시사하였다. 특히, 이러한

식물 들은 외부로부터의 유기물질이 유입되는 형태나 퇴적물에 축적을 촉진하는 양상이 구조적으로 차

이가 나고(Kennedy et al., 2004), 식생의 기능 및 퇴적환경의 차이는 일차 생산자의 분포 및 물질 순환

특성을 차별화시켜 이를 이용하는 저서생태계의 주된 이차생산자인 중형저서동물의 군집 특성이 구분되

게 하였다(Hicks 1986, 1989; Zhou, 2001; Sheridan, 1997; Dorenbosch, 2004). 환초로 반 폐쇄성의 환경 가

운데,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는 조간대 상부의 맹그로브 군락과 조간대 및 조하대에 걸쳐있는 폭 넓은

해초지와 이들 사이에서 밀집하여 군락을 형성하는 해조류는 인근 해역의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두 생태계 사이의 물질순환의 관계를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좀더 명확히 규명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서 이러한 연구는 상위 단계의 대형 저서동물, 어류 및 주요 수산자원의 분

포에 대한 정보 및 관리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선형동물 다양성

   해양선형동물은 해양의 저서생태계 환경변화를 쉽사리 감지하는데 유용한 생물지표종으로 알려져 있

는데, 그 장점으로는 1) 해양저서생태계의 좁은 면적 안에도 생물다양성과 생물량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 2) 해양선형동물의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생물조작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 3) 채집이 용이하고 해부현

미경 아래에서 선별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해양선형동물은 몸 전체의 크기가 전반적으

로 매우 작고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아 다른 저서동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물 동정 어렵다는 단점

도 가지고 있다. 2011년 5월 축 주변의 조간대와 조하대의 다양한 서식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해양선형동물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해양선형동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Phylum Nematoda Rudolphi, 1808
  Class Adenophora
  Subclass Chromadoria Pearse, 1942
    Order Chromadorida
      Superfamily Monhysteroudea 
      Family Xyalidae
1. Xyalidae 1
관찰재료: 1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2. Xyalidae 2
관찰재료: 3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Genus Rhynchonema Cobb, 1920
3. Rhynchonema sp. 
관찰재료: 2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Fmaily Cyatholaimidae
      Subfamily Paracanthonchinae
        Genus Paracanthonchus Micoletzky, 1924
4. Paracanthonchus sp.
관찰재료: 2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Superfamily Desmodoro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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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Draconematidae
      Subfamily Draconematinae
        Genus Paradraconema Allen & Noffsinger, 1978
5. Paradraconema sp. 1
관찰재료: 9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Genus Dracograllus Allen & Noffsinger, 1978
6. Dracograllus sp. 1
관찰재료: 1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Family Epsilonematidae
7. Epsilonematidae 1
관찰재료: 3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8. Epsilonematidae 2
관찰재료: 3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Subfamily Epsilonematinae
        Genus Acanthepsilonema Gourbault & Decraemer, 1991
9. Acanthepsilonema sp.
관찰재료: 4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Genus Metepsilonema Steiner, 1927
10. Metepsilonema sp. 1
관찰재료: 3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11. Metepsilonema sp. 2
관찰재료: 5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12. Metepsilonema sp. 3
관찰재료: 1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13. Metepsilonema sp. 4
관찰재료: 4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Family Desmoscolecidae
      Subfamily Desmoscolecinae
        Genus Desmoscolex Claparède, 1863
14. Desmoscolex sp.
관찰재료: 2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Subfamily Tricominae 
        Genus Tricoma Cobb, 1893
15. Tricoma sp. 
관찰재료: 2개체, 2011. 05. 18, Chuuk 펜룩외곽 32 m

   이상의 출현종 이외에도 축 라군 안쪽의 조하대 서식지와 라군 바깥쪽 조하대 서식지에서 확보된 해

양선형동물의 생물다양성을 계속 비교 분석 중에 있으며 각 해역에서 발견된 신종 해양선형동물을 대상

으로 계통분류학적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전문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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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기영양염과 수온변화가 산호 공생조류 밀도에 미치는 영향

가. 서론

산호초(Coral Reefs)는 해양 생태계에서 단위 면적당 종 다양성이 가장 높고, 자원이 풍부하여 ‘바다의

열대 우림’ 으로 불린다. 인류는 산호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활동을 통해 양식을 제공받고, 산호초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관광 산업을 통해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또한, 생태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면 전체 해양 생물 종 1/4에 서식지를 제공하고,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

다.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75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Costanza 
et al., 1997). 따라서 최근 발생하는 산호초 백화현상에 따른 폐사는 국가적, 생태계적 차원에서 큰 경제

적 손실을 가져 오기도 한다. 이에 산호초가 분포하는 인접국에서는 산호초를 중심으로 서식지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변화를 예측하고, 대규모 폐사에 대비하기 위한 연안관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Cortés et al., 2010).
이와 같은 산호초 백화현상의 원인은 기후 변화와 엘리뇨 현상에 의한 수온 상승이 주된 원인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수온이 상승하여 산호 폴립 조직 내부에 공생하여 물질 대사를 통해 산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생조류(zooxanthellae)가 이탈한 때문인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공생조

류는 수온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직에서 이탈하고, 이는 산호 백화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

만 그 반응 기작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의견도 다양하다(Douglas, 2003)(그림 2-2-1). 
열대지역의 수온은 지난 100년간 1°C 상승하였고 현재는 1-2°C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2100년에는 현재

보다 수온이 3°C 가량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에는 2080년에는 전

세계 산호초의 80-100% 가 백화 현상으로 폐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Hoegh-Guldberg, 1999).
 뿐만 아니라 해수에 녹아 있는 무기영양염의 농도 또한 산호의 성장률을 감소시키고 산호 백화 현상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무기영양염의 성분별로 살펴보면 해수에 녹아 있는 질산염의 농도가 증가하

면, 산호 성장률과 석회화를 감소시키고, 산호 생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에는 산호

조직 내 공생조류의 밀도가 감소하여 산호 질병이나 백화 현상에 쉽게 노출되고, 대량 폐사로 이어진다

고 한다(Kisney & Davies, 1979; Fagoonee et al., 1999). 그리고 암모니아의 경우 한계 농도 이상으로 증가

하면 독성으로 작용하여 산호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Hoegh-Guldberg, 2006). 이와 같이 무기영양염은 복

합적으로 산호에 영향을 주고 산호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Renegar & Riegl, 2005). 

그림 2-2-1. 산호초 백화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 관계 설명.
Fig. 2-2-1. An explanatory framework to describe the cause of coral bleaching (modified from Douglas, 2003).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웨노섬 연안은 대규모 산호초 백화가 관찰되지 않지만 연안에 마을이 인접하

여 있고, 최근에는 도로 공사와 도시 개발, 매립 공사 등으로 인해 무기영양염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또한, NOAA(2008) 환경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네시아 해역에서 수온 상승이 예

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잠재적으로 웨노섬 연안에서 산호초 백화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무

기영양염과 수온 조건을 달리하여 산호백화 발생 정도와 조직에서 이탈되는 공생조류의 밀도를 확인하

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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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및 방법

① 연구해역

연구해역은 태평양 적도 부근에 위치한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축 환초

(Chuuk Atoll) 내에 위치한 웨노섬(Weno Island) 북동부 연안에서 실시하였다(그림 2-2-2). 웨노섬 연안은

맹그로브 숲이 발달하여 있고, 잘피지역에 연장하여 산호초 평원(reef flat)이 나타나는 거초(fringing reef) 
형태의 지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태평양해양연구센터를 기준으로 북으로 약 250 m 지점부터 나타

나는 산호초 평원의 수심은 만조 때 평균 1 m 내외이며, 외해와 만나는 산호초 마루(reef crest)는 0.5 m 
정도이다. 산호초 군락은 초 마루부터 30도 경사로 발달되어 있다. 

그림 2-2-2. 웨노섬 북동부 연안 조사 정점 지도.
Fig. 2-2-2. Map of Weno Island and sampling station.

② 연구 대상종 선정 및 채집

실험에 사용될 Acropora nobilis 는 웨노섬 연안 산호초 군락에서 우점하는 종이다(그림 2-2-3). 
Veron(2000)에 의하면 이 종은 가지형태의 성장형을 가지며, 원통형의 가지와 곁가지를 가지고, 폴립을

감싸는 산호협(corallite)은 다양한 크기로 밀집되어 있다. 군체의 색상은 갈색, 푸른색, 노란색, 초록색을

띠고 가지의 끝은 흰색을 띤다. 조사지에서 물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 끝 5 cm 가량을 절

단하여 실험에 필요한 산호를 채집하였다. 동일한 상태를 가진 산호절편을 채집하기 위해 반경 5 m 이

내 군락에서 실시하였고, 서식 환경의 차이는 없었다. 채집 즉시 해수가 담긴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실

험실로 운반하였으며, 연구 해역 수온과 동일한 조건인 30°C 수조에 순치하여 24시간 안정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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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웨노섬 연안에 우점하는 Acropora nobilis 군락.
Fig. 2-2-3. Acropora nobilis community, dominated species around Weno Island.

③ 배양조건

안정화된 A. nobilis 절편은 밑단 지름의 평균이 1.3 ± 0.2 cm, 높이 평균이 5.6 ± 0.9 cm 인 것을 사

용하였다(표 2-2-1). 이와 같이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Simple geometry 방법(Naumann et al., 2009)(그림

2-2-4)으로 표면적을 계산한 결과, 평균은 23.8 ± 6.1 cm2
이였다(표 2-3-1). 산호절편은 1 L 폐쇄식 수조에

0.45 μ m 에 여과된 해수를 채운 뒤, 각각 3개씩 PVC 받침을 제작하여 고정시켰다. 그리고 반복 실험 효

과를 주기 위해 동일 조건의 수조를 2개씩 설치하였다(그림 2-2-5). 
 수온 32°C 배양 환경은 100W용 수온 조절기를 사용하여 유지시켰고, 직접적인 열의 영향을 줄이기 위

하여 10 L의 대형 수조에 중탕하여 조절하였으며, 나머지 수조는 채집 장소 수온과 동일한 30°C 조건으

로 설정하였다. 무기영양염 농도는 KH2PO4 10 μ M을 인산염 공급원으로, NaNO3 20μ M와 NH4Cl 20 μ M을

잘산염 공급원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산호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농도(Renegar & Riegl, 2005; 
Hoegh-Guldberg, 2006)보다 2배 이상 높게 처리한 것으로, 단시간 내에 발생하는 산호백화 현상을 관찰하

고자 하였다. 
 사전에 순치 배양된 A. nobilis 절편은 실험 개시 후 24시간 동안 각 조건에서 배양하였고, 8시간 주기

로 3회에 걸쳐 조직에서 이탈하는 공생조류 밀도를 측정하였다. 24시간 이상 배양할 경우 공생조류 증

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밀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급격한 산호백화 현

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수의 순환과 가스 교환을 위해 에어레이션을 해주었고, 
명암 주기는 16hrs Light : 8hrs Dark 로 설정하였다.



- 69 -

Treatment Sample no. Axial Length (cm) Height (cm) Area (cm2)

Control ①

1 1.8 6.8 38.4

2 1.4 4.8 21.1

29.26.21.53

30.66.11.6

Control ②

1

29.65.91.62

20.45.01.33

18.85.01.2

32℃ ①

1

25.95.51.52

26.36.01.43

35.17.01.6

32℃ ②

1

13.14.21.02

31.05.51.83

21.46.21.1

KH2PO4 ①

1

26.96.61.32

18.34.51.33

21.06.11.1

KH2PO4 ②

1

15.84.21.22

27.57.31.23

28.76.11.5

NaNO3 ①

1

20.45.01.32

15.14.41.13

26.37.01.2

NaNO3 ②

1

17.34.61.22

19.25.11.23

22.45.51.3

NH4Cl ①

1

25.26.71.22

18.04.81.23

24.65.61.4

NH4Cl ②

1

27.35.81.52

18.04.81.23

표 2-2-1. 각 실험 수조에 사용된 산호 절편의 길이, 높이, 면적

Table 2-2-1. Summary on coral fragments of each experimental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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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pecies Method of zooxanthellae isolation Purpose

Tytler,
1983

Anemonia
sulcata
(anemone)

Zooxanthellae were extracted from the tentacles.
Tentacles were snipped off and homogenized in
10ml of TBSAS and centrifuged at 1300Xg for
10min at 10℃.

Measurment of
zooxanthellae
densities

Sutton, P lesiastrea Tissues were abrabed with a stainless steel Active components

그림 2-2-4. Simple geometry 방법. 산호 절편 면적 ; A=2 π rh (A: 면적, π : 원주율, h: 높이, r: 반지름).
Fig. 2-2-4. Simple geometry method. Area of coral fragment ; A=2 π rh (A: Area, π : pi, h: height, r: radius).

그림 2-2-5. (좌) 각 조건별 수조 (우) 수조 속 산호 절편 안정화.
Fig. 2-2-5. (Left) Experimental tank of each condition (Right) Stabilization of coral fragment in water tank.

④ 공생조류 밀도 측정

공생조류의 밀도 측정을 위한 분리 방법은 대상종,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

되고 있다(표 2-2-2). 본 연구에서 초기 공생조류의 밀도(개수/cm-2)를 측정하기 위해 Sutton & 
Hoegh-Guldberg(1990)가 제시한 방법에 의하였다. 이는 산호절편을 막자와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쇄한

현탁액을 공생조류의 크기(10-20 μ m)를 고려하여 여과지(20 μ m)에 통과시켜 분리한 후, 광학 현미경

(OLYMPUS BX51)으로 hemocytometer에서 계수하여 표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시간에 따라 산호

조직으로부터 이탈된 공생조류의 밀도는 8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수조 속 해수 10 ml을 채취하여 균

질화 시킨 후 단위 부피(ml-1)에 존재하는 밀도를 계산하였다.

표 2-2-2. 산호 절편에서 공생조류를 분리해 내는 다양한 방법

Table 2-2-2. Methods of zooxanthellae separation from the coral 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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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versipora
(hard coral)

brush, flooded with seawater, and scraped with a
nylon toothbrush into a glass dish.

analyze of host
extracts affecting
zooxanthellar
process

Sutton,
1990

Capnella
gaboensis
(soft coral)

Branch tips were macerated using a mortar and
pstle and the resulting slurries from each animal
were passed through one layer of Miracloth and
made up to 10ml total volume with seawater.

Active components
analyze of host
extracts affecting
zooxanthellar
process

Stimson,
1997

Pocillopora
damicornis
(hard coral)

1-2cm below the tip of the branch and was
ground in a ground-glass tissue grinder with
1ml of water.

Annual pattern of
the density of
zooxanthellae

Jones,
1997

Acropora
Formosa
(hard coral)

Coral branches were frozen for 1h and stripped
from the skeleton with a jet of re-circulated
0.45μ m filtered seawater using a WaterPik.

Algal regulation
and control in
corals

Kemp,
2008

Montastraea
faveolata
(hard coral)

Using 3cc syringe that was tipped with a needle
which was blunted with a file or grinding wheel.

Zooxanthellae
genotype
identification

Stat,
2009

Acropora
sp.

(hard coral)

Tissues were removed from the coral skeleton
with directed jets of high pressure air supplied
using SCUBA tanks, and mixed with an equal
amount of saturated salt-DMSO preservation
buffer.

