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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지구적 환경변화가 한반도 연안의 환경을 변화

시키고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위해요소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던 인간 친화적 서비스 기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연안지역은 인구증가와 산업화가 가속되며 나타나는 환경변화 압력으로 인해 

생태계의 건강성/생산성/다양성 등 선기능적 요소들의 기능악화가 진행되고 

있음.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권역별 위해 요인들의 정

확한 진단과 치유를 통해 생태계의 선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힐링기술의 개

발과 실행이 요구됨 

○ 현재 진행되는 기후변화는 온난화, 산성화 및 탈산소화 등 심각한 3가지 환경 

변화를 동반하고 있음. 기후변화의 3대 악재로 불리는 이들  환경변화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던 중요 기능인 인간 친화적 서비스 기능과 지구환경 조절

기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의 진단/

예측/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은 21세기에 해양과학이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나. 연구의 목적 

○ 기후변화와 인위적 환경변화로 인한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생산성/

다양성 악화의 차단 및 개선에 필요한 “한반도 해양생태계 힐링기술 개발”을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다양성이 높아 인간 친화적 서비스 기능이 지속되는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



한반도 해양생태계 힐링기술개발 기획연구

ii

한반도 해양생태계 힐링기술

i) 해양생태계에 가해지는 환경/생태 압력요인들의 위해성 평가기술

ii) 연안생태계에 가해지는 위해요소의 진단/예측/대응과 최적이용을 위한 기술

iii) 기후변화의 진행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모니터링/

예측/대응할 수 있는 기술 

2. 연구내용 

○ 한반도 해양생태계는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영안환경의 이용증가로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권역별로는 다양한 종류의 오염도 증가(남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서식지 소실(서해) 그리고 갯녹음 확산(동해)이 심각한 상태

임.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3가지 환경변화(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는 인류와 

지구시스템의 유지에 중요한 해양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음

○ 환경변화에 따라 생태계가 제공하던 기존의 선기능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해양생태계의 기능회복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한반도 해양생태계 힐링

기술 개발”이 요구됨

○ 힐링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다양성이 높아 인간 친

화적 서비스 기능이 지속되는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기획연구의 비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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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반도 해양생태계 힐링기술 개발 및 적용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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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세부과제

연안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개발

비 전
•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생물다양성이 높고, 생태서비스

기능이 지속되는 해양생태계 유지

목 표

• 연안서식지 생태·사회·경제적 기능회복 기술 개발

• GIS기반 생태계 진단 및 건강성 평가 기술 개발

• 생태계 기반 공간계획 수립 및 최적이용기술 확보

전 략

• 참조 연안생태계의 구조/기능정보 확보

• 환경변화 및 연안생태계 모니터링/진단/평가/미래예측 

인프라 및 기술 개발

• GIS기반 서식지 생태/환경/서비스 지도 정보 구축

• 연안공간계획 수립/실행/평가의 실행 및 상호보완

제II세부과제

오염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비 전 • 해양환경변화 대응 생태계위해성 평가 기술 선도

목 표

• 해양생태계 실험평가 시설인프라 구축

• 자연생태계 근접 실험생태계 구현

•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국내 가이드라인 정착

전 략

• 국내 해양생태계 핵심문제 환경분석

• 최적 실험생태계 적용방안 및 구조 설계

• 다기능 실험생태계 구축 매뉴얼 개발

• 국제적 실험생태계 연구 컨소시엄 구축 

제III세부과제

갯녹음 

진단/예측/힐링 

기술 개발

비 전 • 풍성한 바다 숲 유지로 생명력 풍부한 바다 실현

목 표

• 해양정밀모니터링을 통한 갯녹음현상 원인규명

• 백화/갯녹음 유형별 원인/확산/진화 대응방안 제시

• 갯녹음 초기대응/진단/회복 및 관리 시스템 개발

전 략

• 우리나라 백화/갯녹음의 유형별 현황파악

• 백화/갯녹음의 유형별 발생원인/분류/기작 규명 

• 바다숲 황폐화와 생태반응지표 발굴

• 효과적인 갯녹음 예측/진단 체제 구축

제IV세부과제

기후변화 영향 

진단/예측/대응 

기술 개발

비 전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기능변화의 진단/예측/

대응 능력 확보 및 국가적 대응책 수립

목 표

• 주요거점의 기후·생태진화 장기모니터링 연구

•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태구조·기능 분석기반 확보

• 환경·생태계 반응 모델개발 및 미래 생태계 예측

전 략

• 생태계 구성기반 장기모니터링/연구 시스템 구축

• 미래예측환경에 대한 모델생태계 반응기작 규명

• 환경·생태계 변화예측 모델시스템 제시

• 최신기술활용 생태기능다양성 및 물질순환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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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전략   

가. 관측․실험 분야 추진전략

○ 선행연구 인프라 유지 : 연구개발 및 실행과정에서 장비 인프라의 설치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연구의 수월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설치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원활히 한 후 연

구비 증액에 따라 추가 인프라의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세부과제 선행연구 인프라

연안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개발
근소만 갯벌 타워, 새만금 관측 타워, 무인항공기 

및 멀티콥터 등 

오염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남해 메소코즘 시설 

기후변화 영향 진단/예측/대응 기술 

개발

동해 EAST-1 관측부이, 독도관측기지 산성화 부이

(설치예정)

나. 기술개발 분야 추진전략 

○ 세부과제별 기술 개발은 연구목표 달성의 수월성을 확보하기위한 중요한 요소

로서 신뢰성/정밀성/효율성과 미래이용 가능성이 확보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함

세부과제 핵심 기술개발 내용

연안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개발 생태계기반의 공간계획 기술을 적용한 최적이용 기술  

오염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한국형 해양생태계 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 기술

갯녹음 진단/예측/힐링 기술 갯녹음의 유형별 발생원인/분류/기작 규명 기술

기후변화 영향 진단/예측/대응 기술 개발
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의 동시 진단/예측/대응 

가능한 융합형 연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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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수행 주체 추진전략

○ 원내 부서간 협력 

세부과제 핵심 기술개발 내용

연안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개발
해양생태계 연구부가 주관하며, 남해연구소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기술이 연구 지원  

오염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남해연구소에서 주관하며, 평가 대상 위해요소는 생태계

연구부와 동해연구소와 논의 후 결정

갯녹음 진단/예측/힐링 기술
동해연구소에서 주관하며 전문 연구자 확보 상황에 따

라 해양생태계 연구부와 협력

기후변화 영향 진단/예측/대응 기술 개발
해양기반연구부 주관 하에 남해연구소와  동해연구소

가 협동연구 참여 

○ 연․산․학 협력 : 국내 해양조사와 관련된 소규모 산업체의 자생력을 증대시

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산업체에서 연구 장비 인프라의 설치와 관리 일부

를 담당하도록 함. 대학과 기술개발 협력 및 학생 교육과 신진 연구자 발굴을 

위하여 대학의 참여를 고려함

○ 국제 공동 연구의 추진 :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진행되는 특성상 

여러 국가들의 연구소와 대학들 혹은 소속 연구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한 연구

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성화 연구는 이 분야의 선도 연구기관인 

NOAA의 PMEL연구소와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다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함. 또한 현재 원에서 진행

하고 있는 적도태평양 연구 인프라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전 지구적 비교 및 예측

/대응 연구를 꾀할 수 있음. 세부과제별 공동연구는 주관부서의 판단 하에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함

라. 기획과제 사업화 추진전략

○ 통합과제로 사업화 추진 가능성 분석 : 한반도 해양생태계 힐링기술을 구성하는

4가지 세부과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과제로 추진할 경우 사업화에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연구비 확보로 예상됨. 신정부의 복지예산 증액 정책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의 연구비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대형과제의 신규 개발은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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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됨. 또 다른 문제는 한반도 힐링기술이 환경관리공단이나 자원관리공단들과

외형상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점임. 이러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통합과제로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단위과제로 사업화 추진 가능성 분석 :

 

세부과제 핵심 기술개발 내용

연안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개발

• 해양수산부의 연안역 조사는 해양관리공단이 법정조사 형태로 수행

하며 R&D 과제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 2013년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기법개발 기획과제가 종료됨에 따라 시

범연구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학과 협력연구방식으로 

과제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원에서 수행되는 연안서식지 연구는 없으므로 기관 목적사업으

로 진행하는 검토가 필요함

오염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 해양수산부의 기술체계에 생태계 위해성 평가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R&D 과제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기관 목적 사업으로 진행하며 국가  R&D 센터로 확대 발전시키는 전

략의 검토가 필요함

갯녹음

진단/예측/힐링

기술 개발

• 자원조성관리공단에서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갯

녹음 발생기작등 핵심 연구는 진행하고 있지 않음

• 동해권역의 중요 현안문제로 기관목적 사업을 통해 연구역량을 확

보한 후 R&D 과제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기후변화 영향

진단/예측/대응

기술 개발

• 해양수산부의 기후변화 사업은 CCS사업이나 바이오 수소 연구 등 

실용화 연구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반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가 매우 낮은 수준임. 기후변화 진단/예축/대응연구는 정부출현연구

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분야로서 해수부의 사고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후변화 예측/대응연구는 우리원이 존재하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장

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기관의 기본사업 형태로 시급

한 사업진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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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드맵

○ 제 1 세부과제 : 연안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

기술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안서식지 진단
/평가

건강성 회복을
위한 최적 이용
기술개발

서식지별 진단

연안서식지별 생태계 변화 모델 

GIS 기반 건강성
변화 예측 기술

 건강성
평가 기술 구축

서식지별 모니터링 / 건강성 평가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술 개발/적용

연안생태계 건강/기능 회복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실행

서식지별 공간계획
수립

GIS 설계 및 구축

연안 서식지도 및 생태평가 지도 구축

미래변화 시나리오

○ 제 2 세부과제 : 오염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구-교육-관광 종합 융합운용방안 구축

국제적 연구 컨소시움 구축

기술분야

응용 및 활용 분
야 기술명

발전단계 기술명

기반구축 기술명

실험생태계에서 오염원별 위해성 평가 수행

다기능 실험생태계 구축 매뉴얼 개발

오염원별 위해성 연구 가이드라인 개발

실험생태계 운용방안 구축

생태계 위해성 평가 적용 오염원 파악 및 선정

위해성 오염원별 최적 실험생태계 특성 및 구조 파악

실험생태계 위해성 평가 항목 선정

다양한 규모 및 기능 부합형 실험생태계 설계, 제작

실험생태계 재현성, 반복성, 현실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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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세부과제 : 갯녹음 진단/예측/힐링 기술 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갯녹음 진행 및 예측 기술

갯녹음 현상
원인 규명

갯녹음
진단·예측 기술

갯녹음 유형별
힐링 기술

기술분야

갯녹음 분류체계 및 진단 기준 수립

갯녹음 유형별 처방 기술

환경특성 고려한 바다숲 조성 가이드라인

갯녹음 해역 해양환경 정밀 모니터링

갯녹음 현황 파악

갯녹음 유형별 발생 원인 검증 실험

갯녹음 유형별 생태반응지표 발굴

해양공학적 갯녹음 대응 신기술 개발

○ 제 4 세부과제 : 기후변화 영향 진단/예측/대응 기술 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술분야

기반구축 기술명

응용 및 활용분야
기술명

모니터링/연구 기반
구축

발전단계 기술명

산성화 모니터링 시
스템구축

환경 및 생태게 구조 분석 기법 확립 및 연구 수행

생태계 기능연구 인프라 구축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관계분석 기술개발 및 적용

근미래 예측기술 개발 및 시범 적용

  대응체계 수립에 기여

예측 시나리오 작성

근미래 예측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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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타당성

○ 연안서식지 건강도 평가를 통한 생태계 유용예측, 생산성, 서비스복원 등 해양

기술 발전에 기여 

○ 기후변화 대응, 우리나라 연안 및 주변 해역의 생태계건강성 유지와 환경/

생태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지표 완성 및 미래예측자료 축적 

○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장기적 변동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예측 모델 

적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연안 생태계의 변화 예측에 기여

○ 공공의 의견이 반영된 생물자원의 활용, 연안공간의 보호/활용 계획수립 및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재고 

○ 서식지 적합도, 모델 개발 및 주요자원(유용/유해)생물종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국가 통합 체계 구축

나. 사업의 효과

○ 기술적 효과 

세부분야 효  과

연안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개발

• 연안 서식처 모니터링 및 건강성평가를 통한 생태계 서비

스의 회복, 효율적 관리 및 최적이용 방향 제시

오염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 오염별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인프라 및 기반기술 확립 

•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국내 가이드라인 정착

갯녹음 진단/예측/힐링 

기술 개발

• 갯녹음의 유형별/진행단계별에 따른 갯녹음의 등급화 및 

진단/예측 기법 개발을 통해 바다숲 회복

기후변화 영향 진단/

예측/대응 기술 개발

• 기후변화에 대응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

는 미래환경 진단/예측/대응 기술을 확보

• 3대 환경 악제(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의 동시 모니터링 

및 연구기법의 개발을 통해 연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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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사회적 효과 

세부분야 효  과

연안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개발

• 공공의 의견이 반영된 생물자원의 활용, 연안공간의 보호/

활용 계획수립 및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재고

오염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국내 가이드라인 정착을 통해 자연

환경내 실험에 따른 비용과 환경교란의 위험성 감소, 환경

복구비용을 최소화, 국민 보건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

갯녹음 진단/예측/힐링

기술 개발

• 연안생태계의 황폐화에 따른 수산업 붕괴를 막고 생산력 

풍부한 바다환경으로 복원을 통해 연안환경의 경제적 가치 

재고

기후변화 영향 진단/예

측/대응 기술 개발

•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엄청난 사회적 재해비용의 초래를 막기

위한 선제적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

• 국제사회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국가위상 재고 및 사회적 

불안감 해소

다. 활용방안

○ 연안생태계의 최적 이용을 위한 미래 지향적 공간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보호구역지정, 수산자원관리, 생태환경변화 통제, 현안문제해결, 연안공간활용,

생태관광 활성화 등 미래 해양정책 결정 자료 제시 

○ 다양한 규모 및 형태의 폐쇄생태계의 개발로 연구, 교육 및 국민들의 이해증진

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어 대국민 홍보 및 교육-관광산업으로 발전 가능

○ 기후변화와 생태계 반응 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 제시 

○ 갯녹음 등의 사회적 관심사 및 환경영향 요인에 대한 미래 해양생태계 변화상

을 실시간, 실제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 국민적 이해 향상 

○ 해역별/환경특성별 적합가능하고 성공률 높은 복원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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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Ⅰ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1. 추진배경

○ 해양의 중요기능 : 해양은 산소의 생성, CO2의 흡수, 주요원소의 생지화학적 

순환, 해류에 의한 열의 분배, 해양먹이망에서 일차적인 에너지 제공 등을 통해

지구의 급속한 환경변화를 완화시키며 인류의 생존에 안전한 환경으로 균형

을 맞추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연안 환경은 인간에게 주거지, 식량,

수변공간, 레저공간, 청정에너지 등을 제공하는 등 유형무형의 서비스를 제공

하며 인류의 삶에 기여함 

○ 전지구적 환경변화 : 인간활동의 증가로 인해 지구환경은 인류사회가 대응하

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속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의 생물,

물리, 화학적 환경프로세스와 이들의 상호관계를 포함한 해양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특히 인간활동으로 증가된 CO2 농도에 의한 기후변화

는 수온, 성층, 강수량, 생지화학적 순환, 해류순환 및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 CO2 증가에 의한 해양환경의 산성화, 온난화, 탈산소화는 해양 생태계

에 악 영향을 미칠 3대 악재로 평가 받고 있음

○ 연안생태계의 환경변화 : 인간활동이 증가하며 개발 및 오염 등 피할 수 없는 

환경변화 압력에 의해 연안환경과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연안지역의 지속적 매립과 개발로 생태계의 다양성 및 건강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연안지역의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로 오염물질의 유입이 증가하며 

생태계의 건강성이 악화되고 있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생태계의 이용에 큰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인위적 연안환경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생태계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해양과학기술원의 임무 : 다양한 규모에서 나타나는 생태계 현안문제를 파악

하고 해결하는 것은 국가출연연구소의 기본 임무임. 전 지구적 규모와 한반도 

주변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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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예측/대응하기위해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능력 개발과 동시에 

미래의 환경변화를 대비한 기반과학연구의 균형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

이 필요함

1.2. 필요성 

○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 환경변화와 인간 활동 증가로 인한

연안 환경 변화는 현재 인류가 당면한 심각한 환경문제로 해양생태계가 제공

하던 지구환경의 안정화와 다양한 서비스 기능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해양생태계의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

성을 유지하기위한 힐링기술 개발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담당할 주요 임무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생태계 변화의 심각성 : 현재 진행되는 기후변화는 수온상승, 산성화 및 탈 

산소화 등 3대 환경 악재를 동반하고 있음.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성층, 다

양성, 생지화학적 물질순환, 해류순환 등의 다양한 환경 변화는(Doney 2010,

Pachauri and Reisinger 2007, Roemmich et al. 2012) 해양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변화를 동반하며 지금까지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던 자원 및 서비스 기능

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변화는 21세기에 다뤄야할 해양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 기후변화 연구의 동참 필요 : 해양과학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해양의 관

리에 대한 주요 결정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 기

후변화와 기타의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이 갈수록 명확해지

고 있으며, 해양이 지구환경 및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적 역할과 서

비스가 밝혀지게 되며 해양과학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후변화는 인류전체가 대응해야할 현안문제로 인식하며, 국제사회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후변화 문제

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현황 : 우리나라 삼면 바다의 연안환경은 인구증가와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며 개발 및 오염 등 피할 수 없는 환경변화 압력 

하에 있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의 건강성/생산성/다양성이 악화되고 있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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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해양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동해, 남해, 서해의 각 

권역별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현안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관리방안 및 이용 

계획을 시급히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생태계의 변화 : 현재 우리원의 해양생태계 연구는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구 분야 선정과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인 내용의 생태계

연구 과제들이 단기간에 진행되다 종료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상태

가 지속되면 기관의 연구능력과 기술의 지속적 발전, 기관의 임무 및 비전 달성

능력 등이 취약해지며 이는 기관의 정체성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따

라서 국가출연연구소의 미션 수행과 기관의 위상 재고를 위한 “생태계기능”

등의 목적 중심의 융복합과제 개발과 장기적 연구지원 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2 해양생태계 현안문제 분석

2.1 생태계 현안 문제 

○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연안지역 개발과 오염물질 유입 증가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하고 건강성의 악화가 가속되고 있음. 이러한 지역적인 환경압력과 함께 

