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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 

 북서태평양 계류 관측을 통한 북적도 해류 변동성과 유기탄소 침강플럭스 정량화 분석

 북서태평양에서 실시간 해양환경인자 측정

 활성중인 ARGO 뜰개 자료관리(KORDI)DAC 운용) 

해양 및 대기 순환 모델 연구 

 TIW와 해양장주기 변동 상호작용

 IPCC AR4 모형이 전망한 북태평양 혼합층 깊이 변화

주변해 영향 및 변동성 연구 

 지구 온난화에 따른 쿠로시오의 변화

 쿠로시오가 동중국해 해황 변동에 미치는 영향

 수괴분석을 통한 대마난류의 기원 분석

쿠로시오(열대) 수역과 주변해역의 생태계 변동성 연구 

 기후변화 인자 변동에 따른 해역별 부유생물 생태계와 환경변화간의 연관성 연구

 기후가스인 DMS의 생성 박테리아 연구

 쿠로시오수역의 위도별 주요 부유생물군의 생리/생태 차이 비교 분석

 북서태평양 및 남해권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요인에 따른 부유생물 군집의 경년변동성 파악

원격 상관성 연구 

 엽록소의 계절성 재현을 통한 핵심적인 기작 파악 및 모델 개선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

 산호 퇴적물 등을 이용한 고해양환경 복원

국제협력 및 공동 연구 추진

 대양 계류 관측 분야 국제 협력 추진

NPOCE Inauguration Meeting  

TIP(Tropical moored buoy Implementation Panel) / DBCP(Data Buoy 

Cooperation Panel) meeting

NOAA Ocean Observation Annual System Review 워크샵

 ARGO 국제 협력 추진(SCG-V /JCOMM)

 선진국 표층 계류 부이 탐사 참여

TRITON Cruise-Mirai, TAO 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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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북서태평양은 한반도 주변해역의 기상․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쿠로시오 해류

의 기원지로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적조, 백화현상, 열대

생물 출현 등), 수산자원 변동, 기상이변(극심한 가뭄이나 홍수, 폭설 등)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구 해양 중 가장 높은 해수면 수온 분포를 보이고 있는 서태평양 웜풀 

(Western Pacific Warm Pool)의 변동과 엘니뇨/라니냐와 같은 지구 기후 변동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주변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엘니뇨( )/라니냐

( ), 웜풀 및 쿠로시오 해류, PDO (Pacific Decadal Oscillation) 등 북서

태평양 해양의 장단기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장단기 변화가 한반도 주변의 

기후 및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을 규명하고 변화를 예측하여 태풍, 홍수, 가뭄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국가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를 최

적화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2. 연구개발의 목적

열대서태평양 해역 변동성과 우리나라 주변해역 변동성의 상관관계 규명과 북서태평

양의 대기 및 물리, 생지화학적 인자의 변동이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

·북서태평양 쿠로시오역 및 한반도 주변해에 대한 해양환경 탐사 수행

·IPCC AR4 모델 결과에 따른 난수풀 해역의 변동성 분석

·기후변화인자 변동성에 따른 해역별 해양생태계 구조의 변동성 연구

·북서태평양의 난수풀 해역의 장기 계류를 통한 해류, 해황, 부유퇴적물 자료 획

득 및 해양-대기 환경인자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반도 주변해역과 서태평양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출 및 북서태

평양의 침강 입자플럭스의 계절변화를 파악함

·우리나라 주변해역 및 북서태평양 웜풀 해역의 과거 해양환경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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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기간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연구/사업의 수행내용 구체적인 수행범위

○ 해양환경 모니터링 
-북서태평양의 해황 분석, 북

적도 해류와 대마난류의 변동
성 파악

-북서태평양 유기탄소 침강플
럭스 정량화

-대양연구를 위한 종합 탐사 수행
-북적도 해류와 대마난류의 변동성 분석을 위한 3정점 심층 계류
-열대 해역 변동성 연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부이 설치
-북서태평양 북위 14°30’, 동경 135°에서 2007년 10월 부

터 2010년 6월까지 2년 8개월동안 시계열 퇴적물 포집장치를 
수심 1000m에 계류하여, 표층에서 수심 1000 m로 침강하는 입
자플럭스를 산출하였음

○ 해양-대기 순환 모델 
-태평양 장주기 변동에 따른 

단주기 변동 현상 변화 연구
-난수풀 변화 특성과 북태평양 

자오면 대기 순환과의 상관성 
-IPCC AR4 모형이 전망한 북

태평양 해양혼합층깊이 변화 
분석

-지구온난화 기후조건하에서 
쿠로시오와 쿠로시오확장류의 
반응 및 메커니즘 연구

-열대 태평양 장주기 변동과 TIW 변동 변화 및 피드백 연구
-난수풀의 장기 변동 특성 분석 및 난수풀이 대기 변동성에 미치

는 영향 평가
- IPCC A1B 시나리오 결과를 이용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태

평양의 해양혼합층깊이 변화를 전망하고 변화의 원인을 분석함 
-IPCC 4차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기후모형 결과의 분석
-기후변화 A1B 시나리오에 따른 쿠로시오와 북태평양 아열대순

환계의 반응 연구 
-쿠로시오 해류계의 강화와 위치 이동 및 관련 역학에 대한 분석

○ 쿠로시오수역과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생태계  구조 
   상관성 
-해역별 미세생물의 군집 구

조, 다양성, 일차생산력 및 박
테리아 생산력 특성 연구

-북서태평양의 DMS농도 분포 
연구

-북서태평양의 해역별 부유생
물 생태계의 군집구조 분석

-기후변화인자 변동성에 따른 
해역별 부유생물 생태계와 환
경변화간의 연관성 연구

-쿠로시오역의 위도별 주요 부
유생물군의 생리/생태 차이 
비교 분석

-해역별 특성 파악에 필요한 
지표종 선정을 위한 잠재적 
종 목록 작성

-기후변화에 따른 쿠로시오수
역의 난자치어 계체군  구조
의 변동성 연구 

-해역별 환경 특성에 따른 부유미세생물 군집구조, 다양성 및  생
산성 특성 파악과 해역별 상호 연계성 파악

-DMS 농도 분포와 화학․생물학적 환경과의 연관성 파악
-해류 순환 및 물리화학적 변동에 따른 부유 원생동물 군집 구조

의 갱년 변동성 파악 및 해역별 특성 비교 (2006년~2010년)
-1단계 동물플랑크톤 분석 자료 및 2010년도 시료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동물플랑크톤 군집 특성의 연간 변동성 추정
-생태계 구조 분석을 위한 중형동물플랑크톤의 크기그룹별 생체량 

자료 제공
-주요 요각류의 생화학 추적자 분석을 통한 종내/종간 생리/생태

의 위도별(수온, 먹이환경) 비교 및 연변동 감지  
-웜풀해역, 동중국해, 혼합해역 대표 정점에서 획득한 요각류 군

집의 상이한 수준의 분석이 군집구조에 미치는 영향파악
-해역특성 및 환경변화 지시에 적합한 목표종 잠재 목록 작성
-지속적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를 위한 방법 개발
-북서태평양과 한반도에 분포하는 열대 및 아열대성 난자치어의 

분포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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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해 영향 및 변동성 
-대한해협 주변 수괴의 계절적 

변동
-동중국해 상층의 수온구조와 

내부관성파의 특성 분석
-대한해협 해양환경․생태계 변

화 요인에 따른 부유생물 군
집의 경년변동성 파악

-대한해협의 수괴특성 파악 및 기원 연구
- 태풍에 의한 수온구조의 변동과 내부관성파의 발생 특성
-북서태평양에서 쿠로시오를 따라 우리나라 주변해역으로 유입되

는 동물플랑크톤의 종 목록 작성 (난류수괴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각류, 유형류, 모악류를 중점 연구 대상으로 함) 

-대한해협의 월별 모니터링 실시
-쿠로시오 난류종에 대한 계절적 변동성 연구

○ 원격상관성 
북서태평양 쿠로시오 확장해역
에서의 기초생산력 미래 변화
를 전망함
-북서태평양 탄소 순환 연구 
-우리나라 및 북서태평양 웜풀

해역의 고기후 변화 복원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s phase 3 (CMIP3) 
11개 모델에 의해 전망된 혼합층 깊이 변화에 따른 기초생산력 
미래 변화를 전망함

-북서태평양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추정 및 이산화탄소 
교환량의 경년변동 분석. 인접 연안해(동중국해)와의 교환량 변
동 특성 비교

-북서태평양 북위 14°30’, 동경 135°에서 2007년 10월 11
일부터 2009년 6월 10일까지 시계열 퇴적물 포집장치를 수심 
1000m에 계류하여, 표층에서 수심 1000m로 침강하는 입자플럭
스를 산출하였음

-중위도 서식 조초성 산호를 활용한 고기후 추적자 개발 및 고기
후 복원

Ⅳ. 연구개발결과

1. 해양환경 모니터링 

가. 북서태평양 열대해역의 물리적 특성과 해류 변동 구조

북서태평양 모니터링을 위하여 열대해역의 해류, 해황, 부유퇴적물 등에 관한 장

기 관측을 위하여 3 개의 모니터링 정점을 구축 완료하였고, 열대태평양 계류관측

망 (TAO/Triton array)과 연계한 해양-대기 환경인자 측정을 위해 마이크로네시

아 축 북방에 1 개의 실시간 표층 모니터링 부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열대서태평

양 해역에 Long-Ranger ADCP 75kHz 해류계를 위도 15°48.37'N 경도 

134°37.97'E에서 2007년 10월 28일부터 2009년 12월 25일까지 3회에 걸쳐서 

약 789일간 계류하여 장기 해류 자료를 취득하였다. 북서태평양의 STCC의 변동성

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양탐사를 통해 획득한 물성 자료로부터 추정한 지형류와 연

구선의 ADCP에 의해 관측된 해류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북서태평

양에서의 해류의 시공간적인 변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SSH/AVISO로부터 계

산된 지형류 유속성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결과 STCC의 계절별 변동 특

성과 공간적 위치 구조를 이해하였다.

나. 북서태평양에서 입자 플럭스의 계절변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북서태평양 warm pool 해

역에 위치한 F1정점에서 관측한 총질량 플럭스의 평균 값은 12.0mg m-2 day-1로 

나타났으며, 유기탄소 플럭스는 1.22mg m-2 day-1, 탄산염 플럭스는 7.45mg m-2 



- iv -

day-1을 보였다. 엘니뇨 기간동안 관측한 총질량플럭스는 7.55mg m-2 day-1으로 

정상시기에 관측한 값보다 훨씬 낮게 관측되었다.

2. 해양-대기 순환 모델 

가. 태평양 장주기 변동에 따른 단주기 변동 현상 변화 연구

태평양 장주기 변동에 따른 단주기 변동 현상의 변화, 이 변화에 따른 장주기로

의 역학적 피드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열대 태평양의 장주기 해양 변

동과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와 공간규모를 갖는 열대 불안정파 (TIW)에 대한 상호

작용이 연구되었다. 열대 불안정파에 의해 생성된 와도속이 기존의 대기 종관에디 

피드백에서 도입된 왼손의 법칙이 잘 따름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열대 불안정파

에 의해 발생한 와도속이 열대태평양의 장주기 변동을 강화시키는 양의 피드백을 

가짐을 밝혀냈다.

나. 난수풀 변화 특성과 북태평양 자오면 대기 순환과의 상관성 분석

난수풀의 장주기 변동과 이에 따른 대기 변동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1990년대 전후의 난수풀 부근의 평균장의 장기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대기순환의 계절내 변동 특성의 변화에 대해 연구가 되었다. 1990

년대 중반 전후로 난수풀의 유의한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대기 순환장의 

평균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북서태평양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북진하는 계절내 진

동 시스템의 위상속도를 변화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평균적 계절내 강수시기가 유의

하게 변화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된 계절내 진동의 위

상속도는 이른 장마 시작(onset)을 유도하고 더 강한 강수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유

지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 IPCC AR4 모형이 전망한 북태평양 해양혼합층깊이 변화 분석

IPCC AR4 25개 모형 중 해양혼합층깊이(MLD) 계산이 가능하고 20세기 MLD 

평균분포가 사실적으로 모사되는 11개 모형의 앙상블 평균을 계산하여 지구온난화

에 따른 북태평양 MLD 변화를 전망하고 분석하였다. 이 결과 MLD가 쿠로시오 확

장역에서는 감소하고, 그 북쪽에서는 증가함을 발견하였으며, 쿠로시오 확장역에서

의 MLD 감소는 바람응력 약화, 그 북쪽의 MLD 증가는 쿠로시오 확장역의 북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지구온난화 기후조건하에서 쿠로시오와 쿠로시오확장류의 반응 및 메커니즘 연구

 IPCC 4차 보고서에 사용된 네 가지 기후모형 결과를 이용하여 지구온난화 하

에서 쿠로시오와 쿠로시오 확장의 반응과 이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였고, 북태

평양 아적도 자이어 전체가 극쪽으로 이동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 남쪽

의 쿠로시오 해류는 약화되고 쿠로시오 확장의 위도대는 극쪽으로 이동한다. 이들 

해양의 변화는 대기에서 해양으로의 역학적 과정에 기인하는데, 말하자면 지구온난

화 시나리오 하에서 해들리 순환은 약화됨과 동시에 극쪽으로 팽창하고, 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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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순환 역시 극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적도 바깥 북서 (남동) 해역 북태평

양 위에서 상승기류 (하강기류)의 약화와 해수면 기압의 강화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북태평양 아적도 자이어를 유도하는 음의 wind stress curl장 역

시 극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유일하게 고해상도 기후모형에서만 쿠로시오 확장 제

트가 뚜렷하게 강화되었다. 

3. 쿠로시오수역과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생태계 구조 상관성 

가. 해역별 미세생물의 군집 구조, 다양성, 일차생산력 및 박테리아 생산력 특성 연구 

Pico-cyanobacteria의 다양성 연구를 통해 각clade별 ecotype을 파악할 수 있

었다. 난수성 ecotype인 Synechococcus cladeII와 Prochlorococcus는 열대해역

과 쿠로시오 수역에서 우점하였으며 동중국해에선 쿠로시오수의 영향이 강한 정점

에서만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는 난수성 플랑크톤의 분포가 해류와 함께 물리․
화학적 환경의 연속성에 영향을 받음을 나타낸다.

해역별 일차생산력은 동중국해 770.8±175.3 mgC m-2d-1, 쿠로시오 

683.7±415.4 mgC m-2d-1, 열대해역 359.7+271.2 mgC m-2d-1를 나타냈다. 열

대해역의 일차생산력은 2008년 296.5±125.7mgC m-2d-1, 2009년 

244.0±190.7mgC m-2d-1, 2010년 359.7±271.2.7mgC m-2d-1의 연 변화를 나

타냈다. 2010년에는 일부정점에서 500 mgC m-2d-1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 평

균 일차생산력이 높게 나타났다. 박테리아 생산력과 일차생산력의 비율은 warm 

pool 해역에서 가장 높고 동중국해 해역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해수표층

수온(SST)과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해수 수온의 변화에 의해 먹이망 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나. 북서태평양의 DMS농도 분포 연구

해양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황화합물인 DMS는 대기로 방출되어 지구 냉각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양에서의 복잡한 생산 및 소멸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해양에서 발생하여 대기로 배출되는 DMS는 대기에서 구름응결핵으

로 작용하는 황화염 형성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해양에서의 DMS 발생 

관련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양생물에 의한 DMS와 그 전구물질인 

DMSP의 생리학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2010년 괌에서 장목으

로 향하는 17일간의 대양탐사 기간 동안 북서태평양 표층의 DMS 자동 연속 측정

이 이루어 졌으며, 주요 정점에서 CTD 캐스팅을 통해 표층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

층에서 DMS 및 DMSP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해역은 약 1~20nM 정도의 표층 

DMS 농도 분포를 보였으며 저위도 지역에서는 1~2nM 정도의 낮은 값을 보인 반

면, 북위 27~30도 부근에서 20nM 까지 증가하였다. DMS와 DMSP 발생에 영향

을 준  원인 파악을 위해 chlorophyll, pigment와 같은 생물인자와의 연관성을 살

펴보았으며, 몇 주요 지표 색소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 vi -

다. 원생동물의 군집구조와 섭식압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웜풀 해역, 쿠로시오 해역, 동중국해의 표층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여 부유 원생동물의 군집구조 및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섭식압

을 조사하였다. 해역별로 평균한 부유 원생동물의 생물량은 웜풀 해역에서 평균 

443±90 mgC m-2, 쿠로시오 해역에서 평균 522±100 mgC m-2, 동중국해에서 

평균 842.2±103 mgC m-2 로 동중국해에서 가장 높은 생물량을 보였으며, 웜풀

해역과 동중국해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비하여 2008년에서 2010년으로 갈수

록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총 부유 원생동물중 종속영양 미소편모류의 생물

량은 웜풀과 쿠로시오해역에서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섬모충류의 생물량은 

동중국해에서  30% 이상으로 가장 높게 기여하였다. 종속영양 와편모류는 부유 원

생동물중 가장 우점하는 그룹으로 나타났으며, 웜풀해역과 쿠로시오해역에서 50% 

이상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원생동물의 섭식률은 일일 

엽록소-a 의 생산에 웜풀과 쿠로시오에서 80% 이상을 제거하며, 동중국해에서는 

72% 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웜풀해역에서 가장 높은 섭식압

를 보였으며, 년간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년

도별 변화는 동중국해에서 일부 원생동물 그룹에 의해서 변화된 것을 제외한다면 

쿠로시오과 웜풀에서는 갱년 변동성을 관찰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웜풀해역과 쿠로

시오해역은 계절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상당히 안정된 수역으로 생각

된다. 반면에 동중국해에서의 불규칙한 변화는 동중국해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적 

변동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기후변화인자 변동성에 따른 해역별 부유생물 생태계와 환경변화간의 연관성 

해역별 동물플랑크톤 평균 생체량은 난수역에서 가장 낮았고, 필리핀 EEZ, 일본 

EEZ, 동중국해로 가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식물플랑크톤에서 동물플랑크톤으로 전

달되는 에너지 효율은 난수역과 필리핀 EEZ에서는 낮았는데, 이는 난수역에 분포

하는 식물플랑크톤의 대부분이 피코플랑크톤으로 요각류가 효과적으로 섭식하지 못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먹이구조는 빈영양해역에서 영양해역으로 이동하면

서 미세조류와 원생동물에 의존하는 동물플랑크톤이 점차 식물플랑크톤을 섭이하는 

먹이망으로 진화해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북서태평양에서의  수온 증가 

미소식물플랑크톤과 박테리아에 의존하는 먹이망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주로 아열

대 지역에 서식하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동물플랑크톤이 우점하는 생태계로 점차 

구조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렇게 작은 동물플랑크톤의 증대는 상대적으

로 어류가 선호하는 큰 동물플랑크톤의 감소로 이어져 어류 생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쿠로시오역의 위도별 주요 부유생물군의 생리/생태 차이 비교 분석

 북서태평양에 서식하는 난수성 요각류 중 Euchaeta와 Pleuromamma spp.의 

체지방 함량 및 구성 성분을 위도 별로 채집하여 분석 비교한 결과, 체지방 함량은 

각각 건중량의 6.5~10.0%(평균 8.1%)와 3.7~5.7%(평균 4.6%)로 Euchaeta가 

Pleuromamma종 보다 다소 높았으며, Euchaeta 종은 아열대(저위도)에서 온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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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해역으로 갈수록 체지방함량이 증가하는 위도 구배 양상을 보이는 반면, 

Pleuromamma 종은 이러한 위도 구배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두 요각류의 지방 

class 구성은 위도에 관계없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며, 두 종은 서로 다른 저장지방, 

Euchaeta 종은 왁스 에스테르를, Pleuromamma 종은 트리아실글리세롤을 축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종의 요각류는 탄소 원자수가 14~24개의 다양한 종류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Euchaeta에는 포화지방산인 C16:0, 단일 불포화 지방

산인 C18:1ω7, 그리고 긴 사슬 불포화 지방산인 C20:5ω3(EPA: 

eicosapentaenoic acid)와 C22:6ω3(DHA: docosahexaenoic acid)가 우점(총 

지방산의 10% 이상)하였으며, Pleuromamma 에는 포화지방산인 C16:0와 C18:0 

그리고 긴 사슬 불포화 지방산인 C22:6ω3가 우점(총 지방산의 10% 이상)하여 

출현하였다. 이러한 지방산 구성 분포는 종과 위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요각류의 식성 및 먹이 선호도를 추정하기 위한 특정 먹이 추적 지방

산 비(C18:1ω7/C18:1ω9과 EPA/DHA)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Euchaeta spp.

는 소형 초식 동물플랑크톤을 주로 섭식하는 육식성 요각류 인 것으로 추정되었으

며, Pleuromamma spp.는 초식성으로 서식 해역에 따라 그들의 주요 먹이원이 달

라짐(아열대-와편모조류, 온대해역-규조류)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 결과와 식물

플랑크톤 군집분포결과를 비교해 볼 때  Pleuromamma는 그들이 서식하는 환경에 

우점하는 식물군을 주요 먹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위도 

별 주요 요각류의 지방 함량과 구성의 위도별 변화는 향후 기후변동으로 인한 해수

온상승과 쿠로시오 난류의 확장(또는 강화) 등과 같은 서식환경(수온, 먹이원)변동

에 따른 이들 요각류의 생존전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바. 해역별 특성 파악에 필요한 지표종 선정을 위한 잠재적 종 목록 작성

웜풀지역, 동중국해 및 혼합해역에서 다른 수준의 분석방법에 따른 군집분석의 

차이를 동물플랑크톤 군집에서 확인하였다. 요각류가 정밀 분석되어 군집 분석에 

적용하였는데, 정점 A07에서의 매우 높은 Oithona spp.(2,539 inds·m-3)의 개체

수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난류수 유입을 지시할 수 있는 요각류 중

에 몇몇 희귀종이 분류키가 되는 부속지의 손실 및 참고문헌의 부재로 불가능하였

다. Oncaea spp.는 넓은 범위에 걸쳐 출현하여 적절한 지시종 중 하나로 고려되나, 

웜풀해역에서의 개체군과 동일한 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의미있는 지시

종 목록 선정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사. 기후변화에 따른 쿠로시오수역의 난자치어 계체군  구조의 변동성 연구 

한반도 주변해의 해양생태계 분석에 적합한 생물학적 지표를 탐색하기위해 북서

태평양과 한반도 주변해에 출현하는 열대 및 아열대성 어종의 난자치어 분포를 조

사하였다. 분석 대상은 고등어(Scomber japonicus), 다랑어류(Thunnus spp.), 만

새기류(Coryphaena spp.), 몽치다래류(Auxis spp.) 4개 분류군이다. 이들 어종은 

대부분 난류수역에 출현하였고, 주 출현시기는 6월이었다. 그 이외의 시기에는 출

현빈도가 매우 낮았다. 하지만 난류수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황해에서 고등어와 

만새기의 어란과 자치어가 여름철에 출현하였다. 이들 열대 및 아열대성 어종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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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어의 출현정보는 한반도 주변해의 난류의 영향 유무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성은 높았지만 종별 산란생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주변해 영향 및 변동성 

가. 대한해협 주변 수괴의 계절적 변동

대마난류는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분리되어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진입하는 비

교적 고온, 고염분의 해류로 수심 200m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한국해양학회 

2005). 대마난류는 동해에 유입되기 전에 대한해협을 거치게 되는데, 대한해협의 

수괴가 단순하게 하나의 특성을 갖지 않으며 하나의 경로로만 유입되어 대한해협에 

이르지 않는다. 대마난류의 가장 큰 특징은 고온, 고염분이다. 이 해수는 한반도 주

변 바다에서 생성되지 않으므로 고온․고염의 해수를 아열대 해역에서 서안경계류 형

태로 북쪽으로 운반하는 쿠로시오로부터 기원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대마난류는 

전통적으로 큐슈 서쪽에서 쿠로시오로부터 분기되어 제주 동쪽으로 흘러서 대한해

협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일부 수치모델 결과는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대만난류가 등수심선을 따라 북상하여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Isobe 1999). 반면에 위성추적부이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결과와 같이 대마난류는 큐슈 서쪽에서 쿠로시오로부터 분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e et al. 1998). 최근의 수치실험 결과는 대만난류가 계절에 따라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는 비율이 변동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Cho et al. 2009). 대마난류의 

기원은 아직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다. 여기서는 data base의 자료를 분석하

여 대한해협의 수괴특성을 파악하고 기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나. 동중국해 상층의 수온구조와 내부관성파의 특성

태풍 통과 후 동중국해 상층수는 강한 연직 혼합과 열 손실로 인해 태풍 전보다 

4℃ 이상 낮은 수온분포를 보였으며, 이러한 연직 수온 구조의 변화는 다른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일어났다. 이와 같이 해수의 반응이 빠른 것은 동

중국해가 수심이 얕은 대륙붕상에 위치해 있고, 이 해역이 조석의 영향이 크게 작

용하는 곳이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동중국해는 일반적으로 반일주조 조류가 우세한 곳이며, 그에 따른 연직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태풍 통과시 상층에서는 강한 바람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한 취송류가 발생한다. 태풍이 근접하면서 표층의 취송류와 저층의 조류사이에 

유속 경사가 발생하게 되고, 태풍이 통과하면서 유속 구배가 커지고 강한 연직혼합

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연직 구조로 인해 내부 관성파가 형성되고, 이는 태풍 통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내부 관성파가 4~5일 

동안 유지되었다.

다. 대한해협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요인에 따른 부유생물 군집의 경년변동성 파악

대한해협 서수로 (정점 M)에서 해양환경 변화와 부유생태계조사를 2006년 3월

부터 현재까지 월별로 수행되고 있다. 수층 혼합은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발생하고, 



- ix -

성층의 형성은 6월부터 시작되며 11월에 약해진다. 영양염은 수층 혼합이 발생하는 

겨울철에 상층부에서 증가하지만, 엽록소-a는 수층이 안정되어 빛이 제한되지 않는 

봄철에 증가하고, 그 이후 성층이 형성되면 영양염은 감소하고 엽록소-a 농도도 감

소한다. 조사기간 동안 식물플랑크톤은 158종이 출현하였고, 그들의 대부분은 규조

류가 우점하였다. 2007년, 2008, 2009년은 춘계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이 관찰되

었으나, 2006년과 2010에서는 춘계대증식 (spring bloom)이 관찰되지 않았고, 식

물플랑크톤의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었다. 와편모조류는 수괴가 안정되

는 하계에 중층과 상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쿠로시오 지표종으로 

보고되는 유종섬모충류의 출현종수는 2006년 11월 2007, 2008년에는 9월, 2009

년에 12월, 그리고 2010년에는 9월에 각각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대표적인 쿠로

시오 지표종 Climacocylis scalaroides가 대한해협, 거제연안, 장목만에서 2008년 

9월에 동시에 관찰되어 조사기간 중 난류수의 영향이 가장 컸던 시기로 예측된다. 

대한해협에서 조사 시기동안 출현한 중형동물플랑크톤은 128개로 분류되었다. 출현 

개체수는 257~12,587 inds. m-3 범위로 큰 변동을 보였으며, 점차적으로 개체수

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Calanoid 요각류에서 연안종들은 2월과 6월 사이

에 출현 개체수가 높았으며, 반면에 난류성 외양종들은 7월과 11월사이에 높은 출

현 개체수를 보였다. 2006년 거제도 남해연구소에서 정점 M까지 이동하면서 육안

으로 관찰한 목시 조사 결과 노무라입깃해파리는 2006년 8월, 9월 그리고 10월에 

관찰되었다. 2007년 7월, 8월 그리고 9월에 관찰되었다. 2009년 7월, 8월, 9월 

그리고 10월에 관찰되었다. 2008년과 2010년에는 관찰 되지 않았다.

5. 원격상관성 

가. 북서태평양 쿠로시오 확장해역에서의 기초생산력 미래 변화 전망

본 연구에서는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s phase 3 (CMIP3) 

11개 모델을 사용하여, 온난화에 따른 북서태평양 혼합층 깊이 변화와 그에 따른 

기초생산력 변화를 전망하였다. 쿠로시오 확장역에서의 혼합층 수심이 얕아짐에 따

라 질산염의 수직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기초생산력이 10.7~40.3% (11개 모델의 

중간값 분포) 감소할 수 있음이 전망되었다. 식물플랑크톤은 봄 번성 시기 또한 쿠

로시오 확장역에서 0.0~1.7 주 (11개 모델의 중간값 분포)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

었다.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했지만, 기초생산력 변화의 크기나 봄 번성 시기의 변화

는 사용된 모델과 위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나. 이산화탄소 분포 및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2010년 5월 14일에서 6월 12일까지 R/V 온누리호를 이용해 장목에서 출항해 

동중국해, 북서태평양 북위 9.7~35도, 동경 125~152도 해역 표층해수의 이산화탄

소 분압과 수온, 염분을 항적에 따라 연속 관측하였다.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249.7~437.3μatm으로 동중국해와 북위 약 20~25도까지 해역에서 대기보다 낮

은 값을 나타냈으며, 북적도해류가 흐르는 북위 15도 부근 해역에서 400μatm 이

상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관측한 표층해수와 대기중 이산화탄소 분압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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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기 경계면에서의 이산화탄소 교환량을 산정하였다. 이산화탄소 교환량은 

-27.1~5.4 mmol m2 day-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북위 

25도 이북 해역의 교환량은 -6.11 ± 4.79 mmol m2 day-1 였으며, 북위 25도 

이남 북서태평양 해역의 교환량은 0.07 ± 1.00 mmol m2 day-1였다.

다. 우리나라 및 북서태평양 웜풀해역의 고기후 변화 복원 

중위도 지역 대한해협에서 채취한 Favia 산호 골격의 Sr/Ca 비는 수온의 계

절적 변화를 반영하는 계절적 변동성을 확연히 보이며, 중위도 지역의 여름철 

고수온 복원에 사용할 수 있다. 현생 산호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Sr/Ca비의 온

도의존성은 산호의 성장이 16˚C 이하에서 멈추는 것을 가정했을 때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잘 일치하며, 이 관계식을 이용 복원한 온도는 여름철 관측 수온과 1˚C 이

내에서 잘 일치한다. 이 식과 화석 산호의 Sr/Ca비를 이용하여 복원한 2820년 전 

대한해협 수온은 현재보다 3~5 ˚C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낮은 수온은 

그 때 당시 북반구에서 보고된 소규모의 빙하기 조건과 그 당시 낮았던 대한해협 

해수면 조건과 잘 일치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전체 기간산업의 변동성 예측 및 국가 발전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구규모의 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 기후변화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에 기

인하는 자연재해의 조기 진단 및 대책 수립에 활용

- 수괴간의 혼합비율을 계산 프로그램으로 대양의 해수 유입을 정량화 할 수 있음

- 열대 태평양 표층 수온 강제력의 변화에 대한 북서 태평양 표층 수온 반응의 차

이의 확인을 통해 향후 엘니뇨 형태에 따른 북서 태평양 표층 수온의 예측도 연

구에 활용

- 최근 30년간 동아시아 지역해에서 급격한 수온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관한 

역학적 원인을 제시함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해의 수온 상승

에 대한 변화 가능성 진단에 활용 

- 동중국해 해류계와 쿠로시오 및 적도태평양 해류계의 변동 상관관계 파악을 통

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황과 기상 및 해양생물 서식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

치는 동중국해 해류계의 변동을 예측하고 한반도 주변해역의 생태계 변동 예측 

연구에 활용 

- 동중국해에서 내부파에 의한 영양염의 연직 수송과정을 규명하여 동중국해의 일

차생산특성 변화 해석에 활용 

- 기후변화에 의한 중장기 해양환경 변화에 의한 동중국해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반응 해석에 활용

-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을 통해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해역(동중

국해)의 이산화탄소 교환량 변동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각 해역의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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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기여도를 평가하는데 활용

- 생물펌프(biological pump)에 의해 해양으로 흡입되는 대기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북서태평양의 기후조절 능력을 평가하는데 활용됨

- 외양성 난류어종 난자치어들의 북방한계선 분석에 활용 

- 우리나라 연근해의 과거 수온변화 및 고해양환경 규명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변

화가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미래기후를 예측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 한반도 주변해역 및 쿠로시오 해역의 해양환경 자료 및 생태계 자료를 획득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장기 환경보전 정책 수립시 활용

- 북서태평양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대양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역량 증진 및 위상을 강화

- 본 연구 사업 실시 대상예상국가들의 관할해역내 해양과학조사 추진으로 향후 

대양 및 타국가 관할해역 해양탐사시 자료로 활용

- 국가해양 연구개발분야에서 기후변화라는 범세계적인 공통의제에 대한 우리나 

라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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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Northwestern Pacific Ocean Study on Environment and Interactions 

between Deep OceaN and marginal seas (POSEIDON)

Ⅱ. Necessities and Objectives of the Study

1. Necessities of the study

  The northwestern Pacific is the region where Kuroshio is originated 

from, which is the warm western boundary current of the subtropical gyre 

and the continental branch of Kuroshio flows through the south sea of 

Korea. Thus, it significantly affects the climatic and marine environments 

of the seas around Korea. The climate and ocean environments and 

ecosystem around Korea have been recently experienced tremendous 

changes such as more frequent appearance of typhoons, red tides, and the 

invasion of tropical species, coral bleaching, etc. These prominent changes 

around Korea might be caused by global climate changes. However, it has 

never been quantitatively investigated how the climatic and marine 

environment around Korea are affected by the large-scale (or global) 

climate change, such as warm pool variation in the western Pacific, PDO 

(Pacific Decadal Osillation), and . If they are correlated 

each other, we ne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ng- and 

short-term variations of the phenomena in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and so we can predict the environmental, climatic impacts on the regional 

scale by these large-scale variations of oceanic conditions. Eventually, the 

products of this project will provide policy makers the information to 

minimize not only the impact on the marine resources and environment but 

also the damage on the properties and lives from natural disasters like 

typhoon, flood, drought, etc. caused by the global climate changes in the 

near future.

2. Objectives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examine and to predict the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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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copes 

○ Monitoring Ocean 
Environment 

-To construct three subsurface buoy systems for 
long-term monitoring ocean currents and a real-time 

of the oceanic variability in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upon the 

marginal seas around Korea in association with future climate change

- To perform ocean survey to understand the variabilities of climate and 

ocean currents as well as biogeochemical indices affecting the 

bio-physical environments such as ecosystem, volume transport in the 

neighboring seas of Korea including the Korea Strait and the North 

Pacific

- To collect ocean currents, seawater properties, and particle fluxes data 

through the current monitoring buoy systems in the North Pacific and 

to monitor oceanic and meterological parameters through the surface 

monitoring buoy system in the tropical ocean. 

- To assess the long-term variability of the warm pool and to analyze  

the response of the Kuroshio and Kuroshio Extension in the North 

Pacific using the IPCC AR4 model output

- To understand the effect of environmental and ecosystem changes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on the ecosystem variability in the neighboring 

seas of Korea including the Korea Strait

- To determine the control factors of fCO2 distribution in surface 

seawater and the air-sea CO2 flux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and the 

East China Sea, and to find out the seasonal variations of particle 

fluxe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 To understand climate connectivity between the Northwestern Pacific 

and Korean seas through the paleo-climatic reconstruction of these 

areas, and to provide background data for prediction of future climate 

and climate model development

     

 

Ⅲ.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1. Research period

   January 1, 2010 ~ December 31, 2010

2.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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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variation of marine 
environment, NEC, and 
STCC in northwestern 
Pacific Ocean

-Seasonal variations of 
particle fluxe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surface monitoring buoy for monitoring oceanic and 
meteorological factors

-Understanding the variation of the NEC and the STCC 
observed by a current monitoring buoy system

-Time-series sediment trap had been deployed at the 
1000 m water depth in the northwestern Pacific Warm 
Pool area (14o30'N, 135oE) from October  2007 to June 
2010, and particle fluxes were quantitatively determined.

○ Ocean-Atmosphere 
circulation model 

-Interaction between Pacific 
low-frequency and 
high-frequency 
variabilities. 

-Analyses for long-term 
variability of warmpool 
and associated meridional 
circulation of the 
atmosphere

-Investigation of changes in 
the mixed layer depth 
(MLD) projected by IPCC 
AR4 simulations

-Analysis of the response 
and driving mechanism of 
the Kuroshio under a 
global warming scenario

-Dynamical Feedback of TIWs on to low-frequency Pacific 
ocean variability

-Long-term variability of warmpool area and influences of 
warmpool on atmospheric variability

-Analysis of MLD changes and their possible causes in the 
North Pacific Ocean in response to global warming from 
IPCC A1B scenario and 

-To analyze the response of the Kuroshio and Kuroshio 
Extension under IPCC SRES A1B scenario and to 
understand their driving mechanism 

○ Interrelation of 
ecosystem structure 
between  Kuroshio and 
marginal seas

-Investigate microbial 
community structure, 
diversity, primary 
production, and bacterial 
production of different sea 
and oceanic regions of 
northwest Pacific

-Investigate DMS 
distributions in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Response of planktonic 
ecosystem to climate 
change variables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planktonic 
constituents along the 
latitudinal regions within 
the influence of the 
Kuroshio Current

-List up of target species 
explaining the regi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of larval fish 
community structure of 

-Characterization analyses of primary production and 
phyt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using the 2009 in-situ 
survey data

-Identify characteristics of planktonic microbial community 
structure, diveristy, and production of different sea and 
oceanic areas of northwest Pacific region and enhance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 or inter-relationship among 
different regions of northwest Pacific

-Determine distribution of DMS concentrations and identify 
possible association between chemical and biological 
environment 

-Inter-annual variation and regional comparison of 
heterotrophic protists related to physico-chemical 
parameters of water mass (from 2006 to 2010 year)

-Analysis of the first phase of zooplankton survey and 
zooplankton community variation

-Size fractionated biomass analysis for understanding 
planktonic ecosystem structure

-Latitudinal comparison and analysis of interannual variation 
of physiology/ecology of major copepods using 
biogeochemical marker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different level of 
identification on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List up the potential target species explaining regi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Development of analytic method for consistent interannual 
comparison of target species.

-Distribution of warm water ichthyoplankton in the 
Northwestern Pacific and Korean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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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thwestern Pacific 
and the Korean waters

-Benthic-pelagic ecosystem 
coupling using stable 
isotope analysis 

-To determine the abundance of heterotrophic protists, a 
CTD-Niskin rosette sampler was used to take water 
samples from each depths. The samples were preserved 
with Lugol’s iodine  and glutaraldehyde solution, and 
were enumerated with inverted microscopy.

-To determine grazing rates of heterotrophic protists by 
the dilution method, seawater was collected from surface 
and SCM layers. The experimental bottles were incubated 
on deck for 24 h at ambient sea surface temperatures. 
Coefficients for phytoplankton growth and 
microzooplankton grazing were calculated by  difference of 
chlorophyll a concentration between 0h and 24h. 

-To understand the latitudinal and inter-annual variations 
of zo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re-analyse the 
zooplankton samples from 2006 to 2008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zooplankton community by the 
community analyses

-Warm  species of copepod(Euchaeta, Pleuromamma spp.)  
 are collected using Bongo net and their lipid biomarkers 
(fatty acids, sterols) are analyzed using GC and GC-MS 

-The comparison of larval fish community structure 
between the northwestern Pacific and Korean waters

-To understand the species composition and abundance of 
the macrobenthic community in the adjacent East China 
Sea and Korea Strait and to analyze the important factor 
controlling the macrobenthic community from stable 
isotope included the potential food sources 

○ Environmental impact and 
variation of ecosystem in 
marginal seas

-Seasonal variation of 
water masses in the 
Korea Strait

-Temperature and current 
structure in upper layer 
of East China Sea

-Monitoring of environment 
and plankton ecosystem in 
the Korea Strait

-To analyze Seasonal variation of water masses in the 
Korea Strait.

-Formation of the near-inertial internal wave and 
variability of thermal structure by typhoon

-Monthly monitoring in the Korea Strait
-Understanding the variation of ecosystem by relation with 

environment and plankton community
-Seasonal variation of plankton community by warm water

○ Teleconnection 
-Projection on future 

change of primary 
productivity in the 
Kuroshio Extension

-Carbon cycle in the 
northwestern Pacific 

-Paleoclimatic 
reconstruction of Korean 
seas and Northwest 
Pacific Warm Pool Region

-Investigations of changes in the mixed layer depth and 
their impact on primary production by comparing outputs 
from eleven models of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s phase 3 (CMIP3)

-To measure the surface fCO2 and calculate the sea-air 
CO2 flux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and the East China 
Sea

-Proxy development and paleoclimatic reconstruction using 
mid-latitude hermatypic co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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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1. Monitoring Ocean Environment 

A. Spatio-Temporal Variations of Ocean Current observed from a Current 

Monitoring Buoy System in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Three subsurface buoy systems for long-term monitoring ocean 

currents and suspended sediments had been deployed in the subtropical 

Pacific, and a real-time surface monitoring buoy connected with 

TAO/TRITON array for monitoring oceanic and meteorological factors was 

also constructed in the tropical Pacific. A current monitoring buoy system 

(CMBS) was deployed at station M1 in the middle of the survey line 

(134° 37.97'E, 15°48.37'N) in Oct., 2007. Since the mooring station is 

located between NEC and STCC (Subtropical Countercurrent), both 

currents significantly seem to affect oceanic environment around the 

mooring position. The ocean current data  were acquired for 789 days 

between Oct., 2007 and Dec., 2009 from the CMBS at station M1. 

Geostrophic currents from the density structure by CTD castings and 

direct current observations by ship-mounted ADCP were compar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ertical structure of the subtropical 

countercurrent in the northwestern Pacific. In order to comprehend the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the subtropical countercurrent, the 

geostrophic currents calculated from satellite altimetry data produced by 

AVISO are also analyzed.   

B. Seasonal variations of particle fluxe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Particle fluxes were determined in the northwestern Pacific Warm Pool 

area from October 2007 to June 2010. Average total mass flux was 12.0 

mg m-2 day-1, average organic carbon flux was 1.22 mg m-2 day-1, and 

average CaCO3 flux was 7.45 mg m-2 day-1. Average total mass flux 

determined during was 7.55 mg m-2 day-1, which was considerably 

lower than those during the normal period.

2. Ocean-Atmosphere circulation model 

A. Interaction between Pacific low-frequency and high-frequency 

variabilities. 

We investigated the modulation of high-frequency oceanic variability 

corresponding to Pacific low-frequency variability. Also, the feedbac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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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frequency variability onto low-frequency variability is examined. In 

particular, the interaction between tropical Pacific low-frequency variability 

and Tropical instability waves (TIW) is mainly examined. We found that 

the vorticity flux by TIWs can be also explained by so-called left-hand 

rule, which is found to explain synoptic eddy feedback. Furthermore, we 

demonstrated that the TIW play a positive role in dynamically amplifying 

tropical low-frequency ocean variability.  

B. Analyses for long-term variability of warmpool and associated 

meridional circulation of the atmosphere

After the mid-1990s, East Asian summer circulation including warmpool 

area has been changed. In particular, westerly shear in the East 

Asia-western Pacific region was significantly enhanced before and after 

the mid-1990s. These mean circulation changes of the atmosphere lead to 

increased phase speed of the instra-seasonal oscillation (ISO)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area in a climatological sense. This faster and 

enhanced ISO rainy system reaches to East Asia including Korean 

Peninsula earlier in terms of climatological mean. This is why the earlier 

onset of the rainy period happened in Korea after the mid-1990s. In 

addition, climatologically, convective activity was enhanced after the 

mid-1990s and it could lead to increased ISO activity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area. 

C. Investigation of changes in the mixed layer depth (MLD) projected by 

IPCC AR4 simulations

Projected MLD changes in the North Pacific Ocean due to global 

warming were analysed based on the ensembles of eleven IPCCAR4 

models that realistically simulate the present climate MLD distributions. A 

shoaling in the Kuroshio Extension (KE) region and a deepening north of 

the Kuroshio front are projected. The shoaling is attributable to the 

weakening in the wind stress and the associated decrease in the ocean 

cooling in the KE, while the deepening is mainly driven by the northward 

shift of the KE.

 D. Analysis of the response and driving mechanism of the Kuroshio under 

a global warming scenario

Four climate models were used to study the response and driving 

mechanism of the Kuroshio and Kuroshio Extension (KE) under a global 

warming scenario.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ntire North Pacific 

subtropical gyre shifts poleward. Accordingly, the Kuroshio south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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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ens and the latitudinal band of the KE shifts poleward. Such changes 

are mainly associated with dynamic atmosphere-ocean interaction. Namely, 

under global warming, the Hadley circulation weakens and expands 

poleward, causing the Ferrel circulation to be displaced poleward. This 

leads to a weakening of ascending (descending) motion of air and a high 

(low) sea level pressure anomaly in the northwestern (southeastern) North 

Pacific, off the tropics. Finally, the negative wind stress field driving the 

North Pacific subtropical gyre shifts poleward. Only in the high-resolution 

model, the KE substantially intensifies, with an enhanced temperature 

gradient across the KE.

3. Interrelation of ecosystem structures in the Kuroshio region and

   in the marginal seas

A. Investigate microbial community structure, diversity, primary production, 

and bacterial production of different sea and oceanic regions of 

northwest Pacific

Ecotypes of each clade were determined through picoplanktonic 

cyanobacterial diversity study. Warm water ecotype Synechococcus clade 

II and Prochlorococcus were dominant in the tropical and Kuroshio regions. 

In the East China Sea, both groups only showed high abundance at the 

areas with influence from the Kuroshio currents. This indicated that 

distribution of warm water microbial planktons are influenced by continuity 

of physico-chemical environment as well as the currents of the regions. 

Primary production rates for different regions of the northwestern Pacific 

were 770.8±175.3 mgCm-2d-1 for the East China Sea, 683.7±415.4 

mgCm-2d-1 for the Kuroshio Current, and 359.7+271.2 mgCm-2d-1 for 

tropical regions of the north western Pacific. Average primary production 

for the tropical northwest Pacific regions showed annual variations and 

were 96.5±125.7mgCm-2d-1 for 2008, 244.0±190.7mgCm-2d-1 for 2009, 

and 359.7±271.2.7mgCm-2d-1  for 2010. For 2010, average primary 

productions for some areas showed comparatively high production rates 

measuring more than 500 mgC m-2d-1. However, the ratios between 

bacterial production to primary production were the highest in the warm 

pool waters and the lowest in the East China Sea. The ratios also showed 

a linear relationship with sea surface temperatures suggesting that the food 

web structures could be altered by seawater temperature changes including 

the changes induced by global climate change. 

B. Investigate DMS distributions in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Seawater concentration of the climate cooling, volatile sulfur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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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thylsulfide (DMS) are the result of numerous production and 

consumption processes within the marine ecosystem. Oceanic DMS is the 

main natural source of sulfate aerosol which act as cloud condensation 

nuclei to the atmosphere. The physiological roles of algal DMS and DMSP 

in the ocean are not fully understood. We present an data set of DMS and 

DMSP from the POSEIDON program. Automated underway DMS 

measurements were made for 17days in May and June 2010 along a 

northwest transect originating from Guam to Jang-mok Korea. About 1000 

surface DMS data has been accumulated during the cruise. And also 

vertical DMS and DMSP samples were colletected from CTD cast. Sampling 

depths ranged from the near-surface to sub-chlorophyll maximum. DMS 

concentration along the transect ranged from 1 to 20nM, with water near 

sub-tropic having low and constant value (1~2nM) and water near 27oN 

having highest value (20nM). To further understand DMS and DMSP data 

set, we interpret the data with biological parameters suche as chlorophyll 

and pigments. Some correlations were observed with typical biomarker 

pigment for DMSP-producing species. 

C. Grazing impact and community structure of planktonic protozoan biomass

To investigate grazing impact and community structure of heterotrophc 

protistan biomass, we collected water sample in the upper 100m of the 

WarmPool(WP), Kuroshio and East china sea(ECS) from 2006 to 2010. Depth 

average biomass of heterotrophic protists, ranging from 350 to 945 mgC 

m-2 (average  443±90 mgC m-2 for WP, 522±100 mgC m-2 for Kuroshio, 

and 842.2±103 mgC m-2 for ECS), was highest in ECS. Carbon biomass 

of heterotrophic protists increased from 2006-2007 to 2008-2010 years. 

Biomass of HNF comprised over 30% of the heterotrophic protists biomass 

in WP and Kuroshio. Biomass of ciliates comprised over 30% in ECS. HDF 

was the most dominant component and biomass of HDF comprised over 50% 

in WP and Kuroshio. Heterotrophic protistan grazing rates in WP, Kuroshio 

and ECS  accounted for 87.7%, 83.1% and 72.6% of potential 

chlorophyll-a production.  Grazing impacts was similar in WP and Kuroshio 

area except for ECS and annual variation of grazing rates didn't observed 

in each area. The results suggest that heterotrophic protists in the study 

area are important consumers of phytoplankton. Therefore, annual variation 

of heterotrophic protistan group didn't observed in WP and Kuroshio area, 

where irregular annual variation of heterotrophic protistan group and 

grazing impact in ECS may be attributable to complex water characteristic 

of ECS and seasonal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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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sponse of planktonic ecosystem to climate change variables

The average biomass of zooplankton was lowest in the warm pool, 

followed by the Philippine EEZ, and increased toward the East China Sea 

and Japanese EEZ. The efficiency of energy transfer from phytoplankton to 

zooplankton was lower in the warm pool and the Philippine EEZ than the 

other two regions. The lower efficiency in the subtropical regions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dominance of small picophytoplankton, which, due to 

its small size, may not be efficiently grazed by zooplankton. In oligotrophic 

subtropical regions zooplankton may depend on protozoa for food which 

graze on microalgae and bacteria, but they turn to more on large 

phytoplankton as their major food resource as the water gets richer 

toward the Japan EEZ and ECS. Temperature increase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may facilitate a food web relying on microbial 

constituents with low transfer efficiency and zooplankton community 

consisting of relatively small ones. Such change may negatively affect fish 

production and lead to reduced length of the food chain. 

E.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planktonic constituents along the 

latitudinal regions within the influence of the Kuroshio Curr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latitudinal variation of lipid contents and 

compositions in copepods, we collected warm water copepod species 

(Euchaeta and Pleuromamma spp.) from the four different regions from low 

(sub-tropical) to mid (temperate) latitudes in the Northwest Pacific Ocean. 

Total lipid contents of Pleuromamma spp. were about 15㎍·ind-1 with little 

latitudinal variations, whereas Euchaeta spp. showed slightly higher lipid 

content (≈20㎍·ind-1) than Pleuromamma spp. with the latitudinal gradient 

(low at sub-tropic and high at temperate). Wax esters, known as the 

major storage lipid classes, were found to be the dominant lipid classes 

(accounting for more than 35% of total lipids) in Euchaeta spp., whereas, 

in Pleuromamma spp., phospholipids, known as the membrane components, 

were the dominant lipid classes with an exception of specimens from warm 

pool region showing the dominance of storage lipids as a form of 

triacylglycerols. Among fatty acids, polyunsaturated fatty acids (PUFA), 

specially docosahexaenoic acid (DHA : 22:6(n-3)) (about 35% of total 

fatty acids), were most abundant in Euchaeta spp., while saturated fatty 

acids (SAFA), specially hexadecanoic acid (16:0) (about 30% of total fatty 

acids), were most abundant in Pleuromamma spp.. Among the neutral 

fraction of lipids, phytol, originated from the side chain of chlorophyll, was 

found in all samples which could indicate the feeding activity on 

phytoplankton. While only trace amounts of short-chain fatty alcohols were 

found in Pleuromamma spp., significant amounts of fatty alcohol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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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in Euchaeta spp. Particularly, significant amounts of long chain 

monounsaturated fatty alcohols (20:1 and 22:1), generally known to be 

found in cold water copepod species, were found in Euchaeta spp. from 

low latitudes. The latitudinal variation of trophic lipid markers in these 

copepods could be significantly related with in-situ food availability and 

species-specific diet preference.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ipid contents and compositions in copepods may not only indicate their 

nutritional condition and feeding ecology but also provide the insight of 

species specific living strategies under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i.e., water temperature, food availability).

F. List up of target species explaining the regi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Zooplankton samples were collected for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level of species identification at stations of the warm pool region, East 

China Sea and mixing region. Among zooplankton, copepods were selected 

to detect sensitivity affecting the results of community analysis based on 

the different level of species identification. Present study indicated that 

grouping between stations was similar due to the highest abundance of 

Oithona spp.(2,539 inds·m-3) at station A07. Among copepods explaining 

intrusion of warm water, some rare copepods remained unidentified due to 

loss of appendage and lacking of references. Oncaea spp. showed a wide 

range of distribution at sampling stations, but evidences of same population 

need to be proved. Thus, molecular method is required for selecting the 

significant target species expressing intrusion of warm water from warm 

pool region. 

  

G. The analysis of larval fish community structure of the northwestern 

Pacific and the Korean waters

To find a biological indicator, the distribution of warm water 

ichthyoplankton was investigated in the Northwestern Pacific and Korean 

Waters. The target species were Scomber japonicus,Thunnus spp., 

Coryphaena spp.,and Auxis spp.They were mainly occurred in the warm 

current waters in June.The occurrence was very low in the other sampling 

time. However, the two taxa,Scomber japonicus and Coryphaena spp., were 

found in the Yellow Sea not affected by the warm currents directly. The 

information of occurrence of warm water species should be very useful to 

identify the warm water effects in the Korean Waters, if acquired much 

information of spawning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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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vironmental impact and variation of ecosystem in marginal seas

A. Seasonal variation of water masses in the Korea Strait

The Korea Straits (KS) is the unique passage of Tsushima Warm 

Current (TSC) flowed to the East Sea. The TSC branches from Kuroshio 

and hence has high temperature and high salinity. Recent researches, 

however, report that the TSC is not simply branched from Kuroshio but 

affected by the Taiwan Warm Current (TWC). Therefore, The property of 

water masses in the KS is important to trace  back to the origin the TSC. 

It is also necessary to estimate how much the open ocean water 

contributes to the Korean Seas.  Water masses in the KS are analyzed 

from WOA05/WOCE data. The data are averaged for every 1° latitude by 

1° longitude box in each season. Water types are compared one another 

from the Korea Strait, the Taiwan Strait, the East China Sea and the 

Kuroshio by means of their T-S characteristics. In winter, temperatures 

are nearly homogeneous in the KS. In summer, the surface temperatures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at the bottom because of thermocline and 

surface salinity was very low. The bottom temperatures and salinities are 

high but nearly invariant all the year round. However, the surface 

temperatures are about 8 times more variable than the bottom 

temperatures and the surface salinities more than 18 times than the 

bottom salinities. Comparison of the water types results that the water 

masses flowing northeastward from the Taiwan Strait are diluted in the 

East China Sea. The high-salinity and high-temperature water occupied in 

the lower layer of the KS comes from Kuroshio, which seems to be 

originated from the mixed water of  North Subtropical Water and North 

Pacific Intermediate Water. The surface water in the KS is affected by 

Changjiang Diluted Water in the East China Sea.

B. Temperature and current structure in upper layer of East China Sea

The temperature of the upper layer dropped about 4℃ due to strong 

vertical mixing and surface heat loss after the typhoon passage(NARI) in 

the East China Sea. This change was occurred within 7 hours just arrived 

typhoon, which is faster than responses observed in other studies. The 

study area on the continental shelf is relatively shallow with a water depth 

of about 100 m, which may be the main reason for the fast response. The 

background semi-diurnal tidal current may also have affected the response 

time.

In the East China Sea, the semi-diurnal tidal current generally was 

dominant, and difference in vertical structure is not huge. D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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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hoon, however, a strong surface current was generated in the upper 

layer and the background tidal current was still dominant in lower layer, 

which increased the vertical shear of the current. It triggered the 

internal-inertial wave between the surface and lower layer, which is 

maintained for 4-5 days after the typhoon.

C. Monitoring of environment and plankton ecosystem in the Korea Strait

Seasonal changes of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factors at St. M in 
Korea Strait was surveyed monthly from March, 2006 to November, 2010. 
The annual profile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were divided into two 
periods, the mixing periods (winter to spring) and the stratification periods 
(summer to fall). In the mixing periods, the nutrient-enriched bottom 
waters were supplied to surface waters by the seasonal mixing in January, 
and led to spring bloom until April. After the spring bloom, nutrient 
concentrations were clearly depleted at the upper layer. In the 
stratification period, the nutrient concentrations were still low at the upper 
layer, however increased at the middle and bottom layers, possibly due to 
inflowing currents such as TCWW and KSBCW. Passage of typhoon could 
be also paly a role to control the nutrient distributions and primary 
production during the stratification. 

A total of 158 phytoplankton species were appeared, mostly dominated 
by diatom. In particular, although the spring blooms of phytoplankton was 
observed in 2007, 2008 and 2009, those bloom was not found in 2006 and 
2010. During the study periods, total phytoplankton population densit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at surface layers of spring season compared to 
other season, particularly diatom species. The dinoflagellates were 
relatively high in summer season, which is related to the water column 
stability. The high population densities of crytophyceae species were 
observed at whole water column in spring, whereas these species in 
summer were dominated only at surface layers. Diatom Eucampia zodiacus 
and Chaetoceros socialis were significant in low temperature season, 
implying that the two diatom species are considered as one of important 
indicator species in cold water in Korea Strait.   

Tintinnids are the best planktonic group to use as indicators of water 
mass movements. The number of Kuroshio indicator species peaked in 
November 2006, September in 2007 to 2008, December in 2009, and 
September in 2010. Annual maxima of neritic species were no clear peak 
times from the Korea Strait. It is assumed that Kuroshio in Korean coastal 
waters displayed the most effective extension in Sept. 2008 because 
Climacocylis scalaroides reported previously as a representative Kuroshio 
indicator species, occurred simultaneously at all three sites of Jangmok 
Bay and coastal water near Geoje Island as well as Korea/Tsushima Strait. 

Mesozooplankton taxa were classified into 128 in Korea Strait from 
March 2006 to November 2010. The mesozooplankton abundance varied 
remarkably from 257 to 12,587 inds. m-3 and their total abundance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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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ndency to decline gradually.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predominant species of mesozooplankton community on each month were 
copepods Paracalanus parvus s.l., Paracalanus elegans, Oithona similis, 
Oncaea spp., and chordates Oikopleura dioica and salpids. Paracalanus 
parvus s.l. was a dominant species during the mixing period. However, as 
thermal stratification developed, dominant species became various and 
differed according to the depths. A large abundance of calanoid copepods, 
which were found in the neritic environment were recorded between 
February and June, whereas oceanic species from warm water region were 
common between July and November.

Nemopilema nomurai was visually measured between KORDI South Sea 
Institute and station M. N. nomurai occurred from August to October 2006, 
July August 2007, from July to October 2009. But N. nomurai was not 
appeared in 2008 and 2010. Salpa sp., was collected at station M in 
January, April, May, and June, 2007 and June, July, and August, 2008 and 
May and September, 2009 and  March, April, and June, 2010. 

5. Teleconnection 

A. Projection on future change of primary productivity in the Kuroshio Extension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the mixed layer depth (MLD) in the 

Northwest Pacific Ocean in response to global warming and their impact on 

primary production by comparing outputs from eleven models of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s phase 3 (CMIP3). Associated with the 

mixed layer shoaling in the Kuroshio Extension, the primary production 

component due to seasonal vertical mixing will be reduced by 10.7~40.3% 

(ranges of medians from eleven models) via decreased nitrate fluxes from 

below. Spring blooms in most models are projected to initiate earlier in the 

Kuroshio Extension by 0.0~1.7 weeks (ranges of medians from eleven 

models). Despite the overall trends, the magnitude of changes in primary 

production and timing of spring blooms were quite different depending on 

models and latitudes.

B. Sea surface fCO2 distribution and air-sea CO2 flux

We measured the fCO2 of surface seawater and overlying marine air, 

SST and SSS continuously by underwater system in the East China Sea 

and western North Pacific on board R/V Onnuri during May 14 ~ June 12 

2010. Surface fCO2 ranged from 249.7 μatm to 437.3 μatm. Surface fCO2 

was higher than that of marine air in the south of 15oN, while it was 

lower than that of marine air in the East China Sea and northern part of 

western North Pacific. The western North Pacific acted as a weak CO2 

source, which emitted 0.07±1.00 mmol m-2 day-1. However the Eas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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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acted as a prominent CO2 sink with CO2 flux as -6.11±4.79 mmol 

m-2 day-1.