Classification clade
from the
zooxanthellae DNA

다. 결과 및 토의

① 공생조류의 초기 밀도

실험을 개시하기 전 24시간 안정화된 A. nobilis 조직 내에 분포하는 갈색공생조류 밀도를 측정한 결

과 1,114,387 cells·cm-2로 나타났다. 공생조류 밀도는 산호 색 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산호 백화현상이

진행될 때 이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

응하기 때문에 산호의 건강성, 성장률, 생산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리적인 기준이 되기도 한다. 건강
한 조초성 산호 조직 내에는 평균적으로 1-2.5×106 cells·cm-2밀도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rew, 
1972). 이는 실험에 사용된 A. nobilis 의 밀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채집 시에 외부적인 충격과 실험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수온 상승에 따른 공생조류 밀도 변화

수온 32°C의 조건에서 8:00에 실험을 시작하여 8시간 경과 후, 16:00까지 공생조류의 초기 이탈은 거

의 없었다. 대조구와 비교하여 거의 유사하게 공생조류가 이탈되었으며, 이는 폐쇄된 실험 환경에서 스

트레스에 의한 자연적인 이탈 현상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16시간 경과 후, 24:00까지 급속하게 공

생조류의 이탈이 발생하였고, 산호 절편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백화가 진행되었다. 이탈한 공

생조류 밀도는 0.52×106 cells·cm-2
로 초기 조직 내의 밀도인 1.1×106 cells·cm-2

와 비교해 47% 가량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2-3, 그림 2-2-7). 대조구와 비교해 단위 면적당 이탈된 공생조류의 수도 많고, 산

호에서 점액질과 함께 공생조류가 이탈하여 해수가 혼탁해졌다. 16시간 경과 이후, 실험이 종료되는

08:00까지는 암조건에서 배양으로 공생조류 이탈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실험 종료 후 산호절

편에서 점액질과 함께 공생조류가 이탈하여 해수 혼탁도가 높아졌고, 산호절편 또한 백화가 진행되어

옅은 갈색을 띠었다. 또한 다른 무기영양염을 처리한 실험 조건과 비교해 32°C 실험 조건에서 백화현상

이 가장 급속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oegh-Guldberg(1999)의 수온과 산호 백화현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30°C를 초과하여 1-2°C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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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여도 산호조직 내 공생조류가 이탈하여 산호백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에서도

32°C의 실험 조건은 채집지역의 수온 30°C와 비교해 2°C 높은 수온으로 이로 인해 백화현상이 급속하

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험개시 후 16간 동안 명조건에서 급격한 속도로 공생조류 이탈이

발생하였고, 16시간 이후 암조건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조건에서 이미 50% 가

량 공생조류가 이탈하여 조직내에 존재하는 공생조류의 밀도가 낮아졌고, 광합성을 하는 시점인 명조건

에서 대부분의 공생조류가 높은 수온에 의해 이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6. (좌) 이탈되어 나온 공생조류 (우) 공생조류 밀도 측정.
Fig. 2-2-6. (Left) Escaped zooxanthellae (Right) Measurement of zooxanthellae density.

③ 무기영양염에 따른 공생조류 밀도 변화

암모니아 질소, 질산 질소, 인산 인에 대해 공생조류 이탈 정도를 8시간 간격으로 24시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암모니아 질소 공급원인 NH4Cl 20μ M의 농도 조건에서는 8:00에 실험을 시작하여 8시간 경과

후, 16:00까지 이탈한 공생조류 밀도가 0.14×106 cells·cm-2
로 가장 높았고, 이는 대조구와 다른 조건과 비

교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3-3, 그림 2-3-7). 이 구간에서 산호 절편의 색상은 백화가

진행되는 것이 육안으로 관찰된 반면에 질산 질소 공급원인 NaNO3 20 μ M과 인산 인 공급원인 KH2PO4 

10μ M의 농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실험 16시간 경과 후, 24:00까지 NH4Cl 20 μ M의 농도에서는 지속

적으로 공생조류의 이탈이 발생하였고, 이탈한 공생조류의 밀도는 0.42×106 cells·cm-2
로 초기 조직 내의

밀도인 1.1×106 cells·cm-2 와 비교해 38% 가량을 감소하였고, 백화현상 또한 진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표 2-2-3, 그림 2-2-7). 
 질산 질소 공급원인 NaNO3 20μ M의 농도 조건과 인산 인 공급원인 KH2PO4 10μ M 농도 조건에서는 대

조구와 유사하게 공생조류 이탈 정도는 높지 않았고, 산호 절편에서 백화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표
2-3-3, 그림 2-3-7). 실험 24시간 경과 후, 08:00까지 암조건에서 배양으로 영양염 처리 조건에서는 32°C 
수온 조건에서와 같이 공생조류 밀도 변화는 거의 없었다. 실험 종료시 암모니아 질소 공급원인 NH4Cl 
20μ M의 농도에서 백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산호 절편은 옅은 갈색을 띠었다. 
 일반적으로 해수에 용해된 암모니아 질소의 농도가 2-3배 증가하면 산호 조직 내 공생조류의 밀도 또

한 함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Hoegh-Guldberg & Smith, 1989). 그러나 그 농도가 20μ M 이상 비정상적

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암모니아 질소는 독성으로 작용하여 산호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한다

(Hoegh-Guldberg, 2006). 이번 실험에서도 고농도의 암모니아 질소가 A. nobilis 초기 공생조류 이탈을 유

발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암모니아 질소가 산호 조직에 독

성으로 작용하여 공생조류의 이탈을 가속화시켜 A. nobilis의 급격한 백화를 유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질산 질소의 농도와 산호의 성장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질산 질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산호의 성장률

또한 함께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Kinsey & Davies, 1979). 이번 연구에서는 NaNO3 20 μ M로 고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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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8hrs 16hrs 24hrs

Control 0 44021.1 70724.6 87106.9

32℃ 0 50933.4 526617.4 553558.9

KH2PO4 0 28844.3 42628.4 55673.9

NaNO3 0 82055.1 90825.4 99026.3

NH4Cl 0 142779.9 428136.8 446052.1

처리한 결과 공생조류의 밀도 변화는 크지 않고, 백화 현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A. 
nobilis 의 고유한 질산 질소에 내성이 강한 생리적인 특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산 인의 농도와 산호의 성장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해수에 용해된 인의 농도가 높을수록 산호 성

장률은 급격히 감소한다고 연구되었다(Kinsey & Davies, 1979; Tomascik & Sander, 1985). 이번 실험에서

는 KH2PO4 10μ M의 농도로 처리하였으나 공생조류의 이탈이나 백화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실험

에 사용된 A. nobilis 는 인산 인과 산호의 성장률과 백화현상에는 상관관계가 없거나 같은 종이라도 지

역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극단적으로 악화된 수온 조건과 무기영양염 농도 조건에서 산호 조직으로부터 이탈되

어 나오는 공생조류의 밀도와 산호 백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수온 32°C > NH4Cl 20 μ M >  
NaNO3 20μ M ≒ KH2PO4 10 μ M ≒ 대조군 의 순으로 공생조류의 이탈이 발생하였고, 공생조류의 이탈은

산호백화로 이어졌다. 높은 수온(32℃)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공생조류가 이탈하였고, 백화의 정도 또한

가장 심하게 발생하였다. 암모니아 질소는 고농도(NH4 20 μ M)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산호에 영향을 주어

백화현상을 발생시켰다. 이번 연구에서 질산 질소(NaNO3 20μ M)와 인산 인(KH2PO4 10μ M)의 조건에서는

공생조류의 밀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enegar & Riegl(2005)에 따르면 질산염과

인산염의 복합적인 영향이 산호의 성장률을 가장 크게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질산염과 인산

염은 산호의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상종과 그 농도에 따라 다르고, N-P 복합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질산 질소와 인산 인의 농도와 산호 백화현상과의 관계

에 대해서는 그 농도를 달리하거나 두 가지 영양염의 복합적인 영향은 추가 실험을 통해 밝혀 낼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웨노섬 연안에 발달한 산호초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산

호초 백화현상이 대규모 또는 소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환경 모니터링과 산호초 분포 모니터링을 동시에 실시하여 백화현상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있는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그 원인을 찾아 대처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2-2-3. 각 수조의 산호 절편에서 이탈한 공생조류 밀도(cells/cm2)
Table 2-2-3. Zooxanthellae density escaped from coral fragment of each tanks(cells/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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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각 조건에서 산호 절편으로부터 이탈되어 나온 공생 조류의 밀도 변화.
Fig. 2-2-7. Variation zooxanthellae density escaped from coral fragment of each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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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웨노섬 GCP 측량 및 GIS 지도제작

가. 연구배경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축주 Weno섬에 있는 태평양해양연구센터(이하 센터)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도출되는 각종 결과물의 효율적

인 관리 및 활용 지원을 위해 GIS지도의 제작은 정보 활용 인프라로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있다. GIS 
지도는 종이지도와 달리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모두 포함하며, 점, 선, 면 그리고 래스터 형태의 자료

를 기본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활용도가 높다(김계현, 2000; 이희연, 2004). 일반적으로 GIS 지도의 제작

은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과 같은 영상정보와 장비를 통한 현장측량을 통해 이루어진다(이희연, 1995). 
하지만 열대 도서지역의 특성상 측량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현장정밀 측량이 어렵다. 이렇게 기준점이

없는 도서지역에 대해서 최윤수 등(2006)과 이창성 등(2009)은 GPS 장비를 이용한 무인도서 정밀 위치

조사를 수행했던 사례가 있었다. 특히 GPS를 이용한 측량 방법은 Weno섬과 같이 측량기준점이 존재하

지 않으며, 건물, 도로, 해안선 등 기본항목에 대한 GIS 지도 제작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GPS 장비를 이용하여 센터가 위치한 Weno 섬을 대상으로 GIS 기본지도를 제작하고

자 한다.

나. 연구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주요 목적은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과 수집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센터가 위치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축주 Weno섬의 GIS 지도를 제

작하는 데에 있다. GIS 지도 제작을 위하여 당해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의 정밀 기하보정과 도로, 건물, 
해안선 항목에 대한 기초 공간정보 구축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1. Weno 섬 촬영 위성영상 정밀 기하보정

   - 정밀 기하보정을 위한 34개 지상기준점(GCP) 측량

   - 위성영상 기하보정 수행

1-2. Weno 섬 GIS 기본지도 제작(도로, 해안선)
   - GPS tracking 측량을 통한 도로 중심선 자료 생성

   - GIS 편집을 통한 연속형 공간자료 생성 및 속성정보 입력을 통한 도로 레이어 구축

   - 위성영상 디지타이징 및 도로와 해안선간 거리 측정을 통한 해안선 레이어 구축

 
1-3. Sapuk 지역 공간정보 구축(건물)

   - 위성영상 디지타이징 작업을 통하여 건물 지도 레이어 사전 제작

   - 현지조사 및 건물 속성분류를 통한 건물레이어 구축

나. GIS지도 제작방법 및 절차

① 제작 절차

  GIS 기본지도 제작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GIS 지도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장비 선정과 확보 가능

한 공간자료를 수집하는 사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현장조사에 앞서 위성영상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통하여 현장조사 대상 항목을 정의하고 디지타이징 작업을 통해 개략적인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전조

사 단계 수행하였다. 사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GPS장비와 UMPC(ultra mobile PC)를 이용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GIS DB 구축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위성영상 기하보정 작

업과 건물, 도로 그리고 해안선 레이어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GIS 자료를 이용하여 Weno섬

의 GIS 기본지도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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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GIS 기본지도 제작 절차.
Fig. 2-3-1. Procedure of foundational GIS mapping.

② 제작 방법

GIS 기본지도 제작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와 장비를 표 2-3-1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1 m급 흑백

IKONOS 위성영상과 4 m급 칼라 Worldview 위성영상을 확보하였다. 측량을 위한 장비는 배낭용GPS, 
UMPC(ultra mobile PC), 그리고 레이져 거리측정기를 확보하였다. 또한, 내업을 위한 S/W로써 ERDAS 
9.1와 ArcGIS 9.2를 확보하였다.

Items Category Properties

IKONOS Satellite images 1m pancromatic

Worldview Satellite images 4m multi-spectrum

GPS Survey equipment 1m accuracy

UMPC Survey equipment -

Laser distance meter Survey equipment -

ERDAS 9.1 Soft ware -

ArcGIS 9.2 Soft ware -

Table 2-3-1. GIS 지도 제작을 위한 자료 및 장비

Table 2-3-1. Basic data and equipment for making a GIS map

사전조사는 IKONOS 영상과 Worldview 영상을 탐색적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현장조사에서 수행할

조사항목 정의하였으며, 판독 가능한 객체와 불가능한 객체들을 분류 하여정리하였다. 
현장조사는 2번에 진행하였으며, 1차 현장조사는 2011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이며, 2차 현

장조사는 2011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에 걸쳐 수행하였다. 조사장비로써 1m급 위치정확도를

제공하는 AG-332 GPS 수신기와 GPS 신호를 텍스트로 저장하고 관리 하기위한 UMPC를 활용하였다. 수

신한 GPS 신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WAAS 신호를 이용하였다. 
해안선 조사를 위해서 Leica 사의 레이져 거리측정기를 이용하였다. 도로 항목의 경우 GPS 장비에서

1초 간격으로 신호를 수신하여 이동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Tracking 기능을 이용하였다. Tracking은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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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신호의 제약이 적으며, 차량이 이동 가능한 지역은 차량으로 수행하였고 좁거나 GPS 신호의 제약

이 크며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도보로 수행하였다. 도로의 속성정보로써 도로 상태에 따

른 종류를 분리하였으며, 종류별 길이를 산출하였다. 해안선의 경우 거리측정기를 통한 도로중심선과 해

안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정밀 해안선 정보를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건물은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탐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건물용도 따른 속성을 분류하였다.
 GIS DB 구축단계에서 위성영상의 기하보정은 Erdas Imagine 9.1을 이용하였으며, GIS 레이어 구축과

GIS 기본지도 제작은 ESRI사의 ArcGIS 9.2를 이용하였다.

다. GIS 기본지도 제작결과

① 사전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IKONOS, Worldview)을 이용하여 조사

항목과 항목의 개략적인 위치 및 확인이 필요한 지역을 미리 정의하였다. 위성영상과 GPS 장비를 이용

하여 구축 가능한 공간자료 항목으로 Weno 도로망, 해안선, 건물, 기타시설물로 정의하였다. 
  사전작업에서 이용한 위성영상은 고해상도 영상으로써 지상의 1m 이상 객체들이 식별이 가능하다. 하

지만 영상의 시점이 수직방향이라는 고유한 특성상 열대지방의 울창한 식생들에 의해 가려질 경우 식별

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 결과 도로망은 차량이 통행 가능한 정도의 도로는 충분히 식별 가

능하였다. 하지만 해안선에 근접한 도로와 내륙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의 경우 대부분 식생에 가려 정

확한 도로 객체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건물은 Sapuk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총 198개의 건물을 식별하였으며, 육안으로 판독

한 결과 불명확한 객체가 33개 지점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2는 위성영상을 통한 건물위치와 현장 확인

이 필요한 지점을 지도에 표시한 결과이다. 현장조사시 건물의 용도조사와 식별 불가능했던 지점에 대

한 조사 계획으로 활용하였다. 
  해안선의 경우 위성영상을 이용한 디지타이징 작업을 통해 개략적인 공간정보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Weno섬의 경우 해안선을 따라 맹그로브가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에 정밀한 지도 제작이 어려

웠다.   

그림 2-3-2. 위성영상 판독을 통한 사전 조사 결과

Fig. 2-3-2. Result of advance surveying trough visual analysis of satellit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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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성영상 정밀 기하보정

  위성영상의 경우 GIS 지도 제작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공간자료 중 하나이다. 수집된

IKONOS영상의 경우 Weno섬 북동쪽에 위치한 센터 중심으로 기하보정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Weno섬 전

체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치오차가 발생하였다. 그림 3은 기하보정수행 전 위성영상으로 Weno섬 남

서쪽에 위치한 건물들과 새로 측량한 GCP 정점과의 위치오차를 나타낸 그림이다. 특히 이 지역은 센터

와 반대편에 위치한 곳이며, 약 7m 정도의 RMSE(root mean square error)로써 가장 왜곡이 심하게 나타

났다. 

그림 2-3-3. 기하보정 이전 IKONOS영상의 위치오차.
Fig. 2-3-3. Location error of existing satellite 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GIS 지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Weno 섬 전체영역을 대상으로 2차례

의 지상기준점(GCP) 측량을 수행하였으며, 조사 지점은 그림 2-3-4와 같다. 아울러 Worldview 영상의 공

간상의 범위는 12x11 km 로써 크기가 7x6 km인 Weno섬 뿐 아니라 주변 섬까지도 영상에 포함되어 있

다. 따라서 정밀한 기하보정을 위해서 Weno섬 주변의 6개의 도서지역 또한 GCP 측량 대상에 포함하였

다. 1차 현장조사에서는 Weno섬 육상을 중심으로 25개 지점에 대한 GCP 측량을 수행하였으며, 2차 현

장조사에서 주변 도서지역 6개와 1차 현장조사 시 미흡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보조정점 3개를 추가하여

총 34개 정점에서 측량을 수행하였다.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Weno섬의 정밀기하보정을 수행한 결과

RMSE가 약 2m 정도의 정밀위성영상을 확보하였다(그림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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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34개 지상기준점(GCP) 측량 정점.
Fig. 2-3-4. Surveying station of 34th ground control point.