전 지구적 기후변화도 한반도 생태계의 주요 위해요소로 평가받고 있음.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선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지역적인 환경

변화의 위해요소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수립이 요구됨. 따라서 “한반도 해양

생태계 힐링기술 개발” 기획 연구에서는 한반도 및 권역별 해양생태계의 문제 

진단과 파악을 하고자 하였음(표 1-1). 해양생태계 문제는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

가능한 생태계문제들과 개발과 오염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한반도 주변해역 

생태계 현안문제들을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보고서 II～IV장에서 각각의 현안

문제와 힐링기술개발 계획에 대해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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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해 역 주 요 현 안 문 제

기

후

변

화

전지구
규모

환경 • 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 (3대 해양 악재)

생태계 • 환경변화로 기인한 대양생태계 구조 및 기능 변화  

한반도 
주변해

환경

• 동중국해와 동해는 전세계 LME 해역 중 3번째와 4번째로 높은

수온증가를 나타냄

• 동해 산성화는 전세계 평균보다 2배 빠른 진행속도임

생태계
• 환경변화로 인해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변화가 예측됨     

(예) 다양성, 생산력, 물질순환, 먹이망 등 변화

권

역

별

생

태

계

현

안

문

제

서

해

환경

(서식지 감소/건강성 악화 문제)

• 대규모 간척사업에 따라 서해안 갯벌면적 감소

• 방조제·조력발전소등 개발에 따른 연안환경변화

생태계

• 갯벌서식지 다양성 감소 

• 갯벌 생산력 감소 및 생물질병 발생 

• 생태계서비스 기능 변화 및 훼손

남

해

환경

(오염)

• 부영양화 및 유기화합물의 오염증가

• 마이크로 플라스틱 오염

• 유류 및 독성 물질 오염

생태계

• 식물플랑크톤 이상증식 및 무산소층 형성

• 적조, 해파리, 가시파래 등 위해생물 대발생

• 양식환경악화 및 병원성세균 발생에 의한 수산업 피해

동

해

환경

(갯녹음)

• 백화 및 갯녹음 확산

• 연안용승과 냉수대 형성

• 연안 침식

생태계

• 백화/갯녹음 현상이 매년 약 1200ha 발생, 증가추세

• 해조류 소실에 따른 해양생태기반 감소

• 유용무척추동물 및 어류 등의 산란장/서식처 소실로 수산업

피해 확대 (어장황폐화)

동
중
국
해

환경
• 중국기원 오염물질 유입증가

• 위해생물의 대발생 및 확산

생태계
• 삼협댐건설 등 대형개발에 의한 대양생태계 변화 

• 어장황폐화에 기인한 생태계 기능변화

[표 1-1] 우리나라 및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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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생태계 영향 

○ CO2 증가와 기후변화 : 지난 1000년 동안의 대기 중 CO2 농도는 산업혁명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나타냄(그림 1-1). AD 1000년부터 산업혁명 이전에는 

280ppm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산업혁명이후 증가된 인간의 활동으로 생성

된 CO2의 방출 등으로 대기의 CO2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그림 1-1] 지난 1000년 동안의 대기 CO2 농도 변화 그림 (Etheridge et al. 1996)

○ Anthropocene(인류세) : 산업혁명이후 대기 중에 증가된 CO2에 의해 지구환경은

지난 11,700년(홀로세)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환경에서 벗어나 급격한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발표되고 있음. 인류세는 노벨상 수상

자인 파울 크루젠 (Paul Crutzen, 2002)이 제시한 용어로서, 인간의 무분별한 

기후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의 기후변화 가속화를 우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 기후변화의 심화 :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013년 9월 WG 1의  

5차 기후변화보고서를 발표하였음. 보고서에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온난화 둔화

추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아 끝나고 오히려 온도 상승세가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

에 무게가 실려 있으며, 금세기 말에는 지구온도가 최고 3.7°C 오를 것으로 전망

하였음.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여 최고 5.3~6°C 증가하며 아열대화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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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3가지 해양환경 악재 : 기후변화는 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 등 

3대 해양환경악재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지구온난화와 산성화는

지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국가적/국제적인 대응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반면 탈산소화(deoxygenation)는 새로운 이슈로서 국제적인 대응 활동

이 준비 중에 있음. 이들 3가지 환경 악재로 인해 해양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은 매우 심각한 변화를 격을 것으로 예측되며(표 1-2) 따라서, 해양 생태계의 

반응 연구를 통해 미래변화의 예측과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에서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생태계 반응 분야 예측/대응 분야

•다양성
•온난화 •물질순환

•먹이망 •생태계 예측 모델 개발
•산성화 •생산성

•병원체 •국가대응 체계 수립
•탈산소화 •해류순환

•성층
•서식지환경악화

[표 1-2]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반응 및 예측/대응

2.3.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떠오르는 이슈  

○ 우리나라의 삼면 바다는 연안 지형, 수심, 해양학적 특성 및 인간의 활동에 따른

오염 등 피할 수 없는 환경변화 압력 하에 있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의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

한 이용을 위해서는 권역별 환경/생태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생태계의 관

리방안 및 이용계획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안오염 : 우리나라 남해는 리아시스식 해안이 잘 발달하고 예로부터 국립해상

공원이 지정 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청정한 수질을 나타냈음. 또한 

육상으로부터 적절한 영양염 공급에 의해 생물생산력이 높아 일찍이 양식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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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한반도 해양생태계 힐링네트워크 

발달하였음. 그러나 여천석유화학공단과 광양제철소 등 대규모 산업단지건설

과 인구증가 및 도시와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이 증가하며 환경변화가 지속적

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시프린스호사고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오염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마이크로 플라스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환경오염

이 발생하기도 함. 최근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수산물 감염이 남해 양식업

에 새로운 유형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해양환경 중의 유해유독생물, 유해물질의 오염 및 독성에 대한 정보는 해양 

먹거리의 안전성 및 인체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항상 관심의 대상이며, 해양환경 및 해양 먹거리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오염현황 파악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실험생태계

의 운용을 통한 한국형 해양생태계 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수립이 요구됨

○ 연안서식지 문제 : 국토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8년 전국갯벌 면적은 2,489.4㎢

로 2003년보다 여의도 면적의 7.23배인 60.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03년 이전에 진행된 많은 간척사업으로 실제 갯벌은 약 30~40%가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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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된 서해는 서식처 감소와 건강성 악화

로 수산물 생산이 감소하고 오염정화 능력과 연안환경의 서비스 기능이 약화

되고 있음

○ 또한 연안에서 일차생산과 물질순환, 오염정화 능력의 능력이 뛰어나고 해양

생물의 서식처 중 하나인 잘피밭이 최근 환경오염과 간척 등의 영향으로 그 

면적이 급감하고 있음. 잘피밭은 광합성을 통해 1제곱미터 당 500g의 탄소를 

고정하며 950리터의 산소를 생산해 내는 기능을 담당해서 기후변화 및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서해는 시화와 새만금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환경문제의 발생으로 이용계획이 수정되며 예산 투입에 

비해 개발의 실효성이 문제화 되고 있음. 또한 개발로 인한 선식지의 다양성 

감소, 생산성 저하, 수산물 질병발생 등 다양한 생태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해 최근에는 조력발전 계획이 발표되며 사회적 갈등요인이 증가되고 

있음. 따라서 서해의 연안환경 복원과 생태계의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서식지 기능 복원과 연안공간의 최적이용 방안 수립을 및 실행이 요구됨 

○ 갯녹음 피해 확산 : 갯녹음은 수중 암초지대의 모자반류, 다시마, 감태, 대황 

등 갈조류 식물의 해조군락이 소멸되고, 먹이생물로써 가치가 없는 석회조류

가 번무하여 바위 표면이 홍색 또는 백색으로 변하여 어장이 황폐화되는 현상

으로 우리나라의 갯녹음 지역은 해마다 1,200㏊씩 증가하고 있음. 갯녹음 발생 

지역은 바다숲이 상실됨에 따라 해조류를 섭식하는 전복, 소라 등의 유용 무

척추 동물의 먹이부족 및 바다숲을 이용하는 어류의 산란장 및 서식장이 소실

되어 수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갯녹음 해소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다숲 조성 사업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간 180억원 이상의 막대한 금액이 바다숲 조성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음. 바다숲 복원사업은 바다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나,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갯녹음의 정확한 발생 원인의 진단과 예측 

능력의 확보를 통해 갯녹음 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힐링기술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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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연구동향

3.1. 전지구적 기후변화  

○ 인간활동의 증가로 인해 지구환경은 인류사회가 대응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속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의 생물, 물리, 화학적 환경프

로세스와 이들의 상호관계를 포함한 해양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이에 국제사회는 변화하는 지구환경과 해양의 상호작용을 이해하

고, 미래 변화를 예측하며 지구를 지속가능한 인류의 서식처로 유지하기위한 

대책마련에 공동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3.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IPCC의 활동 :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임. IPCC의 주된 활동 중 하나는 1992년 리우 

환경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1997년 발효된 교토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특별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임. 199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발표된 특별보고서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비롯된 공해 

물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IPCC는 2007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된 4차 특별보고서는 금세기 안에 

지구 표면 온도가 섭씨 1.8~4.0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더욱 심각한 폭우,

가뭄, 폭염, 해수면 상승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제5차 평가보고서

는 2014년 10월 최종 발간될 예정이며, 2013년 9월 WG-1의 보고서가 발표되

었음

○ 2013년 9월 발표된 WG-1의 5차 보고서는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지속

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온도가 2.6～4.8℃, 해수면은 45～82㎝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4차 보고서와 비교하면 최대 예상 온도는 6.4℃에서 4.8℃로 

낮아졌지만 해수면 상승 수위는 59㎝에서 82㎝로 높아졌음. 또한 66%였던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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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구온난화 책임은 2007년 90%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2013년에는 95%로 

더 높아졌음

3.1.2. 국제공동 해양과학 프로그램 

○ 분야별 해양과학 프로그램 : IGBP(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와 SCOR(Scientific Committee on Ocean Research)는 공동으로 글로벌 프로

젝트를 운영하며 기후변화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지구환경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그림 1-3). 대표적인 연구프로그램

으로는 SOLAS, IMBER, GEOTRACE, CLIVAR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외에도 

분야별 연구프로그램은 기후변화를 이해하는데 요구되는 과학적 자료들을 생산

하고 있음

Important  international  marine

(2010-        )

GEOTRACE

research  project

(2005-2010)

GOOS (1991-2010)

ARGO (1998-      )

NEPTUNE (2000-      )

GOCOS (2002-       )

ESONET (2004-       )

COPES (2005-2015)

(2003-2013)

InterMargins

(1999-     )

GEOHAP

(1988-     )

SOLAS EMODNET (2007-       )

(2002-      )

CoML

Marine Chemistry;
Geochemistry

(2000-2012)

LOCIZ-II

(2002- 2012)

JGOFS

(1988-2002)

GLOBEC

(1991-2009)

GOCOS

(2002-       )

IMBER

(1985-1994)

WOCE

(1990-2002)

CLIVAR

(1995-2015)

TOGA

Marine Physical
chemistry

Marine ecosystems
Geology, disaster

resource
Marine observations

IDOP

[그림 1-3] 해양과학 분야별 국제공동해양과학 프로그램 

3.1.3. 국내의 기후변화 연구 현황

○ 국가적 책임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의 국가로 OECD 국가 

중 1인당 배출 증가률은 세계 1위로 나타나고 있음. 정부는 2008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기반 

조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국제공동 프로그램 참여 현황 : 전세계 해양과학 선진 국가들은 전지구적 규모

의 해양시스템을 조절하는 해양물리, 화학 그리고 생물․생태 요소들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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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미래 지구환경변화를 예측하기위한 대형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프로그램과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

들 글로벌 프로그램의 연구 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아 국제적인 기여도가 

낮으며 해양분야는 전 지구적 환경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의 개발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음

○ 해양수산부의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대응 활동은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

서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가 해양시스템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이해 및 대응을 위한 기반 연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상태임. 해양

수산부는 CCS(이산화탄소 포집처리) 기술개발사업,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통한 CO2 감축기술엔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기후변화-해양생태계 분야의 이해/예측/대응 기술개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반응연구는 5년(2008~2013)동안 

해양수산부 R&D 사업으로 “기후변화가 남해권역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기능 평가 기술개발”을 KIOST 주관으로 진행하였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우리원은 기후-순환연구부에서 해양물리와 대기분야가 

결합된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반응 연구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제가 없으며  “해양산성화에 의한 연안생태계 영향진

단과 예측‘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기후변화-생태계 반응 연구개발 필요성 : 해양생태계는 일차생산, 종 다양성,

기후가스 저장, 물질순환등 지구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따

라서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출현 연구기관인 KIOST는 기본 임무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를 이해/예측/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의 정책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표 1-3). 또한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미래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킴으로

서 기관의 연구역량을 제고함으로서 부여받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진해양연구기관으로 발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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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국제사회는 변화하는 지구환경과 해양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미래 변화를 예측하며 지구를 지속가능한 인류의 서식처로 유지

하기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국가정책수립에 기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생태계 변화는 지구시스템에 큰 변화

를 가져올 수 있음

￭국가의 사회/경제/기술적 기후변화 대응방안 수립에 해양연구를 

통한 과학적 자료와 증거의 제공이 필요함  

기관의 임무 수행

￭기후변화를 이해/예측/대응 하기위한 연구와 실용적 결과 활용

은 해양과학을 담당하는 정부출연 연구소의 중용 임무로서 이의 

실행이 필요함

연구능력제고 

￭KIOST는 정부출연 연구소로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현안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임무중 하나임

￭또한 기후변화의 이해/예측/대응 등 미래기술 분야의 기초연구

를 수행하는 것이 기관의 연구역량을 제고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임    

[표 1-3]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생태계 연구의 필요성

3.2. 한반도 해양생태계 연구동향

○ 한반도 주변해의 해양환경/생태계는 오염, 개발,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위해

요소가 출현하고 이에 따른 변화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생태계의 위해 요소

는 매우 다양하여 모든 내용을 기획연구에서 다루게 되면 필요한 기술 개발이 

너무 방대해지며 자칫 실행이 어려운 기획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동해, 서해, 남해의 권역별 생태계 현안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해양오염,

연안서식지, 갯녹음에 관련된 연구동향을 정리함(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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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분야 해양오염 연안서식지 갯녹음

해양관련

연구기관

￭해양수질모니터링(KOEM)

￭해양부유쓰레기 수거(KOEM)

￭어장환경 진단 및 관리 

기술(NFRDI)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KOEM)

￭연안습지기초조사(KOEM)

￭해양보호구역관리(KOEM)

￭바다숲 조성사업 

(FIRA)

KIOST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오염 연구

￭남해특별관리해역의 

관리를 위한 해양생태계 

건강지수 개발

￭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 연구

￭없음 ￭없음

[표 1-4]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현안문제별 연구동향    

○ 해양생태계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수산과학원, 수산

자원관리 공단 등에서 진행되는 상황임. KIOST는 남해연구소에서 오염과 관

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서해 개발로 인한 서식지 문제나 갯녹음 관련

연구는 없는 상황임. 생태계 현안문제 해결은 KIOST의 중요한 임무로서 해양

수산부와 생태계 현안문제의 업무분장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임 

4 사업내용 및 범위

4.1. 사업목표 및 내용

4.1.1. 사업목표

○ 「한반도 해양생태계와 구성요소들의 변화를 진단/예측/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

된 힐링기술의 개발을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다양성이 높아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바다를 유지하는 토대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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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연구내용

제I세부과제

연안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개발

비 전
•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생물다양성이 높고, 생태서비스기능이

지속되는 해양생태계 유지

목 표

• 연안서식지 생태·사회·경제적 기능회복 기술 개발

• GIS기반 생태계 진단 및 건강성 평가 기술 개발

• 생태계 기반 공간계획 수립 및 최적이용기술 확보

전 략

• 참조 연안생태계의 구조/기능정보 확보

• 환경변화 및 연안생태계 모니터링/진단/평가/미래예측 인프라

및 기술 개발

• GIS기반 서식지 생태/환경/서비스 지도 정보 구축

• 연안공간계획 수립/실행/평가의 실행 및 상호보완

제II세부과제

오염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비 전 • 해양환경변화 대응 생태계위해성 평가 기술 선도

목 표

• 해양생태계 실험평가 시설인프라 구축

• 자연생태계 근접 실험생태계 구현

•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국내 가이드라인 정착

전 략

• 국내 해양생태계 핵심문제 환경분석

• 최적 실험생태계 적용방안 및 구조 설계

• 다기능 실험생태계 구축 매뉴얼 개발

• 국제적 실험생태계 연구 컨소시움 구축 

제III세부과제

갯녹음 힐링기술 

개발

비 전 • 풍성한 바다 숲 유지로 생명력 풍부한 바다 실현

목 표

• 해양정밀모니터링을 통한 갯녹음현상 원인규명

• 백화/갯녹음 유형별 원인/확산/진화 대응방안 제시

• 갯녹음 초기대응/진단/회복 및 관리 시스템 개발

전 략

• 우리나라 백화/갯녹음의 유형별 현황파악

• 백화/갯녹음의 유형별 발생원인/분류/기작 규명 

• 바다숲 황폐화와 생태반응지표 발굴

• 효과적인 갯녹음 예측/진단 체제 구축

제IV세부과제

기후변화 영향 

진단/예측/대응 

기술 개발

비 전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기능변화의 진단/예측/대응 

능력 확보 및 국가적 대응책 수립

목 표

• 주요거점의 기후·생태진화 장기모니터링 연구

•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태구조·기능 분석기반 확보

• 환경·생태계 반응 모델개발 및 미래 생태계 예측

전 략

• 생태계 구성기반 장기모니터링/연구 시스템 구축

• 미래예측환경에 대한 모델생태계 반응기작 규명

• 환경·생태계 변화예측 모델시스템 제시

• 최신기술활용 생태기능다양성 및 물질순환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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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업범위

제I세부과제

연안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개발

• 연안서식지 모니터링, 진단 및 평가
- 연안서식지 진단 및 GIS 기반 설계
- 건강한 서식지 평가방법 연구 및 모니터링
- 서식지 평가 기술 및 생태도 기반 구축

• GIS 기반 생태평가 및 변화예측
- 연안서식지 환경·생태계 진단지도 구축
- 서식지별 생태계 변화 모델 개발
- 서식지 변화 예측 시나리오 개발

• 연안서식지 건강성회복을 위한 최적이용 기술 개발
- 건강한 서식지회복을 위한 기술 확립
- 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적용
- 건강성회복 및 최적공간이용 기술 개발