C. Paleoclimatic reconstruction of Korean seas and Northwest Pacific Warm Pool Region

For paleo-SST reconstruction of the Korea Strait region, a 

280-cm-long living Favia and 5-cm-long fossil Favia (2820 years BP), 

collected from Iki Island, Japan, were analyzed for Sr/Ca ratios. The 

determined Sr/Ca of the modern coral revealed 43 annual cycles attained 

by seasonal environmental changes from 1965 to 2007, suggesting a Favia 

skeleton as a paleo-SST proxy. With the assumption of growth cessation 

during winter season below 16 ˚C,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Sr/Ca 

was estimated at -0.053 mmol/mol/˚C, similar to temperature dependence 

of previous studies. The fossil coral revealed 3 to 5 ˚C lower sea surface 

temperature at 2820 years B.P., consistent with paleogeographic condition 

of the Korea Strait, less influence of Tsushima current, and neoglacial 

condition of northern hemisphere around 3,000 years B.P.

Ⅴ. Application plan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 To predict the variation of the nationwide industries by the climate 

change and to develope national future strategies based on the 

scientific knowledges 

-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ocean forecasting skill near the 

Korean Peninsula b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stern 

equatorial Pacific current systems and the Kuroshio

- Available on quantitative analysis of inflow of open ocean water with 

mixing ratio program among water masses 

- Assessment of changes in the North Pacific SST due to changes in the 

tropical Pacific SST forcing to study the predictability of North Pacific 

SST in terms of the spatial pattern of 

- Assessment of a warming trend over the East Asian marginal Seas 

based on the mechanism of recent regional warming over the east Asia

- To predict the variations of the ECS currents which influence the 

oceanic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marine living resourc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y clarify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CS currents and Kuroshio including NEC

- To investigate the vertical transport of nutrients by internal waves and 

influence on ecosystem in East China Sea

- Long-term variability of water properties and ecosystem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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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of global climate change

- To evaluate the role of the western Northe Pacific and the East China 

Sea on global carbon cycle by air-sea CO2 fluxes

- To evaluate the role of the northewestern Pacific on controlling climate 

change by estimating quantitatively the oceanic uptake of atmospheric 

CO2 through biological pump

- To clarify the indicator species of warm waters

- To analyze the northern boundary of ichthyoplankton of warm water 

specie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and Korean waters

- This study will allow quantitative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in Korean seas. The acquired data will be used for 

better prediction of future climate change and climate prediction model 

development

- To apply the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data obtained from the 

neighboring and open seas for establishing of the long-term 

management policy of ecosystem variability

- To predict the variation of marine resources in relation to the climate 

and environmental changes based on the biological and physical data

- To enforce and enhance the research capacity and position of KORDI 

through POSEIDON project

- To use the results as a basic information for examining national 

strategy on the global common agenda, climate change, in the field of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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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연구의 기술·경제·사회적 필요성

북서태평양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기상․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쿠로시오 

해류의 기원지로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적조, 백화현상, 

열대생물 출현 등), 수산자원 변동, 기상이변(극심한 가뭄이나 홍수, 폭설 등)의 근

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전지구 해양 중 가장 높은 해수면 수온 분포를 보이고 있는 서태평양 웜풀

(warm pool)의 변동과 엘니뇨/라니냐와 같은 지구 기후 변동이 한반도 주변 해역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한반도 주변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엘니뇨/라니냐, 웜풀 및 쿠로시오, 

PDO(Pacific Decadal Oscillation) 등 북서태평양 해양의 장단기 변화 특성을 파

악하고 이러한 장단기 변화가 한반도 주변의 기후 및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한다면 태풍, 홍수, 가뭄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심 200m 미만의 낮은 대륙붕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중국해는 남쪽으로는 류큐

열도 (Ryukyu Islands)를 통해 북서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황해와 

대한해협으로 연결되어 있다. 동중국해의 주된 흐름인 쿠로시오는 대만 동쪽을 통

해 유입되어 대륙붕단을 따라 북서진하다가 토카라(Tokara) 해협을 통해 빠져나간

다. 일부 해류는 큐슈 서방해역을 통해 동중국해내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주변해

역에 영향을 미친다(Lie and Cho 1994; Lie et al. 1998, 조, 2001). 쿠로시오는 

북서태평양 기원의 고온고염수를 우리나라 근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큐슈서

방해역에서 분지된 고온고염수는 연안수와 혼합되면서 황해와 대한해협으로 유입된

다. 따라서 북서태평양과 우리나라 주변해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중국해

에서의 해수의 변화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최근 한국, 일본, 중

국이 인접해 있는 동중국해는 경제수역의 획정 등 국가적인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다. 국익에 직결되는 해양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동중국해의 독자적인 

과학 자료의 확보가 요구되며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협력 프

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공동 대처가 요구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남해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북부해역은 시공간적으로 매우 복잡한 해황

과 서로 다른 수괴의 혼합 특성은 해양전선의 변동을 가져오고 그와 함께 계절별로 

다양한 어족자원의 서식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의 주요한 수산

활동 지역이 되고 있다. 동중국해의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에 영향 미치는 주요 요

인으로는 주변국들의 산업 발달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입과 더불어 지구온난화에 따

른 수온 상승 및 삼협댐 건설에 따른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동중국해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동중국해를 접하는 주변국들의 국제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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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더불어 국가적으로도 지속적인 해양 정보의 획득과 관리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

며, 전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증가 등 지속적인 해양환경변화가 보고되고 있

다. 전지구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탄소순

환 과정에 대한 이해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의 해양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요구된다.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로인한 지구온난화 예측의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구온난

화 등 기후변화 예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 높은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

환량 산정 예측이 필수적이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로, 선진국은 2012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해야하며,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이 국제적으로 요구되어 산업활동에 직접적인 제한이 발생할 수 있

는 상황으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지구온난화 예

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대응 논리를 도출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고기후의 복원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는 현장 관측 및 분석을 통해 제공될 수 없

는 장기간의 기후 변화 양상 및 기후 변화 메카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관측 기록이 과거 50년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기후 자료는 미래 기후 예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과거 

기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재나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환경량의 변화

는 크기가 미미하여 그 변화량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장기간에 걸친 고환

경 자료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기후 변화를 보다 거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가. 기술적 측면

북서태평양에서 기원하는 고온고염의 쿠로시오가 동중국해를 경유하며 대한해협

에 유입되는 동안 동중국해 대륙상의 연안수와 활발하게 혼합된다. 이 과정에서 생

물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직혼합으로 인한 저층의 영양염이 상층 유광대로 유입

되는 과정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적도 서태평양과 동아시아 해역의 순환은 쿠로

시오에 의해 연계되어 있으며 쿠로시오의 변동은 북적도해류와 난수풀 지역의 변동

과 연결되어 있다. 적도 서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의 순환 연계성과 변동 양상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상해역의 물리적 특성을 시․공간적으로 고해상도로 

모의할 수 있는 순환모델링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해양 변화의 경년 변동성은 보다 긴 주기의 장주기 변동성의 위상에 따라 영향

을 받으며 서로 다른 변동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해양 변화 경년

변동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주기 변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특히 열대 태평양과 북태평양간의 표층온도 및 해양 물성들은 장주기 변동성을 

가지고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열대 태평양과 북태평양간의 상관성

의 장주기 변동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 한반도 기후 및 주변 해역

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주기 변동뿐만 아니라, 장주기와 단주기 현상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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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하다.

한반도 연근해의 해양생태계는 북서태평양 및 쿠로시오 난류를 포함한 다양한 

수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변동성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이들 해역의 생태계 구조 및 생산성에 대한 이해와 상호 관련성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기후 변화에 의한 생태계의 변동은 기후 조절과 관련된 

다양한 해양생태학적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후를 조절하는 피드백으로 작용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생태계 하위영양준위의 구조를 파

악하여 보다 상위영양준위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변화를 이해하고 국가차원의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된다. 최근 한국해의 수산 자원량과 어종의 급격한 변화, 적조 원인생물과 

열대 유해생물의 빈번한 출현 등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변화의 근원 파악을 위한 연

구가 필요하다. 기후변동에 따른 생태계 반응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통계적 모델 

능력의 향상이 요구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변화 및 해양생태계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평가․예측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신기술이 필요하다.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열대해역의 난류어종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온대어종들의 북

방한계선이 확장되는 등 해양생물자원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쿠로시오를 따라 유입되는 난류종 파악이 필요하나, 종수준의 분류학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난류종 중 

우점 분류군을 대상으로 정확한 종 분류를 실시하고 이들의 환경에 대한 정량적인 

반응을 파악하여 각 해역간의 상관성 연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북서태평양의 쿠로시오 난류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

만, 쿠로시오 난류역의 생태계 구조 변화가 한반도 주변해역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정량적 정보는 아주 미흡하다. 따라서 북서태평양 및 쿠로시오 난류수역

과 한반도 주변해역의 생태계 구조의 특성과 상호 연계성 연구를 통해 북서태평양

의 환경변화가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 연구가 필요하다.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로인한 지구온난화 

예측의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

화 예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질 높은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 예측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상/물리적 요인에 대한 예측을 생태계 변화로 연결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 진다.  해양이 기후조절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수

운동의 파악과 해수특성 분포 자료의 확보가 기후변동 예측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대기에서의 전지구적 관측망 구축에 비하여 해양에서의 관측은 매우 미

진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해양관련기구인 정부간해양과학

위원회(IOC)와 세계기상기구(WMO)가 협력하여 국제적인 Argo(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 대

양에 약 3000대의 해양관측기구를 유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IOC 집행이사국

으로서 해양 부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 인류

에게 혜택을 주는 기후관련 해양연구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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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o 프로그램 이름으로 연구 참여가 필요하고 북한 수역을 포함한 동해 타국 관

할해역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나. 경제․산업적 측면

미래 기후변화에 의한 동중국해의 해양특성 변동은 수산자원과 해양산업에 직접

적으로 영향 미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상태는 미래 기후변화에 대

한 정량적이며 신뢰성 있는 예측 정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기후변화

와 연관된 서태평양 웜풀의 변화 및 연동성으로 인한 쿠로시오 변동과 특성 변화가 

한반도 주변해와 인근 대양인 북서태평양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국가 경

제, 산업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북

태평양의 장주기 변동 특성을 파악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북태평양의 변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 정책 결정 및 산업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서태평양 해역에서의 생태계 구조와 생산성 변동에 대한 이해는 해양 환경 및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해양 자원의 경제적 가치의 평가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장기 전략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류가 바다로부터 이용하는 수산자원량

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하위영양준위 해양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연구는 중요하다. 

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해에서 뚜렷한 수온 및 해수면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열대 해파리, 적조 생물 등 열대 유해생물의 빈번한 출현, 백화현상, 명

태, 대구 등 한류성 어류의 어획량 급감과 오징어, 참치 등 난류성 어류의 어획량 

급증 등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확연한 변화 관찰되고 있다.  한국해에서 해양생물

자원의 구조 변화(난류종의 증가, 냉수종의 감소 등)는 해양생물자원의 이용도 변

화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어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열대 해파리와 같은 

유해 생물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연안에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환

경변화와 관련된 난류종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예측․분석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는 과거와 현재의 변동 추이를 관측

하여 밝힘으로서 예측이 가능하며, 이는 미래수산자원 관리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 요소로 기여할 수 있다.

대한해협을 포함하는 대마도 서쪽 해양환경은 남해안 해류 환경 특성변화와 동

해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심이 되는 길목으로 볼 수 있다. 기후 변동과 관련한 북적

도해류의 세기변화는 한반도 남해안에 형성된 연안전선역의 위치를 변화시킴으로서 

어류자원의 출현 위치 및 연안 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 변화의 중심이 되는 대

마난류의 흐름의 세기 및 성질의 변화는 고스란히 대한해협에서 확인되며, 이는 동

해안을 타고 흘러가는 동한난류(East Korean Warm Currents)의 시작점이 된다. 

동한난류는 해류의 세기에 따라 이안되는 정도 및 규모가 달라지며, 울릉분지 상에

서 중규모의 난수성 소용돌이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동해 외양역에서의 플랑크톤 

분포의 변화 및 치자어의 분포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소용돌이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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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및 유지 정도는 대한해협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난류의 세기에 좌우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한해협에서의 난류의 물리, 화학적 성질 및 생태계 구성

성분들의 정성 및 정량 적인 변화 그리고 나아가 기능의 변화파악은 연안역 환경 

변화와, 남해 및 동해의 수산자원의 분포 변화를 가늠케 하는데 일조 할 것이다. 또

한 연안 생태계를 교란 시키는 젤라틴성 플랑크톤과 같은 유해생물의 유입경로를 

파악함으로 이들의 확산 방지책 마련 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수 있고, 나아가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수산자원의 피해를 절감시킬 수 있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로, 선진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해야하며,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의 산업

활동 제한에 직면할 상황이다.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의 불확실성을 줄

여 지구온난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대응 논리

를 도출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한다. 국제 Argo 프로그램이 기후연구의 배경에서 

진행되지만 원양어업의 국가적 경제활동 면에서도 활용성이 매우 높은 만큼 국내 

원양어업과 어장개발 대상 해역에 대한 우리나라 Argo 프로그램의 수행이 필요하

다. 원양어업에서 국가간 이해가 상충되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향

후 어업 협상에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양 연구의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나라 Argo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가 있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지구 규모 해황변동이 한반도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은 국민들에

게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 국민의 환경의식 향상

은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문화를 확산시켜 국가의 또 

다른 성장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인류와 지구환

경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응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 방식과 경제․과학․기술 정책 등에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

대양 자원 연구개발에 잠재력이 높은 남서태평양 지역 주변국들과의 과학기술협

력 증대를 통한 외교 및 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국제적 인지도 향상에 기여가 

요구되고 있다.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 및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처한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실천적 전략 수립이 필요 하다.  국제기구인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는 초국가적 문제

(transboundary problem)인 환경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의 국제 협약을 발효하였다. 이러한 

국제협약의 실천적 이행을 위한 기반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정책 수립의 주요 키워드

가 되고 있다. 해양의 미래 전망 역시 수산, 해양산업, 연안개발 분야의 국가 전략

과 정책 수립에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과학 정보가 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

른 북태평양 장주기 변동 특성을 파악함으로 한반도 지역해 변동 특성에 대한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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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제시가 요구되어 진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 영

향 문제는 중요 사안으로 여겨진다. 이 분야의 성공적인 연구사례들이 발표됨으로

써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생물자

원의 구조분석을 통해 새로운 해양생물자원의 발굴과 지속적 이용 방안이 도출되야 

한다. 

단기간적인 측면에서 현재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측면은 인공위성을 통한 수온 

예보와 기상결과의 예측에 의한 조업시기의 결정에 국한되어 있다. 혹은 적조생물

의 출현과 관련된 경보 및 주의보 발령을 통한 연안어장의 사전대비에 대한 기여에 

있다. 이에 비해 장기간 측면에서의 모니터링은 기후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물론 이

에 관련된 생태계의 변화를 알게 해주어 예측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이 있다. 북서

태평양의 warm pool 강화와 관련하여 대한해협으로의 더워진 북적도 해류

(Northeast Pacific Currents)가 유입되면, 해양생태계는 계절적인 변동을 뛰어넘

는 환경을 접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플랑크톤 군집의 구조의 변화 및 상위 포식자의 

변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관해 도출될 정보는 바다를 연구하는 이들 외에 바

다를 접하여 살아가는 일반인에게도 공유될 것이며, 기후 변동패턴이 우리나라 해

역에서는 어떻게 발현하는지에 관한 이해도를 향상 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수산자원에 미칠 영향을 과학적인 토대 위에 제시하여 

일반대중 및 정부관계자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정도의 불확실성을 줄여,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사회․환경적으로 보다 예측가

능한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 해양에 대한 지식의 확보가 국력 신장의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 되어 왔음은 세계사 이면에 잘 나타있다. 현재 국제 Argo 프로그램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은 해양 강대국들로서 앞으로도 그들이 국제사회를 선도

하고 지배하는 비중과 역할이 지속될 것이다. 대양연구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제공

자로서의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Argo 프로그램은 가장 효율적인 대양연구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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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의 목표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북서태평양 해양 환경변화가 우리나라 주변해역(대한해협)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변화를 예측하여 국가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를 최적화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종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기후 변화에 따른 2030년의 우리나라 주변해역 변화 시나리오 제시

→ 열대서태평양 해역 변동성과 우리나라에 주변해역 변동성의 상관관계 규명함

→ 북서태평양의 대기 및 물리, 생지화학 인자의 변동이 우리나라 주변해역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함 

- 북서태평양 쿠로시오역 및 한반도 주변해에 대한 해양환경 탐사 수행

- IPCC AR4 모델 결과에 따른 난수풀 해역의 변동성 분석

- 기후변화인자 변동성에 따른 해역별 해양생태계 구조의 변동성 연구

- 북서태평양의 난수풀 해역의 장기 계류를 통한 해류, 해황, 부유퇴적물 

자료 획득 및 해양-대기 환경인자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활성중인 ARGO 뜰개 자료관리 및 국제협력 추진

∙ 2단계 1차년도(2009) - 북서태평양 및 대한해협의 환경 변화 현황 파악 

∙ 2단계 2차년도(2010) - 북서태평양 쿠로시오 해역의 해양환경 모니터링 

                          체계 가동 및 환경변화 요인 파악

∙ 2단계 3차년도(2011) - 북서태평양 쿠로시오 해역의 해양환경 모니터링 

                          체계 가동 및 환경변화 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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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연구개발 세부목표 및 내용         

가. 2단계 1차년도(2009) 

구분 연구/사업의 목표 내용 및 범위

2009년

○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
- 북서태평양의 해황 분석, 북적도 

해류와 대마난류의 변동성 파악
- 북서태평양 유기탄소 침강플럭스 

정량화

- 북적도 해류와 대마난류의 변동성 분석을 위한 유속계 계류

- 북서태평양에서 시계열 퇴적물트랩을 이용한 유기탄소 및 생기
원물질의 플럭스 산출

○ 순환모델 연구
- IPCC AR4 모델결과에 나타난 북

태평양 자오면 순환 변화 평가

- 최근 자료를 분석하여 warm pool과 북태평양 자오면 대기 순
환과의 상관성 분석

- IPCC AR4 모델결과에 나타난 북태평양 자오면 순환의 변화 평
가

○ 쿠로시오수역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부유생물 생태계  구조
의 상관성 분석 

- 2006~2008년 해양생물 표본 및 
자료 분석

- 생태계 구조 및 기능연구
- 북서태평양의 해역별 부유생물 

생태계의 군집구조 분석
- 먹이 추적자 (trophic lipid 

biomarker) 분석을 통한 주요 동
물 플랑크톤의 섭식생태 파악

- 북서태평양 및 대한해협 해양환
경 및 생태계 탐사자료 분석을 
통한 생태계 구조 및 상호 연결
고리 파악

- 해역별 저서-표영생태계 연관성
(Benthic-pelagic coupling)파악 
(안정동위원소 방법 활용)

- 2009년 현장조사자료를 이용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및 생산력 
특성 분석.

- 2006~2009년 시료를 이용 시아노박테리아의 clone library 구
축 및 질소고정에 관련된 nifH gene의 분포특성에 관한 정보획
득

- 2007~2008년 질소고정율을 분석 질소고정이 물질순환에 미칠 
잠재적 중요성을 파악

- 부유 원생동물 생물량 조사 : 각 수심별로 채수된 해수를 고정
하여 현미경하에서 계수하여 생물량 측정

- 부유 원생동물의 섭식률 측정 : 각 정점의 표층과 SCM에서 해
수를 채수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엽록소-a 농도의 변화로 섭식
률 측정

- 동물플랑크톤 시료 재분석을 통한 해역별 군집구조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2006~2008년 시료를 재분석하고, 군집구조 분석
을 통한 해역별 군집 특성을 파악

- 북서태평양의 연구해역에서 봉고 네트를 이용하여 위도별로 채
집된 시료에서 난수성 요각류 (Euchaeta와 Pleuromamma
spp.)를 동정하여 이들의 지방 및 지방산을 TLC-FID와 GC, 
GC-MS로 분리, 분석함 

- 생태계 구성원의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우리나라 주변해의 저
서생태계에 유입되는 표영생태계 내의 먹이 규명을 통한 저서생
태계 제한 요인 파악

- 2006~2008년 자치어 수집 자료 분석 및 자치어 유전자 분석   

○ 주변해 영향 및 변동성 연구
- 동중국해 대륙붕 해역에서의 내

부파와 연직혼합 특성 분석
- 북적도해류의 남북분지류와 쿠로

시오, 대마난류, 대만해류 등의 
수송량 상관성 분석

- 대한해협 환경, 부유생태계 모니
터링

- ADOS 부이에 의한 연직 수온구조 변동특성과

  ADCP에 나타나는 연직 유속구조의 변동성 분석 
- 수온구조와 내부파의 관계 및 변동 특성 분석
- 북태평양 고해상도 모델 실험 결과 분석에 의한 NEC 남북 분

지류와 중위도 해역 쿠로시오 해류계 수송량간의 관계 분석
- 대한해협에서 격월 모니터링 실시 
- 대한해협 해양환경/부유생물군집 분석을 통한 생태계 변동성 파

악
- 젤라틴질 플랑크톤의 시․공간적 분포 및 섭식 습성 연구
- 난류수의 영향을 받는 부유생물 개체군의 계절별 변동 연구
- 수온상승이 식물플랑크톤 성장 및 생화학적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원격상관성 연구
- 1997~2008년 SeaWiFS, MODIS 

해색위성자료와 SST, Wind, 광
량 등의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
화 및 분석

- 북태평양 엘니뇨신호와 남극해 
태평양-대서양 연결해역의 엽록
소 변동을 규명

- 북서태평양 대기-해양간 이산화
탄소 플럭스 정량화 

- 산호, 퇴적물 등을 이용한 고 해
양환경 복원 

- 북서태평양 열대해역 해수특성 기존 관측자료 분석 및 ENSO와
의 관련성 파악

-SeaWiFS, MODIS 등 해색위성자료의 시계열 자료 분석 및 데
이터베이스화 및 월별, 주간별, 일별 시간단위의 해색위성자료로 
정리

-엘니뇨 신호가 북태평양 이외의 해역에 전달되는지에 대한 분석
을 하기 위해 엘니뇨 신호와 해색자료 분석에 의한 남극해 엽록
소 변동간의 상호관계 파악

- 북서태평양과 동중국해에서 대기와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
정하여 대기-해양간 CO2 플럭스 산출 

- 쓰시마, 이끼섬 산호를 이용한 쓰시마 해류역의 과거 수온 변화 
복원

- 퇴적물을 이용한 웜풀지역의 환경변화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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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2차년도(2010) 

구분 연구/사업의 목표 내용 및 범위

2010년

(당해년도)

○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 
- 북서태평양 계류 관측을 통한 북

적도 해류 변동성과 유기탄소 침
강플럭스 정량화 분석

- 북서태평양에서 실시간 해양환경
인자 측정

- 활성중인 ARGO 뜰개 자료
관리 및 국제협력

- 기후변화 인자 관측을 위한 북서태평양 및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탐사 수행

- 북적도 해류와 대한해협의 대마난류의 연변동성 파악을 위한 유
속계 계류 지속 및 자료 분석

- 북서태평양에서 시계열 퇴적물트랩을 이용한 유기탄소 및 생기
원물질의 플럭스의 연변동성 분석

- 북서태평양에 자동해양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층해류, 해양기
상, 수온프로파일, 생지화학 인자 등을 측정하여 위성송신을 통
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획득 및 장비 안정성 테스트

- 동해 해역 ARGO 뜰개 관측 및 국제ARGO사업의 국가분담 역
할 수행

○ 순환모델 연구
- IPCC AR4 모델 결과에 나타난 

난수풀 변화 특성과 북태평양 자
오면 대기 순환과의 상관성 분석

- 태평양 장주기 변동에 따른 단주
기 변동 현상 변화 연구

- IPCC AR4 모형이 전망한 해양
혼합층깊이 변화 분석

- 난수풀의 장기 변동 특성 분석
- 난수풀이 대기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열대 ENSO 강도의 장주기 변동성의 원인 분석 및 열대-중위도 

표층온도 장주기 변동성에 대한 원인 분석
- 열대 태평양 장주기 변동과 TIW 변동 변화 및 피드백 연구
- IPCC A1B 시나리오 결과를 이용한 해양혼합층깊이 전망 및 통

계 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쿠로시오수역
의 해양생태계  구조의 변동성 
연구 

- 기후변화인자 변동성에 따른 해
역별 부유생물 생태계와 환경변
화간의 연관성 연구

- 기후가스인 DMS의 생성 박테리
아 연구

- 쿠로시오역의 위도별 주요 부유
생물군의 생리/생태 차이 비교 
분석

- 해역별 미세생물의 군집 구조 및 생산성 (일차생산력, 박테리아 
생산력, 질소고정율) 특성 연구

- 해역별 물리․화학적 환경 특성에 따른 부유미세생물 군집구조와 
생산성 특성 파악 및 이를 결정하는 환경 요인 분석

- 해역별 DMS 생성 박테리아의 다양성 및 유전자 활성 조사
- DMS 농도 분포와 화학․생물학적 환경과의 연관성 파악
- 해류 순환 및 물리화학적 변동에 따른 부유 원생동물 군집 구조

의 변동 파악
- 난수풀 해역과 주변 해역간의 부유 원생동물 지표종의 변동성 

분석
- 1단계 동물플랑크톤 분석 자료 및 2010년도 시료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동물플랑크톤 군집 특성의 연간 변동성 추정
- 생태계 구조 분석을 위한 중형동물플랑크톤의 크기그룹별 생체

량 자료 제공
- 부유생물군(미세조류-동물플랑크톤-치어)의 size별 생체량과 질

소 동위원소 값을 이용한 먹이망 구조 및 에너지 효율 값을 제
시하고 해역별(대양 vs. 연안) 비교 

- 주요 요각류의 생화학 추적자 분석을 통한 종내/종간 생리/생태
의 위도별(수온, 먹이환경) 비교 및 연변동 감지  

- 난류성 난자치어 종 분석 및 분석된 난자치어의 형태기록   

○ 주변해 영향 및 변동성 연구
- 적도서태평양과 동아시아 해역 

순환모델링 연구 및 동중국해 사
면의 연직 2차원 수치모델 수립

- 수괴분석을 통한 대마난류의 기
원 분석

- 북서태평양 및 대한해협 해양환
경․생태계 변화 요인에 따른 부
유생물 군집의 경년변동성 파악

- 태풍과 내부파에 의한 용승과정 모의 
- 수층의 연직 열/물질 혼합특성 모의 및 분석
- 적도서태평양과 동아시아해역 순환모델 고해상도화 
- 동아시아몬순과 관련된 한반도주변해역 해류계의 계절변동 모의
- NODC자료 이용, 대만난류와 큐슈서방의 쿠로시오 분지 수괴분

석을 통한 대마난류 수괴분석
- 북서태평양에서 쿠로시오를 따라 우리나라 주변해역으로 유입되

는 동물플랑크톤의 종 목록 작성 (난류수괴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각류, 유형류, 모악류를 중점 연구 대상으로 
함) 

- 대한해협의 월별 모니터링 실시
- 쿠로시오 난류종에 대한 계절적 변동성 연구
- 대한해협에서 입자성․용존성 부유물질이 부유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 원격상관성 연구
- 엽록소의 계절성을 재현하여 핵

심적인 기작을 파악하고 모델을 
개선함.

-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이산
화탄소 교환량 산정

- 수층 수직 구조 및 혼합층에 대한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
생산/생태계 모델을 적용하여 북태평양 해역에서 관측된 식물플
랑크톤의 계절성을 재현

- 해역별 혼합층 변동 특성을 분석하고 해역에 따라 기초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해석 

- 북서태평양 해양 이산화탄소 분포의 주요 조절요인 및 
인접 연안해(동중국해)와의 유사성․차별성 분석

- 북서태평양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추정 및 이
산화탄소 교환량 경년변동 분석. 인접 연안해(동중국해)
와의 교환량 변동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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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단계 3차년도(2011) 

구분 연구/사업의 목표 내용 및 범위

2011년

○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 

- 북서태평양 종합 해양관측 수행

- 북서태평양 계류 관측을 통한 북

적도 해류 변동성과 유기탄소 침

강플럭스 정량화 분석

- 북서태평양에서 실시간 해양환경

인자 측정 및 해양 이산화탄소 

연속 모니터링 기법 테스트

- 기후변화 인자 관측을 위한 북서태평양 및 주변해역의 해양환

경 탐사 수행

- 북적도 해류와 대한해협의 대마난류의 연변동성 파악을 위한 

유속계 계류 지속 및 자료 분석

- 북서태평양에서 시계열 퇴적물트랩을 이용한 유기탄소 및 생기

원물질의 플럭스 산출

- 북서태평양에 자동해양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층해류, 해양

기상, 수온프로파일, 생지화학 인자 등을 측정하여 위성송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획득 및 장비 안정성 테스트

- 해양내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장비 안정성 테스트 및 자료 분석

○ 순환모델 연구

- 북서태평양 태풍활동 장주기변화

- 북서태평양 계절내진동과 동아시

아 기후의 관련성 이해

- 북서태평양 태풍 변동이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북서태평양 계절내진동의 북진 기작 분석 및 개별 계절내진동

의 합성 특징 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쿠로시오수역

의 해양생태계  구조의 변동성 

연구 

- 북서태평양의 미세생물 생산력/다

양성 및 식물플랑크톤 지표종 연

구

- 기후가스인 DMS의 농도 및 

  생성 박테리아 연구

- 북서태평양 부유생태계 군집의 

생체량 구조 및 잠재적 먹이구조 

해석

- 아열대성 난자치어의 분포와 북

방한계선 탐색

- 해역별 미세생물의 군집 구조, 생산성 (일차생산력, 질소고정

율) 및 다양성 연구

- 규조류 지표종 선정 및 한국주변해 분포과정 연구

- 해역별 DMS 생성 박테리아의 다양성 분포 연구

- 해역별 DMS 생성 유전자의 발현 연구

- DMS 생성 유전자의 발현과 환경 요인 연관성 파악

- 북서태평양 부유생태계 군집의 생체량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 

구배에 따른 생체량 구조를 파악하고 잠재적 먹이구조 특성 및 

연변동성 파악

- 우점 요각류의 지방산 측정을 통한 섭식 생태 추정

- 아열대성 난자치어의 종 검정 및 분포 조사

- 한반도 주변의 아열대성 난자치어 분포 자료 수집

○ 주변해 영향 및 변동성 연구

- 적도서태평양과 동아시아해역 순

환 계절변동 모의․분석 연구

- 동중국해와 쿠로시오의 해황변동 

특성 파악

- 잠재적인 지표종 목록 작성 및 

해역별 환경조건에 대한 지표종

의 반응특성 파악

- 대한해협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요인에 따른 부유생물 군집의 연

변동성 연구

- 대한해협 난류지표 종과 환경변

화 간의 상관성 분석

- 적도서태평양과 동아시아해역 고해상도 순환모델링 

- 동아시아몬순에 의한 동아시아 해류시스템 계절변동 모의

- 쿠로시오 변동과 동중국해 해류계 변동 상관성 모델 결과 분석 

- 기존 정선관측 자료와 위성 SST자료를 이용 계절 및 경년변동

성 분석

- 해역별 대표 분류군 대상으로 정량자료획득(난류수괴 특성 반

영 분류군)

- 형태적 분류와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종별 출현자료 확

보

- 대한해협의 월별 모니터링 실시

- 쿠로시오 지표종 (동․식물플랑크톤, 원생동물) 출현양상에 따른 

해양 환경 변동성 분석

- 태풍이 대한해협 서수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원격상관성 연구

- 동중국해 염분 변동과  ENSO와

의 관련성 규명

- 북서태평양 해양 이산화탄소 분

포 특성 분석

-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이산화탄

소 교환량 산정

- 과거 해색위성자료를 이용한 북

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해역의 

엽록소 및 일차생산력 변동의 상

관성 분석

- 동중국해 염분, 강수량, 양자강 담수 경년변동 파악 및 ENSO 

상관성 통계 분석

- 북서태평양 해양 이산화탄소 분포의 주요 조절요인 변동 및 인

접 연안해(동중국해)와 변화경향의 유사성․차별성 분석

- 북서태평양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변동 특성 분석 및 

이산화탄소 교환량의 경년변동 분석. 인접 연안해(동중국해)와 

교환량 변동경향 특성 비교.

- 엽록소, 표층수온 변동성과 함께 표층일사량, 수중광량 변화 등 

일차생산력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머지 forcing 분석 

(각 해역별 변동성/해역간 forcing과 일차생산력 변동간의 유의

성 비교)

- 1998~2010년 (과거 13년) 각 요인들의 지역간 상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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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추진계획 및 수행 방법

가. 분야별 연구 추진계획 

(1)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 분야

○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 해양탐사 수행

- 난수풀, 북적도해류, 쿠로시오, 동중국해 에 대한 종합 대양탐사 수행 (6월)

- 남해권역에 대한 2차례 종합 해양 탐사 수행 (4월, 7월)

○ 북적도해류, 난수풀 해역 계류 관측 시스템 구축

- 북적도 해류 종단면 2개 계류(subsurface) 정점 유지(자료 회수/재계류) 

- 5차년도 (2010년) 이후 1정점씩 추가 계류관측

- 아열대 난수풀 해역(1정점): 실시간 표층 계류관측 실시-> 생지화학 센서, 

대기센서 인터넷/위성 자료 송수신

○ 해양내 이산화탄소 시계열 자료 생산을 위한 자동 모니터링 장비(Pro 

Oceanus, PSI)의 자료생산 안정성 및 관측자료 품질 분석을 위해 동해 등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테스트 mooring 수행 예정.

○ 국제공동해양조사연구 (ARGO)

- 국내 해양학회 및 관련단체를 통하여 Argo 자료의 유용성 홍보 및 논문생

산 장려

- Argo 실시간 감시체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관련기관과 공동대응

- 활성중인 뜰개의 잔여수명 기간에 대한 자료관리

- Argo 자료품질 및 실시간 모니터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무자 협의 

- Argo 자료 실시간 감시체제를 위하여 기상연구소 및 관련기관과 공동연구방안 

논의

- GODAE, GOOS, GEOSS 등 국제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

- Argo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동해 중층 순환도를 수정하고 해역을 확장

- 기후 및 해수순환 모델에 자료 동화 가능한 ARGO 자료셑 생산

- 동해의 울릉난수성 소용돌이의 구조 변화를 Argo 자료를 가지고 시공간적으로 파

악

- 현장 관측 자료 및 기후학적 자료를 활용해 뜰개 용존산소 자료의 정확도 검증

- Argo 뜰개의 수명이 3-5년이므로 계속 활성중인 뜰개의 잔여수명 기간에 

대한 자료관리 방안 (위성사용료 포함 최소경비로 잔여수명 만료까지 유지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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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모델 분야

- IPCC AR4 모형들중 최적 모형들을 선택한 후 난수풀에 대한 분석 실시

- 난수풀과 열대 태평양 장주기 및 단주기 변동성들간의 상관성 분석

- 난수풀과 대기 변동 특성에 대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상관성 분석

- IPCC AR4 및 관측 자료를 이용한 TIW 변동성 분석 

(3) 후변화에 따른 쿠로시오수역의 해양생태계 구조의 변동성 분야

○ 북서태평양의 식물플랑크톤 생태계 구조 및 기능 연구 

- 각 해역별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 생체량 및 색소 분석을 통한 군집 구조 

특성을 조사하고 지난 4년의 조사 결과와 병합하여 북서태평양 해역별 식

물플랑크톤 생태계의 구조를 파악함. 또한 일차생산력, 박테리아 생산력 및 

질소고정율 등을 측정하여 하위준위 먹이망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파악함

○ 기후가스인 DMS의 생성 박테리아 연구

- DMSP를 분해하여 DMS를 생성하는 유전자 중 해양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

는것으로 알려진 dmdA 유전자의 mRNA를 정량하고 염기서열을 규명함으

로써 DMS 생성박테리아의 다양성과 활성에 대해 조사하며, 환경 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함

○ 해류구조 및 물리화학 변동에 따른 부유 원생동물 군집 구조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년간 변동성 파악 하고 난류 외양성 원생동물 그룹의 연도별 변동 

패턴을 분석하여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해양 생태계와  주변해

역간의 상관성 예측

- 부유 원생동물 군집의 시공간적 군집구조 조사

- 난류 외양성 부유 원생동물 군집의 시공간적 분포 조사   

○ 동물플랑크톤 군집 특성의 연간 변동성 규명

- 2010년 종합탐사 결과와 기존의 시료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북서태평양에서 

위도별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연간 변동성을 이해하고, 변동성에 영향을 주

는 환경요인을 파악한다.

- 동물플랑크톤 크기그룹별 생체량 자료를 생태계 구조를 연구팀에게 제공한

다. 

○ Size-spectrum analysis와 질소동위원소 기법을 활용하여 생태계 구조 및 

주요 생물군의 기능을 파악하고 쿠로시오 변동에 따른 생태계 변화 (구조 및 

에너지 흐름)를 파악한다.

- 쿠로시오역과 한반도 주변해에서 주요 생물군의 크기 구조와 질소동위원소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쿠로시오 변동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의 해양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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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변동 예측을 위

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가능한 한 1단계와 2단계 1차년도(2006-2009)동안 생태계 각 분야에서 

수집한 시료 및 자료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해역별 전체 해양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고자 함. 다분야 간의 상호 연계성과 연결고리를 제시

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집중을 위한 연구로 진행코자 한다.

○ 생화학추적자(lipid biomarker와 동위원소)를 활용한 주요 요각류의 생리/생

태의 위도별 비교 및 연간 변동성을 규명한다.

○ 난류 외양성 난자치어 종조성 분석

-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해역에 출현하는 난류 외양종들의 난자치어 연구 

대상종 선정

- 목표종의 선정은 2006-2008년 북서태평양 조사결과와 한반도 주변해에서 

조사된 난자치어 종조성 참고문헌 이용

- 목표종의 발생단계별 형태형질 정보수집(어란, 자어, 치어, 성어 등)

- 현장조사(2010년 2월, 6월, 7월) 

- 목표종의 발생단계별 형태형질과 계수형질을 측정

- 목표종들의 분포와 해양환경과의 상관성 분석

- 실측자료와 참고문헌자료를 토대로 목표종 난자치어들의 분포범위와 북방한

계선 규명

(4) 주변해 영향 및 변동성 분야

○ 동중국해에서 연직 해수/교질교환 과정 분석

- 연직 2차원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동중국해 대륙사면과 대륙붕의 해수교환 

특성을 모의하고 분석함

- 이전 관측 자료들(위성추적부이, ADCP)을 모두 취합하여 분석함

- 동중국해를 대상으로 한 타 연구과제의 현장관측 및 모델결과와 연계, 해석

함으로 자료의 공동 활용을 최대화함 

○ 적도 서태평양과 동아시아 해역을 포함하는 대상해역의 고해상도 순환모델링 

연구 

- 북적도해류와 쿠로시오의 상관을 고찰하기 위하여는 남위 10도 이상까지 

확장된 모델 영역 설정이 요구되며 쿠로시오와 동중국해 육붕상의 해류계와

의 상관성을 정밀하게 모의하기 위해서는 1/5도 이상의 고해상도를 가지는 

순환모델 구조 설계를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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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변동과 계절변동을 고찰할 수 있도록 시공간적으로 상세한 입력정보를 줄 

수 있는 재분석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 동아시아 지역해의 상세 기후전망을 위해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델예

측 결과들 중에서 신뢰성 분석을 통해 비교 우위에 있는 모델예측결과들을 

활용하도록 함

○ 한반도 연근해역 해류계 규명 연구

- 문헌 조사를 통하여 대만난류와 대마난류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마난류의 

기원에 대한 문헌을 재조사함 

- NODC를 비롯한 기존 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대만해협의 물리특성을 파악하

고, 동중국해와 큐슈 서방의 물리특성과 비교함

- 동중국해 대륙붕 단면과 대한해협 남부의 수괴분석, 하계의 등밀도면 분석

을 통하여 대마난류의 기원을 해명함

○ 북서태평양에서부터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한국 주변해역에 유입되는 난류종 

목록 작성 -> 난류종 중 우점 분류군을 대상으로 목록 구성

- 출현 종 동정시 연구자 간의 주관적 차이로 종 목록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

이 있어 우점 분류군을 대상으로 분류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 실시

- 대한해협에서 우점하는 난류종을 대상으로 쿠로시오 발생지점인 북동태평양

과 이동경로인 동중국해에서의 출현 여부 조사 -> 지표종 후보 가능성 확

인   

○ 대한해협의 환경 및 부유생물 군집의 경년변동성을 연구한다. 

- 대한해협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환경특성을 파악하고 부유 생태계의 구조 

및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부유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물리, 화학적 강제력을 

이해하며, 부유 생태계 환경특성의 변화를 예측한다.   

○ 대한해협 부유생물 개체군의 특성을 분석한다

- 대한해협은 난류, 담수, 저층으로 냉수 유입 등 복잡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보이며, 이에 따른 지표 개체군의 출현의 계절별 변동성을 파악하고, 북서태

평양의 환경변화 (웜풀 확장 등)외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부유생

태계 변화의 예측 능력을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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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격상관성 분야

○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하여 월별 분포도 작성

- 표면수온 NOAA 위성자료 -> 기존수집자료, KORDI 수신자료 

- 위성고도 (TOPEX/Jason1) 자료 -> 인터넷, JPL 협조

- 조석계 해수면 분포도 -> 인터넷, 하와이대 해수면센터 협조

- 열대해역 (TAO/Triton Buoys) 수온/염분 단면자료 -> 인터넷

○ Yoo et al. (2008)의 연구에 의하면 북태평양은 중위도-고위도로 갈수록 엽

록소의 계절성이 뚜렸해진다. 또한 1998-2005년 기간 중의 북태평양 전체 

해역의 엽록소의 경년변동은 매우 크고 대략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ENSO

와 유사하거나 반대인 형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형태, 단기적으로 증감이 

반복되는 형태가 그것인데 이러한 변동요인이 나타나는 기작은 아직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않다. Behrenfeld et al. (2006)은 El Nino 시기에 성층이 

강해지는 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절성 

및 경년 변동의 형태가 나타나는 기작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 연구선의 운항항적을 따라 해양대기와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연속측

정함으로써 연구해역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 펌프를 통해 실험실로 끌어올려진 표층해수를 이용해 이산화탄소 분포 

분석에 필요한 수온, 염분 및 영양염, 총무기탄소, 엽록소 등의 항목을 분석

하기 위한 채수를 병행할 예정임. 

나. 연구 추진 방법 

(1) 연구형태(단독, 국제공동, 연구분야간 등으로 구분)

- 조사해역에 인접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FSM), 필리핀, 팔라우, 대만, 

일본, 미국 등과 국제공동과제 개발을 추진한다. 

- 기본적인 연구형태는 본 연구팀에서 단독과제 형태로 수행하되, 일부 시료

채집방법 및 시료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다.   

- 대한해협과 남해, 동중국해 현장관측은 일본 (큐슈대/나가사키대) 및 중국 

(SOA)와 국제공동, 국내 대학과 공동연구를 한다.

- 연구 계획을 국제공동 프로그램 (CLIVAR) 등에 등록, 홍보하여 관심 있는 

외국 연구자들의 참여기회를 마련하며, 우리 연구원들도 외국의 현장조사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국제ARGO프로그램에 국가적 기여로 참여함. 우리나라의 국가적 기여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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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양연구원과 기상연구소가 2001년 이래 역할을 분담하여 왔으며, 2010

년도 이후에 한국해양연구원은 활성중인 ARGO 뜰개 관리의 범위에서 사업

을 유지함.

(2)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 해양물리 관측분야

- NOAA 위성 표면수온 수집 및 분석 

- TOPEX/Jason 위성 고도자료 및 조석계 해수면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관측 (CTD/ADCP) 및 자료처리

- 고해상도 순환모델결과와 전세계 해양자료 수집 및 분석 

- 기존모델 결과 수집분석 및 모델 수립 및 운영

○ 국제공동해양조사연구 (ARGO)

- 한국해양연구원(동해, 남극해)과 기상연구소(북서태평양, 동해)는 기관의 

장기비전과 기타 연구과제와의 연관성에 비추어 해역을 나누어 전지구해양

관측망 구축에서 일부를 담당함. 

- 한국해양연구원은 Argo 자료 활용 연구를 주도적으로 담당함.

- 기상연구소는 GTS망을 통하여 TESAC, BUFR 실시간 자료배포를 담당함.

-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기여분 전체 뜰개에 대해 DMQC를 담당함.

○ 물리모델 분야

- 사실적 기후모델 이외에도 이상적인 모델을 이용하여 북태평양과 한반도 주

변해역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 모델결과를 관측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 식물플랑크톤 및 박테리아 생태 분야

- 각 해역에서 수심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생물량, 생산력, 색소 분포 조사

- 각 해역에서 수심에 따른 박테리아 생물량과 생산력 조사

- 해역별 식물플랑크톤 및 박테리아 생태계 특성 파악 

- 위도 및 수심에 따른 DMS 생성 유전자의 분포 및 염기서열 조사

- 포항공대에서 측정된 DMS 및 DMSP 농도와 유전자 발현의 상관성 파악

○ 북서태평양 해양생태계 구조 및 변동성 연구

- 북서태평양의 중형동물플랑크톤 크기그룹별 생체량 제공

- 북서태평양 중형동물플랑크톤 1단계(2006년-2008년) 자료 및 2010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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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료 분석을 통한 군집 특성 및 연간 변동성 조사

○ 생태계 분야

- 생물군별 기존 결과(크기, 생체량) 수집 및 통합적 분석  

- 기채집 보관 중인 생물시료의 동위원소분석을 위한 활용   

- 북서태평양 및 대한해협에 출현한 난류 지표 동물플랑크톤 파악

○ 대한해협 해양환경 및 생태계 조사 분야

- 수온, 염분, POC, DOC 및 영양염의 시․공간적 분포 및 수심별 조사

- 식물플랑크톤의 시․공간적 분포 및 수심별 조사

- 미소동물플랑크톤의 시․공간적 분포 및 수심별 조사 

-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시․공간적 분포 및 수심별 조사 

- 젤라틴질 플랑크톤의 시․공간적 분포 연구

- 해양환경요인과 식물플랑크톤 및 미소동물플랑크톤과의 연관성 파악

- 해양환경요인과 동물플랑크톤과의 상호연관성 분석

- 식물플랑크톤의 수괴 지표종 탐색

- 동물플랑크톤의 수괴지표종 탐색

- 섬모충류의 수괴지표종 탐색

- 젤라틴성 플랑크톤과 환경요인(쿠로시오, 담수유입 등)과의 연관성 조사 

○ 기초생산 변화 예측 연구

- 순환 모델 팀과 협력을 통하여 혼합층의 특성과 기초생산에 대한 가설/모델

을 수립하여 관측된 엽록소 변동형태의 재현을 통하여 변동기작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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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수행 내용 및 방법     

가. 2단계 1차년도(2009)

년  차 연구/사업의 수행내용 구체적인 수행방법(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명 등)

2009

○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
- 북서태평양의 해황 분석, 북적도 

해류와 대마난류의 변동성 파악

- 북서태평양 유기탄소 침강플럭스 

정량화

- 북적도 해류와 대마난류의 변동성 분석을 위한 유속계 계류

- 북서태평양에서 시계열 퇴적물트랩을 이용한 유기탄소 및 생

기원물질의 플럭스 산출

○ 순환모델 연구
- IPCC AR4 모델결과에 나타난 북

태평양 자오면 순환 변화 평가

- 최근 자료를 분석하여 warm pool과 북태평양 자오면 대기 순

환과의 상관성 분석

- IPCC AR4 모델결과에 나타난 북태평양 자오면 순환의 변화 

평가

○ 쿠로시오수역과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부유생물 생태계 

구조의 상관성 분석 
- 2006~2008년 해양생물 표본 및 

자료 분석

- 생태계 구조 및 기능연구

- 북서태평양의 해역별 부유생물 

생태계의 군집구조 분석

- 먹이 추적자 (trophic lipid 

biomarker) 분석을 통한 주요 동

물 플랑크톤의 섭식생태 파악

- 북서태평양 및 대한해협 해양환

경 및 생태계 탐사자료 분석을 

통한 생태계 구조 및 상호 연결

고리 파악

- 해역별 저서-표영생태계 연관성

(Benthic-pelagic coupling)파악 

(안정동위원소 방법 활용)

- 2009년 현장조사자료를 이용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및 생산력 
특성 분석.

- 2006~2009 시료를 이용 시아노박테리아의 clone library 구축 
및 질소고정에 관련된 nifH gene의 분포특성에 관한 정보획득

- 2007~2008년 질소고정율을 분석 질소고정이 물질순환에 미칠 
잠재적 중요성을 파악

- 부유 원생동물 생물량 조사 : 각 수심별로 채수된 해수를 고정
하여 현미경하에서 계수하여 생물량 측정

- 부유 원생동물의 섭식률 측정 : 각 정점의 표층과 SCM에서 해
수를 채수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엽록소-a 농도의 변화로 섭
식률 측정

- 동물플랑크톤 시료 재분석을 통한 해역별 군집구조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2006~2008년 시료를 재분석하고, 군집구조 분
석을 통한 해역별 군집 특성을 파악

- 북서태평양의 연구해역에서 봉고 네트를 이용하여 위도별로 채
집된 시료에서 난수성 요각류 (Euchaeta와 Pleuromamma
spp.)를 동정하여 이들의 지방 및 지방산을 TLC-FID와 GC, 
GC-MS로 분리, 분석함 

- 생태계 구성원의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우리나라 주변해의 저
서생태계에 유입되는 표영생태계 내의 먹이 규명을 통한 저서
생태계 제한 요인 파악

- 2006~2008년 자치어 수집 자료 분석 및 자치어 유전자 분석  

○ 주변해 영향 및 변동성 연구
- 동중국해 대륙붕 해역에서의 내

부파와 연직혼합 특성 분석

- 북적도해류의 남북분지류와 쿠로

시오, 대마난류, 대만해류 등의 

수송량 상관성 분석

- 대한해협 환경, 부유생태계 모니

터링

- ADOS 부이에 의한 연직 수온구조 변동특성과

  ADCP에 나타나는 연직 유속구조의 변동성 분석 

- 수온구조와 내부파의 관계 및 변동 특성 분석

- 북태평양 고해상도 모델 실험 결과 분석에 의한 NEC 남북 분

지류와 중위도 해역 쿠로시오 해류계 수송량간의 관계 분석

- 대한해협에서 격월 모니터링 실시 

- 대한해협 해양환경/부유생물군집 분석을 통한 생태계 변동성 

파악

- 젤라틴질 플랑크톤의 시․공간적 분포 및 섭식 습성 연구

- 난류수의 영향을 받는 부유생물 개체군의 계절별 변동 연구

- 수온상승이 식물플랑크톤 성장 및 생화학적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원격상관성 연구
- 1997~2008년 SeaWiFS, MODIS 

해색위성자료와 SST, Wind, 광

량 등의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

화 및 분석

- 북태평양 엘니뇨신호와 남극해 

태평양-대서양 연결해역의 엽록

소 변동을 규명

- 북서태평양 대기-해양간 이산화

탄소 플럭스 정량화 

- 산호, 퇴적물 등을 이용한 고 해

양환경 복원 

- 북서태평양 열대해역 해수특성 기존 관측자료 분석 및 ENSO

와의 관련성 파악

-SeaWiFS, MODIS 등 해색위성자료의 시계열 자료 분석 및 데

이터베이스화 및 월별, 주간별, 일별 시간단위의 해색위성자료

로 정리

-엘니뇨 신호가 북태평양 이외의 해역에 전달되는지에 대한 분

석을 하기 위해 엘니뇨 신호와 해색자료 분석에 의한 남극해 

엽록소 변동간의 상호관계 파악

- 북서태평양과 동중국해에서 대기와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

정하여 대기-해양간 CO2 플럭스 산출 

- 쓰시마, 이끼섬 산호를 이용한 쓰시마해류역의 과거 수온 변화 

복원

- 퇴적물을 이용한 웜풀지역의 환경변화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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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2 차년도(2010)           

년  차 연구/사업의 수행내용 구체적인 수행방법(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명 등)

2010년도

(당해년도)

○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 
- 북서태평양 계류 관측을 통한 북

적도 해류 변동성과 유기탄소 침

강플럭스 정량화 분석

- 북서태평양에서 실시간 해양환경

인자 측정

- 기후변화 인자 관측을 위한 북서태평양 및 주변해역의 해양환

경 탐사 수행

- 북적도 해류와 대한해협의 대마난류의 연변동성 파악을 위한 

유속계 계류 지속 및 자료 분석

- 북서태평양에서 시계열 퇴적물트랩을 이용한 유기탄소 및 생

기원물질의 플럭스의 연변동성 분석

- 북서태평양에 자동해양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층해류, 해양

기상, 수온프로파일, 생지화학 인자 등을 측정하여 위성송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획득함

○ 순환모델 연구
- IPCC AR4 모델결과에 나타난 북

태평양 자오면 순환 변화 원인 

이해

- IPCC AR4 모델 결과에 나타난 난수풀 변화 특성과 북태평양 

자오면 대기 순환과의 상관성 분석

- IPCC AR4 모델결과에 나타난 쿠로시오와 북태평양 자오면 

순환과의 상관성 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쿠로시오

수역의 해양생태계  구조의 

변동성 연구 
- 기후변화인자 변동성에 따른 부

유생물 생태계와 환경변화간의 

연관성 연구

- 기후변화와 수산자원간의 상관성 

연구

-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의 변화, 생산성, 물질

순환 등의 변동성 분석

- 해류 순환 및 물리화학적 변동에 따른 동물플랑크톤 군집 구

조 변동성 파악

- 쿠로시오의 강도 변화에 따른 난수풀 해역과 주변해간의 원생

생물 지표종의 변동성 분석

- 수온 변화에 따른 부유생물의 생화학 조성을 분석하여 군집 

구조 조절 요인 파악

-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장기 변동간의 통계적 연관성 분석  

○ 주변해 영향 및 변동성 연구
- 동중국해 대륙사면 해역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및 물질의 

연직혼합 특성 연구

- 북적도해류와 동중국해 해류계의 

변동 상관성 연구

- 대한해협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요인에 따른 부유생물 군집의 연

변동성 연구

- 수층의 연직 열 및 물질혼합 특성 관측 및 분석

- 단순지형 수치모델를 이용한 기후변화 인자의 변동에 따른 저

층수의 용승/혼합과정 모의 및 해석

- 북서태평양 고해상도 순환모델 실험에 의한 동아시아 주변해

역 해양순환의 연변동 특성 모의 및 분석

- 대한해협 서수도에서 월별 생지화학 관측 실시 

- 주변해의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부유하위생태계의 먹이망 구

조 및 에너지 흐름의 변동성 연구  

- 한반도 주변해역의 대표 난류 외양종의 역할 및 우점시 기후

변화인자와의 연관성 분석  

- 쿠로시오 연변동이 젤라틴성 플랑크톤, 생태계의 기능/구조 등

에  미치는 연관성 파악 

○ 원격상관성 연구
- 북서태평양 대기-해양간 이산화

탄소 플럭스 정량화 

- 산호를 이용한 고해양환경 복원 

- 북서태평양과 동중국해에서 대기와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대기-해양간 CO2 플럭스 산출 및 연변동성 파악

- 산호를 이용한 쓰시마 해류 영향역의 과거 수온 및 강우변화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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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단계 3 차년도(2011)           

년  차 연구/사업의 수행내용 구체적인 수행방법(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명 등)

2011년도

○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 
- 북서태평양 종합 해양관측 수행

- 북서태평양 계류 관측을 통한 북

적도 해류 변동성과 유기탄소 침

강플럭스 정량화 분석

- 북서태평양에서 실시간 해양환경

인자 측정 및 해양 이산화탄소 

연속 모니터링 기법 테스트

- 기후변화 인자 관측을 위한 북서태평양 및 주변해역의 해양환

경 탐사 5월 수행

- 북적도 해류 종단면 3개 계류(subsurface) 정점 유지(자료 회

수 및 재계류)  및 시계열 퇴적물트랩을 이용한 유기탄소 및 

생기원물질의 플럭스의 연변동성 분석

- 열대 난수풀 해역(1정점): 실시간 표층 계류관측 실시-> 대기

센서 인터넷/위성 자료 송수신

- 해양내 이산화탄소 시계열 자료 생산을 위한 자동 모니터링 

장비(Pro Oceanus, PSI)의 자료생산 안정성 및 관측자료 품

질 분석

○ 순환모델 연구
- 북서태평양 태풍활동 장주기변화

- 북서태평양 계절내진동과 동아시

아 기후의 관련성 이해

- 북서태평양의 태풍 발생 및 진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장주기 변동을 분석. 태풍의 장주기 변동과 해양 생태 위성자

료와의 관련성 분석

- 북서태평양 계절내진동 성분의 기간별 발달 기작 비교 및 개

별 계절내진동의 합성도 분석, 계절내진동 발달 기작의 기여

도 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쿠로시오

수역의 해양생태계  구조의 

변동성 연구 
- 북서태평양의 미세생물 생산력/다

양성 및 식물플랑크톤 지표종 연

구

- 기후가스인 DMS의 농도 및 

  생성 박테리아 연구

- 북서태평양 부유생태계 군집의 

생체량 구조 및 잠재적 먹이구조 

해석

- 아열대성 난자치어의 분포와 북

방한계선 탐색

- 각 해역별 식물플랑크톤의 일차생산력 및 질소고정율을 조사

하고 지난 5년의 조사 결과를 합쳐 북서태평양 해역별 미세

생물 생산력 특징을 파악  및 차세대 분석기법을 적용 

cyanobacteria의 북서태평양 다양성 및 분포측성을 파악

- 다양성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정량화 방법을 이용하여 해역

별 DMS 생성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하고, DMS 농도, DMSP 

농도, 엽록소 a 농도 및 기타 환경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파악

- 북서태평양 부유생태계 군집의 생체량 자료를 취합하여 환경

구배에 따른 생체량 구조 특성을 파악하고, 해역에 따른 잠재

적인 먹이구조 특성을 비교하며. 이러한 생체량 구조 특성의 

연변화 여부를 파악

-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해역에 출현이 보고된 아열대성 난

자치어분포 자료 수집 및 실측자료와 문헌자료를 토대로 아열

대성 난자치어 분포특성을 분석하여 북방한계성 규명

○ 주변해 영향 및 변동성 연구
- 적도서태평양과 동아시아해역 순

환 계절변동 모의․분석 연구

- 동중국해와 쿠로시오의 해황변동 

특성 파악

- 잠재적인 지표종 목록 작성 및 

해역별 환경조건에 대한 지표종

의 반응특성 파악

- 대한해협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요인에 따른 부유생물 군집의 연

변동성 연구

- 대한해협 난류지표 종과 환경변

화 간의 상관성 분석

- 쿠로시오와 동중국해 육붕상의 해류계와의 상관성을 정밀하게 

모의하기 위해서는 1/5도 이상의 고해상도를 가지는 순환모

델 구조 설계 및 연변동과 계절변동을 고찰할 수 있도록 시공

간적으로 상세한 입력정보를 줄 수 있는 재분석자료를 활용

- NGSST, 기상/해양자료, 수산과학원 정선관측자료를 이용 계

절 및 경년변동의 공간구조 특성 분석 및 Kuroshio 수계와 

남해 수계와의 상관성 검토

- 쿠로시오 이동경로에 위치한 각 해역의 동물플랑크톤 중 광범

위한 분포능력을 가진 종 목록 작성 → 난류종 중 우점 분류

군을 대상으로 목록 구성, 해역 별 특성 비교 및 환경변화 지

시종 선정을 위한 종 분석방법개발

- 대한해협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환경특성을 파악하고 부유 생

태계의 구조 및 특징을 파악, 지표 개체군의 출현의 계절별 

변동성을 파악을 통해 북서태평양의 환경변화 (웜풀 확장 등)

외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부유생태계 변화의 예측 

능력을 강화

○ 원격상관성 연구
- 동중국해 염분 변동과 ENSO와의 

관련성 규명

- 북서태평양 해양 이산화탄소 분

포 특성 분석 및 해양-대기 이산

화탄소 교환량 산정

- 과거 해색위성자료를 이용한 북

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해역의 

엽록소 및 일차생산력 변동의 상

관성 분석

- 양자강 관측유량, 중국 동부 강우량, Nino3.4 인덱스 간의 지

연상관관계 분석

- 연구선의 운항항적을 따라 해양대기와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연속측정함으로써 연구해역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

- 북태평양은 중위도-고위도로 갈수록 엽록소의 계절성이 뚜렸

함으로 계절성 및 경년 변동의 형태가 나타나는 기작을 밝히

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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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연구동향 

∙ 1994년에서 1999년까지 ‘쿠로시오 해역과 동중국해 순환연구와 동중국해 북서

부해역의 해양순환 연구’를 수행하여 동중국해 사면역에서 쿠로시오의 변동과 

물성변화, 큐슈서방에서의 쿠로시오 분지과정, 제주난류의 특성, 양자강 유출수의 

거동, 황해와 경계역에서의 교환특성 등을 해석함. 영양염의 중요한 공급과정이 

대륙붕 단에서 저층수의 용승 등 해수와 물질의 혼합과정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한국해양연구소, 2000).  