③ GIS 기본지도 제작(도로망, 해안선)
  도로망도 제작을 위한 GPS Tracking은 도보 측량과 차량 측량을 통해 수행하였다(그림 2-3-5). 도보 측

량의 경우 배낭에 GPS 수신기를 부착하여 도로 중앙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수신하였다. 차량을

이용한 측량의 경우 차량 지붕중앙에 GPS 수신기를 부착하여 약 20km/h 이내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신

호를 수신하였다. GPS 수신정보는 수신기와 연결되어있는 UMPC에서 하이퍼터미널 통신을 이용하여 텍

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하였다. 

그림 2-3-5. GPS tracking 방법-a) 도보 측량, b) 차량 측량.
Fig. 2-3-5. GPS tracking method a) walk survey, b) ca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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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로 수신된 GPS 수신정보는 시간, 경도, 위도, 높이, 그리고 DOP(dilution of precision) 정보를 포

함한다. DOP는 GPS 수신 정보의 위치정확도를 의미하며, 2.0 보다 작을 경우 높은 정확도를 의미하며

3.0 이상이 수신될 경우 보통, 4.0 이상의 DOP가 수신될 경우 매우 나쁜 품질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GPS 수신기는 1초에 1번씩 정보를 수신하지만 대기의 효과, 지형지물, GPS 위성의 공전 및 기타

원인에 의하여 오차신호도 동시에 수신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신된 GPS 값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하여 원시 텍스트파일을 읽어 DOP 값이 3.0 이상인 신호만을 선별하고, GIS 자료로 변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읽어 정렬 할 수 있도록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Fig. 2-3-6. GPS data transform. 

  자료변환 과정을 거쳐 GIS tool을 이용한 점 자료로의 변환 결과는 그림 2-3-6의 a)와 같다. 하지만 도

로의 특성상 연속성이 있는 선 자료로의 변환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점의 중심선을 서로 연결하여 그

림 2-3-7의 b)와 같이 선 자료로 제작하였다. 

그림 2-3-7. 도로망도 편집과정-a) 원시 도로망 점 자료, b) GIS 편집된 도로망도.
Fig. 2-3-7. Edit process for road data from point to line a) point data, b) line data using G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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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된 도로망의 속성정보는 도로의 종류와 도로의 길이로 정의하였다. 도로의 종류는 도로 상태에

따른 3가지 속성 구분을 하였다. 도로 속성은 첫째는 차량이 다니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포장도로이

며, 둘째는 차량이 이동 가능하지만 임의로 제작된 비포장도로, 마지막으로 사람만이 이동이 가능한 인

도로 구분하였다. 도로의 길이는 제작된 선 형태의 도로망도를 바탕으로 GIS 연산을 통해 전체 길이를

산출하였다(Mitchell, 1999). 도로의 종류와 길이에 따른 속성분류 결과는 표 2-4-2와 같다. 제작된 Weno
섬의 총 도로의 길이는 약 30.0 km이며, 세부적으로 포장도로는 17.3 km, 비포장도로는 7.9 km, 인도는

약 4.8 km로 산출되었다. 최종적으로 속성정보를 입력한 Weno섬의 GIS 도로망도는 그림 2-3-8과 같다.

Category Length(m)

paved road 17,332

unpaved road 7,900

walk road 4,812

Total length of road 30,044

표 2-3-2. 도로망도 속성정보

Table 2-3-2. Attribute of road map 

그림 2-3-8. Weno섬 GIS 도로 지도.
Fig. 2-3-8. GIS road map of Weno island.

  
  본 연구에서는 식생, 인공구조물을 제외하고 해수면과 닿아있는 경계만을 해안선으로 정의하였다. 현

장조사에 앞서 위성영상을 판독하여 디지타이징 작업을 통한 개략적인 지도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맹그

로브 숲이 발달되어 있는 섬의 해안선은 위성영상만으로 식별하기 어려웠으며, 해안에 식생이 분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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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위성에서 정밀한 해안선의 위치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도로 중심에서부터 해안경계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도로 점 자료로부터의 거리를 이

용하여 해안선 정보를 구축하였다(Smith, 2007).
  대부분의 도로는 해안을 따라 분포하였지만, 도로와 해안까지의 거리가 일정치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2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도로중심선부터 해안선까지의 거리는 3m, 5m, 7m, 9m, 11m의

패턴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5가지 패턴을 바탕으로 Sapuk 지역에 정밀한 해안선을 디지

타이징 작업을 통해 그림 2-3-9와 같이 제작하였다. 

그림 2-3-9. Weno섬 GIS 해안선 지도. 
Fig. 2-3-9. GIS coastline map of Weno island.

④ Sapuk지역 건물분포도 제작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에 걸친 Sapuk 지역 현지 탐문 조사를 수행한 결과 총 272개의 건물을

조사하였다. 건물의 속성정보는 대한민국의 건축물의 분류 기준인 10개의 분류 중 축 현지에 적합하도

록 수정한 결과 표 2-3-3과 같이 9개의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Sapuk지역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는 주거시설은 가족단위가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형식

의 연립주택으로 구분되며, 총 234개가 있었다. 집회시설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

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집회시설은 마을회관과 교회로 구분되며, 총 12개의 건물이 분포하였다. 공공시

설은 정부와 연계된 건물들을 의미하며, 연구소와 공공건물을 합쳐 총 7개가 집계되었다. 산업시설은

초, 중, 고등 및 대학교, 그리고 병원시설을 의미하며, 13개가 분포하였다. 상업시설은 상점, 호텔, 리조

트, 주유소, 차량정비소를 의미하며, Sapuk 지역에는 2개가 위치하였다. 
  9개로 구분된 건물속성별로 GIS 레이어를 구축하였으며, 그림 2-3-10와 같이 Sapuk 지역의 건물 GIS지

도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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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Structure Num. of building

Living accommodations house, row houses 234

Assembly Facilities village hall, church 12

Public facilities
research facility,

public facility
7

Industrial facilities
factory, warehouse,

power plant
4

Educational and medical

facilities
school, hospital 13

Commercial facilities
store, hotel, resort, gas station,

auto mechanic
2

Total number of facilities 272

표 2-3-3. Sapuk 지역 용도별 건물 분류

Table 2-3-3. Classification of building use in Sapuk

그림 2-3-10. Sapuk 지역 건물 GIS 지도. 
Fig. 2-3-10. GIS building map of Weno island.

라.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태평양해양연구센터가 위치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축주 Weno섬의 지속적인 연

구 활동에 따른 각종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GIS 기본지도를 제작하였다. 먼저 1m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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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위성영상의 정밀 기하보정을 통하여 Weno섬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고해상도 위치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Weno섬 전체 지역의 해안선과 도로망도를 제작하였다. 도로망의 경우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일반도로 등 3가지 속성분류와 길이정보를 입력하였다. 해안선은 도로중심선에서

해안선까지의 거리를 5가지 패턴으로 분류하여 Sapuk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건

물의 경우 Sapuk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6가지로 분류

하여 속성정보로 입력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종이지도 외에 Weno섬에 대한 전자지도 등 공간정보를 최

초로 제작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추후 연구계획과 자료관리, 그리고 아틀라스 제작에 효율적으

로 사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차기년도 연구에서는 최신 위성영상의 확보와 Sapuk 지역 외에 Weno섬 전체에 대한 건물과 해안선의

정밀한 공간자료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상하수관망, 전봇대 등 기타 공공시설에 대

한 공간정보 구축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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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열대생물 자원생산

1) 해조류 유래 천연 항암소재 개발

가. 서론

○ 유엔해양법 및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고부가가치의 유용생물자원소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자원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중 천연 신약이나 식품의학 소재 등 활용도가 높은 해양생물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임.
○ 해양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약 80%가 서식하고 있고, 해양생태계의 가치는 약 26조 달

러로 추정되고 있음.
○ 많은 양의 해양생물종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극히 일부만 이용되고 있을 뿐 대다수의 해양생

물자원이 이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해양생물종들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육하고 있는 까닭에 물질 대사의 경로도 특이하여 육상

식물과는 다르게 새로운 구조를 갖는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음.
○ 남태평양을 비롯한 열대해역은 생물다양성이 높은 해역 중 하나로 특히 산호초 해역의 경우 최근 들

어 해양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들에서 의약품, 건강식품 등의 유용성 신소재가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음.
○ 선진국들은 이미 열대해역의 다양한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생리적 특성 및 이를 이용한

새로운 바이오 소재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남태평양의 미개발 해양생물자원의 양과 해조류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해양바이오 기반 신 의

약 소재의 경제ㆍ산업적 효율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음.
○ 바이오 기반 세계 BT산업 시장은 연평균 약 26.9%씩 성장하고 있고 그 가치는 2013년에 2,1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중 생물의약 분야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전 세계의 항암 치료제는 매년 10% (2,000천억원)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 세계 제약회

사들이 새로운 항암치료제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세계항암제시장은 심순환계약물 (20%)이나 중추신경계 약물 (17.7%)등에 비해 시장 규모는 작으나, 

시장 성장률은 15%로서 의약품 시장 평균 성장률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약효군 중에서 가장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또한, 국내 항암제 시장은 2000년에 900억원 규모로 연평균 20%의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해양생물 중 해조류는 해양이라는 극한의 조건에서도 견디며 서식하는 종으로서 육상생물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구조가 특이하면서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천연물들이 생산된다는

보고가 있음.
○ 물질에 따라서는 현재 수입되고 있는 유사소재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 및 기능성식품의

소재로써 거대 수출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상과 같은 남태평양 유래 해양생물자원의 잠재적 유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해양생물

자원 유래의 활성성분이 갖는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치 확인이 요구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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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및 방법

① 추출물의 제조

  마이크로네시아연방 축주 Weno섬에서 채집한 해조류를 연안에서 수거 및 다이빙을 통해 채집을 하고

형태학적으로 분류를 한 후 정확한 동정과정을 거쳐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에 붙어있는 각종 불순물

들을 제거하고 수회의 세척과정을 거쳐 -50℃이하의 온도에서 시료를 동결시킨다. 동결된 시료는 동결건

조를 시킨 후 파우더형태로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파우더로 조제한 샘플은 각각 1 g을 취한 후

DW 100 m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각 추출물을 3,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

여 잔사를 제거한 상층액을 취하였고, 여과하여 이를 물추출물 시료(D)로 사용하였다. 또한 샘플 1 g에

DW 100 ml를 첨가하여 121℃, 1.5 기압에서 15분간 추출하였다. 각 추출물을 3,000×g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잔사를 제거한 상층액을 취하였고, 여과하여 이를 열수추출물 시료(AD)로 사용하였다. 유기용

매 추출물은 샘플 1 g에 용매 100 m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여과하여

잔사를 제거한 상층액을 취하였고, 각각 80% acetone 추출물(A)과 80% methanol 추출물(M) 시료로 사용

하였다.

② 일반성분분석

  AOAC(1990)에 따라 수분은 상압 105℃ 가열건조법, 지방은 Soxhlet법, 조단백질은 semi-micro Kjeldahl
법 그리고 회분은 건식회화법으로 측정하고 탄수화물 정량은 phenol sulfuric acid법으로 측정한다. 

③ 세포 배양

  췌장암(PANC-1), 폐암(NCI-H1299), 대장암(HT-29), 전립선암(DU145), 위암(AGS), 간암(SK-HEP) 세포를

RPMI 1640 및 DMEM (10% FBS 첨가, 1 % 항생제 포함) 배지에 현탁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고 대수기에서 성장하는 세포를 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④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측정

  해조류 추출물이 나타내는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는 MTT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암

세포를 1×105 cell/ml의 농도로 세포수를 조정하여 96-well plate의 각 well에 넣고, 시료를 시간별, 농도별

로 첨가하였다. 이를 37℃, 5 % CO2 배양기에서 배양한 다음, MTT를 10 μ g/ml가 되도록 처리를 하여 4 
시간 동안 배양 후에 배양액을 제거하고 DMSO를 넣어 formazan을 녹인 후에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

여 540nm 흡광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⑤ 미토콘드리아 막 투과성 측정(JC-1 staining)
  Apoptosis가 유도되는 과정 중의 하나인 미토콘드리아 막 의 투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dual-emission 
potentialsensitive probe JC-1을 사용하였다. JC-1은 막 전위(membrane potential)에 따라 red와 green 
fluorescent의 비율은 막의 탈분극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BD FACSCaliburTM Flow Cytometery(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 방법을 이용하여 해조류 추출물을 처리한 후 암세포의 막 전위차에 따

른 투과성을 분석하였다.

⑥세포주기 분석

  암세포(1×105 cell/ml)에 해조류 추출물의 IC50 값을 처리하여 37℃, 5 % CO2 배양기에 24시간 배양한

하였다. PI 염색법은 Tripsin/EDTA로 세포를 떼어내고 PBS로 세척한 후 모은 세포를 70% EtOH로 고정

한 후에 RNase로 RNA를 제거하고 PI 염색시약으로 DNA를 염색하여 flow cytometry의 FL-2 혹은 FL-3 
파장으로 Sub-G1기를 통해 apoptotic 세포를 확인하였다.

⑦ 염색에 의한 세포핵의 형태 관찰(Hoechst 33342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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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well plate에 암세포를 1×105 cell/ml로 분주한 후 해조류 추출물의 IC50 값을 처리하여 37℃, 5 % 
CO2 배양기 24시간 배양 하였다. 이후 Hoechst 33342(Sigma) 10 mg/ml를 각각 1.5 μ l씩 첨가하여 10분 동

안 37 ℃, 5 %, CO2 배양기에서 반응시켰다. 이를 형광현미경(IX-70, Olympus optical Co. GmbH, 
Hamburg, Germany)를 이용하여 세포 형태를 분석하였다. 

⑧ DNA fragmentation 측정

  현탁액에 DNA fragmentation kit의 BradU가 DNA내로 표지되는 방법으로 세포의 DNA 합성능을 측정

하였다. BradU labeling 시약을 첨가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2-20시간 정도 배양하고 Labeling이

끝난 암세포에 해조류 추출물의 IC50 값을 처리하고 37℃, 5 %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well
당 Anti-BrdU-POD, Fab fragment를 첨가하고 37℃에서 30분간 배양한 후 Anti-BrdU-POD, Fab fragment를
제거하고 washing buffer로 3번 세척하고 기질촉진제가 첨가된 의 peroxidase substrate를 첨가 하여 녹색이

보일 때까지 실온에 둔 후 spectrophotometer (Titertek, Finland)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측정하였다.

⑨ Western blot 분석에 의한 단백질 발현의 분석

  세포를 모은 후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로 세척한 후 1 ml의 lysis buffer를 첨가하여 30분간

lysis 시킨 후 12,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포막 성분 등을 제거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BSA 
(Bovine Serum Albumin)를 표준화하여 Bio-Rad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20～30 μ g의

lysate를 gel SDS-PAGE(Poly Acrylamaide Gel Electrophoresis) 로 변성 분리하여, 이를 PVDF 막(BIO-RAD)
에 300 mA로 2시간 동안 transfer하였다. 그리고 막의 blocking 은 5% skin milk가 함유된 TTBS (TBS＋
0.1% Tween 20) 용액을 상온에서 2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단백질 발현량을 검토하기 위한 항체로는 Cell 
Signaling(Cell Signaling Inc., MA, USA)사의 Bcl-2, Bax, Caspase-3 및 PARP, phospho JNK, phosphor p38, 
phosphor ERK를 사용하였으며, TTBS 용액으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1 시간 반응시킨 후 TTBS로 3회 세

정하였다. 2차 항체로는 HRP(Amersham Pharmacia Peroxidase)가 결합된 antimouse IgG, antirabbit IgG 
(Amersham Pharmacia Biotech., NY, USA)를 희석하여 상온에서 1분간 반응시킨 후, TTBS 로 3회 세정하

여 ECL 기질(Amersham Pharmacia Biotech.) 과 3분간 반응 후 X-ray 필름에 감광하였다.