제II세부과제

오염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 폐쇄생태계 (mesocosm) 실험기반 구축
- 폐쇄생태계 위해성 평가항목 선정 방법 표준화
- 오염원별 기능 부합형 폐쇄생태계 시범설계 및 제작
- 폐쇄생태계 현장 대표성 및 현실성 검증 실험

• 모델 폐쇄생태계 시설 확보 및 표준화 기술 개발
-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위한 오염원 파악 및 선정
- 위해성 오염원별 최적 폐쇄생태계 특성 및 구조 파악
- 폐쇄생태게를 이용한 오염원별 위해성 평가

• 폐쇄생태계 위해서 평가 기술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오염원별 폐쇄생태계 위해성 연구 가이드라인 개발
- 다기능 폐쇄생태계 구축 매뉴얼 개발
- 폐쇄생태계 연구 컨소시엄 및 종합 융합운용방안 구축

제III세부과제

갯녹음 힐링기술 
개발

• 갯녹음 현상 원인규명/진단 연구
- 특성 해양환경 및 갯녹음현황 파악 모니터링
- 발생유형별 갯녹음 원인파악, 진단 및 유전자 지표 발굴
- 갯녹음 진단 가이드라인 선정 및 분류체계 구축

• 갯녹음 예측 및 힐링 기술 개발
- 갯녹음 발생별/유형별 분류체계 수립 및 진단 기준 개발
- 해역별 진단/예측 기법 및 해조숲 조성 가이드라인 제시
- 갯녹음 원인별 맞춤형 힐링기술 개발

• 생태계 복원을 위한 갯녹음 정밀 진단/예측 시스템 구축
- 메소코즘을 이용한 요인별 진단, 회복 및 예측 시스템 개발
- 각 해역 특징 환경요인별 갯녹음 회복 시스템 개발
- 해조숲 활성화를 통한 생태기반회복 시스템 구축

제IV세부과제

기후변화 영향 
진단/예측/대응 기술 

개발

• 환경/생태계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생태계 모니터링 및 해양산성화 등 연구 인프라 구축
- 환경생태계 구조 및 기능 분석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반 구축

•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연동성 규명 기술 개발
- 생태계 기능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개발
- 생태계 구조 및 기능 연구

• 미래 생태계 변화의 이해/예측 기술 개발
- 생태계 예측 기술 인프라 구축
- 생태계 변화과정 이해 및 미래 변화 예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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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5.1. 사업의 타당성

○ 연안서식지 건강도 평가를 통한 생태계 유용예측, 생산성, 서비스복원 등 해양

기술 발전에 기여 

○ 기후변화 대응, 우리나라 연안 및 주변 해역의 생태계건강성 유지와 환경/생

태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지표 완성 및 미래예측자료 축적 

○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장기적 변동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예측 

모델 적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연안 생태계의 변화 예측에 

기여

○ 공공의 의견이 반영된 생물자원의 활용, 연안공간의 보호/활용 계획수립 및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재고 

○ 서식지 적합도, 모델 개발 및 주요자원(유용/유해)생물종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를 위한 국가 통합 체계 구축

5.2. 사업의 효과

○ 자원생물의 최적유용방안 제시로 수산업 성장 및 소득 증대

○ 연안생태계의 객관적인 기능평가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

○ 연안역의 개발/산업화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전망 제시 

○ 생태계기원 신기능 발굴을 통한 미래 해양산업 제시

○ 주요 자원생물의 연안서식지 표준정점 제시

○ 복잡한 생태계의 기능 및 구조 변화를 파악 가능

○ 국제적인 해양환경 이슈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 제시

○ 생태관광 등 연안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생태조사 기술 발전 및 전문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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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활용방안

○ 연안생태계의 최적 이용을 위한 미래 지향적 공간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보호구역지정, 수산자원관리, 생태환경변화 통제, 현안문제해결, 연안공간활용,

생태관광 활성화 등 미래 해양정책 결정 자료 제시 

○ 다양한 규모 및 형태의 폐쇄생태계의 개발로 연구, 교육 및 국민들의 이해증진

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어 대국민 홍보 및 교육-관광산업으로 발전 가능

○ 기후변화와 생태계 반응 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 제시 

○ 갯녹음 등의 사회적 관심사 및 환경영향 요인에 대한 미래 해양생태계 변화상을

실시간, 실제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 국민적 이해 향상 

○ 해역별/환경특성별 적합가능하고 성공률 높은 복원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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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과제Ⅰ] 연안 서식지의 건강성 회복 및 최적 이용기술 개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1. 연구의 필요성

1.1.1. 기술적 측면

○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OECD 세계생물자원

센터네트워크(GBRCN) 등 국제협약에서 생명자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생물자원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확보시 원산지 표시 논쟁이 예상되며, 특히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생물자원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의 생물다양성 연구는 해양자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시급하게 수행되어져야 할 것임

○ 세계 각국은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물자원 변동을 분석하고자 해양생물

지리정보시스템(Ocean Biogeographic Information Network)을 구축하여 해양

생물의 과거와 현재 분포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미래 분포를 예측하려고 시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분야 가운데 높은 다양성을 차지하고 있는 저서생태

계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음

○ 해양생물의 높은 종다양성은 다양한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해양 오염 등의 다

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위적인 영향에 

의한 종 다양도 감소는 자연적인 감소에 비해 1,000배 이상 높아, 현재 해양생물

의 종 다양성 연구는 매우 시급함

○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연안 서식지의 해양생물과 생태계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기반

구축, 기술개발 및 실행이 필요함

○ 우리나라 연안 생태계 내에서의 지속적인 매립과 개발로 인하여 생태계 다양성

및 건강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태계 기능의 변화, 생물 생산량 

감소, 생태계 서비스 기능 변화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변화

들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기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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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먹이원이 되는 일차생산자로부터 먹이원

로부터 상위포식자까지의 먹이망 구조와 에너지 흐름을 분석해야 하며, 특히 

저서생태계 구조 변동을 밝히기 위해서는 저서생태계 기원 먹이원 분석뿐만 

아니라 부유생태계로부터의 먹이원 분석과 에너지원의 변동 파악이 필요함

○ 해양생태계 구조를 파악하는데 일차생산량 뿐만 아니라 각 생물의 이차생산량은 

매우 중요하며, 높은 생물다양성을 보이는 저서동물의 이차생산 연구는 해양

생태계 기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갯벌, 잘피밭 (seagrass bed), 및 해안염습지(salt marsh)는 육상생태계로부터 

해양생태계로 유입되는 질소, 인 등의 유기물을 흡수하고 재분배하는 에너지 

전달지이며, 생물의 은신처 및 산란처를 제공을 하는 중요한 서식지로, GIS

기반의 정밀한 모니터링과 생물군집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복원대책기준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 주변해에서의 저서동물의 이차생산에 대한 연구는 중국 연안과 남중

국해에 한정되어 최근에 수행되어 저서생태계 구조를 이해하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연구는 거의 실시되어지지 않고 있어, 저서생태계의 구조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차생산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함

○ 대형저서동물 가운데, 주요 유용 저서생물 자원에 속하는 갑각류와 이매패류 

등은 생활사 초기에 부유 유생시기를 가지고 있어, 저서생태계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층에서의 유생 분포 특성 연구가 필요하며, 유생의 가입 

특성에 따라 저서생태계의 군집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부유-저서의 상호작

용연구는 매우 필요함

○ 연안생태계, 특히 갯벌과 잘피밭이 가지는 중요한 생태적 기능 중 하나는 오염 

정화 기능임. 생물에 의한 정화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갯벌의 건강성을 지시하는

척도가 되므로 체계적인 연안관리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갯벌에서 생물에 의한 오염 정화 가치에 기반을 둔 생태

환경 평가 기술개발이 필요함

○ 갯벌과 잘피밭의 정화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갯벌 퇴적물 내에서의 유기물 

분해와 분해경로 그리고 그에 따른 생지화학적 물질순환과 갯벌 및 잘피밭-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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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면에서의 물질 플럭스 연구가 필수적임. 갯벌과 잘피밭의 생지화학적 연구

란 갯벌내로 유입된 유기물이 다양한 생물활동에 의해 분해되는 경로 상에서 

발생되는 물질순환에 대한 연구이며, 특히 갯벌 내 다양한 미생물 그룹들이 

물리/화학/지질적 요인들 및 다른 저서동물과의 상호관계에서 야기되는 현상

에 대한 연구가 주요 쟁점임(Kristensen and Kostka, 2005). 특히, 물질교환이 

일어나는 퇴적물-물 경계면에서의 생지화학적 프로세스에 있어 생물교란 

(bioturbation)의 중요성은 21세기 들어 연안생태 분야의 주요 이슈로 크게 부각

되고 있음(Kristensen et al. 2012)

○ 퇴적물 내 생지화학적 프로세스에 미치는 저서동물의 생물교란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는 현장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크게 미진한 실정임. 특히, 갯벌 퇴적물 내에 대규모의 서식굴(burrow)을 만드

는 종이 연안의 물질플럭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음. 1m 이상 깊이의 굴 내부는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심해의 생태계만큼

이나 알려진 정보가 없음. 이는 굴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복잡한 굴 내부의 현상

을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임

○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갯벌연구팀은 우리나라 갯벌의 대표종인 가재붙이

(Laomedia astacina)를 대상으로 서식굴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굴 내부의 산소변화

및 굴을 통한 물질플럭스를 성공적으로 측정한 바 있음(그림 2-1). 이 연구에 

의하면 갯벌 상의 대규모 서식굴을 통한 물질플럭스는 기존 연구방법(퇴적물 

저층챔버를 이용한 방법, 미세전극을 이용한 농도 차에 의한 방법)에서 계산

된 결과와 비교하여 훨씬 높았음(한국해양연구원, 2010). 즉, 이전의 연구결과

에서는 갯벌 경계면을 통한 물질플럭스를 과소평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 이유는 실제 갯벌 상에는 대규모의 서식굴이 다수 존재하나, 현장측정의 

어려움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였음

○ 그러므로 과소평가된 갯벌 경계면 상에서의 물질플럭스 자료는 갯벌의 정화기능

역시 과소평가 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갯벌 저서동물이 만든 서식굴의 

역할은 연안생태계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하며, 나아가 정화기능의 현실적인 

자료를 생산함에 필수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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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갯벌 대형저서동물의 서식굴 모습. (좌) 가재붙이, (우) 흰이빨참갯지렁이

○ 해양생태계 분포 생물종의 정확한 분석은 해양생태계 구조 분석을 위한 기본

적이면서 핵심적인 기술임. 분자 마커를 이용한 생물 종 동정 기술은 크기가 

작고 형태형질 구분이 어려운 어란, 자치어, 유생, 중형저서동물, 미세조류 및 

해파리 등 다양한 해양생물 종을 정확히 동정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임

○ 중형저서동물은 종 다양성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내성 및 높은 출현밀도

로 인해 해양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형태학적 분류 연구가 매우 미진할 뿐 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종 동정에 한계가 있음

○ 해양생물의 분류, 동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의 부족과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이러한 형태학적 종 동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NA 바코딩 기술 기반 COI 등 주요 유전자를 이용한 객관적 분류기준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많은 해양생물종 동정은 형태형질에 의존하며, 특히 분석 대상은 형태형질

이 완성된 성체가 대부분임. 발생초기의 해양생물은 해양생태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발생초기단계생물의 난과 유생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

임. 이를 위해서는 생물종 분석에 분자마커의 도입과 함께 종 분석을 객관화 

할 수 있는 유전자 발굴, 수집 및 유전자 Reference DB 구축, 메타게놈 분석 

등 혼합 표본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종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유전자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술의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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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경제적 측면

○ 기후변화, 연안개발 가속화, 경제발전에 따른 연안으로 오염물질 유입 등의 증가

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안생태계

서비스 기능도 크게 변하여, 경제적 및 산업적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완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및 장기적인 정책수립 등의 대책이 필요함

○ 연안생태지도 작성을 통한 연안과 도서의 해양생물종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통한 깨끗하고 생산력 높은 바다 만들기와 생태관광정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함

○ 연안생태계는 주요 식량 자원중 하나인 수산물의 상당량을 공급함. 연안 생태계

기능이 변하게 되면 생태계 서비스 중 인간과 직결된 조달 서비스 (provisional

service)가 영향을 받게 되고 수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됨. 따라서 국제식량

기구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각국에서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식량

안보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음

○ 연안생태계는 식량자원 이외에도 의약, 에너지, 환경 등 미래산업의 원천소재

를 제공하는 핵심자원이자 미래 해양바이오 산업경제를 주도할 성장동력 필수

소재 제공장소임. 21세기 3대 기술 분야 중 하나인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생물

자원을 얼마나 파악하고 확보하느냐에 따라 창조경제 실현 및 글로벌시장에서

의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서식지별 생물종의 장기모니터링 등의 생태계 기반 연구는 연안서식지 파괴,

오염, 유해생물대발생(적조 및 해파리 등), 백화현상, 해양산성화, 경제성 수산

종의 생산성 저하 및 외래생물 출현 등의 연안서식지 및 해양생태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연안생태계유용 및 수산업

의 성장에 기여함

○ 연안생태계의 경제성, 건강성 유지 및 지속적 유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생태계 

구성 종 분석을 토대로 생태계 구성원의 종간 종내 유전적 다양성 평가 및 외

래종의 유입은 물론 해양생물의 종별 생태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매우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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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역의 생태적 기능과 수산 자원의 먹이 생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 분포 특성 및 다양성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기초생태

연구는 연안역의 생물자원 가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 경제/산업적 가치창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발생초기의 해양생물은 표본 수집이 용이하여 시계열 표본수집과 분석이 용이

하며 어장변화 등 모니터링에 적합하며 연안생태계 경제성 예측을 위해서 중요

함. 형태형질로 종 동정이 어렵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발달된 차세대유전자분석 

및 생물정보학적 분석기법의 발전으로 대량 생태계표본의 분석이 가능함

○ 주요 분자마커를 활용한 해양생물 난과 유생 등의 시계열 종조성 변화 모니터

링을 통해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반응과 변화는 물론 종별 산란장,

산란시기, 보육장 정보에 기반을 둔 자원보호 정책수립 핵심 자료의 생산이 

가능함

1.1.3 사회·문화적 측면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즉 쾌적한 환경, 안전한 먹

거리, 다양한 여가활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연안

역의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연안생태계 보호구역이 적절하게 지정하고 잘 관리하면 생태계와 인간의 

영향에 대해 교육 장소, 자연 여가활동 기회 및 관광 장소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수산업의 기반은 물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인구를 감안하면 

향후 해양 환경 보전과 자원관리, 보호대상 생물종 서식지역 관리 및 수중 경관

보호를 위한 연안생태지도 작성은 현재의 생태, 자원 환경을 보전하면서 향후 

보호구역 지정, 생태관광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연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양 문화정착에 필수적임

○ 이러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및 연안생태계

정보를 국민 및 정책입안/결정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안생태서비스 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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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표

○ 연안서식지 생태계 모니터링 프로그램 수행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하여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 및 유용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향상 

○ 연안 서식지의 주요 기능 및 사회/경제적 유용성 진단 

○ 연안 서식지별 생태계 모니터링 기술 구축을 통한 건강한 서식지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발 

○ 분자마커를 이용한 난과 유생 등 해양생물의 종동정과 유전자 reference DB 구축 

○ 연안 서식지별 GIS 기반의 연안 서식지도 및 생태계 평가지도 구축을 통한 서식지

최적 이용 기술 개발 

○ 연안 서식지별 최적이용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실해역에서 시험 운용

○ 연안 서식지의 황폐화 원인 분석, 치유 및 복원 기술 개발

2 국내․외 연구 동향

2.1. 국내 연구 동향

2.1.1. 연안 서식지 진단 및 건강성 평가

○ 국립수산과학원은 1961년부터 우리나라 주변 연근해역에서 물리, 화학, 플랑

크톤 조사를 연 6회 격월로 실시하고 있으며, 플랑크톤 연구는 각 관측선의 

격정점을 조사함(그림 2-2, 2-3). 이는 국내의 유일한 동물플랑크톤 중장기 모

니터링 프로그램으로 동물플랑크톤 총 습중량, 4개 분류군(요각류, 화살벌레,

단각류, 난바다곤쟁이)의 개체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플랑크톤 

군집 이외의 다른생물군의 세부적인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

○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주축(현재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관 기관임)이 되어 2006년부터 우리나라 연안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연 4회 조사를 하고 있으며, 물리, 화학, 생물, 지질에 대한

관측을 하고 있음. 동/식물플랑크톤의 경우, 군집구조,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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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정점도. 