∙ 국내의 해양순환모델링 기술은 현재 한반도 주변해역과 동아시아 및 북서태평양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였다. 또한 해양 순환과 특성의 계절 변

동을 양호하게 재현하는 수준이다(조양기, 2009, 한국해양학회 추계발표).

∙ 특히 현재 북태평양의 장주기 변동 특성 및 열대 태평양-북태평양의 표층온도에 

대한 장주기 변동 특성 연구가 있다(Yeh and Kirtman 2008).

∙ 비교적 최근에야 온난화와 관련하여 북태평양 해양혼합층깊이 장기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Yeh et al. 2009).

∙ 2000년 초부터 동중국해 해역에서 하위 생태계 전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

으며, 2006부터 대양 사업의 1∼2단계 연구를 통해 서태평양 해역에서 생태계의 

구조 및 생산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해역간 상관관계 및 경년 변

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북서 태평양해역에서 원생동물 생태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바 없으며, 

동해, 동중국해 및 황해에서 원생동물 생태을 통한 먹이망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

었다.

∙ 국립수산과학원은 1960년 초부터 한국 연근해역에서 격월로서 정선해양관측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에 의하여 동해, 황해, 남해에서의 동물플랑크톤 

장기변동 특성에 대하여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Rebstock and Kang, 2003; 

Kang et al., 2000).  

∙ 한국해양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동중국해 해양생태계 변동 예측 연구를 2003

년부터 수행하고 있는데, 해양환경 변동에 따른 생물자원 변동과정과 생태계 모

델링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 한국해에서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다양한 난류어종들의 기록이 증가하고 있고, 

연안에서는 정착성 난류어종들의 산란과 분포의 북방한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 1965년부터 2000년까지 수행된 해양조사를 통해 한국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주변해역의 세 해역(황해, 동해, 남

해)은 각 해역의 해류와 전선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Rebstock and Kang, 2003). 그러나 생물량 변화만 언급되었을 뿐, 생물량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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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주도하는 구체적인 정보, 즉 분류군 혹은 종 수준에서의 변화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박 등(1990)에 의해 남해에서 수괴특성에 따라 지표종이 선정된 바 있고 강은 

대마난류 지표종으로 두 그룹을 선정한 바 있다. 예)박 등(1990)- 연안 냉수 지

표종: Acartia clausi(오동정 가능성) 와 Centropages abdominalis, 연안 난류

수(neritic warm water) 지표종: Temora discaudata와 Centropages 

furcatus, 해양난류 지표종: Pleuromamma gracilis, Undinula darwini, 

Calocalanus plumulosus, Calanopia elliptica (박 등, 1990); Kang (1992)- 

1 그룹(Nannocalanus minor, Cosmocalanus darwini, Eucalanus subtenuis, 

Eucalalnus crassus, Euchaeta plana, Euchaeta concinna, Euchaeta marina, 

Scolecithrix danae): 제주도와 대마도사이의 근해에서 겨울과 봄에 수온이 13～

14°C인 곳에서, 여름과 가을에 수온이 20°C 이상에서 출현. 2 그룹

(Canthocalanus pauper, Undinula vulgaris, Calocalanus pavo, Calocalanus 

plumulosus, Acrocalanus longicornis, Acrocalanus gracilis): 겨울과 봄에는 

발생하지 않고, 여름과 가을에 첫 번째 그룹과 유사하게 출현한다.

∙ 북서태평양의 warm pool 의 세력변화와 관련된 대한해협에서의 해양생태계 변

동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으며, 독립적인 연구들만이 간헐적으로 이루어 졌

다. 

∙ 최근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이 증가하면서 해파리류와 살파류와 같은 젤라틴성 플

랑크톤의 출현이 자주 보고 되었고, 아울러 아열대성 어류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

다. 

∙ 기후변화 중 기상요인이나 물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으나 이를 생태계 변화와 연결하는 연구는 별로 없다.

∙ 해양의 이산화탄소 분포에 대한 관측과 연구는 1990년대 중반 한반도 주변해역

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양관측과 매우 드물게 간

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선 원거리 이동중 관측 등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국내의 

해양 이산화탄소연구는 한반도 주변해역에 한정되어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 2 절  국외 연구동향

∙ 일본의 경우 장기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및 해양의 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동중국해의 해양환경 특성 규명을 위해 JAMSTEC, 큐슈대, 가고시마대, 나

가사키대 등이 모니터링, 수치모델링, 역학규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일본은 또한 고해상도의 전지구 대기-해양접합모델실험을 통해 IPCC에 기후변

화실험 결과를 제출하고 제4차평가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으며, 대기-해양 지역접

합모델을 이용하여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래 해양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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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열대 태평양과 북태평양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해양-대기 

teleconnection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관측자료 분석, 모델 실험 등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다(Alexander et al. 2002).

∙ 북태평양 해양혼합층깊이의 장기변화는 재분석자료 또는 관측 자료로 주로 과거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태평양 규모 해양혼합층깊이의 구체적인 공간분

포 및 시간변화, 그리고 그 원인에 고찰은 매우 부족하다(Carton et al .2008).

∙ 북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쿠로시오 해역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일차생산자의 생

물량, 주요 식물플랑크톤 군집 구조와 생지화학적 파라미터에 대한 영향이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IPCC 자료와 3-D ecosystem model 등을 활용해 연구되었다

(Hashioka & Yamanaka, 2007; Aoyama et al., 2008; Hashioka et al., 

2009).

∙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는 1949년부터 지금까지 CalCOFI 프로그램을 수행하

여 플랑크톤의 장기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또는 ENSO와 같은 단기 

변동과 관련하여 해양 생태계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Bograd et al., 2003).

∙ 기후변화와 관련한 해양생태계 변동에 대한 국외 연구는 국가별로 장기적인 해양

관측 모니터링을 통하여 얻어진 하위영양준위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일본

은 모니터링을 통하여 얻어진 하위영양준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

된 해양생태계의 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Chiba and Saino, 2003). 

캐나다는 Line P에서 얻어진 장기적인 동물플랑크톤 자료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가 북동태평양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Mackas et al., 1998). 또한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동물플랑크톤 장기 시계열 자료를 비교하는 연구 수행하였

다(Mackas and Beaugrand, 2009).

∙ 전지구해양생태계연구(Global Ocean Ecosystem Dynamics 

Project-GLOBEC)프로그램은 1998년부터 2009년 까지  세계 주요해역 

(Southern Ocean, Bering Sea, Georgia Bank, Barent Sea, Northeast 

Pacific  Ocean 등)에서 기후변화/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를 이해

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다.

∙ IMBER는 GLOBEC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기후변화가 먹이망 (end-to-end 

food web)의 구조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먹이망과 생지화학적 순환과의 상호

관계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에 의한 과학프로그램(Climate Change and 

Carrying Capacity)이 2008년도에 끝나고 2009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국제해양

프로그램인 FUTURE (Forecasting and Understand- ing Trends, 

Uncertainty and Responses of the North Pacific Marine Ecosystems )가 

출범함.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따른 북태평양 해양생태계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자국의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프로그램(예, CalCOFI, 

Line-P, HOT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 조사를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및 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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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해양생태계 모델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 난자치어의 종조성 변화를 (준)실시간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 북동적도 태평양에서 엘니뇨( )와 라니냐( )에 따른 수온약층 깊이

와 표면혼합층의 두께의 변화에 따른 영양염의 변화, 식물플랑크톤 및 동물플랑

크톤의 위도별 변화에 대한 연구가 jGOFS study(1992~1994), EBENE 

cruise(1996)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류 부근에서 연안역 용승과 관련된 연구

(1997~1999)를 통해 수행되었다.

∙ 북적도 태평양에서 기후변동과 관련된 해류의 변동이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따

라 세기가 다르고, 이와 관련된 북적도 반류의 변화가 CalCOFI region에 영향을 

주어 캘리포니아 연안 생태계 구조 및 기능이 바뀜을 보고하였다. 

∙ 최근에 와서 기후변화가 생태계나 수산자원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의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PICES와 ICES는 이러한 목적으로 공동으로 작업반을 만들

어 IPCC 5 이전에 결과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PICES-ICES-FAO 가 공동

으로 2010년 4월 Sendai에서 개최한 심포지움은 이러한 방향의 연구의 중요성

을 보여주고 있다.   

∙ 1960년대 후반부터 대양의 이산화탄소 분포에 관한 연구기 시작되었으며, 1980

년대 후반이후 JGOFS, WOCE, GLOVEC, GCP 등 다양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전지구 규모의 관측으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에 주력하였다.

∙ 가까운 일본에서는 북서태평양의 고정관측선에서 십여년 이상 정기적으로 독립적

인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에

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는 Bermuda Atlantic Time-series Study(BATS)나 

Hawaii Ocean Time-series(HOT)와 같은 연속 모니터링 사이트 운영을 통해 

장기간의 연속관측자료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http://bios.edu/research/bats.html, http://hahana.soest.hawaii.edu/hot/hot_ 

jgofs.html).

제 3 절 현재까지의 연구개발 현황 

 

∙ 1995년 CREAMS PROJECT를 통해 동해의 물리적 환경 조사가 수행되었고, 이

후 한․러․일 3국 공동으로 수행된 CREAMS PROJECT Ⅱ 에서는 동해로 유입되

는 해류의 지표로서 대한해협의 물리적 환경의 시․공간적 변동에 관한 연구가 수

행되었다

∙ 1999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엘니뇨가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기획연구가 있었다.  

∙ 2004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 계획' 을 수행했다.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가 하위영양단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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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연구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해양관측에서 얻어진 동물플랑크톤의 생

체량 자료와 4개의 대분류군에 대한 개체수 자료를 기초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연구자에 의한 연구는 제한된 과거자료를 분석하여 수 십년 동안의 해양환경 

자료(수온, 염분 등)와 상관성을 찾거나, 해역별 생태계 특성을 기술하는데 국한

되고 있다.

∙ 국내에서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들은 회고적 방법(retrospective 

analysis) 에 주로 의존되어왔고, 현장자료가 있다 해도 의미있는 영양단계를 대

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므로 생물들 간의 상호관련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로 인

해 대상 생물의 장기간 변동의 원인 규명 시 주로 문헌을 통해 해석하게 되는 한

계성을 드러냈다. 

∙ 자치어는 발생단계별 형태변화가 심하여 종 분류가 매우 어렵고, 종에 따라서는 

분류가 거의 불가능한 것도 많다. 어란의 경우 자치어보다 종을 분류할 수 있는 

형태형질은 물론 관련 문헌이 적어 일부 종을 제외한 대부분은 종 분류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선진국에는 어란과 자치어의 종 분류에 분자생물학적 

기법의 도입이 활발한 실정이다. 연구 대상 어종들은 주로 상업적 가지치가 큰 

뱀장어류(Aoyama et al., 1999; Aoyama et al., 2001), 다랑어류(Chow et 

al., 2003), 금눈돔류(Akimoto et al., 2002), 명태(Aranishi, 2006), 매퉁이류

(Shao et al., 2002) 등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난류어종들의 성어의 출현 기록과 북방 한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 열대와 아열대 종들에 대한 난자치어의 북방한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 북서태평양에서 자치어들이 쿠로시오 해류에 의한 확산과 이동에 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 북서태평양 난수해역에서 상업적 가치고 높은 어종(뱀장어)의 산란장 탐색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대한해협은 대마난류와 동한한류 그리고 동해고유 냉수의 용승이 존재하는 복잡

한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역으로, 대마난류의 변화가 국내 연안 해역에 미치

는 영향을 선택적으로 정량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쿠로시오 해

류에서 분지된 대마난류의 정량화가 용이한 대한해협의 서수로 지역에서의 관측

을 통하여 쿠로시오 해류의 세기 변화에 의한 국내 연안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가능하다.

∙ 순환모델, 생태계 모델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들 결과를 결합하여 기후변화-생

태계-수산자원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별로 없다. 

∙ 2000년대에 들어서 서태평양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2001

년부터는 인도네시아 서태평양해역 조사연구를 통해 서태평양의 Ayu Trough 지

역에서 해저면의 확대축을 따라 심해 지역 생태계를 조사하여, 심해 생물시료를 

확보하였다.

∙ 1957년 미국 하와이의 Mauna Loa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모니터링이 시작되

었으며, 이후 대기중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의 농도 증가가 알려지면서 전세계

적으로 수십개의 대기 온실기체 모니터링 정점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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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80년대 후반부터 초기 미국의 관측 시스템의 도움으로 국내 대기 이산화탄

소 모니터링 정점을 서울대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체적인 관측 시

스템으로 서울대와 기상청 등에서 대기 온실기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 한반도 주변해역 및 북서태평양 표층의 이산화탄소 분포에 대한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측시기 중 동해역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을 산정하

였다. 그러나 해양의 이산화탄소 분포와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은 해양환

경요인 변화에 따라 변동이 크게 나타나므로 다양한 환경조건하에서의 관측자료 

누적이 필요하다.

∙ 주상시료 퇴적물에 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많이 있었으나, 

쿠로시오 유입역사 및 유입 이후의 생산력 등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 변화에 관한 

결과는 찾기 어렵다. 또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DSDP program 등 을 통한 지역적

인 고기후 복원 연구의 예는 있지만, 쿠로시오의 경로를 따른 체계적인 퇴적물의 

획득을 통한 종합적인 고기후의 복원 노력은 부재하다.

∙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대한해협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faviid 산호가 고기후 복원에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Hyeong et al., 2008. 

Shimamura et al., 2008).

∙ 최근 약 6500년 전부터 쿠로시오가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본 사업 결과로 발표되었다(Lim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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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해양환경 모니터링

1. 2010년 대양 종합 탐사 수행

북서태평양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쿠로시오 해류의 기원지

로써, 한반도 주변 해역의 기후·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 수산자원 변동, 기상 이

변 등의 기원을 이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본 사업에서

는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하 대양연구)를 수행하기 위

하여 2010년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선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실해역 탐사를 수행하였다(Fig. 3.1.1.1.). 탐사 기간 동안 Table 

3.1.1.1. 에 기술된 것처럼 해양탐사를 1과 2항차로 나누어 조사를 수행하였다. 1

항차는 물리관측 및 해양대기표층 실시간 모니터링 부이 설치를 주요 탐사하여 이

루어 졌고(Table 3.1.1.2.), 2항차는 물리관측, 지화학측정, 대양생태계 시료 채집

의 세부 항목들에 대하여 Guam을 출발하여 북서태평양의 열대해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의 거제 장목까지 종합 탐사를 수행하였다(Table 3.1.1.3.). 금변도 대양탐사

에서는 총 75개 정점에서 관측이 이루어졌고, 16개 정점에서 생태계 관측이 수행

되었으며, 1개 정점에서 해양-대기 실시간 모니터링 부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3

개 정점에서 해류 및 침강 유기물 퇴적물을 관측하기 위한 심해 계류를 하였다. 

금년도(5차년도) 대양탐사는 2009년도 탐사와 마찬가지로 적도 및 북적도 해류

계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탐사가 구성되었으며, 사업 1단계부터 종합해양관측 

측선으로 유지되어 오던 135°E POSEIDON 정선의 Jason 인공위성의 cross 

track 상에 심해 계류 관측 시스템을 1개 추가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심해 계류 

모니터링 정점을 총 3개 정점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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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내용 세부  내용

탐사기간 
* 1항차 : 2010. 5. 14. - 5. 25. (12일간)

* 2항차 : 2010. 5. 26. - 6. 12. (18일간)

탐사지역 * 남해-서태평양-동중국해-남해(Fig.3.1.1.1) 

총 항해거리 * 4700mi (~ 8600km)

해양물리탐사

* CTD/LADCP : 57개 정점

* 심해유속계 계류 : 3개 정점

* 해양-대기 종합관측부이 : 1개 정점

* 표층뜰개 : 20 개 투하(NOAA/AOML, 국제협력)

            (Table 3.1.1.4)

지화학 측정
*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측정

* 해수 중 침강 유기물 측정: 2개 정점

해양생태계조사

* 식물플랑크톤 : 16개 정점

* 원생동물 : 16개 정점

* 동물플랑크톤 : 16개 정점

* 난자치어 : 16개 정점

Table 3.1.1.1. Observation contents of 2010 POSEID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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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 Stations for the observation of physical properties by R/V Onnuri 
during the cruise from May 14 to Jun.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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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2. Observational locations, depth and time of each station during the 
1st cruise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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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3. Observational locations, depth and time of each station during the 2nd

cruise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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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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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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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 Drifter
Id

deloyment
(UTC) 

yymmdd  
hhmm 

Latitude(N) Longitude(E) Depth(m) Station

1 90484 100517 1548 21°22.642′ 139°31.838′ 4671 G01

2 90482 100518 0210 20°12.054′ 139° 5.960′ 4451 G04

3 90483 100518 1355 19° 0.236′ 140° 1.548′ 4399 G07

4 90462 100519 0125 17°48.383′ 140°15.476′ 4813 G10

5 90464 100519 1202 16°36.320′ 140°30.118′ 4722 G13

6 90460 100519 2224 15°24.047′ 140°44.023′ 4877 G16

7 90463 100520 0831 14°12.011′ 140°58.182′ 4874 G19

8 90461 100520 1600 13°23.995′ 141° 8.166′ 4596 G21

9 90480 100523 0312  9°50.795′ 151°34.162′ 5363 SM

10 90481 100523 0312  9°50.795′ 151°34.162′ 5363 SM

11 90475 100528 0937 13°31.836′ 136°03.803′ 5024 F10

12 90479 100529 0526 14°40.574′ 135°36.988′ 4886 F7

13 90455 100529 2200 15°29.702′ 135°18.456′ 4391 F5

14 90456 100530 1223 16°17.520′ 135°02.425′ 4073 F3

15 90477 100531 2019 17°11.873′ 134°35.861′ 5273 F1

16 90478 100531 1435 17°54.370′ 134°20.886′ 5630 P2

17 90458 100602 2312 19°02.487′ 133°52.967′ 5944 P5

18 90459 100605 1021 20°11.960′ 132°43.645′ 5987 P8

19 90457 100606 0316 21°00.201′ 132°38.613′ 5958 P10

20 90476 100606 0724 21°22.741′ 132°38.562′ 5345 PM3
(P11)

Table 3.1.1.4. The inventory of the deployed ARGOS surface drifter in the western 
Pacific un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AOML/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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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물리 특성

가. 해양-대기 실시간 모니터링 부이 시스템 구축

북서태평양 열대해역의 해양/기상 변동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업에서는 2010년 5월 22일에 마이크로

네시아 축주의 북부 해역 09°47.43′N, 151°41.23′E (Fig. 3.1.1.1.)에 해

양/기상 실시간 모니터링 표층 부이를 설치하여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표층 부이의 구조는 직경 3.5m의 부이체, 센서부, 전원부, 함체부로 구성이 되

어 있다(Fig. 3.1.2.1.). 센서부는 부이 상부에 기상 관련 풍향․풍속계, 기온, 상대

습도, 강우량과 태양복사량을 관측할 수 있는 기상관련 센서와 부이 하부 수중 

해양 관측을 위한 CO2 센서, 표층 유속, 수심별 수온․염분을 관측할 수 있는 해양 

센서로 구성되었다. 수중의 수온․염분 관측은 수심 5m, 20m, 50m, 100m, 

150m, 400m에서 관측하며 수심 150m 와 400m 수심의 C-T 센서에는 추가적

으로 압력센서가 있어 압력센서가 없는 상층 수심층 자료에 대한 수심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센서들의 관측주기는 기상부는 기본적으로 1분이고, 해양부는 

10분이다. 전원부는 6V의 충전용 밧데리팩을 태양전지판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전원은 센서부의 소요 용량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요부별로 

독립되어 있다. 

실시간 해양/기상 모니터링 부이의 두뇌에 해당하는 함체부는 수중의 C-T센

서 자료를 수신하는 Inductive Modem, 관측된 자료를 저장 및 처리하는 

Datalogger, 위성 송신하는 ARGOS 위성 단말기로 구성되어 있다. 관측된 모든 

자료들은 Datalogger 에 10분 간격으로 저장이 되며, 이 자료들로부터 1시간 간

격의 평균 자료를 재생산하여 위성단말기로 보낸다.  Datalogger 에는 기본적으

로 최근 6시간 동안의 1시간 평균 자료들이 임시로 저장되어 있어서 ARGOS 위

성이 부이 해역을 통과할 때, 이 6개의 자료셋이 위성으로 송신된다. 매 송신 시

각에 6시간 자료를 송신하는 이유는 ARGOS 위성의 부이 통과시각이 일정하지 

않은 것과  통과시간의 길이가 다름으로 인하여 1개의 자료를 보내는 경우 불규

칙하게 시간 결핍 포인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ARGOS 본사에서 수신

된 부이 자료는 한국해양연구원의 ftp 서버로 1시간에 한 번씩 전송되어 최종적

으로 사용자에 의한 자료 획득이 완료된다(Fig.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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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내용 세부  내용

실시간 관측

* 기상 - 풍속, 풍향, 기온, 습도, 대기압, 일사량, 강우량
* 해양 - 표층유속, 표층CO2, 
          수온(5,10,20,50,150,400m),
          염분(5,10,20,50,150,400m)
          압력(150, 400m)

자료 주기 * 관측 주기  매 10분 간격

자료전송주기 * 매 1시간 평균 자료를 1시간 간격으로 전송

전송방법 
* ARGOS-2 시스템 이용(현장에서 프랑스로 전송)
* 1회전송시 이전 6시간 자료 전송(통신불량 해소 차원)
* FTP 이용 프랑스에서 KORDI로 전송

Table 3.1.2.1. The summary of the oceanic and meteorological  real-time 
monitoring system. 

Fig. 3.1.2.1. Diagram and sensors of the oceanic and meteorological 
real-time monitoring system constructed at the north off Chu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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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 Results observed  by the oceanic and meteorological 
real-time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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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양 탐사에 의한 해수 물성 및 상층 해류 관측

(1) 해수물성  및 지형류 분포 구조 

2007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북서태평양의 경도 135°E에 위치한 POSEIDON 

정선을 중심으로 관측한 해수물성 분포구조를 Fig. 3.1.2.3. 에 나타내었다. 

표층은 전반적으로 29℃이상의 고온수가 존재하며, 수온약층은 20℃ 등온선을 

중심으로 약 200m 층을 전후하여 나타나고 있다. 수온약층에서 나타나는 등온선이 

표층으로 outcropping 하는 해역은 관측 시기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모든 관측 

시기에서 약 위도 20°N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8년은 위도 18°N에서도 

나타났다. 등온선이 표층으로 상층하는 해역은 동향하는 해류 성분이 출현할 수 있

는 물리적 역학을 만족하게 된다. 6~9℃의 저온수는 고위도로부터 저위도 남하하

는 형태이다. 중층의 고염수는 수온약층을 통하여 저위도로부터 연구해역으로 유입

된다.

subsurface layer의 250m 상층의 염분 34.84psu 이상의 고염부 해수는 수온 

19 이상의 수층에 존재한다. 표층은 subsurface layer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염수

가 분포하고, 저위도의 subsurface layer의 high-salinity water의 염분이 더 높

은 것으로 보아, 고염해수는 저위도로부터 고위도로 확산되는 구조이다.  

mid-layer의 low salinity water는 고위도로부터 저위도로 확산되는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수온 6~9℃의 수층에 존재한다. 

염분수직 구조를 보면, Okhotsk Sea Kuril Basin에서 생성되어 Kuroshio 

Extension 지역을 거쳐 북서태평양의 subtropical gyer로 유입된 염분 34.2 psu

를 갖는 North Pacific Intermediate Water(Yasuda, 1997)가 등밀도 26.6~26.9

σθ를 따라 계류 정점 북쪽에서 유입된다. 2008년과 2010년은 intermediate 

layer에서 NPIW가 17.5°N까지 위치하며, 2009년은 NPIW의 남쪽으로의 확장이 

18.50°N이다. 수심 150~200m 층에는  강우량을 초과하는 증발량에 의해 생성

된 염분 34.9 psu 이상의 core를 가지는 subsurface salinity maximum water 

mass가 존재하며, NPIW가 상대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2009년에 계류정점의 남쪽

해역에서만 나타났다. 이 subsurface  salinity maximum water mass는 이 지역

에서의 precipitation을 초과하는 evoporation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Qiu and 

Joyce, 1992) 이 해역에서의 NEC의 고위도로의 확장 세기에 의해 intermediate 

layer의 NPIW와 subsurface의 salinity maximum water mass의 분포 면적이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관측된 해수의 수온과 염분으로부터 지형류를 계산

하였다(Fig. 3.1.2.4.). Fig. 3.1.2.3. 에서 수온약층의 등온선이 표층으로 상승하는 

해역은 지형류 계산 결과 동향성분이 존재하였다. POSEIDON 관측선에서 2008년

은 위도 12.5°N, 13.75°N, 15°N, 18°N, 2009년은 15°N, 16°N, 20°N, 

2010년은 14.75°N, 17~18°N, 19~20°N의 상층에서 동향류가 관측되었고, 나

머지 대부분의 해역에서는 서향류가 나타났다. 매년 공통적으로 위도 약 15°N 해

역을 중심으로 동향성분이 존재하였으며, 2008년과 2010년은 18°N, 2009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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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은 20°N에서 각각 연구 단면을 횡단하는 동향류가 관측되었다. 특히 위도 

18°N 및 20°N의 동향류는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Subtropical countercurrent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형류 계산으로 추정된 STCC를 검증하

기 위하여 위성 SSH로부터 계산한 지형류 장기 결과를 3.2.라에서 추가적으로 분

석하여 STCC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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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 Vertic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along the D-line and F-line (POSEIDON line) during 2007, 
2008, 2009, and 2010 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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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Vertical distribution of geostrophic current speed along the 
D-line and F-line (POSEIDON line) during 2008(upper), 2000(middle), 
and 2010(lower) 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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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층 해류 분포 구조

2009년과 2010년에 POSEIDON 관측 정선을 탐사하는 동안 ship-mounted 

ADCP 150kHz로부터 관측된 상층의 수직 해류 구조를 Fig. 3.1.2.5. 과 Fig. 

3.1.2.6. 에 각각 도시화하였다. 

2009년에 수온염분으로부터 관측된 지형류 성분에서 동향류가 존재한, 위도 

15°N와 위도 20°N에서 표층으로부터 ADCP 관측 범위 안(수심 300m 층까지)

에서 대체로 20 cm/sec 이상의 북동향류가 관측되었고, 위도 25°N와 28°N에서

는 북동향하는 Kuroshio가 관측되었다. 위도 28°N의 동중국해에서는 쿠로시오의 

세기가 100cm/sec 이상이다. 

2010년의 대양탐사는 POSEIDON 관측정선의 약 5°(600km) 동쪽에서 1항차 

탐사가 수행되고, 이어서 POSEIDON 정선의 본 탐사(2항차)가 수행되었다. 

POSEIDON 정선에서는 17°N와 21°N 중심에서 북동향하는 해류가 관측되었다, 

위도 17°N의 북동향류는 약 20~24cm/sec 이나, 위도 21°N 해역은 

40~45cm/sec로 2 배 정도 강한 해류가 존재하였다. POSEIDON 정선의 동쪽에서 

관측된 1 항차의 ADCP 결과는 위도 19°N 해역에서 약 20 cm/sec의 북동향류

가 관측되었다. 이는 해류의 방향과 속도로 볼 때, 135°E의 17°N에 존재하는 

북동향류가 북동진하면서 나타난 해류로 판단된다. 본 정선의 위도 22°N를 중심

으로 나타나는 동향류는 135°E의 위도 21°N에서 나타난 해류의 연장 축으로 판

단할 수 있다. 

Fig. 3.1.2.5. Vertical distribution of the current speed observed from the 
ship-mounted ADCP 150 kHz along the D-line and F-line (POSEIDON 
line) during 2009 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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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6. Vertical distribution of the current speed observed from 
the ship-mounted ADCP 150 kHz along the G-line and POSEIDON 
line during 2010 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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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 북서태평양 해류 관측

열대서태평양 해역에 Long-Ranger ADCP 75kHz 해류계를 위도 15°48.37'N 

경도 134°37.97'E에서 2007년 10월 28일부터 2010년 12월 25일까지 3회에 

걸쳐서 약 789일간 계류하여 장기 해류 자료를 취득하였다(Fig. 3.1.2.7.). 계류된 

LR-75 ADCP의 bin depth는 16m 간격이며, 관측주기는 1 시간 간격이고, 관측 

유속은 1 시간 동안 10개의 ping을 앙상블 평균한 결과이다. LR-75 ADCP는 수

심 500m 층에 계류하여 상층을 관측할 수 있도록 I-type으로 설치하였으며, 

2007년 10월의 최초 계류시에는 해류계가 평균 525m 수심에, 2008년 6월에는 

697m, 2009년 6월에는 495m에 계류되었다. 최근에 계류한 LR-75 kHz ADCP

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적인 문제로 recovery 하기 전인 2009년 12월 25일에 

장비의 작동이 멈추어 있었다. 

(1) 정점 M1에서의 해류 관측(2007.10~2009.12)

아열대 해역의 계류 정점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관측된 해류를 

10일 butterworth low-pass filtering 한 결과, 수층별 평균해류 성분을 보면, 

meridional 성분은 수심 200m 층에서 0.45±9.2 cm/s에서 수심 450m 층에서는 

0.17±4.1 cm/s 로 매우 약한 북향성분을 보이고 있으나, zonal 성분은 수심 

200m 층에서 약 -7.9±9.7cm/s 에서 수심 450m에서는 -4.0±4.0 cm/s로 감소

하나, 전반적으로 서향하는 해류 성분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관측 기간 동안 zonal component와 meridional component의 변동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meridional 성분은 남북방향의 주기적인 변동이 뚜렷하게 존재하

는 반면에, zonal 성분에서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westward flow가 

continuos 하게 나타났다(Fig. 3.1.2.7.). 또한 수심 200m 층의 해류에 대한 

spectrum 결과 zonal component에서는 50~60일 주기, meridional component

에서는 38~43일 주기에서 각각 peak를 보이면서 meridional component보다 

zonal component 의 변동 주기 길었다(Fig. 3.1.2.8.). 

이런 해류의 변동 원인은 계류 정점의 고위도 해역에서 영향을 주는 동향류 성

분이 춘계에만 일시적으로 남쪽으로 남하하고, 전반적으로 서향하는 해류가 폭 넓

게 분포하고, NEC 북쪽 해역에서 eddy activity 및 NEC주축으로부터의 소규모성 

branch 등에 의해 해류의 남북 성분의 변동이 더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류의 zonal 성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서향하는 해류가  존재하며, 하계 및 추계

에는 서행류 성분이 강해지고, 동계 및 춘계에는 중층에서 동향류 성분이 강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시기적으로 2008년 4월부터 1000m 의 상층에 출현한 강한 서향류 성분은 

2008년 10월 까지 지속되었고, 이후 점차 세기가 약해지면서 서향류 성분이 나타

나는 수심층이 상층으로 상승하였. 반면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 사이의 

5개월 동안의 수심 500m~1500m의 중층에서 지속적인 동향류가 관측되었으며, 

2008월 12월에서 2009년 5월 사이에도 이 층에서 동향류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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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dional 성분은 zonal 성분에 비하여 복잡한 해류 변화를 보인다. meridional 

성분은 수심 1000m 상층에서 남북방향으로의 해류의 역전 현상이 1~2개월의 주

기로 반복적으로 존재하며 1000m 이하의 하층에서는 추계 및 동계에 해당하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 2009년 2월부터 2009년 5월 사이의 두 시기에 

북향성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하계 및 추계에는 남향 성분이 지속된다.

Fig. 3.1.2.7. Butterworth-band filtered current velocities observed by 
Long-Ranger ADCP at station M1 during from Oct., 2008 to Jun., 2010. 
The Upper is zonal-components and the lower is meridional-components. 
The red colors represent the eastward and northward velociti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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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8. Spectrums of zonal and meridional components of current 
velocities at 200m layer on station M1 (left) and ocean-atmospheric 
indexes (right).

(2) 정점 M2 에서의 해류 관측(2009.6~2010.5)

금년도(2010년)에 회수산 정점 M2는 위도 13°32‘N 경도 136° 03’E의 

North Equatorial Current 해역에 위치한 정점으로, 2009년 6월에 계류하여 

2010년 6월에 회수하여 1년간 관측한 자료이다(Fig.3.1.2.9.). 이 해역에서 관측된 

해류는 상층 300m 이천는 전반적으로 서향하는 해류가 지배적이나, 300m 이심에

서는 동향성분의 해류가 관측된 것이 특징이다. meriodional 성분은 M1 정점과 비

슷하게 남북방향의 변동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zonal-성분엔서 나타난 중층의 동

향성분은 북태평양 north counter current의 일부분으로 판단되나, 현재 상세한 결

과를 분석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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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9. Butterworth-band filtered current velocities observed by 
Long-Ranger ADCP at station M2 during from Jun., 2009 to Jun., 2010. 
The Upper is zonal-components and the lower is 
meridional-components. the red colors represent the eastward and 
northward velociti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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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성 SSH 및 SST 해양환경 자료 분석 (2000~2010)

(1) AVISO 지형류 자료 분석

해류의 시공간적인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AVISO에 의해 생산된 

1/3*1/3 격자의 updated delay 모드의 해면고도자료를 분석하였다. 북서태평양의 

STCC를 분석하기 위하여 SSH 지형류 해류의 u-성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경도 단면에서 지형류 u-성분의 시계열 변동(Fig. 3.1.2.10.)은 북서태

평양에서 동향하는 u-성분의 위도별 분포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경도 

125°E 단면은 위도 25°N를 중심으로 고위도 해역에서의 Kuroshio의 강한 동향

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위도 18°N와 23°N를 중심으로는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의 변동을 보이는 동향하는 u-성분의 중심축이 존재한다. 특히 위도 18°N를 중

심축으로 하는 강한 동향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도 23°N의 동향류

의 세기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도 18°N를 중심축으로 하는 동향류는 하계 

및 추계에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도 135°E 단면은 NEC의 북

부 해역의 위도 18°N~28°N 사이에서 동향하는 해류가 존재하고, 위도 23°N 

을 중심으로 서행하는 해류가 존재한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동향류는 대부분 주

변의 다른 경도 단면과 비교해 지속되는 시간이 짧다. 경도 150°E 와 경도 

180°E 단면에서는 위도 30°N 이상의 고위도 해역에서는 Kuroshio extension

에 의한 동향류 성분이 존재하고, 위도 18°N와 24°N를 중심으로 장기간 지속되

는 동향류 성분이 있었다. NEC 및 Kuroshio Extension 사이에 존재하는 동향류 

성분이 북서태평양의 바람 및 baroclinic instability와 관련된 subtropical counter 

current 이다. 

지형류 u-성분의 시계열 변동을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각 위도 단면의 월

평균 분포장을 계산하였다(Fig. 3.1.2.11.). 모든 경도 단면의 위도 10°N~15°N

에는 서향하는 NEC 존재하고 있으며, 경도 125°E~140°E 단면의 고위도

(125°E 단면은 25°N 이상, 130°E는 30°N 이상)에는  Kuroshio에 의한 동

향성분이 존재하고, 경도 150°E~180°E단면의 위도 30°N 이상은 Kuroshio 

Extension에 의한 동향류 성분이 존재한다. STCC와 관련된 해류 성분은 경도 

125°E는 위도 24°N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경도 130°E에서는 19°N를 중심으

로 동계에 나타난 동향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북상을 하여 하계 및 추계에

는 위도 약 24°N에 위치한다. 이것이 동계의 24°N에 나타난 STCC와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도 135°E 단면은 위도 24°를 중심으로 연중 STCC 동향류

가 존재하고, 동계에눈 130°E 단면의 마찬가지로 위도 약 20°N를 중심으로 나

타난 동향 성분이 점차 북상하여 춘계 5월에는 위도 약 23°N에 도달한다. 그리고 

춘계에는 위도 18°N를 중심으로 동향류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추계말에는 위도 약 

23°N까지 북상을 한다. 이것은 130°E 단면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동향성분이 

북서태평양의 중앙으로 가면서 강화되는 구조이다. 경도 140°E 단면은 이 전의 

북서태평양 서부해역의 STCC 구조가 거의 시공간적으로 완성되는 해역이다. 위도 

24°N에서 동향성분이 경도 135°E에 비해 강화되고 있으며,  위도 18°N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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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나타난 저위도의 동향류가 점차 북상을 위하면서 위도 24°N의 동향류와 

만나는 구조이다.  이 경도의 서태평양은 4월에서 8월 사이에 위도 18°N~26°N 

사이에는 3개의 STCC 관련 동향류가 존재하게 된다. 경도 150°E 동쪽에서는 위

도 18°N와 위도 24°를 중심으로 2 축의 STCC 가 통상 존재한다.

북태평양의 STCC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월의 평균 u-성분

의 수평 분포도를 작성하였다(Fig. 3.1.2.12.). 전체 평균 분포장을 보면, 저위도의 

NEC 해역은 서향류가 지배적이나, 위도 18~26°N 사이에는 동향류가 분포한다. 

경도 145°E 동쪽에서는 동향류가 2개의 축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제 1 류는 

위도 18~20°N 사이에서 하와이까지 분포하고, 제 2 류는 23~26°N에서 북태평

양 중앙으로 동향하는해류이다.  경도 145°E 서쪽에서는 동향류가 3개의 축으로 

나타나며, 이들 동향류는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북쪽으로 tilting 하는 경향이 있다. 

130~140°E 단면에서는 위도 30°N 이하의 저위도에서 연중 상반기에 3축의 동

향성분이 존재하며, 동쪽해역에서는 Kuroshio Extension에 의한 동향성분이 고위

도에서 나타나고, 25°N 이하에서는 2축이 연중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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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0. Time-latitude diagram of zonal-components 
calculated from the merged AVISO SSH dataset at meridional 
sections for the period from 2005 to 2010. The red areas 
represent positiv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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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1. Time-latitude diagram of monthly mean zonal-components 
calculated from the merged AVISO SSH dataset at meridional sections for 
the period from 2000 to 2010. The red areas represent positiv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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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2. Horizontal distribution of monthly mean zonal-components 
calculated from the merged AVISO SSH dataset for the period from 
2000 to 2010. The red areas represent positive values and month 00 
indicates total mean of zonal-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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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성 관측 Sea surface temperature 분석 (2002~2010)

2002년에서 2010년 사이의 표층수온을 분석한 결과, 동계(2월)에는 표층 수온

의 표준편차가 Kuroshio extension 지역과 STCC가 발생하는 해역으로 알려진 위

도 20~27°N 지역, 그리고 동해의 극전선역에서 높고, 하계(8월)에는 전반적으로 

35°N 이북에서 표준편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1.2.13(상).).

약 8년 동안의 표준수온은 2월에는 STCC, Kuroshio extension, 그리고 우리나

라 주변의 warm current 수역에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8월에는 난수풀해역, 

Kuroshio, Kuroshio extension, 오호츠크 해역에서 수온의 상승이 뚜렷하다(Fig. 

3.1.2.13(하).). 

Fig. 3.1.2.13. Monthly standard deviation (upper) and long-term 
trend of variation (lower) of sea surface temperature on 
February and August for the period from 2002 to 2010. The red 
areas of the lower layer represent positiv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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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서태평양에서 입자플럭스의 계절 및 연간 변화연구

가. 서론

현재 서태평양에 위치한 warm pool은 서태평양과 인도양에 걸쳐 존재하며, 전 

대양 표층 면적의 약 11%를 차지한다 (Gagan et al., 2001). 서태평양 warm 

pool 해역의 표층 수온은 연평균 약 28~29℃ 이상으로 다른 적도해역의 표층수온

에 비해 2~5℃ 높은 뜨거운 표층수온특성을 보이며, 엘니뇨/라니냐 영향에 따라 그 

위치와 범위가 변화한다 (McPhaden and Picaut, 1990; Yan et al., 1992; 

Thunell et al., 1994). 엘니뇨 시기동안의 서태평양 warm pool 수괴는 무역풍의 

약화로 중앙태평양 (10°S-10°N, 160°E-150°W)으로 이동하며, 라니냐 시

기에는 무역풍의 강화로 서태평양 적도와 아열대 해역 (10°S-20°N, 

130°E-160°E)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McPhaden and Picaut, 1990; 

Picaut and Delcroix, 1995; Picaut et al., 2002). 이러한 ENSO에 영향에 따른 

서태평양 warm pool의 범위와 위치의 변화가 표층생산성 및 침강입자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계열 퇴적물 포집장치를 

이용한 연구가 서적도 태평양 해역에서 활발히 수행되어왔다(Kawahata et al., 

1998; Kawahata et al., 2000; Gupta and Kawahata, 2002; Kawahata and 

Gupta, 2004). Kawahata 등 (2004)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약 4년 동안 서

태평양 적도해역과 중앙태평양 적도해역에서 침강입자의 총질량 플럭스를 관측하였

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엘니뇨 시기동안 서태평양 적도해역 (site M3 and 

N10)의 총질량 플럭스와 유기탄소 플럭스가 라니냐 기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중앙태평양 적도해역 (site M5 and N3)에서 라니냐 시기 

동안의 총질량 플럭스와 유기탄소 플럭스는 엘니뇨 기간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적도해역 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중위도 해역에 위치한 정점 KNOT 

(43°N, 155°E)의 연구에서도 엘니뇨의 영향으로 부유성 유공충과 방산충의 개

체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수온 상승에 따른 성층의 강화와 빈 

영양 환경에 인한 결과로 보고 하였다(Okazaki et al., 2005; Kuroyanagi et al., 

2008). 

서태평양 적도해역 (10°S-10°N, 135-160°E)과 서태평양 아열대 해역 

(20-30°N, 135-160°E) 사이에 위치하는 해역 (10°N-20°N, 

135-160°E)은 북적도 해류 (North Equatorial Pacific, 10-25°N)의 영향을 

받으며, 서태평양 warm pool의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적도해역에서 발생하는 

엘니뇨/라니냐의 영향에 따라 warm pool 범위가 상당히 변동한다(Kawahata et 

al., 2000). 또한, 이 해역은 warm pool 범위의 변화로 인해 표층해양 생산성과 

수층 침강입자가 영향을 받는 중요한 해역이지만 아직까지 이 해역에서 엘니뇨/라

니냐 현상이 해양 입자 플럭스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연구결과가 없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태평양 적도해역과 아열대 해역 사이에서 2007년 10

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시계열 퇴적물 포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침침강입자를 포집

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엘니뇨/라니냐에 따른 입자플럭스의 변동을 정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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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하였다.

나.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이 연구의 조사 정점인 FM1 (14°30′N, 135°E)과 FM10 (13°30′N, 

136°E)은 북위 10°부터 북위 25°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북적도 해류(North 

Equatorial Pacific)의 영향권에 위치한다(Kawahata et al., 2000; Kawahata, 

2002, Fig. 3.1.3.1.). 정점 FM1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시계열 

퇴적물 포집장치를 계류(약 1,000m) 하였으며, 정점 FM10에서는 2009년 7월부

터 2010년 5월까지 약 17일 간격으로 시계열 퇴적물 포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층 

침강입자를 포집하였다. 퇴적물 포집장치를 계류하기 전에 Na-borate로 중화된 약 

5% 포르말린 용액을 시료 병에 넣어 수층 침강 퇴적물 입자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

였다. 회수된 퇴적물 시료는 지화학 분석과 현미경 관찰을 위하여 McLANE사의 

WSD-10(Wet Sample Divider-10)을 이용하여 다섯 등분하였다. 다섯 등분한 

시료 중 네 개는 지화학 분석을 위하여 증류수로 다섯 번 이상 세척하였고, 원심분

리한 후에 동결건조 하였다. 건조된 퇴적물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총질량 플럭스

를 계산하였다. 총탄소 함량은 CNS 원소분석기(Carlo-Erba EA 1112)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분석의 정밀도는 분석 시료들 사이에 약 10개의 표준시료를 사용

하여 약 3%이하로 유지하였다. 총 무기탄소 함량은 UIC사의 CO2 Coulometrics 

탄소분석기(CM 5104)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분석의 정밀도는 2%이하로 유지

하였다. 유기탄소 함량은 총탄소 함량에서 무기탄소 함량을 빼어 계산하였다. 생물

기원규소(SiO2) 함량은 85℃에서 0.5N 수산화나트륨(NaOH)를 이용하여 시간별

로 용해하여 측정하였으며, 규산염(SiO2)의 분자량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DeMaster, 1981).

Fig. 3.1.3.1. Sediment trap mooring sites (STA. FM1 and FM10) located in 
the northwestern Pacific, and surface current system (NEC: North 
Equatorial Current, NECC: North Equatorial Counter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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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본 연구기간동안, 엘니뇨/라니냐는 각각 2009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그리

고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평상시기로 관측되었

다.

(1) 정점 FM1에서 관측된 침강입자 플럭스의 변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정점 FM1에서 관측된 침강입자의 총질량 

플럭스는 월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총질량 플럭스는 3.22~31.1 mg m-2 day-1 

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평균값은 12.0 mg m-2 day-1 로 관측되었다. 총질량 

플럭스의 최고 값은 2007년 2월에 관측되었으며, 최저 값은 2010년 2월에 나타났

다 (Fig. 3.1.3.2.). 정점 FM1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계절별로 큰 차이를 보

였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총질량 플럭스는 겨울-봄철인 12~5월에 

상대적으로 높은 값(15.7 mg m-2 day-1, n=21)을 보였고, 여름-가을철인 6~11

월에 상대적으로 낮은 값(12.6 mg m-2 day-1, n=13)이 나타났다 (Fig. 

3.1.3.2.). 하지만 2009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는 여름-가을철에 상대적으로 

높은 총질량 플럭스(10.3 mg m-2 day-1, n=8)를 보였으며, 겨울-봄철에 낮은 값

(5.58 mg m-2 day-1, n=11)이 관측되었다. 정점 FM1에서의 유기탄소 플럭스는 

0.13~4.6 mg m-2 day-1 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2008년 5월에 최고 값, 

2010년 4월에 최저 값을 보였다. 유기탄소 플럭스는 총질량 플럭스와는 다르게 큰 

계절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뚜렷한 연변화가 관측되었으며,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에 가장 낮은 유기탄소플럭스를 보였다. 정점 FM1에서의 

탄산염 플럭스는 2.16~16.7 mg m-2 day-1 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생물기원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구성한다. 탄산염 플럭스의 최고 값은 2009년 3월에 관측

되었고, 최저 값은 2010년 2월에 나타났다(Fig. 3.1.3.2.). 

평상시기 동안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8.30~25.2 mg m-2 day-1 의 범위에서 

변화하였고, 이 시기 동안의 평균 총질량 플럭스는 14.0 mg m-2 day-1 로 관측되

었다. 평상시기 동안, 총질량 플럭스는 겨울-봄철에 상대적으로 높고, 여름-가을철

에 낮은 값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ANOVA 

test: df=19, F=2.7, p<0.05). 유기탄소 플럭스는 2008년 6월에 최고값 (3.66 

mg m-2 day-1 )을 보였으며, 2009년 3월에 최저값 (0.71 mg m-2 day-1 )이 관

측되었다. 탄산염 플럭스는 2.30~16.7 mg m-2 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2009년 3월에 최고값, 2008년 7월에 최저 값을 보였다.

라니냐 기간 동안, 총질량 플럭스는 4.50~31.1 mg m-2 day-1 의 범위에서 변

화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평균은 15.3 mg mm-2 day-1 로 측정되어 평상시기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라니냐 기간 동안, 총질량 플럭스는 평상시기와 유사하게 겨

울-봄철에 높은 값을 보였고, 여름-가을철에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나타났다. 최

고 유기탄소 플럭스는 4.61 mg m-2 day-1 으로 2008년 5월에 관측되었고, 최저 

플럭스는 0.25 mg m-2 day-1 으로 2008년 3월에 나타났다. 탄산칼슘 플럭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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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3.8 mg m-2 day-1 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2008년 2월에 최고값, 

2008년 3월에 최저값이 관측되었다. 탄산칼슘 플럭스는 2007년 10월부터 2008

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엘니뇨 기간 동안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3.22~17.4 mg  m-2 day-1 의 범위

에서 변화하였으며, 최저 값과 최고 값이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 기간 중의 

평균 총질량 플럭스는 약 7.55 mg m-2 day-1 로 측정되어 평상시기의 평균 총질

량 플럭스보다 약 50% 낮은 값을 보였으며, 두 시기 총질량 플럭스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다 (ANOVA test: df=38, F=21.3, p<0.05). 이 기간 

중, 유기탄소 플럭스의 범위는 0.13~1.21 mg m-2 day-1 이며, 2010년 4월에 최

저 값, 2009년 8월에 최고 값을 보였다. 이 시기 동안의 평균 유기탄소 플럭스는 

0.57 mg m-2 day-1 으로 측정되어, 평상시기 동안의 평균 유기탄소 플럭스에 비

해 약 1/3 가량 밖에 되지 않았다. 탄산칼슘 플럭스는 2.16~13.0 mg m-2 day-1 

의 범위에서 변화하였고, 평균 탄산칼슘 플럭스는 약 5.41 mg m-2 day-1로 측정

되어 평상시기의 평균 값보다 1/2 밖에 되지 않았다. 최고 탄산칼슘 플럭스는 

2009년 9월에 관측되었고, 최저 값은 2010년 2월에 나타났다. 

(2) 정점 FM10에서 관측된 침강입자 플럭스의 변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정점 FM10에서 관측된 침강입자의 총질량 

플럭스는 같은 기간 정점 FM1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총질량 플럭

스는 정점 FM1보다 남쪽에 위치한 정점 FM10에서 크게 관측되었다. 정점 FM10

에서의 총질량 플럭스는 4.49~33.3 mg m-2 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관

측기간 중 최고값을 보인 2009년 9월(33.3 mg m-2 day-1)의 총질량 플럭스는 

정점 FM1에서 1월에 관측된 값(17.4 mg m-2 day-1) 보다 약 2배 높게 관측되었

다(Fig. 3.1.3.3.). 정점 FM10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같은 기간 동안 정점 

FM1과 유사한 계절변화를 보였다. 겨울-봄철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8.11 mg 

m-2 day-1, n=8)을 보였고, 여름-가을철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총질량 플럭스

(15.4 mg m-2 day-1, n=8)를 보였다. 정점 FM10에서 관측된 유기탄소 플럭스는 

2009년 11월에 관측된 최저 값인 0.34 mg m-2 day-1 와 2009년 9월에 측정된 

최고 값인 2.32 mg m-2 day-1 사이에서 변화하였으며, 여름-가을철에 높고 겨울

-봄철에 낮은 뚜렷한 계절변화를 보였다. 탄산칼슘 플럭스의 범위는 3.14~25.9 

mg m-2 day-1 이며, 2009년 9월에 최고값과 2009년 11월에 최저값이 관측되었

다. 탄산칼슘 플럭스는 총질량 플럭스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평균 탄산칼슘 플

럭스는 8.22 mg m-2 day-1 으로 관측되었다.



- 64 -

Fig. 3.1.3.2. sea-surface temperature (SST)anomalies (a) 
observed in the Nino 3.4 region (5°N~5°S, 120°~170°W)
and given as ONI (Ocean Nino Index), and temporal variations 
in (b) total mass fluxes, (c) organic carbon fluxes, and (d) 
CaCO3 fluxes at FM1 station from October 2007 to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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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 Temporal variations in (a) total mass fluxes, (b) 
organic carbon fluxes, and (c) CaCO3 fluxes at FM10 station from 
July 2009 to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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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의

본 연구기간 동안, 정점 FM1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와 생물기원 플럭스는 

겨울-봄철에 상대적으로 높은 값과 여름-가을에 낮은 값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강입자의 계절변화보다

는 엘니뇨/라니냐의 영향에 의한 현상만을 고려하였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태평양 해역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는 적도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되며, 이보다 고위도에 위치한 아열대 해역에서는 적도해역에 

비해 낮게 관측되었다(Dymond and Collier, 1988; Honjo et al., 1995; 

Kawahata et al., 2000; Kawahata, 2002; Mohiuddin et al., 2002; Kawahata 

and Gupta, 2004). 실제로 정점 FM1에서 관측된 평균 총질량 플럭스 (12.0 mg 

m-2 day-1)는 서태평양 적도해역 (site 1, 2)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 

(50~150 mg m-2 day-1)보다 작은 값을 보이며, 중위도 해역 (WCT-1: 25°N, 

137°E)에서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19~20 mg m-2 day-1)보다도 낮은 값을 보

였다(Kawahata et al., 2000; Kawahata, 2002; Mohiuddin et al., 2002; 

Kawahata and Gupta, 2004). 그리고 서태평양 적도해역과 아열대 해역에서 관측

된 생물기원 물질 플럭스 가운데에 탄산칼슘 함량이 30-65%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유기탄소 함량은 5~15%라고 보고되었다(Kawahata et al., 2000; 

Kawahata, 2002; Mohiuddin et al., 2002; Kawahata and Gupta, 2004).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관측된 생물기원 성분 중, 탄산칼슘이 가장 많은 양을 구성

하고 유기탄소 함량이 낮게 나온 결과와 잘 일치한다. 생물기원 성분 가운데에 탄

산칼슘 플럭스는 총질량 플럭스와 유사한 계절변화를 보이는 반면, 유기탄소 플럭

스는 주기적인 계절변화를 보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2008년 2월과 5월에만 높은 

값을 보였다. 유기물은 탄산염이나 생물기원 규소로 구성된 해양생물의 단단한 껍

질에 비해 분해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기적인 계절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서태평양 중위도 해역에서 관측한 Buesseler 등 (2007)의 연구에 의

하면, 수심 150m에서 500m까지 입자들이 침강하는 동안 탄산칼슘과 생물기원 규

산염의 함량은 수심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반면, 유기탄소 함량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수심 150m에서의 유기탄소 함량은 17.2%이었으나 

수심 4,000m에서 관측된 침강입자의 유기탄소 함량은 7.6%로  1/2로 감소한 것

으로 보고하였다(Buesseler et al., 2007). 따라서 서태평양 적도해역 뿐만 아니라 

아열대 해역까지의 수층 침강입자는 주로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유공충이나 코코리

스(coccolithphore)와 같은 해양생물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유기물은 침

강하는 동안 상당히 분해되어 낮은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엘니뇨/라니냐 현상과 관련하여, Kawahata 등(2004)은 서태평양 적도해역 

(site 1, 2)에서 1991/92 엘니뇨 기간 동안 총질량 플럭스(96~161 mg m-2 

day-1)는 1999년 라니냐 기간 동안 관측된 총질량 플럭스 (58.6 mg m-2 day-1)

보다 약 2~3배 높다고 보고하였다(Kawahata and Gupta, 2004). 이에 반하여, 라

니냐 기간 동안 중앙태평양(site M5, N3)에서 관측한 총질량 플럭스와 유기탄소는 

엘니뇨 기간 동안 관측된 값보다 높게 관측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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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 현상이 발생하면, 서적도 해역에 존재하는 warm pool이 중앙태평양으로 이동하

며, 인도네시아 연안에 위치하던 강우 지역도 중앙 태평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

태평양 적도해역은 수온약층대가 수심 20~40m 로 융기하게 되고 수온약층 이하에 

존재하는 영양염이 풍부한 해수가 표층으로 공급되고 표층해양의 생산성이 증가 한

다고 보고되었다 (Gupta and Kawahata, 2002; Radenac and Rodier, 1996). 이

에 반하여,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무역풍의 강화로 생성되는 표층해류의 영향을 

받아 warm pool이 서태평양 아열대 해역까지 남-북 방향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

며, 서태평양 표층해양의 생산성은 감소한다고 보고되었다 (Barber et al., 1996; 

Neelin et al., 1998; Chavez et al., 1999; McPhaden, 2004; Gupta and 

Kawahata, 2002). 하지만 이번 연구의 결과(Fig. 3.1.3.4.)는 이전 서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관측된 연구결과에 반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정점 FM1에서 2009/2010 

엘니뇨 기간 동안 관측된 평균 총질량 플럭스는 평상시기 동안의 값에 비해 약 

2~3배 낮은 값을 보였으며, 라니냐 기간 동안의 총질량 플럭스는 평상시기와 유사

한 범위를 보였다. 또한 엘니뇨 기간 동안의 탄산칼슘 플럭스와 유기탄소 플럭스도 

약 2배 낮은 값을 보여, 아마도 엘니뇨 기간 중 연구해역의 표층 생산성이 감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적도 해류와 북적도 반류의 영향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생

각된다. 엘니뇨가 일어나면, 남적도해류 (South Equatorial Current)와 적도 반류 

(Equatorial Counter Current)의 영향을 받는 서태평양 적도 해역은 용승의 영향

을 받지만, 북적도 해류의 영향을 받는 본 연구해역에서는 용승의 영향을 받지 않

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한 Meyers and Donguy(1984)의 연구에 의하면, 

1982/83 강한 엘니뇨가 발생하였으며, 이 시기 동안의 북적도 반류 (North 

Equatorial Counter Current, 2°- 9°N)가 평상 시기보다 강하고 빠르게 발달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엘니뇨 기간 동안, 서태평양 적도해역에서 지역적 용

승이 일어나지만, 정점 FM1과 같은 북적도 해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까지는 그 용

승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보다 정확한 엘니뇨/라니냐 현상

에 따른 서태평양 수층 침강입자 플럭스에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관측을 통해 기후해양변화와 침강입자 플럭스의 상관성을 파악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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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 Average fluxes of the total mass, CaCO3, and organic carbon 
fluxes at FM1 station during normal and ENSO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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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양-대기 순환 모델

1. 태평양 장주기 변동에 따른 단주기 변동 현상 변화

열대불안정파 (Tropical Instability waves, TIW)는 열대 태평양과 대서양의 

특징적인 형상이다. (Legeckis 1977; Weisberg and Weingartner 1988). TIW

는 적도 해류 시스템에 의한 수평쉬어 불안정성 (Philander et al. 1986) 과 남북

간의 온도경도에 의한 경압 불안정 (Wilson and Leetmaa 1988)에 의해 발생한

다고 알려져 있다. 즉, TIW 변동성은 기본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TIW 변동성은 혼합층의 열균형을 조정하여 열대 태평양의 기후 상태에 영

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Jochum and Murtugudde 2004; Seo et al. 

2006; An et al. 2008b). 이는 열대 태평양의 기후장과 TIW 변동이 양방향 상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년 시간 규모에서도, TIW 변동은 열대 장주기 해양변동과 상호 작용한다. 

TIW 변동은 동태평양 cold tongue의 변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예를 드면, 

TIW 변동은 엘니뇨 기간 동안, 감소된 남북 온도 경도에 의해 약화된다 (Vialard 

et al. 2001; Yu and Liu 2003). 또한 An (2008b)는 TIW 활동이 ENSO 활동

의 음의피드백으로 작용함을 보였다. 즉 엘니뇨 기간 동안 감소된 TIW 활동이 남

북방향의 혼함을 감소시킴으로써, 엘니뇨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TIW에 대한 장주기 변동에 대한 역할을 열역학 피

드백 관점에 국한되어 연구되었다. 이는 역학적 피드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에, TIW에 대한 종합적인 역할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TIW가 역학적으로 장주기 해양변동에 양의 상호작용을 하여, 열역학적 피드백

과 반대로 작용함을 보여줄 것이다. 

중위도 대기에서 종관에디는 장주기 대기 변동을 역학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Lau 1988). 최근에 Kug and Jin (2009)은 

종관 에디 피드백이 장주기 순환에 의해 간단히 설명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즉 에

디에 의한 와도속이 장주기 바람장의 왼쪽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왼손의 법칙이라 일컫었다. Ren et al. (2009)은 장주기 변동이 역학적으로 에디

의 구조를 바꾸어, 이를 통해 왼손의 법칙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러한 왼손의 법칙이 성립하면 에디 피드백은 장주기 변동을 강화시켜주는  역할

을 하게 된다 (Kug and Jin 2009; Kug et al. 2009).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 접합 모형결과가 사용되었다 (Kug et al. 2008). 해양 동

화 자료는 동화 기술적인 문제와 성긴 관측망의 한계에 의해 TIW 모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m and Kang 2009).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해상도 

모형의 결과를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였다. 해양모형의 동서 해상도는 1도, 연직해

상도는 1/3도이다. 