⑩ 통계

  이 연구에서 실험값은 SPSS package program의 paired t-test로 검정하여 통계 값을 구했으며, 모든 실험

값은 평균± 표준편차(Mean ± 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다.

다. 결과 및 고찰

① 종 동정 및 일반성분 분석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연안에서 여러 종류의 해조류를 채집하였고 그중 열두 종류의 해조류를 대상으

로 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3-1-1). CS1, CS2, CS3는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앞 잘피밭에서 채집을 하였고, 
각각 Phyllospadix japonicus, Zostera marina, Padina australis로 확인되었다. CS4는 센터앞 밧줄에 주로 붙

어있는 hair algae의 일종으로 Pylaiella littoralis로 확인되었다. CS5와 CS6은 오사쿠라섬에서 채집하였고

각각 Halimeda simulans, Halimeda macroloba로 확인되었다. CS9, CS10, CS11은 센터연안에서 다이빙을

통해 채집을 하였고 각각 Dictyota bartayresiana, Sargassum polycystrum, Turbinaria conoides로 확인되었다. 
CS7, CS12, CS13은 현재 동정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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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Weno섬에서 채집한 해조류 사진.

Fig. 3-1-1. Seaweeds photograph collected from Weno Island of Chuuk State of Federated State of Micronesia 
(FSM).

  이 종들을 대상으로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1-2와 같다. 대체적으로 산호초지역의 영향으로

인해 회분의 함량이 높이 나타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순서로 함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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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채집한 해조류의 일반성분 조성.

Fig. 3-1-2. Chemical composition of seaweeds collected from FSM.

② 해조류 추출물의 항암효과 분석

그림 3-1-3. 유기용매 추출물의 항암효과 검색.

Fig. 3-1-3. Inhibitory effect solvent extracts against tumor cell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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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수용성 추출물의 항암효과 검색.

Fig. 3-1-4. Inhibitory effect aqueous extracts against tumor cell lines.

그림 3-1-5. 백혈병 세포(HL-60)에 대한 해조류 추출물의 항암효과 검색.

Fig. 3-1-5. Inhibitory effect seaweed extracts against the growth of the HL-60 cells.

  해조류 추출물이 나타내는 항암효과는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중 폐암, 대장암, 위암, 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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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고, 추가적으로 췌장암, 전립선암, 백혈병 세포를 대상으로 항암효과를 검

색하였다. 췌장암 세포는 PANC-1, 폐암 세포는 NCI-H1299, 대장암 세포는 HT-29, 전립선암은 DU145, 위

암 세포는 AGS, 간암 세포는 SK-HEP, 백혈병 세포는 HL-60을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해조류의 유기용매

추출물이 갖는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는 그림 3-1-3에 나타내었다. 췌장암 세포의 경우 CS4M에서 가장

높은 사멸을 나타내었고(81.38%), CS4A(72.51%), CS5A(55.1%) 순으로 세포의 증식억제 효과를 나타내었

다. 대장암세포의 경우 CS3M이 84.65%로 가장 우수한 세포사멸효과를 나타내었고, CS4A도 83.26%의

우수한 대장암세포 사멸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CS6M, CS10A, CS5A에서도 각각 74.84, 69.54, 60.7%의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암세포의 경우 CS3M에서 84.25%로 가장 우수한 사멸효과

를 나타내었고, CS3A(80.58%), CS6A(61.36%), CS6M(60.2%) 에서도 우수한 위암세포 사멸효과를 확인하

였다. 간암세포의 경우 CS6M에서 가장 우수한 사멸효과를 나타내었고(69.83%) CS6A, CS3A에서도 각각

66.41%, 63.39%의 우수한 간암세포 사멸효과를 확인하였다. 폐암세포와 전립선암 세포에 대해서는 실험

에 사용한 샘플에서 효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조류의 수용성 추출물이 갖는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는 그림 3-1-4에 나타내었다. 수용성 추출물의 경우 CS10D가 대장암세포에 우수한 사멸효과는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45.16%), 췌장암세포에서도 36.23%의 사멸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CS6D는 위암세포에서(39.36%), CS5AD는 전립선암세포에서(30.25%), CS11AD는 간암세포에서(21.74%) 가

장 우수한 세포사멸 효과를 나타내었다. 해조류 추출물이 갖는 백혈병 세포 증식 억제효과는 그림 3-1-5
에 나타내었다. S13에서 72.57%의 가장 우수한 세포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S1(67.39%), 
S11(63.77%), S8(62.49%), S6(60.3%) 순으로 사멸효과는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수용성 추

출물에서보다 유기용매 추출물에서 더 높은 암세포 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유기용매 추출물 중에

서도 메탄올 추출물과 아세톤 추출물간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용매의 용해성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샘플 중에서는 CS1과 CS2에서는 항암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CS3, CS4, CS5, CS6에

서는 암세포별로 조금은 차이를 나타내지만 테스트를 수행한 암세포종에서는 항암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③ 항암 메커니즘 분석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가 가장 우수했던 해조류들 중 CS4M은 대장암세포(HT-29) 증식 억제

효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하였고, S13은 백혈병세포(HL-60) 증식 억제 효과에 대하여 추가적

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CS4M의 경우 농도에 의존적으로 대장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하

였고(그림 3-1-6), 정상세포에 샘플을 처리했을 때 처리한 농도 내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3-1-7). FACS를 통해 암세포사멸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정상일 때 2%에

불과했던 sub G1기가 CS4M을 처리했을 때 4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poptosis에 의해 암세포가

사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1-8). Apoptosis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막의 투과성 정도를 알아보고자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였다. 그림 3-1-9를 보면 CS4M을 대장암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무처

리구인 control 그룹에서의 FI 값인 106.25보다 증가한 191.85로 나타났다. 이는 CS4M을 처리함에 따라

막의 전위차가 낮아지게 되면서 막 투과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서 CS4M은 대장암세포

의 미토콘드리아 막 투과성을 변화시킴으로서 apoptosis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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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대장암세포에서 CS4M의 세포성장 억제효과.

Fig. 3-1-6. Effect of CS4M on the growth inhibition rate in HT-29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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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정상세포에서 CS4M의 세포독성 검색.

Fig. 3-1-7. Cytotoxicity effect of CS4M on the cell viability of norm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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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G1 43%Sub-G1 2%

Control PLM

그림 3-1-8. Propidium iodide염색 후 flow cytometry에 의해 측정된 apoptotic sub-G1 함량.

Fig. 3-1-8. Apoptotic sub-G1 content was detected by flow cytometry after propidium iodide staining.

M:191.85M: 106.25

Control PLM

Loss of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그림 3-1-9. JC-1 염색 후 flow cytometry에 의해 측정된 미토콘드리아 막 투과성 변화.

Fig. 3-1-9. Fluorescent intensity of membrane potential was detected in CS4M treated HT-29 cells by flow 
cytometry after JC-1 staining.

  S13의 경우 백혈병세포(HL-60) 증식 억제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를 극성에 따라 분획

을 수행한 후 백혈병 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chloroform 분획에서 가장 우수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그림 3-1-10) 이 분획을 이용해 HPLC, MS, NMR을 분석한 결과

sargachromanol E(그림 3-1-11)라는 천연물이 백혈병 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SE
를 순수분리 하여 세포증식 억제효과를 확인하였고(그림 3-1-12A), 정상세포에 샘플을 처리하였을 때 독

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3-1-12B).



- 95 -

0

20

40

60

80

100

80% methanol
extract

Hexane
fraction

Chloroform
fraction

Ethyl acetate
fraction

Butanol
fraction

G
ro

w
th

 in
hi

bi
tio

n 
ra

te
 (%

)

  25 μg/ml
  50 μg/ml
100 μg/ml

그림 3-1-10. 백혈병세포(HL-60)에 대한 S13 유기용매 분획의 증식 억제 효과.

Fig. 3-1-10. Inhibitory effect of different organic solvent fractions of S13 against the growth of the HL-6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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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S13에서 순수 분리한 sargachromanol E (SE)의 화학구조.

Fig. 3-1-11. Chemical structure of sargachromanol E (SE) isolated from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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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S13에서 분리한 SE의 백혈병세포 증식 억제효과(A)와 정상세포에서의

세포독성(B).  

Fig. 3-1-12. Effect of SE isolated from S13 on the growth inhibition rate in HL-
60 cells (A) and cell viability in normal cells (B).



- 97 -

그림 3-1-13. 백혈병세포(HL-60)에 SE를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세포의 형태변화(A), apoptotic bodies 형성

(B), DNA 파편(C).

Fig. 3-1-13. Induction of SE on morphological changes(A), apoptotic bodies formation(B) and DNA 
fragmentation(C) in HL-60 cells.

그림 3-1-14. Flow cytometric 분석을 통해 확인한 SE의 처리에 따른 세포주기 패턴과 apoptotic portion.

Fig. 3-1-14. Effect of SE on the cell cycle pattern and the apoptotic portion of HL-60 cells by flow 
cytometr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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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SE처리에 따른 apoptosis 관련 단백질의 발현 검색.

Fig. 3-1-15. Effect of SE on apoptosis-related proteins in HL-60 cells.

그림 3-1-16. SE에 의해 유도된 apoptosis에서 caspase-3 저해제의 효과.

Fig. 3-1-16. Effect of caspase-3 inhibitor on apoptosis induced by SE in HL-6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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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ptosis 유도 기전에 따르면, 세포질 내 칼슘치가 증가되어 칼슘 의존성 endo nuclease가 활성화 되면

핵 내 DNA 분절이 일어나며, trans glutaminase가 활성화되어 세포질 내 단백질의 cross-linking이 일어나

면서 세포질 농축이 일어나고 수액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apoptotic body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SE를 처리하였을 때 HL-60세포가 apoptosis의 유도에 따른 형태적 변화를 일반 현미경

과 Hoechst를 이용하여 염색한 후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그림 3-1-13A를 보면 SE 무처리구 에서는

세포의 원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SE를 처리해 줌에 따라 형태도 변하고 개체수 또한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3B에서도 SE를 처리함에 따라 세포 밀도는 감소하고 apoptosis 유도 시

특이적인 핵 내 DNA 단편화에 의한 염색질 응축에 의해 apoptosis가 일어난 세포에서 전형적으로 관찰

되는 apoptotic body가 처리 농도에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림 3-1-13C에서의

DNA fragmentation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SE에 의한 apoptosis 유도의 정량적 분석을 위

해 flow cytometry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control은 9%였던 sub-G1기의 함량은 SE를 농도별로 처리함에

따라 증가하여 50 μ M을 처리하였을 때는 7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1-14). 따라서 SE
에 의한 HL-60 세포의 형태와 주기의 변화는 apoptosis 유도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poptosis 
유도에 관여하는 기전을 해석하기 위해 관련 단백질의 발현을 western blot을 통해 분석하였다(그림

3-1-15). 그 결과 SE에 의해 유도되는 apoptosis가 caspase-3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 caspase-3 저해제

를 사용하여 그 기전을 재분석하였다. 그림 3-1-16을 보면 caspase-3 저해제 단독으로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나 SE와 동시에 처리하였을 때는 SE에 의해 유도되는 apoptosis를 억제시켜주는 것으로 보아 HL-60
세포에서 SE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은 caspase-3에 의해 유도되는 apoptosis에 의한 것으로 판명이 되

었다. 이렇듯 남태평양은 효과가 우수한 미지의 천연물들의 보고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샘플링과 다양한

기능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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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호초 어류의 번식 특성

가. 서론

일반적으로 열대해역에서 어류는 긴 산란기를 갖는 동시에 다회산란의 번식패턴을 갖는다 (Hilder 
and Pankhurst, 2003). 그리고 어류의 번식활동은 바람, 강수량 그리고 먹이원의 발생시기과 연관이 있다

(Tyler and Stanton, 1995; Srinivasan and Jones, 2006). 다른 요인으로 달주기는 산호초어류의 번식활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중에 하나이다 (Robertson et al., 1990; Robertson, 1991). 
전 세계적으로 동갈돔과 (Apogonidae)의 어류는 22속 207종의 어류가 분포하고 있고, 주로 인도-태평

양 해역에 서식하고 있다 (Thresher, 1984; Nelson, 1994). Cardinalfish는 일반적으로 열대해역의 얕은 산호

초 지대에 서식하고, 소수종은 온대해역에 서식하고 있다 (Thacker and Roje, 2009). 이들 종들은 산호초

에서 분포하는 양과 다양도 면에서 우점하고 있다 (Bellwood and Wainwright, 2002). 이들 어류는 특이하

게도 수컷이 입에서 알을 부화하는 독특한 습성을 갖고 있는데 온대와 열대해역에서 일부 종의 번식활

동에 달주기가 주요 환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Allen, 1972; Okuda and Ohnishi, 2001; 
Vaelli and Volpedo, 2004). 몇몇 산호초 어류에서도 달주기가 번식활동의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한다

고 보고 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석주기에 의해 알을 분산시키고, 포식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데 번식전

략의 잇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Robertson, 1991; Thresher 1984; Johannes, 1978). 그러나 열대해역에서 긴

산란기를 갖는 어류에서 다회산란의 번식패턴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보고가 한정적이

다.
이 연구의 대상어종인 Orbiculate cardinalfish Sphaeramia orbicularis는 인도-태평양해역의 열대와 아열

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고, 다른 cardinalfish 와 마찬가지로 수컷이 입으로 알을 부화시킨다 (Allen, 1975; 
Shao and Chen, 1986; Mees et al., 1998).  축 라군내에서는 대부분 맹그로브 군락의 얕은 물가에 주로

서식한다. 그러므로 이 종은 열대해역에서 cardinalfish의 번식패턴을 이해하는데 알맞은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이종의 교미기간, 번식량, 산란행동 등의 번식패턴에 관한 연구는 Allen (1975)에 의하여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생식소 발달과정이나 산란기에 관한 정보는 찾아 볼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마이

크로네시아 축라군에서 S. orbicularis의 번식패턴을 조사하였다. 특히 조직학적 관찰과 생식소중량지수

(GSI)로 산란기를 추정하였고, 최소성숙크기, 성비를 조사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① 재료 채집 및 데이터 처리

이 연구에 사용된 어류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매월 20∼30일 사이 채집되었다. 채집은

마이크로네시아의 축 환초내에 위치한 웨노섬 (7°27'N, 151°22'E)의 수심 2.7∼3.2 m 사이의 얕은 연안

(그림 3-2-1)에서 이루어졌고, 오후 14:00∼17:00시 사이에 hand net으로 실시하였다. 수온은 매주 월요일

에 표층 수온을 SEACAT Profiler (SBE 19, Sea-Bird Electronics, Belleveue, WA)를 이용 측정하였다. 월 평

균 강수량과 일장자료는 웹사이트, Time and Date (2010)와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strarion (2010)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채집한 어류는 0.05% 2-phenoxyethanol 용액에 마취한 다음 10% 포르말린 용액에 플라스틱 포장용기

에 고정하였다. 샘플은 실험실로 옮겨와서 표준체장 (Standard length, SL)dms 0.1 cm까지, 체장 (Body 
wet weight, BW)는 0.1g까지, 생식소 중량지수는 (Gonad wet wight, GW)는 0.001g까지 측정하였다.  

채집어류의 성비는 SL 계급별로 조사하였고, Chi-squre 검정을 실시하여 암컷과 수컷의 기대성비 1:1
에 대한 유의적 차이를 조사하였다. 