해역별 연차별로 나누어서 계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림 2-3] 국립수산과학원 정선관측지점 

위치도. 격월 조사. 조사정점 가운데 

동물플랑크톤은 격정점 조사

○ 국토해양부는 2010년부터 장기 해양생태계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환경변화에 대한 생물반응과 물질순환이라는 주제로 생태계 구조(개체군역학)

와 생태계 기능(물질순환)을 조사함. 포항공대 등 국내 대학의 여러 전문가가 

중심이 되면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연안생태계 환경변화와 생태계 반응을 

연구할 계획임. 현재 조사해역은 후포뱅크 인근해, 광양만, 제주 연안에 국한 

되면, 향후 황해로도 조사해역을 확대할 계획임

○ 정부는 연안생태조사를 통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무인도서

를 대상으로 생태조사도 실시해 오고 있음. 연안생태계 관리를 위해 현재 무인

도서 관리연구, 독도연안 생태연구, 생물종다양성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의 연구 내용 중에는 생태지도 작성 기술개발을 통한 연안생태관리

표준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해양경관이 수려한 지역, 해양생

물의 서식지․산란지로 이용되는 지역,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구역임. 현재 우리나라의 

연안ㆍ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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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우리나라의 연안ㆍ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보호구역 명칭 개소 면적(㎢) 관련 부처 관련 법령

생태계보전지역 5 104.573 환경부, 해양수산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호지역 7 174.993 환경부, 해양수산부 습지보전법

조수보호구 86 149.560 환경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특정도서 155 10.223 환경부
독도 등 도서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립공원 4 3,348.430 환경부 자연공원법

환경보전해역 4 2,192.770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지법

수산자원
보호구역

10 2,555.970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천연기념물 152 737.500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계 423 9,274.019 4 8

   (자료: 육 (2005)에서 인용)

○ 생물다양성협약(CBD), 나고야의정서(ABS)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 국가차원

의 생물다양성 주권 선점을 하기위해서 국내 해양생물자원을 체계적 조사, 관리,

보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개관(2014)을 준비 중에 

있음

○ 습지보전법 제8조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해

하여 연안습지보호지역 12개소(무안갯벌, 진도갯벌, 순천만갯벌, 보성벌교갯벌,

옹진장봉도갯벌, 부안줄포만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증도갯벌, 봉암갯벌, 송도

갯벌, 시흥갯벌 등)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6개소(신두리 사구해역, 문섬등 주변

해역, 가거도 주변해역, 오륙도 및 주변해역, 소화도 주변해역, 대이작도 주변 

등)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갯벌환경 조사 및 생태특성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 중임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갯벌생태계조사(1차 연안습지 기초조사)를 수행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안

습지 보전 5개년 기초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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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연안습지 생태계의 특성 및 변화를 파악하는 2차 연안습지 기초조사를 

수행하여 연안습지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외곽도서 생태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은 2009년 울릉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였고

생태 및 수중경관을 조사하여 생태지도를 작성하였음. 생태지도작성 연구는 

해양경관지구로 지정할 목적으로 6개 정점을 지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짐. 당시

는 초기 단계였지만 생태지도작성 예시를 제시하였으며, 전문가와 일반인의 

모니터링(안)을 "해양경관해역 모니터링 분야 및 조사 항목"으로 제안하였음 

○ 연안 서식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강성 평가를 목적으로 남해의 광양만과 진해

만을 대상으로 지수개발과 적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0)

○ 서해의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 종 조성 및 출현 양상 등 생태학적 연구는 주로

연안 환경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들은 “한국연안해역의 

플랑크톤 생태학”에 정리되어 있음(최중기, 2011)

○ 노재훈 등(2004)은 동중국해 북부해역 조사에서 3 이하의 초미소 식물플랑

크톤이 전체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일차생산자

임을 보고하였으며, Choi & Noh(2009)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의 다양성 연구를 수행하였음

○ 우리나라에서의 저서동물 다양성 연구는 연안역에 한정되고 있으나 다양한 서

식지별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최근 해양생태계기본조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연안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저서동물에 대한 종 조성, 군집구조, 우점종, 현종

량 등을 분석하고 있음 

○ 중형저서동물 그룹 중 대표적인 선충류, 요각류, 동문류, 패충류 등은 해양 저서

환경 변화에 따라 군집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저서생태계 모니터링에 이상적인 

생물로 인식됨으로(Bongers and Ferris, 1999; Mazzola et al., 1999; kim et al.,

2002; Riera et al., 2011), 중형저서동물의 군집특성 연구를 통한 저서생태계 

기능 분석 연구가 이미 수행되어 왔음(김 등, 1998; 김 등 2004; 민 등, 2003;

강 등, 2011; Kim et al., 2000)

○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갯벌연구팀은 우리나라 갯벌의 대표종인 가재붙이

(Laomedia astacina)를 대상으로 서식굴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굴 내부의 산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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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굴을 통한 물질플럭스를 성공적으로 측정한 바 있음(그림 2-1). 이 연구에 

의하면 갯벌 상의 대규모 서식굴을 통한 물질플럭스는 기존 연구방법 (퇴적물 

저층챔버를 이용한 방법, 미세전극을 이용한 농도 차에 의한 방법)에서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여 훨씬 높았음(한국해양연구원, 2010). 즉, 이전의 연구결과에

서는 갯벌 경계면을 통한 물질플럭스를 과소평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연안 저서동물의 DNA 정보를 분석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저서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는데 적용하고 있음(Fonseca et al., 2010; Bhadury and Annapurna,

2011)

○ 현재 국제적인 생물 DNA 바코드 DB를 축적하는 대표적인 컨소시엄인 CBOL

(Consortium for the Barcode of Life)에는 6대륙, 50국가가 가입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으며, 해양 저서동물들에 

대한 DNA 서열분석 및 바코드 연구가 미흡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포함한 국립수산과학원, 충남대, 제주대, 한양대, 인하대,

부경대 등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생물종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바코드

를 분석하고 자료를 발굴하고 있음

○ 어란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대, 부경대 등에서 분자마커를 활용하여

종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유전자 reference DB를 구축하여 차세대 유

전자 분석(NGS) 기술로 난과 유생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의 종조성 분석

을 시험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2.1.2. GIS 기반 생태계 건강성 변화 예측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조사와 생물종 다양성 연구 등을 추진하면서 보다 전국적

규모의 연안의 체계적인 감시와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추진 중에 있음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바다생태정보나라(www.ecosea.go.kr)에서 

지리정보시스템(Web-GIS)를 이용한 바다, 갯벌 및 해양보호구역의 정보를 제공

하고 있음

○ 갯벌의 경우 연안습지 기초조사의 결과 중 퇴적, 생태계(중형저서동물), 생태계

(기타요인) 등으로 GIS분석결과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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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과 산림수목원은 지형과 기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분 함유 

정도를 계량화한 수분지수를 기준으로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습지의 

위치를 찾아내는 ‘GIS를 이용한 습원위치 검색기법’을 개발, 특허출원(2007년)

하였음

○ 산림청은 2006년부터 135만 6,000ha에 달하는 산림습지를 조사하고 인천 무의도

등 275곳, 125ha에 이르는 산림습지를 발견하였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위성기반 연근해 해양환경분석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서해에 위치한 황도 갯벌의 갑각류 (crustacean), 대형저서생물 (macrobenthos)

및 다모류 (polychaeta) 등의 저서동물 분포도를 작성함으로서 갯벌의 저서 환경

과 생태학적 상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음

○ 특히 정밀 DEM과 조류분석을 바탕으로 frequency ratio 모델과 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통해 털콩게 (Ilyoplax dentimerosa)와 각 공간적 요인의 상관

관계를 계산하고 각 픽셀의 Species Potential Index (SPI)를 산출하여 갑각류 

분포도를 작성하였음

○ 또한 Weights-of-evidence (WOE) 모델을 적용하여 연체동물과 각 요인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계산하고 SPI를 산출하여 대형저서생물분포도를 작성하였고,

FR 모델과 WOE 모델을 적용하여 다모류분포도를 작성하였음. 현장 조사 자료

와 다모류분포도 검증 결과 Prionospic japonica (매끈예쁜얼굴갯지렁이)와 

Prionospic pulchra (예쁜얼굴갯지렁이류)는 각각 FR과 WOE 모델에서 77.71%

와 74.87%, 64.05%와 62.95% 정확도를 보였음

2.1.3 연안 서식지 최적 이용 기술

○ 한국해양과기원에서는 1990년대 중반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동,서,남해 및 제주도에서의 연안바다목장 모델을 개발을 통하여 1998년부터 

시범 바다목장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해양수산부와 군산대학교는 ‘연안생태계 식생복원을 통한 연안관리 기술 개발’

과제(이점숙, 2008년)를 통하여 연안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염생식물 적합종의 

선정과 연안생태계 염생식물 군락과 환경요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환경 친화적인 에코블럭 개발 및 연안생태계 복원 및 관리기술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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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은 2009년도 해양환경복원기술개발사업

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장흥군과 을숙도의 국내사례와 미국, 독일, 일본의 갯벌

복원 사례연구를 통하여 ‘갯벌복원을 위한 기술지침 및 계획수립’에 관련된 

연구(2010년)를 수행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연륙도로에 통수시설을 설치하고 

연안습지 조사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2.2. 국외 연구 동향

2.2.1. 연안 서식지 진단 및 건강성 평가

○ 세계의 유수한 연구소는 오래 전부터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 그림 2-4, 2-5, 영국의 L4 정점, 캐나다의 P-라인, 미국의 CalCOFI

프로그램, NH-라인, HOT 정점, 일본의 A-라인 등), 물리, 화학 및 플랑크톤에 

일반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생물의 생리/생태적 반응 연구를 분야에 따라 계절,

월, 격주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얻어진 장기 시계열 생물 자료를 이용

하여 과거 해양생태계 변화 여부를 진단하며, 향후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연구

에 활용하고 있음(Pena and Bograd, 2007; Checkley, 2001; Mackas, 2001;

Freeland, 2007; Harris, 2010)

[그림 2-4] 영국 PML이 연구하는 

L4 정점과 관련 조사 정점

[그림 2-5] 북동태평양의 시계열 관측 

프로그램과 조사라인: 캐나다(Line P), 

미국(NH Line, CalCOFI,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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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자국의 연안환경 관리와 자원 관리를 위하여 국제자연보호

연합(IUCN)의 규정(표 2-2)을 참고하여 연안 생태조사를 해 왔으며 그를 바탕

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서식지 보존과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음           

[표 2-2]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의 해양보호구역의 유형

지정목적에 따른 유형 보호방법에 따른 유형 (IUCN)

해양보존, 어족자원 보존,

관광, 휴양기회 제공, 교육,

과학적인 연구기회 제공 

절대보존구역 : 엄격한 보호

국립공원구역 : 생태계 보전과 레크레이션

천연보호구역 : 특정지역 자연보존 

서식지/종 관리구역 :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보전과 레크레이션

경관보호구역 : 육상과 해양의 경관보전과 레크레이션 

자원보호관리구역 :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 호주 : GBR 관리를 위하여 가장 최근에 수정 보완된 규정은 “GBR Marine

Park Zoning Plan 2003(7개 zone / 18 zoning area)”임. 2003년 새로 개정된 

이 zoning plan은 기존 해오던 6개의 관리 방안에서 1개를 더 추가한 7개의 

관리 단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1) Pink zone (Preservation zone) : 'no go'. 이 해역은 허가에 의한 연구 활동만이 

허용되는 최고 수준의 보호관리 해역임 

2) Green zone (Marine national park zone) : 해역에 들어 갈 수 있으나 해당 해역

에서의 시료 채집이나 생물 채포가 금지된 ‘ no-take’ 영역임. 여기서는 어업활동,

생물 채집 금지   

3) Orange zone (Scientific Research zone) : 녹색 zone내에 황색, 오렌지색 선표시  

4) Olive green zone (Buffer zone) : 트롤 낚시허용, bottom fishing, spearfishing 금지

5) Yellow zone (Conservation Park zone): 제한적인 이용(낚시가능)이 허용되지만 

트롤링낚시는 금지된 해역  

6) Park Blue zone (Habitate Protection zone) : 트롤링낚시 금지, 서식처 보호 

7) Light Blue zone (General Use zone) :일반 이용 허가(shipping, 트롤링 등)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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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이러한 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정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족관이

나 해양박물관 등지에서 꾸준한 직간접적인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음

○ 미국 : 해양 생태자원조사를 바탕으로 1,700여개의 MPA를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영해의 약 1/3에 해당하는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림 2-6)

[그림 2-6] 미국의 해양보호구역(노랑색)

(출처: http://mpa.gov/helpful_resources/inventoryfiles/eez_mpas_wallmap.pdf)

○ 미국의 해양보호구역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리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데 모든 MPA에서 다양한 이용범위(multiple use)가 정해져 있음

○ 가장 엄격한 관리 단계인 "No Take" 해역은 전체 영해의 약 1%에 불과하며 

이러한 넓이는 전체 MPA의 3% 이하만 “no take" 해역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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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MPA는 100개 이상의 지자체, 주정부, 지자체 법(laws)과 규정

(regulations)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국립 MPA의 65% 이상을 주정부와 

territorial government 가 관리하고 있음. 또, 약 85%의 미국 MPAs는 연방 관할

구역에 위치하고 있음

○ 미국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목적을 Na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Sustainable Production의 3개로 구분하고 있음. 각 목적별 지정 현황은 그림 

2-6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지정이 58%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해양보호구역의 50%이상이 수산자원 보전과 생산력 유지

를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음

○ 미국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단계는 호주와 유사하게 단계별로 분리하여 Uniform

Multiple-Use, Zoned Multiple-Use, Zoned Multiple-Use With No-Take Area(s),

No-Take, No Impact, No Access의 6개 단계 수준으로 나누어 관리해 오고 있음

○ 영국은 해양 서식지 관리를 위하여 해안과 해저에 대한 지형/지질 특성과 생물

분포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서식지 분류를 코드화 하여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류는 향후 해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서식지 매핑에 이용

하고 있음

[그림 2-7] 영국의 해양 서식지 분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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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해양 서식지 관리를 위하여 해안과 해저에 대한 지형/지질 특성과 생물

분포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서식지 분류를 코드화 하여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류는 향후 해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서식지 매핑에 이용

하고 있음

○ 유럽연합에서는 2020년까지 해양생태계 15%의 복원을 목표로 해양생태계의 

상태를 도식화(mapping)하고 평가(assessment) 및 제공(service)하기 위한 EU

2020 생물다양성전략 (Biodiversity Strategy)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인위적인 생태계 교란 대응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중에 하나로 중형저서동물을

이용한 저서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중형저서동물 중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는 선충류와 그 외 분류군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생태지수를 개발하여 건강도 평가를 제안하였음(Warwick, 1981; Heip et al.,

1985; Bongers et al., 1991; Bongers, 1999; Losovskaya, 1983; Raffaelli and

Mason, 1981)

[그림 2-8] EU 2020 Biodiversity Strategy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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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2020 생태계평가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 종의 다양성 진단과 생태계

내의 기능을 평가하여,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시도하고 있으며, 결국은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태계 서비스 개념이 포함되어

Ecosystems과 Socio-economic systems이 서로 연관되도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북동대서양 15개국은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OSPAR 협약을 두고 있으며, 이 협약에서는 5개 권역별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해양의 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 1998~2008년까지

의 모니터링과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0 OSPAR 품질 상태보고서

(Quality Status Report 2010)을 발간하였음

○ 생물의 분자 동정의 핵임인 DNA 바코드 DB 구축을 위해 6대륙 50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CBOL(Consortium for the Barcode of Life)이 활발하게 활동 중임

[그림 2-9] 유럽연합의 생태계 평가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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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생동물에 대한 분자 동정을 위해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노르웨이, 이탈

리아, 스위스 등의 다국적 공동연구를 통해 16S rRNA reference library DB를 

구축하였음 

○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원생동물 종 조성에 대한 NGS 결과로부터 정량분석

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음 

○ 분자마커를 활용하여 단일 어류에 대란 분석은 대만, 일본, 영국, 미국 등을 중심

으로 연구하고 있음

[그림 2-10] Quality status 보고서 (OSPAR Commiss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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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GIS 기반 건강성 변화 예측

○ 유럽 연합의 생태계 지도(Mapping ecosystems)에는 육지에서부터 바다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생태지도에는 기후상태, 지형, 인간의 이용,

서식지 구분, 종 조성/정보, 자원 이용 등의 항목이 포함하고 있음

○ 유럽 연합의 생태계 지도는 현재 해저 서식지를 도식화하는 GIS기반 EUSeaMap

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 지도에는 연안역, 하구역 등의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2-11)

[그림 2-11] 유럽연합의 해양생태계 지도. 지중해 스페인, 프랑스 및 이탈리아 연안지역

○ 캐나다의 아카디아대학 (Acadia Univ.)의 K. Millard 등의 연구자들은 펀디베이

(Bay of Fundy)에서의 염습지 복원지역 선정을 위하여 복원 예정지 두 곳과 

레퍼런스 사이트(그림 2-12)의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GIS, Remote sensing,

GPS,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식생 및 지형특성 데이터를 이용한 식생한계와 복원지역의 적정도 모델을 통해

적정 복원지를 예측하였음(K. millard et al., 2013; 그림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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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복원 적정지 예측을 위한 레퍼런스 생물군집, 우점종, 지형특성 분석

[그림 2-13] 복원 예정지의 적정도 예측 평가 결과

2.2.3 연안 서식지 최적 이용 기술

○ 국제적으로 해양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와 지속 가능한 최적 

이용을 위하여 Marine Ecosystem Service Partnership (MESP)가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음(그림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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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국제해양생태계 가치평가 시스템

○ 미국 플로리다 환경보전부(Department of Environmtal Protection)의 Ecosystem

Restoration Section team은 플로리다 연안습지의 식생을 쿼드렛과 랜덤샘플링

방식을 이용하여 연간 2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염습지 복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환경압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식물들의 이식을 통하여

복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그림 2-15, 2-16). 이 프로그램에는 개인과 지역

교육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비영리단체들도 참여하고 있음

[그림 2-15] 미국 플로리다 연안습지의 복원 사이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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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플로리다 연안습지의 Planting을 통한 복원 프로그램 (좌: 이전 우: 이후)

3 연구 내용

3.1. 연안 생태계 진단 및 건강성 평가

3.1.1. 연안 서식지 진단 기술 개발

○ 연안서식지 진단계획 수립 : 연안 서식지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즉, 매립, 보설치, 오염, 기후변화에 의한 특정종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라 적합

한 서식지진단 계획을 수립함

○ 생태조사정점 선정 : 중요 생태조사정점(hot-spot)에서의 생태진단을 통한 현 

시점의 건강성, 생산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함 

○ 연안의 생물다양성 평가 : 서식지별로 출현하는 생물 종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 생물별로 정량화된 모니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각각의 

분석은 조사정점별/시기별/서식지별로 다양하게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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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생태계의 대표 구성원인 박테리아, 식물플랑크톤(규조류 등), 동물플랑크톤,

저서동물 및 유영생물 등의 영양 단계 및 상호 관계를 분석함

- 생물다양성은 서식지의 환경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물조사를 실시할 

때 연안서식지 환경특성을 동시에 조사함

- 연안 조사 정점에서 표층에서 저층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양과 수직 물질 플럭스 등 

해양물리 및 화학적 요인을 분석함

○ 연안생물기능 평가를 통한 서식지 진단 : 연안 생태계 서식생물의 오염정화

기능, 생산량, 영양단계 및 에너지흐름, 환경-생물반응, 침식/홍수예방기능 등 

우리나라 연안 서식지별 부유생태계/저서생태계 구성생물의 요소기능을 이용

한 연안생태계 통합기능을 평가함

- 서식지 오염정화 : 서식지별 유입되는 오염원을 파악하고, 생태계내의 오염 정화기능

을 정량적으로 평가함. 오염정화량은 서식지에서의 메조코즘 실험 또는 benthic

lander를 이용하여 생지화학 물질의 수층-퇴적물 교환량 등을 이용하여 파악함 

- 생물생산량 : 실험실 및 현장에서 일차생산량 및 서식동물의 호흡량, 먹이 섭취율,

에너지 소비량 등을 측정하여 조사한다. 또한 주요 연구지역에서 대표종의 개체군 

연구를 통하여, 이차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분석한다.