서울대 접합모형의 계절 예측 자료가 사용되었다. 자세한 모형 결과는 Ham and 

Kang (2009)에 설명되었다. 해양과 대기자료를 초기화하기 위하여, GODA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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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40 자료가 사용되었다. 주어진 초기 조건에 대해서, 20년 (1981~2000) 동안 

4개월씩 예측 실험이 수행되었다. 예측은 5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Fig. 3.2.1.1. 은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월 평균 값의 예를 보여준 것이다. 

이와 함께 6~8월동안의 TIW 활동량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TIW는 동서 

규모가 10도 이하인 에디들로 정의되었다. 이를 위해 동서방향으로 필터가 적용되

었다 (Roundy and Frank 2004). 필터된 자료는 40~50일은 주요한 시간규모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Fig. 3.2.1.1. 에 나타나듯이, 남북간의 온도 경도가 강한 

동태평양 cold tongue 근처에서 에디의 형태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수 있다. 이는 

또한 Fig. 3.2.1.1(b). 에서 강한 에디활동의 위치와 일치하며, 이는 과거 관측연구

와 일치한다 (Contreras 2002; An 2008a). 

Fig. 3.2.1.1. (a) SST snapshot at 1stJuly1998and (b) JJASST eddy 

variance (Unit:oC2). Note that TIWs are defined as perturbations whose 

zonal scale is smaller than less than 10°; high-pass filters in the 

zonal direction are applied to remove larger perturb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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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TIW의 역학적 피드백을 측적하기 위하여 와도속의 수렴값이 계

산되었다. 양의 수렴값은 장주기 저기압성 흐름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와도속의 발산 성분만 고려되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왼손의 법칙은 중위도 대기에서 종관에디의 와도속이 장

주기 바람장의 왼쪽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칙이 TIW 피드백에서도 

성립하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하여, 월평균 동서방향 해류와 남북방향의 와도속과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남북 방향의 해류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하

지 않았다. Fig. 3.2.1.2(a). 에 나타난 것처럼, 0~5N사이에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

가 나타난다. 양의 상관관계는 해류가 동쪽 방향일 때 북쪽방향의 와도속이, 해류가 

서쪽 방향일 때, 남쪽방향의 와도속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왼손의 법칙이 

잘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다. 

상관관계의 최대값은 0.8 이상으로 매우 높이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에디의 

활동의 최대값은 150~90W인데 반하여, 상관관계의 최대값은 180~120W에 나타

난다. TIW는 동태평양에서 생성되어 발달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천천히 쇠퇴

한다. TIW가 발달할때는 배경장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오게 된다.

이 경우 왼손의 법칙은 잘 성립하지 않는다 (Robinson 1991; Jin 2009). 하지

만 에디가 쇠퇴할때는, 왼손의 법칙이 잘 성립하게 된다 (Jin 2009). 이는 종관에

디 피드백의 경우와 매우 잘 일치한다 (Kug and Jin 2009).  

Fig. 3.2.1.2(b). 는 TIW 강도와 상관관계의 계절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TIW의 

계절변동은 한랭형의 계절 변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Yu et al. 1995, An 

2008b). cold tongue가 강할때는 TIW의 활동은 증가하고, 약할 때 TIW 활동은 

약해진다. 모형은 이러한 계절 변동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IW의 활동

량 변화에 따라, 장주기 해류와 에디 와도속과의 상관 관계는 강해진다. 이는 강한 

에디 활동이 있는 경우, 왼손의 법칙이 더 잘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왼손의 법칙은 장주기 변동에 양의 에디 피드백을 의미한다. 북반구에서 장주기 저

기압서 쉬어가 있는 곳에서, 왼손의 법칙에 의하면 에디의 와도속은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와도속 수렴은 장주기 저기압성 흐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반대

로, 고기압성 흐름에서는 에디 와도속이 발산하게 되고, 이는 다시 고기압성 흐름을 

강화시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련성을 보여주기 위해, Fig. 3.2.1.3(a). 는 

여름철 해류의 남북 쉬어와 에디 와도속 수렴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대체적으

로, 저기압성 흐름에서는 에디 와도속 수렴이 나타나고, 고기압성 흐름에서는 에디

와도속 발산이 나타난다.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0.76으로 99% 이상의 신뢰수

준을 갖는다. Fig. 3.2.1.3(b) 에서 나타나듯이, 회귀 계수도 에디 활동이 커짐에 

따라 커지에 된다. 이는 강한 에디활동은 강한 에디 피드백을 유도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TIW의 에디 와도속이 왼손의 법칙에 의해 설명됨을 밝혀냈고, 이는 

장주기 해양 해류 변동에 양의 피드백으로 작용함을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TIW

가 어떻게 장주기 해양변동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

근에 Ren et al (2009)는 NAO와 관련된 대기 순환이 종관 에디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밝혀냈다. NAO관련순환은 종관에디는 계통적으로 구조를 변형함으로

써, 왼손의 법칙이 성립하게 됨을 보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공분산장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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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그들과 유사한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로, 에디 와도속의 

우렴이 강한해와 약한 해를 선택하였다.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20개의 강한 달과 

16개의 강한달이 선택되었다. 두 번째로, 강한 달과 약한 달 각각에 대해 공분산 

장이 계산되었다. Fig. 3.2.1.4(a). 는 계산된 공분산장을 나타낸 것이다. 공분산장

은 파동 패키지 형태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에디 구조는 적도 태평양의 해류 

쉬어에 의해 약간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에디속 수렴이 강한 달과 

약한 달 사이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디속 수렴이 강한 경우의 

에디의 구조는 약한 경우에 비해 비교적 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

주기 해류가 에디구조를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Kug and Jin 

(2009)과 Ren et al. (2009)에서 장주기 순환에 의한 와도 이류가 에디의 구조를 

바꿀 수 있음을 제안한바 있다. 즉 저기압성 흐름은 에디의 저기압성 기울임, 고기

압성 흐름의 에디의 고기압성 기울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울기의 차이는 서로 다른 에디 피드백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분산장

을 지연 상관를 통해 계산하여 TIW의 주기를 모두 포함하였다. 이러한 공분산장으

로부터 계산된 와도속을 구하여 와도속의 수렴값을 계산하였다. Fig. 3.2.1.4(b).는 

에디 피드백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와도속은 10일전부터 10일 후 공부산장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공분산장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저기압석 흐름을 강화하게 나

타났다. 저기압성 흐름 강화는 장주기 흐름을 강화시켜줌을 의미한다. 이는 Fig. 

3.2.1.3. 의 결과와 일치한다. 비록 이 연구에서 공분상장만을 사용하였지만, 에디

의 양의 피드백을 생산하였다. 이는 에디의 양의 피드백은 장주기 해류 변동의 역

학적 기울임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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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a) Correlation between JJA averaged zonal currents and 

meridional vorticity flux. (b) Seasonal evolution of eddy variability 

(contour) and correlation between zonal currents and meridional vorticity 

flux (sh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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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a) Scatter diagram of JJA averaged VFC (vorticity flux 

convergence) and meridional shear of zonal currents. (b) Regression 

coefficient of VFC with respect to meridional shear of zonal currents. 

Units of VFC and meridional shear are 

10-10s-2and10-5s-1,respectively.Thevaluesareaveragedover160°W–
140°W, 2°N–5°N, where the correlation between low-frequency 

oceanic flows and vorticity flux is max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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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a) TIW structure calculated from one-point 

covariance during strong VFC (contour) and weak VFC 

(shading) cases, and JJA mean current difference (vector). 

(b) Inverse Laplacian of VFC difference (strong–weak VFC 

cases). The unit of the inverse Laplacian of VFC is m2/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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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수풀 변화 특성과 북태평양 자오면 대기 순환과의 상관성 분석

북반구 여름 몬순 지역에서 기후학적인 5일 평균 OLR(Outgoing Longwave 

Radiation) 시계열은 상당한 계절내 시간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들 변동성을 연

구하기 위하여 처음 네 개의 푸리에 하모닉스(계절 변동)를 원 시계열에서 뽑았

다(Wang and Xu, 1997; Kang et al., 1999). 이 시계열의 편차는 약 20일에

서 60일의 시간 규모를 갖는다. 기후학적인 5일 평균 시계열은 다음과 같이 나

누어 질 수 있다.

      

여기서 는 처음 4개의 푸리에 하모닉스(3개월 이상 주기)를 의미하고, 
는 5번째에서 18번째 하모닉스(20일에서 73일 주기)를 의미하며, 은 잔차를 

의미한다. 여기서 는 평활된 계절변동을 의미하고, 는 기후학적인 ISO, 즉 

CISO를 의미한다. CISO는 계절변동의 위상-잠긴된 ISO의 성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ISO 편차는 CISO와 CISO의 편차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

편차 ′는 ISO 성분으로서 계절변도의 비위상-잠긴 성분성분이거나 경년변

동성의 한 성분이 될 수 있다. Fig. 3.2.2.1. 은 북서태평양 지역(110E-140E, 

10N-30N)에서 평활한 계절변동을 보여준다. 5월에서 9월까지 강한 대류활동

이 북서태평양에 존재하며, 두 시기 즉, 1979년에서 1993년과 1994년에서 

2002년의 기후값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난다. 특히 1994년 이후 대류활동의 

강도는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난수역의 해수

면온도와 관련이 있다. CISO 활동도 최근 10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Fig. 

3.2.2.2. 는 두 기간 동안 북서태평양-동아시아 지역의 CISO 활동의 강도를 보

여준다. Fig. 3.2.2.2. 에서 보여지듯, 1994년 이후의 필리핀 주면의 CISO활동

의 강도는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북서태평양 지역의 기후적인 ISO 즉, CISO 시

스템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북진하는 특성을 갖는다(Kang et al., 1999). Fig. 

3.2.2.3. 은 북서태평양 지역의 경도 평균(115E-130E)된 CISO의 호브뮐러

(Hovemoeller)와 시간평균(32-37 펜타드)된 공간적 분포를 보여준다. 기후학

적으로 약 20N 남쪽에서 빠르게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 대류 시스템은 약 20N 

북쪽에서 갑자기 위상 속도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약 20N 부근에서 

갑자기 서풍쉬어(westerly shear)로 변하기 때문에 북진하는 ISO가 빠르게 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Jiang et al., 2004). 이러한 특징은 이전기간, 

1979~1993년과 최근기간, 1994~2002년의 기후평균값에서 뚜렷하게 달라짐

을 확인할 수 있다(Fig. 3.2.2.4.; Fig.3.2.2.5.). 특히, 1994년 이후 CISO의 북

진은 감속되지 않고 뚜렷하게 그 위상속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Fig. 

3.2.2.5.). 또한, 공간분포에 있어서도 최근 기간에 더욱 뚜렷하고 강한 C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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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보이는 반면에 이전기간은 상대적으로 약한 CISO 활동성을 보인다. 

Fig. 3.2.2.1. Smoothed annual cycle obtained by the first four 

Fourier harmonics over the region 110E-140E, 10N-30N for 

the periods (a) 1979~1993 and (b) 1994~2002. Solid lines 

denote one standard deviation of the interannual variability of 

CISO for the period 1979~1993. 

Fig. 3.2.2.2. Standard deviations of CISO during the Extended summertime 

(May~August) for the periods (a) 1979~1993 and (b) 199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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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a) Hovemoeller diagrams of the CISO along 

longitudinal bands 115E-130E for the period 1979~2002. (b) 

Spatial distributions of the June-mean (32~37 Julian pentads) 

CISO for the period 1979~2002.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8월에 한반도 CISO는 강한 음의 위상을 갖는데, 

이는 8월에 강수가 집중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주변 이전 기

간의 CISO 성분은 전반적으로 음의 위상을 갖는 반면, 최근기간에는 북부 필리

핀 지역은 양의 위상 남부 필리핀 지역은 음의 위상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최근기간 벵갈만 지역에 강한 CISO의 음의 위상이 나타나지만, 이전

기간에는 양의 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대류활동의 변화는 로스비-형태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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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하며, 중위도 원격상관에 큰 변화를 만들 수가 있다. 실제 이러한 차이는 

뚜렷한 패턴의 차이를 만든다(Kwon et al., 2005).

Fig. 3.2.2.4. Same as in Fig. 3.2.2.3. except for the period 1979~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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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Same as in Fig. 3.2.2.3. except for the period 199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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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 의 화살표는 CISO의 이동 벡터를 나타낸다. 이 화살표들은 1-

지연 상관계수 지도에서 극값을 연결함으로써 얻어졌다. 화살표는 지역적 최대

값의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그려졌다. 왜냐하면, 그런 값들이 

지역적 최대값을 잘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화살표는 북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특성을 잘 나타내는데, 특히 최근 기간에 대하여 북진하는 CISO 강도

는 더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동진하는 성분도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강화된 CISO 활동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는 난수역에서 증가하는 

해수면온도의 경향성이다. Fig. 3.2.2.7. 은 여름철에 대하여 두 기간 해수면온

도 차이를 보여주는데, 서태평양의 많은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통계적 검증은 Mann-Kendall 검증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러한 CISO의 변화는 한반도의 시간에 따른 강수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

다. Fig. 3.2.2.8. 은 한반도 주변 강수량에 대한 처음 12 푸리에 하모닉스를 보

여준다. 이는 기후학적인 강수 구조가 1990년대 중반 전후로 뚜렷하게 변화되

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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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 Standard deviation distribution of the CISO. Arrows derived from 

5-day lag correlations indicate tendencies of the CISO propagation for the 

periods (a) 1979~1993 and (b) 1994~2002. Standard deviation unit is W/m2

and the propagation vector unit is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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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 Differences in JJA (June, July, August)-mean SST 

between 1979~1993 and 1994~2004. Shaded area indicate 95% 

confidence level by the Mann-Kendall test. Unit is Kelvin.

Fig. 3.2.2.8. The first 12 harmonics of precipitation (CMAP) over 127.5E 

and 37.5N (Seoul, Korea) for the periods 1979~1993 (red and open 

circle) and 1994~2002 (blue and closed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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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CC AR4 모형이 전망한 북태평양 해양혼합층깊이 변화 분석

가. IPCC 모형자료 분석방법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 패널(IPCC) 4차 평가보고서에 이용된 25개 모형 중 해양

혼합층깊이(MLD) 계산이 가능하고, 20세기 MLD를 현실적으로 모사하는 11개 모

형을 선택하였다(Fig. 3.2.3.1.). 현재기후 실험과 미래기후 실험(A1B 시나리오)을 

바탕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태평양 MLD 변화를 전망하고 분석하였고, 마지막 

20년, 즉 1980~1999년(현재기후)과 2080~2999년(미래기후)을 분석에 이용하였

다. 모형간 앙상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기 위하여 2.5도 등간격으로 MLD, 

바람응력, 순열속 값을 재격자화 하였다.

Fig. 3.2.3.1. Winter (DJF) mixed layer depth (m) in the 20th century climate 

from eleven CMIP3 models and observational estimate (last panel). The 

shading intervals are 25 m from 0 to 150 m, and 50 m for larger values.

나. 20세기 MLD 분포

20세기 MLD는 쿠로시오 확장역과 동아열대모드수(ESTMW)가 형성되는 해역

에서 깊게 나타난다(Fig. 3.2.3.2.(a).). 모형간 표준편차는 160˚E ~ 160˚W & 

30˚ ~ 40˚N의 중위도 해역에서 크게 나타난다(Fig. 3.2.3.2(b).). 이는 300m 

이상의 깊은 MLD가 모형에 따라 180oE 기준으로 동쪽에 나타나기도 하고(예, 

GFDL-CM2.0) 서쪽으로 제한되기도 하기 때문으로(예, NCAR-CCSM3.0, 

UKMO-HadCM3), 이는 모형간 바람응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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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Winter (JFM) mixed layer depth (m) in the 20th century 

climate: (a) multi-model mean, and (b) multi-model standard deviation. For 

multi-model mean, the region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t 95% level are 

stippled.

다. 21세기 MLD 변화

  21세기 MLD는 20세기에 비해 쿠로시오 확장역과 140˚W & 30˚N를 중심으

로 하는 해역에서 감소하였다(Fig. 3.2.3.3(a).). 쿠로시오 확장역의 MLD 감소 해

역은 바람응력의 약화 해역(Fig. 3.2.3.4(a).)과 대략 일치한다. 즉, 쿠로시오 확장

역에서의 바람응력 감소와 관련하여 잠열에 의한 표층 냉각이 약해지고, 결국 순열

속에 의한 냉각이 약해져서 쿠로시오 확장역에서 MLD는 감소하게 된다. 21세기 

MLD는 20세기에 비해 쿠로시오 확장역의 북쪽 해역(40˚ ~ 45˚N & 160˚W 

서쪽해역)에서는 증가한다. 표층 냉각 또는 바람에 의한 혼합강화라기 보다는 주로 

쿠로시오 확장역의 북상 때문이다. Fig. 3.2.3.4. 에서 바람응력과 순열속의 21세기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Fig. 3.2.3.3. Projected changes (21C-20C) in the winter (JFM) mixed layer 

depth (m): (a) multi-model mean, and (b) multi-model standard deviation. 

For multi-model mean, the region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t 95 % level 

are stip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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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 Projected changes (21C-20C) in the multi-model means: (a) 

surface wind stress (Pa), and (b) net heat flux (Wm-2). Superimposed 

contour lines are the present climate (20C3M) values. Negative values in 

net heat flux indicate cooling of the ocean. The region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t 95% level are stip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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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온난화 기후조건하에서 쿠로시오와 쿠로시오확장류의 반응 및 메커니즘 

가. 서론

동중국해는 대부분 수심이 200m 이하인 전형적인 대륙붕 해역으로서 우리나라 

남해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북부해역은 쿠로시오에서 기원한 고온고염의 해수와 중

국 연안측의 저염수 및 황해냉수가 남해 연안수와 만나 시공간적으로 매우 복잡한 

해황을 이룬다. 이와 같이 다양한 수괴의 이동과 서로 다른 특성의 혼합은 해양전

선의 변동을 가져오고 그와 함께 계절별로 다양한 어족자원의 서식을 가능하게 하

여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의 주요한 수산활동 지역이 되고 있다. 

한편, 쿠로시오는 북태평양 아열대순환계 (North Pacific subtropical gyre)의 

서안경계류이며 북태평양에서 남북방향으로의 열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쿠로시오와 오야시오의 합류전선(Confluence Front)은 북태평양의 더운물과 

찬물이 나누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이러한 경압성(baroclinicity)에 의해 이 해역은 

큰 규모의 소용돌이와 큰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는 중규모 에디들로 가득차 있다 

(Mizuno and White 1983; Qui and Chen 2005). 이들 쿠로시오와 쿠로시오 확

장(Kuroshio Extension)은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Qui and Kelly 1993; 

Viver et al. 2002)와 그 해역의 표층 바람장 (Nonaka and Xie 2003)에 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중국해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기후는 

쿠로시오와 쿠로시오 확장지역의 해수면 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Lau et al. 

2004).

지구온난화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적분한 기후모형들은 대부분 쿠로시오와 오야

시오, 그리고 이들 해류의 합류전선의 장기적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이들 해류의 

장기적 변화는 동중국해 해류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해수면 온도의 

변화를 일으켜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기후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의한 동중국해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기 휘

해서는 북서태평양의 해류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많은 기관과 대학의 기

후모형들이 모두 동일한 예측결과를 내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연구에

서는 우리의 관심지역인 북서태평양 지역의 대기와 해양을 비교적 잘 모의하는 기

후모형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는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수치모형이 기본적으로 많은 가정들에 의해 만들어져 있고 또한 적용에 

있어서도 분해능의 제한 때문에 신뢰도에 있어서 약점을 가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

로는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에 

기초하였다.

 

나.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Kim 등 (2010)은  고기후모형 상호비교 프로그램(Paleoclimate Modelling 

Inter-Comparison Program)으로부터 얻은 기후모형들의 결과를 분석하여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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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cial Maximum (LGM) 시기에 북태평양의 아열대순환계가 적도 방향으로 이동

함을 밝혔다. 이로 인해 오야시오와 쿠로시오의 합류전선은 남하하고 동중국해를 

포함한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GM 시기의 기후

는 우리의 관심인 온난화 시기의 기후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변화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Li 등 (2010)은 대기순환모형(ECHAM5)에 IPCC 4차 보고서에 사용된 기후모

형들의 해수면 온도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적분하여 이들 변화된 해수면 온도에 의

한 북태평양 지역에서 태풍발생 빈도와 지역의 변화를 보았다. 사용된 해수면 온도

에는 온난화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해류변화와 대기온도변화의 효과가 모두 포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로서 서쪽 북태평양에서는 태풍의 발생빈도가 낮아졌고 

대신에 중앙 북태평양에서의 발생빈도가 높아졌고, 대기의 중규모 섭동 역시 서쪽 

북태평양에서는 약화되고 중앙 북태평양에서는 강화되었다. 이들 지역에서의 변화

는 평균 동풍시어의 변화에 기인하고, 이는 워커순환(Walker Circulation)이 약화

되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쿠로시오와 오야시오는 북태평양의 아열대순환계와 아한

대순환계의 서안경계류로서 이들 자이어는 표층 바람에 크게 영향 받기 때문에, Li 

등 (2010)에서 언급된 북태평양에서 태풍빈도와 발생지역의 변화는 대규모 대기순

환의 중장기적 변화를 의미하고 이는 표층의 바람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Sakamoto 등 (2005)은 모든 요소가 접합된 고해상도 기후모형에 대기의 이산

화탄소 농도를 현재기후의 평균치에서 해마다 1%씩 점증적으로 증가하게 하여 

100년 뒤에 두 배로 증가하게 적분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러한 대기강제력은 현재 

IPCC 4차 보고서에서 사용된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 (SRES) 

A1B 시나리오와 동일하다. 지구온난화 시나리오 하에서 100년 뒤에 쿠로시오와 

쿠로시오 확장(Kuroshio Extension)은 모두 강화되고, 이는 북태평양 아열대순환

계 전체의 변화가 아닌 쿠로시오와 쿠로시오 확장 남쪽의 재순환(recirculation 

gyre)들의 스핀업(spin-up), 즉 기존의 순환방향으로 가속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이들은 Svedrup 수송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들 해류의 변화가 

wind stress curl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Yin (2005)는 15가지의 기후모형 결과를 분석하여 21세기의 미래기후에 태풍

은 강화되고 태풍의 궤적은 위쪽으로 상승하며 동시에 극지방으로 이동함을 발견하

였다. 이러한 태풍궤적의 이동은 중위도 경압 지역의 상승 및 극지방으로의 이동 

때문이며, 또한 이는 적도 대류권 상층부에서 강화된 온난화와 상승한 대류권계면

과 연관이 있다. 표층 바람응력장과 강수대의 극지방으로의 이동 역시 위의 현상들

에 수반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들은 중장기 시간규모의 양의 Annual mode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PCC 4차 보고서에서 SRES A1B 또는 A2 시나리오가 적용된 기후모형들은 대

부분의 경우 해들리 순환(Hadley Circulation)이 약화되며 극지방 쪽으로 팽창되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Lu et al. 2007; Vecchi and Soden 2007). 이는 아적도 

정적 안정도의 증가가 원인이 되는데 이는 경압불안정대와 해들리 순환의 바깥쪽 

경계부분을 극지방 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패럴 순환(Ferrel 

Circulation)도 극지방 쪽으로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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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 등 (2008)은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해들리 순환의 약화 및 극지방 

쪽으로의 팽창, 그리고 이에 따른 패럴순환의 극지방으로의 이동 등의 분석결과가 

소위 -like mode에 따른 중앙과 동태평양위에서의 기온상승이 원인이 아

니고, 오히려 가 나타나는 시가에 위의 중장기 대기대순환의 변화가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 자료 및 분석방법

우선 IPCC 4차 보고서에 사용된 기후모형들 중에 Oldenborgh 등 (2005)과 

Overland and Wang (2007)에서 제안된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세 가지 모형

(MIROC3.2-Hires, GFDL-CM2.1, UKMO-HadCM3)을 선택하였다.

 Oldenborgh 등 (2005)은 -Southern Oscillation (ENSO) 사이클을 

생성시키는 균형잡힌 대기-해양 접합 되먹임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들을 제안하였

고, Overland and Wang (2007)은 20세기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변동성을 합

리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모형들을 제안하였다. MIROC3.2-Medres는 Overland 

and Wang (2007)에 의해 제안된 기준만을 만족하지만, MIROC3.2-Hires과의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 사용된 4가지 기후모형들에 

대한 대기와 해양의 수평 및 연직 분해능은 표 1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이들 중 

MIROC3.2-Hires만이 중위도에서 중규모 에디를 실질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 주

의할 접은 MIROC3.2-Hires를 제외한 저해상도 모형들에서는 쿠로시오가 관측보

다 북쪽에서 중앙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overshooting(고위도 치우침) 문제를 보

이며, 이로 인해 쿠로시오 확장은 관측보다 북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들은 저해상도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지만, 이번 연구의 목적이 쿠로시오와 쿠로

시오 확장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에 대한 선택

된 4가지 기후모형들의 공통적인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고 판단된다.

분석을 위하여 격자화된 월평균 해양 유속과 500 hPa에서의 압력 속도

(w500hPa; 연직속도를 의미), sea level pressure(SLP; 해수면 압력), wind 

stress(바람응력)의 변수들을 Program for Climate Model Diagnosis and 

Intercomparison (PCMDI) 웹사이트(http://www-pcmdi.llnl.gov)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였다. 1981년부터 2000년 기간 동안 평균한 20C3M의 변수들이 ‘현재기

후’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2081년부터 2100년 기간 동안 평균한 SRES 

A1B 시나리오(즉, 2100년에는 대기의 CO2 농도가 현재기후의 두 배인 720 ppm

에 도달하는 것으로 설정)의 변수들이 ‘미래기후’를 대표한다고 간주한다. 이들 

변수 중 SRES A1B 시나리오에 대한 UKMO-HadCM3의 w500hPa를 PCMDI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었기에 SRES A2 시나리오(2100년까지 대기 CO2의 농도

가 800 ppm에 도달하게 설정)로부터 UKMO-HadCM3의 대기변수들을 추가로 분

석하였다. 아래에서 다루어지겠지만 SRES A1B와 A2에 대한 SLP와 wind stress 

curl이 강도는 다르지만 유사한 변화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w500hPa도 두 시나리

오에서 유사한 변화패턴을 보일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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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결과 및 토의

(1) 지구 온난화에 따른 쿠로시오와 쿠로시오 확장의 변화

Fig. 3.2.4.1. 은 각 기후모형들에 대해 현재기후에서 북태평양의 표층 유속장과 

미래기후에 있어서 이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죄측의 현재기후에서 북태평양 

표층류의 평균장을 살펴보면, 북적도 해류(North Equatorial Current)와 쿠로시오, 

쿠로시오 확장, 오야시오(Oyashio) 해류의 남쪽 부분이 각 모형에서 비교적 잘 모

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일하게 중위도에서 중규모 에디를 모의할 수 있는 고

해상도 기후모형인 MIROC3.2-Hires는 다른 저해상도 모형보다 강한 서안경계류

를 보이고, 또한 쿠로시오가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소용돌이를 유일하게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양모형의 수평 분해능과 표층 바람장의 차이가 원

인이다. 

Fig. 3.2.4.1. Surface currents simulated in the present climate condition 
(20C3M, left)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RES A1B scenario 
experiment and the 20C3M (right) for each model.

SRES A1B 시나리오의 적용은 표층류에 뚜렷한 변화를 일으켰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해상도 모형인 MIROC3.2-Hires의 변화는 저해상도 모형

들의 변화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각 Figure 들의 좌측 상단에 위치한 화살표의 

규모와 우측의 수송량 척도를 참고). 쿠로시오와 쿠로시오 확장의 경로를 따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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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방향으로 도는 자이어 형태의 표층류 변화가 관찰된다. MIROC3.2-Hires의 쿠

로시오 확장 해역에서 관찰되는 여러 개의 자이어 형태의 변화들이 나머지 저해상

도 모형들에서는 크게 하나의 자이어로 뭉개져 나타나고 있다. 이들 자이어 형태의 

변화는 강화되었거나 기존의 북태평양 아열대순환계 바깥으로 이동한 흐름을 의미

한다. 쿠로시오의 경우에는 서쪽에 위치한 대륙의 경계 때문에 더 좁은 경로로 서

안경계류가 몰리게 되고, 따라서 서쪽 경계 근처의 가장 바깥쪽의 유속은 가속되게 

된다. 

Fig. 3.2.4.2. 에서는 북태평양 수평 순환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인 Barotropic Volume Transport(BVT)를 계산해 보았다. 이는 모형으로부터 계

산된 남북방향 해류의 속도 성분을 북태평양의 서쪽경계부터 동쪽경계까지, 그리고 

표층부터 심해저까지 적분하여 구하였다. 실선은 시계방향의 흐름을, 점선은 반시계 

방향의 흐름을 나타낸다. 좌측과 중앙 열은 각각 현재기후와 미래기후에서의 BVT 

패턴을, 그리고 우측 열은 미래기후와 현재기후에서 BVT의 차이를 나타낸다. 모든 

모형에서 북태평양 아열대순환계가 잘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층류에

서 나타난 패턴과 동일하게 MIROC3.2-Hires에서 서안경계류는 저해상도에서 재

현된 서안경계류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으며 쿠로시오 확장은 구불구불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일본의 남쪽과 동쪽에서 큰 규모의 자이어가 보인다. 

MIROC3.2-Hires에서 나타난 특성들은 다른 고해상도 해양순환모형에서 나타난 

특성들과 일치한다 (You 2005).

 

Fig. 3.2.4.2. Volume transports simulated in the 20C3M (left) and the SRES 
A1B scenario experiment (middle). (right) Difference between 20C3M and 
SRES A1B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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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후 시나리오가 적용되면서 BVT 역시 모든 모형에서 뚜렷한 변화를 나타

내고 있다. 북태평양 아열대순환계의 남부는 약화되고 북부는 강화되며, 북태평양 

아한대순환계의 남부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쌍극자(dipole) 형태의 수

송량 변화는 미래기후 시나리오 아래에서 북태평양 아열대순환계 전체가 극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시사한다. UKMO-HadCM3에서는 이러한 쌍극자 형태의 수송량 변

화가 다른 모형들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일본 남쪽의 쿠로시오 해류는 

약화되고, 쿠로시오 확장을 의미하는 BVT가 0이 되는 등치선은 극쪽으로 약 2도 

이동함이 모든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0

의 값을 보이는 역학적 해수면 고도(dynamic sea surface height) 역시 모든 모

형에서 약 2도 극쪽으로 이동하였다. 저해상도 모형에서 남북방향으로 2 도의 이동

은 한 개 내지 두 개의 격자를 의미하지만, MIROC3.2-Hires과 같은 고해상도 모

형에서 2도는 약 7개 격자에 해당하기에 뚜렷한 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앞 장에

서 이야기한 것처럼 김 등 (2010)은 PCDMI에 사용된 기후모형들의 결과를 분석

하여 LGM 시기에는 북태평양 아열대순환계가 적도 방향으로 이동함을 밝혔다. 

LGM 시기의 기후조건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SRES A1B 시나리오와 정반대 기후

조건이므로 우리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wind 

stress curl을 동서방향으로 적분하여 구한 Svedrup Volume Transport (SVT)

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Fig. 3.2.4.3.), 각 기후모형에 대하여 BVT와 SVT

에 나타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 하에서 북태

평양에서 일어나는 수평순환의 변화는 바람응력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는 

Sakamoto 등 (2005)의 논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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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3. Sverdrup volume transports calculated for each 

model and the difference between SRES A1B experiment and 

20C3M (contour; 20C3M, color; SRES A1B - 20C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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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해상도 모형에서 쿠로시오 학장 제트 변화의 특징

저해상도 모형에서 시계방향 자이어는 일본의 남쪽에서만 발견된다. 이와 대조적

으로 MIROC3.2-Hires에서는 이것이 두 개로 나뉘어져 일본의 남쪽과 동쪽에 위

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SRES A1B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서 일본 동쪽에 위치한 

자이어는 약 25 Sv(106m3/s)이 증가하였고, 쿠로시오 확장 해역의 양의 BVT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쿠로시오 확장 제트는 고해상도 모형인 MIROC3.2-Hires에서

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4.4. 는 145°E에서 160°E 사이의 BVT

를 평균하여 위도와 수송량에 대하여 표현하여 앞서 분석된 내용을 좀 더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모든 모형에서 북위 40도 북쪽에서 0 값을 갖는 평균 BVT는 미래

기후에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다만, MIROC3.2-Hires에서만 평균 BVT의 최대값

이 미래기후에서 증가하였다. 나머지 모형에서는 최대값을 갖는 위도는 북쪽으로 

이동하였지만 최대값 자체는 오히려 감소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고해상도 모형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각 모형들

에 대하여 145°E에서 160°E 사이의 온도와 온도구배를 평균하여 경압성의 변화

를 알아보았다 (Fig. 3.2.4.5.). 빨간색 선은 섭씨 15도의 등온선을, 초록색 선은 

섭씨 10도의 등온선을 나타낸다. 현재 기후에서 고해상도 모형인 

MIROC3.2-Hires 만이 쿠로시오 확장과 오야시오 확장을 분리하여 모의하고 있

다. 반면에 저해상도 모형들에서는 이 두 확장이 하나도 뭉개져 모의되었다. 미래기

후 시나리오가 적용되었을 때, 모든 모형에서 빨간색과 초록색 선들은 동일하게 북

쪽으로 이동했다. 다만 MIROC3.2-Hires에서만 15도의 등온선이 10도 이상 북쪽

으로 이동하면서 북위 35도 근처, 즉 쿠로시오 확장이 위치한 해역에서 온도구배가 

상당히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북위 38도 근처에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강한 온도구배는 미래기후에 하나로 합쳐졌지만 온도구배는 그다지 강화되지 

않았다. 나머지 저해상도 모형에서 기존의 쿠로시오 확장 지역을 의미하는 강한 온

도구배 해역은 북쪽으로의 이동은 관찰되지만 온도구배의 강도는 현재기후와 같게 

유지되거나 약간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3.2.4.6. 은 역시 145°E에서 

160°E 사이의 동서방향 유속을 평균하여 보여주고 있다. 미래기후에서 온도구배

가 강화되지 않은 저해상도 모형들에서는 쿠로시오 확장 제트를 의미하는 동쪽으로 

흐르는 유속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고, 반면에 고해상도 모형인 MIROC3.2-Hires

에서는 북위 35도 근처 해역에서 유속이 아주 크게 증가됨이 보인다. 따라서 오직 

고해상도 모형에서만 상층부 해양에서 경압성이 강화되고 이 해역의 성층이 약화되

면서 에디활동이 활발해지고 많은 잠재에너지가 평균장으로 전이됨으로 인해 제트

가 강화되는 과정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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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4. Latitudinal variations of volume transport averaged from 

145E to 160E. (black; 20C3M, red; SRES A1B).

Fig. 3.2.4.5. Latitudinal variations of temperature (contour) and 

temperature gradient (shade) averaged from 145E to 160E. (left; 

20C3M, right; SRES 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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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6. Latitudinal variations of zonal velocity averaged from 

145E to 160E. (left; 20C3M, right; SRES A1B).

(3) 대기에서 해양으로 전파되는 역학과정

Fig. 3.2.4.7. 는 각 모형들에 대하여 현재기후에서 500hPa의 고도에서의 연직

속도와 해수면 고도, 그리고 이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양의 w500hPa은 하강

기류를, 음의 w500hPa은 상승기류를 의미한다. 현재기후에서 북서태평양은 상승기

류가 지배적이고, 반면에 북태평양의 남동해역은 하강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공통

적으로 나타난다. 미래기후 사나리오에서 이들 연직운동들은 전반적으로 감속되고, 

이것은 해들리 순환의 약화 및 팽창, 그리고 이에 따른 패럴 순환의 극쪽으로의 이

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일본 바깥쪽 북서태평양 위에서, 즉 쿠로시오와 쿠로

시오 확장 해역 위의 상승기류는 아적도 하강지역의 극쪽으로 이동에 의해 약화되

는 것으로 보인다. 해수면 기압이 본래 낮은 해역 위에서 이들 상승기류의 약화는 

주변의 해수면 기압보다 낮게 되도록 해수면 기압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된다. 반

면에 해수면 기압이 본래 높은 해역 위에서는 이들 하강기류의 약화는 주변의 해수

면 기압보다 낮게 되도록 해수면 기압이 감소 또는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북

서쪽과 남동쪽 북태평양 간에 해수면 기압의 구배가 감소하게 된다. SRES A2 시

나리오가 적용된 UKMO-HadCM3 모형의 결과 역시 북서 북태평양 위의 해수면 

기압의 증가를 나타내고, 남동 북태평양 위에 해수면 기압은 뚜렷한 감소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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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SRES A1B 시나리오가 적용된 경우의 변화보다 크다. 따라서 SRES 

A1B 시나리오 하에서도 UKMO-HadCM3 모형은 연직속도에 있어서 SRES A2 

시나리오가 적용된 경우와 같지만 약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한다. 

Fig. 3.2.4.7. Vertical velocity at 500hPa (left) and sea level pressure 

(right), and their future change (color) for each model.

북반구에서 증가되는 해수면 기압은 지균균형을 통해 시계방향으로 도는 바람을 

발생시켜 음의 wind stress curl로 이어지고, 반대로 감소되는 해수면 기압은 반시

계방향으로 도는 바람을 발생시켜 양의 wind stress curl로 이어지게 된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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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모든 모형은 공통적으로 북태평양 아적도 자이어를 발생시키는 원인인 

음의 wind stress curl의 남쪽 부분이 약화됨을 보인다. 추가로, 일본 바깥쪽에서 

wind stress curl이 0이 되는 위도대를 따라 뚜렷한 감소가 보인다. 말하자면, 0인 

등치선 남쪽에서 음의 wind stress curl은 강화되며 북쪽에서 양의 wind stress 

curl은 약화되고, 약화된 양의 wind stress curl이 훨씬 북쪽에서도 관찰된다. 정리

하면, 이들 결과는 중위도 음의 wind stress curl 장이 극쪽으로 이동됨을 의미한

다. 이는 앞에서 논의하였던 지구 온난화에 따라 극쪽으로 이동한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SRES A2와 A1B 시나리오가 

적용된 UKMO-HadCM3가 wind stres curl장에 역시 유사한 변화를 일으킴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3.2.4.8. Wind stress (left) and wind stress curl distribution 
(right), and their future change (color) for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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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론

위에서 살펴본 분석결과들을 통해 대규모 대기순환의 변화는 북태평양 아열대순

환계가 극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고해상도와 저해상도 기후모형 모두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 대한 대기와 해양에 대

해 공통적인 변화를 나타났고, 이는 더 고해상도 기후모형이 적용되더라도 본 연구

에서 제안한 예측과 메커니즘은 유효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고해상도 기후모

형인 MIROC3.2-Hires에서만 쿠로시오 확장 제트는 강화되었고 이는 이 해역을 

통과하는 남북방향 온도구배의 강화와 연관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 쿠로시오와 쿠

로시오 확장 해역에서는 이 모형에서만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이어 형태의 변화

가 관찰되었다. 사실 이 지역은 원래 중규모 에디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므로 

MIROC3.2-Hires 모형에서만 실질적으로 모의된 중규모 에디가 이러한 차이점들

을 발생시키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MIROC3.2-Hires 모형에서만 개

별적으로 모의된 쿠로시오와 오야시오 확장 제트도 이에 대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이들 과정에 대한 정확한 역학과정을 규명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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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쿠로시오수역과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부유생물      

         생태계 구조의 상관성

1. 해역별 미세생물의 군집 구조, 다양성, 일차생산력 및 박테리아 생산력 특성

가. 서론

해양에 서식하는 미세생물인 식물플랑크톤과 박테리아는 생산자 및 분해자 그리

고 지구환경조절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식물플랑크톤의 광합성은 전 지

구 일차생산력의 약 1/2에 달하며 (Field et al., 1998), 해양먹이망의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한다(Micheli, 1999; Edwards & Richardson, 2004).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biological pump는 해양표층에서 매일 수 억톤 이상의 CO2를 흡수 심해로 이

동시킴으로서 기후 가스의 조절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식물플랑크톤 각 그룹은 

탄소, 규소, 질소, 탄산칼슘, DMS등 다양한 물질의 지구적 규모의 순환과정에서 각

기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Nair et al. 2008). 지난 30여년의 연구를 통해 일차생

산의 많은 부분이 다양한 기작(exudation, sloppy feeding, viral lysis 등)에 용존 

유기물화 되고 이들 용존 유기물은 대부분 박테리아에 의해 이용됨이 밝혀졌다. 그 

결과로 박테리아의 유기물 이용성은 탄소 순환에 중요하며, 박테리아의 이용성이 

탄소 플럭스를 변화시킬 수 있음이 알려졌다. 따라서 해양표층에서의 식물플랑크톤

과 박테리아의 구조 및 기능 연구는 지구환경 및 해양 먹이망을 이해하기위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지구온난화나 엘니뇨와 같은 지구규모의 환경 변화는 해수 온도의 상승과 해류

순환 시스템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등 해양 환경의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해

양순환의 변화에 따라 해수중 생물기원 원소(탄소, 질소, 규소, 인 등)들의 순환과 

영양염 농도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물질변화는 박테리아, 식물플랑크톤 등 

하위준위 생물들의 생산과 종 다양성, 종의 분포 및 생물과정 등에 영향을 미쳐 해

양생태계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생지화학적 순화의 변화로 연결되

며 되먹임 현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남해는 쿠로시오와 북적도해류에 의해 북서태평양의 열대 빈 영양수역

인 Warm pool과 연결된다. 북적도해류로부터 기원한 쿠로시오와 쿠로시오의 지류

인 대마난류는 한국 주변 해역에 열과 염 및 해양생물을 공급함으로 물리특성 및 

생태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구적 규모의 환경변화가 한국 주변

해의 하위준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서태평양 열대해역과 쿠

로시오 및 한반도로 연결되는 해양환경 및 하위준위 생태계의 상호연관 관계를 파

악한 후 이를 근거로 환경변화에 연동되는 생태계 변화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서태평양과 한국남해의 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위해 본 연구는 

2010년 6월 Warm pool, 쿠로시오, 대한해협에 이르는 광역 환경에서 식물플랑크

톤과 박테리아의 생체량 및 생산력을 측정하였으며 또한 식물플랑크톤 색소 분석을 

통해 군집구조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해역별 환경과 이에 반응하는 식물플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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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의 일차생산력 및  박테리아 생산력 등을 파악하여 북서 태평양과 한국남해의 생

태적 연속성과 환경변화에 따른 연동성의 이해 및 향후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1) 조사정점

  

2010년 6월 식물플랑크톤 및 박테리아 분야 연구는 북적도 해류를 포함한 warm 

pool 해역, 쿠로시오, 동중국해 및 남해에서 연구선 온누리를 이용 수행하였다. 대

부분 정점은 연구선에 설치된 표층 채수장치를 이용 운항중에 시료를 채집하였다. 

채수는 수심 200m 내의 7~9개 층에서 하였으며 채수 후 조사목적에 적합한 방법

으로 시료를 처리 하였다. 연구선 이동 중에도 선박에 설치된 펌프를 이용하여 12

개 정점의 표층해수를 채집하여 정점 간 거리를 짧게 유지하여 환경 및 생태계 특

성을 연결시켜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0년의 조사의 정점은 Fig. 3.3.1.1. 에 나

타냈다. 

Fig. 3.3.1.1. Sampling stations for 2010 

survey 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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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엽록소 a 

엽록소 a 식물플랑크톤의 엽록소 a 측정은 현장에서 채수한 해수 500㎖을 직경 

25㎜의  GF/F 여과지로 거른 후 20㎖ 유리 vial에 담고, 90% 아세톤을 7㎖ 넣어 

냉장상태를 유지해주며 24시간 동안 색소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시료는 입자를 제

거한 뒤 Turner fluorometer (Turnerdesigns model, 10-AU)을 이용 Parsons 

et al. (1984)의 형광법으로 정량적인 엽록소 a 값을 구하였다.

    

(3) 식물플랑크톤 색소 

식물플랑크톤 색소HPLC를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색소분석은 Zapata et al. 

(2000)의 방법을 기초로 이루어 졌다. 식물플랑크톤은 Whatman GF/F filter로 해

수 2리터를 거른 후 냉동 보관하였다.  색소 추출은 녹인 여과지를 3ml의 95% 

methanol에 넣은 후 분쇄기로 분쇄한 후 냉동고에서 4시간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

하였다.  추출물에 포함된 식물플랑크톤이나 여과지 조각들을 제거하기위해 직경 

25mm 의 teflon(PTFE) syringe  filter(MFS, 0.2㎛ pore size)를 이용하였다. 

색소 peak의 변형을 막기 위해 여과된 추출물 1㎖에 증류수(milie-Q water) 400

㎕를 넣어 잘 혼합하였다. 준비된 시료 200㎕를 HPLC system(Shimadzu 

LC-10A system (dual LC-10AD pumps, SIL-10AD autoinjector, SCL-10A 

system controller, SPD-M10A photodiode array detector, RF-10A 

spectroflorometric detector)에 주입하였으며 색소 분리는 Waters C8 

column(150x4.6mm, 3.5㎛ particle size, 100Å pore size)을 이용하였다. 

Column 온도는 항온순환기를 이용 25  ℃를 유지하였다. Chromatogram의 peak

에 대한 동정은 표준색소(DHI water & Environment, Hørsholm, Denmark.)의 

retention time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Fig.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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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HPLC chromatogram of an aqueous mixture of pigment 

standards. Codes to pigment identities are: 1=chl. c3, 

2 = c h l . c 2 , 3 = p e r i d i n i n , 4 = p h e o p h o b i d e , 5 = 1 9 ' - b u t . , 

6=fucoxanthin,7=neoxanthin, 8=prasinoxanthin, 9=violaxanthin, 

10=19'-hex.,11=diadinoxanthin,12=antheraxanthin,13=alloxanthin,14=

z e a x a n t h i n , 1 5 = l u t e i n , 1 6 = c a n t a x a n t h i n , 

17=gyroxanthin-diester,18=B-cryptoxanthin, 19=chlorophyll-b, 

20=echinenone, 21=divinyl-chl. a, 22=chl. a, 23=pheophytin a, 24=

α-carotene, 25=β-carotene.

(4) Pico-cyanobacteria의 다양성

Cyanobacteria의 다양성은 16S-23S rRNA 사이의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동중국해, Kuroshio 해역 및 열

대 해역에서 cyanobacteria 군집의 다양성 조사는 열대해역의 8개 정점, 쿠로시오 

해역의 3개 정점 및 동중국해 해역의 5개 정점의 유광대(4~6개 수심) 시료에서 

수행되었다(Fig. 3.3.1.1.). 그리고, 해수 펌프를 이용하여 채수된 표층 해수에서 

cyanobacteria의 다양성은 12개 정점(L1~L12)에서 추가로 조사되었다. 

분석을 위한 해수 시료를 현장에서 멸균된 0.2㎛ 막여과지(Supor filter, 

Gelman)에 여과하였으며, 여과지는 멸균된 2ml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진 후, 1ml

의 STE 완충용액을 넣어 냉동보관(-70℃)하였다. 유전자 분석을 위한 DNA 추출

은 Sommerville et al. (1989)의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시료에 2ml의 SET 완

충용액을 넣고, lysozyme, proteinase K와 10% SDS 용액을 첨가하여 세포를 용

해시켰다. 여기에 phenol-chloroform- isoamylalcohol(25:24:1) 용액을 넣어 단

백질을 제거하였으며, 다시 chloroform-isoamylalcohol 용액을 넣어 추가 정제하

였다. DNA는 에탄올 침전을 통해 농축 되었다. 

ITS 염기서열은 GS-FLX Titanium을 이용한 pyrosequencing 방법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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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를 위해 cyanobacteria에 특이적인 bar-coded fusion forward primer

와 reverse primer pair를 이용하여(Rocap et al., 2002), DNA의 ITS 부분(약 

190~225bps)을 PCR로 증폭하였으며, 증폭된 PCR 산물을 agarose gel에서 

quanitative standard size marker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정량 후 동일한 양으

로 PCR 산물을 섞고 다시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하여 약 150~250bps의 부분을 

잘라 낸 후 Qiaquick gel extraction kit(Qiagen)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PCR 산물의 pyrosequencing은 Macrogen(주)에서 수행되었으며, 얻어진 DNA 

염기서열은 각 시료에 해당되는 bar-code 염기서열에 따라 분류되었다. Primer 

염기서열 제거 및 alignment는 Mothur 프로그램(Schloss et al., 2009)을 이용하

여 수행되었으며, 얻어진 염기서열의 분류학적 그룹의 결정은 Mothur 프로그램으

로 얻어진 alignment를 ARB program (Ludwig et al., 2004)을 이용하여 기존에 

알려진 Synechococcus와 Prochlorococcus 염기서열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에 추

가함으로써 분석하였다.

(5) 일차생산력

식물플랑크톤의 P-I 특성은 Babin et al.(1994)의 radial photosynthetron 방

법을 채용하여 구하였다. 광원으로는 Osram HQI/D 150W 램프를 사용하였다. 배

양은 2시간을 유지하였으며 각 플라스크의 광량은 QSL 100 scalar quantum 

meter (Biospherical Co)를 써서 측정하였다.  수온의 조절을 위하여 표층 시료의 

경우 조사선의 펌프 수를 배양상자 내로 순환시켰고 저층 시료일 경우 circulation 

bath를 사용하여 현장의 수온을 유지하였다.

시료 600㎖를 채수하여 14C (bicarbonate, Amersham Inc.)을 첨가하여 잘 섞

은 후 10개의 플라스크에 55㎖ 씩 주입하였다.  배양이 끝나면 즉시 0.45㎛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뒤 냉동 보관하였다. DPM은 여과지를 녹인 후 염산을 

이용한 훈증이 끝나면 즉시 scintillation cocktail 15㎖를 첨가하여 냉암소에 24시

간 보관한 뒤 Scintillation Counter로 측정하였다.  

P-I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Platt et al.(1980)의 모형에 적합화하여 매개변수

화 하였다. 광 저해 현상이 있을 경우 3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 Platt et 

al.(1980)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P =  B PBs  (1 - exp  [  -αBI/ PBs]) exp[-βBI/PBs]
여기서 B는 생체량, 위첨자 B는 단위 생체량당 매개변수임을 의미한다. P 포화 

광도 이상에서의 단위 생체량 당 광합성량, 즉 동화율 (assimilation number)이다.  

α는 광합성의 광량자 효율과 관련된 매개 변수로 광합성-광도 곡선에서 포화 광

도 이하에서의 선형 반응의 기울기를 가리킨다. 

광량의 시간별 변화는 조사 기간 동안 갑판에 설치된 광량계에서 하루 동안 5분 

간격으로 측정된 PAR (Photosynthetically Available Radiation)의 시간당 평균

치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수심별 시간에 따른 광량 변화는 시간별 평균 광량에 

SBE 911에 장착된 PAR 센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소광계수를 적용 하여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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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물기둥 전체의 하루 동안의 일차생산력은 시간과 수심전체에 대한 광과 생체

량을 광합성 모델에 적용 광합성 량을 추정한 후 전체의 합을 구하였다.

(6)박테리아 생산력

 박테리아 생산력은 3H-thymidine 고정법으로 측정하였다(Ducklow et al., 

1992). 현장에서 채수된 시료 10~20ml을 멸균된 배양 용기에 넣은 후 

3H-thymidine (Specific activity 84 Ci/mmol)을 최종농도 10nM이 되도록 넣어 

현장온도에서 1~2시간 정도 배양하였다. 이때 blank로는 최종농도 2%의 포르말린

으로 처리한 시료를 이용하였다. 일정 시간 배양한 시료에 최종농도가 2%가 되도

록 포르말린을 넣어 배양을 중지시키고 냉장 보관하였다. 냉장된 시료는 0.2㎛ 

cellulose nitrate filter (Whatman)에 여과하였다. 여과지는 5% ice-cold TCA

로 5ml씩 3번, 80% ice-cold ethanol로 2번 넣어 헹군 후 scintillation vial에 보

관하였다. 그 후 ethylacetate 1 ml과 LumagelⓇ 10ml을 넣어 섬광계수기로 방사

능량을 측정하였다. 박테리아에 의한 thymidine 고정율로부터 생산된 박테리아 세

포수의 계산은 1.1 x 1018 cells (mol TdR)-1 의 전환상수를 이용하였으며

(Riemann et al., 1987), 탄소량으로의 계산은 20 fg C cell-1 (Lee & Fuhrman, 

1987)의 전환상수를 이용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1) 엽록소 a 

2010년 6월 정점별 표층의 엽록소 a 농도는 0.034~0.93㎍ℓ-1 의 범위와 

0.221㎍ℓ-1 의 평균 농도를 나타냈다(Fig. 3.3.1.3.). 해역별로는 열대해역(정점 

F10~L7)에서 평균 0.066 ㎍ℓ-1 으로 가장 낮았고 쿠로시오수(정점 L8~B3)에서 

평균 0.161㎍ℓ-1 까지 증가하였다. 동중국해와 남해에서는 엽록소 농도가 

0.135~0.925㎍ℓ-1 의 범위로 증가하였으며 평균은 0.506㎍ℓ-1 으로 난수역에 

비해 약 8배 높은 값을 나타냈다.

 전체 엽록소 a 농도에서 3㎛크기 이하의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의 기여율은 정점

에 따라 20.7~91.7%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평균 64.7%로 중요한 일차생산자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해역별로는 난수역이78.9%로 가장 높았으며 쿠로시오와, 동중국

해로 북상하며 65.5%와 54.5%로 감소하였다. 동중국해 대륙붕의 L12정점을 제외

한 정점들의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의 기여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열대해역의 엽록소 a 농도는 표면혼합층에서 낮고 100m 이하 수심에서 

SCM이 발달하는 구조를 나타냈다(Fig. 3.3.1.4.). 정점 F6에서 SCM층이 수심이 

150m로 가장 깊었으며 고위도로 가며 점차 깊어지는 변화를 보였다. 쿠로시오 수

역에서는 SCM층의 깊이가 약 100m로 낮아졌으며 대륙붕 정점에서는 50~60m에

서 발달하였다. 동중국해 대륙붕 점점들은 수심 50m 이내에서 SCM층이 나타났으

며 엽록소 a 농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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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Surface chl-a concentrations and their 
pico-fraction for 2010 survey in the Western Pacific. 

Fig. 3.3.1.4. Vertical profiles of chl-a measured by 
fluorescence sensor (upper) and concentrations(lower) in 
the 2010 surve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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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년 해역별 평균 표층 엽록소 a 농도와 수층에서 적분된 엽록소 a 농

도를 Fig. 3.3.1.5. 에 나타냈다. 열대 난수역에서의 표층 엽록소 a 농도는 2008년

에  0.057±0.012㎍ℓ-1 의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2009년과 2010년엔 

0.061±0.008㎍ℓ-1 와 0.061±0.013㎍ℓ-1 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쿠로

시오수역은 0.168±0.061~0.222±0.127㎍ℓ-1 의 연별 변화를 보였으나 이는 쿠

로시오의 엽록소 a 농도 변화보다, 엽록소 a 농도가 높은 연안 정점의 포함여부에 

따른 변화였다. 동중국해의 표층엽록소 a 농도는 0.217±0.062~0.450±0.292㎍

ℓ-1 의 범위로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변화는 SCM층의 발달과 조사 시기에 따른 

정점 변화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열대수역 정점들에서 175m 수심까지 적분된 엽록소 a량을 Fig. 3.3.1.5. 에 나

타냈다. 8 개층의 수심에서 채수된 시료를 이용 아세톤 추출 방법으로 구한 엽록소 

a 농도로부터 적분된 엽록소 a 량은 2008년 25.184±3.535㎍ℓ-1, 2007년 

23.922±2.219㎍ℓ-1, 2010년 24.964±3.160㎍ℓ-1 의 변화를 보였다. CTD로 

부터 구한 엽록소 a 형광값을 엽록소 a 농도로 환산하여 적분한 량은 2008년 

27.645±2.648㎍ℓ-1, 2009년 22.602±1.558㎍ℓ-1, 2010년 24.902±1.344㎍

ℓ-1으로 연도별 변화가 뚜렷하였다. 수주내의 전체 엽록소 a 농도에서 초미소 식

물플랑크톤이 차지하는 엽록소 a 농도의 기여율을 Fig. 3.3.1.6. 에 나타냈다. 적도

수역에서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동중국해에서 낮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수역별 

초미소 식물플랑크톤 기여율은 열대수역 79.7±5.1%, 쿠로시오 63.3±15.6%, 동

중국해 59.3±10.8%로, 전체수역에서 50%이상의 높은 기여율을 나타냈다. 열대수

역에선 2008년과 2009년에 75.7±3.0%와  81.2±3.1%의 기여율을 보여, 수주내 

엽록소 a 량이 높은 해에 초미소 플랑크톤의 기여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

는 수주내 엽록소 a 량의 변화가 초미소 식물플랑크톤보다 크기가 큰 미소나 소형

플랑크톤에서 기인함을 나타낸다. 

Fig. 3.3.1.5. Surface(left) and 175m depth-integrated chl-a 

concentrations(right) of each water type for 2008, 2009 and 2010 survey 

crui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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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Vertical profiles of pico-fraction(% chlorophyll a) of 

each water type in the 2010 survey region.

(2) 식물플랑크톤 색소 분포

 HPLC를 이용 분석한 식물플랑크톤 지시색소 농도의 정점별 분포를 Fig. 

3.3.1.7. 에 나타냈다. 와편모조류의 지시색소인 peridinin은 표층에서 4.3ngℓ-1 

의 정점 평균 농도와 0.7~14.9ngℓ-1 의 정점별 변화를 보였다. 동중국해 대륙붕

에 위치한 이어도와 A7정점에서 높은 농도를 보인 후 감소하였으며 열대수역에서

는 8.0ngℓ-1 이하의 농도를 보였다. 규조류의 지시색소인 fucoxanthin은 표층에서 

14.9ngℓ-1의 정점 평균농도와 1.0~84.8ngℓ-1 의 정점별 변화를 나타냈다. 동중

국해의 이어도와 정점 A7에서 농도가 높았으며 쿠로시오와 열대수역에선 감소하였

다. 그러나 열대수역에 위치한 정점 L2에선 37.8ngℓ-1 로 증가된 농도를 나타냈

다. 착편모조류의 지시색소인 19′-Hexanoyloxyfucoxanthin은 표층 평균 

28.9ngℓ-1 농도와 2.2~187.4ngℓ-1 의 정점별 변화를 보였다. 동중국해의 대륙

붕정점에서 농도가 높았으며 쿠로시오와 열대수역에선 낮은 농도를 유지하였다. 은

편모조류의 지시색소인 alloxanthin은 표층 평균 2.0ngℓ-1 농도와 0.2~16.9ngℓ
-1 의 정점별 변화를 보였다. 동중국해에 위치한 정점 A7을 제외한 모든 정점에서 

5.0ngℓ-1 이하의 농도를 보였다.  남세균(남조류)의 지시색소인 zeaxanthin의 표

층 평균농도는 31.2ngℓ-1 였으며 2.9~56.1ngℓ-1 의 정점별 변화를 보였다. 수역

별로는 동중국해에 비해 쿠로시오와 열대수역에서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았다. 빈 

영양 수역에서의 높은 농도는 Prochlorococcus의 분포와 질소고정 남조류의 영향

으로 판단된다. 동중국해에선 Prochlorococcus의 분포가 제한되고, 

Synechococcus는 하계에 증가하는 특성상 낮은 농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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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hlorococcus의 지시색소인 divinyl chl-a는 독특한 분포를 나타냈다. 열대해

역과 쿠로시오해역에서는 검출되었으나 동중국해 정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Prochlorococcus는 빈 영양환경의 열대수역에서 일차생산력과 생체량을 유지시키

는 중요한 일차생산자이다(Partensky et al, 1999).  Moore 등(2002)이 제시한 

결과를 참고하면 Prochlorococcus는 질산염 농도에 관계없이 표층 환경에서 재순

환 되는 NH4
+와 urea를 이용함으로서 빈 영양 환경에서 높은 생체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은 수주내에서 다른 생태․생리적 특성을 보이는 

ecotype이 존재함에 따라 표층에서 심부 유광대에 걸쳐 높은 개체수를 유지하게 

된다(Moore et al. 1998; West et al. 2001). 그러나 고위도나 연안환경에서는 

분포가 제한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Divinyl chl-a의 분포는 Prochlorococcus의 

생태․생리적 특징을 잘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식물플랑크톤 지시 색소 중 소형과 미소플랑크톤의 지시색소인 peridinin, 

fucoxanthin, 19′-Hexanoyloxyfucoxanthin, alloxanthin은 열대수역에서 농도

가 낮고 쿠로시오수와 동중국해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와편모조류, 

규조류, 착편모조류, 은편모조류의 생체량이 영양염 농도가 높은 대륙붕 환경에서 

증가함을 나타낸다. 반면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의 지시색소인 zeaxanthin은 수역별 

변화가 크지 않았다. 초미소 식물플랑크톤 Prochlorococcus의 지시색소인 divinyl 

chl-a의 분포는 쿠로시오와 동중국해 및 남해의 생태적 연결특성을 잘 나타낸다. 