② 생식소 조직관찰

생식소의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 생식소를 Bouin’s 용액에 고정 후, 에탄올에서 탈수 하였고, 파라핀에

심은 후, 5-7 um으로 박편을 제작하였다. 이 생식소 박편은 헤마톡실린과 에오진으로 염색하였고, 모든

과정의 조직박편제작과정은 García del Moral (1993)에 따랐다. 난모세포의 발달단계는 표 1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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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고, 정모세모의 발달단계는 Kume et al. (2000)에 따랐다. 최소성숙크기 (성숙개체군의 50% 이상

이 성숙에 도달하여 재생산에 가담하는 크기 즉, 군 성숙도 50%인 개체군의 크기)는 성숙개체가 출현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각각 암컷 110마리, 수컷 89마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때 성숙개

체의 성숙단계의 생식소 (성숙단계 Ⅲ과 Ⅳ)를 갖고 있는 개체로 판정하였다. 최소성숙크기는 Yaneda et 
al., (2002)의 방법으로 비선형 방정식에 의한 로지스틱 곡선에서 암컷과 수컷의 표준체장 체급별 누적개

체수로 결정하였다. 로지스틱 곡선의 유의성 검정은 MicroCal Origin Software (OriginLab, Northampton, 
M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곡선의 식은 다음가 같다. 

YSL = 100/ 1+ exp{(a–SL)}/b

여기서 YSL 은 체장계급별 성숙개체의 누적퍼센트, a 는 개체수의 50 %가 성숙한 체장, b는 기울기.  

③ 생식주기

산란기의 추정은 생식소 중량지수 (Gonodosomatic Index, GSI)와 성숙단계의 월 변화를 기초로 하였

다. GSI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GSI =  GW (g) × 100/W (g)

비만도 지수 (Condition Factor, CF)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CF = (W (g)/SL3) × 100

위의 GSI와 CF의 월 변화는 최소성숙크기 이상의 개체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 두 자

료는 one-way ANOVA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하였고, SPSS version 14.0 (SPSS Inc., Chicago, IL)
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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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해역의 조사지점.
Fig. 3-2-1 Location of the sampling site in the Weno Islands of the Chuuk Lagoon, Micronesia. 

다. 결과

① 성비

조사기간 동안 총 243개체가 채집되었다. 이것들 중에서 130개체가 암컷으로 56.2%를 차지하였고, 나

머지 113개체가 수컷으로 43.7%를 차지하였다. 암컷의 SL은 28 ~ 86 mm 범위였고, 수컷의 SL은 29 ~ 
92 mm 범위였다. 성비는 1: 1.15 (수:암)으로 Chi-square 검정결과 성비의 기대치 1:1에 대한 유의적 차이

는 없었다 (P<0.05) (그림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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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체장계급에 따른 성비 (암:수). *, P<0.05. 
Fig. 3-2-2   Standard length frequency distributions (%) of Sphaeramia orbicularis in the Weno Islands of the 
Chuuk Lagoon, Micronesia

② 생식소 발달단계

난소내의 난모세포의 성장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미성숙기 (Immature stage, 
stage Ⅰ), 난원세포, 주변인기 난모세포들이 난소소엽내에 출연하였다. 이때 난경은 19 ~ 116 um (n = 
346)범위였다 (그림 3-2-3a); 2) 발달기 (Developing stage, stage II), 난소소엽내에 난모세포들이 성장하여

48 ~ 146 um (n = 191) 까지 성장하였고, 세포질 내에는 제1차, 제2차 난황구를 함유한 난황구기 난모세

포들이 출현하였다 (그림 3-2-3b); 3) 성숙 및 산란기 (Ripe and Spawning stage, stage III), 난모세포의 발

달상태는 제 3차 난황구기 난모세포, 핵 이동기에 도달한다. 이때 난모세포의 난경은 129 ~ 609 um (n 
= 257)의 범위였다( 그림 3-2-3c, d); 4) 회복 및 휴지기 (Spent and Resting stage, stage IV), 산란을 마친

후 난소소엽내에는 난황포기 및 난황구기 난모세포들의 퇴화, 붕괴, 흡수가 일어났다 (그림 3-2-3e, f). 
난모세포의 발달과정과 유사하게 정모세포의 성장에서도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미성숙기

(Immature stage, stage Ⅰ), 정소소엽내에 정원세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모세포와 정세포가 혼재하여

있었다 (그림 3-2-4a); 2) 발달기 (Developing stage, stage II), 정소소엽내에 정세포와 정자들이 가득차 있

었다 (그림 3-2-4b); 3) 성숙 및 산란기 (Ripe and Spawning stage, stage III), 정소소엽은 정자로 가득차 있

으며,  정자들이 배정되어 정소 소엽내 포낭은 텅 비어 같다 (그림 3-2-4c, d); 4) 회복 및 휴지기 (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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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sting stage, stage IV), 이시기에 정소소엽은 퇴화되고, 미방출 정자들은 퇴화, 흡수되었으며 소수의

정원세포가 배치되고 있었다 (그림 3-2-4e, f). 

그림 3-2-3 Orbiculate cardinalfish의 난모세포의 발달과정.
그림 3-2-3  Orbiculate cardinalfish, Sphaeramia orbicularis의 난모세포의 발달과정: a, immature stage; b, 
developing stage; c and d, ripe and spawning stage, e and f, spent and resting stage. AO, atretic oocyte; Ca, 
cortical alveolus; LD, lipid droplets M, maturity stage oocyte; MN, migratory nucleus stage oocyte; PF, 
postovulatory follicle; PN, perinucleous stage oocyte; PY, primary yolk stage oocyte; SY, secondary yolk stage 
oocyte; TY, tertiary yolk stage oocyte; ZR, zona radiate. Scale bar = 1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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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Orbiculate cardinalfish의 정모세포의 발달과정.
그림 3-2-4.  Orbiculate cardinalfish, Sphaeramia orbicularis의 정모세포의 발달과정:a, immature stage; b and 
c, developing stage; d, ripe and spawning stage, e and f, spent and resting stage. RST, residual spermatid; 
SC, spermatocyte; SG, spermatogonia; ST, spermatid; SZ, spermatozoa. Scale bar = 200 m. 

③ 최소성숙크기

최소성숙크기조사에서 최초성숙이 관찰된 크기는 수컷이 44 mm SL, 암컷이 46 mm SL 였다. 군성숙

도 50% 를 나타낸 크기는 수컷이 49.0 mm SL, 암컷이 46.9 mm SL로 추정되었다 (그림 3-2-5). 군성숙도

100%를 나타내는 크기는 수컷 60 mm SL, 그리고 암컷은 61 mm SL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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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체장계급에 대한 수컷 (○)과 암컷(■)의 누적비. 
Fig. 3-2-5 Cumulative percentages of mature specimens (presented by fish length) in both male (○) and 
female (■) Sphaeramia orbicularis.

④ 산란기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월평균 수온은 28.1 ~ 29.9 ºC 사이의 범위였다. 일장은 2008년 12월

에 11.4 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2009년 7월에 12.3 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월 평균 강수량은 2008년 8월

에 83.1 mm, 그리고 2009년 3월과 6월에 각각 93.2 mm와 143.0 mm로 그 외의 월 평균 강수량에 비해

적었다 (그림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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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수온, 일장, 강수량의 월변화. a, 수온; b, 일장; c, 강수량. 
Fig. 3-2-6 Monthly variation of the mean water temperature (a), the day-length (b), and the rainfall (c) in the 
Chuuk Lagoon. 

암컷의 GSI는 2008년 11월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 1월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09년 3월 이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구기간동안 GSI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P>0.05). 이와는 반대로 수

컷의 GSI는 계절적 변동을 관찰할 수 없었다 (그림 3-2-7). 암컷의 GSI와 비슷한 경향으로, CF는 2009는

1월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09년 2월부터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수컷의 CF는 2008년 11월에 최고

치를 나타내었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낮은 값을 유지하였다 (그림 3-2-7). 암컷과 수컷의

CF의 월변화의 유의적 차이는 연구기간 내내 관찰할 수 없었다 (P > 0.05). 
성숙단계의 월 변화는 그림 3-3-8에 나타낸 바와 같다. 암컷의 완숙 및 산란기 (stage III)는 2008년 10

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관찰되었고, 회복 및 휴지기(stage IV)는 2009년 4월부터 7월까지 관찰되었다. 수

컷의 성숙단계에서 성장기는 2008년 9월부터 200년 7월까지 관찰되었다, 그리나 2009년 7월에는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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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완숙 및 산란기 (stage III)는 2008년 11월에 관찰되기 시작하여 2009년 7월까지 관찰되었다. 
회복 및 휴지기 (stage IV) 는 2009년 7월에 관찰되었다. 

그림 3-2-7. GSI 의 월변화. a, 암컷; b, 수컷. 
Fig. 3-2-7 Monthly variation of the gonadosomatic index (GSI) and the condition factor (CF) for Sphaeramia 
orbicu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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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생식소 발달단계의 월 변화.
Fig. 3-2-8 Monthly percentage frequency of the gonadal maturity stages (GMS) in female and male 
Sphaeramia orbicularis.

다.  고찰

선행연구에서 S. orbicularis는 산란피그가 상현에서 보름 사에에 관찰되고, 이후 하연과 그믐사이에 2
차 피크기 일어난다고 한다 (Allen, 1975). 여기서 이종은 산란기동안 여러 번 산란하는 종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동안 다회산란종의 번식패턴을 이해하기에는 생물학적 정보가 부족하다. 이 연구에

서는 1년 동안 S. obicularis 의 생식소 조직관괄과 GSI 분석을 통한 번식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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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조사에서 기대성비 1:1에 유의차이가 없어 암수의 비가 거의 동일하였다. 그러나 45~50 mm SL
과 70~75 mm SL의 범위에서는 암컷이 더 우세하였다. Reay (1989)는 성비 불균형이 가지는 부분적 잇

점에 따라 성비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동갈동과 (Apogonidae)의 어류에서는 조작적 성비

(OSR; 짝짓기를 준비하는 암컷에 대한 수컷의 성적 경쟁 비율) 가 번식기 동안 수컷보다 암컷이 우세할

경우 구중부화의 번식기가 끝나면 수컷이 보다 많은 짝짓기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다 (24, 25). Okuda 
(2000)는 일본 시코쿠 섬에서 암컷에 대한 수컷의 성비를 관찰한 결과 OSR이 Apogon doederleini에서는

암컷이 우세하였고, A. notatus에서는 수컷이 우세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소성숙크기가

큰 암컷이 S. orbicularis의 성비가 2개 체장계급에서 우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은 Apogon 
doederleini에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Chuuk Lagoon에서 암컷의 우세한 S. orbicularis의 상태는 번식기

동안 수컷에게 보다 많은 짝짓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 orbicularis의 산란단계에서 1차 난황구기 난모세포 단계에서 핵 이동기와 여러 가지 성숙단계의 난

모세포가 관찰되었고, 정모세포도 비동시적으로 발달하였다. 이처럼 난모세포와 정모세포의 비동시적 발

달은 일본 도쿄만의 A. lineatus에서도 관찰이 된 바 있다 (Kume et al., 2000). 일반적으로 다회산란형 어

류의 생식소는 산란기 동안 정모세포가 비동시적으로 발달하고 난소의 발달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의 난

모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S. orbicularis 는 산란기에 여러 번 산란하는 다회산란

형 어류임을 제안한다.  
선행연구에서 Mees et al (1998)은 케냐의 Gazi 만에서 외부형태로 관찰한 S. orbicularis의 최소성숙크

기는 암컷과 수컷 모두 40 mm 이상으로 보고한바 있다. Allen (1975)은 최소성숙크기를 60~70 m 미만으

로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암컷과 수컷의 성숙크기는 각각 46.9와 49.0 mm SL로 추정되었다. 이결과

는 위의 두 연구에 최소성숙크기 사이의 결과로서 외부형태를 통해 추정한 불일치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열대해역에서 산호초 어류의 번식활동은 온대해역의 중요한 번식개시의 환경적 요인인 수온과 광주

기보다는 달주기의 영향을 받는다 (Takemura et al., 2004). 자리돔과(Pomacentridae) 어류인 Pomacentrus 
flavicauda, P. wardi, Abudefduf saxatilis 와 A. troschelii 에서는 상현에서 보름사이에 번식활동의 피크가

관찰된다 (Doherty, 1983; Foster, 1987). 능성어과 (Serranidae) 어류인 Epinephelus guttatus, E. striatus 와

Plectropomus leopardus에서는 특정 달주기에 산란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Collin et al., 
1987; Ferreira, 1995). 동갈돔과 (Apogonidae) 어류인 Pterapogon kauderni 에서도 번식활동의 피크는 보름

에서 하현사이에서 관찰된다 (Vagelli and Volpedo, 2004). 이 연구에서는 GSI와 GF의 월변화가 년중 유의

차이를 관찰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생식소 조직관찰에서 성숙 및 산란단계의 난모세포와 정모세포들이

년중 관찰되었다. Allen에 의하면 S. orbicularis 의 번식활동은 달주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한바 있다. 그러므로 Chuuk Lagoon에서도 이 종은 번식활동은 달주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보다 확실히 이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S. orbicularis 의 번식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 결과는 장기간에 걸쳐 다

회산란하는 특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 결과는 Chuuk Lagoon에서 다른 어종과 그 외의 cardinalfish
의 번식 패턴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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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연구 인프라 운영

1) 운영사업

가. 인사

◯ 2011년 현지 보조인력 현황

No. Name Position Start work

1 Do Hun Kim Technician & Maintenance Jan. 2006

2 Gwang Myung Lee Technician & Maintenance Jul. 2011

3 Benedict  Samuel Operator / security(D) Jan. 2006

4 Nanne Achy Driver / Security(D) Jan. 2006

5 Nario Cholymay Security(N) Jan. 2006

6 Junior Achy Security(N) Jan. 2006

7 Enten Satauo Security(N) Feb. 2010

8 Kinarenso  Airas Boat Operator / Mechanic Jan. 2006

9 Sammy Samuo Boat Operator / Mechanic Jan. 2006

10 Ronder Onno Mechanic Feb. 2010

11 Non Naruo Marine Organism culture Jan. 2006

12 Arten Rounei Field Jan. 2006

13 Andrew Sotam Field Apr. 2006

14 Kitamichy Sos Field Nov. 2009

15 Lorida Samor Administration Jan. 2006

16 Aneria Kutta Cook Jan. 2006

17 Joann Reiong Cook Jul. 2009

18 Kermy Masauo Cook / Housekeeper Mar. 2010

19 Makar Nennis Field 2006-2011

 

주·야간 경비 5명, 보트운전 및 차량/보트 엔진 정비 3명, 배양장 전담인력 1명, 현장(조사 및 영선)인

력 3명, 사무 1명, 주방 및 객실 3명, 퇴직1명으로 총17명과 2011년 7월부터 현지교민 이광명(Lee Gwang 

Myung)을 충원하여, 이전까지 에어컨, 냉장고, 차량 및 영선관리 등의 미흡한 영선/장비 관리업무에 있

어서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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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보조인력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This Employment Agreement is made between the Korea 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SORC”) and Employee’s 
name(hereinafter referred to“Employee”).
 
“KSORC” desires to engage the services of the “Employee” on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after set forth, and the Subscriber is ready and willing to accept this engagement of 
service with “KSORC”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Therefore,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1. Nature of Services
A. Tasks of the Employee

The “Employee” shall perform the services under this Memorandum in accordance 
with the statement of work as follows:
“Tasks of the Employee”

B. Duty Station

Korea 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P.O box Sapuk, Chuuk State, FSM

2. Duration of Agreement
This agreement will be in effect on the    /    /    (DD/MM/YYYY), and will 
expire on the    /    /    (DD/MM/YYYY),

3. Compensation

In compensation of the services performed by the “Employee”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mployee shall be entitled to a salary of $Salary amount (dollar) per hour 
(before tax).

4. Insurance

KSORC will be responsible to secure the insurance (as attached).
5. Status of the “Employee”

The “Employee” shall have the legal status of an independent contractor. The 
Employee will be worked Aquaculture and Research assistant for KSORC. The 
“Employee” shall not be considered in and respected as a KSORC staff member.

6. Right and Obligation of the “Employee”
A. The right and obligations of the “Employee” are strictly limited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Consequently, the “Employee”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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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subsidy, compensation, or entitlement except as explicitly stated in this agreement.
B. The title rights, copyrights, and all other rights of whatsoever materials produced 

under this agreement are vested exclusively to KSORC.
7. Unpublished Information

A .  T h e  “ E m p l o y e e ”  s h a l l  n o t  r e l a y  t o  a n y  p e r s o n ,  g o v e r n m e n t ,  o r  o t h e r  e n t r y 
external to KSORC any unpublished information made known to the “Employee” by his association 
with KSORC except as required by this assignment of upon written authorization by KSORC.