- 영영단계 및 에너지흐름: 생태계 각 구성원의 영양단계분석을 위하여, 현장에서 각 

단계별 생물들을 채집하고 안정동위원소분석, 지방산, 위내용물 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 분류군 및 섭식 형태에 따라 영양 단계를 분석함. 각 구성원 간의 에

너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이나 실험실에서 호흡율/섭식율 등을 분석함  

- 환경-연안생물 상호반응 : 연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나타나는 생물의 내적⋅외적 특성변화 분석을 통한 주요지역 생태계내의 각 

단계별 생물의 반응 특성을 조사 분석함 

- 침식/홍수 예방 : 연안 서식지별 침식/홍수 예방 기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간대 

상부에 분포하는 생물 서식 특성과 퇴적 구조 그리고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 흐름

분석 등의 정량화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함

○ 협력연구 체계구축 : 연안 서식지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

하여 국내 타 프로그램과 협력연구 체계를 구축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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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연안 서식지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연안 생태계 서식지별 모니터링 : 조간대 및 조하대(<10m)를 포함하는 연안 

서식지의 모니터링은 서식지별 해양 환경 특성과 해양생물 분류군 별로 정량

화된 모니터링 방법을 통하여 실시함

○ 주요 연안 서식지 해양생태계변화 진단 및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

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시계열 생물 자료를 생산함

○ 모니터링 정점의 자료는 연안 서식지 관측라인의 수를 최소화하고, 주요 연안 

서식지의 1개 라인(수 개 정점을 포함)에서 지속적, 주기적(격주별, 월별, 계절별

관측; 조사 항목에 따라 탄력적 조사주기 적용)으로 해양생물, 환경요인 관측 

및 시계열 자료 조사를 통하여 축적함

○ 모니터링 정점에는 향후 서식지 기능의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조구 정점

을 둘 수 있으며, 대조구 정점은 인간의 활동이 비교적 적은 연안 지역 또는 

외곽도서(서해의 백령, 고군산군도, 가거도, 남해안의 제주도, 추자도, 거문도

(백도), 거제 홍도, 부산 향제섬, 동해 왕돌초, 울릉도 독도 등)를 포함함

○ 모니터링 대상 생물분류군은 표영생태계와 저서생태계에 속한 생물들을 포함

함. 표영생태계의 경우, 박테리아, 식물플랑크톤, 소형동물플랑크톤, 중형동물

플랑크톤, 유영생물(어란, 자치어 등)을 포함하며, 저서생태계의 경우, 퇴적물 내

박테리아, 저서미세조류, 간극동물(= 중형저서동물), 대형저서동물, 저서 어류,

해조류, 염생식물 등을 포함함

○ 연안서식지의 생태계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항목은 해양생태계 기능그룹의 출

현종, 다양성, 개체군/군집 특성, 생체량, 생리 특성(생활사, 이차생산, 섭식/

서식 정보) 등을 조사하여, 현재의 생태계 상태를 진단하고, 장기 시계열 자료 

축적과 분석을 통하여 생태계 변동성을 평가함

○ 서식지의 환경 특성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항목은 서식지의 자연환경(육지지형,

해저지형, 해안선 변형 이력 포함), 해수 유동 및 조석(조위 포함) 흐름, 퇴적물

특성(입도, 유기물, 미량금속, 퇴적지형 변화 포함), 해수 특성(수온, 염분, pH,

용존산소, 부유물질, 영양염류, 화학적산소요구량, 클로로필 a 포함) 등을 포함

하여 연안 서식지 환경 변동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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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생물군 또는 서식지 모니터링에 포함되는 일부 환경 요인 등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화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함

○ 연안 생태계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연안에 서식하는 유용 해양생물의 현황

및 분포 특성을 파악해야하며, 정확한 종 동정이 필요함. 주요생물종의 바코드 

분자마커를 발굴하고 기준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며 바코드 분석에 이용하여 

분포 생물종에 대한 종목록을 작성함. 유전자 바코드 정보가 없는 종은 성체

의 표본을 확보하여 기준 자료로 이용하여 비교 분석함(그림 2-17). 분자마커

의 분석은 형태적으로 유사한 분류군의 종 분류의 정확성, 신종 또는 미기록

종 발굴 지원 및 외래종의 유입 등 비교분석에 이용할 수 있음

○ 연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중 우점종, 대표종, 지역 특이종, 지표종 등 주요 생물

종을 대상으로 형태형질 분류와 분자형질 분류를 병행함으로써 동정이 어려운

해양 생물에 대한 신뢰성 있는 종 목록을 작성하고 객관적 분류기준으로써 

DNA 분자형질(미토콘드리아 유전체 또는 COI 유전자 등 국제표준 분자마커)

을 확보함

○ 해양 생물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유전적 다양성 분석 및 각종 돌연변이, 즉 

염기의 치환, 결실, 중복 및 유전자 전환이나 유전적 재조합, 유전자 등으로 

인해 다양한 생물종이 형성 되는 종 분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 분석을 

실시함

○ 해양생물의 난과 유생과 같이 형태형질 분석이 어려운 표본은 환경 혼합시료

에서 유전자를 추출한 후 NGS로 대량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획득한 후 

Reference DB와 비교 분석함(그림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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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18S rRNA 분자마커를 활용한 저서요각류의 종 분석 (한국해양과기원, 2013)

¡

[그림 2-18] NGS와 Reference DB를 활용한 어란의 종 조성 분석 (한국해양과기원, 2013)



Ⅱ. [세부과제Ⅰ] 연안 서식지 건강성 회복 및 최적 이용기술 개발

45

3.1.3 연안 서식지 건강성 평가

○ 연안서식지 건강성 평가는 생물특성에 따른 평가와 생태계기능에 따른 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기능별 우선순위를 등급화하여 통합지수를 산출하여 평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 생물특성에 따른 건강성평가는 서식지 고유의 생태특성에 적합한 분류군의 생태

지수를 개발하여 평가함

○ 저서생물특성을 이용한 건강성 평가는 중형저서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생태지수(Nematodes/Copepods Index, MPI-Meiobenthic Pollution

Index, ITD-Index of Trophic Diversity, MI-Nematodes Maturity Index) 평가와

대형저서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생태지수(BPI, AMBI, M-AMBI,

ISEP)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저서종합생태지수를 개발하여 평가함

○ 주요 연안어종 및 수산어종의 생식소중량지수 (gonadosomatic index: GSI ％),

간중량지수 (hepatosomatic index: HSI ％), 내장중량지수 (visceralsomatic

index: VSI ％) 및 비만도 (condition factor: CF), 포란수, 수정율 및 부화율 등

을 고려한 유영 어류자원의 생산성 지수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자원량 변동을 

예측함

○ 생태계기능에 따른 건강성평가에는, 해안염습지(salt marsh)는 지형 및 기상 

등의 자연환경과 해수 및 퇴적물의 특성 및 오염도, 그리고 서식 생물들의 분포

및 생물량의 시공간적 변동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식지 생태지수를 산정하여

평가함

○ 부유생물 또는 해양생물 및 환경자료를 통합한 생태계기능 건강성(생태도) 평가

는 건강지수방법(Ecosystem Health Index Method, EHIM)을 사용하여, 지표

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들에 대한 지수를 계산하며, 선정된 지표들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하고, 가중치가 고려된 지수를 이용하여 통합적 생태계 건강지수

를 계산한 후, 통합적 생태계 건강지수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생태계를 평가함

(Xu et al. 2005; 김 등, 2007; William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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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IS 기반 건강성 변화 예측

3.2.1. GIS 기반 서식지도 및 평가지도 구축

○ 연안의 종합적인 생태분석은 조간대부터 조하대까지 표준화된 방법으로 GIS

기반 생태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생태관리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축적함

○ 광역 생태지도 작성을 위해서는 영향 인자인 환경요인의 분포도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인공위성 영상이나 혹은 원격탐사 자료로부터 영상 분석법을 이용

하여 mapping 가능함

○ 원격탐사 자료로부터 분석된 환경요인의 분포도와 서식지 적합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조사된 저서동물의 point data로부터 광역 생물분포도를 

작성함

○ 현재까지 무인도서 관리, 생물종다양성 연구에서 사용된 생태지도 작성 기술

을 도입하여 전국적인 주요정점(외곽도서 및 민감 정점라인 구축)을 선정하여 

자료의 표준화 및 기초 자료를 축적함

○ 생태도 구축을 위하여 연안 생태계 진단 및 모니터링으로 주요 지점에서 축적

한 생물/비생물 각 항목별 유용 생태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각 지점별 주요 

분포종 생물요인, 해당지역 및 주요 인근역의 해양물리, 화학 및 환경요인 등 

비생물적 요인과 연계하여 제공함(그림 2-19)

○ 갯벌 생물의 분포도 및 예측도를 작성을 위해 생물과 다양한 환경요인 분포 

간의 상관성을 밝힘.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point data로부터 서식지 

적합도 모델 (habitat suitability model)을 적용하여 광역 생물 분포도를 작성함

○ 저서생물에 의한 갯벌 정화 기능의 정량화를 위해서 섭식기작별(예. 퇴적물식자,

부유물식자 등)로 생물을 구분하며, 섭식 기작별 주요 우점종의 유기물 정화력

정도를 현장 혹은 실험실 하에서 메조코즘 (mesocosm)을 활용하여 정량화 함.

이러한 자료와 광역생물 분포도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갯벌의 정화력을 정

량화 함(그림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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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노출시간과 퇴적상 구배에 따른 강화도 갯벌(좌)과

 새만금 갯벌(우)의 대형저서동물 분포 모식도

[그림 2-19] 위성자료 기반 생태 주제도 작성 (곰소만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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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연안 서식지 변화 모델

○ 서식지 적합성 (habitat suitability) 모형은 연안에서 저서생물을 대상으로 서식

환경이 어떤 저서생물에 적합한지, 서식환경이 변화하면 저서생물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ㆍ제시하는 모형임(그림 2-21)

○ 기존의 미분방정식 등으로 표현되는 흐름모형 및 확산모형의 구조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매우 간단한 형태의 모형이며 서식지 적합성 모형을 이용한 생태

구조변화 연구는 정보구축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 기본적으로 연구에서 개발

한 서식지 적합성 모형의 적용범위는 정보 구축의 범위와 동일함

○ 해수유동 모형에 일정 부분이 종속되는 확산모형 형태의 어란, 자어 및 치어 

등의 확산 및 식물플랑크톤의 확산 문제 등은 해수유동 모형만으로도 어느 정도

모의가 가능하고, 유사한 연안 해역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그 신뢰수준에 대한 검증분석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그림 2-21] Habitat Suitability 모델 모의 결과 (한국해양과기원, 2008)

○ 실제 연구결과, 생물인자에 해당하는 동물플랑크톤 및 식물플랑크톤의 변화 

양상을 모의하는 수준은 정량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을 파악되었음. 서식지 

적합성 모형은 생태서식 환경 정보의 구축이 우선이고,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를 모의하는 것이 종속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모형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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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도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인자의 정확한 모의, 모의 수준 향상도 

중요하지만 우선하여 수준을 높이는 부분은 보다 다양한 인자에 대한 생태서식

환경 정보의 수준향상이 중요함

○ 갯벌 상부에 위치한 염습지의 경우 지형의 높고 낮음이 포함된 세밀한 지리데

이터와 위성․항공 사진데이터, 저질특성, 그리고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의 군집

구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우점종들의 서식지 적합도와 최적 서식환경의 예측

이 가능함

○ 생물인자와 서식환경에 대한 변화정보가 있으면 적용 가능한 서식지 적합성 

모형 결과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그림 2-22 ~ 2-25)

사 례 1)

[그림 2-22] GIS 기법을 활용한 네 가지 HSI(Habitat Suitability Index)로 분류된 

Santander Bay에서의 R. decussatus과 R. philippinarum로 획득된 서식지 적합도

(Bidegain et al., 2013). Unsuitable: HSI < 25, Barely suitable: 25≤HSI<50, 

Moderately suitable: 50≤HSI≤75, Highly suitable: HSI<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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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그림 2-23] Oka 하구 내에서 Zostera noltii에 대한 서식지 적합도 (Valle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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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3)

[그림 2-24] 미국 남서부 Neuse River에서 수온에 대하여 추정한 청어 (Alosa 

sapidissima) 산란 서식지 적합성 (Hightower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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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4)

[그림 2-25] 미국 남서부 Neuse River에서 저질에 대하여 추정한 청어(Alosa 

sapidissima) 산란 서식지 적합성 (Hightower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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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안 서식지 최적 이용 기술

3.3.1. 건강성 회복 기술 적용

○ 연안서식지 생물군집의 모니터링 데이터와 지형특성을 고려한 서식지 적합도 

모델을 통해 서식지 복원에 적합한 종을 선별하는 것이 가능함 

○ 각 연안서식지별 주요 해양유용생물의 번식특성에 기초한 서식지 조성 및 회복

방안을 구축함

○ 선택적으로 이식하거나 보호해야 할 종의 선정․관리를 통하여 연안서식지의 

복원과 보호를 수행함

○ 서식지 위해생물 동정 파악을 통한 연안 어장 생태계 회복 계획을 수립함 

○ 서식지 모니터링을 통한 주요 해양유용생물의 생존전략을 파악하고 복원계획

을 수정․보완함

○ 각 연안서식지별 생태건강성, 생산성 및 다양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합형 주요 

해양유용생물자원 조성 계획을 구축함

3.3.2. 건강한 연안 서식지 공간계획 수립 및 실행

○ 연안 서식지 생태지도에 기반한 유용 서식지 공간계획 수립을 통하여, 정확한 

환경과 생물자원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바다의 과

학적 관리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생태자원지도를 바탕으로, 도서연안 생태관리방안을 제시하여 독도처럼 최외각

에 위치한 도서는 국토관리의 일환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안 관리(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를 실시하고, 동해, 서해, 남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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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추진 계획

4.1. 연구추진 방향 및 전략 

4.1.1. 연구추진 방향

○ 과거 및 현재 상태의 연안 서식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연안 서식지의 

기능별 과학/사회/경제적 진단을 실시하여, 서식지별 생태계 모니터링기술 

구축과 건강한 연안서식지 평가를 위한 방법 및 지표를 개발함

○ 연안서식지별 GIS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한, 연안 서식지도 및 생태계 평가

지도를 구축하여 생태계 변화모델 및 미래변화 시나리오 예측지도를 작성함

○ 유용 연안서식지별 공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한 연안서식지 유지 및 생

태계 회복 기술을 적용하며 상호보완적이며 탄력적인 유용공간활용계획을 수립

하고 실행함

[그림 2-26] 연안서식지 진단, 건강성 평가, GIS 기반 서식지 생태도 및 서식지 

최적이용 기술개발연구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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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연구추진 전략

○ 1단계 (2014~2016) : 연안서식지별 생태계 진단, GIS 설계 및 구축, 서식지별 

생태계 건강성 평가 기술 구축, 서식지별 공간계획 수립

○ 2단계 (2017~2019) : 서식지별 모니터링 및 건강성 평가, 연안 서식지도 생태

평가 지도 구축, 연안서식지별 생태계 변화 모델,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술 개

발/적용

○ 3단계 (2020~2022) : GIS기반 연안서식지 평가도 완성, 연안생태계 건강/기능 

회복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보완/실행, 연안생태계 미래변화 시나리오 예측

1단계 2단계 3단계

기술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안서식지 진단
/평가

건강성 회복을
위한 최적 이용
기술개발

서식지별 진단

연안서식지별 생태계 변화 모델 

GIS 기반 건강성
변화 예측 기술

 건강성
평가 기술 구축

서식지별 모니터링 / 건강성 평가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술 개발/적용

연안생태계 건강/기능 회복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실행

서식지별 공간계획
수립

GIS 설계 및 구축

연안 서식지도 및 생태평가 지도 구축

미래변화 시나리오

[그림 2-27] 연안서식지 진단, 건강성 평가, GIS 기반 서식지 생태도 및 서식지 

최적이용 기술개발연구 추진 전략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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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차별 목표 및 내용 

단
계

단계별 목표
연
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1

단

계

연안 서식지 

모니터링, 진단 

및 평가

1
연안서식지 진단 

및 GIS설계

• 국내외 과거-현재의 연안서식지 연구사례 분석
• 과학/사회/경제적 연구 수요조사
• 연안서식지의 기능별 상태 진단
• 연안서식지도 작성을 위한 GIS 설계

2

건강한 서식지 
평가 방법 연구 
및 모니터링

• 서식지별 생태계 모니터링 (시범 조사)

• 주요 유용생물의 서식지별, 환경조건별 생산성, 생태/생리
특성, 생물반응, 위해요소 조사 

• 주요 해양생물의 유전자 자료 수집 및 분석
• 대상생물의 장기 시계열 표본 수집 방법 및 대량표본 분석

방법 연구
• 서식지 기능에 따른 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 연구
• 연안서식지도 작성을 위한 GIS 구축
• 서식지별 공간계획 수립 방법 연구

3

서식지 평가 
기술 및 생태도 

기반 구축

• 서식지 기능에 따른 건강성 평가 기술 구축
• 서식지별 모니터링 및 건강성 평가
• GIS 기반 연안 서식지도 구축
• 서식지별 공간계획 수립

2

단

계

GIS 기반 

생태평가 및 

변화예측

1

연안서식지 
환경·생태계 

진단지도 구축

• 서식지별 모니터링 및 건강성 평가
• GIS 기반 연안서식지도 구축
• 연안서식지별 생태계 변화 모델 연구
•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2
서식지별 생태계 
변화 모델 개발

• 서식지별 모니터링 및 건강성 평가 실시
• GIS 기반 연안 서식도 및 생태평가도 구축
• 연안서식지별 생태계 변화 모델 연구
•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술 개발 연구
• 주요 해양생물의 유전자 자료 수집 및 분석
• 분자마커 reference DB 보완, 표본 수집 및 분석

3

서식지 변화 
예측 시나리오 

개발

• 서식지별 모니터링 및 건강성 평가
• GIS 기반 연안서식지도 및 생태평가 지도 구축
• 연안서식지별 생태계 변화 모델 연구
•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술 개발 적용

3

단

계

연안서식지 

건강성 회복을 

위한 최적이용 

기술 개발

1

건강한 서식지 
회복을 위한 
기술 확립

• 서식지별 모니터링 및 건강성 평가
• GIS 기반 연안서식지도 및 생태평가 지도 구축
• 연안서식지별 생태계 변화 모델 연구
•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술 개발 적용
• 연안생태계 건강/기능 회복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보완/실행
• 연안생태계 기능회복을 통한  저서생물자원 복원 기술 적용
• 연안 위해생물 제거 기법 연구
• 서식지별 환경특성 파악 및 복원기술 확립
• NGS 기술을 활용한 해양환경시료 자료 분석