추계 조사시는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는 동중국해 정점들에서 divinyl chl-a가 높은 

농도로 검출되나 춘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쿠로시오수가 이동하며 물리․
화학적 특성이 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미세조류의 이동은 해류와 함께 물

리․화학적 특성의 연속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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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Phytoplankton indicator pigment distribution for 

surface(2m) water for 2010 survey 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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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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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ico-cyanobacteria 다양성 

Cyanobacteria의 다양성은 해역 및 수심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3.3.1.8.; 3.3.1.9.). 동중국해 해역에선 Synechococcus가 우점한 반면, 열대해역

에선 Prochlorococcus가 우점하는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났으며, 또한 쿠로시오 해

역에서도 동쪽 사면부에서는 Prochlorococcus가 대륙붕 해역에서는 

Synechococcus가 우점하여 구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열대 빈영양 해역에 

Prochlorococcus가 우점한 반면, 연안의 중영양 환경에서 Synechococcus가 우점

하는 생태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열대 및 쿠로시오 해역에서 Prochlorococcus는 7개의 기존에 알려진 ecotype

이 나타났으며, 유광대의 하층에 기존에 ecotype에 포함되지 않는 염기서열들이 비

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Fig. 3.3.1.8.). Prochlorococcus의 ecotype들의 분포

는 수심에 따라 비교적 또렷이 구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열대 해역의 수층 

100~150 m까지의 수심에서는 높은 광에 적응한 HLII ecotype이 우점하였으며, 

그 이하에서는 LLI이 우점하였다. HLI ecotype은 HLII와는 다르게 약 3%미만으

로 낮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유광대 저층에서는 LLI 이외에 LLII, LLIII과 LLIV가 

약 20%까지의 점유율로 함께 우점하는 양상을 보여, 유광대 저층의 다양성이 유광

대 상층에 비해 비교적 높은 양상을 보였다.  Prochlorococcus는 대체적으로 

40°N-40°S 위도사이의 열대나 아열대의 빈영양 환경에서 가장 우점하는 식물

플랑크톤이나 연안환경이나 저 수온 환경에서는 분포하지 않는 특징을 나타낸다

(Partensky et al, 1999). 동중국해 2007년 10월 조사 시는 분포하였으나 2010

년 6월에 매우 낮은 출현율을 나타낸 것은 수온과 같은 시기별 물리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Prochlorococcus의 생태적 특징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Noh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대량 염기서열 분석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총 19개의 

Synechococcus clades들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Fig. 3.3.1.9.). 

그 중 clades I과 IV는 쿠로시오의 영향을 받는 정점 A3을 제외한 동중국해 해역

에서 가장 우점하였는데, 이는 이들 clade에 속하는 Synechococcus가 20℃ 이하

의 냉수를 선호하는 특성 때문으로 여겨진다. 반면, 수온이 높은 열대 및 쿠로시오 

해역에서는 Synechococcus 중 clade II가 가장 대부분의 수층에서 50~100%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하는 clade로 나타났으며, 쿠로시오 지류의 영향을 받는 동중국

해의 A3 정점에서도 70% 이상의 점유율로 우점하였다. Clade III은 P-line의 정

점들에서 약 5~30%까지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clade WPC7은 열대해역의 고위도

에 위치한 정점 P7과 P11에서 약 10% 내외의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한편 

그 밖의 clade는 일부 정점의 일부 수심에서만 5%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 제한적인 

분포 양상을 보였으며, clades VII, CRD1, WPC1과 CRD2는 그 값은 낮지만, 쿠

로시오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clades Sub5.3-II와 XVI는 

동중국해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cyanobacteria의 다양성은 해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대양에서는 Prochlorococcus의 다양성이 높은 반면, 연안 해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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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chococcus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지구 온난화 등의 해

양 환경 변화에 따른 cyanobacteria의 다양성 및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해

역에서 이들 cyanobacteria의 다양성을 조절하는 환경 요인 및 유전적 특성에 대

한 규명을 통해 이들의 생물지리학적 분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Fig. 3.3.1.8. Contour plots showing proportion of sequences (%) belonging 

to each Prochlorococcus ecotype among cyanobacterial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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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Contour plots showing proportion of sequences (%) belonging 

to each Synechococcus clades among Synechococcus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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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9개의 표층 시료에서 얻어진 cyanobacteira의 다양성도 해역별로 큰 차

이를 보여주었다(Fig. 3.3.1.10.). 열대 및 쿠로시오해역에서는 Prochlorococcus 

HLII ecotype이 73.6~99.3%까지로 우점한 반면, 동중국해 해역에서는 정점 A3

을 제외하면 냉수성 특성을 갖는 Synechococcus clades I과 IV가 85.1~99.8%까

지 우점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쿠로시오 해역에서는 대륙 사면에 위치한 정

점 B5와 대륙붕 해역인 정점 B3에서 Prochlorococcus에서 Synechococcus로 우

점하는 그룹이 급격히 바뀌었으며, L10을 경계로 난수성 Synechococcus와 냉수

성 Synechococcus로 군집이 바뀌는 군집 특성이 나타났는데, 이들 정점들이 수온 

및 염분이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에 위치한 점을 볼 때, 물리·화학적으로 다른 성

질을 갖는 수괴들의 혼합에 의한 생태 환경의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여진다.

동중국해의 대륙붕 수역에서 냉수성 특성을 보이는 clads I과 IV가 우점한반면 

제주도 동부수역에 위치한 정점 A3에서는 난수성 특성을 보이는 clad II도 우점하

였다. 이는 정점 A3이  동중국해 대륙붕수 보다 쿠로시오의 분지류인 대마난류의 

강한 영향에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Prochlorococcus의 기여율은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 해류에 의한 생물종의 이동이 물리․화학적 환경의 연속성과 함께 

각 종이 갖고 있는 내성과 적응 능력에 따라 결정됨을 나타낸다. 

Fig. 3.3.1.10. Percentage of each clade among 
cyanobacterial reads obtained at surface water samples 
during the cruise, and temperature and salinity of surface 
waters continuously measured along 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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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차생산력 

정점별 일일 일차생산력은 190.0~1,163.4mgC m-2d-1의 범위와 548.9mgC 

m-2d-1 의 평균값을 나타냈다(Fig. 3.3.1.11.). 쿠로시오의 영향을 받으며 대륙붕

에 위치한 정점 B3에서 가장 높았고 열대수역에 위치한 정점 F6에서 가장 낮았다. 

동중국해 정점들의 평균생산력은 770.8±175.3mgC m-2d-1 으로 생산성이 높은 

동중국해 대륙붕수의 특징을 잘 나타냈다. 쿠로시오 수역은 대륙붕에 위치한 정점 

B3의 영향으로 정점 평균 683.7±415.4mgC m-2d-1 의 높은 일차생산력을 나타

냈다. 빈 영양 환경의 열대해역은 359.7+271.2mgC m-2d-1 의 평균값으로 가장 

낮았으나, 정점에 따라 684.1mgC m-2d-1 의 높은 값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2008~2010년에 조사된 해역별 일차생산력을 Fig. 3.3.1.12. 에 나타냈다. 열대

수역의 정점 평균 일차생산력은 2008년 296.5±125.7mgC m-2d-1, 2009년 

244.0±190.7mgC m-2d-1, 2010년 359.7±271.2.7mgC m-2d-1 의 연 변화를 

나타냈다. 2009년에 생산력이 낮은 것은 SCM층이 깊어지며 수주내의 엽록소 a 량

의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2010년엔 수주내 적분된 엽록소 a 

량이 2008년에 비해 낮았으나 일차생산력은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빈 영양 환

경인 열대해역에 위치한 일부 정점이 500mgC m-2d-1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낸데 

기인한다. 쿠로시오와 동중국해의 일차생산력은 2008년에 비해 2010년이 높게 나

타났다. 동중국해와 쿠로시오 수역은 공간적으로 다양한 환경이 나타나나는 해역이

다. 따라서 연도별 조사정점의 변화에 따라 생산력이 변할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2010년에 동화계수가 높아 생산력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Fig. 3.3.1.11. Distribution of primary production for different 
sampl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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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2. Distribution of primary produciton for different 

study regions.

(5) 박테리아 개체수 및 생산력 분포

 2006~2010년 사이 진행된 5회 조사의 유광대 내에서 적분한 박테리아 생산

력은 대체로 유사한 범위에서 변동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3.3.1.13.).  각 조사 

시기에 해역별 박테리아 생산력은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시기별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박테리아 생산력과 일차생산력의 비율은 모든 조사에서 

동중국해 해역에 비해 열대해역으로 가면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 온대 연안 해

역에 비해 열대 해역에서 미생물 먹이망이 섭식 먹이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물질 이동 경로임을 시사 하였다.

열대 해역에서 미생물 먹이망의 중요성은 수온에 따른 박테리아 생산력과 일차

생산력의 비율의 선형적 증가 양상에서도 나타났는데(Fig. 3.3.1.14.), 이는 일차생

산력 중 박테리아가 소비하는 유기물의 비율이 해수의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Cho et al., 2001; Hoppe et al., 2002)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고위도 보다는 저위도에서 상대적으로 microbial 

loop를 통한 에너지 흐름이 우세하며, 또한 지구 온난화와 같은 해양 환경의 변화

에 따른 수온 상승이 먹이망을 통한 에너지 전달 경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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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Euphotic depth-integrated bacterial 

production and the ratio of bacterial production 

to primary production obtained in each study 

region.

Fig. 3.3.1.14. The relationship between 

sea surface temperature and the ratio of 

bacterial production to primary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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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서태평양의 DMS농도 분포 연구

 

가. 서 론

Dimethylsufide(DMS)는 반휘발성 유기 황화합물로써, 자연 발생에 의한 지구 

대기 중 황화염 (reduced sulfur) 형성의 약 50∼6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Andreae 1990, Bates et al., 1992). 대기 중  DMS의 약 95%가 대기-해양의 

가스 교환에 의해 공급되어지며, 전 지구적으로 해양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DMS의 

양은 연간 15∼33 Tg S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ettle and Andreae 2000). 대

기로 방출된 DMS는 급속한 산화과정을 거쳐 구름응결핵(Cloud condensation 

nuclei)으로 작용하는 황화염의 형태로 변화한다. 즉 해양에서 발생된 DMS는 대기

로 방출되어 구름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알베도(Albedo)라고 불리는 구름

에 의한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은 약 20%로써, 전 지구적 에너지 수지에서 구름

은 지구 복사 수지를 조절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양의 DMS는 박

테리아-식물플랑크톤-동물플랑크톤 간의 복잡한 microbial food web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물기원가스로써, 1987년 제기된 CLAW 가설(Charlson et al,. 1987)

에 의해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 

온도의 상승이 DMS를 생산하는 특정 생물활동의 증가를 유도하여 대기 중 황화염

의 증가와 함께 지구의 알베도를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 효과를 상쇄 혹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1970년대 Lovelock이 제시한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여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 가이아 가설의 연

장선으로 현재 1300 건이 넘는 논문이 이 가설을 인용하였다. 

해수의 DMS 농도는 수-수십 nM의 저농도로 지역별, 계절별 큰 차이를 보인다 

(Kettle et. al., 1999). 일반적으로 여름철 고위도 지방에서 가장 높은 DMS 발생

을 보이는데, 이는 DMS와 전구물질인 dimethylsulponiopropionate (DMSP)의 발

생이 종조성과 더불어 다양한 물리-화학인자(광량, 수온, 염분 등)의 변화에 기인

하기 때문이다. (Stefel et al., 2007)

지구온난화 및 해양산성화가 가장 큰 환경 이슈로 부각되는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대양에서의 DMS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장기 시료 보관이 어려우며 저농도로 용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대양에서의 DMS 연

구는 연안 또는 실험실 배양을 통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NOAA를 중심으로 90년대 초반부터 대양의 DMS 

농도 분포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http://saga.pmel.noaa.gov/dms/), 유럽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대양에서의 DMS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1995년부

터 진행된 Atlantic Meridional Transect (AMT) project의 일환으로 대서양에서

의 DMS 발생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g. Aiken 2000) 하지만 상대적으로 

태평양에서의 DMS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대양탐사에서 북서태평양 지역에서의 DMS 및 DMSP의 농도변화를 측정

하고, 이에 변화를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생물 인자들 (식물플랑크톤, pigment, 

RNA, DNA 등)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DMS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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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0년 5월 26일 괌(미국)을 출항하여 북서태평양의 웜풀해역과 쿠

로시오 횡단면, 동중국해를 거쳐 6월 12일 장목에 입항하는 17일 동안 진행되었

다. 표층 해수의 DMS는 15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였으며, 전구물질인 DMSP를 

주요 정점에서 채수 후 고정하여 보관 후 5개월 이내에 측정하였다. 해수 중 가스 

상태로 용존해 있는 DMS는 장기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속한 측정

이 이루어져야 하며 저농도 측정을 위해 흡착 및 탈착의 전처리 단계가 필요하다. 

온누리호에서의 연속 측정을 위해 본 연구실(포항공대 탄소순환연구실)에서 개발된 

연속 측정 시스템(Fig. 3.3.2.1. , Park and Lee, 2008) 을 사용하였다. 해수 펌프

를 통해 채수된 표층수가 10 μm filter를 거쳐 정기적으로 일정량의 해수가 연동

펌프와 정량 loop을 통해 폭기조로 전달된다. 폭기조로 전달된 일정량의 해수를 질

소가스 (100 mL min-1)로 폭기 시킨 후 분리된 DMS 가스 물질을 저온 (5℃) 흡

착제 (Tenax-TA)에 포집한다. 10분간의 폭기 후 흡착제가 충진된 유리관 주위를 

200℃의 고온으로 탈착시켜 황성분 검출기 (gas chromatograph-flame 

photometric detector)로 전달 된 후 정성, 정량 분석이 이루어진다. 시료의 주입

에서 측정까지 전과정이 Visual Basic 6.0/C 6.0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되며, 조사 해역 이동 중 15분마다 표층해수의 DMS 측정이 이루어

졌다. 본 분석 장비의 측정 한계는 0.5 nM, 측정오차는 약 5%이다. 

표층해수의 연속 측정과 함께, 식물플랑크톤 및 박테리아 등의 분석이 이루어진 

주요 정점 (F8,6,3,1; P3,7,11; B7,5,3; A7,5,3,1, I)(Table 3.3.2.1.)에서 수심별

(0, 5, 15, 30, 75, SCM)로 DMS 분석 및 DMSP 시료 샘플링을 하였으며, L1∼

12 정점에서 표층해수의 DMSP 샘플링을 실시하였다. 

DMS의 전구물질인 DMSP는 식물플랑크톤의 주요 유기황화합물로써 osmolyte, 

cryoprotectant, antioxidant chemical defence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e.g Sunda et al., 2006). pico-size 플랑크톤이 우점하는 북

서태평양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0.7, 3μm의 pore size filter로 여과된 해수와 

여과되지 않은 해수를 각각 30mL 유리병에 담고, 50% 황산 (해수 1mL 당 5μ

L)을 첨가하여 보관하였다. pH 1이하로 고정된 DMSP 시료는 수개월간 보관이 가

능하며, 채수된 DMSP 샘플은 실험실로 이동 후 분석하였다. DMSP시료 분석 시, 

10N NaOH 용액을 일정량 (해수 1mL 당 0.12mL) 첨가한 후 가스 손실을 최소

화하기 위해 테프론이 코팅된 cap으로 headspace가 발생하지 않게 닫은 후, 24시

간 이상 hydrolysis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DMSP를 등몰의 DMS로 변환시켜 

위 DMS 측정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CH3)2SCH2CH2COOH → CH3SCH3 + CH2CH2COOH

 (DMSP)             (DMS)     (Acry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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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기간 동안 표준 가스(3410ppbv DMS)를 이용하여 매일 검출기의 감도 변

화를 점검하였으며, 2∼3일 간격으로 DMS 표준시료 (0.2∼20nM)를 이용하여 검

출기 response를 검량하였다. 

 

Fig. 3.3.2.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automated analytical system 

for DMS.

정점 　경도 　위도 Date(KST)

F08 14° 16.70N 135° 46.32E 2010. 05. 29 02:39

F06 15° 05.45N 135° 27.54E 2010. 05. 29 20:36

F03 16° 17.35N 135° 00.90E 2010. 05. 30 18:01

F01 17° 11.74N 134° 35.77E 2010. 05. 31 10:50

P03 18° 17.64N 134° 11.36E 2010. 06. 02 06:08

P07 19° 48.67N 133° 33.51E 2010. 06. 03 21:53

P11 21° 18.95N 132° 33.90E 2010. 06. 06 14:03

B07 27° 41.65N 127° 16.10E 2010. 06. 08 14:55

B05 27° 59.01N 126° 29.85E 2010. 06. 09 01:45

B03 28° 15.83N 125° 50.44E 2010. 06. 09 09:55

A07 31° 23.43N 126° 02.75E 2010. 06. 10 06:53

I 32° 06.86N 125° 11.11E 2010. 06. 10 14:32

A05 32° 19.58N 126° 50.45E 2010. 06. 11 01:57

A03 33° 14.46N 127° 50.02E 2010. 06. 11 10:13

A01 34° 09.82N 128° 26.92E 2010. 06. 11 18:00

Table 3.3.2.1. Vertical, DMS and DMSP measurement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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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토의

(1)  표층 해수의 DMS 및 DMSP 분포

조사 해역에서의 표층 DMS 농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북위 14∼

25 부근 (F, P, B lines)에서 약 1∼2nM 수준의 낮은 농도로 일정하게 유지된 반

면 북위 27도 이상 해역에서 최고 20nM까지 증가하였다 (Fig. 3.3.2.2). 이러한 

DMS 변화는 전구물질인 total DMSP의 농도 변화 및 전체 생물량의 변화 (total 

chlorophyll-a)와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Fig. 3.3.2.3.). 이는 저위도 지역

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감에 따라 총 생물량의 증가와 함께 식물플랑크톤이 생

성하는 생체 내 유기황화합물의 일부인 DMSP가 증가하였고, DMSP의 증가가 다

양한 메카니즘을 통해 DMS 농도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실험기간 중 

total DMSP의 농도는 저위도 해역에서 10 nM 정도로 낮게 유지 되었으며, DMS

의 증가와 유사한 경향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점점 L11에서 가장 높은 농도 

(124.2nM)를 보였다. 총 DMSP 농도 중 0.7μm 이하의 용존 DMSP는 약 22%, 

0.7∼3μm 사이의 입자성 DMSP는 30%, 3μm 이상의 입자성 DMSP가 48% 정

도로 나타났다. 

  해양에서의 DMS 발생 메카니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채내에 

DMSP를 가진 플랑크톤이 죽은 후 (동물 플랑크톤의 섭식 작용, 바이러스 감염 

등) 입자성 DMSP가 용존 DMSP로 해수로 배출되어지고 이 후 DMSP 분해 효소

를 가진 박테리아에 의해 acrylate가 박테리아의 탄소원으로 소모되는 과정에서 

DMS가 해수로 배출되는 과정과, 채내에 DMSP와 DMSP 분해 효소를 동시에 가지

는 식물플랑크톤이 성장 혹은 외부환경(영얌염류, 수온, 염분, 광량 변화 등)에 적

응하는 과정에서 DMSP와 DMS를 생산하는 작용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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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Underway DMS concentration (nM) obtained 
using automated analytical system for 17 days.

Fig. 3.3.2.3. Surface concentration of DMS, size fractionated DMSP and total 
Ch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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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S 및 DMSP의 수직 분포

17일간의 실험기간 동안 총 15개 정점에서 DMS 및 DMSP 수직분포를 측정을 

하였다. 채수가 이루어진 수심은 주요 점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주로 0, 5, 

15, 30, 75m와 SCM(sub-chlorophyll maximum) depth에서 Niskin 채수기로 

해수를 채수하였다. 가스 상태의 DMS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headspace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채수를 실시하였다. 채수 후 DMS 시료는 3시간 이내에 측정

이 이루어졌다. 조사 지역에서 최대 생물량은  100∼150m (F, P 정점), 50∼

100m (B 정점), 15∼30m (A, I 정점)에서 보인 반면, DMS와 DMSP의 수직별 

농도 분포 (Fig. 3.3.2.4.; 3.3.2.5.)는 모든 실험 지역에서 표층에서 가장 높은 값

을 보였다. 또한 chlorophyll 당 DMSP ratio 역시 표층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Fig. 3.3.2.6.). 

Fig. 3.3.2.4. Depth profile of DMS concentration. (F; mean 

value of F8,6,3,1, P; mean value of P3, 7, 11, B; mean value 

of B3,5,7, A,I; mean value of A1,3,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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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Depth profile of  total DMSP concentration (F; 

mean value of F8,6,3,1, P; mean value of P3, 7, 11, B; 

mean value of B3,5,7, A,I; mean value of A1,3,5,7, I).

Fig. 3.3.2.6. Depth profile of  DMSP per Chl-a. (F; 

mean value of F8,6,3,1, P; mean value of P3, 7, 11, B; 

mean value of B3,5,7, A,I; mean value of A1,3,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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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MS, DMSP와 생물 색소간의 상관관계

식물플랑크톤의 DMS 및 DMSP 생산은 종에 따라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Prymnesiophytes, dinoflagellate, 일부 diatom이 대표적으로 DMS 및 DMSP 생

산을 활발히 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 채내 유기황성분의 약 50% 

가량이 DMSP로 이루어져 있기도 한다. 반면에 cryptomonads, cyanobacter는 채

내의 유기황성분 중 DMSP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것(∼0%)으로 알려져 있다 

(Keller et al., 1989, Stefel et al., 2007). 이러한 종 특이성 및 외부 환경의 영

향 (영양염류, 수온, 염분, 광량 등)으로 인해 DMS와 DMSP의 농도는 단순히 전

체 생물량과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대양에서의 DMSP 

및 DMS 발생을 연구,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체 생물량뿐 아니라 종조성에 대한 정

보가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지시색소와의 상관성 분석

은 DMS, DMSP 발생의 해석 및 예측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주

요 정점 (F8,6,3,1; P3,7,11; B7,5,3; A7,5,3,1, I) 및 북위 20도 이상 12개 정점 

(L1∼12)에서 측정한 표층의 DMS, DMSP 농도와 주요 색소 자료간의 상관관계

(Spearman's rank correlation, rs)를 알아보았다 (Table 3.3.2.2.).

Spearman's Rank Correlation

DMS
n= 26

DMSPt
n=24

Total Chl-a
0.554 0.504

p <0.01 p <0.05

Dinoflagellate

(Peridinin)

0.104 0.213

p >0.05 p >0.05

Diatom

(Fucoxanthin)

0.667 0.698

p <0.01 p <0.01

Cyanobacteria

(Zeaxathin)

-0.459 -0.505

p <0.05 p >0.05

Prymnesiophytes

(But+Hex)

0.483 0.684

p<0.05 p<0.01

Photoprotective Pigment
(Diadinoxanthin)

0.679 0.745
p<0.05 p<0.01

Table. 3.3.2.2.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biomarker pigment groups for 

DMS and DMSP (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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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간 동안 전 해역에 걸쳐 전체 생물량 중 3μm이하의 pico-size 플랑크톤

의 생물량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40∼80%). 하지만 pico-size 플랑크톤

인 cyanobacteria는 DMSPt의 농도와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diatom과 prymnesiophytes의 생물량의 indicator인 Fucoxanthin과 But+Hex 

pigment는 DMS, DMSP의 농도와 상대적으로 강한 연관성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북서태평양 특히 북위 25도 이상의 해역에서 발

생한 DMS 및 DMSP의 농도는 주로 diatom과 prymnesiophytes의 번성에 의한 

것임을 추측 할 수 있었다. 또한 DMS와 DMSPt는 Photoprotective Pigment인 

Diadinoxanthin과도 강한 상관관계가 보임을 확인하였다. 두 인자간의 양의 상관관

계는 대서양에서 이루어진 앞선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Bell et al., 2010). 

DMS와 DMSP는 식물플랑크톤 채내에서 anti-oxidant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

으며 (Sunda et al., 2002), UV-radiation은 식물플랑크톤에 가해지는 대표적인 

oxidative stress 중의 하나이다. DMS와 DMSP의 수직별 농도 분포가 최대 생물

량의 깊이와 관계없이 표층에서 가장 큰 값을 보이는 이유도 표층의 강한 

UV-radiation 조사에 의한 oxidative stress를 감소시키기 위해 식물플랑크톤의 

채내 DMSP quota 증가와  DMS 발생이 보다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라. 결론

17일간의 북서태평양 대양탐사를 통해 실험기간동안 약 1000여개의 표층 DMS 

농도 및 수층별 DMS 농도 분포를 확인하였다. 해당기간 (2010년 5월 26일∼6월 

12일) 동안 북위 14∼25도 사이에서는 2nM 이하의 DMS, 약 10nM 정도의 

DMSPt 농도를 보였다. 반면 북위 25에서 30도 사이에서 전체 생물량의 증가와 동

시에 DMS, DMSP가 모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식물플랑크톤 중 diatom과 

prymnesiophytes의 번성이 DMS와 DMSP의 농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판단된다. 수직별 분포를 확인 한 결과 두 인자 모두 총 생물량 경향과 달리 표

층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chlorophyll 당 DMSP 비율 역시 표층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깊이에 따라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DMS와 

DMSP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밝혀진 anti-oxidant 기능으로 인해 UV radiation

이 강한 표층의 식물플랑크톤이 보다 많은 DMS를 발생하고 채내 DMSP를 더 많

이 합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DMS와 DMSP 모두 

photoprotective pigment인 Diadinoxanthin과도 강한 상관관계가 보임을 확인하

였다.



- 128 -

3. 해류 순환 및 물리화학적 변동에 따른 부유 원생동물 군집 구조의 갱년 

변동성 파악 및 해역별 특성 비교

 가. 서 론

   

해양의 표영 생태계에서 미세생물 먹이망을 구성하는 미세생물 군집들은 전 지

구적 기후 변화 및 환경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해양 생태계 변화 및 예

측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박테리아, 식물플랑크톤 및 원생

생물을 포함하는 미세생물 군집의 영양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미세생물 먹이망을 

통한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고 탄소의 순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Chavez et al. 1996). 특히 미세생물 먹이망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자인 원생동물

은 다양한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테리아부터 소형 식물플랑크톤까지 다양한 

크기의 먹이를 효과적으로 섭식하고, 중형 동물플랑크톤의 좋은 먹이원이 되기 때

문에 해양 생태계의 기저부인 미세생물 고리와 중형 동물플랑크톤 먹이망 사이를 

연결하여 저차 생산자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상위 먹이망에 효율적으로 전달함으

로써 유기물질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Azam et al. 1983; Pierce and 

Turner 1992).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년 이상 해양 생태계에서 원생동물의 섭식

률, 원생동물의 군집과 미세생물 군집구조와 관련한 미세생물 먹이망에 대한 연구

들이 세계의 다양한 해양에서 수행되었다(Verity et al. 1996; Garrison et al 

1998; Landry and Kirchman 2002; Landry et al. 2003). 특히 외해역은 빠르

게 성장하는 극미소 플랑크톤이 우점하고 있으나, 이들의 크기가 너무 작아 중형 

동물 플랑크톤에게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없기 때문에 (Verity et al. 1996) 극미

소 플랑크톤이 우점하는 빈영양 해역,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서의 원생동물의 역할

은 다른 해역과 비교해서 매우 중요하다. 극미소 식물 플랑크톤의 생산과 원생동물

의 섭식 사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보고된 바에 따르면 원생동물은 외해역에서 일

일 일차 생산력의 10~70% 또는 100% 이상까지 소비하기 때문에 해양의 플랑크

톤 먹이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Verity et al. 1996; Calbet and Landry 

2004).

본 조사는 북서 태평양의 기후 변동에 따른 하위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연구의 일

환으로 하위 영양단계에서 에너지 흐름의 연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유 원

생동물의 군집구조 및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섭식압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여 북서 

태평양의 북적도 해류수역, 쿠로시오 해류의 근원지인 일본 동남부 해역 및 쿠로시

오 해류의 지류인 대마난류의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위치해 있는 동중국해의 표영 

생태계에서 부유 원생동물의 군집 구조 및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섭식압을 조사 하

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각 해역별로 자료의 갱년 변동성을 비교 분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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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및 방법

(1) 조사 수역 

본 조사는 2006년 9월, 2007년 9월, 2007년 6월, 2008년 6월, 2009년 6월, 

2010년 6월에 R/V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북서 태평양의 웜풀해역부터 동중국해 수

역까지 3개의 해역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조사수역은 북적도 해류대가 통과하는 

동경 135˚N 상의 북위 12˚E 에서 15˚ 30′E 까지의 해역(웜풀 해역), 쿠로시

오 해류가 대륙사면을 따라 통과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필리핀 동부 해역(쿠로시오 

해역) 및 쿠로시오의 지류인 대마난류가 통과하는 동중국해의 동남쪽 해역(동중국

해 해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부유 원생동물 현존량 분석

수층내 원생동물의 생물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0, 15, 30, 50, 75, 100m 의 깊

이에서 해수를 500㎖ 와 150㎖ 씩 채수하였다. 소형 원생동물 관찰을 위해서는 

500㎖ 해수를 Lugol's solution 으로 최종농도 10 % 되게 고정하였고, 고정된 시

료는 실험실로 운반해 원생동물의 관찰을 위해 Lugol 로 고정된 시료는 150㎖ 까

지 가라않게 한 후 를 사용하여 전도 현미경(Olympus IX 70)으

로 관찰하였다. 종속영양 미소 편모류와 미소형 종속영양 와편모류(<20㎛)의 생물

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150 ml 의 해수를 채수하여 글루타르알데하이드로 최종농도 

1% 가 되게 고정한 후 냉동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운반된 시료 

80~120ml를  0.45㎛ nuclepore polycarbonate black filter와 5㎛ nuclepore 

polycarbonate black filter로 각각 여과하여 DAPI (Porter and Feig, 1980)로 

최종농도 5ug ml-1 가 되게 염색한 후 형광현미경(Nikon type 104)을 사용하여 

종속영양성을 구분하였다.

(3) 부유 원생동물의 탄소량 전환값

종속영양 미소 편모류의 탄소량은 현미경하에서 체적을 구한후 Børsheim and 

Bratbak(1987)의 전환값인 220 fgC ㎛-3 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그 외 원생동물

은 현미경하에서 각 세포 크기를 측정한 후 세포 용적을 Edler(1979)의 방법에 따

라 구하였다. 유종 섬모충류 (Tintnnnids)는 carbon(pg)=44.5+0.053 lorica 

volum(㎛333) (Verity and Langdon, 1984)의 식에 따라 구하였으며, 피각이 없는 

빈모 섬모충류(Oligotrichs)는 0.19 pgC ㎛-3(Putt and Stoecker, 1989)의 전환

값을 사용하여 환산하였다. 와편모류의 탄소량은 Edler(1979)의 방법에 따라 용적

을 구한후 Menden-Deuer and Lessard (2000)의 실험식인 Carbon (pg) = 

0.216  [volume, m3]0.939 을 이용하여 각 세포의 탄소량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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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부유 원생동물의 섭식율

원생동물의 섭식율을 실험하기 위하여 Landry and Hasett (1982)의 dilution 

방법을 사용하여 식물플랑크톤의 성장률과 원생동물의 포식율를 구하였다. 표층 혼

합층인 10m 및 SCM 에서 10ℓ의 해수를 채수하여, 원생동물의 손상을 막기 위하

여 silicon tube를 이용하여 200㎛ mesh 로 걸러주었다. 사용 용기는 사용전에 반

드시 10% 염산으로 세척한 후 3차 증류수로 세척한 2.3ℓ PC bottle 을 사용하였

다. 채수한 해수는 희석수를 만들기 위하여 0.2㎛ 로 실험직전에 여과하였다. 200

㎛ mesh 을 통과한 해수와 0.2㎛ 을 통과한 해수의 비율을 각각 100%, 80 %, 

60%, 40%, 20% 가 되게 희석하였다. 희석 후 각각의 시료 (100%, 80%, 60 %, 

40%, 20%)에 식물플랑크톤의 원활한 성장을 위하여 영양염(Nitrate, Phosphate)

을 첨가한 후 배양하였다. 초기에 각각의 dilution factor 에서 엽록소 a 농도 측정

을 위해 500㎖ 을 여과하여 냉동 보관하였으며, 원생동물의 현존량 분석을 위해 

500㎖를 formalin으로 고정하여 냉동 보관하였다. 24 시간을 자연상태에서 배양한 

후, 각각의 dilution factor에서 엽록소 a 농도 측정을 위해 500 ㎖를 여과하여 냉

동 보관하였다. 각각의 dilution factor에 대한 엽록소 a 농도의 성장률과 사망률을 

이용하여 섭식률을 산정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1) 해역 구분 

조사수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일회의 조사를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라 3개의 해역으로 구분하였다(Fig. 3.3.3.1.). 북적도 해류대에 위치해 있으며

(12 - 17 N, 134 - 136 W) 표층에는 34psu 이하의 저염수와 28℃ 이상의 고

온수가 존재하는 해역을 웜풀(Warm pool)해역으로 정의 하였다. 쿠로시오 해류가 

대륙 사면을 따라 북상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필리핀 동부 해역은 수심이 500m 

이상인 대륙사면의 외해역과 수심이 100m 내외의 천해역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물

리 특성을 갖고 있는 수역을 쿠로시오해역 (Kuroshio)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쿠로

시오의 지류인 대마난류가 통과하는 동중국해에 위치해 있는  표층 혼합층이 

40~50m 수심까지 형성 되었으며, 표층수는 27℃ 이하의 수온과 34.0psu 이상의 

염분이 분포하고 있는 해역을 동중국해 해역(East China Sea; ECS)으로 구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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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 Map of study area showing location of sampling 

site from 2006 to 2010 year.

(2) 부유 원생동물의 생물량 및 군집구조

해양 생태계에서 미세생물 먹이망을 통한 탄소의 흐름은 그 수역의 영양상태와 

플랑크톤 군집구조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부유 원생동물의 분포와 군집구조는 전

반적인 플랑크톤 군집의 영양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생태계 구조

를 변형시킨다 (Rassoulzadegan and �tienne, 1981). 따라서 생태계의 미세생물 

먹이망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부유 원생동물의 군집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

적이다. 본 조사수역에서 부유 원생동물은 종속영양 미소편모류, 부유성 섬모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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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영양 와편모류, 방산충류로 구분하였으며, 20um 이상의 크기와 20um 이하의 

크기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해역및 연도별 부유 원생동물의 생물량 분포는 다음

과 같다 (Fig. 3.3.3.2.). 웜풀 해역에서는 총 평균 443±90mgC m-2 으로 2006

년과 2007년에 각각 평균 510±70mgC m-2, 450 ±70mgC m-2 로 나타났으며, 

다른해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08년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쿠로시오 해역에서는 총 평균 522±100mgC m-2 으로 2007년, 2008년, 

2010년에 각각 526±80mgC m-2, 490 ±100mgC m-2, 550±90mgC m-2 으로 

나타났으며 년차별 변동에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동중국해 해역은 정점간에도 

물리-화학적 특성이 크게 변화하는 수역으로 부유 원생동물의 생물량은 총 평균 

842.2±103mgC m-2 으로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800±120mgC m-2, 750 

±100mgC m-2 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800~1010mgC 

m-2 까지 분포하여 2006년과 2007년에 비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다. 따라서 부유 원생동물의 생물량은 웜풀 해역에서 가장 낮았으며, 쿠로시오 해역

을 거쳐 동중국해로 갈수록 높게 분포하였다. 부유원생동물의 생물량 분포 패턴은 

엽록소-a 농도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군집 사이에 피식-포

식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일차적으로 부유원생동물의 년간변동 및 해역별 변

동 특성은 엽록소-a 농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웜

풀해역과 동중국해 해역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

지 생물량이 더 높았던 이유는 계절적 변동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6년과 2007년에는 9월에 시료를 채집했던 반면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5월~6월에 시료를 채집하여 계절적인 원인도 크게 배재할수는 없다. 

 

Fig. 3.3.3.2. Regional and annual comparisons of planktonic protozoan carbon 

biomass in this study area (2006-201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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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 Relative percentage of community structure of planktonic protozoa. 

HNF: Heterotrophic nanoflagellates, HDF: Heterotrophic dinoflagel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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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역에서 전체 부유 원생동물에 대한 각 군집의 기여율은 해역에 따라 다른 

분포 양상을 보였으면 갱년 변동의 폭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부유 원생동물중에

서 종속영양 미소편모류의 탄소량은 동중국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

나 부유 원생동물에 대한 종속영양 미소편모류의 기여율은 웜풀과 쿠로시오 해역에

서 평균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중국해에서는 평균 20% 이하로 나

타나 가장 낮게 기여하였다(Fig. 3.3.3.3.; 3.3.3.4.). 따라서 동중국해에서 종속영

양 미소편모류는 다른 해역에 비하여 중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웜풀 수역에서 종속영양 미소편모류의 기여율은 2006년에서 2010년으로 갈수록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쿠로시오해역과 동중국해에서는 년도별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부유 원생동물중에서 섬모충류는 다른 수역에 비하여 동중국해 수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유 원생동물중에서 섬모충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웜풀수역에서 

평균 9.6%, 쿠로시오에서 17.7% 로 나타나 웜풀과 쿠로시오해역의 부유 생태계에

서 섬모충류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동중국해에서 부유 원생

동물중에 섬모충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8.3% 로 나타나 섬모충류는 동중국해

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0um 이상 크기의 섬모충

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웜풀과 쿠로시오 해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중국해에서 큰 

것은 동중국해 수역에서 상대적으로 net 또는 nano 크기의 식물플랑크톤이 더 많

이 우점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플랑크톤을 먹이로 이용하는 섬모충류의 크기도 상대

적으로 큰것으로 생각된다. 부유 원생동물중 종속영양 와편모류는 웜풀수역과 쿠로

시오에 비하여 동중국해에서 가장 높게 분포하였으나 부유 원생동물중에서 종속영

양 와편모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웜풀에서 53.2%, 쿠로시오 해역에서 49.5% 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중국해를 제외하고는 부유 원생동물 군집중에서 가장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영양 와편모류는 부유 원생동물 생물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지난 10년전 부터 미세생물 먹이망에서 중요한 구성자로 간주 

되어 왔다. 종속영양 와편모류의 다양한 포식행동이 밝혀지면서, 이들은 박테리아, 

미소 편모류, 규조류와 섬모충류, 그리고 후생동물까지 포식하며, 부유성 섬모충류

와는 다르게 자기 몸체보다 더 큰 규조류와 같은 큰 입자를 섭식 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 되었다 (Hansen, 1992). 특히 종속영양 와편모류는 해양 환경에서 식물

플랑크톤의 섭식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외해역의 원생동물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rr et al. 1997; Garrison 

et al. 1998). 북동 태평양의 빈영양 해역에서 종속영양 와편모류의 탄소량은 전체 

원생동물 군집의 50 %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Yang et al., 2004), 

북동 적도 태평양 조사에서도 종속영양 와편모류는 부유 원생동물의 50 % 이상을 

차지한다 (Chavez et al., 1996; Vørs et al., 1997).

따라서 본 조사수역에서 종속영양 와편모류는 동중국해 수역을 제외하고 부유 

원생동물 군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속영양 와편모류의 

상대적인 기여도는 웜풀해역에서는 2006년에서 2010년으로 갈수록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던 반면에 동중국해에 그 상대적인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종속영양 와편모류는 무각 종속영양 와편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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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각 종속영양 와편모류는 20㎛ 이하의 미소

형 종속영양 와편모류에 의해 더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특히 웜풀과 쿠로시오해역 

보다 동중국해에서 20um 이상의 소형 종속영양 와편모류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

율은 식물플랑크톤 크기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종

속영양 와편모류는 미세생물 먹이망에서 중요한 포식자로서 다른 플랑크톤의 생산

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Kimor, 1981). 이상과 같이 본 

조사수역의 부유 원생동물 군집은 웜풀과 쿠로시오 해역에서는 2006년부터 2008

년까지는 종속영양 와편모류에 의해 50% 이상 우점 하였으며, 2010년으로 갈수록 

상대적인 중요성이 점차 감소했던 반면에, 동중국해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는 

종속영양 와편모류에 의하여 우점하다가 2010년으로 갈수록 섬모충류에 의한 우점

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각 수역에 따라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유 원생동물의 크기별 군집구조는 Fig. 3.3.3.5. 에서 보여주고 있다. 20um이

하의 부유 원생동물은 종속영양 미소편모류, 미소형 섬모충류 및 미소형 종속영양 

와편모류로 구성되어 있다. 미소형 원생동물의 분포 특성은 그들의 먹이 크기의 분

포와 일치하며, 특히 극미소 플랑크톤의 분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조사에

서 미소형 부유 원생동물은 웜풀 해역에서 전체 부유 원생동물의 평균 73%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쿠로시오에서는 61.7%, 동중국해에서는 40.7%를 차지하

여 웜풀에서 동중국해로 갈수록 상대적인 기여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웜풀해역에서 미소형 원생동물의 상대적은 우점율은 2006년에서 2010년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동중국해에서 2006년에서 2010

년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동중국해에서 미소형 부유 원생동물

에 비하여 20um 이상의 소형 부유 원생동물의 높은 분포는 이 해역에서 2um 이

하의 엽록소-a 농도의 비율이 다른 해역에 비하여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부유 원생동물과 엽록소-a 농도의 크기별 분포 특성의 일치는 

두 그룹 사이에 피식-포식자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웜풀과 쿠

로시오 해역에서 미소형 원생동물과 극미소 식물플랑크톤의 높은 우점율은 외해역

의 표영 생태계에서 관찰되는 특성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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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5. Relative percentage of size structure of planktonic protozoa.



- 136 -

(3)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부유 원생동물의 섭식률 

해양의 표영 생태계에서 종속영양 원생동물의 생물량은 엽록소-a 농도와 밀접

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특히 빈영양 해역에서 더 높은 상관관

계를 갖고 있다 (Beers and Stewart 1971; Burkill et al. 1995; Garrison et al. 

1998). 생태계내에서 미세생물 군집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먹이와 포

식자 사이에 어떤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한다(Hwang and Heath, 1997; 

James and Hall, 1998). 비록 상관관계 분석이 미세생물 그룹들 사이에서 직접적

인 먹이와 포식자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는 없지만, 두 그룹 사이에 상관관

계가 높은 것은 부유 원생동물과 식물플랑크톤 사이에 강한 영양 관계를 암시한다. 

본 조사에서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된 전체 부유 원생동물의 생물량과 엽

록소-a 농도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2=0.66, p<0.001), 이와 같은 

결과는 부유 원생동물과 식물플랑크톤 생물량 사이에 피식-포식자의 관계가 있음

을 암시한다(Fig. 3.3.3.6.).     

이러한 결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부유 원생동물의 섭식률을 

측정 하였다. 부유 원생동물의 섭식률을 측정하기 위해 수행된 해수 희석방법

(Dilution method)은 자연상태 개체군의 최소의 조작으로 식물플랑크톤 성장률과 

사망률을 동시에 제시한 방법으로 비록 방법상에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지만 

태평양과 같은 빈영양 수역에서 원생동물의 섭식률 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이다(Landry and Hassett, 1982). 

웜풀해역에서 부유 원생동물의 섭식률은 일일 엽록소-a 의 생산에 71~100% 

(평균 87.7%)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 비하여 2009년으로 갈수

록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쿠로시오해역에서 부유 원생동물의 섭식률은 식

물플랑크톤에 대하여 75~92% (평균 83.1%)을 제거하며, 동중국해 해역에서는 

65~86% (평균 72.6%)를 제거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쿠로시오해역과 동

중국해 해역에서는 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규칙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Fig.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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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6. Relationship between chlorophyll-a and carbon 

biomass of planktonic protozoa in the study area.

대부분이 극미소 플랑크톤에 의해 우점하며, 표층에서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생산

된 탄소의 많은 양이 바닥으로 침강되기 보다는 표영 생태계의 미세생물 먹이망의 

탄소순환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북서태평양과 같은 해역에서 

부유 원생동물의 역할은 다른 수역에 비하여 특히 중요하다(Stoecker et al., 

1996; Hall et al., 1999). 극미소 식물플랑크톤이 우점하는 빈영양 수역에서 부유 

원생동물은 일차 생산자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로서 적도 태평양에서는 일차 생산력

의 70~133%까지 소비하며(Verity et al., 1996), 북동 태평양 수역에서 부유 원

생동물은 식물플랑크톤의 85~140%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Yang et al., 

2004). 최근 열대지방과 해양에서 기존에 조사된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부유 원생

동물의 섭식압은 평균 72%로 보고하였다(Calbet and Landry, 2004).  동중국해 

및 쿠로시오 해역에서 종속영양 원생생물의 생물량 및 섭식압에 대하여 이전에 보

고된 결과는 없기 때문에 본 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는 없으나 본 조사수역에서 식

물플랑크톤에 대한 종속영양 원생생물의 섭식압은 외해역, 열대 해역 및 극지방에

서 보고된 평균 섭식률인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Calbet and Landry, 2004).  

그러나 전형적인 빈영양 해역인 북동 태평양에서 보고된 결과와는 유사한 범위내에 

포함된다(Verity et al. 1996; Landry et al. 1995). 이러한 결과는 조사수역의 

표영 생태계에서 원생동물은 먹이 공급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 사이에 균형 있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수역의 표영 생

태계에서 미세생물 그룹들은 생산과 소비사이에 강한 coupling을 형성하여 부유 원

생동물은 미세생물 먹이망내에서 유기 탄소의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 그러나 미세생물 먹이망내에서 부유 원생동물의 탄소의 이용률과 전달률은 수

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유 원생동물의 역할도 수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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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7. Regional comparisons of grazing impacts reported in the world 

ocean. Data quoted from Calbet and Landry(2004). 

  

본 조사수역은 수괴의 특성에 따라 식물플랑크톤과 부유 원생동물의 생물량, 군

집 구조 및 부유 원생동물의 섭식률에 차이를 보였다. 일차적으로 부유 원생생물의 

생물량 분포와 군집구조가 위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수괴의 특성에 의해 

일차생산자의 생물량과 크기별 분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식물플랑크톤

을 먹이로 이용하는 부유 원생동물의 생물량과 크기별 군집구조도 이들과 상당히 

일치하는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괴에 따른 부유 원생동물의 섭식

률의 차이는 수괴의 물리-생물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부유 원생동물 군집의 탄

소 이용률과 전달효율이 미세생물 먹이망 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년도별 변화는 동중국해에서 일

부 그룹에 의해서 변화된것을 제외한다면 쿠로시오해역과 웜풀해역에서는 갱년 변

동성을 관찰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웜풀해역과 쿠로시오해역은 계절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상당히 안정된 수역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동중국해에서의 불

규칙한 변화는 동중국해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적 변동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 139 -

4. 북서태평양의 동물플랑크톤 생체량과 군집의 변동

가. 서 론

동물플랑크톤은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안에서 식물플랑크톤이 만든 탄수화물 

형태의 에너지를 보다 상위영양단계인 어류에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동물플랑크톤의 배설물, 사체 등은 에너지가 풍부한 유기물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의 플럭스 연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Roy 

et al., 2000; Riser et al., 2001).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증가가 동

물플랑크톤의 생체량 감소 (Roemmich and McGowan, 1995; Park et al., 

2004), 난수 선호종의 지리적인 확산 (Beaugrand et al., 2002) 등과 같은 결과

가 발표됨에 따라 동물플랑크톤이 지구기후변화의 지시자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연구는 국제적인 해양 

생태계 연구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동물플랑크톤 군

집 구조 및 기능의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Peterson 

et al., 2002; Chiba and Saino, 2003; Richardson and Schoeman, 2004). 북서

태평양에서 진행된 해양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Odate (1994), Sugimoto and 

Tadokoro (1998), Chiba et al. (2006), Chiba (2007) 등 일본을 중심으로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쿠로시오 해류의 변동이 우리나

라 주변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

화와 관련하여 북서태평양에 존재하는 난수역 (>28℃)의 확장에 의한 환경변화가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동물플랑크톤 군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

로서 지난 2006~2010년까지의 북서태평양의 동물플랑크톤 변동을 살펴보고자 한

다.

나. 재료 및 방법

동물플랑크톤 현장 조사는 2006년 9월, 2007년 10월, 2008년 6월, 2009년 6

월, 2010년 5월에 수행되었다. 동물플랑크톤 조사는 2006년에 동경 135도와 130

도 라인, 그리고 동중국해역에서 실시되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공통적으로 

동경 135도의 난수역 (warm pool), 필리핀 EEZ, 일본 EEZ, 동중국해역에서 실시

되었다. 채집방법은 봉고네트(망목 200㎛)를 이용하여 수심이 깊은 대양해역에서

는 수심 약 300~400m (Wire out: 500m)  수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심이 낮

은 일본 EEZ 일부 정점과 동중국해역에서는 수심이 100m 내외의 얕은 수심인 점

을 고려하여 표층에서 바닥의 약 10m 상층부를 대상으로 경사채집을 하였다. 채집

된 시료 중 일부는 건중량과 종조성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에서 생물량에 따라 

5~8% 중성포르말린 농도가 되도록 고정하였으며, 실험실에서 해부현미경하에서 

종 또는 보다 상위 분류군으로 동정하였다. 그리고 일부 시료는 크기그룹별 동물플

랑크톤의 생체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상에서 0.2, 0.5, 1, 2, 5mm 스테인레스 

sieve를 이용하여, 4개의 동물플랑크톤 크기그룹 (0.2~0.5, 0.5~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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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m)으로 선별하였다. 크기별로 분리한 시료는 미리 무게를 측정한 여과지

(Whatmann GF/C)에 여과하였으며, 시료에 포함된 염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여과가 끝난 여과지는 페트리디쉬에 담아 냉동 보관한 뒤 실

험실로 운반하여 60℃, 24시간 건조시킨 후,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건중량은 탄소

량 (건중량의 45%로 추정)로 전환하여 동물플랑크톤 생체량을 파악하였다. 동물플

랑크톤의 동정은 Kim (1985), 정 (1989), 강 (1992), 유 (1995), Chihara and 

Murano (1997), Boltovskoy (1999) 등을 참고하였다. 

다. 결과 및 토의

 

(1) 2006~2010년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및 개체수의 해역별 변동

각 해역별 동물플랑크톤 평균 생체량 (탄소량)은 난수역에서 2㎎C/㎥ 이하로 가

장 낮았고, 필리핀 EEZ (3~8㎎C/㎥), 일본 EEZ (7~15㎎C/㎥), 동중국해 

(10~70㎎C/㎥)로 가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동일한 해역에서도 조사년도에 따라 동

물플랑크톤의 생체량은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Fig. 3.3.4.1.). 특히 2008년 동중

국해에서는 일부 조사 정점에서 크릴의 집단분포 (swarm)가 관찰되었고, 이로 인

해 다른 해보다도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생체량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2009년에는 

지난 5년간 동중국해 조사 중 가장 낮은 생체량을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조사정점

의 위치나 정점수의 변동에 기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동물플랑크톤의 출현 개체수는 필리핀 EEZ (180~250 개체/㎥)에서 가장 낮았

고, 다음으로 난수역 (153~670 개체/㎥)이었고, 일본 EEZ (598~5,700 개체/㎥)

에서 가장 높았다(Fig. 3.3.4.2.). 조사연도에 따른 개체수 차이는 다른 해에 비해 

2007년에 매우 컸다. 2007년의 경우, 일본 EEZ의 대륙붕단에 위치한 정점 28과 

대륙붕에 위치한 정점 31에서 요각류 미성숙 개체와 Temora spp., Oncaea sp., 

Corycaeus sp. 등의 대량 출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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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1. Comparisons of zooplankton biomass (mgC/㎥) in the four 

regions (Warm pool (135° E-line), Philippine EEZ, Japan EEZ and 

East China Sea) from 2006 to 2010. 

Fig. 3.3.4.2. Variation of total zooplankton abundance in the four 

region from 2006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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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2010년 동물플랑크톤 크기그룹별 생체량의 해역별 변화

각 해역에 따라서 동물플랑크톤 크기그룹별 생체량의 연간 변동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난수역에서는 각 크기그룹별 연간 변동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각 크

기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의 연간 변이도이 비교적 작았다(Fig. 3.3.4.3.).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각 크기그룹의 연간 변동과 각의 크기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의 연간 변

이도 매우 켰다.

난수역에서는 주로 0.5~1mm, 1~2mm 크기그룹의 동물플랑크톤이 중요하였으

며, 필리핀 EEZ에서는 0.5~1mm 크기그룹이 비교적 낮고 다른 크기군들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였다. 일본 EEZ에서는 연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으나 대체로 큰 크기그룹 (1~2mm, 2~5mm)이 중요하였다(Fig. 3.3.4.3.). 동중

국해역은 일본 EEZ 보다도 더 큰 연간 변동을 보여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 

2008년에는 난수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동물플랑크톤 크기그룹별에 관계없이 

생체량의 증가를 보였다. 이것으로 보아 큰 규모의 전반적인 생체량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세 해역이 환경변화에 따라 연동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3.3.4.3. Interanual variation of size-fractionated zooplankton biomass in 

the four regions (Warm pool (135°E-line), Philippine EEZ, Japan EEZ and 

East China Sea) from 2006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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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2008년 동물플랑크톤 조성률 변동

2006년에는 난수역에서 동중국해로 가면서 유공충의 조성률이 증가하였고, 요각

류 미성숙 개체의 조성률은 감소하였다(Table 3.3.4.1.; 3.3.4.2; 3.3.4.3.). 2007

년에는 난수역에서 동중국해로 가면서 척삭동물의 조성률이 증가하였고, 요각류 성

체의 조성률은 감소하였다. 2008년에는 난수역에서 동중국해로 가면서 요각류 성

체와 미성숙 개체의 조성률이 감소하였다. 3년간의 동물플랑크톤 조성률 변동을 살

펴본 결과, 위도변화에 따른 조성률의 변화패턴이 일정하지 않았다. 

Table 3.3.4.1. Composition (%) of major zooplankton groups appeared in 

the warm pool (135°E) during 2006~2008.

Table 3.3.4.2. Composition (%) of major zooplankton groups appeared in 

the Philippine EEZ and Japan EEZ in 2007 an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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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3. Composition (%) of major zooplankton groups appeared in 

the warm pool (135°E) during 2006~2008.

(4) 주요 우점난류종의 위도별 분포

북적도해류로부터 기원한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동물플랑크톤 

분포에 큰 영향을 준다.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대표적인 동물

플랑톤은 요각류 Pluromamma gracilis, Cosmocalanus darwini, Undinula 

vulgaris, Lucicutia sp. 등이 확인 되었다(Fig. 3.3.4.4.). 이외에도 Aetideus 

acutus, Chiridius gracilis, Gaetanus minor, Rhincalanus cornatus, Eucalanus 

attenuatus, E. mucronatus, E, subtenuis 등이 확인 되었지만, 출현 개체수가 1 

ind./m3 미만으로 매우 적었다. 상대적으로 많은 개체수가 출현한 P. gracilis, C. 

darwini, U. vulgaris, L. sp.의 위도변화에 따른 개체수 분포를 파악하였다. P. 

gracilis는 난수역에서 일본 EEZ로 가면서 증가하였으나 동중국해역에서는 출현하

지 않았다. C. darwini는 P. gracilis와 유사한 분포양상이었지만, 동중국해역에서 

1 ind./m3이하의 소량 출현하였다. U. vulgaris는 난수역과 필리핀 EEZ에서는 개

체수가 매우 낮았지만, 일본 EEZ와 동중국해역에서는 증가하였다. Lucicutia sp.는 

대양에서 일본 EEZ로 가면서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쿠로시오 지표종인 P. gracilis, C. darwini, U. vulgaris, Lucicutia sp.이외에도 

2008년에는 아열대종으로 알려진 Euchaeta rimana가 양은 적지만 (<1 ind/m3), 

난수역부터 동중국해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 걸쳐 분포하였다. 따라서 쿠로시오 

지표종 이외에도 채집시기에 따라 특정한 난수종들의 분포를 통해 난류수의 확산범

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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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4. Variation of abundance of Kuroshio indicator species in the 

four region from 2006 to 2008(a: Pluromamma gracilis, b: Cosmocalanus 

darwini, c: Undinula vulgaris, d: Lucicutia sp.). 

(5) 각 해역별 에너지 전달 효율 비교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생산된 에너지가 동물플랑크톤으로 얼마나 전달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식물플랑크톤 생산력 (PP)에 대한 동물플랑크톤 생산력 (ZP) 비

를 구하였다. 생산력 비는 2007과 2008년 모두 각 해역별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

다(Fig. 3.3.4.5.). 난수역에서는 두 해 모두 0.04 이하였으며, 필리핀 EEZ에서는 

0.04와 0.07로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높았다. 일본 EEZ에서는 0.08과 0.12

로 대양해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난수역에서의 0.04는 북태평양의 하와이 인

근 해역과 북대서양 Sargasso Sea에서의 값과 유사하였다 (Roman et al., 1993; 

Landry et al., 2001). 이처럼 대양역에서 낮은 에너지 전달 효율을 보이는 것은 

난수역에 분포하는 식물플랑크톤의 60~70% 이상이 요각류가 효율적으로 섭식하

기 어려운 작은 picoplankton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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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5. Ratio of zooplankton productivity (ZP) to that of 

phytoplankton (PP) in the three regions in 2007 and 2008. 

(6) 미소동식물군과의 관계

2007년 부유생태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위도별 부유생물 분류군별 생체량 분

포와 이들 사이의 먹이구조를 추정하였다. 먼저 생체량 분포를 살펴보면 난수역의 

경우 박테리아가 전체 생체량의 약 5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식물플랑

크톤이 그다음을 차지하였으며, 동물플랑크톤은 약 5%를 차지하였다 (Fig. 

3.3.4.6.). 일본 EEZ로 오면서 박테리아가 전체 생체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

는 반면 식물플랑크톤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특히 동물플랑크톤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생동물의 경우도 박테리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식자와 섭이생물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3.4.4.). 동물플랑크톤의 경우 생체량 증가가 섬모충류의 증가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큰 크기의 식물플랑크톤의 증가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모충류와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의 상호작용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두 먹이가 함께 있을 때 동물플랑크톤의 경

우 생체량 증가가 가장 빠른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섬모충류와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동물플랑크톤의 포식압은 섬모충류

가 섭이하는 생물 또는 식물플랑크톤과 경쟁관계에 있는 생물들에 대한 섭이압을 

감소시키거나 성장률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Jens et al., 2001; 

Nejstgaard et al., 1997; Saiz and Calbet, 2010; Samuelsson et al., 2006). 

우리 연구해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동물

플랑크톤 생체량과 원생동물 (섬모충류와 편모조류 생체량의 합) 생체량의 비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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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압으로 가정한 뒤 이 포식압과 다른 생물량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Fig. 

3.3.4.7.).  그 결과 박테리아와 미소식물플랑크톤의 경우 포식압과 비례하는 관계

를 보이는 반면 큰 식물플랑크톤과 편모충류의 경우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물플랑크톤의 경우 편모충류를 포함한 다양한 먹이를 섭이할 

수 있지만 박테리아와 미소식물플랑크톤의 경우 크기가 너무 작아 섭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동물플랑크톤이 섬모충류와 편모조류를 섭이함으로써 

이들 원생동물이 섭이하는 박테리아와 미소식물플랑크톤이 원생동물의 섭이압으로

부터 자유로워짐으로 인해 생체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trophic cascade effects"

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들을 통해 위도별 정성적 부유생태계 먹이망을 구성해보았다 

(Fig. 3.3.4.8.). 영양화의 진행에 따라 (즉, 빈영양해역에서 영양해역으로 이동하면

서) 미세조류와 원생동물에 의존하는 동물플랑크톤이 점차 식물플랑크톤을 섭이하

는 먹이망으로 진화해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Fig. 3.3.4.6. Depth-integrated average biomass of autotrophic and 

heterotrophic plankton (upper panel) and their percent composition of total 

biomass at each sampl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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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model Log10(HDF)~pico*lphyto*HNF

Minimal model
Log10(HDF)=0.25-0.10(pico)+0.22(lphyto)+0.06(pico)(H
NF)-0.13(lphyto)(HNF) (Adjusted R2=0.72,  p<0.01)

Full model Log10(ciliates)~pico*lphyto*HNF

Minimal model Log10(ciliates)= -0.80(pico) (Adjusted R2=0.81,p<0.01)

Full model Log10(HNF)~bacteria*pico*lphyto

Minimal model
No parameter including intercept significant 
(Adjusted   R2:0.13,p=0.16)

Full model Log10(t.zoo)~lphyto*ciliates*HDF

Minimal model
Log10(t.zoo)=-0.62(lphyto)+0.13(ciliates)+1.58(lphyto)(c
iliates)(Adjusted R2=0.778,  p<0.01)

Table 3.3.4.4.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biomasses of potential prey 

and predators with log10 transformed predator biomass. Results show the 

minimal model reduced from a full model including the highest interaction 

term. Asterisks indicate full model including each parameter and 

interactions between parameters. Pico = picophytoplankton, lphyto = large 

phytoplankton (>3 ), HNF = heterotrophic nanoflagellates, HDF = 

heterotrophic dinoflagellates, t.zoo = total mesozooplankton biomass.