B .  T h e  “ E m p l o y e e ”  s h a l l  n o t  a d v e r t i z e  o r  p u b l i c i z e  h i s  a s s o c i a t i o n  w i t h  K S O R C
under this agreement, nor shall the name, emblem, or official seal of KSORC be used for any 
purpose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KSORC, This provision shall surviv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8. Others (Guard regulation and Cancellation Contract)

# If you are applicable to each provision “A” that the employment contract will be 
Invalidity by manager who are Korean that works in Center.

 
1) Manager’s order and control

A. If you get over three times, you are under provision.
 - A situation, employee did not follow manager’s order.
 - A situation, something to do with discontent without persuasion to manager.
B. Though the order is irrational to accept, solution and decision will make by manager.

2) Center activity inside and outside
A .  I f  y o u  g e t  o v e r  o ne  ti me ,  y o u  a r e  u n d e r  p r o v i s i o n  ( D r i n k i n g  a n d  s m o k i n g

marijuana, drugs etc). According to extent of matter, this contract of employment can be 
cancelable by manager immediately.

- A situation, employee broke down equipment menace by intention
- A situation, sing loudly around center and arouse problem at the community.
- A situation, inflict injury on manage about mentally and body
- A situation, disturb all center business that make an enormous expense

3) Working Time and additional payment
A. If you get over three times, you are under provision
 - An unauthorized absence for over 7days in a month.

 (Three times late and an unauthorized leaving will regard one time absence in a 
month)
 - An unauthorized lateness frequently
B. Working time is 8hours per day (08:00~12:00, 13:00~17:00).

Working day : from Monday to Friday/Saturday except Sunday and Holiday.
C .  S a t u r d a y ,  t h e  w o r k s  c a n  b e  p e r f o r m e d  w i t h  d i s c u s s i o n  b e t w e e n  m a n a g e r  a n d

employee as usual without additional pay.
D .  T h e  w o r k i n g  t i m e  ( s t a r t  a n d  f i n i s h  t i m e  o f  w o r k )  s h o u l d  b e  c o n t r o l  b y 

manager. (ex : 07:00 or 08:00 ~ 12:00, 13:00~16:00 or 17:00)
E. Application of additional payment: 

- Over time work (before 7:00 am over 6:00 pm), field work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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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and half times of general work time
- Sunday work: two times of general work time
- Holiday work: two times of general work time
(Holiday list : New years day, Micronesian culture and traditions day, FSM 
Constitution day, Chuuk state constitution day, United Nation day, FSM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Christmas day) : Totally 8 days in a year.

4) Security work
A. If you get over three times, you are under provision

- A situation, sleep during working time and careless from not acknowledge security’s work (enter 
the visitor in center without access, goods stolen etc.) 
- A situation, if people get injury whoever Korean staying in center by an intruder. (According to 
extent of matter, this contract of employment can be cancelable by manager immediately).
- An unauthorized lateness frequently

B. Security work time
- Day time: 07:00 ~ 17:00 (10hrs.) : every day with same salary per hour, include Saturday and 
Sunday. The daytime security who can request day off to manager, one day of a week if employee 
wants.
- Night time: 17:00 ~ 08:00 (15hr) : every two day, include Saturday and Sunday.

C. Application of additional pay:
- Holiday work: two times of general work time
(Holiday list : New years day, Micronesian culture and traditions day, FSM Constitution day, Chuuk 
state constitution day, United Nation day, FSM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Christmas day) 
: Totally 8 days in a year. 

D. Some case, the time should be intervene by mutual understanding
5) Restaurant work

A. If you get over three times, you three times, you are under provision
- A situation, sleep during working time and bring out any kind of property from restaurant.
- An unauthorized lateness frequently

B. Restaurant work time
- Working time is from 07:00 to 13:00 and 17:00~19:00 usually
- However, the working time can be control by manager according to number of visitors without 
additional pay

C. Application of additional pay
- Holiday work: two times of general work time
(Holiday list : New years day, Micronesian culture and traditions day, FSM Constitution day, Chuuk 
state constitution day, United Nation day, FSM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Christmas day) 
: Totally 8 days in a year.

6) Using equipment and fixture of center
A. If you steal or purposely using personal equipment and fixture from the center and its over three 
times, you are under provision.
B. Break equipment and things by careless mistake

7) Using time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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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f you get over three times, you are under provision
- Cheating time
- You must check your own time card(start/finish).

(If you do not follow instruction, uncheck time will not include to your payroll)
 
 
By                                                By                            
   
        Heung-Sik Park
  Acting Director of KSORC

Dat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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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홍보(방문)

◯ 2011 센터 현지방문자 현황

 

현지 축 정부 및 학교 등의 총 7개 기관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센터에 총 176명이 방문하였다. 전

체 방문자 인원에 대한 비율은 현지 최우수학교인 세비어고교와 사립SDA학교가 약 90%로 157명이 방

문하였다. 대부분 학생들을 위한 센터 견학이 주요 목적이었으며, 센터와 인접한 세비어고교에서는 학생

견학 이외에 학교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센터의 트럭을 임대하기도 하였다.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교류를

위하여 무료로 트럭을 임대하여 주었다. 

기타 방문에서는 현지정부 해양자원국에서 센터에서 실행하는 연구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자체 조

사시 장비 지원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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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적에서는 현지학교에서 학생견학과 행정지원요청을 위하여 10회 방문하여 연중 비율에 약 50%

를 차지하였고, 해양자원국에서 연구협력을 위하여 6회 센터를 방문을 하였다. 특히 센터가 2006년 현지

에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수입면허등록 및 계좌개설)을 하면서 5년마다 이루어지는 현지직원 사회보장

세에 관한 정기감사를 2011년 1월에 실시하였다. 

◯ 2011년 현지기관 방문현황

태평양센터에서는 2011년 연간 100여명이 연구협력, 기관협력, 세금납부, 화물통관 등의 목적으로 현

지기관을 약80회 방문하였다. 센터운영업무 중 현지 정부에 세금납부를 위하여 전체 비율의 약 25%, 20

회 정도를 방문하였고, 화물통관을 위한 축 세관 및 항구 방문이 약 23%, 연구협력을 위하여 해양자원

국, 환경보호국, 해양보호국, 주지사 사무실과 축 지역의 대기샘플을 위하여 현지 학교 2개 곳에 정기적

으로 방문하였으며, 연구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전체 비율의 약 20%, 16회 정도 현지 기관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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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무

◯ 2011년 전도금 사용내역

분류코 드 항목 달러  천 원 

1  인건 비 68 ,6 4 6. 42  7 6 ,0 60  

2  전기 세 34 ,0 3 5. 90  3 7 ,7 12  

3  유류 비 64 ,7 3 4. 72  7 1 ,7 26  

4  통신 비 6 ,6 32 .6 1  7, 34 9  

5  보험 료 4 ,8 00 .0 0   5, 31 8  

6  세금 4 ,7 25 .1 0  1 6 ,3 15  

7  수수 료 27 ,8 3 3. 54  3 0 ,8 40  

8  영선자 재 및 기타 25 ,3 9 6. 44  2 8 ,1 39  

합계 2 4 6, 80 4 .7 3 2 73 ,4 6 0 

2011년도 센터 운영을 위하여 미화 약 24만 불, 한화 약 2억7천만 원을 사용하였다. 전체 전도금 사용

부분에서 센터 전력공급을 위하여 전기세와 발전기 가동 유류비(장비용 포함)가 전체 전도금 집행의 약

40%, 미화로 약 9만8천 불, 한화로 약 1억9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에서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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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전체의 26.2%, 전기세는 13.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현지교민 2명을 포함한 현지보조인력 총19명의 인건비가 27.8%로 미화 약 6만8천 불, 한화로

7천6백만 원이 집행되었다. 전도금 전체 비중을 보았을 때 전기세, 유류비와 인건비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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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월별 숙박비 사용내역

(단위: 천원)

월 부식 소모 품 유류 비 영선 수수 료 기타
지출
합계

1 월 3 ,5 78  3 79  19  1 70  3 10  55  4 ,5 11  

2 월 3 ,6 01  6 06  5 29  52  34  1 08  4 ,9 29  

3 월 4 ,0 36  3 42  1 04  26  41  2 15  4 ,7 65  

4 월 4 ,8 60  1 ,5 95  9  3  29  1 11  6 ,6 08  

5 월 9 ,6 21  2 44  78  0  48  1 ,8 12  1 1 ,8 03  

6 월 4 ,2 28  2 19  4  2 10  0  0  4 ,6 62  

7 월 6 ,8 34  2 ,7 22  37  60  83  44  9 ,7 81  

8 월 6 ,5 29  4 55  0  1 40  36  9 36  8 ,0 96  

9 월 5 ,9 27  4 02  0  12  39  4 20  6 ,7 99  

1 0 월 8 ,3 46  9 55  0  31  43  1 18  9 ,4 94  

1 1 월 4 ,5 41  1 97  0  4  94  35  4 ,8 72  

1 2 월 4 ,8 57  2 14  0  93  85  3 ,8 57  9 ,1 05  

합 계 6 6 ,9 59  8 ,3 33  7 80  8 01  8 41  7 ,7 11  8 5 ,4 25  

숙박비 총 약 8천5백만 원 중에서 월 평균 5백6십만 원 정도가 부식비로 사용되었으며, 연간 약 6천7

백만 원이 사용되었다. 5월과 10월에는 방문자들의 체류기간이 가장 길었고, 가장 많은 부식비를 사용한

월이었다. 숙박비 사용 내역 중에서 부식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침구류 및 주방용품 등

과 같은 소모품 구매 비용이 약 8백3십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이었다. 세 번째 많은 항목은 기

타로 방문자를 위하여 항상 고생하는 현지보조인력들의 팁 개념으로 센터 설립 11주년 기념일과 연말에

상여금으로 지급을 하였고, 이외에 전화카드, 상비약 등에 7백7십만 원 정도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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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 3 년 -  2 0 05 년

자
산

연구
장비

5 개 연구장비 \ 17,051,705
관리부서

태평양해양연
구센터운영

장비
2 개 운영장비 \ 1,559,250

합계 7 개 총  합계금액 \ 18,610,955 사용책임자
해외생물자원
연구센터장

순
번

등록
일

자산번호 자산명 취득금액 ( 원 ) 공급자 설치장소

1 430 5420030078
Biol ogical  Mic eosc ope S ys 

( 올림푸스  B X51)
9,700,000 범용산업 메인실험실

2 721 5720031372 선박용 사다리 181,500 MAR IN E TECH 반디호

3 1103 5720031896 현미경추가부품 ( 렌즈 ) 2,475,000 범용산업 메인실험실

4 226 5720040289 단파대송수신기 (TS 2000) 2,937,000 CQ 통신 사무실

5 416 5720040557 디카용하우징 (Pat i ma5060) 1,078,000 파티마수중영상 센터장사무실

6 726 5720041002 산소발생기 545,455 ( 주 ) 아쿠아넷 샘플룸

7 201 5420050017 어군탐지기 (FEC-609) 1,694,000 ( 주 ) 해전통상 라군프라이드

　 　 　 　 　 　 　

2 0 06 년

자
산

연구
장비

16 개 연구장비 \ 54,447,384
관리부서

태평양해양연
구센터운영

장비
11 개 운영장비 \ 52,020,800

합계 27 개 총  합계금액 \ 106,468,184 사용책임자
해외생물자원
연구센터장

번
호

등록
일

자산번호 자산명 취득금액 ( 원 ) 공급자 설치장소

1 315 5420060015
콤프레서 : MCH16/ ET 컴팩트

( 다이빙장비용 ) 
13,000,000

파티마수중영상
&

엔지니어링
다이브샵

2 320 5420060017
Dr y Ov en( 시료건조기 ) 
Model  :  VS -1202D2N

1,287,000
비전과학수원지

사
메인실험실

3 317 5420060019 산소발생기 I nt ergr a9371 1,600,000 명성의료기 먹이배양실

4 414 5420060035
플랑크톤 배양대 
1300*800*1800

693,000 아쿠아랩시스템 먹이배양실

5 414 5420060036
플랑크톤 배양대 
1300*800*1800

693,000 아쿠아랩시스템 먹이배양실

6 414 5420060037
플랑크톤 배양대 
1300*800*1800

693,000 아쿠아랩시스템 먹이배양실

7 424 5420060040
Se ve n Go pH  

Met e r( 휴대용 )/ SG2- FK
803,000

비전과학수원지
사

메인실험실

8 425 5420060046
비상발전기셋트 ( 방음형 ,200

kw), 운전반 /
29,000,000

( 주 ) 케이투발전
기총판매

발전실외부

9 510 5420060051
FlowType 어류배양대 se t
1300*500*1820A &L

1,925,000 아쿠아랩시스템 실내배양동

2 0 06 년

10 510 5420060052
Sponge Filt e r 어류배양대
1300*500*1820A &L

1,705,000 아쿠아랩시스템 실내배양동

라. 자재

◯ 2003-2011년 센터 자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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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10 5420060053
Cor al-s and 

어류배양대 1300*500*1820  
A&L

1,485,000 아쿠아랩시스템 실내배양동

12 519 5420060069
19plus SB E19 S EACAT 

PR OFILER (CTD)
24,939,384 오트로닉스 메인실험실

13 720 5420060100
Olympus  DP- 20 di git al 

camer a  s yst em
6,600,000 ( 주 ) 택산엠에스 메인실험실

14 1221 5420060212 원심분리기 (ComBI- 514R) 5,060,000 태화이화학 메인실험실

15 313 5720060131
라셀르 업소용 

냉동고 [DY- 60F][540L]
1,025,000 신갈종합주방 식당홀

16 313 5720060138
LG 업소용 냉장고 
[GC-124GGFP]

1,579,000 ( 주 ) 가람디지탈 식당홀

17 403 5720060215
초저온냉동고

(Ult r a-LowFr eeze rNF- 140S
F)

4,180,000
( 주 ) 한일에스엠

이
추출실

18 316 5720060220
팩스 (OA 기기 , 삼성 

CF-340)
272,400 삼성테스코 ( 주 ) 사무실

19 316 5720060224
R -K 202FR( 시료보관용냉장

고 )/LG
920,000 ( 주 ) 하이프라자 식당

20 410 5720060249 소니 노트북 VGN-FJ 65L/ 1,078,000 하늘컴퓨터 사무실

21 410 5720060250 소니 노트북 VGN-FJ 65L/ 1,078,000 하늘컴퓨터 메인실험실

22 406 5720060279
LS C153S 벽걸이형 (A P-W 12

2D )
951,000 동우양행 메인실험실

23 419 5720060285
삼성 12 평형 / 스탠드형 /N eo-

ABC
979,000 경기공조 식당홀

24 418 5720060287
Pat ima PDCH- 350 하우징 

본체
4,313,000 ( 주 ) 파티마 사무실

25 629 5720060497
잠수복 ( 이소텀 투와이즈 
6.5mm 세미드라이스트 )

495,000 스쿠바랜드 컨테이너

26 1019 5720060873 오픈서가 57,200 동양종합가구 사무실

27 1019 5720060874 오픈서가 57,200 동양종합가구 사무실

　 　 　 　 　 　 　

2 0 07 년

자
산

연구
장비

16 개 연구장비 \ 68,563,000
관리부서

태평양해양연
구센터운영

장비
20 개 운영장비 \ 7,937,500

합계 36 개 총  합계금액 \ 76,500,500 사용책임자
해외생물자원
연구센터장

번
호

등록
일

자산번호 자산명 취득금액 ( 원 ) 공급자 설치장소

1 205 5420070010
Digt al  Bal ance  
(GF-4000) 저울

1,100,000 태화이화학 메인실험실

2 205 5420070011
R ev ers e Os mosis  wat e r 

syst e m
(pure -R o1Bio)

1,320,000 태화이화학 메인실험실

2 0 07 년

3 309 5420070019
다이아몬드절단기 습식 8"  

(TR IM S AW )
968,000 ( 주 ) 청화 MR O 컨테이너

4 309 5420070020
다이아몬드절단기 습식 8"  