2
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적용

• 서식지별 모니터링 및 건강성 평가
• GIS 기반 연안서식지도 및 생태평가도 구축
• 연안서식지별 미래 변화 시나리오 연구
•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술 개발 적용
• 연안생태계 건강/기능 회복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보완/실행
• 주요해양생물자원 복원 실증실험 및 기술 구축
• 환경변화에 따른 해양생물 종별 반응 분석

3

건강성회복 및 

최적공간이용

기술 개발

• 서식지별 모니터링 및 건강성 평가
• GIS 기반 연안서식지도 및 생태평가도 구축
• 연안서식지 미래변화 시나리오 연구
• 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술 개발 적용
• 연안생태계 건강/기능 회복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보완/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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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차별 추진계획  

연구분야 분류
연구단계 연구비

합계

(억)

1단계(3년) 2단계(3년) 3단계(3년)

중분류 소분류 1 2 3 4 5 6 7 8 9

연안서식지 

회복 및 

최적이용 

기술개발

연안 서식지 진단 

및 평가
10 10 10 10 10 50

GIS 기반 평가 

변화 예측
10 10 10 10 10 10 60

건강성 회복을 위한 

최적이용 기술개발
10 10 10 10 20 20 80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5.1. 미래비전

○ 연안서식처 모니터링 및 건강성평가를 통한 생태계 서비스의 회복, 효율적 관리

및 최적이용 방향 제시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진화 및 자원생물변화 예측 및 대응 원천기술 확보와

정책적 대응 방안 확립

5.2. 기대성과

5.2.1. 기술적 측면 

○ 건강도 평가를 통한 생태계 유용예측, 생산성, 서비스복원 등 해양기술 발전

○ 기후변화 대응, 우리나라 연안 및 주변 해역의 생태계건강성 유지와 환경/생태

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지표 완성 및 미래 예측 자료축적 

○ 서식지 적합도, 모델 개발 및 주요자원(유용/유해)생물종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를 위한 국가 통합 체계 구축

○ 주요 자원생물의 연안서식지 표준정점 제시, 생태조사 기술 발전 및 전문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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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경제․산업적 측면 

○ 공공의 의견이 반영된 생물자원의 활용, 연안공간의 보호/활용 계획수립 및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재고 

○ 연안 생태계 및 고부가 자원생물의 최적유용방안 제시로 수산업 성장 및 소득 

증대

○ 연안생태계의 객관적인 기능평가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로 연안역의 개발

/산업화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전망 제시 

○ 신기능 발굴을 통한 미래산업 제시, 생태관광 등 연안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5.3. 활용방안 

○ 연안생태계의 최적 이용을 위한 미래 지향적 공간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보호구역지정, 수산자원관리, 생태환경변화통제, 현안문제해결, 연안공간활용,

생태관광 활성화 등 미래 해양정책 결정 자료 제시

○ 기후변화와 생태계 반응 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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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과제Ⅱ] 오염 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1. 연구의 필요성

1.1.1. 기술적 측면

○ 해양생태계의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의 화학적(오염물질, 산성화, 빈산소

등) 및 생물학적(유해성적조, 외래종, 해양병원체 등) 위해인자의 거동과 생태계

영향/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

○ 기후 온난화 등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따른 외래기원 위협종의 토착화는 생태계

의 먹이망 구조 및 기능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안서식 주요 유용생물자원

을 감소시키며, 경제적, 인적 피해를 끼치고, 인간의 삶의 가치를 저해시키는 

등 심각한 해양환경문제를 일으킴

○ 연안환경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산성화된 해역은 수산자원량, 출현 어종 및 적조

원인생물과 열대 유해생물의 출현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양 

산성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변화

및 해양생태계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평가․예측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신기술

이 필요함

○ 해양생태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실해역에서 생태계 위해인자의 거동과 생태계

영향/반응을 규명하고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실험실의 결과

를 현장에 외삽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

○ 현장의 복잡성과 실험실 연구의 외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 검증과정

으로 폐쇄생태계 (Mesocosm) 실증을 거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이러한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생태계 반응/예측 실험은 현장 생태계와 유사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실험 결과를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임



한반도 해양생태계 힐링기술개발 기획연구

60

○ 폐쇄생태계의 경우 검증하고자 하는 위해인자와 대상 생물 또는 생태계에 따

라서 육상 또는 해상에 다양한 규모와 구조로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경

조건을 조절하고 측정 변수를 관측하기 위한 센서와 장치의 개발을 필요로 함

○ 국내의 경우 폐쇄생태계의 기본 연구 인프라가 제한되어 있으며, 그 필요성에 

비하여 중형폐쇄생태계의 국내 운영 경험의 부족으로 연구를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실정임

○ 국내의 다양한 해양환경(연안, 갯벌, 하구, 조간대 등)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와 

특성의 폐쇄생태계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하여 해양생태계에서 최신 이슈

가 되고 있는 다양한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인자의 거동과 해양생태계 영향

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수행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 현재 또는 미래기반 위해인자에 대한 선행적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통해 정부

의 유해인자 관리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지원할 수 있음

1.1.2. 경제, 산업적 측면

○ 생태계 위해성 평가 시 자연생태계에 직접 위해요인의 적용 시 야기되는 문제

점을 사전에 감시할 수 있음으로 자연서식생물 또는 양식생물의 이차적 피해

를 저감시킴으로 수산경제의 미치는 악영향을 원천봉쇄하여 차단함

○ 해양환경 중의 유해유독생물, 유해물질의 오염 및 독성에 대한 정보는 해양 

먹거리의 안전성 및 인체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항상 관심의 대상이며, 해양환경 및 해양 먹거리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폐쇄생태계 연구를 통한 정확한 과학적 자료를 확보하여 친환경 수

산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산성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 생태계 및 수산자원이 보전에 관한 연구

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

○ 메가코슴(megacosm)인 해양환경 현장 실측조사의 경우 투자된 조사선 운용 

및 인력활용 그리고 이동시간 대비 명쾌한 피드백을 얻기는 용이하지 않으나,

폐쇄생태계를 활용한 체계적 운용을 바탕으로 실패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연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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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생태계 운용시설 및 생태계 내 다양한 생물의 직접 혹은 간접적 관람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현장 밀착형 생생한 볼거리 제공이 가능하여 해양환경 운용

생태학 시설 및 기술의 홍보 및 인식강화를 증진시킬 수 있음

1.1.3. 사회, 문화적 측면

○ 인간생활 수준의 질을 낮추는 요인 중 심미적 저해요소로서 유해외래종의 침입

과 정착 후 번성, 지속적 먹거리를 위협하는 백화현상 등의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 가능함

○ 해양 유독생물에 따른 생태계 위해성 평가 시 생태 독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으로 해양레저 및 양식 산업에 이바지함

○ 유해인자의 해양 내 거동 및 생태계 영향을 사전에 폐쇄생태계를 이용하는 선제

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실제 해양환경의 특성상 문제 발생 시 지불해야할 막대

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폐쇄생태계를 통한 연구결과는 해양의 각종 위해요인에 대한 생태계 안전성의 

사전 평가/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건강도 평가와 유해 물질 배출

기준 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어, 폐쇄생태계의 역할 및 해양생태계 보전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

2 국내․외 연구 동향

2.1. 국내 연구 동향

2.1.1. 국내기술 및 시설현황

○ 현재 국내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목적 폐쇄생태계 시설은

매우 제한적이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과기원) 남해연구소에서 유일

하게 1990년대 후반부터 해상 부유식 폐쇄생태계 연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음(김, 2001)

○ 한국해양과기원 남해연구소의 폐쇄생태계 시설을 활용하여 1)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따른 플랑크톤 군집변화에 따른 기후조절인자 DMS(Dimethylsufide)



한반도 해양생태계 힐링기술개발 기획연구

62

배출 영향, 2) 살적조물질의 생태계위해성평가, 3) 부착성 유독 미세조류의 위

해성평가, 4) 유류유출 및 유처리제 사용에 따른 유류 거동 및 생태계영향평가 

등의 연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행되어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논문을 다수

발표하였음

○ 한국해양과기원 남해연구소의 폐쇄생태계 시설은 해상부유식 시설로 다양한 

환경요인 조절 및 연구목적을 담보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임

2.1.2. 국내 연구현황

[그림 3-1] 2000년 이전 및 초반 폐쇄생태계 주요 사례

○ 1999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 설치된 최초의 인공

폐쇄생태계는 KOMES(KORDI Mesocosm의 약자)라 명명되었고, KOMES I,

II, III가 제작됨(그림 3-1)

○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 폐쇄생태계 8개를 운용할 수 있는 Mesocosm raft

가 건조된 이후 2001년과 2002년에 2,500리터 규모의 인공 부유폐쇄생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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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하여 생태학의 가장 중요한 조절관점인 하향조절(Top-down control)과 

상향조절(Bottom-up regulation)을 조절 및 운용 평가함

○ 2004년도 한국해양연구원과 포항공대 공동연구로 미래기후변동예측을 위해 

메소코즘을 적용한 이산화탄소 농도의 미래농도 조절로 연안 부유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개발된 운용기술이 국제특허에 등록되

었고, 그 과학적 방법론이 국제 유명학술지(Limnology and Oceanography)에 

수록되어 등재됨 (Kim et al., 2008)

[그림 3-2] 2010년 이전 수행된 폐쇄생태계 활용연구 주요 사례

○ 2008년에는 교과부 지원으로 다학제간 연구사업인 “유해조류 제어를 위한 바

이오나노캡시드 제조 및 탑재 융합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적조생물 제어

물질의 해양생태계 생태학적 평가를 폐쇄생태계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본 

사업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Ecological risk assessment) 연구

기법이 도입되었고, 폐쇄생태계 용기 형태에 따른 결과 해석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기초운용기술 획득(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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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연구원 심해저연구센터에서 2003년도에는 북태평양 대양에서 망간단괴

채광과정이 환경요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폐쇄생

태계를 시범 운용함

○ 담수권 살조세균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폐쇄생태계(microcosm & mesocosm)를

이용한 현장적용기술이 과기부 NRL 사업(자체생성유기물 오염수역의 생태복

원기술개발, 과기부, 2005)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국내 적조 제어관련 폐쇄

생태계 활용연구 중 하나라 할 수 있음(과기부, 2005)

○ 현재 교과부 파이오니아 사업 (2008 ~ 2012)을 통해 본 기획팀은 적조를 제어

하기 위해 개발된 살조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에 

설치된 폐쇄생태계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국내에서 해양에서의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수서생태계 위해성 연구의 파이오니어로 전문성을 보유함(교과부, 2012)

○ 한국해양연구원 NAP 연구사업으로 “해양 오염물질 유출사고 대응 지원기술 

향상을 통한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2009~2011)” 과제를 통해 유류오

염 및 유처리제 사용에 따른 부유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폐쇄생태계에서 수행

하였으며(그림 3-3), 그 연구결과는 국제유명학술지(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논문으로 게재되었음(Jung et al., 2012; Joo et al., 2013)

○ “기후변화의 남해역 해양생태계 영향 및 기능평가”란 국토해양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의 남해역 해양생태계 영향 및 기능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기후변동의 인자로서 수온상승 및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연구가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장목 연구어장에 폐쇄생태계를 설치하여 

진행함(그림 3-2)

○ 기존 연구들의 연구목적 및 실험 초기조건 및 폐쇄생태계 타입을 보면, 2000년

이전 및 초반에 수행된 연구들은 부유생물을 대상으로 시범적 연구수행이 주요

사항이었고,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고려한 연구는 전무하였음. 반면 2000년 후반

에 수행된 연구도 주로 부유생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요인 등 다양한 연구주제

를 다루었으며, 실험운용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방법을 고려하여 다양한 폐쇄

생태계 운용기술들이 추가 및 개발되었음(그림 3-4). 그러나 다양한 오염원과 

생물영향 범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실험생태계 운용방법은 시도되지 않은 

상황이며, 오염원에 대한 폐쇄생태계 연구 방법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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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유류오염 및 유처리제 사용에 따른 생태계 위해성 평가

[그림 3-4] 현장 유사 폐쇄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연구 사례

2.2. 국외 연구 동향

2.2.1. 국외 기술 및 산업동향

○ Norwegian National Mesocosm Centre : 생물학적 펌프연구 수행(침강입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인 요각류와 미충류 중심 연구), 미충류 대량배양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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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MOS (Kiel Off-Shore Mesocosms for Future Ocean Simulations) :

EPOCA (European Project on Ocean Acidification) project 수행 [산성화가 북극

부유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행]

○ MEDIMEER (MEDIterranean platform for Marine Ecosystem Experimental

Research, France) : 부유생태계 먹이망 다양성 및 기능에 대한 연구 수행, 3개의

mesocosm을 갖고 있음 [in situ mesocosms, Mobile mesocosms, Land-based

mesocosms]

○ UMSC (Umea Marine Sciences Centre, Sweden) : 다양한 연구주제를 수행하

고 있음 

- Biodiversity, productivity and ecosystem functioning in lakes along a longitudinal

gradient

- The influence of sexual selection on copepod population dynamics

- Influence of grazing pressure on biodiversity at the clone level

- Are size changes of unicellular plankton more strongly regulated by temperature

or by grazing

- Effect of change in trophic status on bacteria and viruses in the oligotrophic

Eastern Mediterranean Sea.

- Top down versus bottom up effects in marine food webs,

○ CRETACOSMOS(Hellenic Centre for Marine Research, Greece) : 아래와 같은 

연구 수행

- Dynamics of microbial food webs and mixotrophy in a light gradient

- Effect of change in trophic status on bacteria and viruses in the oligotrophic

Eastern Mediterranean Sea

○ Kings Bay Marine Laboratory (Norway) : Kings Bay AS가 (Kings Bay Inc.)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MESOAQUA project에서 수행되는 연구들을 진행

하고 있음

○ MESOAQUA는 위와 같이 폐쇄생태계를 운영하는 유럽의 6개 연구소와 파트

너를 맺고 폐쇄생태계 연구의 우수성과 경험을 결합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한 

협의체임(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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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유럽연합 폐쇄생태계 연구 협의체, Mesoaqua

○ 독일 Mesocosm GmbH는 GLP 인증계약 시험시설이며, 폐쇄생태계와 자연 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고 있으며, 폐쇄생태계 실험용 생물공급, 숙련자

(기술원, 연구원) 및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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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외 연구현황

○ 1970년대 중반부터 많은 연구 결과를 생산한 해양 폐쇄생태계는 Kiel

Plankton Tower, Hamburg Enclosures, Den Helder Enclosures, Loch Ewe

Enclosures, MERL Tank, CEPEX Enclosures, MEEE enclosures 등이 있음 

(Grice and Reeve, 1982)

- Kiel Plankton Tower : 부유생물과 퇴적물의 상호작용 연구수행

- Hamburg Enclosures : 용존물질과 부유생물과의 관계 연구수행

- Den Helder Enclosures : 오염물질이 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 연구수행

- MERL Tank : 유류와 희귀금속 노출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수행

- CEPEX Enclosures : 오염물질이 플랑크톤 군집에 미치는 영향과 영양학적 관계

- MEEE enclosures : 독성화학물질의 이동 및 소멸경로, 화학 및 생물학적 영향 파악

연구 수행

○ 1990년대부터 지역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생태계 활용 실험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생태계 평가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함 

- MEERC (Multiscale Experimental Ecosystem Research Center) program : 지구환경

변화 연구 수행

- MOTIFs (Model Tidal Flats) program : 유류유출사고에 의한 갯벌생태계의 반응

조사 연구 수행 [구체적으로 유류에 의한 급성 효과(대형 및 중형 저서동물, 동물

플랑크톤 등의 사망률이나 행동의 이상, 일차생산력의 증대나 미생물의 활동성 증가)

및 만성 효과(저서생물 유생의 착생이나 생태계 회복의 지연)가 조사됨]

- Florida bay research program : 극심한 변화를 겪는 플로리다 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실험과 장기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수행함. 이 실험의 

중요한 목적은 염분과 영양염의 변화가 플로리다만에 서식하는 동․식물플랑크톤

의 종조성 및 개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음

○ Mesocosm 적용 평가의 체계화 (그림 3-6) : 미국 EPA의 OPP에서 권장하는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위해성 평가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체계적인 순서를 

밟고 있음. OPP의 전문가들이 폐쇄생태계 실험방법을 검토한 후, 폐쇄생태계 

연구를 유도하고, 폐쇄생태계 연구의 최종 검토를 다시 거치며, 이때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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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폐쇄생태계의 적절성, 살충제의 적용법, 잔류성, 생물영향, 데이터의 

정확성, 테이터의 정리, 통계분석의 항목들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실험의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 (Graney et al, 1994)

[그림 3-6] 미국 EPA의 메소코즘 적용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위한 과정

○ 폐쇄생태계 연구센터를 통한 연구 집중화 : 미국의 경우 메릴랜드 대학의 환경

과학센터 내에 Mutiscale Experimental Ecosystem Research Center (MEERC)

를 설립하여 지난 20년간 미국 내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폐쇄생태계 설계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최근 연안생태계 이해와 관리를 위한 도구로 폐쇄형

실험 생태계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담은 서적을 출간함(Petersen et al., 2009)

- 폐쇄생태계는 평가대상 생물과 평가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양과 크기가 제작

되며 각 모양과 크기에 따른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기계적, 기술적 방안

을 다각적으로 고안하고 있음(Petersen et al., 2003)

○ 전 지구적인 대기 변화와 해양생태계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 할 목적으로 유럽은 

SOPRAN (Surface Ocean Processes in the Anthropocene) project를 2007년 

발족하였으며, 폐쇄생태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그림 3-7)

- How changing atmospheric composition (e.g. increased CO2, dust) affects the

surface ocean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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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climate-related changes in surface ocean processes (upwelling, mixing,

light, biology) alter oceanic emissions to the atmosphere

- The mechanisms and rates of ocean-atmosphere material exchanges

[그림 3-7] SOPRAN 및 연구 협의체

3 연구 내용

3.1. 위해성평가 기술개발 및 가이드라인 구축

3.1.1. 폐쇄생태계 설계/디자인 

○ 고려사항 (Terms of reference) : 선택된 오염원 및 평가하고자 하는 해양생태계

구성성분 범위 및 기존 참고문헌을 토대로 확산범위 및 가능범위를 고려하여 

적용해야 하는 최적의 중형폐쇄생태계 형태 및 용량 선택. 고려 및 선택된 폐쇄

생태계를 최적 운용 및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및 운용 백(bag)의 설계 

및 제작(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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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생태계의 설치 위치(육상 또는 해상), 생태계 구성(부유, 저서 또는 부유/저서 