Fig. 3.3.4.7. Relationship between each planktonic constituent and 

the biomass ratio of total zooplankton to the sum of ciliates and 

heterotrophic dinoflagellates (H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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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8. Food web structure constructed from various 

relationships observed between food web constituents 

along the trophic gradient in the Northwest Pacific Ocean. 

The green arrow indicates increasing trophic status, and 

broken arrow lines are possible predation pathway. The 

thickness of the arrows represent qualitative and relative 

magnitude of food transfer along the pathway.   

(7) Biomass-Size Spectra 방법을 통한 해역별 부유 생태계 구조 파악 및 비교

생물의 크기와 생체량에 기초하여 해양 생태계에서의 각 생물군의 역할과 포식

-피식자 관계 그리고 에너지 흐름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에서 

각 생물군의 생체량은 아주 미세한 크기의 미생물로부터 하루에 수 천 톤의 크릴을 

섭식하는 고래까지 다양하다. 생체가 작은 개체는 빠른 대사율, 성장률, 재생산 그

리고 높은 폐사율과 짧은 생활사를 가지는 반면 생체가 큰 개체는 느린 대사율, 느

린 성장과 재생산 그리고 낮은 폐사율과 긴 생활사를 가진다. 그러므로 각 생물군

의 생체량은 군집의 대사, 생산력, turnover time 등에 대한 생태적 특징을 제공한

다. 예를 들면 기후/환경변화가 심화된다면 아래 그림(Fig. 3.3.4.9(a).) 에 나타낸 

것처럼 해양 생태계의 구조에 변화 (먹이망의 길이가 짧아짐)가 발생하게 될 것이

다. 수서 생태계 먹이망은 구성원 (생물)의 크기에 기초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포식자들은 피식자들 보다 더 크다. 식물플랑크톤과 몇몇의 초식자들은 비슷한 영

양단계를 가지지만 대부분의 생물종들은 크기가 커질수록 영양단계가 높아진다. 이

와같이 크기를 기반으로 하는 먹이망의 구조는 포식자-피식자의 관계와 상위먹이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효율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크기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구조 분석에서 피식자-포식자 생체량 비 (PPMR: Predator-Prey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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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와 상위먹이단계 에너지 전달 효율 (TE: Trophic transfer Efficiency)은 

꼭 필요한 정보이다. 특정 먹이망에서 PPMR을 계산하려면 모든 개체의 생체량을 

파악해야한다. 상대적으로 식물플랑크톤과 동물플랑크톤의 생체량은 쉽게 측정될 

수 있지만, 어류와 저서생물의 정량은 쉽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생체량의 정량화

를 위해서 음향이 장착된 트롤네트, 그랩, 코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

려움 떄문에 질소 안정동위원소비
1)
 (δN15 = [ (

 
) - 1 ] × 

1000; standard-air N2)를 이용하여 PPMR값을 추정한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PPMR = 2(K/slope-between the δ15N and log2 body mass) ; K=3.4(‰)

일반적으로 TE는 먹이망의 상위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전달 효율이 감소한다. TE 

는 상위 포식자의 생산력에 피식자의 생산력을 나눈 값 (TE= Pn+1/Pn ;Pn+1=포식

자 생산력, Pn=피식자 생산력)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대체로 식물플랑크톤과 저

서생물 또는 동물플랑크톤의 TE는 0.13이고, 동물플랑크톤 또는 저서생물과 어류

의 TE는 0.10이다. 담수에서 일차생산자와 이차생산자의 TE는 0.15 정도로 나타

난다. 최대 먹이망 길이는 구성생물의 군집과 생태학적 과정 (resource 

availability, 생태계 크기 및 안정성, 군락의 역사)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태계

의 중요한 특성이다. 특히 최대 먹이망 길이는 PPMR값과 역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Jennings와 Warr의 연구 (2003)에 따르면 PPMR값이 작을수록 환경이 더욱더 안

정화되어 있고 먹이망의 길이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나 PPMR은 환경의 변이성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크기를 기반으로 하는 먹이망 분석기법을 통하

여 먹이망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해 생태계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해석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반도 연근해에서 채집된 하위부터 상위먹이단계의 다양한 생물들의 질소 안정

동위원소비와 개체의 생체량과의 관계를 통하여 한반도 연근해의 PPMR 값을 구해

보면 약 840:1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PPMR은 100∼1000:1)로서 비교적 먹이망

의 길이가 보통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4.9.(b).). 이는 한반도 

연근해에서의 과다한 어로 활동과 육상기원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해 연근해 생태

계의 먹이망 길이가 평균보다 짧아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법을 

좀 더 확대, 적용한다면 북서태평양의 해역별 생태계 구조의 해석과 비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역별로 비교, 파악할 수 

일반적으로 생체에 동화되는 안정동위원소의 비는 먹이의 그 비에 영향을 받아 먹이와 비슷하지만, 안정동위원

소의 원소간의 작은 질량차이에 의하여 물리, 생물, 화학적 반응에서 가벼운, 혹은 무거운 원소가 우선적으로 

반응을 하는 분별작용에 의해 그 비가 다르게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분별작용은 동화된 생체 내에서도 일어난

다. 그 중 황은 먹이와 섭식자의 동위원소적 구성비(δ34S)가 거의 같으며, 탄소(δ13C)와 질소(δ15N)는 먹이

에 비해 무거운 동위원소가 많아진다. 13C는 Trophic level당 1‰, 15N은 3~4‰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소 동위원소의 생체 내 분별작용을 이용하여 동위원소비가 영양단계의 지표로서 활용 가능하다

(Michener & Lajth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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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용이한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3.3.4.9. (a) The cartoon of the consequence of climatic/environmental 

changes on the structure of marine ecosystem; (b) Relationship between 

the δ15N and log2 body mass of zooplankton and fishes from Korean 

waters.

(8) 기후변화와 부유생태계의 변동 및 반응

위와 같은 위도별 또는 영양단계에 따른 부유생태계의 생체량 구성과 생물군들

간의 먹이구조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북서태평양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예 수온 증가)와 그에 따른 부유생태계의 변화를 추정해볼 수 있다. 먼저 난수역

과 같은 해양환경이 북쪽으로 더 진행된다면 수층의 안정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고 이는 수직혼합을 감소시켜 영양염의 공급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

라 부유생태계는 regenerated nutrient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영양염 부족과 수온

증가는 미소식물플랑크톤과 박테리아에 의존하는 먹이망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주

로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동물플랑크톤이 우점하는 생태계로 

점차 바뀌어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온 증가에 따른 호흡률 증가는 수온 증가에 

따른 물리적 요인과 아울러 생물에 의한 대기 이산화탄소의 흡수의 감소를 가져오

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렇게 작은 동물플랑크톤의 증대는 상대적으로 어류

가 선호하는 큰 동물플랑크톤의 감소로 이어져 어류 생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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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도에 따른 주요 난수성 요각류의 체지방 함량 및 지방산 구성 변화

가. 서 론

동물플랑크톤은 해양생물먹이망 (food web)에서 기초생산자로부터 에너지를 상

위포식자로 전달해 주는 고전적인 역할 (Sargent 1976, Sargent and Henderson 

1986, Benson and Lee 1975, Bougis 1976)뿐만 아니라, 표층에서 식물플랑크

톤에 의해 고정된 탄소를 심해로 제거하는 기작 등, 탄소순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Fowler and Knauer 1986). 동물플랑크톤의 70%이상을 차지하

고 있는 요각류 (Wimpenny 1966, Raymont 1983)는 1970년대부터 많은 과학

자에 의해서 연구되었고, 이를 통해서 요각류를 포함한 많은 동물플랑크톤 종들이 

지방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축적, 저장하고 있으며, 그 함량 및 구성이 이들의 생활

사와 서식환경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Littlepage 1964, 

Lee et al. 1970, Ikeda 1974). 

지방은 모든 생물체의 필수적인 생화학적 구성요소로서, 동물플랑크톤이 저장한 

지방은 먹이공급이 낮은 시기에 에너지로 이용되며, 포식, 생식, 수직이동 등에 필

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또한, 지방은 다른 영양소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약 17

∼18 kJ/g)에 비하여 높은 에너지 효율 (약 39 kJ/g)을 가지며, 세포막, 호르몬 조

절자, 항산화제, 부력조절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6). 뿐만 아니라, 지방을 구성하는 지방산이나 스테롤들 중에서 특정 성분

들 (긴 사슬 불포화 지방산 등)은 먹이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내에서의 먹이 관계를 이해하는 먹이 추적자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Bottino 

1974, Virtue et al. 1993, Cripps et al. 1999, Cripps and Atkinson 2000).

주요 지방 class로는 트리아실글리세롤 (triacylglycerols), 왁스 에스테르 

(wax esters), 인지질(phospholipids)과 다이아실글리세롤 에테르 

(diacylglycerol ether) 등이 있다. 이 중 트리아실글리세롤은 동물에 저장되는 지

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써, 거의 모든 동물플랑크톤에서 발견되며, 글리세롤 

(glycerol)에 3개의 지방산이 붙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위도 해역에 

서식하는 일부 초식 동물플랑크톤은 왁스 에스테르의 형태로 지방을 저장한다 

(Lee et al. 2006).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성분으로 비대칭 지방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구조는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고위도에 서식하는 크릴 (krill)은 인지질 형태 중의 하나인 

phosphatidylcholine을 저장지방처럼 축적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Hagen et 

al. 1996, Alvessard and Mayzaud 2003, Mayzaud et al. 2003). 다이아실글리

세롤 에테르는 극지 및 온대해역에 서식하는 동물플랑크톤에서 가끔 발견되는 지방

의 형태로서 익족류 (pteropod)의 주요 저장 지방으로 보고되고 있다 (Kattner et 

al. 1998). 이와 같이 지방은 에너지 저장원으로서 생물체의 성장, 번식 등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방의 함량 및 구성 변화를 분석, 

비교하여 해양 생물의 생존전략(월동, 먹이 생태) 및 생활사 (산란, 성숙)를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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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활용하고 있다 (Sargent et al. 1989, Lee et al. 2006, Budge et al. 

2008). 하지만, 한반도 주변해를 포함한 북서태평양에서 출현하는 요각류의 지방 

함량 및 구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매우 부족하다 (Hiroaki and Yuichi 2000). 이

와 더불어 최근 한반도 주변 해역에 나타나는 수산자원의 변동과 아열대성 해양생

물의 출현, 대구, 명태와 같은 아한대 수산생물의 고갈 등을 포함한 이상 징후를 통

하여 쿠로시오 해류계에서의 생태계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쿠로시오 난류역의 생태계 구조 변화가 어떻게 한반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

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북서태평

양의 생태계 구조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북서태평양의 쿠로시오 해류계 (Kuroshio current system)에서 출현하는 대표적

인 난수성 요각류의 지방 함량 및 구성의 특성을 종간, 그리고 위도별로 비교 ․ 분

석하여, 이들의 생존전략과 생활사를 이해하고, 해양생태계에서 에너지 전달자로서

의 역할 (Sargent 1976, Sargent and Henderson 1986)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난수성 요각류인 Pleuromamma와 Euchaeta spp.는 각각 2007년 10월, 2008

년 6월, 2009년 6월에 한국해양연구원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해양환경 조건이 다른 

4개의 해역에서 봉고네트 (망목 200㎛)를 이용하여 채집되었다(Fig. 3.3.5.1(a).). 

채집한 시료는 지방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초저온 냉동고 (-70℃)에 분석 전까지 

보관하였다. 실험실로 운반된 시료는 분석 전에 실온에서 해동시킨 후, 해부현미경

을 사용하여 종 별로 40∼50개체씩 분류하여 유리용기에 옮긴 후 유기용매로 지방

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지방 함량 측정에 필요한 건중량은 Pleuromamma 

spp.(Bennett and Hopkins 1989)의 경우 체장 길이를 측정한 후, 길이-건중량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환산하였으며, Euchaeta spp.의 경우는 지방추출 후, 60℃에서 

24시간 건조하여 건중량을 직접 측정하였다.

지방분석을 위한 모든 유리용기는 혼합 유기용매(Dichloromethane: Methanol 

(CH2CL2 :MeOH) = 1:1)로 몇 번 헹궈낸 후, 준비된 시료를 용기에 넣고  Bligh 

and Dyer (1959) 방법으로 지방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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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1. (a)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s with four regions having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Blue dots indicate Pleuromamma spp.'s 

sampling stations in June, 2008; Red dots indicate Euchaeta spp.'s sampling 

stations in October, 2008; Green dots indicate Pleuromamma spp.'s sampling 

stations in June, 2009, (b) Annual variation of mean sea surface 

temperature (℃) and chlorophyll-a (mg/m3) of each sampling region 

obtained from 10 years' (1997-2008) satellite data (provided by Park & 

Yoo) showing in the map. Red, blue, and green arrow indicate the sampling 

time of 2007, 2008, and 2009, respectively.

  

추출된 지방은 혼합 유기용매 (CH2CL2:MeOH = 2:1)에 다시 용해시킨 후, 지

방 class와 지방 성분(지방산과 스테롤)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 지방 class는 

Iatroscan Mark-V TLC-FID(Thin-Layer Chromatography with Flame-Ion 

ization Detector; IATRON LABORA- TORIES, INC.)로 정량, 정성 분석되었다

(Ju et al. 1997). 추출된 지방의 적당량 (약 1~2 ㎕)을 chromarod (Mitsubishi 

Kagaku Iatron)에 떨어뜨린 후, 혼합 유기용매(CH2CL2:MeOH = 1:1)로 농축 

(focusing)하여  비극성 유기용매 (Hexane:Dietyl ether:Formic acid = 

85:15:0.2)로 지방 class를 분리,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리된 지방 class는 상업용 

standard(Phospholipid는 1, 2-Dipalmitoyl-rac-glycero-3-phospho 

-choline hydrate; Sigma-Aldrich co., Cholesterol은 cholesterol; Sigma 

-Aldrich co., Free Fatty Acid는 n-Nonadecanoic acid; 동경화성공업주식회사, 

Triacylglycerol은 Glyceryl trioleate; Sigma-Aldrich co.)와 비교하여 정성, 정

량화하였다. 총 지방 함량은 정량화된 지방 class의 합으로 산출되었다.

극성지방 (지방산)과 중성지방 (알코올, 스테롤) 성분 분석을 위해 앞서 추출된 

지방의 일정량을 뽑아서 새로운 시험관에 옮겨 0.5N KOH/MeOH를 넣고, 30분간 

70℃로 가열한 후, 3회에 걸쳐 혼합 유기용매 (Hexane:Diethyl ether = 9: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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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지방을 분리,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중성지방은 10% pryridine으로 만들

어진 bis (trimethylsilyl) trifluoro - acetamide (BSTFA ; Sigma-Aldrich 

co.)를 첨가하여 가열한 후, 중성지방을 trimethylsilyl (TMS) 에스테르화하여 

gas chromatography-flame ionization detector (GC-FID; Agilent 7890A)로 

분리, 분석하였다. 지방산을 포함한 극성지방은 중성지방이 추출되고 남은 용액에 

염산을 첨가하여 KOH를 침전시킨 후, 혼합 유기용매 (Hexane:Diethyl ether = 

9:1)를 이용하여 추출되며, 추출된 지방산은 BF3/MeOH로 에스테르화하여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fatty acid methyl ester)로 유도하여 GC-FID로 분리, 분석되었

다. 각 지방성분을 정량적으로 환산하기 위해 internal standard (중성지방에는 

Cholestane, 극성지방에는 n-Nonadecanoic acid)를 각각의 시료마다 첨가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극성지방 (지방산)과 중성지방 (알코올, 스테롤)의 분리, 분석에

는 HP-5 column (길이 60m, 직경 0.32㎜, 내부 코팅된 필름 두께 0.25㎛; 

Agilent Tech.)을 사용하였으며, 적용된 온도조건으로는 시료주입구는 250℃, 

column 오븐은 50∼120℃까지 10℃/분으로, 120∼300℃까지는 4℃/분으로 프로

그램 하였다. 이동상 가스는 헬륨 (30㎖/분)을 사용하였으며, 각 지방성분의 peak

는 internal standard와 비교하여 정량화되었다. 각 지방성분의 정성분석은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 metry detector (GC-MSD; Agilent 6870 

GC-Agilent 5973 MSD)로 70eV에서 원자 질량 50∼700amu 범위 내에서 분석

되었으며, 그 외 조건들 (column, 온도, 이동상 가스)은 정량 분석 시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지방산 중 불포화 지방산의 double bond 위치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

한 지방산 standard(FAME, unsaturated kit; Sigma-Aldrich co.) 또는 FAME

을 fatty acid picolinyl ester로 전환하여 GC-MS로 확인하는 Destaillats and 

Angers (2002)의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다. 결과 및 토의

(1) 난수성 요각류의 총 지방 함량 및 지방 class 구성

Euchaeta와 Pleuromamma종의 체지방 함량은 각각 개체당 14.2∼30.0㎍ (평

균 20.1㎍)와 7.5∼15.6㎍ (평균 15.2㎍)로 Euchaeta가 Pleuromamma종 보다 

다소 많은 량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도별 채집 해역에 따라 

비교해 보면, Euchaeta spp.는 Region I (제주도 근해)에서 개체당 30.0㎍, 

Region II(오키나와 근해)에서는 20.2㎍/개체, Region III (필리핀 EEZ)에서는 

16.0㎍/개체, Region IV (웜풀해역)에서는 14.2㎍/개체로서 고위도 해역에서 저위

도 해역으로 갈수록 지방 함량이 감소하는 위도 구배를 보인 반면, Pleuromamma 

spp.는 Region I(제주도 근해)에서 개체당 8.4㎍, Region II (오키나와 근해)에서 

개체당 7.5㎍, Region III (필리핀 EEZ)에서는 11.4㎍/개체, Region IV (웜풀해

역)에서는 15.6㎍/개체로 Euchaeta spp.와는 반대로 고위도로부터 저위도로 갈수

록 지방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Fig. 3.3.5.2.). Thi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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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tography - Flame Ionization Detector (TLC-FID; Iatroscan MK-5)

를 이용하여 분리 ․ 분석한  지방 class 성분 분석 결과, 두 종 모두 인지질과 저장 

지방(트리아실글리세롤과 왁스)이 우점하여 나타났다. 지방함량과는 달리 위도에 

따른 지방 class 성분 구성의 뚜렷한 변동성이 나타나진 않았으며, Euchaeta종과 

Pleuromamma종은 각각 왁스 에스테르 (wax esters)와 트리아실글리세롤 

(triacylglycerols)을 에너지 저장원으로 체내에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왁스 에스테르는 주로 고위도 해역에 서식하는 요각류의 주요저장지방으로 알

려져 있음 (Lee et al. 2006)에도 불구하고 난수성인 본 연구 대상종, Euchaeta 

spp.,에서도 저장지방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Fig. 3.3.5.2. Latitudinal variation of total lipid contents (㎍/individual) with lipid 

class compositions in warm water copepod species (Euchaeta and Pleuromamma 

spp.). Sampling regions (Region I, II, III, and IV) are indicated in Fig. 

3.3.5.1.(a). 

(2) 난수성 요각류의 위도별, 종별 주요 지방산 및 스테롤 구성 비교

두 난수성 요각류는 탄소 원자수가 14∼24개의 다양한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

며, Euchaeta 종에는 포화지방산인 C16:0,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C18:1ω7, 그리

고 긴 사슬 불포화 지방산인 C20:5ω3 (EPA: eicosapentaenoic acid)와 C22:6

ω3 (DHA: docosahexaenoic acid)가 우점 (총 지방산의 10% 이상)하여 출현하

였으며, Pleuromamma 종에는 포화지방산인 C16:0와 C18:0, 그리고 긴 사슬 불

포화 지방산인 C22:6ω3가 우점 (총 지방산의 10% 이상)하여 출현하였다. 두 요

각류의 지방산 구성 분포는 채집된 해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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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의 기원에 따라 먹이추적자로 알려진 규조류 기원 지방산인 C16:1ω7와 EPA, 

와편모조류 기원인 DHA, 그리고 미생물 기원인 branched & odd chain 지방산들

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아열대 해역(웜풀 및 

대만 남동 해역)에서 채집된 Pleuromamma에서는 와편모조류 기원의 지방산  

DHA의 함량이 타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온대해역의 시료에서

는 규조류 기원의 C16:1ω7과 EPA가 아열대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Euchaeta 종에서는 이러한 먹이 추적 지방산의 해역별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았다(Fig. 3.3.5.3.). 

Fig. 3.3.5.3. The relative abundance (%) of major fatty acids in Euchaeta 

and Pleuromamma spp. from the sub-trophical to temperate regions in the 

Northwest Pacific Ocean. Sampling regions (Region I, II, III, and IV) are 

indicated in Fig. 3.3.5.1(a). 

또한, Euchaeta 종에서는 왁스 에스테르 주요 구성 요소인 지방 알코올 (fatty 

alcohol)이 상당량 (건중량의 약 2% 이상) 검출되었고, 검출된 지방 알코올 중 

C16:0 알코올 (알코올 총량의 70% 이상) 가장 우점하여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일

반적으로 냉수성 요각류에 의해서만 합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긴사슬 불포화 

알코올인 20:1와 22:1도 Euchaeta 에서 검출되었다. Pleuromamma 종에서는 극

미량의 알코올 (건중량의 약 0.01%)만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엽록소 

a에서 유래하는 알코올 성분인 phytol (3, 7, 11, 15-tetramethyhexadec-2-en 

-ol)이 Pleuromamma 종에서만 검출되어, Pleuromamma 종은 초식성임을 추정 

할 수 있다. 두 종 모두 지방 알코올 성분의 뚜렷한 위도 별 변화 양상을 감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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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었다. 그 외 지방 구성 성분 중 스테롤은 약 10 여 종이 검출되었으며, 콜

레스테롤 (cholesterol)이 두 종 모두에서 가장 우점 (총 스테롤 량의 60% 이상)

하였다(Fig. 3.3.5.4.). 여기서도 Euchaeta에 비해 Pleuromamma 에서 더 많은 종

류의 식물 기원 스테롤들이 검출되어서 Pleuromamma는 초식성 요각류 임을 재확

인할 수 있다(Fig. 3.3.5.4.).  

Fig. 3.3.5.4. Relative abundance (%) of free and esterified sterols in the 

calanoid copepods, Euchaeta and Pleuromamma spp. from the Northeast 

Pacific Ocean. Sampling regions (Region I, II, III, and IV) are indicated in 

Fig. 3.3.5.1(a). 

 

(3) 먹이 기원 지방산을 이용한 요각류의 섭식형태 및 먹이 선호도 추적

동물플랑크톤의 섭식형태 (또는 먹이 습성)추적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C18:1ω

7/C18:1ω9 비율 (육식≤0.1≤초식 또는 잡식)을 이용하여 (Falk-Petersen et 

al. 1990, 2000, Graeve et al. 1997, Auel et al. 2002) 두 요각류 (Euchaeta 

와 Pleuromamma spp.)의 섭식형태를 살펴본 결과, Euchaeta 와 Pleuromamma

의  C18:1ω7/C18:1ω9 비율은 각각 0.08과 0.50으로 나타나 Euchaeta 은 육식

성, Pleuromamma 은 초식성임을 추정할 수 있다(Fig. 3.3.5.5(a).). 특히 

Pleuromamma의 경우 해역별로 이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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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식지의 먹이환경에 따라 초식과 잡식의 섭식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요각류 체내의 C18:1ω7/C18:1ω9 비율은 서식지의 먹이를 포함한 다른 

환경 변화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섭식형태를 구별하기 위한 척도

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주의가 요구된다 (Ederington et al. 1995, El-Sabaawi et 

al. 2009). 또 다른 먹이 추적자인 EPA (규조류 기원)/DHA (와편모조류 기원)비

율을 이용하여 (Graeve et al. 1994, Auel et al. 2002) 초식성 요각류로 고려되

는 Pleuromamma의 식물플랑크톤 먹이 선호도 (또는 먹이 선택성)를 채집 해역에 

따라 추정/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Region IV(웜풀 해역)에서 0.15, Region III (필

리핀 EEZ)에서 0.47, Region II (오키나와 근해)에서 0.78 그리고 Region I (제

주도 근해)에서 0.60의 비율을 보여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3.5.5(b).). 이 비율에 따르면, 초식성인 Pleuromamma

는 그들의 먹이로 아열대 해역에서는 와편모조류를 비롯한 미세식물프랑크톤을, 온

대해역에서는 규조류를 포함한 비교적 크기가 큰 식물플랑크톤을 우점하여 섭취하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구해역의 식물플랑크톤 군집 분포와

도 잘 일치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Pleuromamma 종은 비선택적 섭식자 

(non-selective feeder)로써 그들이 서식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각각의 환경에서 

우점하게 존재하는 그룹의 플랑크톤을 그들의 주요 먹이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Frost et al. 1983, Schnetzer and Steinberg 2002). 

Fig. 3.3.5.5. The ratios of dietary fatty acid markers in Euchaeta and 

Pleuromamma spp. from subtrophical to temperate regions in the Northwest 

Pacific Ocean. (a) The mean ratios of 18:1ω7/18:1ω9 in Euchaeta and 

Pleuromamma spp., indicating the feeding habit of these copepods and (b) 

the ratios of EPA/DHA, indicating diet preference (or food selectivity), in 

Pleuromamma spp. from subtrophical (Region IV) to temperate (Region I 

and II) regions in the Northwest Pacif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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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역별 특성 파악에 필요한 지표종 선정을 위한 잠재적 종 목록 작성

가. 서론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인 대마난류는 한국 주변 해역에 열과 염 그리고 해양생물

을 공급함으로써 물리특성 및 생태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쿠로시오 

해류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북적도 해류는 북서태평양 웜풀 해역을 거쳐가면서 기

후변동과 연동하여 그 특성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쿠로시오 난류

의 예상 진행경로에 놓여있는 북서태평양, 동중국해 그리고 대한해협에서의 플랑크

톤 특성은 해류특성을 지시해 줄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

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각 해역에서의 대표적 동물플랑크톤의 종 조성이 다른 경

우 외부로부터의 기후변동 세력의 영향을 가늠하는데 부적절 하다는 점에 있다. 즉 

북서태평양 웜풀해역에서 한국해 주변해까지의 광역범위의 넓은 분포범위를 갖는 

동물플랑크톤만이 난류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광역의 분포특성

을 갖는 동물플랑크톤의 목록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 요인은 첫째로, 광역분포특성

을 갖는 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둘째로, 존재한다면 그 종에 대해 일관

성 있는 분류 및 동정 기법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 유사한 연구목

적을 가진 다른 연구자에게 일관성 있는 기초자료제공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셋째, 

잘 알려져 있는 종이 우점종으로서 광역분포를 설명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희귀종

이나 극소수 종인 경우 그 분석방법에 일반화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형태학적 분

석방법과 연동한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분석법이 그것이다. 

앞서 언급된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작업은 출현 종 목록의 종 수

준까지의 정밀 분석이다. 그러나 이 분야 연구의 현 주소는 북서태평양에 출현하는 

동물플랑크톤이 종 수준으로 파악되지 못한 상태이며, 쿠로시오 해류의 특성을 반

영할 수 있는 난류종이 우리나라 해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대한 자료도 미흡한 상

태이다. 반면 쿠로시오 이동경로인 타이완 주변(Shih and Chiu, 1998)과 동중국해 

및 황해(Zuo et al., 2006)의 동물플랑크톤 출현 종 목록이 작성된 해외사례가 있

다. 해외 사례와 본격적인 자료 비교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종 분류 방법개발에 

이어 장기간동안 광역의 분포특성을 갖는 동물플랑크톤의 정밀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우선목적은 쿠로시오 해류의 예상경로 내 해역별 동물플랑크톤 종 조

성 기초목록 작성을 통해 잠재적 지시종 목록을 구성하는데 있다. 이때 현재 우점

종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우점종이 될 수 있는 희귀종을 대상으로 

분류분석 하고자 하였다. 특히 난류수괴인 쿠로시오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류군인 모악류, 요각류, 유형류 중에, 우선적으로 요각류를 대상으로 우선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상해역을 웜풀해역, 동중국해, 한국해역으로 나누어 광

범위한 분포를 갖는 요각류 종 목록을 작성하고 분석 수준에 따른 해역별 특정 군

집 특성 구분 민감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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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및 방법

동물플랑크톤 채집은 2010년 6월 9일부터 2010년 6월 11일까지 실시되었다. 

현장 채집은 웜풀 해역 1개 정점 (B05), 동중국해 1개 정점 (A07) 그리고 혼합 

해역 1개 정점 (A03)으로 총 3개 정점에서 수행되었다(Fig. 3.3.6.1.). 시료는 표

준네트(망구 60㎝, 망목 60㎛)를 이용하여 최대 120m를 채집하였으며, 수심이 얕

은 정점 (A07)의 경우 65m까지 수직 채집하였다. 정량분석을 위하여 네트에 유량

계 (Hydro-Bios Kiel: back-run stop)를 부착하여 여과된 해수의 양을 계산하였

다. 채집된 동물플랑크톤은 현장에서 해수를 제거한 후 99% 에틸알콜로 고정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Motoda 분할기를 이용하여 전체 시료의 1/32

를 취하여 Bogorov 계수판에서 계수하였다. 요각류는 종 수준까지, 그 동물플랑크

톤은 분류군별로 현미경(Zeiss Stemi 2000-C) 하에서 동정하였다. 계수된 시료

는 최종적으로 ind·m-3로 환산하였다. 동물플랑크톤은 Chen and Zhang (1965), 

Chihara and Murano (1997), Conway et al. (2003)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동

정하였다.

  또한 해역별로 분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괴분석을 실

시하였다. 집괴분석은 동물플랑크톤 중 가장 우점한 분류군인 요각류를 종, 속, 과 

수준으로 각각 실시하여, 분류분석 수준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3.3.6.1.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s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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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고찰

(1) 2010년 현장조사

조사기간중 출현한 동물플랑크톤은 원생동물(유공충류:foraminiferans), 모악동

물(chaetognaths), 패충류(ostracods), 지각류(cladocerans), 요각류(copepods), 

유형류(appendicularians) 그리고 기타 유생 등으로 분류되었다(Table 3.3.6.1.). 

전체 동물플랑크톤 중 요각류 (Oithona sp., Paracalanus sp., Calanus sinicus, 

Oncaea venusta), 유형류, 패충류, 모악동물이 우점하였다.

현장 조사 시 정점별 표층 수온은 정점 B05에서 26.9℃를, 정점 A07과 A03에

서 각각 20℃와 20.5℃로 유사하여 웜풀 해역인 B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종이나 속 또는 과 이상의 상위 분류군 수준으로 동정된 동물플랑크톤의 분류

군별 출현개체수와 비율은 Table 3.3.6.1. 과 같다. 먼저 출현 비율이 가장 높은 

분류군은 요각류로 93.43%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유형류 2.36%, 기타 분류군 

1.46%였다. 나머지 분류군은 출현비율이 1% 미만이었다.

혼합해역인 정점 A03에서 출현한 총 개체수는 1,134 inds.·m-3였고, 이중 요

각류가 912 inds.·m-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유형류 (93 inds.·m-3)와 유공

충류 (33 inds.·m-3)가 높게 나타났다. 우점 분류군인 요각류에서 요각류 미성숙

체의 개체수가 306 inds.·m-3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Oithona spp. (276 

inds.·m-3)와 Paracalanus sp. (116 inds.·m-3)로 100 inds.·m-3이상을, 나머

지는 100개체 미만이었다(Table 3.3.6.2.; 3.3.6.3.; Fig. 3.3.6.2.; 3.3.6.3.; 

3.3.6.4.).

동중국해 지역인 A07의 총 개체수는 3,038 inds.·m-3 로 세 정점 중 가장 높

았다.  이는 Oithona sp. (2,539 inds.·m-3)의 높은 개체수에 기인하였다. 정점 

A07에서 요각류가 90%이상의 높은 점유율로 우점하였고, 요각류를 제외한 나머지 

분류군의 개체수는 10 inds.·m-3 미만이었다. 높은 점유율을 보인 요각류의 종별 

개체수는 Oithona spp. (2,539 inds.·m-3), 요각류 미성숙체 (302 inds.·m-3) 

그리고 Paracalanus sp. (159 inds.·m-3)이었으며, 나머지 요각류는 20 

inds.·m-3 미만을 나타냈다(Table 3.3.6.2.; 3.3.6.3.; Fig. 3.3.6.2.; 3.3.6.3.; 

3.3.6.4.).

쿠로시오 해역인 B05 정점의 총 개체수는 409 inds.·m-3 로 세 정점 중 가장 

낮았다. 전체 분류군 중 요각류가 337 inds.·m-3 로 가장 높은 개체수로 우점하

였고, 모악류 (17 inds.·m-3) 그리고 유형류 (15 inds.·m-3)의 순이었다. 그 외 

분류군은 10 inds.·m-3 미만이었다. 우점한 분류군인 요각류에서 Oithona spp.가 

68 inds.·m-3 로 가장 높았으며, Microstella sp. (60 inds.·m-3), 요각류 미성

숙체 (59 inds.·m-3) 그리고 Corycaeus spp. (30 inds.·m-3)의 순으로 나타났

다. 그 외의 종은 20 inds.·m-3 미만이었다(Table 3.3.6.2.; 3.3.6.3.; Fig. 

3.3.6.2.; 3.3.6.3.; 3.3.6.4.).

웜풀 해역, 동중국해 해역, 혼합해역 별 개체수는 동중국해 해역 정점 A0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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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 Station A03 A07 B05 Total %

Foraminiferans 33 1 4 38 0.83 

Chaetognaths 12 17 29 0.63 

Ostracods 27 1 5 33 0.72 

Cladocerans 7 7 0.15 

Copepods 0 0.00 

 Acartia negligens 3 3 0.07 
 Acrocalanus gibber 1 1 2 0.04 
 Acrocalanus gracilis 1 1 0.02 
 Acrocalanus longicornis 1 1 0.02 
 Aetideus acutus 1 1 0.02 
 Calanus sinicus 1 13 14 0.31 
 Calocalanus sp. 5 5 0.11 
 Candacia bipinata 3 1 4 0.09 
 Canthocalanus sp. 1 1 0.02 
 Clausocalanus spp. 6 15 21 0.46 
 Goniopsyllus sp. 3 1 4 0.09 
 Ctenocalanus sp. 18 2 1 21 0.46 
 Copilia mirabilis 1 1 2 0.04 
 Corycaeus spp. 10 6 30 46 1.00 
 Cosmocalanus darwini 3 5 8 0.17 
 Euchaeta marina 8 2 10 0.22 
 Eucalanus attenuatus 1 1 2 0.04 
 Eucalanus mucronatus 3 3 6 0.13 
 Eucalanus subcrasus 2 2 0.04 
 Euterpina sp. 1 1 0.02 
 Lucicutia flavicornis 2 2 0.04 
 Macrostella sp. 55 13 68 1.48 
 Microstella sp. 3 60 63 1.38 
 Mecynocera sp. 1 1 0.02 
 Mesocalanus sp. 1 1 0.02 
 Oithona spp. 276 2539 68 2883 62.93 
 Oncaea media 24 10 34 0.74 
 Oncaea meditteranea 5 4 9 0.20 
 Oncaea scottodicarlroi 1 4 5 0.11 
 Oncaea venusta 56 1 19 76 1.66 
 Oncaea waldmari 3 1 4 0.09 
 Triconia umerus 2 2 0.04 

Table 3.3.6.1. The composition of zooplankton community collected at each 
station.

3,038 inds.·m-3 로 가장 높았고, 쿠로시오 해역인 정점 B05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요각류의 개체수와 출현종 수를 보면 정점 A07에서 Oithona spp.가 우점

하여 2,539 inds.·m-3로 높게 나타난 반면 8종이었고, 정점 A03은 34종이 출현

한 반면 개체수는 912 inds.·m-3이었다. 가장 낮은 개체수는 정점 B05에서 337 

inds.·m-3 로 나타났으며, 32종이 출현하였다(Table 3.3.6.2.; 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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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 Station A03 A07 B05 Total %

 Triconia parasimilis 1 1 0.02 

 Triconia sp. 1 5 6 0.13 

 Paracalanus sp. 116 159 14 289 6.31 

 Paraeuchaeta russelli 2 2 0.04 

 Pleuromamma gracilis 1 1 0.02 

 Rhincalanus nasutus 1 1 0.02 

 Rhincalanus cornutus 1 1 0.02 

 Sapphirina sp. 1 1 2 0.04 

 Scolecithricella nicobarica 1 1 0.02 

 Scolecithrix danae 2 1 3 0.07 

 Temora stylifera 1 1 2 0.04 

 Undinula vulgaris 1 1 0.02 

 Copepodite 306 302 59 667 14.56 

Appendicularians 93 15 108 2.36 

Other Crustaceans 11 3 5 19 0.41 

Others 39 2 26 67 1.46 

Sum (inds.m-3) 1,134 3,038 409 4,581 100 

Table 3.3.6.1. Continued.

　 A03 A07 B05 　 A03 A07 B05 　 A03 A07 B05 　 A03 A07 B05

Acartia 
negligens 　 　 ○ Ctenocala

nus sp. ○ ○ ○ Microstella 
sp. ○ 　 ○ Triconia 

sp. ○ 　 ○

Acrocalanu
s gibber ○ ○ Copilia 

mirabilis ○ ○ Mecynocer
a sp. 　 ○ Paracalanu

s sp. ○ ○ ○

Acrocalanu
s gracilis ○ 　 Corycaeus 

spp. ○ ○ ○ Mesocalan
us sp. ○ 　 Paraeuchae

ta russelli ○ 　

Acrocalanu
s 

longicornis
　 ○

Cosmocala
nus 

darwini
○ ○ Oithona 

spp. ○ ○ ○ Pleuromam
ma gracilis 　 ○

Aetideus 
acutus ○ 　 Euchaeta 

marina 　 ○ ○ Oncaea 
media ○ ○ Rhincalanus 

nasutus ○ 　

Calanus 
sinicus ○ ○ 　 Eucalanus 

attenuatus ○ ○
Oncaea 

meditteran
ea

○ ○ Rhincalanus 
cornutus ○ 　

Calocalanus 
sp. 　 ○

Eucalanus 
mucronatu

s
○ ○

Oncaea 
scottodicar

lroi
○ ○ Sapphirina 

sp. ○ ○

Candacia 
bipinata ○ ○ Eucalanus 

subcrasus 　 ○ Oncaea 
venusta ○ ○ ○

Scolecithric
ella 

nicobarica
　 ○

Canthocala
nus sp. ○ 　 Euterpina 

sp. 　 ○ Oncaea 
waldmari ○ ○ Scolecithri

x danae ○ ○

Clausocalan
us spp. ○ ○ Lucicutia 

flavicornis 　 ○ Triconia 
umerus ○ 　 Temora 

stylifera ○ ○

Goniopsyllu
s sp. ○ ○ 　 Macrostell

a sp. ○ 　 ○ Triconia 
parasimilis ○ 　 　 Undinula 

vulgaris ○ 　 　

Table 3.3.6.2. List of copep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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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 A07 B05 A03 A07 B05 A03 A07 B05

Luciferidae ○ ○ Foraminiferans ○ ○ ○ Echinodermata ○

Amphipods ○ Polychaets ○ Siphonophores ○ ○

Chaetognaths ○ ○ Salps ○ ○ Pteropods ○

Appendicularians ○ ○ Gastropods ○ ○ ○ Decapods ○ ○

Ostracods ○ ○ ○ Cladocerans ○ Fish larvae ○ ○ ○

Table 3.3.6.3. List of non-copepods. 

Fig. 3.3.6.2. Total abundance of zooplankton at each 

station.

Fig. 3.3.6.3. Abundance of copepods at each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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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4. Proportion of zooplankton at each station.

(2) 분석수준별 집괴분석

해역별로 분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정된 동물플랑크

톤 중 가장 우점한 요각류를 대상으로 종, 속, 과 수준으로 나누어 집괴분석을 하였

다. 분석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A03과 B05가 가까운 그룹으로 묶이는 형태로 

나타나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3.6.5.). 이는 극 우점한 요각류 

Oithona spp.에 의해 결정되었다. 

본 조사에서 출현한 요각류 34속 중 15속에 속한 몇몇 종들의 동정이 불가하였

다. 대표적으로 개체수가 적은 희귀종 (Canthocalanus sp., Euterpina sp., 

Mecynocera sp., Mesocalanus sp., Triconia sp., and Sapphirina sp.)의 경우 

동정에 필요한 분류키가 유실되어 동정이 불가능하였다. 한편으로는 기존 사용되어

온 참고문헌 (Chihara and Murano, 1997; Mori, 1964; Chen and Zhang, 

1965; Conway et al., 2003)으로 동정할 수 없는 경우에 종명을 sp. 또는 spp.로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처리방법은 1회성 조사의 경우 생태학적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연속적 자료를 얻어야 할 때에는 종 비교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분석방법의 객관성을 얻기 위해 형태학적 분석법을 

근간으로 분자생물학적 방법의 도움으로 명확한 동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분석을 

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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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5. Cluster analysis of copepods based on different level of 

identification. 

(3) 목표종 선정과 분자생물학적 방법 도입의 필요성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해역의 환경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 선택된 목표종(target 

species)들은 대부분 개체수 혹은 생물량 측면에서 우점한 종 들이 주류를 이루었

다. 그러나 환경 변화로 인한 체제 변화(regime shift)는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 

혹은 먹이그물 구조의 변이를 가져와 이전에 희귀종으로 존재하던 생물이 먹이사슬

의 최상부로 자리바꿈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동정종과 희귀종의 의미있는 

분석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우점종을 중심으로 환경변화 해석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희귀종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연속모니터링 자료의 연속성 확

보를 위해서는 희귀종과 미 동정 종 수준의 동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해양생태계 

구조에서 새롭게 나타난 우점종이 이미 연속적으로 출현해 온 것임을 제시할 수 있

다. 목표종 선정에서 개체수보다 해당 해역에 꾸준하게 출현하는지가 중요하며, 우

점종 외에도 미동정 종과 희귀종 또한 환경변화 지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류

키 소실이나 참고 문헌의 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법 개발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로 분자생물학적 접근방법의 적극적 개발이 필요하다.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종 수준의 동정은 채집된 동물플랑크톤에서 DNA

를 추출하고 DNA증폭(PCR)과 전기영동 그리고 Purification 과정을 거쳐 얻은 결

과를 Genebank에 등록된 자료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종 명(species name)을 얻

는다. 분류키가 유실된 희귀종의 경우 형태적으로 분류가 불가능하며, 같은 속에 있

으면서 형태적으로 유사한 두 종의 분류의 경우 분류가 쉽지 않을 때 분자생물학적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미 동정 종이나 희귀종의 경우 외에 형태 분류가 가능한 

종의 경우에도 분자생물학적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연구에 활용 할 수 있다. 이러

한 분자생물학적 방법의 도입은 해역별 특성 비교를 위한 종 수준의 자료 확보와 

목표종 선정의 한계 극복을 위한 희귀종 및 미 동정 종의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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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후변화에 따른 쿠로시오수역의 난자치어 생태계  구조의 변동성 연구 

가. 서론

한반도 주변해에 열대 및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현저한 

곳은 남해의 제주도 주변해역이다(최 등, 2003). 제주도 주변해역에 출현이 보고된 

종은 연구 초기에 162종(Uchinad and Yabe, 1932)이었지만 이 후 236종(정, 

1977), 325종(Beak, 1982, 1994), 418종(김과 이, 1994)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다. 특히 미기록 어종은 수중 사진 근거의 46종(유 등, 1995)과 실증 표본의 4

종(명, 1997) 등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해양연구원, 

2009).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의 자치어는 남해에서 출현빈도가 높다(유, 1991; 천, 

2002). 이 중에는 성어 출현이 보고되지 않은 미기록종도 있다(Kim et al., 2006; 

Oh et al., 2006; 한국해양연구원, 2009). 성어의 출현기록이 없는 미기록 자치어

들은 대마난류에 의해 열대 및 아열대해역에서 한반도 주변해로 수송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하지만 성어가 한반도로 유입하여 산란한 어란이 부화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다. 그러한 가능성의 하나가 황해의 어청도 근해에서 발견되었다. 열대 

및 아열대성 어종인 고등어와 만새기의 어란과 자치어의 출현이 그 것이다(한국수

자원공사, 2009). 한반도 주변해에 출현하는 열대 및 열대성 어종의 생태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어와 자치어의 출현정보 이외에도 산란생태에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2006~2008년 한국해와 북서태평양에서 수행된 1단계 조사에서 한국해의 해양

생태계변화 분석에 적합한 생물학적 지표종으로써 이용 가능한 자치어 분류군은 분

포범위가 넓은 열대 및 아열대성 종이었다(한국해양연구원, 2009). 난자치어를 지

표생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류가 쉽고, 종의 분포, 산란시기 등 생태학적 정보는 

물론 분류에 필요한 많은 정보의 축적이 요구된다. 한반도 주변해에 출현하는 고등

어, 만새기류, 다랑어류, 몽치다래류는 상업적 가치가 높은 종들이다. 이들 분류군의 

자치어는 종 동정에 필요한 형태형질이 잘 알려져 있다(張 등, 1983; Okiyama, 

1988; Ueyanagi et al., 1997). 고등어와 몽치다래는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계절별 

분포 변화가 잘 알려져 있다(Yamada et al., 1986; 백 등, 2005).태평양에서 다랑

어류의 분포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양 등, 2005).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주변

해의 해양생태계변화 지표생물로 이용 가능성이 높은 고등어, 다랑어류, 만새기류, 

몽치다래류 등 4개 분류군의 한국해 주변의 분포도를 작성하고, 종간 지리적인 분

포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나. 재료 및 방법

고등어, 다랑어류, 몽치다래류, 만새기류의 난자치어 표본은 한반도 주변해와 북

서태평에서 수집하였다(Fig. 3.3.7.1.). 조사는 2006~2008, 2010년에 총 5회 수

행되었고, 각각의 조사 정점은 5~9개 였다(Table 3.3.7.1.; 3.3.7.2.). 조사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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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네트는 IKMT, FLN 두 종, HOB-RMT, TMB-RMT 등 총 5종이었다. 네트는 

약 1m/sec의 속도로 경사 예망되었다. 채집된 표본은 현장에서 7% 해수중성포르

말린이나 95% 에탄올에 보관하였다. 보존액 처리 전에 고등어, 다랑어류, 만새기류 

등의 자치어 표본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표본의 종 동정에 張 등(1983), 

Okiyama(1988), Ueyanagi et al.(1997)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황해에서 출현한 

고등어와 만새기의 난자치어의 출현정보는 한국수자원공사(2009)의 자료를 활용하

였다.

Fig. 3.3.7.1.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s. The 

numbers and alphabets were station numbers in the Table 

3.3.7.2. KW was from KWat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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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Time Sampling Gears Number of
 Stations

Mouth
Area (m2)

Mesh
(um)

Towing 
Speed

Sep. 7 - Oct. 1, 2006 IKMT 6 8.75

417

ca. 1 m/sec

Sep. 30 - Oct. 17, 2007 FLN 5 1.77

June 2 - 25, 2008 HOB-RMT 6 6.25

May 28 - June 11, 
2010

TMB-RMT 9 4.00

July 9 - 10, 2010 TMB-RMT 5 4.00

July 22, 2009* FLN 6 0.28
330

Sep. 2, 2009* FLN 6 0.28

Table 3.3.7.1. The list of sampling gears and number of stations at each 

sampling time.

Table 3.3.7.2. The list of the sampling stations and time.

IKMT, Isaacs-Kidd Midwater Trawl; FLN, Fish Larvae Net; 
HOB-RMT, single Horizontal Otter Board - Rectangular Midwater Trawl; TMB, Twin Multi Blade 
*, from KWat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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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7.2. Continued.

다. 결과

고등어(Scomber japonicus), 다랑어류(Thunnus spp.), 몽치다래류(Auxis 

spp.), 만새기류(만새기 Coryphaena hippurus와 줄만새기 C. equiselis) 난자치어

는 5~9월에 출현하였다. 이들 4개 분류군의 주 출현시기는 6월로 서로 비슷하지만 

분류군에 따라 출현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다. 만새기류의 출현시기가 가장 길고, 다

음은 다랑어류와 몽치다래류, 고등어 순이었다(Table 3.3.7.3.). 

4개 분류군의 난자치어는 출현빈도가 대부분 매우 낮았다. 6월이 포함된 조사 

시기에 만새기와 다량어류의 출현빈도가 50%를 넘었다. 그 이외의 조사시기인 7

월, 9월, 10월에는 만새기와 다랑어류는 물론 고등어와 몽치다래류도 출현빈도는 

50% 미만이었다(Table 3.3.7.3.; 3.3.7.4.).

4개 분류군의 난자치어 분포는 분류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Fig. 3.3.7.2.;  

3.3.7.3.; 3.3.7.4.; 3.3.7.5.). 가장 분포 범위가 넓은 분류군은 다랑어류였고, 가장 

좁은 것은 고등어였다. 가장 넓게 분포한 다랑어류는 남해, 동중국해, 필리핀해, 축

(마이크로네시아)에 출현하였다(Fig. 3.3.7.3.). 다음으로 분포 범위가 넓은 종은 

만새기류로 황해, 남해, 필리핀 근해, 필리핀해에서 발견되었다(Fig. 3.3.7.5.). 몽치

다래류는 남해, 동중국해, 필리핀 근해에 분포하였다(Fig. 3.3.7.5.). 가장 분포 범

위가 좁은 고등어는 남해와 황해에서 채집되었다(Fig. 3.3.7.2.).

4개 분류군의 종 분석에 사용된 형질은 형태형질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2009)

가 보고한 고등어와 만새기 난자치어는 종 동정에 형태형질 이외에도 16S rDNA

의 분자마커가 사용되었다. 형태형질로 확인된 4개 분류군은 다랑어류(Fig. 

3.3.7.6.), 고등어(Fig. 3.3.7.7.), 만새기(Fig. 3.3.7.8.), 줄만새기(Fig. 3.3.7.9.), 

몽치다래류(Fig. 3.3.7.10.)였다. 종 수준으로 분석되 되지 않은 다랑어류(Thunnus 

spp.)의 자치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종은 한반도와 북서태평양에 출현이 알려

진 종은 날개다랑어(T. alalunga), 황다랑어(T. albacares), 눈다랑어(T. obesus), 

참다랑어(T. thynnus), 백다랑어(T. tonggol) 등 이다(Nakabo, 2002; 김, 

2005). 몽치다래류(Auxis spp.) 역시 종 수준의 분석이 되지 않았다. 이 분류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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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10,000m3)

Scientific 
Name

Sampling Time

Total
2006 　 2007 2008 2010 2009*

Sep. 7 
- Oct. 

1
　

Sep. 30 
- Oct. 

17

June 2 
- 25

May 28 
- June 

11

July 9 
- 10 July 22 Sep. 2

Eggs

Coryphaena 
hippurus 0.0 0.0 0.0 0.0 0.0 20.0 (1) 0.0 20.0 (1)

Scomber 
japonicus 0.0 0.0 0.0 0.0 0.0 60.0 (1) 0.0 60.0 (1)

Total 0.0 　 0.0 0.0 0.0 0.0 80.0 0.0 80.0 

Larvae

Auxis spp. 0.0 2.4 (1) 3.3 
(1) 1.1 (2) 0.0 0.0 0.0 6.8 (4)

Coryphaena 
equiselis 0.0 0.0 0.0 0.6 (1) 0.0 0.0 0.0 0.6 (1)

Coryphaena 
hippurus 0.2 (1) 1.2 (1) 4.3 

(3) 4.2 (4) 1.0 
(1) 0.0 16.7 

(1) 27.6(11)

Scomber 
japonicus 0.0 0.0 8.0 

(1) 0.6 (1) 3.0 
(2) 263.3(2) 0.0 274.9(6)

Thunnus spp. 0.7 (2) 0.0 0.8 
(3)

10.1 
(5) 0.0 0.0 0.0 11.6(10)

Total 0.9 　 3.6 16.4 16.6 4.0 263.3 16.7 321.5

No. of 
Stations 6 　 5 6 9 5 6 6 　

* from KWater (2009); ( ), Occurrence

Table 3.3.7.3. The species composition of ichthyoplankton in the study area.

Sep. 7 -  Oct. 1, 2006 (ind./10,000m3)

Scientific Name
Stations

6-4 6-8 6-9 6-34 6-36 6-41
Coryphaena hippurus 1
Thunnus spp. 1 3
Total 0 1 4 0 0 0

Sep. 30 - Oct. 17, 2007 (ind./10,000m3)

Scientific Name
Stations

7-1 7-19 7-24 7-32 7-35
Auxis spp. 12
Coryphaena hippurus 6
Total 0 18 0 0 0

June 2 - 25, 2008 (ind./10,000m3)

Scientific Name
Stations

8-A3 8-A5 8-IE 8-B3 8-B7 8-F1
Auxis spp. 20

Coryphaena hippurus 24 1 1
Scomber japonicus 48

Thunnus spp. 3 1 1
Total 72 0 0 0 1 1

Table 3.3.7.4. The abundance of ichthyoplankton at each station in the study 

area.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종은 몽치다래(A. rochei)와 물치다래(A.thazard) 두 종이

다. 두 종은 모두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해에 분포한다(Nakabo, 2002; 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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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8 - June 11, 2010 (ind./10,000m3)

Scientific Name
Stations

A03 A05 A07 IE B05 B07 F01 F03 F06

Auxis spp. 5 5

Coryphaena equiselis 5

Coryphaena hippurus 32 2 3 1

Scomber japonicus 5

Thunnus spp. 72 3 1 5 10

Total 37 0 0 0 0 2 0 3 1

July 9 - 10, 2010 (ind./10,000m3)

Scientific Name
Stations

KM KS1 KS2 KS3 KS4

Coryphaena hippurus 5

Scomber japonicus 10 5

Total 0 10 5 5 0

July 22, 2009** (ind./10,000m3)

Scientific Name
Stations

1 2 3 4 5 6

Eggs

*Coryphaena hippurus 120 0 0 0 0 0 

*Scomber japonicus 0 360 0 0 0 0

Total 120 360 0 0 0 0

Larvae

Coryphaena hippurus 0 0 0 0 0 0

*Scomber japonicus 120 1460 0 0 0 0

Total 120 1460 0 0 0 0

Sep. 2, 2009** (ind./10,000m3)

Scientific Name
Stations

1 2 3 4 5 6

Larvae

Coryphaena hippurus 0 0 0 100 0 0

Scomber japonicus 0 0 0 0 0 0

Total 0 0 0 100 0 0

*,  Identified by the 16S rDNA; ** from KWater (2009)

Table 3.3.7.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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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2. Horizontal distribution of 

Scomber japonicus eggs and larvae. The 

eggs were only found in the Yellow Sea.

Fig. 3.3.7.3.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unnus 

spp. larv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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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4. Horizontal distribution of 
Coryphaena hippurus larvae. C. equiselis larva 
was only found in the South Sea of Korea. 
The eggs were only found in the Yellow Sea.

Fig. 3.3.7.5. Horizontal distribution of Auxis
spp.larv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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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6. Thunnus sp.larva 13.63 mm BL.

Fig. 3.3.7.7. Scomber japonicus larva 9.14 mm BL.

Fig. 3.3.7.8. Coryphaena hippurus larva 9.69 mm BL. The reverse righ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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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9. Coryphaena equiselis larva 6.46 mm BL.

Fig. 3.3.7.10. Auxis sp.larva (KORDI, 2000). 

라. 고찰

4개 분류군의 열대 및 아열대성 어종의 자치어는 대부분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해에서 난류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출현하였다. 이들 어종의 분

포는 한반도 주변해의 난류수의 영향을 말해주는 생물학적 지표로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어와 만새기의 난자치어는 난류수의 직접적 영향이 없

는 황해에서도 출현하였다.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열대 및 아열대성 어종들의 난자

치어 분포를 난류의 영향 지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류들의 정확한 산란생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해와 북서태평양에 흐르는 주요 난류는 북적도해류, 쿠로시오해류, 

대마난류수 등이다. 이들 해류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쿠로시오 해류는 

북적도해류에서 분지되고, 대마난류수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발원한다. 이 난류수는 

열대 및 아열대성 어종의 한반도 출현 양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4개 분류군의 난자치어는 대부분 난류수역에 출현하였다. 

가장 광범위한 해역에서 출현한 다랑어류는 모두 이들 난류수역을 중심으로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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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만새기류 역시 다랑어류의 분포유형과 유사하다. 몽치다래류와 고등어는 분포

해역이 좁지만 대마난류수의 영향권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포 결과로부터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견된 4개 분류군의 열대 및 아열대성 어종의 자치어 분포는 

난류수의 영향이 절대적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난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황해에서 고등어와 만새기의 어란과 

자치어가 출현하였다.고등어의 난자치어와 만새기 어란이 발견된 시기는 2009년 7

월 22일로 표층 수온은 약 23.75℃ 였다. 만새기 자치어는 2009년 9월 2일 이었

다. 동일해역에서 20일 이후 조사에서 표층의 수온은 약 22.75℃ 였다(한국수자원

공사, 2009).고등어의 자치어는 황해에서 출현빈도는 매우 낮지만 7~8월의 출현이 

보고되었다(김, 1982; 유, 1988; 허 등, 1984).만새기의 자치어 역시 경기만에서 

출현 가능성이 보고되었다(유 등, 1987). 이 해역에서 발견된 고등어와 만새기의 

어란과 자치어는 성어가 유입하여 산란한 어란과 어란에서 부화된 자치어일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황해에서 고등어의 상업적 어획이 이를 지지한다. 고등어

가 황해로 들어오는 시기는 수온이 높아진 여름철 이후이다. 황해에서 고등어의 상

업적 어획은 7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지속된다(백 등, 2005). 만새기의 성어 

역시 7, 8월에 황해의 출현이 보고되었다(연 등, 2004).

고등어, 만새기류, 다랑어류, 몽치다래류의 난자치어는 난류 지표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분류군은 형태적 특징을 이용하여 종 수준으로 분석하는 것

은 매우 어렵다.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고등어와 만새기 어란의 출현을 분자마커로 

종 동정의 정확성이 검증된 것은 한국수자원공사(2009)가 유일하다. 고등어 어란

의 발생단계별 형태정보(박 등, 2008)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 형태정보를 이용

하여 어란을 종수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치어는 어란보다 형태정보

가 많아 분류군에 따라서는 종이나 속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다(Okiyama, 1988; 

Ueyanagi et al., 1997).하지만 채집과정에서 표본의 손상과 표본을 보관하기 위

해 포르말린이나 에탄올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색과 형태 변형은 종 분석을 어렵

게 한다. 뿐만 아니라 발생단계별로 형태가 변하므로 성어의 종 동정 형질을 자치

어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자치어어 뿐만 아니라 어란에 

대한 정확한 종 분석에 발생단계별 형태변화나 채집하는 동안 물리적인 손상에 의

해 변하지 않는 유전자 정보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확한 종 분석은 해양환경변화를 

분석하는 생물학적 지표로서 활용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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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주변해 영향 및 변동성

1. 대한해협의 대마난류수의 특성과 기원 분석

가. 서론

대마난류는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분리되어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진입하는 비

교적 고온, 고염분의 해류로 수심 200m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한국해양학회 

2005). 대마난류는 동해에 유입되기 전에 대한해협을 거치게 되는데, 대한해협의 

수괴가 단순하게 하나의 특성을 갖지 않으며 하나의 경로로만 유입되어 대한해협에 

이르지 않는다. 한반도 기후에 큰 영향을 주는 대마난류의 변화와 기원에 대하여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대마난류의 가장 큰 특징은 고온, 고염분이다. 이 해수는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생성되지 않으므로 고온․고염의 해수를 아열대 해역에서 서안경계류 형태로 북쪽으

로 운반하는 쿠로시오로부터 기원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대마난류는 전통적으로 

큐슈 서쪽에서 쿠로시오로부터 분기되어 제주 동쪽으로 흘러서 대한해협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일부 수치모델 결과는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대만난류가 

등수심선을 따라 북상하여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Isobe 

1999). 반면에 위성추적부이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결과와 같

이 대마난류는 큐슈 서쪽에서 쿠로시오로부터 분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ie et al. 