(TR IM S AW )
968,000 ( 주 ) 청화 MR O 메인실험실

5 322 5420070026 유 . 공압기기 R APYOR 6,050,000 세진인터내셔널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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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22 5420070027 AK 46 3,465,000 세진인터내셔널 컨테이너

7 322 5420070028 SP45 3,245,000 세진인터내셔널 컨테이너

8 322 5420070029 H WB 250 3,025,000 세진인터내셔널 컨테이너

9 320 5420070035 X -S coot er  Xt r as 13,200,000
다이버스리퍼블

릭
센터장사무실

10 611 5420070085 분광광도계 (UV-1650PC) 9,900,000 ㈜ 동일시마즈 메인실험실

11 830 5420070147
Fr eeze r 

D ryer ( 본디로 FD8512) 
14,080,000 일신랩 ( 수원 ) 추출실

12 1024 5420070219 정밀조위측정시스템 8,690,000 ㈜ 에이에이티 폰드설치

13 205 5720070067 벽면실험대 (LS T-224) 825,000
㈜ 코아테크코리

아
추출실

14 205 5720070068 초자건조대 (CT- 301) 352,000
㈜ 코아테크코리

아
추출실

15 205 5720070076 5 평형에어컨 (LG LW -CO52) 251,000 ㈜ 가람디지탈 추출실

16 205 5720070078 5 평형에어컨 (LG LW -CO52) 251,000 ㈜ 가람디지탈 2001 호

17 205 5720070079 5 평형에어컨 (LG LW -CO52) 251,000 ㈜ 가람디지탈 2008 호

18 205 5720070080 5 평형에어컨 (LG LW -CO52) 251,000 ㈜ 가람디지탈 2011 호 

19 205 5720070082 5 평형에어컨 (LG LW -CO52) 251,000 ㈜ 가람디지탈 2011 호창고

20 205 5720070083 5 평형에어컨 (LG LW -CO52) 251,000 ㈜ 가람디지탈 2010 호

21 205 5720070084 5 평형에어컨 (LG LW -CO52) 251,000 ㈜ 가람디지탈 2009 호

22 205 5720070085 5 평형에어컨 (LG LW -CO52) 251,000 ㈜ 가람디지탈 2005 호

23 205 5720070086 냉장고 (LG R -A 056GD) 129,000 ㈜ 가람디지탈 2009 호

24 205 5720070087 냉장고 (LG R -A 056GD) 129,000 ㈜ 가람디지탈 2011 호

25 205 5720070088 냉장고 (LG R -A 056GD) 129,000 ㈜ 가람디지탈 2007 호

26 205 5720070089 냉장고 (LG R -A 056GD) 129,000 ㈜ 가람디지탈 2006 호

27 205 5720070090 냉장고 (LG R -A 056GD) 129,000 ㈜ 가람디지탈 2005 호

28 205 5720070091
업소용냉장고 (LG 
GC- 124GGFP)

1,527,000 ㈜ 가람디지탈 샘플룸

29 205 5720070092
업소용냉장고 (LG 
GC- 124GGFP)

1,527,000 ㈜ 가람디지탈 식당

30 205 5720070093 대우냉장고 ( 쇼케이스 ) 418,000 ㈜ 가람디지탈 식당

31 205 5720070094 대우냉장고 ( 쇼케이스 ) 418,000 ㈜ 가람디지탈 식당

32 205 5720070095 삼성 수중강타 524,000 ㈜ 가람디지탈 식당

33 205 5720070096 제습기 ( 위닉스 WD H-450) 370,000 ㈜ 가람디지탈 추출실

34 705 5720070591 디지탈 감압게이지 880,000
다이버스리퍼블

릭
사무실

35 705 5720070592 호흡기 495,000
다이버스리퍼블

릭
사무실

36 1029 5720070953 복합기 ( 삼성 ) 500,500 프라임전산 2011 호창고

2 0 08 년

자
산

연구
장비

5 개 연구장비 \ 22,295,571
관리부서

태평양해양연
구센터운영

장비
7 개 운영장비 \ 17,134,700

합계 12 개 총  합계금액 \ 39,430,271 사용책임자
해외생물자원
연구센터장

번
호

등록
일

자산번호 자산명 취득금액 ( 원 ) 공급자 설치장소

1 408 5420080049 Port abl eDat e Logger 3,723,571 오션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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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R -2050)

2 512 5420080090 Gene rat or 65kw 7,385,700
OR IENTA L 

R ESTA UR ANT 
IN C

발전실 외부

3 610 5420080098 H D 렌턴 (50W ) 2,600,000
다이버스리퍼블

릭 
센터장사무실

4 723 5420080144 발전기 ( 혼다 EU20i ) 1,900,000 스타발전기 자재창고

5 222 5720080062 동결건조기 ( 일신 FD8512) 13,200,000 일신랩 ( 수원 ) 추출실

6 228 5720080087 S ONY VA IO VGN -S Z54L/ B 1,386,000 하늘컴퓨터 사무실

7 228 5720080088 S ONY VA IO VGN -S Z54L/ B 1,386,000 하늘컴퓨터 사무실

8 304 5720080091
캐논 디지털 복사기 

(iR -2018)
1,130,000 ( 주 ) 뉴디지털 사무실

9 310 5720080104
냉장고 (LG 전자 
GC- 124GGFP)

1,427,500 동우양행 샘플룸

10 310 5720080105
냉장고 (LG 전자 
GC- 124GGFP)

1,427,500 동우양행 식당

11 516 5720080222
VPL-EX 4 LCD 프로젝터 

(CHC-TB 20)
840,000 ( 주 ) 뉴디지털 2012 호

12 526 5720080258
제빙기 (HOS IZA K 
I M-100W L)

3,024,000 ( 주 ) 가람디지탈 식당

　 　 　 　 　 　 　

2 0 09 년

자
산

연구
장비

3 개 연구장비 \ 3,664,000
관리부서

태평양해양연
구센터운영

장비
20 개 운영장비 \ 42,002,500

합계 23 개 총  합계금액 \ 45,666,500 사용책임자
해외생물자원
연구센터장

번
호

등록
일

자산번호 자산명 취득금액 ( 원 ) 공급자 설치장소

1 630 5420090133 발전기 (113K W) 5,944,000 K 2COM 발전실

2 225 5720090079
Pat ima- 작티 

수중비디오하우징
1,425,000

파티마엔지니어
링

사무실

3 225 5720090080 산요 작티 캠코더 924,000
파티마엔지니어

링
사무실

4 225 5720090081
PDCH- G10 수중카메라 

하우징
1,315,000

파티마엔지니어
링

사무실

5 206 5720090209
무선통신시스템 Base  
S t at ion HF A nt .

825,000 네오씨텍 옥상

6 206 5720090210
휴대용 무전기 (YAES U 

VX-150)
660,000 네오씨텍 사무실

2 0 09 년

7 206 5720090211
휴대용 무전기 (YAES U 

VX-150)
660,000 네오씨텍 사무실

8 206 5720090212
휴대용 무전기 (YAES U 

VX-150)
660,000 네오씨텍 사무실

9 206 5720090213
휴대용 무전기 (YAES U 

VX-150)
660,000 네오씨텍 사무실

10 206 5720090214
휴대용 무전기 (YAES U 

VX-150)
660,000 네오씨텍 사무실

11 206 5720090215
휴대용 무전기 (YAES U 

VX-150)
660,000 네오씨텍 사무실

12 303 5720090319
LG 전자 창문형에어컨 
5 평 (LW -C056)

270,000
( 주 ) 여울네트웍

스
먹이배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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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03 5720090320
LG 전자 창문형에어컨 
5 평 (LW -C056)

270,000
( 주 ) 여울네트웍

스
2002 호

14 303 5720090321
LG 전자 창문형에어컨 
5 평 (LW -C056)

270,000
( 주 ) 여울네트웍

스
2003 호

15 303 5720090322
LG 전자 창문형에어컨 
5 평 (LW -C056)

270,000
( 주 ) 여울네트웍

스
2007 호

16 303 5720090323
LG 전자 창문형에어컨 
5 평 (LW -C056)

270,000
( 주 ) 여울네트웍

스
2011 호창고

17 303 5720090324
LG 휘센 중대형에어컨 

LP-C285S K
1,400,000

( 주 ) 여울네트웍
스

식당

18 306 5720090569
LG 고광택 미니냉장고 

(R- A054GDA )
138,600 ( 주 ) 가람디지탈 2003 호

19 306 5720090570
LG 고광택 미니냉장고 

(R- A054GDA )
138,600 ( 주 ) 가람디지탈 2004 호

20 306 5720090571
LG 고광택 미니냉장고 

(R- A054GDA )
138,600 ( 주 ) 가람디지탈 2010 호

21 209 5720090572 진공펌프 D YV60 1,210,000 대영펌프산업 펌프실

22 209 5720090573 모터 GH P 275,000 대영펌프산업 펌프실

23 205 차량운반구
쏘렌토 4W D TLX 최고급형 

A/ T 검정
26,622,700 기아자동차 센터

　 　 　 　 　 　 　

2 0 10 년

자
산

연구
장비

7 개 연구장비 \ 105,663,539
관리부서

태평양해양연
구센터운영

장비
13 개 운영장비 \ 57,048,334

합계 20 개 총  합계금액 \ 162,711,873 사용책임자
해외생물자원
연구센터장

번
호

등록
일

자산번호 자산명 취득금액 ( 원 ) 공급자 설치장소

1 226 5420100016 D MB180 브레이커 13,420,000
㈜ 대모엔지

매립공사현장
니어링

2 225 5420100017
Program Aut o Cl ave  
(LA BHOU SE  PAC- 60)

2,475,000 태화이화학 샘플실험실

2 0 10 년

3 225 5420100018 Digt al  Bal ance (CAS  PB) 1,430,000 태화이화학 메인실험실

4 507 5420100094
Mult i -The rmo Ch amber 

(HB- 305M)
8,250,000 한백과학 샘플실험실

5 817 5420100193
Out board  Engine (Yamaha 

200hp F200)
20,559,717 A&C Tradi ng 라군프라이드

6 817 5420100194
Out boardEngi ne(Yamaha

200hp  F200)
20,559,717 A&C Tradi ng 라군프라이드

7 1216 5420100292
해수면이산화탄소측정기
(A ut onomouspCO2Monit or

S yst em)
30,424,705 Bat t e lle 바다설치

8 1216 5420100293
해수면이산화탄소측정기
(A ut onomouspCO2Monit or

S yst e m) 가스
18,364,635 Bat t e lle 바다설치

9 1014 5420100298
산성도시계열측정기 
(S AMI -pH 500)

21,507,250
S unburst  

Se nsors , LLC
바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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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16 5420100304 Pco2 Buoy (pi co buoy) 22,816,949
S unbaker 

Fiber glass  Inc .
바다설치

11 302 5720100151 철재캐비넷 155,000 해오 추출실

12 302 5720100152 철재캐비넷 155,000 해오 2012 호

13 401 5720100288 에어컨 ( 창문형 ) LW -C056 335,000 조은디지탈 식당

14 401 5720100289 에어컨 ( 창문형 ) LW -C056 335,000 조은디지탈 창고사무실

15 401 5720100290 에어컨 ( 창문형 ) LW -C056 335,000 조은디지탈 1007 호

16 401 5720100291 에어컨 ( 창문형 ) LW -C056 335,000 조은디지탈 2006 호

17 405 5720100310 카메라 ( 소니 ) D SC- W300 395,000 JM 솔루션 사무실

18 408 5720100315 모니터 ( 삼성 ) LD 190G 225,000 ㈜ 뉴디지털 사무실

19 408 5720100316 모니터 ( 삼성 ) LD 190G 225,000 ㈜ 뉴디지털 사무실

20 407 5720100318 냉장고 ( 대우 ) FR S- 402RW E 408,900 ㈜ 가람디지털 식당

2 0 11 년

자
산

연구
장비

13 개 연구장비 \ 86,237,000
 관리부서

태평양해양연
구센터운영

장비
57 개 운영장비 \ 129,954,880

합계 70 개 총  합계금액 \ 216,191,880 사용책임자
해외생물자원
연구센터장

번
호

등록
일

자산번호 자산명 취득금액 ( 원 ) 공급자 설치장소

1 324 5420110038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19,261,000 이엘피 외부

2 414 5420110089 초저온 냉동고 (-50'C) 1,760,000 태화이화학 샘플룸

3 225 5420110091
CO2 측정기 , Guard ian 

pl us
3,465,000 바이오타 코리아 실내배양장

4 330 5420110100
생리실험용 드라이어 5H P, 

쿨러내장형
1,320,000 바이오타 코리아 실내배양장

5 519 5420110108
가스농도조절장치 MFC 

Co2/ 50SCCM
10,252,000 바이오타 코리아 실내배양장

2 0 11 년

6 519 5420110109 컴프레샤 1,870,000 바이오타 코리아 실내배양장

7 524 5420110110
역상현미경 

(CKX 41-A32PH P)
7,711,000 ㈜ 택산엠에스 메인실험실

8 903 5420110229
발전기 100kw, 저속 

1200r pm
23,650,000 현대발전기 발전실

9 926 5420110246 컨테이너 , 20f t 4,840,000 대광상사 매립공사현장

10 831 5420110319 40hp 선박엔진 , Yamaha 4,312,790 A&C Tradi ng 소형선박

11 216 5720110069 휴대용 X -ray 촬영기 (Re xt ar) 19,460,000 ㈜ 포스디온 사무실

12 228 5720110118
에어컨 ( 캐리어 
CP-A 150MA)

748,000 삼호 추출실

13 228 5720110119
에어컨 ( 캐리어 
CP-A 150MA)

748,000 삼호 2012 호

14 308 5720110152
드릴링머신 ( 삼천리 

S MD- 360)
990,000 대광상사 자재창고

15 328 5720110286
냉장고 (LG GC- 114KD MP) 

1100L
1,280,000 문수대리점 샘플룸

16 330 5720110287 세탁기 ( 삼성 WA -MB 520,900 ㈜ 가람디지탈 201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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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N R) 15kg

17 412 5720110298 헬스싸이클 (YB- 550U) 880,000 영빈헬스프라자 2012 호

18 413 5720110299 프린터 (H P P1566) 200,000 JM 솔루션 사무실

19 413 5720110300 복합기 ( 삼성 SCX -4622FK ) 250,000 JM 솔루션 사무실

20 414 5720110304
제습기 ( 위닉스 
D OP-4905T)

283,300 JM 솔루션 메인실험실

21 414 5720110305
제습기 ( 위닉스 
D OP-4905T)

283,300 JM 솔루션 1009 호

22 413 5720110309
에어컨 (LG LP- C2107SJ ) 

58 평형
2,753,310 인천지방조달청 식당

23 418 5720110332 카메라 ( 캐논 파워샷 G10) 480,000 화이트디지탈 사무실

24 418 5720110338
스캐너 ( 엡손 Pe rf ec t ion 

V33)
141,680 인천지방조달청 2011 호창고

25 412 5720110375
창문형 에어컨 (LG 

LW -C097)
480,000 ㈜ 경기공조 1006 호

26 412 5720110376
창문형 에어컨 (LG 

LW -C097)
480,000 ㈜ 경기공조 2012 호

27 412 5720110377
창문형 에어컨 (LG 

LW -C097)
480,000 ㈜ 경기공조 2011 호창고

28 429 5720110410 철제사물함 510,400 상록수가구 직원락카

29 524 5720110463 디카 (JU JAK 560) 현미경용 3,619,000 ㈜ 택산엠에스 메인실험실

30 601 5720110473 포밍테이블 ( 파스텔 색상 ) 65,900 풍진퍼시스 1006 호

31 601 5720110474 포밍테이블 ( 파스텔 색상 ) 65,900 풍진퍼시스 1006 호

32 601 5720110475 포밍테이블 ( 파스텔 색상 ) 65,900 풍진퍼시스 1006 호

33 601 5720110476 포밍테이블 ( 파스텔 색상 ) 65,900 풍진퍼시스 1006 호

34 601 5720110477 포밍테이블 ( 파스텔 색상 ) 65,900 풍진퍼시스 식당홀

35 601 5720110478 포밍테이블 ( 파스텔 색상 ) 65,900 풍진퍼시스 식당홀

36 601 5720110479 포밍테이블 ( 파스텔 색상 ) 65,900 풍진퍼시스 식당홀

37 601 5720110480 포밍테이블 ( 파스텔 색상 ) 65,900 풍진퍼시스 식당홀

2 0 11 년

38 531 5720110481
에어컨 (LG F-C 

153GACW ) 스탠드형
730,000 JM 솔루션 식당홀

39 531 5720110482
에어컨 (LG F-C 

153GACW ) 스탠드형
730,000 JM 솔루션 식당홀

40 528 5720110484
살균건조기 ( 신원산업 

SW -305H )
481,000 ㈜ 가람디지탈 식당

41 530 5720110486
냉장고 (LG GC-124H GFP) 