혼합형, 먹이단계 생물군, 개체수), 규모(1톤 - 수 백 톤), 물의 흐름조절(정치식, 해

수순환, 조석변화 등), 환경/노출인자 조절(온도, 염분, 부유입자, 유해인자 농도/

수준)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워 및 하드웨어적 설계/제작 역량 확보

[그림 3-8] 해상 및 저서생물 기반 폐쇄 생태계(좌) 및 폐쇄생태계 제작 매뉴얼 개발 사례(우)

3.1.2. 실험생태계 적용/연구 방안

○ 고려사항(Terms of reference) : 폐쇄생태계 실험을 통해 해석을 강화하거나 

난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오염원들의 현황 파악 ☞ 오염원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범위를 파악하여 실험에 필요한 규모와 타입을 선정 ☞ 위해성 평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대상의 레벨(분자학적 수준, 종 수준, 개체군 수준, 군집수준)

과 평가잣대(유전자 이상, 생리학적 반응이상, 기형발생, 영양학적 구조 및 기능

변화 등)를 선택 ☞ 폐쇄생태계를 이용하여 실험한 후 도출된 결과의 신뢰성

을 확보하고, 그 결과의 의미를 해석 ☞ 해당 오염원의 위해성 평가 기준 제시 

(관련 실험 방법 및 가이드라인 구축 및 제시포함) (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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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폐쇄생태계 적용 및 연구방안

○ 외래 유해생물 : 정기적/집중적 모니터링을 통한 외래 유해생물의 우리나라 

침입 여부 조사 및 대상 생물의 해양환경 거동 특성을 파악 후, 폐쇄생태계를 

통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통해 생리생태적인 특성 규명 및 제어 방안 제시

○ 유해물질 : 다양한 유종의 유류사고를 포함 새롭게 합성되어 시장으로 진입하는

신종 유해물질의 우선평가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해양

환경 내 거동특성(증발, 흡착, 분배, 분해, 침강 등), 생물축적(물-생물, 생물-생물,

퇴적물-생물 등), 생물독성(치사, 간독성, 신경독성, 내분비계독성, 발암/돌연

변이 영향 등)에 관한 평가를 수행

○ 산성화 및 빈산소화 : 해양생태계에서 해양 산성화 및 빈산소화와 유사한 폐쇄

생태계 (e.g. 산성화: 5톤 이상 부유식 중형 폐쇄생태계, 빈산소화: 육상 2톤 규모

+바닥 퇴적물을 구축하여 성층 재현 가능하게 제작)를 구축하여 해양 생물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태계 기능을 진단하고 미래 생태계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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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실험생태계 개선/리얼리즘 확보

○ 201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된 “현장 유사 폐쇄 생태계를 이용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체제 구축 연구”에 따르면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시 적어도 4개의 중항목과 19개의 소항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그림 3-10)

- Protocol Review :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물질 또는 오염원들의 분석

- Preliminary test : 현장 중형 폐쇄생태계 연구 전 실험실 또는 small-scale의 소형 

폐쇄생태계를 통한 물질의 threshold density 및 일차적 대상생물군의 영향 파악 

- 폐쇄생태계 test (현장 중형 폐쇄생태계) : 폐쇄생태계의 구조학적 연구 타당성 검증,

실험 기간 선정, 반복 횟수 등 자연생태계에서의 변화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에 대한 생태학적 현실성 증진을 위한 결정 후 생태계 위해성 평가 수행

- Post-experiment : 폐쇄생태계 연구 후의 오염원의 처리 및 연구 결과의 분석 및 

최종 결론 도출

[그림 3-10] 폐쇄생태계 개선/리얼리즘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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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항(Terms of reference) : 현실적으로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실험은 생태계

를 다루는 속성 상 실험실 실험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실험적 의미의 재현성

과 반복성을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음. 오히려 그 동안 배제되었던 실험실 실험

의 제한적 요소인 생태학적 현실성을 만족시키는 실험적 업그레이드 방법의 

도입이 선결요건임. 이를 위해 초기 실험시작 조건(대상 영양학적 성분, 실험

기간, 폐쇄생태계 내 해수용량, 실험생태계 내 수괴의 균질성 유지, 실험시기,

고유 군집간의 경쟁 관계파악, 대상생물 대량 확보 및 유지 시스템구축, 생물 

체내독성 평가, 상위포식자의 생물농축 경로 파악)이 실제 환경에서의 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함. 이에 선택된 오염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해양생태계 구성요소에 따른 최적화된 조건을 반복된 실험으로 찾아내는 것이

최우선임

○ 또한, 해양사고, 수온상승, 빈산소괴 형성 등 해양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은

바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실험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유해인자 노출시스템, 환경조건(수온, 염분, 산소,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3.1.4. Kio-Sphere 인프라 융합운영 방안 수립

[그림 3-11] Kio-Sphere 인프라 융합운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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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은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체제의 개발이 최우선 목표

이며,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위해 개발 및 기 개발된 다기능 폐쇄생태계를 이용

하여 최종적으로 다기능 폐쇄생태계 센터 (Kio-Sphere)를 설립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이 Kio-Sphere는 아래와 같이 3+1의 주 기능을 가지고 있음

1) 국내․외에서 개발된 해양 관련 오염원 및 신물질을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으로 활용

되기 전에 이 물질들이 해양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위해성 평가

연구를 수행

2) Kio-Sphere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실험실습의 장이며, 교육의 장임. 이러한 교육과 

실험실습의 장은 연구자를 위해 일차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활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학생, 교수, 외국 연구자 및 연구에 대해 호기심이 있는 일반 국민 등에게

도 개방되어야 함. 따라서 Kio-Sphere 내 생태계 위해성 평가 교육 센터를 설치

하여 전국 해양관련 대학의 학생, 교수 및 연구원들이 본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한 체계적인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수행할 계획임

3) Kio-Sphere의 또 다른 기능은 대국민 “교육-관광” 컨텐츠를 통한 대국민 홍보임.

이는 얼마만큼이나 체계적이며, 선진화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안전하게 평가를 

수행하는가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함으로써, 깨끗한 바다 및 친환경 수산물 이미지

를 부각시킬 수 있음

4) 추가적으로 국제적 폐쇄생태계 연구 컨소시움 구축 : 폐쇄생태계 연구는 단순히 한

분야의 연구자들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해야 하는 융․복합적 

연구임. 따라서 국내의 Kio-Sphere의 활용 증진과 함께 국제적 연구 컨소시움을 

구축하여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해야 함. 현재, 유럽연합 (EU)의 경우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MESOAQUA라는 컨소시움이 구축

되어 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등도 공동연구 체제를 수립하고 있음(그림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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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폐쇄생태계의 다양한 선진 사례

3.1.5. 한국형 해양생태계 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수립

○ 국외 현황

- 미국 환경 보호국 (US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EPA의 Office

of Pesticide Programs (OPP)에서는 생태학적 위해성 평가를 위해 폐쇄생태계

(mesocosm) 연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그림 3-13)

[그림 3-13] 미국 EPA의 물질 평가시의 Schema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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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비록 고효율의 살충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자연생태계에서 살충제가 자연

생태계에 어떠한 악영향을 보이는가에 대한 검증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임. 따라서

미국 EPA내 OPP에서 생태계 위해성 평가의 일련의 순서는 전문가들이 폐쇄생태계

실험방법을 검토한 후, 폐쇄생태계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결론

을 도출함. 이때 실험에 사용되는 폐쇄생태계의 적절성, 살충제의 적용법, 잔류성,

생물영향, 데이터의 정확성, 테이터의 정리, 통계분석의 항목들을 검토한 후, 최종

적으로 실험의 결과에 대한 결론을 도출함(Brussard et al., 1995)

- 특히 살충제의 안정성 입증을 위해 다양한 폐쇄생태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유

생물에서 어류와 같이 상위 영양단계에 걸친 다양한 생물을 포함하는 폐쇄생태계 

연못(mesocosm pond)에서 살충제의 영향을 조사하기도 함.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안정성 평가는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고 결과는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만 안정성

이 획득됨(그림 3-14)

[그림 3-14] 미국 EPA내 OPP의 폐쇄생태계를 적용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과정

○ 국내 실정

- 국내의 해양 폐쇄생태계(mesocosm)관련 연구는 [2.1.2 국내 연구 현황]과 같이 

1990년대 말에 시작하였음(표 3-1)

- 이렇게 초기의 2000년대 초반 및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부유생물에 중심의 단순화

된 연구에 따라 생태계 위해성 평가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음. 그러나 2000년 후반

으로 갈수록 생물군의 다양화와 함께 유류오염, 살적조 및 신물질의 평가를 점차

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폐쇄생태계 타입도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는 실정임 

(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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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직까지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 위해성 평가 보다는 생태계 

반응을 관찰하는데 목적이 있어,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이 정립

되지 않았음

[표 3-1]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국내 주요 선행 연구 사례

[표 3-2]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폐쇄생태계 연구의 주요 변화

- 따라서,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유사한 연구사례가 없으므로 참고 및 비교가 불가능

한 현실임. 현시점 국내에서 적용가능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범위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1) 다양한 폐쇄생태계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통한 자료확보가 필요

함. 2) 또한 개별 연구자들의 폐쇄생태계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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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맞는 최적 폐쇄생태계의 프로타입을 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함. 아울러 미국

EPA의 방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내 적용법을 모색하고 인공생태계의 적용을 

위한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 위와 같이 현재까지 개발된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는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또한 개별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실험이 되어 체계적인 방법론이 제시

되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체계적인 생태계 위해성 평가

를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확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4 연구추진 계획

4.1. 연구추진 방향 및 전략 

4.1.1. 연구추진 방향 

○ 폐쇄생태계를 통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의 연구추진 방향(그림 3-15)

[그림 3-15] 폐쇄생태계를 통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연구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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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연구추진 전략

○ 1단계 : 기반구축 (2014년~2016년) : 폐쇄생태계 위해성 평가항목 선정, 다양한 

규모 및 기능 부합형 폐쇄생태계 설계 및 제작, 폐쇄생태계 현실성 검증(표 3-3)

○ 2단계 : 발전단계 (2017년~2019년) : 생태계 위해성 평가 적용 오염원 파악 및 

선정, 위해성 오염원 별 최적 폐쇄생태계 특성 및 구조파악, 폐쇄생태계에서 

오염원별 위해성 평가 수행, 위해성 평가 적합 실험생태계 제작 완료, 폐쇄생

태계 현실성 검증 완료(표 3-3)

○ 3단계 : 응용 및 활용(2020년~2022년) : 다기능 폐쇄생태계 구축 매뉴얼 개발,

오염원별 폐쇄생태계 위해성 연구 가이드라인 개발, 실험생태계 연구-교육-관광

종합 융합운용방안 구축, 국제적 실험생태계 연구 컨소시움 구축 완료(표 3-3)

[표 3-3] 오염원 및 위해성 평가 관리기술 개발 연구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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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차별 목표 및 내용 

단
계

단계별 목표
연
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1

단

계

폐쇄생태계 

실험기반구축

1

폐쇄생태계 
위해성 평가 

항목 선정 방법 
표준화

• 기존 국내․외 연구사례 분석

• 각 오염원별 생태계영향 개념모델 설정 및 폐쇄생태계 평
가 종말점 및 방법론 설계

2

오염원 별 기능 
부합형 

폐쇄생태계 시범 
설계 및 제작

• 사전 조사(기후, 지형, 해수유동, 접근성 등)를 통한 최적
의 설치 장소 선정

• 오염원별 기능 부합형 부유, 저서, 육상환경 실험시스템 설계

• 환경인자(온도/염분도/교반 등) 자연환경 조절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안정성 확인

3

폐쇄생태계 현장 
대표성 및 
현실성 검증 
실험 수행

• 실험시스템의 재현성, 반복성, 현실성 검증 및 보완

• 오염원별 폐쇄생태계 실험의 프로토콜 작성

•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기능별 기술 습득

• 폐쇄생태계 제작 매뉴얼 개발

2

단

계

폐쇄생태계 시설 

및 기술 개발

1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위한 

오염원 파악 및 
선정

• 연구대상 오염원 (유해생물 및 유해물질, 유해환경) 선정

• 오염원별 생태학적 특성 파악

- 유해생물의 서식환경 및 분포 파악

- 유해물질의 대상연구매질 선정 및 노출 조건 선정

- 유해환경(산성화, 빈산소화 및 온난화) 평가를 위한 복합 
환경 선정

• 폐쇄생태계 내 오염원별 영향인자 분석

- 유해생물의 상위 영양단계의 생물독성 농축 평가

- 유해물질 생물축적/확대 연구대상 생물종 및 먹이망 선정

- 유해환경에 영향 생물 선정 및 평가

2

위해성 오염원 별

최적 폐쇄생태계 

특성 및 구조파악

• 오염원별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위한 최적 폐쇄생태계 개발

- 유해생물의 상위영양단계별 생물독성 농축 평가

- 유해물질의 매체간 분배, 생물축적, 생물확대, 독성영향
을 평가

- 유해환경 내 대상생물의 거동 평가

3

폐쇄생태계를 

이용한 오염원 별

위해성 평가수행 

• 폐쇄생태계내에서 유해생물 독성의 확산 및 상위단계별 
축적 경로 파악 및 위해성 평가 기준 산정 

• 유해물질의 위해성 평가 기준 산정

- 유해물질의 환경조건별 분해 및 제거특성 평가

- 유해물질의 매체 간 분배계수 산정

- 유해물질의 생물농축지수(BCF. BSAF), 생물확대지수(BMF)

산정

• 유해물질 노출에 따라 생물종별 생리생화학적 독성영향 
연구

• 유해환경 변화에 따른 생물 특이적 변화 평가

- 개별 대상 생물군별 수온 및 산성화 반응 분자마커의 선
정 및 특성 파악

- 대상생물의 생태적 기능(성장률, 크기, 형태, 섭식, 먹이
질) 변화 분석

- 대상생물의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규명

- 유해환경에 따른 감시 지표종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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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단계별 목표
연
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3

단

계

폐쇄생태계 

위해성 평가기술 

및 가이드라인 

개발

1

오염원별 

폐쇄생태계 

위해성 연구 

가이드라인 개발

• 각 오염원별 최적의 실험 환경 설정을 위한 사용자 가이
드라인 제작

- 유해생물의 생태계 영향 예측 및 위해성 가이드라인 개발

- 유해물질 환경거동/생물축적/생물독성 평가연구용 폐쇄
생태계 프로토콜 개발

- 유해환경 대응 지표 3-분자마커 및 지표종 개발

- 유해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2

다기능 

폐쇄생태계 구축 

매뉴얼 개발

• 오염원별 다기능 폐쇄생태계 구축 매뉴얼 개발

- 유해생물 (부유, 저서, 유영동물) 개별 평가연구용 생태계
매뉴얼 개발   

- 유해물질 환경거동/생물축적/생물독성 평가연구용 폐쇄
생태계 매뉴얼 개발

- 유해환경에 따른 생물군별 대응 매뉴얼 및 예측법 개발

• 폐쇄생태계의 안정적 운영․유지를 위한  시스템별 매뉴얼
제작

3

폐쇄생태계 연구 
컨소시움 및 

종합 
융합운용방안 

구축

• 국내 폐쇄생태계 연구 선도적 위치 선점

• 국외 폐쇄생태계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유해생물, 유해물질, 유해환경별 생태계 위해성 평가 네트
워크를 통한 융합연구 개발  

• Kio-Sphere를 통한 연구, 교육, 홍보 체계 개발

4.3. 연차별 추진계획  

연구분야 분류
연구단계

연구비

합계

(억)

1단계(3년) 2단계(3년) 3단계(3년)

중분류 소분류 1 2 3 4 5 6 7 8 9

오염원 

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폐쇄생태계 실험기반구축 10 10 5 25

폐쇄생태계 시설 및

기술 개발
10 10 10 10 5 5 50

폐쇄생태계 위해성 평가기술

및 가이드라인 개발
10 5 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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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5.1. 미래비전

○ 폐쇄생태계를 통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는 해양의 임상실험으로 생태계를 안전

하게 유지 및 복원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의 국제적 해양환경 이슈에 대한 과

학적 해답을 풀 수 있음

○ 전 지구적 해양산성화 추세 예측을 위한 생태계 생물 영향 평가 핵심 기술 확보

할 수 있음

○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모사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폐쇄생태계 및 운영 능력

을 확보함으로서 국내 해양과학 분야의 위상 제고

○ 다기능 폐쇄생태계 센터(Kio-sphere)의 구축은 복잡한 해양생태계를 이해 및 

진단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적 힐링 공간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것임

5.2. 기대성과

5.2.1. 기술적 측면 

○ 다양한 규모와 목적의 폐쇄생태계 개발을 통해,

- 복잡한 해양생태계 모사실험 가능

- 복잡한 생태계의 기능 및 구조 변화를 파악 가능

- 다양한 생물종 및 보존가치가 높은 종들의 위해성 평가 기준 확립 가능

○ 국내외 해양환경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이슈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폐쇄생태계를 확보함으로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음

○ 체계화된 폐쇄생태계 연구의 가이드라인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폐쇄

생태계 연구를 선도할 수 있음

○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인의 해양환경 거동 및 생태계 반응/영향 평가를 

통한 해양생태계 관리역량 강화

○ 폐쇄생태계를 활용한 국제적인 해양환경 이슈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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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경제․산업적 측면 

○ 폐쇄생태계내에서 다양한 신물질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시,

- 자연환경에 직접 투입하여 실험하는 비용과 환경교란의 위험성 감소

- 환경복구비용을 최소화

-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처리 방안 강구

- 국민 보건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

○ 해역의 건강성 회복할 수 있으며, 국민과 함께 믿고 휴식할 수 있는 힐링 이미지

부각

○ 사회적 관심사 환경영향 요인에 대한 미래 해양생태계 변화상을 실시간, 실제적

으로 보여 줄 수 있어 사회적 이해 및 관심 향상 

5.3. 활용방안 

○ 다양한 규모 및 형태의 폐쇄생태계의 개발로 연구, 교육 및 일반인들의 이해

증진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어 대국민 홍보 및 교육-관광산업으로 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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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과제Ⅲ] 갯녹음 진단/예측/힐링 기술개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1. 연구의 필요성