1998). 최근의 수치실험 결과는 대만난류가 계절에 따라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는 

비율이 변동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Cho et al. 2009). 대마난류의 기원은 

아직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다. 여기서는 data base의 자료를 분석하여 대한

해협의 수괴특성을 파악하고 기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나. 자료

WODC의 WOA05 자료를 분석하여 먼저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대마난류의 특성

을 파악하였다. WOA05의 resolution은 위도 1도 x 경도 1도 이다. 대마난류수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WOCE Global Hydrographic Climatology (기후평균) 자료

(Gouretski, and Koltermann 2004)에 대하여 등밀도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의 resolution은 위도 0.5도 x 경도 0.5도 이다.

다. 결과

Fig. 3.4.1.1. 은 WOA05 자료에서 대한해협과 대만해협의 겨울과 여름에 대한 

수온-염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대한해협의 수괴는 겨울에는 수층 전체가 비교적 

잘 혼합되어 있으며, 수온이 13.4~15.5℃, 염분 34.45~34.65psu로 나타났다. 반

면에 여름에는 강한 수온약층이 형성되는데 표층수온은 22.5~26.1℃, 염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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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33.47psu로 겨울에 비하여 수온은 높아지고 염분은 낮아진다. 여름철 저층

수온은 14.6~16.2℃, 염분 34.42~34.48psu로 겨울철 수온 염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온·고염의 수괴는 동해나 황해에서 생성되는 수괴가 아니므로 북서

태평양의 쿠로시오가 유일한 근원이다. 그러나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대만난류가 하

나의 기원으로 주장하는 연구가 있으므로 대만해협의 수괴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만해협의 겨울철 수온은 17.2~18.6℃, 염분은 33.40~34.17psu이고, 여름

철에는 수온이 22.5~27.4℃, 염분이 33.32~34.19psu 이다. 대만난류가 직간접적

으로 대한해협의 대마난류의 기원이 되려면 수온과 염분이 대한해협 수괴보다 높아

야 한다. 수온은 대한해협 보다 높지만 염분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기원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해협에서 여름에 표층에 나타나는 저염

분수는 양자강 희석수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대마난류수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WOCE 기후평균 자료(Gouretski, and 

Koltermann 2004)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만해협과 대한해협의 특성분포 

비교를 위해 포텐샬 밀도-염분 관계를 그림에 제시하였다(Fig. 3.4.1.2.). 기후평균

자료에서는 대만해협과 대한해협의 밀도가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 대만해협의 수괴

가 대한해협의 수괴와 염분은 비슷할지라도 수온이 높기 때문에 밀도가 더 낮다. 

따라서 대만해협의 수괴가 대한해협으로 유입된다면 표층에서 열을 잃거나 주변해

수와 섞이면서 수온이 낮아져야 한다. 

Fig. 3.4.1.2. 의 포텐샬 밀도를 기준으로 대한해협 수괴를 상층, 중층, 하층 3개

로 구분하여 등밀도면에서의 수온, 염분, 수심의 분포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Fig. 

3.4.1.3.). 상층(sigma-0=24.0)에서는 대만해협수괴와 양자강희석수, 쿠로시오 고

염분수가 혼합되어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해협의 수괴는 대한해협의 수괴보다 수온이 높으므로 대한해협으로 유입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수온이 낮은 수괴와 혼합되거나 대기로 열을 방출해야 한다. 

중간층(sigma-0=24.5)은 쿠로시오가 대만 동쪽에서 동중국해 대륙붕으로 용승되

어 동중국해 저염분수와 혼합되어 유입된는 것으로 보인다. 고염분의 저층수

(sigma-0=25.0)는 큐슈서쪽에서 북쪽으로 유입되는 형태를 보인다. 저층의 고염

분수는 제주도를 향하면서 용승이 일어나고 대한해협으로 가면서도 수심이 낮아진

다. 이 자료는 기후평균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며 후반기 연구

과제 이다.

Fig. 3.4.1.1. Stations and T-S relations in winter and summer in Korea 
and Taiwan S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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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2. Domain of study area and sigma-0-salinity relation 

at Taiwin and Korea Straits. 

Fig. 3.4.1.3. Temperature, salinity and depth at three isopycnal surfaces 

(24.0, 24.5, 25.0 sigma-0).

대한해협에 유입되는 해수의 기원을 찾아보기 위해 3가지 경로를 고려해보았다

(Fig. 3.4.1.4.). 첫째로 대만해협에서 유래되어 천해역을 따라 북동쪽으로 북상하

여 대한해협 서수도에 이르는 경로가 있다. 이것은 위도가 높아지면서 상층의 수온

이 낮아지고 양자강 저염분수의 영향을 받아 염분이 낮아지는 경우가 된다. 따라서 

이 경로를 따라 대마난류의 저염분수가 유입될 수 있다. 둘째는 대만 북쪽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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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대륙붕에서 첫째 경로보다 더 동쪽의 경로를 따라 대한해협에 이르는 경로

이다. 첫째 경로와 비슷하게 수온과 염분이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저층에서 수온과 

염분이 변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셋째 경로는 쿠로시오를 따라 북동쪽으로 이

동하다가 31.5°N, 128.5°E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북상 후 대한해협에 이르

는 경로이다. 이 경로를 따라서는 대한해협 저층으로 고염분수가 유입되는 경로를 

잘 설명해준다. 

라. 요약

대한해협에 유입되는 대마난류수의 기원을 알아보기 위해 WOD05 자료를 가지

고 대한해협의 수괴특성과 대만해협의 수괴특성을 비교하였다. 겨울의 대한해협 수

괴는 대만해협 수괴보다 저온, 고염을 보였다. 여름에는 대한해협의 수온·염분의 수

직적 변화가 대만해협보다 컸으며 대체로 대만해협의 수온이 대한해협보다 높았다. 

대한해협 저층의 고염의 해수는 대만해협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겨울과 여름 

모두 대한해협에 유입되는 고염분의 해수는 대만해협에서 직접적으로 유래된 것이 

아님을 알았다. 대한해협에 유입되는 저염분의 표층수는 동중국해의 저염분수가 혼

합되어 유입된 것임을 뜻한다.

Path 1

Path 2

Path 3

Fig. 3.4.1.4. Temperature-salinity relations, vertical temperature and  salinity 

sections along the 3 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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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중국해 상층의 수온구조와 내부관성파의 특성  

가. 서론

수심 200m 미만의 낮은 대륙붕으로 구성된 동중국해는 북서태평양과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있는 연결통로이다. 북태평양에 기원을 둔 쿠로시오는 대륙사면을 따라 

동중국해로 북상하면서 북태평양의 고온고염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동중국해

로 유입된 쿠로시오는 일부는 동중국해를 가로질러 동해로 유입되며, 또 다른 일부

는 황해까지 도달한다(Fig. 3.4.2.1.).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쿠로시

오의 일부는 큐슈서방에서 분기하여 일부는 대한해협으로, 일부는 제주도 서쪽해역

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큐슈서방에서 분지되어 북향하는 쿠로시오 분

지류가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Lie and Cho 1994; Lie et 

al. 1998). 

쿠로시오 해수가 동중국해로 유입되고 분기되는 과정에서 고온고염수는 동중국

해 대륙붕상에서 연안수와 혼합되면서 그 특성이 일부 변하게 된다.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는 대마난류수와 제주 서쪽 해역을 선회해서 제주해협으로 흐르는 제주난류

수, 황해로 유입되는 황해난류수 등이 그 대표적인 수괴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

변해역의 해수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지해역에 대한 해수 특성 변화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쿠로시오가 분지되는 곳으로 알려진 동중국해 서부해역의 해수특

성변화와 해류분포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영향을 주는 해수의 특성을 파

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7년 8월에 동중국해에 투하한 위성추적부이인 

ADOS (Autonomous Drifting Ocean Station) 뜰개 자료와 해저면 계류를 통해 

획득한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를 재분석하였으며, 2010년

에 획득된 제주도 남부해역에서의 ADOS 뜰개 자료도 일부 살펴보았다. 2007년 

해양 조사 관측기간 동안에는 최저중심기압 935hPa, 최대 풍속 65m/s, 반경 

200km에 달하는 4등급의 매우 강한 태풍인 NARI가 2007년 9월 15일부터 16일

까지 연구해역을 통과하였다. 태풍 NARI는 뜰개 관측 해역과 ADCP 계류 지점을 

인접하여 통과하면서 관측자료에서 태풍에 의한 영향이 관측되었다. 2010년 관측

기간 동안에도 태풍 MALOU가 관측 해역을 인접하여 통과하였다. 

태풍 전과 후에 해수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태풍 NARI 통과 후에 강

한 관성진동(near-inertial oscillation)의 특성이 관측되었다. 관성진동은 모든 해

양에 존재하며(Webster, 1968), 일반적으로 태풍통과 후에 뚜렷하게 관측된다

(Brink, 1989, Price et al., 1994, Firing et al., 1997, Saji et al., 2000). 

Gang et al.(2008)에 의하면 남동중국에서 태풍 통과 후에 상층부에 강한 에너지

가 형성되며 내부파(internal wave)와 관성파(near-inertial wave)가 관측된다고 

보고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 동중국해에서는 태풍에 의해 나타나는 내부관성진동

(near-inertial internal oscillation)의 특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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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 Surface current fields derived 

from the drifter(ARGOS) trajectories(조, 

2001).

나. ADOS 자료

투하된 ADOS 뜰개(이하, 뜰개)는 모두 한 달 이상 거동하였고, Bottom 

mounted ADCP는 약 한 달 동안 계류하였다(Fig. 3.4.2.2.). Fig. 3.4.2.2. 에서 

2007년 뜰개의 초기 투하 위치는 빨간색 정점으로 표시하였고, 2010년 뜰개의 투

하 위치는 파란색 정점으로 나타냈다. ADCP 투하지역은 파란색 박스로 표시하였

다. 뜰개는 표층 흐름은 물론 연직 수온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 공간적인 물성 

특성과 해류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투하된 뜰개는 3 개의 타입

으로 구분되며, 부이의 제원 정보는 Table 3.4.2.1. 과 같다. ADOS 부이는 상층의 

수온구조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고안된 장비로 관측 기간 중 태풍에 의한 동중국

해 상층의 열구조 변화를  관측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관성 진동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 등 (200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측기간 동안 

뜰개의 궤적(ID 49750)과 태풍의 이동경로(굵은 점선)는 Fig. 3.4.2.3.(a). 에 나

타냈다. 태풍 나리(NARI)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동중국해 중앙부 해역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였다. 태풍의 이동경로와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했던 ID 49750 뜰개

는 태풍이 오기 전에는 투하된 후 2주 동안 투하 지점에서 반경 50km 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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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고 있었는데, 태풍 통과 직후에 태풍을 따라 빠르게 북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Fig. 3.4.2.2. Study area in the East China Sea.

구분 Type A Type B Type C 비고

표층 float

Barometric 
pressure, Gill 

WindSonic acoustic 
wind speed, 

Iridium, 
SSTBattery 

(double),  E-M 
cable

MasterModem, 
GPS, Argos, 

SST, Barometer, 
Barometer Port, 
Battery (double), 

E-M cable

MasterModem, 
GPS, Argos, 
SST, Battery 

(double), E-M 
cable

16인치 구형부이

수온센서 8m 간격, 6개 8m 간격, 10개 8m 간격, 8개
범  위: -5~40 ℃
정확도: 0.05 ℃

압력센서 16m 간격, 3개 16m 간격, 10개 16m 간격, 4개
범 위: 0~2,000 dB
정확도: 1 dB

string 길이 48m 80m 64m

Table 3.4.2.1. Characteristic of ADOS dri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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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3. (a) Trajectory of ADOS drifter 

and Track of Typhoon NARI, (b) Trajectory of 

ID 49750 ADOS drifter just four days after 

the typhoon passage.

다. 결과

(1) 물성구조의 특성 

태풍 전후의 해수특성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Fig. 3.4.2.3(a). 에 보인 뜰개의 

궤적을 따르는 연직수온변화를 살펴보았다(Fig. 3.4.2.4(a).). 태풍 통과 전에는 수

심 20∼40m 층 사이에서 수온 20∼28℃범위의 강한 수온약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태풍 통과 직후 수온약층이 깨지면서 표층수온이 25℃로 낮아졌다. Fig. 

3.4.2.4(b). 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태풍 통과 후에 표층수온은 4℃가 떨어

졌고, 저층수온은 3℃가 증가하였다. 빨간색 선은 표층, 파란색은 중층(32m), 녹색

은 저층 80m 에서의 수온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현상은 태풍에 의해 강한 수

직혼합이 일어나고, 표층수의 열 손실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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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4. Observed results from the ADOS drifter in 
September 2007. (a) Temporal variation in the 
temperature profile constructed from data obtained by five 
temperature sensors and three depth sensors. (b) 
Variation in temperature in the surface and middle (32m) 
and lowest (80m) depths. 

수온 26℃를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 열 열량도 태풍 통과 직후에는 58 KJ/㎠에

서 0 KJ/㎠ 로 감소하면서 태풍에 의해 상층수의 열 손실이 있음을 시사한다. 뜰개

에서 관측된 수온의 분포는 태풍 통과 직후에 표층과 저층에서 뚜렷한 관성진동 특

성이 나타난다. Fig. 3.4.2.5. 는 태풍 전과 후 Brunt-Vaisala buoyance 

frequency의 연직 시계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점선은 태풍이 도달한 시기를 나

타낸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수심 20~40m에서 강한 성층이발달하고 있으나 태풍

이 도달한 후에는 성층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10년에 관측된 뜰개의 수온 연직 구조에서는 태풍에 의한 상층수의 

변화가 2007년에 관측된 자료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Fig. 3.4.2.6.). 이 

시기에 태풍은 Fig. 3.4.2.6. 의 Air pressure의 시계열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9

월 6일에 관측 해역을 통과하였다. 그러나 연직 수온 구조를 보면 표층의 수온분포

는 2℃ 이내의 변화를 보일 뿐 태풍 전과 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계절 수

온 약층 역시 10m 정도 상승해서 분포할 뿐 붕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통과한 후에 관성주기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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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 태풍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7년에 

발생했던 태풍 NARI는 4 등급의 태풍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했다. 그러나 2010년

에 발생했던 MALOU는 중형급 태풍이였으나, 연구해역을 통과할 시기에는 소형급

으로 변하면서 바람의 영향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상층부에 강한 연직 혼

합을 일으키기에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

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Fig. 3.4.2.5. Time series of vertical structure of the 

Brunt-Vaisala Frequency.

Fig. 3.4.2.6. Temporal variation in the temperature profile from the 

ADOS drifter in Sept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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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관성운동의 특성 

태풍통과 직후 약 5일 정도의 기간 동안 뜰개의 궤적은 24시간 정도의 관성주

기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관성운동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Fig. 3.4.2.3(b).). 관

성운동은 약 5일 정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지만 초기 3일 동안 가장 강한 모습을 보

였다. 이와 같은 관성운동의 특징은 해수물성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Fig. 

3.4.2.4(b). 의 시계열 자료에서 24시간의 주기를 갖는 관성진동이 태풍 통과 후 

4~5일 동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성운동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태풍 통과 직후 뜰개 궤적을 이용하여 관성운

동의 속도를 계산한 결과 초기 3일 동안 직경은 10km 이상 유속은 45cm/s으로, 

이 해역에서는 이상적으로 강한 유속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80m 수심의 마지막 수온 센서의 수심이 태풍 통과 

후 관성운동이 강했던 5일 정도의 기간 동안 약 20m 정도 표층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Fig. 3.4.2.7.). 이에 대한 원인으로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

다. 첫 번째로, 뜰개의 표층이 태풍으로 형성된 강한 바람에 끌려가는 경우 센서 

string의 상부가 경사지게 되고, 이로 인해 string의 센서가 표층으로 상승하게 된

다. 두 번째로, 센서 string이 수평적인 흐름으로 인해 생긴 강한 연직 경사에 의해 

센서의 string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 Fig. 3.4.2.7. 은 시간에 따른 센서 

string의 경사 변화를 보여준다. 태풍이 도착하기 전인 9월 13일에는 센서 string

이 거의 수직적으로 직선에 가깝다. 그러나 태풍이 통과한 후인 9월 16일부터 20

일까지는 string의 40°이상의 가빠른 경사가 지속되며, 수심 30~50m에서 최대값

을 보인다. 이는 중층 흐름에서 강한 연직구배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유속의 연직 구배 가능성을 ADCP 관측 자료로부터 확인해 보았다

(Fig. 3.4.2.8.). Fig. 3.4.2.8. 은 태풍이 통과하는 시기인 9월 13일부터 약 15일 

동안 유속의 동서성분(U)과 남북성분(V)을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점선으로 표

시된 곳은 태풍이 도달한 시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연구해역에서는 반일주조 조

류가 우세한데, 태풍이 도달한 이후부터 5일까지는 강한 관성진동(near-inertial 

oscillation)이 생기면서 반일주조의 특성이 약화된다. 태풍의 영향이 없어진 이후

에는 다시 반일주조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표층에서 강한 유속장이 나타나고 있으

며, 상대적으로 중층에서는 약한 흐름을 보인다. 또한 표층과 저층이 서로 다른 흐

름 구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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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7. Temporal evolution of the sensor string inclination. Dotted 

vertical lines denote the time of typhoon arrival.

Fig. 3.4.2.8. Observed results from the ADCP. Upper layer is a current 

structures of the east-west (U) and the north-south (V) components in 

lower layer. Dotted vertical lines denote the time of typhoon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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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9. 는 수심 10m와 60m에서 해류성분의 일시적인 변화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점선은 태풍이 도달한 시점을 뜻하며, 시계열 분포 시기는 

Fig. 3.4.2.8. 과 일치한다. 파란색 선은 10m 층의 U, V 성분을, 빨간색 선은 60m 

층에서의 U, V 성분을 나타낸다. 두 층에서 조류는 거의 같은 위상을 가지는 반면 

관성운동을 보이는 흐름은 서로 반대 위상을 보인다. 관성흐름의 수직적인 변화는 

rotating component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Fig. 3.4.2.10. 은 해류의 U와 V 성분에서 rotating component의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 성분의 수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태풍이 도달한 직후 2일 동안 관측

된 해류자료를 가지고 조화 분해 후 least-squares fitting을 한 결과이다. 굵은 실

선으로 나타낸 것은 시계방향의 성분을 나타내며, 점선으로 나타낸 것은 반시계방

향의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전 수층에서 시계방향의 성분이 반시계방향의 성분보

다 우세하게 나타난다. 반시계 방향의 성분은 전 층에서 10cm/s 미만의 진폭으로 

미약하게 나타나는 반면 시계방향 성분은 강하고 뚜렷한 층을 이루는 모습을 보인

다. 최대 진폭은 표층 근처와 수심 약 63m 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층에서는 약 

39cm/s의 진폭이 나타나고, 수심 약 63m 층에서는 약 49cm/s의 진폭값을 보인

다. 최소 진폭은 수심 약 43m에서 약 8cm/s의 크기를 보인다. 위상을 살펴보면, 

진폭크기가 최소를 보이는 약 43m 층을 중심으로 상층과 하층이 급격한 변화를 보

인다. 상층과 하층의 위상차는 약 180°에 가까우며, 이는 곧 상층과 하층의 흐름

이 시계방향의 성분을 가지면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상층과 하층은 모두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며, 중층을 경계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는 곧 수층 내부의 경계면을 따라 내부관성파가 존재하

고 있음을 암시한다. 

Fig. 3.4.2.9. Observed results from the ADCP. Temporal variations in 

the U and V components at 10 and 60 m depths. Dotted vertical lines 

denote the time of typhoon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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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0. Observed results from the ADCP. Amplitude and phase 

distribution of the counterclockwise and clockwise rotating components 

over 2 days after the typhoon passage. 

라. 결론 

동중국해에서 시공간적으로 해수물성 관측이 가능한 표층 위성부이와 해저면에 

계류한 ADCP를 이용하여 태풍에 의한 해양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층 

수온은 태풍에 의한 강한 연직혼합과 표층 열 손실로 인해 약 4℃이상 떨어졌다. 

또한 태풍의 영향이 지속되는 시기에 강한 관성진동(near-inertial oscillation)이 

관측되었다. 태풍의 영향은 태풍 도달 직후 약 4~5일간 지속되었다. 

이 관측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뜰개의 센서 string이 태풍 통과 후에 

경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다. 이는 수평 해류 성분의 강한 연직 구배가 센서 

string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한다. ADCP의 관측 결과 또한 연직 유속 분포를 

통해 관성진동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관성주기의 시계방향 회전 성분

은 태풍 통과 후 약 5일 동안 표층과 수심 약 63m의 저층에서 크게 나타난다. 이 

두 층에서의 시계방향 성분은 거의 반대 방향의 위상을 가지며, 관성내부진동

(near-inertial internal oscillation)의 특징을 나타낸다. 

뜰개와 ADCP 관측 결과 모두 태풍 통과 후에 수층 내에서 강한 연직 구배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태풍은 강한 연직 혼합을 형성하면서 계절적 수온약층의 붕괴

를 초래하며, 수층내에서 강한 관성류(near-inertial current)와 관성내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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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inertial internal oscillation)을 형성한다.

이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D’Acaroetal., 2007; Jingetal., 2009; 

Sanfordetal., 2007). 그러나 동중국해에서 태풍 NARI(2007)에 대한 반응 시간은 

다른 연구결과 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 연구 해역에서 표층수온이 4℃정도 떨

어지는데 약 7시간이 걸린 반면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는 약 12시간이 걸렸다

(D’Acaroetal., 2007; Sanfordetal., 2007). 이는 연구해역이 비교적 수심이 얕

은 대륙붕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해역에서 우세한 반일주조의 

조류 또한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태풍에 반응하는 초기단계에서, 상층부에서는 강한 표층류가 형성되는 반면 저층

에서는 조류가 여전히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태풍 전과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해류의 연직 구배를 증가시키면서 수층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9℃의 수온차

와 뜰개의 orbital 속도 60cm/s의 속도차를 이용하여 수층의 Richardson number

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Richardson number는 약 4로, 수층이 매

우 불안정하고, 연직 혼합이 있음을 시사한다.

   태풍의 통과 후에, 관성내부진동(near-inertial internal oscillation)에 의해 강

한 해류 구배가 형성되고, 비록 계절수온약층이 붕괴되고 계면구조가 큰 차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은 수일동안 지속된다. 내부관성파(ear-inertial internal 

wave)는 태풍이 도달하는 동안 수심 30m에서 수온약층을 따라 형성되고, 보다 더 

깊은 층으로 느리게 전파된다고 판단된다. 강한 연직 구배는 태풍 통과 후 수일 동

안 연직혼합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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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해협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요인에 따른 부유생물 군집의 경년변동성

가. 해양 환경 모니터링 

대한해협의 서수로는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부유생태계의 경변동성을 관측

하기위해 매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Fig. 3.4.3.1.). 적도부근에서 발달한 쿠로

시오가 북서태평양을 지나면서 수체의 일부가 우리나라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대

한해협 서수로를 통과하여 동해로 열과 염을 전달한다. 대한해협의 서수로를 통과

하는 수체는 쿠로시오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타이완 난류 및 양자강 희석수를 

포함하는 동중국해수와 동해에서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는 저층냉수가 유입되기도 한

다. 특히 여름철에는 주로 타이완 난류와 대마난류가 각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

름철에서 겨울철로 가는 과정에서는 주로 큐슈에서 갈라진 대만난류가 80%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sobe, 1999; Goe et al., 2006). 또한 동

해에서 형성되는 저층냉수는 여름철과 가을철 사이에 세력이 확장되어 대한해협의 

저층 수체에 영향을 준다 (Kim and Lee, 2004). 또한 대한해협 서수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체들은 매년 같은 세기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다른 세기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한해협 서수로에서의 수체들의 변화는 상당한 

경변동성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수체의 경변동성은 조사 지역의 일반 환경 변화 및 

부유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수체의 경변동성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로 고려되어 지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일반적 환경요소와 

동·식물플랑크톤 및 원생생물의 시·공간적 분포에 대한 조사를 2006년 3월 이후

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Fig. 3.4.3.1. A map showing the monthly sampling stations (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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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 및 분석 방법

(가) 수온 및 염분

수온 및 염분의 현장 관측은 Sea-Bird 43 (Sea-Bird Electronics Inc., 

USA)을 이용하여 수직적으로 실시하였다.

(나) 영양염

영양염의 시료 채취는 현장에서 Watman GF/F 여과지로 거른 다음 시료의 일

정량을 채취하여 50㎖의 플라스틱 튜브에 넣어 냉동 보관하였다. 영양염류는 발색

법 (Parsons et al, 1984)을 수정 보완한 방법으로 시료를 발색시켜 발색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FIA (Flow Injection Analyzer, Quickchem 8000, LACHAT 

Co.)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분석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규산염 (SiO3)

해수 시료 중의 규산염은 일차적으로 산성의 몰리브덴산암모늄 (Ammonium 

molybdate solution)을 가하여 노란색의 몰리브덴산 규산화합물을 만든 후 이차적

으로 옥살산 (Oxalic acid solution)과 스테이노우스 클로라이드 환원시약 

(Stannous chloride reducing solution) 에 의해서 발색된 시료를 820nm 필터로 

측정하였다.

② 인산염 (PO4-P)

해수 시료중의 인산염을 산성의 몰리브덴산과 안티 모니가 첨가된 시약 

(Molybdate color reagent)으로 일차적으로 방응 시킨 후 아스코르빈산 

(Ascorbic acid)으로 환원 시켜 나타난 푸른색의 용액을 880nm 필터로 측정하였

다.

③ 질산성 질소 (NO3)

해수 중의 질산염을 측정하기 위하여, 금속구리를 입힌 카드늄으로 채운 칼럼을 

통과 시켜 아질산염으로 전환 시킨 후 일차적으로 슬퍼니아미드 (Sulfanilamide)와  

반응하여 디아조늄 이온을 형성한 후 이차적으로 염화나플틸에틸렌디아민 용액 

(C12H14N2․2HCl)과 반응시켜 분홍색 용액으로 만들어 520nm 필터로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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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엽록소-a

 전체 엽록소 (total chlorophyll-a)는 채수된 해수시료의 일정 양을 유리 섬유 

여과지 (GF/F filter, 직경 47mm, Whatman, pore size 0.7㎛)로 여과하였다. 여

과지는 15㎖ 원심분리용 튜브에 넣고 호일로 감싸 빛을 차단시킨 후 냉동 상태로 

운반하였다. 분석 전에는 냉동보관을 하고 분석 시 90% 아세톤 (Acetone) 10㎖

을 넣은 후 교반 시킨 다음 빛을 차단시킨 냉장고에서 12 시간 이상 용출 시켰다. 

용출 과정에서 최소한 한번은 교반 시킨 다음 다시 냉장 보관하였다. 추출된 용액 

중에 섞여 있는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1000g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 시킨 후 상

등액 만을 취하여 형광광도계 (Turner Designs 10-AU Fluorometer)로 측정하

였다. 해수 내에 식물플랑크톤 입자크기별 엽록소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20㎛ 

Nytex mesh, 3.0㎛ (ISOPORETM MEMBRANE FILTERS) 여과지를 이용해서 

채수된 해수 시료 적당량을 자연압으로 여과한 후 다시 유리 여과 섬유 필터로 여

과하여 전체 엽록소를 측정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가) 수온과 염분 시공간적 분포

조사 기간 동안 전체 수체에서 수온은 7.41~29.40℃ (평균 15.95℃)의 값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Fig. 3.4.3.2(a).), 계절별로는 봄철 10.98~17.49℃, 여름철 

7.41~29.40℃, 가을철 7.58~26.32℃, 그리고 겨울철에 11.44~18.78℃ 의 값의 

범위를 보였다. 계절별에 따른 평균 수온은 대기 기온이 높은 여름철(16.74℃)보다 

오히려 가을철(18.20℃)에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쿠로시오 난류가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층에서의 평균 

수온이 여름철은 15.90℃인데 반해 가을철은 19.17℃로 높게 나타냈다. 이는 쿠로

시오의 영향이 가을철 중층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름철과 가

을철이 저층에서 유사한 최소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저층냉수가 여름철과 가

을철에 저층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문헌에 따르면 저층냉수는 수온이 10℃ 이하, 

염분은 34psu 이상인 수체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2006년은 9월, 2007년은 9

월과 10월, 2009년은 7월, 2010년은 8월과 9월에 나타났고, 2008년에는 나타나

지 않았다. 저층 냉수의 정의를 저층에서의 또 다른 성층의 형성으로 볼 때 저층 

냉수가 나타나는 시기는 5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출현하는 기간은 연도마다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염분의 변화를 보면, 조사 시기 동안 27.93~35.17psu (평균 34.30psu)의 범

위를 보였으며 (Fig. 3.4.3.2(b).), 계절별 평균 염분은 봄철과 겨울철이 여름철과 

가을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름철 표층의 평균 염분을 보면, 각 연도마다 확

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T-S 다이아 그램에서 보여주듯이 여름철 상층부에 영향

을 미치는 해류가 연안수의 영향을 받는 동중국해수이기 때문이다 (Fig. 3.4.3.3.). 

특히 각 연도마다 여름철 상층부의 염분 최소치를 보면 2010년에 28.31psu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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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은 값을 보여고, 2006년도 30.78psu로 낮은 값을 보였다. 10℃ 이하의 강한 

저층냉수가 나타난 2010년에 가장 낮은 염분을 보인반면, 저층냉수가 현성되지 않

은 2008년에는 상층부의 염분도 가장 높은 31.63psu를 나타내어 이 두 인자 간에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온과 염분의 분포를 고려해 볼 때 수층에서의 

성층 형성은 6월부터 시작하여 여름철로 갈수록 성층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다가 

11월부터 약화되기 시작하고, 수층 혼합은 12월부터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봄철부터 서서히 약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Fig. 3.4.3.2(b).).

조사 지역의 수온 염분 특성으로 T-S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수층이 혼합되는 

시기인 겨울철과 봄철에는 외해수의 영향을 주로 받아 유사한 범위 내에 존재하지

만, 수층의 성층이 형성되는 시기인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양자강 희석수 

(Changjiang Diluted Water, CDW), 동중국해수 (East China Sea Current 

Water, ESCW), 쿠로시오의 분지인 대마난류 (Tsushima Current Water, TCW), 

그리고 대한해협저층냉수 (Korea Strait Bottom Cold Water, KSBCW)가 수층마

다 다르게 나타났다(Fig. 3.4.3.3.). 수체의 상층부에는 주로 동중국해수의 영향을 

보이며 표층에서는 CDW의 영향도 보인다. 또한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갈수록 중층

에서 수온과 염분이 증가하여 대마난류의 영향이 더 뚜렷이 나타나며, 저층냉수도 

여름철보다 가을철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4.3.2. The vertical profiles of a) temperature and b) salinity in the 

station M from March, 2006 to Nov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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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3. Temperature and salinity diagram for the 

station M. Water types defined by Gong et al. (1996), 

Chen (1995), and Cho (1998).

  

(나) 영양염 분포 및 특성

조사 기간 동안에 규산염 0.42~34.19μM (평균 0.99±5.91μM), 질산염 

0.01~20.00μM (평균 5.16±4.41μM), 그리고 인산염은 0.01~1.13μM (평균 

0.27±0.28μM)의 값의 범위를 보였다 (Fig. 3.4.3.4.). 계절별 영양염의 평균농도

를 보면, 규산염은 봄철이 6.50μM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인반면, 가을철이 12.09μ

M로 높은 값을 보였다. 질산염도 봄철에 2.93μM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겨울

철에 6.62μM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인산염도 봄철에 0.15μM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가을철에 0.35μM의 높은 값을 보였다. 영양염 농도가 봄철에 낮은 

농도를 보이는 이유는 식물플랑크톤이 봄철에 대발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에 의

한 소비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수층별로 영양염 평균 농도를 보면, 상

층부에서 규산염은 5.88μM, 질산염은 1.94μM, 그리고 인산염은 0.07μM을 나

타내고, 중층부에서는 각각 10.29μM, 5.73μM, 0.27μM을 나타내고, 저층부에서

는 15.20μM, 8.92μM, 0.53μM의 값을 보인다. 표층에서의 영양염 농도가 낮은 

이유는 봄철 식물플랑크톤 대발생이 일어나고 난 후 여름철부터 가을철까지 성층이 

형성되어 성층이하의 풍부한 영양염이 표층으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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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값을 나타낸다. 저층부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이유는 중층부의 

경우 여름철 성층이 형성되는 지점에서 SCM 층이 형성되어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영양염 소비가 어느 정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해협의 경우 여름철부터 가

을철 사이에 저층냉수대가 형성되는데, 이로 인해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한 영양염

의 재발생은 다른 시기보다 낮은 반면, 저층냉수 자체에서의 영양염 농도는 대마난

류보다는 높기 때문에 중층부보다 더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4.3.4.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a) silicate, b) nitrate+nitrite and 

c) phosphate in the station M from March, 2006 to November, 2010.

      

조사 시기동안 여름철 표층에서 염분과 규산염 농도를 보면, 29psu에서 33psu 

사이에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지만 2010년에는 낮은 염분 농도 (약 28psu)에 도 

불구하고 낮은 규산염 농도를 나타냈다 (Fig. 3.4.3.5.). 여름철 표층에서 염분의 

변화는 동중국해수의 염분 변화와 관련이 있다. 동중국해수는 타이완 난류와 양자

강 희석수 그리고 쿠로시오 난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성되는 수체이기 때문에 

양자강 희석수의 관여 여부가 이 수체의 염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양자강 수는 동

중국해에서 혀모양으로 떨어져 나와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8). 양자강 중류에 세계적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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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중에 하나인 샨샤댐이 2003년에 일차물막이 공사 후 2009년에 완공되었다. 일

반적으로 강에서의 댐의 건설로 인해  담수의 체류시간이 길어져 담수 내 규산염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샨샤댐 완공 때문에 양자강 희석

수 내의 규산염 농도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2010년 대한 해협의 서수로에도 규

산염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름철과 가을철 태풍은 대한해협 서수로에서 영양염 분포를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이다. 특히 태풍의 진로가 남해안을 따라 대한해협 서수로를 지나게 

되면 육상에서의 영양염 공급과 강한 바람에 의한 수층 혼합이 강해지면서 상층부

에 영양염을 공급하게 된다. 공급된 영양은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서 

일차생산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을철 성층이 강하게 형성되는 시기에는 상층

부에 영양염 농도가 낮아 작은 사이즈의 미소편모류가 주로 우점함으로서 작은 사

이즈의 엽록소-a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태풍에 의한 영양염 공급이 이루어지

면 큰 사이즈의 규조류가 우점하여 큰 사이즈의 엽록소-a가 우점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여름철과 가을철 지나가는 태풍은 조사 지역의 해양생태계 변화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2007년 9

월 16일 11호 태풍 나리가 남해안을 따라 대한해협을 지나간 경우이다 (Fig. 

3.4.3.6.).

Fig. 3.4.3.5. The relationship of silicate and salinity on the surface during 

the summer in the statio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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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6. a) The passage of 11th typhoon "Nari" in September 17, 

2007, and the distribution of b) nutrients, c) size fractioned chlorophyll-a, 

and phytoplankton groups from August to October, 2007. 

영양염 제한은 식물플랑크톤의 생산력뿐만 아니라 우점하는 그룹의 천이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Officer and Ryther 1980; de Barr 1994), 영양염 비는 

식물플랑크톤 종 천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agus et al., 2004). 결과적으로 영양염의 절대적인 양뿐만 아니라 영양염 특성

도 식물플랑크톤의 공간적인 분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염 제한

은 영양염 농도와 비의 조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Dortch and Whitledge 

(1992)는 총무기질산염, 인산염, 규산염의 절대적인 농도가 1.0μM, 0.1μM, 2.0 

μM이하이면 제한으로 간주하였다. 조사 지역에서 영양염 제한은 주로 식물플랑크

톤이 빛에 제한을 받지 않는 상층부에서 주로 발생한다. 규산염 제한은 식물플랑크

톤이 대발생이 일어나는 시기인 봄철에 한번정도 나타났다. 하지만 봄철 대발생 이

후 규산염은 제한되지 않는 반면에 질산염과 인산염은 가을철까지 주로 제한된다 

(Fig. 3.4.3.4.). 상층부 영양염 비는 질산염과 인산염이 식물플랑크톤에 소비에 의

해 낮은 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S:N 비와 N:P 비가 높게 나타났다. 

중층에서의 S:N 비는 표층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 10보다 낮

다. N:P 비는 상층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값을 보이지만 16보다 높은 값을 나타

냈다 (Fig. 3.4.3.7(a).). 중층이 대마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인 여름철과 가

을철에는 N:P 비가 20 부근에서 나타났다 (Fig. 3.4.3.7(b).). 앞에서도 언급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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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여름철과 가을철에 SCM층이 중층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소비로 인해 외해수인 쿠로시오가 가지는 redfield ratio (16)보다는 약간 높게 형

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층의 S:N 비는 대부분 2 이하이고, N:P 비도 10에서 

20 사이에 존재했다 (Fig. 3.4.3.7.(c).). 저층은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소비가 다른 

수층에 비해 적고,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N:P 비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저층 냉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N:P 비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Fig. 3.4.3.7. a) The scatter diagram of atomic 
nutrient ratios at a) the surface, middle and 
bottom layers in the station M from March, 2006 
to Nov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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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엽록소-a 의 분포

조사 기간 동안 엽록소-a 농도는 0.001~4.43㎍ℓ-1 (평균 0.76㎍ℓ-1)을 나타

내었다. 계절별 평균 농도는 봄철 1.27㎍ℓ-1, 겨울철 0.79㎍ℓ-1, 가을철 0.57㎍

ℓ-1, 그리고 여름철은 가장 낮은 0.40㎍ℓ-1을 나타내었다 (Fig. 3.4.3.8.). 식물플

랑크톤의 성장은 여러 가지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빛, 수온 그리고 영양염이다. 특히 물리적인 요인 

중에서 수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한해협은 수온 보다는 빛이 더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조사 지역의 경우 쿠로시오 난류가 지나가기 

때문에 겨울철 표층 수온은 봄철보다 오히려 높은 값을 보인다. 또한 영양염 농도

에 있어서도 겨울철에는 수층 혼합이 일어나 봄철보다 높은 농도를 보인다. 하지만 

수층 혼합은 빛이 제한되는 수심 아래로 식물플랑크톤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빛이 

이들의 성장을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나 봄철에 접어들면 서서히 수층 혼합이 약해

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빛이 더 이상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도 않고, 겨울철에 공

급되어진 영양염도 풍부하기 때문에 봄철 대발생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봄철 대발생 시기가 2006년과 2008년은 3월, 2007년과 2009년에는 4월과 

5월, 2010년에는 5월에 높은 값을 보여 연도마다 다른 경향을 보인다. 성층이 강

하게 형성되는 여름철과 가을철의 수온과 빛은 식물플랑크톤 성장에 최상의 조건을 

나타내지만, 성층 때문에 중층 이하의 풍부한 영양염이 상층부로 공급되지 못해 식

물플랑크톤의 제한 인자로 작용한다. 가을철의 엽록소-a 농도가 여름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대형 태풍이 주로 9월 중에 지나가기 

때문이다. 여름철과 가을철에 SCM 층은 20~40m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Fig. 

3.4.3.8.). 크기별 엽록소-a는 표층에서 3㎛이상의 엽록소-a가 높은 우점율을 보

이는 반면, SCM 층은 3㎛이하의 엽록소-a가 다소 높은 우점율을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표층의 경우, 3㎛이상의 엽록소-a가 2006년, 2007년, 2008년에 비해 

2009년과 2010년에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SCM 층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Fig. 3.4.3.9.).      

Fig. 3.4.3.8. The profiles of the total chlorophyll-a and the size fractioned 

chlorophyll-a in the station M from March, 2006 to Sept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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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9. Reactive composition between micro+nano chlorophyll-a and 

pico chlorophyll-a in the surface (1m) and 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layer in the station M from March, 2006 to September, 2010.

나. 부유 생태 모니터링 

(1) 재료 및 방법

(가) 식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의 계절적인 생태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한해협의 고정정점 M

에서 2006년 3월부터 2010월까지 그들의 종조성과 현존량을 파악하였다. 조사는 

표층수, 5, 10, 20, 30, 50, 75, 100m 수층에서 채수를 하여, 곧바로 루골용액으

로 최종농도가 1%가 되도록 고정하였다.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과 현존량을 파악

하기 위해서 각 정점 500mL의 샘플을 20mL로 농축시킨 후 100~300uL분주하여 

200배율로 동정 및 계수를 하였다. 특히 광학현미경하에서 동정이 극히 어려운 종

은 속 수준으로 동정을 하였다. 

(나) 부유 섬모충류

섬모충플랑크톤 시료는 대한해협 M정점에서 2006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약 5년간 채집된 시료를 분석하였다. 플랑크톤 채집 네트 (망목 

20μm)를 이용하여 수심 80m 깊이에서 수직으로 끌어 시료를 여과하여 농축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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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 후 Lugol's solution으로 최종 농도 1% 고정하여 현미경 분석 시료로 사용하

였다. 정량 분석을 위해 시료는 Sedgwick-Rafter Chamber를 사용하여 광학현미

경하(×200)에서 계수하였으며 종동정을 위해 고배율 (x400) 검경을 병행하였다.

섬모충플랑크톤은 수괴의 지표성이 우수한 유종섬모류 군집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으며 관찰된 종류는 크게 연안종, 외양성 난류종 (구로시오 지표종), 기타 범분포

종과 냉수종으로 구분하였다 (Pierce and Turner, 1993; Hada 1938, 1957; 

Kato and Taniguchi 1993).   

(다) 중형동물플랑크톤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채집은 대한해협의 고정정점 M에서 2006년 3월부터 2010

월까지 67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시료는 Open-Closing net (구경 60㎝, 망목 

200㎛)를 이용하여 저층에서 표층까지 수직으로 채집하였다. 채집된 동물플랑크톤

을 현장에서 5% 중성포르말린으로 고정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정량분석을 위

하여 네트 설치한 유속계 (Hydro-Bios Kiel 438115)를 부착하여 여과 해수량을 

측정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우점종 개체수가 100개체 이상 계수될 정도의 시료를 

취하여 Bogorove 계수판에서 해부현미경 (Stemi SV11 ZEISS Co.)과 광학현미

경 (Axioskop ZEISS Co.) 하에서 동정 및 계수하여 단위체적 당 개체수

(inds./m3)로 환산하였다. 동물플랑크톤은 Kim (1985), 강 (1992), Chihara and 

Murano (1997), Conway et al (2003)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동정하였다.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종조성과 개체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월에 따른 출현 양상

의 유사도를 파악하기 위해 Bary-Curtis의 유사도지수를 근거로 비가중 산술평균 

(UPGMA)에 의한 dendrogram을 작성한 후, 계층적 군집방법 (Hierarchical 

clustering)으로 집괴분석 (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집괴분석에 이용된 출현종

의 개체수 자료는 정규분포를 위해 loge(x+1)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집괴분석은 

Clarke and Gorley (2006)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PRIMER (version 6.1.6)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라) 젤라틴 동물플랑크톤

2006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거제도 남해연구소에서 정점 M까지 이동하

면서 표층에 부유하는 해파리를 육안 관측하는 목시 조사를 하고 해파리가 관찰된 

해역의 좌표를 기입하였다. 정점 M과 남형제섬 앞 (정점 R)에서 90㎝×50㎝, 망

목 5㎜의 해파리 채집용 트롤을 이용하여 저층에서 1분 예인 10m 올려서 1분 예

인 하는 방식으로 표층까지 약 10분간 2노트의 속도로 예인하여 정량 채집하였다. 

채집된 jellyfish는 5%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여 실험실에서 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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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및 고찰 

(가) 식물플랑크톤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총 식물플랑크톤 개체수를 상층부 (0, 5, 10m의 평

균), 중층부 (20, 30, 50m의 평균), 저층부 (75, 100m의 평균)로 각각 나타내었

다(Fig. 3.4.3.10.). 2007년, 2008, 2009년은 춘계 대증식이 관찰되었으나, 2006

년과 2010에서는 춘계대증식 (spring bloom)이 관찰되지 않았고, 식물플랑크톤의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었다. 조사 기간 동안 대한해협의 정점 M에서 식

물플랑크톤의 총 개체수는 춘계 (3월~5월)에 유광층상부인 표층부에서 높게 관찰

되었고, 그들의 대부분은 규조류로 구성되었고 (Fig. 3.4.3.11.), 다음으로 사이즈

가 극히 작은 은편모그룹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찾지 하였다. 와편모조류는 춘

계, 하계, 추계에 일정의 높은 밀도를 보였으나, 그들이 대한해협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Fig. 3.4.3.10. Seasonal changes in total phytoplankton abundance from 2006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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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1. Seasonal changes in phytoplankton species composition 

from 2006 to 2010.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식물플랑크톤의 변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층의 

혼합시기에는 규조류가 우점하였으나, 성층이 형성된 시기에는 와편모조류가 상대

적으로 일시적으로 높은 출현비율을 보였다 (Fig. 3.4.3.12.). 2009년 4월에 표층

부에서는 규조류가 압도적으로 우점하였으나, 저층부로 내려갈수록 은편모조류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2010년 하계에는 규조류의 출현이 극히 

낮게 관찰되었고, 반대로 와편모조류와 은편모그룹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나

타내었다. 또한 수심의 증가와 더불어 식물플랑크톤의 총 개체수는 점차적으로 낮

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전 수층에서 식물플랑크톤의 그룹별 출현분포를 Fig.  

3.4.3.13. 에 나타내었다. 규조류는 2009년 4월의 유광층 상층부에서 춘계대증식

을 관찰하였으나, 다른 계절에는 뚜렷한 계절적 특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와편모조

류는 수괴가 안정되는 하계에 중층과 상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은편모조류는 수층이 혼합되는 춘계에 전 수층에서 높은 밀도

로 출현하였고, 성층이 형성되는 하계에는 유광층 상층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출

현하였다. 규산질편모조류는 모든 계절에 낮은 개체수 변동을 보였으나, 2009년 

10월에 특이적으로 전 수층에서 높게 출현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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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2. Seasonal changes of total phytoplankton 
abundance(upper) and relative contribution(lower) at St. M from 
2009 to 2010.  

Fig. 3.4.3.13. Seasonal changes of diatom, dinoflagellate, 
crytophyta, silicoflagellate and other groups in all water 
column at St. M from 2009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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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해역의 대증식은 춘계와 추계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하계에는 계절적 수온약

층으로 인하여 저층으로부터 충분한 영양염이 공급이 안 되어 식물플랑크톤의 현존

량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조사의 대한해협의 정점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춘계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은 2009년 4월

에 관찰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규조류로 구성되었다. 그 중  85% 이상이 

Chaetoceros 속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는 Thalassiosira 속, Skeletonema 

속, Pseudo-nitzschia 속, Lauderia 속, Eucampia 속, Ditylum 속, Detomula 속, 

Cylindrotheca 속, Corethron 속, Bacteriastrum 속 Asterionella 속 등이 관찰되

었다. 특히 표층부 주변에서 Chaetoceros 속 주에서 C. danicus 와 C. socialis가  

높게 관찰되었고, 중층에서 저층으로 내려갈수록 C. curvistus 와 C. socialis 로  

천이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2010년 식물플랑크톤의 총 개체수는 다른 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관찰되

었다. 그 중 104 cells L-1 이상으로 우점한 종의 리스트를 Table. 3.4.3.1. 에 나

타내었다.  1월은 Eucampia zodiacus, 2월은 Chaetoceros socialis, 3월은 은편

모그룹, 4월은 Detonula pumila, 5월에서 8월사이는 은편모그룹의 동정이 불가능

한 종이 우점하였고, 9월은 와편모조류 Heterocapsa속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체수 

밀도를 보였다. 10월과 11월에는 우점종이 관찰되지 않았고, 식물플랑크톤의 총 개

체수 밀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Eucampia zodiacus 와 Chaetoceros socialis

는 냉수종의 지표종으로 본 조사에서도 수온이 낮은 동계에 상대적으로 높게 출현

하여 이전의 연구와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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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Depth

Species or  group
Cell density  Proportion

(m) (X104Cells L-1)  (%)
KS100100 1 Eucampia zodicus 2.43 40.68 

30 Nothing
50 Nothing

　 100 Chaetoceros socialis 1.65 39.24 
KS100219 1 Chaetoceros socialis 9.60 63.25 

20 Chaetoceros socialis 3.87 39.75 
Crytophyceae 2.91 29.81 

50 Crytophyceae 4.69 43.35 
Chaetocerossocialis 3.25 30.06 

100 Nothing
KS100330 1 Crytophyceae 1.65 38.79 

Skeletonemacostatum 1.17 27.59 
Chaetocerosaffinis 1.03 24.14 

30 Crytophyceae 3.36 53.62 
Skeletonemacostatum 1.36 21.70 

50 Crytophyceae 3.03 54.90 
Skeletonema costatum 1.19 21.57 

　 100 　 Nothing 　
KS100429 1 Detonula pumila 4.18 55.73 

30 Detonula pumila 6.17 35.85 
50 Detonula pumila 3.03 49.47 
100 Nothing

KS100601 1 Crytophyceae 1.16 35.25 
30 Crytophyceae 0.86 29.75 
50 Prorocentrumdetatum 1.42 30.00 

Crytophyceae 1.07 22.63 
　 100 　 Nothing 　

KS100617 1 Crytophyceae 7.14 86.98 
30 Crytophyceae 1.56 63.04 
50 Crytophyceae 1.55 79.41 
100 Nothing

KS100709 1 Crytophyceae 1.60 48.68 
30 Crytophyceae 2.32 51.09 
50 Nothing

　 100 　 Nothing 　
KS100826 1 Guinardia flaccida 1.13 20.66 

30 Crytophyceae 1.44 38.55 
50 Nothing
100 Nothing

KS100914 1 Heterocapsa circularisquama 1.21 29.90 
30 Pseudonitzschia pungens 5.66 66.67 
50 Nothing

　 100 　 Nothing 　
KS101028 0 Nothing

50 Nothing
　 100 　 Nothing 　

KS101017 0 Nothing
50 Nothing

　 100 　 Nothing 　

Table 3.4.3.1. The list of dominant phytoplankton species at St. M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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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유 섬모충류

① 난류성 유종섬모류의 연별 출현 양상      

유종섬모류는 수괴의 변화에 매우 민감함으로 수괴 지표종으로 보고되어 있다. 

대한해협에 구로시오의 유입 동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2006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한해협 서측 수로의 정점 (M)에서 유종섬모류 (tintinnids)의 정량 및 

정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연안종 출현 종수의 증감은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으며, 구로시오 지표종수

는 2006년 11월, 2007년과 2008년에는 9월, 그리고 2009년에는 12월, 2010년 

9월에 난류종 출현종수의 최대치가 관찰되었다. 5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2008년 9

월이 가장 난류수의 영향이 컸으며, 2009년의 경우 타 년도에 비해 구로시오의 영

향시기가 12월로 시기적 지연을 보였다 (Fig. 3.4.3.14.). 

대표적인 구로시오 지표종 Climacocylis scalaroides를 대한해협, 거제연안, 장

목만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난류수의 영향이 가장 컸으리라 예측되는 

2008년 9월에 장목만에서도 본 지표종이 관찰되어 상기의 결과를 입증하였다 

(Fig. 3.4.3.15.). 

난류수의 영향이 가장 큰 2008년 9월의 수온과 염분의 수직분포의 결과는 뚜렷

한 구로시오 유입을 보이지 않았으나 (Fig. 3.4.3.16.), 유종섬모류의 지표종 출현 

양상은 수심 30m 부근에서 명확한 난류수 유입의 영향을 제시한다. 이는 물리화학

적 환경요소는 수괴의 이동에 따라 그 특성이 소실되어 판별이 어려우나 해류를 따

라 이동된 수괴 지표종의 경우 종이 지니는 생존 적응력을 통해 잔존함으로 보다 

민감하게 난류수 유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Nov. 2006 Sept. 2007 Sept. 2008 Dec. 2009 Sept. 2010

Warm water species Neritic species

Nov. 2006 Sept. 2007 Sept. 2008 Dec. 2009 Sept. 2010

Warm water species Neritic species

Fig. 3.4.3.14. Temporal occurrence of neritic and warm oceanic 
species of tintinnids in Korea Strait from Mar. 2006 to De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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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5. Temporal occurrence of 

Climacocylis scalaroides in Korea Strait 

(Stn. KS), coastal water near Geoje Island 

(Stn. CS), and Marine Station in Jangmok 

Bay (Stn. MS)from Mar. 2006 to Sept. 

2009. 

Fig. 3.4.3.16. Vertical distribution of Climacocylis scalaroides 

(right) and TS profile (left)in Sept.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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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형동물플랑크톤

2001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출현한 중형동물플랑크톤은 원생동물, 자포

동물, 패충류, 모악동물, 지각류, 미충류, 요각류, 기타 유생 등의 128개 분류군이었

다 (Table 3.4.3.2.). 이 가운데 요각류가 미성숙체 (copepodites)와 미동정된 8

종을 포함하여 36속 96종이 출현하여 가장 많은 출현종수를 보였고 Acartia, 

Candacia, Centropages, Clausocalanus, Eucalanus, Euchaeta 속에 포함되는 출

현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연안종에 비해 난류성 외양성의 출현종의 

수가 월등히 많았다.

조사 시기에 따른 분류군 수는 22~70개의 범위로 큰 변동을 보였으며 조사가 

시작된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7월부터 증가하여 8월부터 11월 사

이에는 50개 이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Fig 3.4.3.17). 이러한 분류군 수의 

변화는 쿠로시오 난류세력의 확장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출현 개체수는 257~12,587 inds. m-3 의 범위를 보였다

(Fig 3.4.3.18.). 조사월에 따른 특징적이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2006년에

서 2010년으로 갈수록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R2=0.29). 

요각류의 경우 25~9,023 inds. m-3 의 범위로 전체적인 변화양상은 중형동물플랑

크톤과 유사하였다.

전체 중형동물플랑크톤에 대한 주요 분류군의 점유율은 조사월에 따라 특징적인 

양상을 보였다 (Fig 3.4.3.19.). 요각류가 9.7~94.8% (평균 67.1%)의 범위로 가

장 우점하는 분류군으로 출현하였고, 다음으로 해파리류, 살파류, 모악류, 미충류 등

이 포함된 젤라틴 동물플랑크톤이 1.3~88.1% (평균 16.2%)의 점유율을 차지하였

다. 6월∼11월 사이에 난류세력의 유입 및 확장으로 인해 다양한 분류군이 유입됨

으로써 요각류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대신에 젤라틴 동물플랑크톤과 원생동물의 이

벤트성의 점유율 증가가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즉, 중형동물플랑크톤 분류군의 점

유율은 난류유입 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출현한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최우점종을 Table 

3.4.3.3. 에 나타냈다. 각 조사월에 최우점종으로 출현한 중형동물플랑크톤으로는 

요각류에 속하는 Paracalanus parvus s.l., Paracalanus elegans, Paracalanus 

aculeatus, Oithona similis, Oncaea spp., 척색동물에 속하는 Oikopleura dioica, 

salpids, 원생동물의 Noctiluca scintillans, forams, 유생군의 echinoderm larvae 

등 이였다 (Table 3.4.3.3.). 이 가운데 P. parvus s.l.가 최우종점으로 출현한 빈

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종은 O. similis였다. 난류세력이 확장되

는  6월~11월 사이에 최우점의 출현양상이 그 외 시기와 대별되는 양상을 보였으

며, 이러한 양상은 2006년~2008년에 뚜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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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zoans

Noctiluca scintillans forams

Hydrozoans

hydroids siphonophorans

Molluscs

gastropods pteropods

Ostracods

Conchoecia spp.

Chaetognaths

Sagitta crassa Sagitta enflata Sagitta spp.

Sagitta juvenile

Cladocerans

Evadne normanni Evadne tergestina Penilia avirostris

Copepods

Acartia  danae Clausocalanus furcatus Neocalanus gracilis
Acartia erythraea Clausocalanus pergens Neocalanus robustior
Acartia negligens Clausocallanus sp. Oithona similis
Acartia omorii Clytemnestra rostrata Oithona spp.
Acartia pacifica Copilia mirabilis Oncaea spp.
Acartia sp. Corycaeus pacifica Paracalanus aculeatus
Acrocalanus gibber Corycaeus speciosus Paracalanus parvus s.1.
Acrocalanus gracilis Corycaeus spp. Paracalanus spp.
Acrocalanus longicornis Cosmocalanus darwini Pleuromamma abdominalis
Acrocalanus monachus Ctenocalanus vanus Pleuromamma gracilis
Aetideus bradyi Eucalanus attenuatus Pontellina plumata
Calanopia elliptica Eucalanus bungii Pseudocalanus elongatus
Calanopia minor Eucalanus crassus Pseudocalanus newmani
Calanus sinicus Eucalanus elongatus Rhiincalanus nasutus
Calocalanus pavo Eucalanus mcronatus Rhincalanus cornatus
Calocalanus pavoninus Eucalanus subtenuis Sapphirina metallina
Calocalanus plumulosus Euchaeta concinna Sapphirina scarlata
Calocalanus styliremis Euchaeta media Sapphirina spp.
Candacia bipinnata Euchaeta plana Scolecithrix danae
Candacia bradyi Euchaeta sp. Scolecithrx bradyi
Candacia catula Haloptilus longicornis Scollecithricella longispinosa
Candacia curta Haloptilus spiniceps Scollecithricella minor
Candacia pachydactyla Labidocera acuta Scollecithricella sp.
Candacia simplex Labidocera euchaeta Temora discaudata
Canthocalanus pauper Labidocera japonica Temora turbinata
Centropages abdominalis Labidocera rotunda Undinula vulgalis
Centropages bradyi Lucicutia clausi copepodites(Acartia)
Centropages furcatus Lucicutia flavicornis copepodites(Candacia)
Centropages gracilis Lucicutia ovalis copepodites(Eucalanus)
Centropages orsini Mesocalanus tenuicornis copepodites(Euchaeta)
Centropages tenuiremis Microsetella gracilis copepodites(Temora)
Clausocalanus arcuicornis Nannocalanus minor copepodites(Others)

Table 3.4.3.2. The list of zooplankton appeared at the statio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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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hipods

Isopods

Decapods(Lucifer spp.)