업소용
1,595,000 문수대리점 식당홀

42 607 5720110514
편흡입볼류트펌프 
(DS V200-50)

2,255,000 대영펌프산업 펌프실

43 628 5720110665
노트북 ( 소니 VA IO 
VPC-CB 15FK/ B)

1,149,500 ㈜ 레알아이엔티 실험실

44 628 5720110666
노트북 ( 소니 VA IO 
VPC-CB15FK / W)

1,149,500 ㈜ 레알아이엔티 실험실

45 708 5720110772
냉동컨테이너 (CAR R IER  
69NT40- 511-102)

8,745,000
강성냉동컨테이

너
야외

46 923 5720110976 1 톤 진동로라 6,600,000 대광상사 건설사업단

47 926 5720111015 오토레벨 , 측량기구 473,000 대광상사 건설사업단

48 926 5720111016 전후진컴팩터 605,000 대광상사 건설사업단

49 926 5720111017 양수기 ( 혼다 , W B40LTX) 1,149,500 대광상사 건설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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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926 5720111018 양수기 ( 혼다 , W B40LTX) 1,149,500 대광상사 건설사업단

51 926 5720111019 발전기 ( 혼다 , S G11000EX) 3,190,000 혼다센터 ㈜ 건설사업단

52 926 5720111020 발전기 ( 혼다 ,EU65is ) 4,730,000 혼다센터 ㈜ 건설사업단

53 1028 5720111153 10k UPS  (HS -700U ) 4,510,000 한성하이테크 샘플룸

54 1028 5720111154 15k UPS  (HS -700U ) 5,610,000 한성하이테크 추출실

55 1027 5720111179 유리장 1200*300*1880 308,000 인토스앤디자인 사무실

56 1027 5720111180 유리장 1200*300*1880 308,000 인토스앤디자인 사무실

57 1027 5720111181 유리장 800*400*1880 286,000 인토스앤디자인 사무실

58 1027 5720111182 의자 ( 사무용 ) 132,000 인토스앤디자인 사무실

59 1027 5720111183 의자 ( 사무용 ) 132,000 인토스앤디자인 사무실

60 1027 5720111184 의자 ( 사무용 ) 132,000 인토스앤디자인 사무실

61 1027 5720111185 의자 ( 사무용 ) 132,000 인토스앤디자인 1006 호

62 1027 5720111186 의자 ( 사무용 ) 132,000 인토스앤디자인 1006 호

63 1123 5720111284 유입변압기 , 75kv a 2,123,000 매일전기 ㈜ 소각장

64 1123 5720111285 유입변압기 , 75kv a 2,123,000 매일전기 ㈜ 소각장

65 1123 5720111286 유입변압기 , 75kv a 2,123,000 매일전기 ㈜ 소각장

66 1221 5720111383 동결건조기 ( 일신 FD8508) 14,740,000
일신바이오베이

스
추출실

67 1215 5720111394 스탠드형 진열장 704,000 샘스 ㈜ 식당

68 1215 5720111395 스탠드형 진열장 704,000 샘스 ㈜ 식당

69 1215 5720111396 스탠드형 진열장 704,000 샘스 ㈜ 식당

70 1206 5720111487 소각로 33,000,000
고려소각로공업

㈜
소각장

종 합

자
산

연구
장비

65 개 연구장비 \ 357,922,199

관리부서
태 평 양 해 양 연
구센터운영

장비
130 개 운영장비 \ 307,657,964

합계 195 개 총  합계금액 \ 665,580,163 사용책임자
해 외 생 물 자 원
연구센터장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자산은 최초 2003년 연구장비인 현미경 올림푸스 BX51을 반입 되었고, 2003년부

터 2005년까지 6개 자산이 추가 반입 되었으며, 2011년에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 (5420110038) 외 69개의

자산이 반입되었으며, 2011년까지 연구장비 65개와 운영장비 130개가 반입되어 총 195개 장비가 센터자

산으로 반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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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진

현지직원 탈의실 증축 (기간 : 3월 14일 ~ 17일)

마. 영선

◯ 2011년 영선 관련업무

업무내용

시설 장비

1월
⦁17일 - 본관 급수관 교체

⦁26일 - 지하수 취수라인 부분 교체
⦁31일 - K2발전기 디지털 컨트롤로 교체

2월 ⦁8일 - 발전실 열 순환구 설치 ⦁16일 - 굴착기 팬벨트 교체

3월 ⦁14 ~ 17일 - 현지직원 탈의실 증축

⦁3일 - 연구조사선(라군프라이드) 하부 보강    

        작업

⦁16일 - 굴착기 에어컨벨트 교체

⦁29일 - 쏘렌토 솔레노이드벨브 바디 교체

4월 ⦁15~20일 - 정문 보안휀스 설치 ⦁1일 - 비상발전기 교체(200kw -> 250kw)

5월 ⦁4~5일 - 정문 콘크리트 타설 

6월
⦁7~10일 - 사무실 복도 가림막 설치

⦁21~30일 - 기상 측정 타워 설치

⦁7일 - 2012호 에어컨 교체

⦁22일 - 해수 진공펌프 교체

7월

⦁7일 - 식당 급수관 교체

⦁8~14일 - 정비창고 지붕 보수

⦁18~22일 - 야외 세면장 보수

⦁21~8월 16일 - 자재 보관창고 증축

⦁22~24일 - 식당 58평형 에어컨 설치

⦁26일 - 해양자원국 에어컨 기증 및 설치

8월

⦁1~4일 - 배양동 보안훼스 설치

⦁6~8일 - 식수 펌프실 지붕, 바닥 보수

⦁11~12일 - 건물 내/외부 도색

⦁16~17일 - 객실 화장실 천정 보수

⦁2~4일 - 연구조사선(라군프라이드 하부 보강

           작업

⦁19일 - 차량(쏘렌토) 냉방 조절 제어장치      

         교체

9월

⦁12~24일 - 냉동콘테이너 설치를 위한 바닥 

             공사

⦁16~22일 - 1006호 리모델링(창고->사무실)
⦁24일 - 해수 취수펌프 교체 (5마력)

10월

⦁5일 - 다이브샾 지붕 도색

⦁7일 - 장비 보관 콘테이너 도색

⦁10~15일 - 천문연 GNSS장비 설치 지원

⦁3일 - 냉동콘테이너 설치

11월
⦁7~8일 - 객실 창문 및 출입문 교정 작업

⦁15~12월 22일 - 발전실 증축
⦁14일 - 연구조사선(반디호) 인펠라 교체

12월
⦁~22일 - 발전실 증축 및 메인배전반 설치

⦁7일 - 1008호 리모델링 (사무실 구조변경)
⦁23~24일 - 실험실 대용량 UPS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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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보안휀스 설치 (기간 : 4월 15일 ~ 20일)

사무실 복도 가림막 설치 (기간 : 6월 7일 ~ 10일)

기상측정 타워 설치 (기간 : 6월 21일 ~ 30일)

자재 보관창고 증축 (기간 : 7월 21일 ~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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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동 보안휀스 설치 (기간 : 8월 1일 ~ 8월 4일)

냉동콘테이너 설치 (기간 : 10월 3일)

발전실 증축 (기간 : 11월 15일 ~ 12월 22일)

2011년 주요 영선 업무는 4월 발전기 고장으로 인하여 새로운 발전기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다. 6월에

는 센터 기상장비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장비 GNSS를 설치하였고, 12월

에는 노후화되고 위험요소가 많았던 발전실을 증축하였고, 배전함을 새로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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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방문일지

◯ 2011년 방문자 현황

분     류 기     관 인 원 수

해양과기원 

해양과기원 운영 박흥식 외 13명

해양과기원 행정 이승구 외 24명

해양과기원 연구 박승일외 76명

정부기관 기재부 외 1개 부서 정록환 외 1명

국내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외 12개 기관 심규남 외 19명

국내기업 대길엔지니어링  외 10개 기관 정홍철외12명

언론기관 국민일보 외 3개기관 민태원외5명

체험단 거제  해성중학교 외 13개 기관 김소진외13명

국외기관 NOAA외 2개 기관 Wagnre외13명

현지기관
Colleage of Micronesia, Chuuk Campus 외 

2개 기관
Alton Higashi 외 179명

기타 개인 정무용

합  계 51개 기관 3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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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방문인원은 2011년 전체 367명이 센터를 방문을 하였다. 2011년에 센터로 방문했던 기관은 해양

과학기술원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외 50개 기관에서 방문을 하였고, 해양과기원에서는 연구, 행정업무와

운영을 위한 장기체류를 포함하여 약 55.5% 로 전체 방문목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

구 및 업무 협력 목적을 위한 국내외 기관에서의 방문이 전체 방문 목적 중 약 35.4% 차지하였다. 방문

인원에서는 견학을 위한 학생과 교사들의 방문이 약 49%로 가장 많은 인원이 센터를 방문하였고, 해양

과기원에서의 방문이 약 31.9%로 그 다음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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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출장소감 정리 - 안건별로

◯ 2010-2011년 출장자 소감

내      용 2010 2011

시설 개선 및 증축 9 4

연구 인프라 개선 0 0

장비 개선(연구선 등) 6 8

국제 관계 개선 0 3

홍보전략 수립 및 활동 2 4

정부 및 민간 지원 활동 1 3

인력 보강 1 4

운영예산 확보 0 1

안전사고 예방 2 1

기타 10 8

합  계 31 36

출장자의 출장소감 중 2010년에는 시설 개선 및 기타에 대한 제안이 각각 9건과 10건으로 가장 많았

으며, 2011년에는 장비 개선 및 기타 항목이 가장 많이 제안되었다. 센터의 열악한 시설 인프라 환경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제안이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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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방명록

◯ 2011년 출장자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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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011년 1월 25일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 정록환 사무관을 비롯한 국내외 방문자 200여

명이 센터 격려글을 남겨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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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태평양연구센터 건설사업

▸연구 목적 

-  한국해양연구원의 남태평양 연구센터 이전에 필요한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현 연구센터 전면 해상  

   임대지내에서의 연구센터 신축 부지조성을 위한 현장조사, 측량, 설계용역 및 부지매립공사를 수행 

▸ 사업 범위

- 본 부지립공사는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현 연구센터 전면 해상에 준설을 통한 부지 조성이며, 규모 

및 범위는 표4-2-1, 그림4-2-1 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마이크로네사아 축주 한․남태평양 연구센터 전면 해상 

부지매립공사

부지임대면적 63,704㎡(19,270평) : 해상

조성대지면적 9,900㎡(2,995평)

부지조성방법 토제구축 및 준설, 매립 

표 4-2-1

▸  사업위치

그림 4-2-1

2) 건설사업

‘11년도 주요사업 연차실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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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내용

   2011년도 

   - 임대부지에 대한 매립을 위하여  설계업체와 현지 출장을 통하여 현황 측량(그림4-2-2, 3) 및 

토목설계 시행 (04.06 ~ 07.05, 도면4-2-1, 2,3)) 하여 부지매립 공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 공사의 

특성상 단순공사로 판단되어 현지 업체(Chuuk Other Builder) 와 2011.08.30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를 시행하였다

   - 공사의 진행은 국내에서 장비 및 자재(표4-2-2, 3)를 투입하고 현지업체는 인력을 투입하여 

시행       하는 것으로 추진, 공사진행사항 확인은 수시 출장을 통하여 점검하였다.  

     

    

장비명 규  격 수 량 용  도 비  고

백호우 0.9㎥ 트랙 1대 부지 준설용

덤프트럭 5톤 1대 준설 운반용

컨테이너 3 * 6 1대 장비 및 자재 보관

소형로울러 1톤 1대 부지 다짐

전후진컴팩터 5HP 1대 경사면다짐

엔진양수기 DP-1(100mm) 2대 물푸기용(디젤)

발전기 6.5KVA 1대 현장가설전기용

레벨기 자동 1대 부지레벨 측정

     표 4-2-2 장비 list

물 품 명 규  격 수 량 용   도 비 고

오탁방지망 1M * 500M 1식 환경오염 방지용

리어커 철제 바퀴2개 2대 현장 자재 운반용

드럼통 200리터 4개 기름 저장용

전선(릴) 50M 3개 현장 가설전기

PE파이프 ∅450 150m 유속흐름 연결관

안전로프 6mm그물망 100m
현장 경계용

안전휀스 20조

안전화,안전모 각20개 인부 지급용

안전띠 10롤 위험표지용

유로폼 및 

부속자재 등
첨부자료 참조 1식 기초콘크리트 타설용

 표 4-2-3 자재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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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2 현지측량 시행(2011.04.21 ~2011.04.23)

      

그림4-2-3 현지측량 시행(2011.04.21 ~2011.04.23)

 

설계용역도면

 

도면4-2-1( 공사계획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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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2-2(Step 1)

도면4-2-3(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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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2-4( 오탁방지막)

 부지매립공사 시행 내용 

  - 공사시행절차에 따라 투입된 장비(그림4-2-4) 및 자재를 이용 산호사 준설 후 매립을 반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산호사 준설시 바다의 혼탁 번짐 방지를 위하여 그림4-2-6 과 같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다. 

  

【공사시행절차】

①     - 포크레인 산호준설(진입로 개설) ⇒ 진동롤러 다지기 ⇒ 산호사준설 ⇒ 오탁방지막 

설치(500M) ⇒다지기 ⇒ 해상 매립지 DIKE 준설 ⇒ 물빼기(전면 해상매립지) ⇒ 산호사 준설 ⇒ 

산호사 유실방지용 모래주머니설치 ⇒ 산호사  준설 ⇒ 진동롤러 다지기

②        

③          그림 4-2-4 투입장비(부산항 대기)              그림 4-2-5 산호사 준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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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림 4-2-6 오탁방지막 설치

⑥  - 또한 현지 출장을 통하여 부지레벨측량(그림4-2-7) 및 부지 위치 조정 등 기술지도를 하였다.

⑦       

⑧   그림 4-2-7 부지레벨 측량

⑨

 2011년 부지매립공사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다. 

    - ‘11.04 ~ 07월 : 토목설계용역 시행 및 완료

    - ‘11. 08말 공사계약 (현지업체 : CHUUK  OTHER BUILDER)

    - ‘11. 09월 : 공사 착공 및 시행

               : 장비 및 물품 구매 선적 

     - ‘11. 10 : 1차분 장비 현지 조달(10/21)jqcp

     - ‘11. 11 : 2차분 장비 조달(덤프트럭5톤, 포크레인 및 부품)

              : 장비 인수인계 및 추가공사 계약서 작성(현지 출장)

    - ‘11. 12  : 부지매립 동사 약 20% 완료(2012.09월 완료 예정)

             : 2012년도 공사 추진 계획서 작성

 ▢  향후추진 계획



- 147 -

  - 2012년 : 설계 준비 및 자료 작성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07월~12월)

           : 부지매립공사 완료 (8월)

           : 본 공사 시행 계획 (12월) - 공사비 내역 검토 (업체선정 포함)

  - 2013년 : 본공사 시행(토목공사 및 관리동) - 진입로, 호안, 선박 계류장 등

  - 2014년 : 본관동 및 숙소동 축조

  - 2015년 : 연구시험동 및 부대시설

 

 ▢  부지매립 진행 현장 사진(참고자료)

      

            진동 다짐기 및 안전 휀스                   오탁방지막 및 배관 파이프

  

  

현장 공사 사진 (2011 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