Euphausiids

Chorodates

appendicularians(Oikopleura spp.) salpids doliolids

Larvae

Coelenterate Bivalve Cirriped nauplii

Copepod nauplii Decapod Echinoderm

Gastropod Polychaete Fish eggs

Fish larvae Unidentified

Table 3.4.3.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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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7. Variations in the number of mesozooplankton taxa 

appeared at the statio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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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² = 0.29

R² =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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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8. Variations in abundance of total mesozooplankton at the 
statio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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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9. Variations in relative compostion of major 

mesozooplankton groups at the statio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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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Date Species
Proportion

(%)
Year Date Species

Proportion

(%)

2006

8-Mar Paracalanus parvus s.l. 23.5 2007 20-Dec Paracalanus parvus s.l. 23.0 

16-Mar Paracalanus parvus s.l. 32.1 

2008

7-Jan Paracalanus parvus s.l. 43.3 

6-Apr Oikopleura dioica 31.5 11-Mar Paracalanus parvus s.l. 35.0 

17-Apr Oikopleura dioica 57.1 28-Apr Paracalanus parvus s.l. 80.1 

27-Apr Paracalanus parvus s.l. 29.0 6-May Oithona similis 28.3 

17-May Noctiluca scintillans 44.1 9-Jun Oithona similis 42.4 

20-Jun Paracalanus parvus s.l. 33.1 8-Jul Oithona similis 27.9 

7-Jul Paracalanus parvus s.l. 52.9 5-Aug Paracalanus parvus s.l. 58.1 

24-Jul Paracalanus parvus s.l. 58.1 10-Sep forams 38.7 

1-Aug Paracalanus parvus s.l. 48.7 23-Sep echinoderm larvae 17.8 

29-Aug Paracalanus elegans 32.1 6-Oct Salpids 30.3 

4-Sep Paracalanus parvus s.l. 40.7 

2009

20-Jan Oithona similis 21.4 

28-Sep Paracalanus parvus s.l. 13.7 10-Feb Paracalanus parvus s.l. 44.8 

10-Oct Oikopleura spp. 29.8 7-Apr Paracalanus parvus s.l. 38.5 

27-Oct Paracalanus parvus s.l. 79.9 9-May Paracalanus parvus s.l. 45.7 

3-Nov Oithona similis 24.2 18-Jun Salpids 87.3 

11-Dec Paracalanusparvuss.l. 23.5 16-Jul Paracalanus parvus s.l. 29.2 

2007

10-Jan Oithona similis 29.0 18-Aug Oncaea spp. 12.0 

18-Jan Paracalanus parvus s.l. 43.7 10-Sep Paracalanus parvus s.l. 22.5 

5-Feb Paracalanus parvus s.l. 23.6 28-Oct Paracalanus parvus s.l. 23.3 

21-Feb Paracalanus parvus s.l. 33.0 20-Nov Paracalanus parvus s.l. 49.6 

13-Mar Paracalanus parvus s.l. 36.2 23-Dec Oithona similis 30.0 

6-Apr Paracalanus parvus s.l. 38.0 

2010

19-Jan Oithona similis 16.1 

8-May Paracalanus parvus s.l. 29.5 19-Feb Paracalanus parvus s.l. 27.0 

15-May Paracalanus parvus s.l. 23.5 30-Mar Paracalanus parvus s.l. 45.2 

7-Jun Noctiluca scintillans 35.6 30-Apr Oithona similis 32.6 

12-Jun Oikopleura dioica 41.0 2-Jun Paracalanus parvus s.l. 59.7 

26-Jul Paracalanus parvus s.l. 23.6 17-Jun Paracalanus parvus s.l. 59.8 

16-Aug forams 37.9 9-Jul Paracalanus parvus s.l. 38.7 

27-Aug Paracalanus parvus s.l. 36.3 26-Aug Paracalanus parvus s.l. 33.1 

21-Sep Oikopleura dioica 29.6 14-Sep Paracalanus parvus s.l. 34.2 

4-Oct Oncaea spp. 14.3 28-Oct Paracalanus parvus s.l. 26.9 

8-Nov Paracalanus 
aculeatus 24.0 18-Nov Paracalanus parvus s.l. 28.2 

6-Dec Oikopleura dioica 18.4 

Table 3.4.3.3. Predominant species of mesozooplankton appeared at the 

statio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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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의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calanoid 요각류에 대해 Kim (1985), 강 

(1992), Hsieh et al. (2004)의 문헌을 참고하여 연안종과 난류성 외양성을 구분

하여 이들의 출현양상을 Fig 3.4.3.20. 에 나타내었다. 대표적인 난류종에는 

Canthocalanus pauper, Cosmocalanus darwini, Paracalanus aculeatus, 

Scolecithrix danae, Temora discaudata, Undinula vulgalis 등과 Acrocalanus, 

Candacia, Clausocalanus, Eucalanus, Euchaeta 속에 포함되는 종들이 있다. 분

석결과, 연안종은 2월부터 5월 사이에 우점하였고, 난류종들은 6월부터 증가하여 

10월까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월

부터 본격적으로 난류세력이 유입되어 이듬해 1월까지 대한해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8월에서 10월 사이에 난류 세기의 강도가 가장 강한 것으로 사료

된다.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종조성과 개체수에 근거하여 조사월에 대한 집괴분석을 실

시한 결과, 유사도 55% 수준에서 크게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Fig 

3.4.3.21.). 그룹Ⅰ에는 주로 2월∼7월 초순에 해당되는 조사월이 포함되었고, 이시

기에는 연안종의 점유율이 높으며 요각류의 소형종인 P. parvus s.l.이 절대적으로 

우점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룹 Ⅱ에는 7월 중순∼1월에 해당되는 조사월이 주로 포

함되었고, 이시기에는 난류종의 점유율이 증가하며 요각류의 대형종과 살파류, 미충

류 등의 젤라틴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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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0. Relative composition(%) of abundance of neritic and warm 

water calanoid copep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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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1. Dendrogram of Bray-Curtis similarity of sampling 

months based on abundance of mesozooplankton at the station M.

(라) 젤라틴 동물플랑크톤

① 목시 조사 결과 및 토의

2006년 거제도 남해연구소에서 정점 M까지 이동하면서 육안으로 관찰한 목시 

조사 결과는 8월 29일 남형제섬 앞, 9월 4일 거제도 연안 (35°00′34″N, 

128°44′09″E), 가덕도와 남형제섬의 중간 정도 지점 (34°56′51″N, 

128°50′18″E), 남형제섬 앞, 정점 M, 그리고 10월 10일 정점 M에서 노무라

입깃해파리 (Nemopilema nomurai)가 관찰되었다. 2007년 거제도 남해연구소에

서 정점 M까지 이동하면서 육안으로 관찰한 목시 조사 결과는 7월 12일 남형제섬 

부근 (34°53′51″N, 128°55′20″E)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관측, 7월 

26일 남형제섬 부근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관측, 8월 16일 남형제섬 부근 

(34°52′53″N, 128°57′37″E)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3마리 관측, 정점 M

에서 푸른우산관해파리류 (Porpita sp.)가 관측되었다. 특히 푸른우산관해파리류는 

직경 약 3~4cm 이었으며 대략 폭 30m, 길이 400m에 이르는 패치를 해수면에 형

성하여 조류에 따라 이동하였다. 8월 27일 목시조사 결과 남형제섬 부근 (34°5

7′53″N, 128°49′05″E)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5마리가 관측 되었고 9월 20



- 220 -

일 정점 M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가 관측되었다. 2008년 1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남해연구소에서 정점 M까지 이동하면서 표층에 부유하

는 해파리를 육안 관측하였으나 해파리가 관찰되지 않았다. 

2009년 거제도 남해연구소에서 정점 M까지 이동하면서 육안으로 관찰한 목시 

조사 결과 7월 16일 남형제섬 부근 (34°55′00″N, 128°54′10″E)에서 노

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관측, 7월 26일 남형제섬 부근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31마

리를 관측했고 정점 M에서 1마리, 8월 18일 정점 M까지 이동하면서 거제도와 가

덕도 중간정도 (34°58′50″N, 128°47′90″E)에서부터 남형제섬 부근까지 

계속해서 노무라입깃해파리를 볼 수 있었고 정점 M에서도 직경이 대략 40cm 정도

에 이르는 노무라입깃해파리를 육안 관측하였다. 9월 10일에 넓은 지역에서 노무라

입깃해파리가 관측되었는데 거제도에서 남형제섬 부근까지 계속해서 노무라입깃해

파리가 관찰되었고 정점 M에서도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조사기간 중에 가장 넓은 지역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관측된 것은 10월 28일이며 남해연구소를 출발하여 남형제섬 부근까지 또한 남형

제섬 부근에서 정점 M까지 계속해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관찰되었고 정점 M에서

도 1시간가량의 조사시간동안 노무라입깃해파리 5마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2010년 거제도 남해연구소에서 정점 M까지 이동하면서 육

안으로 관찰한 목시 조사 결과 대형 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가 관찰되지 않았

다. 이는 2009년 7, 8, 9, 10월에 넓은 지역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관찰된 것에 

비하면 의외의 결과인데 이는  2010년 6, 7, 8, 9월의 염분이 2009년 같은 달의 

염분 측정치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표층에서 육안으로 관찰 할 수 있는 수심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를 관찰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2006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장목만에서 정점 M까지 이동하면서 육안 관측에 

의한 목시 조사 결과 2006년, 2007년 그리고 2009년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

하였다(Fig. 3.4.3.22.).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 관찰할 수 있

었으며 년도에 구분 없이 출현 양상을 보면 7월보다 8월에 더 넓은 지역에서 관찰

되었고 8월보다 9월에 더 넓은 지역, 10월에 가장 넓은 지역에서 노무라입깃해파

리가 관찰되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조사 시기 중 2009년에 가장 많은 수가 가

장 넓은 지역에서 관찰되었고 2008년과 2010년에는 노무라입깃해파리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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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2. Appearance of N. nomurai by visual measurements 

in 2006~2010.

  

② 트롤에 의한 정량 채집 결과 및 토의

2006년 조사기간 동안 트롤에 의한 정량 채집에서 해파리가 채집된 것은 8월 1

일 정점 R(남형제섬 앞), 9월 4일 정점 M 단 두 차례 뿐 이다. 8월 1일 정점 R에

서 4(inds./1000㎥) 개체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분포하였고 9월 4일 정점 M에서 

2(inds./1000㎥) 개체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분포하였다(Fig. 3.4.3.23.). 2009년 

조사기간 동안 정점 M과 정점 R에서 트롤에 의한 정량채집을 한 결과 정점 M에서 

7월 16일 1(inds./1000㎥)개체, 8월 18일 2(inds./1000㎥)개체, 정점 R에서 8월 

18일 3(inds./1000㎥)개체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채집되었다. 2007년, 2008년 그

리고 2010년의 조사기간 동안 트롤에 의한 정량 채집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채집되지 않았다.  

2007년 조사기간 동안 정점 M에서 트롤에 의한 정량채집을 한 결과 살파류 

(Salpa sp.)가 주로 채집되었다. 1월 10일 193(inds./1000㎥)개체의 살파류가 채

집되었으며, 4월 6일 137(inds./1000㎥)개체, 5월 8일 288(inds./1000㎥)개체, 5

월 15일 65(inds./1000㎥)개체가 채집되었다. 6월 7일 2(inds./1000㎥)개체가 채

집되었으며, 6월 12일에는 조사기간 동안 가장 많은 1351(inds./1000㎥)개체가 

채집되었으며, 10월 4일 42(inds./1000㎥)개체가 채집되었다. 2007년 6월 7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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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면해파리류(Aequorea sp.)가 4(inds./1000㎥)개체 채집되었다. 또한 8월 16

일에도 3(inds./1000㎥)개체의 평면해파리류가 채집되었다. 평면해파리류는 우리나

라 남해안 및 동해남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며, 직경 10㎝ 내외로서 초여름 (5~ 

6월)에 수심 1m 정도의 표층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수산과학

원, 2004).  

2008년 트롤에 의한 정량 채집 결과 정점 M에서 살파류는 6월 9일 6 

(inds./1000m3)개체, 7월 8일 15(inds./1000m3)개체, 9월 23일 88 

(inds./1000m3)개체가 채집되었고 평면해파리는 5월 6일 2 (inds./1000m3)개체

가 채집되었다. 동물플랑크톤 네트에 의한 채집에서 4월 28일 살파류 1,192 

(inds./1000m3)개체, 평면해파리 31(inds./1000m3)개체, Ctenophora 31 

(inds./1000m3)개체가 채집되었다. 2009년 조사기간 동안 정점 M에서 트롤에 의

한 정량채집을 한 결과 5월 19일 16(inds./1000㎥)개체, 9월 10일 169 

(inds./1000㎥)개체의 살파류가 채집되었다. 2010년 조사기간 동안 정점 M에서 

트롤에 의한 정량채집을 한 결과 살파류와 관해파리목의 Muggiaea, 절지동물의 십

각목에 속하는 Megalopa larvae 가 채집되었다. 3월 30일 105(inds./1000㎥)개

체, 4월 30일 16(inds./1000㎥)개체, 6월 2일 735(inds./1000㎥)개체의 살파류

가 채집되었다(Table 3.4.3.4.). 1월 19일 5(inds./1000㎥)개체의 Muggiaea와 4

월 30일 51(inds./1000㎥)개체의 Megalopa larvae가 채집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남형제섬 앞에서 네잎백합해파리 (Liriope tetraphylla)가 8월과 9월에 53 

(inds./1000㎥) 개체,  96(inds./1000㎥) 개체가 채집되었다. 네잎백합해파리는 일

본, 중국해, 플로리다, 인도양 등 따뜻한 해역에 넓게 분포하는 종으로써 (Park 

2003) 채집된 개체는 약 1~1.5cm 정도의 크기였다(Fig. 3.4.3.24.). 오이빗해파

리류 (Beroe sp.)는 8월 26일에 남형제섬 앞에서 39(inds./1000㎥) 개체가 채집

되었다.  

2007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정점 M에서 트롤에 의해 정량 채집된 살파류는 

주로 3월부터 10월까지 채집되었다(Fig. 3.4.3.25.). 2010년의 경우 3월에 105 

inds./1000m3, 4월 16inds./1000m3 그리고 6월 735inds./1000m3로 가장 많은 

살파류가 채집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4월부터 6월까지 살파류의 개체수가 많은 것

을 보여준다. 이는 1997년 2월부터 한국남해안을 격월로 6회 조사한 자료에 의하

면 4월과 6월에 살파류의 출현밀도가 높고 동계인 2월과 12월에는 출현밀도가 매

우 낮았다 (강영실 등, 2000)는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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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3. Abundance of N. nomurai in 2006~2010.

19 
Jan.

30 
Mar.

30 
Apr.

2 
Jun.

26 
Aug.

14 
Sep.

St. M M M R M R R R

Salpa sp. 0 105 16 81 735 1999 250 0 

Muggiaea 5 0 0 0 0 

Megalopa larvae 0 0 51 0 0 

Liriope tetraphylla 0 0 0 53 96 

Beroe sp. 0 0 0 39 0 

Table 3.4.3.4. Abundance of jellyfish by trawl in 2010. (unit: inds/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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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4. Liriope tetraphylla (Scale bar=5mm).

 

Fig. 3.4.3.25. Abundance of Salpa sp. by trawl in 200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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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원격상관성

1. 이산화탄소 분포 및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가. 서론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복사열을 흡수하는 온실기체인데, 여러 온실기체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산화탄소 농도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지 

혹은 그 결과인지 인 논쟁이 존재하지만, 대기중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와 연관

이 있다는 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인류활동에 의해 대기중으로 추

가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중 약 30% 가량이 해양-대기 경계면을 통해 해양으로 흡

수된다고 알려져 있다(IPCC, 2007). 그러나 표층해양의 이산화탄소 분포가 해수의 

수온과 염분 등 열역학적 변수나 총무기탄소 혹은 알칼리도와 같은 탄산화학 변수, 

용승이나 수층수직혼합과 같은 해수역학 등 매우 다양한 해양환경요인과 역학에 의

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추정치는 상당히 큰 불확

실성을 포함하고 있다(Lee et al. 1998; Gruber and Keeling 2001; Orr et al. 

2001; Thomas et al. 2001; Takahashi et al. 2002). 미래 기후변동 예측을 위

한 지구온난화 변수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보다 정확한 미래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예측을 위해 인류의 추가 탄소방출량 추정

과 방출된 탄소의 해양흡수량 등은 보다 정밀하게 추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

라서 해양의 이산화탄소 교환량 추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공간적인 고밀

도의 관측이 필수적이다.

2010년 5월 14일~6월 12일까지 장목에서 동중국해를 지나 쿠로시오해역을 가

로질러 북서태평양 서단의 필리핀해, 이후 축까지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연속관측 하였으며, 북서태평양과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중위도 해역의 표층 이

산화탄소 분압 분포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을 분석 하였다.

나. 연구해역 및 연구방법

2010년 5월 14일~6월 12일 R/V 온누리호를 이용해 북위 9.7도에서 35도, 동

경 125도에서 152도까지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수온, 염분을 연속관측하

였다. 전기간 동안 수심 약 3m 부근의 표층해수를 연구선의 펌프를 이용해 실험실

로 공급하였으며, 알칼리도와 pH 분석을 위해 약 세시간 간격으로 표층해수를 채수

하였다. 표층해수의 수온과 염분은 CO2 연속 분석장치에 장착된 인라인 열염분측정

기(Sea-Bird Electronics, Inc., SBE-45)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표층해수의 이산

화탄소 농도는 해수가 나선형으로 분사되는 형태의 평형기(spiral spray-type 

Equilibrator, Ho et al. 1997)를 사용해 측정하였는데, 해수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반영된 평형기 내 상층공기(headspace)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 1분 간격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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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였다. 이산화탄소 연속 측정 시스템은 Wanninkhof and Tonning (1993)이 

제안한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성했으며, 시료의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위한 분석

기로는 Li-COR사의 6262 CO2/H2O를 이용하였다.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을 위해 해양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측정하였는데, 선수에서 실험실까지 

연결된 1/2 관에 연결된 diaphragm 펌프을 통해 실험실로 끌어들인 해양대기는 솔

레노이드 밸브 조작을 통해 약 한시간 간격으로 동일한 분석기를 이용해 해수시료

와 교대로 분석하였다. 측정된 관측값은 NOAA CO2 일차표준기체에 보정한 

249.0, 381.3, 458.0ppm의 2차 표준가스를 이용해 보정했다. 

다. 결과 및 토의

(1)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과 수온, 염분 분포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249.7~437.3μatm으로 장목에서 출항해 동중국해 해

역과 북위 약 20~25도까지 해역에서 대기 이산화탄소 분압보다 낮은 값을 타나냈

으며, 북적도해류가 흐르는 북위 15도 부근의 북서태평양 서쪽해역에서 400μatm 

이상의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Fig. 3.5.1.1(a).). 표층수온은 16.7~30.7℃로 장

목에서 동중국해 해역에 이르는 북부해역에서 수온이 낮았으며, 북위 15도 부근의 

북서태평양 서쪽해역에서 30℃를 넘는 가장 높은 수온을 나타내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며(Fig. 3.5.1.1(b).), 표층염분은 30.89~35.12psu의 

범위를 보였는데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는 34psu 이상을 나타냈고, 동중국해와 그 

북쪽해역에서 34psu 이하의 낮은 염분을 보였다(Fig. 3.5.1.1(c).).

항적을 따라 관측된 표층해수와 해양대기의 이산화탄소 분압과 표층수온, 염분을 

Fig. 3.5.1.2. 에 위도에 따라 도시하였다.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북적도해

류가 흐르는 북위 15도 부근에서 400μatm 가량의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위도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북위 30도 부근에서 큰 폭으로 감

소하는 변동을 나타내었다. 반면, 해양대기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전 관측기간의 관

측값을 평균하면 383.6 ± 5.3μatm의 값을 나타내는데 전반적으로 위도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측이 이루어진 가장 낮은 위도인 북위 10도 부근에서 

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은 약 380μatm 가량의 가장 낮은값을 나타냈으며, 위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 0.5μatm 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Fig. 3.5.1.2(a).). 표층수

온은 북위 15~17도 부근에서 30℃ 부근의 최대값을 보이고 이후 대체적으로 위도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표층염분 역시 북위 15~17도 부근에

서 34.5psu 이상의 최대값을 보였으나 이후 위도가 증가함에 따라 뚜렷한 감소 경

향을 보이지는 않았다(Fig. 3.5.1.2(b).). 다만, 북위 28도 이북의 동중국해 해역에

서 표층염분이 국지적으로 31psu 부근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급

격한 염분감소가 나타나는 해역에서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도 급격히 낮아져 

동중국해 해역에서는 표층염분이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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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1. Surface fCO2 (μatm) (a), SST (℃) (b) and SSS (psu) (c) 

along cruise track in May-June 2010.

Fig. 3.5.1.2. Distributions of fCO2 (μatm) of surface seawater (●) and 

marine air (●) (a), SST (℃, ●) and SSS (psu, ●) (b) along latitude in 

May~June 2010.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결정하는 주요 조절요인 중 물리적 요인인 표층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보기 위해 표층수온, 염분과 이산화탄소 분압간의 상관관계

를 Fig. 3.5.1.3. 에 나타내었다. 각 상관관계 그래프에서 표층염분과 수온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표층수온과의 상관관계를 위한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Takahashi et al. (1993)의 관계식을 이용해 평균염분인 34.8psu로 표준화 하였

으며, 표층염분과의 상관관계를 위한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평균수온인 2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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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하였다.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과 표층수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보여 표층

수온이 이산화탄소 분압을 결정하는 주요 조절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관측해역을 위도에 따라 북위 25도 이남의 북서태평양 해역과 북위 25도 이북

의 동중국해 해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는 표층수온과 이산화탄

소 분압이 보다 좋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표층수온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분압

의 변화율도 이론적인 열역학적 변화율에 가깝게 나타나 북서태평양 해역의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주로 표층수온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Fig. 3.5.1.3(a).). 

그러나 동중국해 해역에서는 표층수온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율이 이

론적인 변화율보다 작게 나타나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을 결정하는데 표층수온이 조

절요인으로 일부 작용하지만 표층수온보다 더 주요한 조절요인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과 표층염분은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는 별다른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아 이 해역에서는 표층염분이 이산화탄소 분압을 결정하는데 별로 작

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반면, 동중국해 해역에서는 일부 변화경향을 벗어나는 자

료가 나타나지만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 해역에서 표층염분이 이산화탄소 

분압을 결정하는 주요 조절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낸다(Fig. 3.5.1.3(b).). 그러나 

표층염분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분압 변화율이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는 변화율과 

비교해 세배이상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염분에 따른 이산화탄소 분압 

변화가 아니라 염분과 증감이 같이 나타나는 또다른 해양환경요인의 영향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양환경요인으로는 해수의 용존무기탄소가 매우 유력하다.

Fig. 3.5.1.3. Relationship between surface fCO2 and SST (a) and SSS (b). 

Surface fCO2 was normalized by mean salinity, 34.8 psu in (a) and mean 

temperature, 28℃ 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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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항적을 따라 관측한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과 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을 이

용해 해양-대기 경계면에서의 이산화탄소 분압차를 구하였다. 표층해수의 이산화탄

소 분압은 각각의 관측값을 사용했으며, 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은 최소자승법을 이

용해 위도에 따른 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의 일차방정식을 구해 사용했다. 지난해 연

구결과까지는 QuikSCAT 위성을 통한 관측기간 중 관측해역의 풍속을 사용해 기체

교환속도를 구하였으나, 작년 11월 이후 QuikSCAT 위성이 운영되지 않는 관계로 

올해와 관측시기와 해양환경이 유사했던 2008년 QuikSCAT 풍속을 이용해 최소자

승법으로 위도에 따른 풍속의 다항식을 구해 사용했다.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은 -27.1~5.4 mmol m-2 day-1의 범위를 나타냈

으며, 관측해역의 평균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은 -2.3 mmol m-2 day-1 였

다.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 분포에서 나타난 것(Table 3.5.1.1.)과 같이 동중

국해 해역은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대기보다 낮아 해양이 대기의 이산화탄

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환량은 -6.11 ± 4.79 mmol m-2 day-1 였

다.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는 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대기보다 높은 해역과 낮은 

해역이 모두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는 해양에서 대기로 약하게 이산화탄소를 방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환량은 0.07 ± 1.00 mmol m-2 day-1 였다.

늦여름에 관측이 이루어진 2006년과 2007년에는 북서태평양이 대기로 이산화

탄소를 약하게 방출하고, 동중국해가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약하게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봄에 관측이 이루어진 2008년과 2009년, 2010년에는 해였던 

2009년 북서태평양이 대기로 이산화탄소를 다량 방출하고, 동중국해가 대기의 이

산화탄소를 미약하게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였던 2008년과 

2010년 북서태평양은 대기로 이산화탄소를 미약하게 방출하고 동중국해는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강하게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동과 

,  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분석을 진행중이다. 

Period
Air-sea CO2 Flux (mmol m-2 day-1)

Western NP ECS

Sep. 2006 0.48 ± 0.63 -0.84 ± 0.68

Oct. 2007 0.34 ± 0.53 -0.45 ± 1.04

Jun. 2008 0.43 ± 0.91 -5.67 ± 3.97

Jun. 2009 1.71 ± 1.37 -0.53 ± 2.59

May 2010 0.07 ± 1.00 -6.11 ± 4.79

Table 3.5.1.1. Sea-air CO2 fluxes (mmol m-2 day-1)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and the East China Sea. (CO2 fluxes based on the transfer 
coefficient by Wanninkhof (1992). A positive value represents CO2

emmission from the sea to the atmosphere and a negative value refers to 
CO2 absorption from atmosphere to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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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서태평양 쿠로시오 확장해역에서의 기초생산력 미래 변화를 전망

본 연구에서는 북서태평양 쿠로시오해류의 확장역(북위 30-40도, 동경 

150-180도 해역)을 위·경도 3도 간격의 40개 격자(grid cell)로 나누어 미래 기

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기초생산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Fig. 3.5.2.1.).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s phase 3 (CMIP3) 모델 중 수온의 수직 프로

파일과 표층 입사량 자료가 활용 가능한 11개 모델을 이용해 연구해역 혼합층 수

심의 20세기에서 21세기 변화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혼합층 수심 변화에 

따른 일차생산력의 변화량을 알기 위해, World Ocean Atlas 2009 (Garcia et 

al., 2010; http://www.nodc.noaa.gov/OC5/WOA05/pr_woa09.html) 자료에 수록

된 연구해역의 질산염 자료(14개 수층)를 이용해 침강, 섭식, 질소 고정, 대기로부

터의 유입이나 재생산 등 다른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간략한 모델로 물기둥 내의 

연간 기초생산력(질산염의 수직공급에 의한 신생산 부분만)을 계산하였다.

11개 모델 결과에서, 현재 기초생산력에 대한 미래 기초생산력의 변화 비율은 

전반적인 경향이 남쪽에 위치한 격자에서 더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체 격자를 합칠 

경우 중간값(median value)의 분포는 -10.6% (MRI-CGCM2.3.2 모델)에서 

-40.6% (GFDL-CM2.0 모델)로 생산력이 감소하였다(Fig. 3.5.2.2.). 이는 쿠로

시오 확장역의 혼합층 수심이 대체적으로 미래에 낮아짐에 따라서 수직 혼합에 의

한 영양염 공급량을 기반으로 계산한 일차생산력(신생산)이 감소함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또한, 식물플랑크톤 봄 번성시기의 변화는 기초생산력 변화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Fig. 3.5.2.3.). 전체 격자를 합칠 경우 번성시기 변화의 중간값은 0.0 

(MRI-CGCM2.3.2 모델)에서 -1.7 주 (MRI-CGCM2.3.2 모델)로 번성시기가 빨

라짐을 보여주었으나, 모델과 격자의 위치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결과의 기초생산력 값과 위성

자료로부터 계산된 기초생산력 값

(http://www.science.oregonstate.edu/ocean.productivity/)을 비교하였다. 검증에

는 CSIRO-MK3.5 모델결과를 사용하였으며, 같은 시기를 비교하기 위해 1998년

부터 1999년까지의 자료만 사용하였다. 두 결과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혼

합층 수심 변화를 통해 계산된 기초생산력이 총 기초생산력 변이의 81.8%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5.2.4.)

결론적으로, 쿠로시오 확장해역에서 혼합층깊이 변화 전망을 이용해 일차생산력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각기 다른 11개 모델을 적용한 결과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긴 했으나 생산력 변화 의 크기와 공간분포에선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물리/생태 모형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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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1. Location of the grid cells (4 x 10 cells at an interval of 3°) where 

entraintment production and spring bloom timing are calculated. The background 

image is the average daily primary production in 1999 estimated by VGPM model 

(http://www.science.oregonstate.edu/ocean.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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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2. Predicted percent change in entrainment production by 
eleven CMIP3 models. Model number represents, 1: CNRM-CM3, 2: 
CSIRO-MK3.5, 3: GFDL-CM2.0, 4: IPSL-CM4, 5: MIROC3.2 (hires), 
6: MIROC3.2 (medres), 7: MIUB-ECHO-G, 8: MPI-ECHAM5, 9: 
MRI-CGCM2.3.2, 10: NCAR-CCSM3, and 11: UKMO-HadCM3. Dots in 
the circles represent the median, and the boxes delimit the 25th and7 
5th percentiles. Crosses represent out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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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3. Predicted shift in spring bloom initiation by eleven CMIP3 

models. Model number represents, 1: CNRM-CM3, 2: CSIRO-MK3.5, 

3: GFDL-CM2.0, 4: IPSL-CM4, 5: MIROC3.2 (hires), 6: MIROC3.2 

(medres), 7: MIUB-ECHO-G, 8: MPI-ECHAM5, 9: MRI-CGCM2.3.2, 

10: NCAR-CCSM3, and 11: UKMO-HadCM3. Dots in the circles 

represent the median, and the boxes delimit the 25th and 75th 

percentiles. Crosses represent out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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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nual primary 

production (by VGPM model) and entrainment production (by 

the model CSIRO-MK3.5) at the grid cells (see Fig. 3.5.2.1.) 

during 1998 and 1999. N=80. Dotted line represents the new 

production estimated from f-ratio by Eppley and Peterso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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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호 시료를 이용한 고기후 복원

가. 서론

열대–아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산호는 고기후 복원 연구에 광범위하게 이용

되고 있는 생물 군집이다. 산호는 그 분포 범위가 넓고, 연대가 명확하며 지화학적 

추적자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고기후 기록자로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다른 퇴적물과 달리 생물이나 저탁류에 의한 교란이 없고, 연속적인 기록을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Gagan et al., 2000). 탄산염 골격으로 이루어진 이매

패류의 경우, 성장 기간 동안 다른 수심대로 이동하는 성질과 그 생존 기간이 짧다

는 점, 따라서 한 지역의 수온변화를 장시간 복원할 수 있는 연속적 기록을 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Hyeong et al.,2008). 또한 살아 있는 산호는 가까운 과거

의 환경을 포함하므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영향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넓

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조초성 석산호(hermatypic scleractinian corals)는 단단

한 골격을 만들어 손상이나 풍화에 강해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산호는 오래 전부터 열대, 아열대 해양의 수온(Epstein 

et al., 1951, 1953; Beck et al., 1992;  et al., 2000; Hyeong et al., 

2008), 염도(Le Bec et al., 2000; Benway and Mix, 2004; Kilbourne et al., 

2004)등의 기후변화 추적에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골격에 포함된 미량원소를 

분석하여 오염이나 지역적 환경 변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ea et al., 

1989; Linn et al., 1990; Sholkovitz and Shen, 1995; Fallon et al., 2002; 

Inoue et al., 2004).

산호 골격의 주성분인 아라고나이트(CaCO3)는 형성시 주변의 2가 금속원소들이 

Ca2+대신 미량 첨가된다. 이 중 Sr, Mg, U 등은 온도에 따라 그 양이 결정됨이 알

려져(Smith et al., 1979; Mitsuguchi et al., 1996; Min et al., 1995) 과거 해양

의 수온을 추적하는 데 이용된다. 그러나 Mg는 산호 골격의 결정구조가 아닌 치환

이 가능한 위치, 즉 흡착되거나 결정의 결함이나 유기물 내에 존재하기 쉽다(최대 

40%, Watanabe et al., 2001). U/Ca는 Sr/Ca보다 약 5∼6배 민감한 결과 값을 

보이나 U의 복잡한 거동, 아라고나이트로의 유입 과정, 환경에 따른 영향 인자가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Min et al., 1995; Shen and 

Dunbar, 1995). 산호 골격 내의 산소 동위원소비 (δ18O)는 해수의 동위원소조성

에 따라, 금속 이온의 비는 해수의 이온 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수의 산소 

동위원소비는 온도, 엄밀히는 극지방의 빙하량에 의해 달라지나 강수나 증발에 의

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해수 중 Sr, Ca의 체류 시간(residence time)은 매우 

길어(∼5 Ma, 1 Ma) 그 농도가 쉽게 변하지 않고, 담수가 유입된다 해도 그 비인 

Sr/Ca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변 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Sr과 Ca가 산호 골격으로 온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침전되며 이를 수온계로 이용할 

수 있다.  70년대부터 Sr/Ca값이 수온계로서 이용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었으나 

Beck et al. (1992)이 산호 골격 내의 Sr/Ca값이 담수의 희석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만의 함수로 변함을 보인 후 신뢰할 수 있는 추적자로서 널리 이용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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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Porites 산호는 수온 추적자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어 많은 관계식이 밝혀

졌으나, 아직 보편식은 정립되지 않았다. Sr/Ca (mmol/mol) = a + b * 

SST(°C) 형식의 관계식을 사용, 각 연구에서 밝힌 값의 평균값을 적용하면 

Sr/Ca = 10.553 - 0.0607 * SST(°C)를 얻고, SST=25.00℃ 일 때의 Sr/Ca

값은 9.035가 된다( 2006). Porites외의 속으로 연구한 결과는 좀 더 넓

은 범위로 나타나나 평균 a, b값은 Porites에서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de 

Villers et al., 1994; Swart et al., 2002; Yu et al., 2004). 그러나 무기적으로 

침전된 아라고나이트에서의 Sr/Ca값은 상대적으로 온도에 덜 민감하게 나타나고

(Kinsman and Holland, 1969; Dietzel et al., 2004),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는 Sr2+의 아라고나이트 골격으로의 경로에 대해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호 골격에서의 Sr2+의 양태는 아직 논의 중인 문제이다. Chalker(1981)은 

Sr2+이 Ca2+처럼 세포 내 채널을 통해 능동 수송되며 따라서 Sr2+는 Ca2+와 경쟁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Ip and Krishnaveni(1991)과 Ip and Lim(1991)은 

광합성 에너지가 CaCO3의 생성을 촉진시킴과는 달리 Sr2+는 광합성 저해제에 아무

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Sr2+는 Ca2+와 같이 세포 내의 경로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유입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Sr2+가 밤에는 대개 수동적

인 경로로 유입되고, 낮에는 능동적으로 유입된다는 이론을 내놓았다 (Cohen et 

al., 2001, 2002; Cohen and McConnaughey, 2003). 이에 따르면 밤 동안에는 

해수의 Sr/Ca 값에 근접하게 탄산염이 만들어질 것이며, 따라서 이 때 만들어진 산

호 골격은 무기적으로 침전된 아라고나이트와 흡사한 화학 조성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가설 역시 다듬어질 필요가 있고, 최근의 연구들이 조도뿐 아니라 다른 조

건, 예를 들면 주변의 영양 상태 등에 의해서도 Sr2+의 함량이 변한다는 결과를 내

놓기도 했다(Houlbr�que et al., 2003, 2004).

고기후/고해양환경 연구 분야는 대마/동한난류의 영향 지역인 우리나라 및 대마

도 인근 해역에서 채취한 산호 시료를 이용하여 이들 해역의 고기후/고해양환경 복

원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에는 대마난류 해역에 속하는 이끼섬에서 채취한 현

생 산호와 2820년 연령의 화석 시료를 대상으로 과거 대마난류 영향 해역의 수온 

및 고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가장 유용한 온도 proxy로 알려진 Sr/Ca 비 분석을 실

시하였다 (Fig.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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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1. Sampling location of coral (living and fossil) specimens, 

photographs of modern favia coral sample, and stratigraphic description 

of coral mound where the fossil favia coral was sampled. 

나. 이끼섬 Favia 산호의 Sr/Ca값을 통한 과거 41년간의 고기후 복원 연구

본 사업에서는 2007년 대마도 남방 80km에 위치한 이끼섬에서 90cm 길이의 

현생 Favia 산호 코아를 획득하였다 (Fig. 3.5.3.1.). 2009년에는 이 시료 중 상부 

28cm 구간에 대한 산소 및 탄소동위원소조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같은 

구간에 대한 Sr/Ca비를 측정하였다. 분석은 코아 슬랩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폴립 

중 연속성이 가장 좋은 1개의 폴립(또는 corallite)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Fig. 

3.5.3.2.). 

Fig. 3.5.3.2. Soft x-ray (top) image and photograph of the coral slab 

analyzed for oxygen and carbon isotope ratios. Red line shows the 

sampling line of the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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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료 채취를 위해 선정된 분석 대상 폴립을 덴탈 드릴을 이용하여 분리하고, 증

류수와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세척된 폴립은 5cm 간격

으로 절단되었으며, 물과 함께 얼린 후 냉동 조건하에서 Cryostat(freezing 

microtomb)을 이용하여 1μm 간격으로 절단하였다(Fig. 3.5.3.3.). 부시료는 약 

140μm 간격으로 채취되었으며, 28cm 전 구간에 걸쳐 약 2,000개의 부시료가 채

취되었다. 분석은 채취된 2,000개의 부시료 중 균일한 간격을 갖는 약 800개의 부

시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Fig. 3.5.3.3. Subsampling of corallite at 140μm using a Cryostat(freezing 

microtomb). 

상부 28cm 구간의 X-ray 촬영 결과 41개의 연성장띠가 관찰되었고, 이는 시

료가 채취된 2007년까지 41년간 연 6.6mm 의 속도로 성장했음을 지시한다(Fig. 

3.5.3.4.). 골격의 Sr/Ca 값은 9.01에서 9.76mmol/mol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값은 

9.35mmol/mol 이다. 측정된 Sr/Ca 비는 계절에 따른 표층수온의 변동을 나타내는 

총 41개의 주기성을 보였으며(Fig. 3.5.3.4.), 이는 분석 기간이 총 41년에 걸쳐 

성장했음을 지시한다. 산호의 연속성장을 가정하고 측정된 표층 수온값과 Sr/Ca 비

를 대응시켜 얻은 Sr/Ca-SST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Fig. 3.5.3.5.).

Sr/Ca (mmol/mol) = -0.0376×SST (˚C) + 10.135, (R² = 0.96)

이 식에서 얻은 Sr/Ca 비의 온도 의존성은 -0.0388mmol/mol/℃ 이다. 이는 

산호 골격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0.06mmol/mol/℃ 보다 현저히 낮다. 이런 

결과는 Favia속 산호의 특이성, 산호의 비대칭 성장에 따른 “averaging effect", 

또는 산호의 성장이 어려운 겨울동안의 성장 정지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끼섬

의 겨울 수온은 평균 약 13℃로 산호성장의 한계온도인 16℃ 보다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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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4. Soft x-ray image of Favia drill core and determined Sr/Ca 

ratios of the top 28cm interval plotted agaist depth and age.

Fig. 3.5.3.5. Linear regression between the determined Sr/Ca and observed SSTs 

assuming continuous growth during cold season (blue line) and growth cessation 

below 16℃ during the winter season (red line and circles). A diagram in the 

right bottom corner shows SST variation from 1986 to 2007 used for the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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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끼섬 산호초 시추코아 내 존재하는 Favia 골격의 지화학조성 

이끼섬 산호초 시추코아에서 채취한 2820년 전의 Favia 암편에 대한 Sr/Ca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 화석 산호는 재결정작용을 받지 않고 순수한 아라고나이트로

만 이루어져 있어 과거 기후 복원에 적합하다. 총 5cm 길이의 Favia 암편에서 

126개의 부시료가 분석되었으며, 약 17번의 주기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X-ray 촬영 결과 약 17번의 연성장밴드가 관찰되었으며 연성장속도는 2.9mm/yr

이다 (Fig. 3.5.3.6.). 

Fig. 3.5.3.6. Soft x-ray image of 2820 yr old fossil favia and the 

determined Sr/Ca ratios plotted against depth. 

라. 중위도 Favia 과거 수온 복원 가능성 및 2820 yr B.P의 고해양환경 

측정된 화석 Favia의 Sr/Ca 비는 평균 9.52mmol/mol, 9.71~9.21mmol/mol의 

범위를 보인다(Fig. 3.5.3.6.). 현생 산호의 Sr/Ca 결과와 비교할 때, 화석 산호는 

주기성이 약하고, 평균치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최소값은 큰 반면 최대값은 

현생산호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그 변화폭은 현생 산호의 그것에 비해 2/3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Fig. 3.5.3.7.). 상부 1cm 구간의 Sr/Ca값을 앞서 얻은 

Sr/Ca-SST 관계식에 대입해 얻은 겨울철 수온은 현재와 유사한 13.5℃로 나타나

며, 여름철 온도는 20℃로서 현재의 여름철의 평균 온도인 28℃보다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인다. 약 2배 가량 늦은 성장속도와 함께 이러한 결과는 과거 2820전 해

양환경이 산호 성장에 보다 열악했음을 지시한다. 하지만 산호의 성장이 16℃ 이하

에서 멈추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중위도 산호 골격에 기록된 겨울철 온도는 실제 

온도이기 보다는 산호의 성장이 멈추는 한계온도를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 현생 산

호와 화석 산호 시료에서의 Sr/Ca 최대값이 각각 9.7mmol/mol 정도로 근사하다는 



- 241 -

점은 겨울철 산호 성장의 정지 가능성을 강하게 지시하며(Fig. 3.5.3.7.), 또한 현

생 산호의 Sr/Ca-SST 관계식에 관찰되는 낮은 온도 의존성이 산호의 성장정지가 

원인일 가능성을 지시한다.

산호의 성장이 멈추는 것으로 알려진 16℃ 이하에서 산호의 성장이 멈추는 것을 

가정하고 산호골격의 Sr/Ca 값의 온도의존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Fig. 3.5.3.5.). 

Sr/Ca (mmol/mol) = -0.053×SST (˚C) + 10.514, (R² = 0.97)

이때 얻어진 온도의존성은 -0.0053으로 기존에 발표된 다른 종의 평균온도성인 

-0.06과 아주 유사하며, 이는 중위도 산호의 성장이 겨울철에 매우 낮거나 멈추는 

것을 지시한다. 이렇게 얻어진 관계식을 이용하여 복원된 수온을 현장에서 관측한 

온도자료와 비교하였다 (Fig. 3.5.3.8.). 그 결과 관측수온 자료가 이용 가능한 

1986~2007 구간 중 2004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관측 수온 및 복원 수온이 

1˚C 이내에서 일치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16˚C 이하에서 산호의 성장이 멈추

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겨울철 복원 수온은 측정 수온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

며, 또한 큰 연변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겨울철에 성장한 산호 골격의 Sr/Ca 

비 및 복원 수온이 큰 연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낮은 수온 하에서 산호의 성장이 수

온 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변화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과적으로 16˚C 이

상의 수온에서도 다른 요인에 의해 성장이 저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결과는 중위도 산호를 이용한 겨울철 수온 및 평균 수온의 복원이 불가능 하지

만, 중위도 산호가 여름철 고해양온도의 복원에 활용될 수 있음을 지시한다. 

Fig. 3.5.3.7. Comparison of the determined Sr/Ca ratios between fossil and 

living Fa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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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8. Comparison of the reconstructed SST with the measured SST. 

Reconstruction was carried out using the equation (Sr/Ca(mmol/mol) = 

-0.053×SST (˚C) + 10.514) obtained assuming growth cessation below 

16˚C.

현생 산호를 이용하여 얻어진 중위도 Favia 산호 골격의 온도의존성을 적용하여 

얻어진 2820 yr B.P. 화석 산호는 현재보다 약 3~5˚C 정도 낮은 수온을 보인다. 

이 당시의 기후는 북아메리카의 빙하 발달 (Bond et al., 1999), 시베리아 고기압

의 발달에 따른 북반구 육상온도 감소 (Mayewski et al., 1997), 그리고 동남아시

아에서의 겨울 몬순 강화 및 여름 몬순 약화 (Wang et al., 2005; Selvaraj et 

al., 2008; Yancheva et al., 2007) 등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소규모의 

빙하기가 발생했던 시기이다 (Fig. 3.5.3.9.). 따라서 화석산호에서 관찰되는 이 당

시 대한해협 인근의 수온 감소 결과는 북반구에서 발생한 소규모 빙하기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ast glacial maximum 기간 동안 대한해협은 담수환

경에 놓여 있었으며 (Ichikura and Ujiie, 1976; Oba et al., 1991; Park et al., 

2000), 그 이후 약 6500년 전 이후에야 쓰시마해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Lim et al., 2005). 이러한 사실은 이 기간에 발생한 전 지구적 기후 

강하 이외에 현재 보다 약했던 쓰시마 해류의 영향이 낮은 수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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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9. Reported climatic condition of the northern hemisphere at 

∼3,000 year B.P. 

마. 결 론

중위도 지역 대한해협에서 채취한 Favia 산호 골격의 Sr/Ca 비는 수온의 계절

적 변화를 반영하는 계절적 변동성을 확연히 보이며, 중위도 지역 고수온 지시자로

서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연구지역의 겨울 수온은 산호의 연속적 성장이 

불가능한 16˚C 이하로 감소하며, 따라서 Sr/Ca비의 연 최대값은 겨울철 수온보다

는 산호의 성장이 가능한 한계온도를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이 지

역 산호 골격은 여름철 수온의 복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현생 산호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Sr/Ca비의 온도의존성은 산호의 성장이 16˚C 

이하에서 멈추는 것을 가정했을 때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잘 일치하며, 이 관계식을 

이용 복원한 온도는 여름철 관측 수온과 1˚C 이내에서 잘 일치한다. 이 식과 화석 

산호의 Sr/Ca비를 이용하여 복원한 2820년 전 대한해협 수온은  현재보다  3∼5

˚C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낮은 수온은 그 때 당시 북반구에서 보고된 

소규모의 빙하기 조건과 그 당시 낮았던 대한해협 해수면 조건과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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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 1 절 목표달성도

1. 본 연구기간내 연구내용 대비 달성율(%)  

성과목표(가중치) 10 연구성과
연차
목표

달성도

최종
목표

달성도
 1.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 

(20%)

- 북서태평양 계류 관측을 통한 북

적도 해류 변동성과 유기탄소 침

강플럭스 정량화 분석

- 북서태평양에서 실시간 해양환경

인자 측정

- 활성중인 ARGO 뜰개 자료관리 

및 국제협력

․기후변화 인자 관측을 위한 북서태평양 및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탐사 수행 완료

․북적도 해류의 연변동성 파악을 위한 유속계 계류 및 

유기탄소 및 생기원물질의 플럭스의 연변동 모니터링

(3점 계류점 확보)

․북서태평양에 자동해양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층해

류, 해양기상, 수온프로파일, 생지화학 인자 등을 실시

간으로 자료 획득

․동해해역 ARGO 뜰개관측 및 국제ARGO사업의 국가분

담 역할 수행

․위성 및 해양환경 보조 자료 분석

 2. 순환모델 연구 (15%)

- 태평양 장주기 변동에 따른 단주

기 변동 현상 변화 연구

- IPCC AR4 모형이 전망한 해양

혼합층깊이 변화 분석

․열대 태평양 장주기 변동과 TIW 변동 변화 및 피드백 

연구

․ IPCC A1B 시나리오 결과를 이용한 해양혼합층깊이 

전망 및 통계 분석 

 3. 주변해 영향 및 변동성연구

    (20%)

- 지구온난화에 따른 쿠로시오의 

변화 및 쿠로시오가 동중국해 해

황변동에 미치는 영향

- 수괴분석을 통한 대마난류 기원

분석

․지구 온난화에 따른 쿠로시오의 변화

․쿠로시오가 동중국해 해황변동에 미치는 영향

․ NODC자료 이용, 대만난류와 큐슈서방의 쿠로시오 분

지 수괴분석을 통한 대마난류 수괴분석

 4. 쿠로시오수역과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부유생물 생태

    구조의 상관성 분석 (25%)

- 기후변화인자 변동성에 따른 해

역별 부유생물 생태계와 환경변

화간의 연관성 연구

- 기후가스인 DMS의 생성 박테리

아 연구

- 쿠로시오역의 위도별 주요 부유

생물군의 생리/생태 차이 비교 

분석

- 북서태평양 및 대한해협 해양환

경․생태계 변화 요인에 따른 부유

생물 군집의 경년변동성 파악

․북서태평양의 미세플랑크톤 생태계의 위도별 구조 파

악 

․북서태평양에서 기후 가스인 DMS 분포 및 DMS 생성 

유전자 다양성의 공간적 분포 구조 측정

․부유원생동물 군집구조의 연변동 특성 및 지표종의 변

동성 분석

․중형동물플랑크톤 군집 특성 및  크기 그룹별 생체량

의 연변동 특성 분석

․생화학 추적자 분석을 통한 북서태평양에 서식하는 주

요 요각류의 종내/종간 생리/생태 위도별 비교 

․ Biomass-Size Spectra 방법을 통한 해역별 부유 생태

계 구조 파악 및 비교

․난류성 난자치어 종 분석 및 분석된 난자치어의 형태

기록 작성

․북서태평양 및 대한해협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요인에 

따른 부유생물 군집의 경년변동성 파악

 5. 원격상관성 연구 (20%)

- 엽록소의 계절성을 재현하여 핵

심적인 기작을 파악하고 모델을 

개선함.

-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이산화탄

소 교환량 산정

- 산호, 퇴적물 등을 이용한 고 해

양환경 복원

․혼합층깊이 변화 전망을 기초생산력 변화 추정에 이용

하여 미래 기초생산력 변화를 예측

․북서태평양 해양 이산화탄소 분포의 주요 조절요인 및 

인접 연안해(동중국해)와의 유사성․차별성 분석

․북서태평양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추정 및 

이산화탄소 교환량의 경년변동 분석. 인접 연안해(동중

국해)와의 교환량 변동 특성 비교.

․쓰시마, 이끼섬 산호를 이용한 쓰시마 해류역의 과거 

수온 변화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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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목표달성도 (부록 참조)    

구  분 전년도 목표 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목표 당해연도 실적

논문

게재

SCI(E) 14 19 14 9

기타 

국외학술지
․ 2 ․ 1

국내 학술지 10 3 7 5

학회

발표

국외 10 15 3 21

국내 11 35 8 15

특허

국외  

출원 ․ ․ ․ ․
등록 ․ ․ ․ 1

국내

출원 ․ 1 ․ 1

등록 ․ ․ ․ 1

기술료(계약/징수) ․ ․ ․ ․
단행본/기고문 1 1 ․ 4

워크샵 세미나개최 ․ 3 ․ 1

인터넷사이트개설 운영 및 관리 운영 및 관리 운영 및 관리 운영 및 관리

제 2 절 대외기여도

1. 기술적 측면               

 

∙ 동중국해를 통해 우리나라 주변해역으로 유입되는 고온고염수의 변동성과 영양염

의 연직 혼합과정을 규명하여 동중국해의 생물생산성 변화 해석에 기여한다. 

∙ 지역해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 변화 전망을 위하여는 지역해 순환모델링 기술, 해

양-대기 접합모델 기술, 해양과 대기의 자료 수집, 취합, 분석 활용 기술 등의 종

합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됨.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향후 동남아 국가들에 대

한 기술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난수풀과 북태평양 자오면 순환과의 상관성 파악으로 난수풀에 대한 변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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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혼합층 전망 기술 확보 및 국내외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기초 마련한다.

∙ 서태평양 해역의 식물플랑크톤, 박테리아의 생물량, 생산력 및 군집 분포 자료는 

해역별 상관성의 분석과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동을 파악을 위한 모델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 DMS 생성 유전자의 정량적 분석 기법의 개발을 통해 해양에서의 생물학적 과정

을 통해 생성되는 중요한 기후 가스인 DMS의 생성 기작의 연구를 촉진할 수 있

다.

∙ 본 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세생물 그룹에 대한 분석 기술과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해양 생태계 연구에 크게 기여를 하여, 해양에서 탄소 

순환을 이해하고 정량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북서태평양의 동물플랑크톤 크기 스펙트럼의 변화는 동물플랑크톤의 이차생산력 

추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식물플랑크톤의 기초생산력과 함께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적 효율의 변화 척도로서 활용이 기대된다.

∙ 위도별 핵심 동물플랑크톤 종의 체지방 함량 및 조성 변화는 환경(수온)변화와 

먹이생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에 대한 추적은 기후변화/수

온 상승에 대한 해양 생태계 변화(먹이망 구조 및 에너지 흐름)의 간접적인 척도

로서 제시될 수 있다.

∙ 새롭고 쉬운 분석기법(i.e., size-based analysis of marine food web)을 활용

한 해양 생태계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능 파악을 위한 종합적 자료 분석시도는 향

후 연구결과의 종합적인 해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 한반도 주변해역 변화 시나리오를 확보하여 기후변화 대응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국내의 물리/생태모델링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 다양한 분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종 분류를 통해 출현 종 목록을 작성하

면 향후 이 해역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의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며, 타 해역 

자료와도 정확한 비교가 가능한다. 이를 통해 향후 이 종들의 정성적 및 정량적 

변화파악을 통해 기후변동에 따른 조사해역 해양생태계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동중국해를 통해 우리나라 주변해역으로 유입되는 고온고염수의 변동성과 영양염

의 연직 혼합과정을 규명하여 동중국해의 일차생산특성 변화 해석에 기여한다. 

∙ 난류 외양성 동․식물플랑크톤 및 섬모충류의 출현 지수의 변화는 우리나라 주변해

역에서 쿠로시오 또는 대마난류의 세기 및 수송량 변동의 간접적인 척도로서 이

용될 수 있다.

∙ 물리요인-기초생산을 정량적인 모델로 연결하여 해양생태계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수립한다.  

∙ 해양내 이산화탄소의 거동 및 분포를 조절하는 해양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대기 이

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생길 수 있는 해양환경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책마련

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해양과학분야의 국제기구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IOC)에서 아국 위

상을 제고할 수 있다  

∙ 를 비롯한 태평양 해역 3차원 해양구조 정기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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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및 열대태평양 기원 기후변동이 한반도의 해양과 기상에 미치는 영향의 정량적 

평가를 시도할 수 있다 

∙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표면 자료와 함께 뜰개에 의하여 관측된 자료를 해양예보모

델에 실시간 동화시킴으로서 해양예보 정확도를 개선하며, 해양순환 및 변동성의 

역학적 이해를 통해 선진국형 기후변화 예측력 확보와 한국형 기후변화 예측기술 

정립이 가능하다. 

2. 경제 산업적 측면   

∙ 동중국해와 한반도 연안해역에 대한 근미래 기후변화 예측정보는 연안 양식, 연

근해 어족자원의 생태계 기반 관리, 연안개발 및 해양산업분야의 미래 적응전략 

및 대응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 난수풀 변동에 대한 한반도 주변 대기 및 해양에 대한 특성을 파악함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난수풀 변화로 인한 주변 해양 특성 파악할 수 있다.

∙ 미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는 과거와 현재의 변동 추이를 관측하여 밝힘으로

써 예측이 가능하며, 이는 미래수산자원 관리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 지표로 활

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기후변동으로 인한 대양환경 변화가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

화에 미칠 영향을 토대로 한반도 연근해의 수산자원의 양과 분포 변동을 예측하

고, 이에 따른 어민 정책과 국민의 식생활 보호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경제적/산업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 대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로, 선진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

년 대비 5.2% 감축해야하며,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의 산업활동 

제한에 직면할 상황임.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지

구온난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대응 논리를 

도출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국제협력 연구 형태를 통해, 우리나라에 분담된 역할만을 담당하고도 전지구 해

양에 약3,000여대의 ARGO뜰개에 의한 측정자료(1,500억 상당)를 확보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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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웜풀지역의 연 변동 및 쿠로시오와의 연관성은 우리나라 주변해황에 직접 영향 

미치는 대마난류 및 대만난류의 변동에도 관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황 예보 및 생태계 변동 예측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 수괴간의 혼합비율을 계산 프로그램으로 대양의 해수 유입을 정량화에 활용한다. 

∙ 열대 태평양 표층 수온 강제력의 변화에 대한 북서 태평양 표층 수온 반응의 차

이의 확인을 통해 향후 엘니뇨 형태에 따른 북서 태평양 표층 수온의 예측도 연

구에 활용한다.

∙ 열대 해양의 장주기 변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을 이해 및 열대 

해양과 중위도 해양 순환과의 상호작용 이해에 활용한다.

∙ 북태평양 해양혼합층 미래 변화 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생태계 미래 전망 기초 자

료로 활용한다.

∙ 최근 30년간 동아시아 지역해에서 급격한 수온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관한 

역학적 원인을 제시함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해의 수온 상승에 

대한 변화 가능성 진단에 활용한다.

∙ 해양-기상 위성추적 부이에 의한 기상 및 수층별 수온자료는 해양-대기 상호작

용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태풍 등 기상이변시 해양구조의 변화를 직접 측

정하게 됨으로 동중국해 환경보전 및 수산자원 관리에 직접 활용이 가능하다.  

∙ ARGO 사업을 통하여 전 지구적으로 해양의 수온 변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

함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원양어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한다.

∙ 해양예보의 기초자료로 활용. 해양정책 결정시 요구되는 해양예보자료를 실시간

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꾀함으로써 기상예보기술의 산업화와 

같은 해양예보기술을 산업화한다면 새로운 고용창출 기대된다.

∙ 동중국해에서 내부파에 의한 영양염의 연직 수송과정을 규명하여 동중국해의 일

차생산특성 변화 해석에 활용 가능하다. 

∙ 기후변화에 의한 중장기 해양환경 변화에 의한 동중국해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반

응 해석에 활용한다.

∙ 한반도 주변 해역 및 쿠로시오 해역의 해양환경 자료 및 생태계 자료를 획득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장기 환경보전 정책 수립 시 활용한다.

∙ DMS 생성 유전자의 정량적 분석 기법의 개발을 통해 해양에서의 생물학적 과정

을 통해 생성되는 중요한 기후 가스인 DMS의 생성 기작의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기후가스 연구의 수월성을 제공할 수 있다.

∙ 기후변화와 관련된 미세 생물 먹이망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는 향후 

몇십 년간의 우리나라 생태계 장기 변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한다.  

∙ 기후변화에 따른 북서태평양과 동중국해의 기초생산력 및 동물플랑크톤의 장기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동 예측 모델 또는 생태계 변동 예측 모델의 기초 자

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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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평가를 위한 핵심 기술 및 미래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관리 정책 수립의 지표 자료로써 활용 가능하다

∙ 정확한 종 목록 작성을 통해 생물을 이용한 기후변동 예측방법 개발에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북태평양 인접 국가들이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진행하고 있

는 기후변동 파악 및 예측연구 프로그램(PICES FUTURE program)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다. 

∙ 한반도 주변 해역 및 쿠로시오 해역의 해양환경 자료 및 생태계 자료를 획득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장기 환경보전 정책 수립시 활용한다.

∙ 남해 외곽의 수중생태조사 자료를 장기적으로 축적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해양생

태 변화를 예측하고 나아가 관련 수산업계의 자원 관련 자료로 활용. 

∙ 한반도 근해와 서태평양 웜풀 해역의 엽록소 변동 상관성은 기후변동이 한반도 

근해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기작을 밝힘으로 기후변동과 관련한 

한반도 근해 생태계 영향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 생물펌프(biological pump)에 의해 해양으로 흡입되는 대기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북서태평양의 기후조절 능력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성공적으로 수행한 타국가 EEZ해양과학조사 경험을 토대로 향후 각관계국가의 관할

수역에서의 원활한 해양과학조사 수행 및 해양과학조사 협력체제 구축시 활용한다.

∙ DNA 마커를 이용하여 주요 어종의 산란장과 발생단계별 회유경로를 규명하여 

자원관리를 할 수 있다.

∙ 외양성 난류어종 난자치어들의 북방한계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북서태평양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엘니뇨, 라니냐,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지구환경변화 따른 한반도 주변해역 환경변

화 및 수산자원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제공과 합리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시 활용할 수 있

다.

∙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마련한다.

∙ 한반도 주변해역 및 북서태평양 해역의 해양생태계 자료획득은 한반도 주변해역의 장

기환경 보존 정책 수립시 활용이 가능하다.

∙ 동중국해 해류계와 쿠로시오 및 적도태평양 해류계의 변동 상관관계 파악을 통하

여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황과 기상 및 해양생물 서식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

는 동중국해 해류계의 변동을 예측하고 한반도 주변해역의 생태계 변동 예측 연

구에 활용할 수 있다.

∙ 한반도 주변해역 및 쿠로시오 해역의 해양환경 자료 및 생태계 자료를 획득해 한

반도 주변 해역의 장기 환경보전 정책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 해역간의 해양생태계 구조 및 기능의 비교와 장기간 모니터링 기술을 확립한다.

∙ 서태평양 웜풀지역부터 우리나라 연근해에 이르는 지역까지의 과거 수온변화 복원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전지구적 환경변화가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

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예측 모델의 신뢰성을 증대하는데 활용한다.

∙ 대양연구의 수행 결과를 해양환경변화와 관련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의 실천적 이행을 위한 기초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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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을 통해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해역(동중

국해)의 이산화탄소 교환량 변동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각 해역의 이산화탄소 

흡수 기여도를 평가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 본 연구사업을 통해 산정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은 지구온난화 예측을 

위한 모델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연근해의 과거 수온변화 및 고해양환경 규명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변

화가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미래기후를 예측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하다.

∙ 본 연구 사업 실시 대상예상국가들의 관할해역내 해양과학조사 추진으로 향후 대

양 및 타국가 관할해역 해양탐사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전체 기간산업의 변동성 예측 및 국가 발전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지구규모의 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 기후변화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에 기인

하는 자연재해의 조기 진단 및 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 국가해양 연구개발분야에서 기후변화라는 범세계적인 공통의제에 대한 우리나 라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한반도 연근해의 근미래 예측정보(수온, 염분, 연안역 해수 유통)를 수산, 해양산

업, 해양레저 및 연안개발 정책수립 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미래 

대응전략 수립 과학정보자료로 활용한다.

∙ 대양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역량 증진 및 위상을 강화

할 수 있다.

∙ 지구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의 환경변화시나리오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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