1.1.1. 연구개발 배경 

○ 갯녹음이란 수중 암초지대의 모자반류, 다시마, 감태, 대황 등 갈조류 식물의 

해조군락이 소멸되고, 먹이생물로써 가치가 없는 석회조류가 번무하여 바위 

표면이 홍색 또는 백색으로 변하여 어장이 황폐화되는 현상임 

○ 갯녹음의 원인으로는 생태학적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나뉨

○ 생태학적 원인에 의한 갯녹음은 수 십년이나 그 이상이 흐른 뒤 언젠가는 회복

이 되는 가역적인 과정임

○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는 해조장 뿐만 아니라 무절석회조류를 비롯한 모든 

연안 생물에 영향을 미쳐 사멸에 이르게 하는 불가역적인 과정

○ 조식 동물에 의한 섭식등이 해중림 쇠퇴와 갯녹음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분

명하나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광역성 갯녹음 현상을 설명하기는 

미흡함

○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수온상승이 식생의 지리적 분포를 바꿔 놓고 있

다는 주장도 주목받고 있음(Kim and Chang, 1992)

○ 이러한 갯녹음 지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의 

바다에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갯녹음 지역은 해마다 1,200㏊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양

환경의 변화로 수산업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막대하며, 현재까지도 갯녹음 

지역은 점차 확대되어 2004년 7,000ha에서 2012년 16,000ha로 증가함

○ 특히, 갯녹음은 제주도에서 전체 마을어장의 31.4%로 가장 심각하며 경북 

15.6%, 울산 17.9% 등 동해안지역에서도 갯녹음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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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의 필요성

○ 갯녹음의 원인으로는 빈산소/빈영양화, 조식성 동물의 증가, 하수 유입에 따른

오염, 수온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음 

○ 갯녹음 지역은 바다숲을 조성하는 대형 해조류 (모자반류, 감태 등)의 부착 기반

이 상실되어 해조류 자원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해조류를 섭식하는 전복, 소라

등의 유용 무척추 동물의 먹이부족 및 안정된 서식 공간 등이 상실됨

○ 또한, 바다숲을 이용하는 어류의 산란장 및 서식장이 소실되고, 갯녹음 현상 

심화로 인해 수중경관 훼손 및 생물 다양성이 감소됨

○ 강릉연안에 서식하는 개다시마의 현존량은 1994년도부터 1998년까지 격감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김 등, 1999), 2000년도 초기에는 해양환경의 급속한 변화

로 인해 갯녹음 현상이 진행 

○ 갯녹음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미역, 다시마 등의 상업성 해조류, 전복, 소라 등의 

잠수기 어업 생물 급감으로 인한 수산업 종사자들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이 발생함 

○ 따라서, 갯녹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다숲 

조성 사업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간 180억원 이상의 막대한 금액이 바다숲 

조성 사업비로 사용되어짐 

○ 또한,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35,000ha의 바다숲 조성을 목표로 3,110억의 예산

을 투입할 예정임

○ 2013년도 동해안 저도 어장에 갯녹음 현상이 심화되어 어업인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함. 하지만 조사 결과, 갯녹음 현상은 어업인들의 무분별한 

해조류(미역, 다시마 등) 채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당지역에서의 해조류 

채취를 1년간 금지시켜서 갯녹음 현상을 해결함 

○ 갯녹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바다숲 복원사업은 바다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나, 갯녹음의 정확한 원인 분석 후, 진단 및 예측을 위한 기법은 

반드시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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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표

○ 한반도 연안역의 갯녹음 정밀 진단/모니터링을 통한 유형별 갯녹음 원인 규명

○ 갯녹음의 유형별/진행단계별에 따른 갯녹음의 등급화 및 진단/예측 기법 개발

○ 갯녹음 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힐링기술 개발

○ 개발된 진단/예측/힐링 기술을 적용한 실해역 적용 시험

2 국내․외 연구 동향

2.1. 국내 연구 동향

○ 2013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제정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바다

녹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 

○ 2002년 강릉원주대학교에서는 ‘갯녹음 (백화) 현상의 원인 규명 및 대책’ 과제

를 수행하여 동해안의 갯녹음 진행단계를 파악하고, 해조의 식생 천이현상을 

분석함

○ 2008년부터 2009년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갯녹음 발생 동태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동해남부 울산해역, 동해안(가원, 경북해역), 제주해역, 남해안

의 갯녹음 발생 동태조사를 하였음 

○ 연구에 따르면, 2009년까지는 조사 해역 모두 갯녹음 해역에 비해 천연 바다숲

해역의 해조류 다양성 및 현존량이 높게 나타남 

○ 또한, 조사 해역에 서식하는 해조류와 조식동물간의 출연 종수와 현존량은 특별

한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음 

○ 경상북도에서는 갯녹음 지역에 바다숲(40개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함 

○ 농림수산식품부 (현 해양수산부)에서는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전국 

연안 38개소에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약 540억원을 투입

○ 또한, 2013년도부터는 ‘바다숲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서·남·제주 해역에 

9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1,337ha의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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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갯녹음 발생해역 및 바다숲 조성가능 수역을 매년 조사

하여 희망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여 바다

숲을 조성할 계획

○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기능성 어초 개발과 해조류 착생 등 인위적인 해중림

조성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 POSCO에서는 철강 제조공정에서 생성되는 철강슬래그를 가공한 재료를 이용

하여 바다숲 조성을 위한 어초 및 부자재로 개발 

○ 2013년도 제주도의 CM비오텍이라는 회사에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바다숲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여 모판에 유용미생물 처리 과정을 거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비교한 결과, 미생물 처리한 부분에서 7일만에 모자반이 착생함 

2.2. 국외 연구 동향

2.2.1. 일본

○ 바다숲 조성사업을 ‘풍부한 바다의 숲 조성사업’ 또는 ‘갯녹음 대책 사업‘으로 

부르고 있으며, 중앙정부(수산청)와 지자체(도도부현)에서는 수산기본계획, 어황

어장정비장기계획 또는 자체사업으로 바다숲을 복원 및 조성해 왔음

○ 수산업적인 측면에서 갯녹음에 대한 연구가 100여년 전부터 이루어졌으며, 일

본 도호쿠제국대학 엔도 기치사부로는 1902년 그 당시의 농상무성에서 “해조 

갯녹음 조사보고”를 낸 후 1911년에 해산식물학에서 해조류 감소론의 일부로

서 갯녹음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음

○ 북해도 대학 지구환경과학과에서는 1994년 7월 갯녹음의 현상과 과제라는 지

구환경 심포지엄에서 ‘세계의 갯녹음 현상’, ‘북해도의 갯녹음 현상과 대책’,

‘다시마의 감소에 대한 대만난류의 변동’, ‘해조생태학의 입장에서 본 갯녹음

이란’, ‘석회조의 확대요인에 대해서’ 등과 같은 주제로 갯녹음의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이 현상을 이해하고 원인을 분석하였음

○ 일본 동북대학에서는 갯녹음 발생의 과정을 해황변동에 의해서 해조숲이 일시적

으로 줄어드는 틈새를 이용하여 공간확대가 계기가 되어 다년생 해조로부터 

무절석회조 등 각상(껍데기 모양) 해조로 퇴행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천이 과정

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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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도 국내와 유사하게 연안에 분포하는 대황과 감태 등의 해조류 군락이

돌연 소실하는 갯녹음 현상(무결석회조 군집이 발생)이 나타나서 전복 어획에 

큰 피해를 주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 수온상승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고되었음 

○ 그러나 수온상승이 원인이라 생각하지 않은 수역에서는 오염수의 유입과 하천 

또는 육지에서 폐수가 유입되어 광량을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

○ 일본 수산청에서 갯녹음 현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으로 1998∼2002년에 걸쳐

서 갯녹음 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갯녹음의 진단방법, 갯녹음의 발생과 지속 

요인, 여러 해역의 갯녹음 실태를 정리하고 갯녹음 진단지침을 작성

○ 갯녹음 진단지침은 전 연안의 발생상황을 기초자료와 탐문에 의해 파악하고 

모델해역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의해 해조군락의 분포

상황, 생활형분류, 바다숲 구성종의 연급군 조성 및 조식동물의 서식밀도, 연령

구성, 성장 성숙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갯녹음 현당의 진행판정 및 갯녹음의 

지속요인을 평가하는 수법을 확립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갯녹음현상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갯녹음현상 진단 조사를 수행

하고 있는데, 잠수관찰 뿐만 아니라 단번에 갯녹음 현상(조장)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위성 화상이나 항공사진(광학적 조사법), 음향 측심기(음향적 조사법)

을 활용한다거나 원격탐사(대상물로부터 반사 또는 방사되는 전자파를 측정·

기록해서 지표부근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조사방법을 고안하고 있음(안도 

히로시, 2005)

[표 4-1] 광학적 조사법 분포 조사의 사진 판독키 (안도 히로시, 2005)

판독키
구분

색조 감촉 생육기반

거머리말
녹색, 옅은 

다갈색이 혼재
곱고, batch 모양 사니(砂泥) 가능

대형해조류 갈색 거칠다 전석, 암반, 조약돌 추정

해중림 어두운 갈색 매끄럽다 전석, 암반, 조약돌 추정

기타 갈색, 짙은 갈색 곱다 전석, 암반, 조약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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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항공사진으로 판독한 갯녹음 현상 (안도 히로시, 2005). 

하얗게 개소가 된 부분이 갯녹음 현상임

[표 4-2] 음향학적 조사 장치의 특징 (안도 히로시, 2005)

장치명
조사
범위

종류
조성

엽체
길이

조장
면적

비용 유의점

어군탐지기 좁다 O O X 싸다 출력결과가 단편적

사이드 스캔 
음파탐지기

넓다 X - X 비싸다 암초성 조장의 판독은 곤란

내로우 멀티 빔 넓다 O O O 비싸다 천수심은 맞지 않음

주) 잠수관찰도 동시 조사한 경우

○ 일본 수산청은 2004년부터 ‘갯녹음 대책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긴급 갯녹음

현상대책 모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조군락과 그 변동, 갯녹음현장 조장의 

회복․잔존 사례, 갯녹음현상의 회복사업, 갯녹음현상 대책과 문제점을 파악

하고 있음(후지타 다이스케, 2005). 검토위원회는 2007년 기존 갯녹음 관련 연구

성과를 정이 분석하고 17개 지자체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갯녹음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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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녹음 대책 가이드라인은 ‘긴급 갯녹음 대책 모델 사업’의 결과를 정리한 것

으로 갯녹음 대책 과정과 갯녹음 제거 기술을 수록하여 어업인이 갯녹음 발생

과 지속 원인을 파악하여 그것을 제거하고 해조류 증대를 위한 최적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갯녹음 치유와 해조류 회복에 대한 성과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음

(그림 4-2)

[그림 4-2] 갯녹음 대책 추진과정과 갯녹음 제거 기술 (KMI, 2010)

○ 일본 수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다숲 조성 관련 정책은 중점추진분야와 사업

자원분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음. 중점추진 분야는 바다숲 조성 R&D 또는 

일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원 분야는 위탁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 중임(표 4-3)

[표 4-3] 2010년 기준 일본 수산청 바다숲 조성 관련 정책 (KM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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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산청에서는 갯녹음 대책 가이드라인을 전국 각지로 전파하여 정착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풍부한 바다만들기 추진협회’에 사업을 위탁

시키고 있음. 사업내용은 첫째, 해조류 조식어류의 낚시로 구제, 둘째, 전문가 

및 강습회를 활용한 갯녹음 대책 가이드라인 강습회 개최, 해조장 조사 강습회

개최(해조장 조사 방법 등), 넷째, 갯녹음 대책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등임

[그림 4-3] 갯녹음 대책 가이드라인 전파 예

 2.2.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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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인근해역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천연의 해초 바다숲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해역은 미국 전체 해초 바다숲의 90%를 차지함

○ 동일 해역에서 각종 배출수에 의한 연안 오염, 준설 및 매립 등의 개발행위,

각종 해양 레저 활동에 의해 바다숲 파괴되고 있다고 판단함

○ 이를 해결을 위해 1) 해초를 보식하거나 2) 바다에 말뚝을 박아 보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3) 바다새의 배변으로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해초가 성장하여 

복원되는 방법을 실시

○ 관리체계는 연방정부의 NOAA(해양대기청), FWS(어류야생생물국), 환경청   

(EPA)와 주정부의 FDEP(환경국), FWC(어류야생생물보존위원회), 그리고 민간

단체의 협력으로 진행함. 민간단체는 주로 복원 관련 자원봉사활동과 교육 활동

으로 주도함 

○ 한편 버지니아주에서는 해양관련 연구기관들의 collaboration으로 갯녹음 연구

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eelgrass 위주의 해조숲 조성으로 수행되고 있음 

(그림 4-3)

[그림 4-4] eelgrass의 씨를 성숙시키는 장면 및 바다에 이식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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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3.1. 갯녹음 진단 기술

3.1.1. 한반도 연안역의 갯녹음 현상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핵심해역 선정

○ 한반도 연안역의 갯녹음 현황 파악 및 기존 자료와의 비교 연구

- 동해안 연안의 갯녹음 현황 파악

- 울릉도·독도 연안의 갯녹음 현황 파악

- 남해안 연안의 갯녹음 현황 파악

- 제주도 해역의 갯녹음 현황 파악

- 한반도 연안역 갯녹음에 관한 기존 자료 분석    

○ 갯녹음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한 갯녹음 원인 분석 

- 각 해역별 갯녹음에 관한 원인 분석 (조식동물, 해양오염, 담수유입, 무절제한 해조

류 채취 등)

○ 갯녹음 심화 해역, 갯녹음 진행 해역, 건강 대조 해역 선정 

- 현장조사의 분석으로 인한 갯녹음 진단 및 현황 파악

- 갯녹음 심화 해역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해역 선정

- 갯녹음 진행 해역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해역 선정

- 건강한 해조숲 해역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해역 선정

○ 갯녹음 현황에 따른 장기 모니터링 핵심해역 선정

- 동해안 연안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핵심해역 선정(최소 12 site 이상)

- 울릉도·독도 연안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핵심해역 선정(최소 6 site 이상)

- 남해안 연안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핵심해역 선정(최소 6 site 이상)

- 제주도 연안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핵심해역 선정(최소 12 site 이상)

○ 현장조사를 통한 핵심 모니터링 해역 조사 및 분석

- 월 1회 이상 장기모니터링 핵심해역 조사 

- 월 2회 이상 집중 모니터링 해역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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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핵심해역 갯녹음 생태계 모니터링 실시

○ 연구 핵심 해역의 해조류 군집 정성/정량 분석

- 엽상형 해조류의 서식 및 군집 분석

- 석회조류의 종 및 군집 분석

○ 연구 핵심 해역의 해양 저서 생물(조식성 동물) 반응 분석

- 조식성 동물의 종 및 군집 분석(성게, 전복, 어류 등)

- 갯녹음이 해양저서생물의 번식/생리/면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

○ 대상해역의 생물다양성, 군집특성, 기능 분석

- 장기모니터링 핵심해역의 생물다양성(해조류, 해양무척추 동물, 어류 등)

- 장기모니터링 핵심해역에 서식하는 종들의 군집 분석

- 장기모니터링 핵심해역에 서식하는 조식성 동물의 유전적 다양도 분석

○ 서식지 지형·지질 특성 및 생물상 정밀 영상 mapping

- 서식지 정밀 모니터링을 이용한 갯녹음 현황파악 및 진단

3.1.3. 핵심해역 해양환경특성 시계열 연속 모니터링

○ 물리화학적 환경 요인과 갯녹음과의 연관성 분석

- 갯녹음 심화지역, 갯녹음 진행지역, 건강한 해조숲 지역에 대한 장기모니터링으로 

물리적 요인과 갯녹음과의 연관성 분석

- 갯녹음 해역에 대한 장기모니터링으로 호학적 환경요인과 갯녹음과의 연관성 분석

○ 과거 환경특성 자료 분석을 통한 해역별 환경요인 변동성 비교

3.1.4. 갯녹음 반응 지표 발굴

○ 핵심해역 서식하는 주요 해조류, 무척추 동물 대상 진행단계별 지표 4-후보종 

선정

- 장기모니터링 핵심해역(36 site)에 서식하는 엽상형 해조류 지표종 선정

- 장기모니터링 핵심해역(36 site)에 서식하는 해양무척추동물 지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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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녹음 진행 해역 서식 주요 종 생리 지표 4-탐색

- 갯녹음 진행해역 및 건강 해조숲 해역에 서식하는 엽상형 해조류 지표종의 유전적 

다양도 탐색

- 갯녹음 진행해역 및 건강 해조숲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무척추동물 지표종의 유전적

다양도 탐색

○ 주요 종의 환경 반응 유전자 지표 4-탐색

- 장기모니터링 핵심해역에 서식하는 지표종의 주요 환경 반응 유전자 탐색

3.2. 갯녹음 예측 기술

3.2.1. 한반도 연안역 갯녹음 유형별 분류체계 및 진단예측 기술 개발

○ 갯녹음 현황 자료 분석/실해역 조사를 통한 갯녹음 발생 원인별 분류체계 수립

- 갯녹음 심화해역, 갯녹음 진행해역, 건강 해조숲 해역의 장기모니터링 자료 분석으로

인한 갯녹음 현황 자료 분석 및 갯녹음 진행 예상

○ 갯녹음 유형별, 진행 단계별 등급화 및 진단 기준 마련

- 갯녹음 원인에 따른 갯녹음 진단 및 예측 기준 마련

- 갯녹음 진행단계에 따른 갯녹음 진단 및 예측 기준 마련

- 갯녹음의 유형별, 진행 단계별 등급화

○ 효과적이며 정밀한 갯녹음 진단 기법 개발

- 월 1회 이상의 장기모니터링으로 인한 효과적이며 정밀한 갯녹음 진단 기법 개발

○ 갯녹음 발생 취약 해역 및 갯녹음 진행 단계 예측 기법 개발    

- 갯녹음 원인별 진단으로 인한 갯녹음 발생 취약해역 선정 

- 갯녹음 진행별 등급화로 인한 갯녹음 진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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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갯녹음 힐링 및 확산 방지 기술 개발

3.3.1. 갯녹음 유형별 힐링 기술 개발

○ 해양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갯녹음 힐링 기술 개발

- 해조류(저분자/고분자 화합물)를 이용한 갯녹음 확산 방지(조식섭취동물 기피물질)

연구

- 해양무척추동물(저분자/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갯녹음 확산 방지 (조식섭취동물 

기피물질) 연구

○ 갯녹음 발생 원인별 맞춤형 힐링 기술 발굴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갯녹음 힐링 기술 개발

○ 갯녹음 힐링 기술 실해역 적용 실증

- 인공중형폐쇄 생태계를 활용한 갯녹음 예측 기술 적용

- 인공중형폐쇄 생태계를 활용한 갯녹음 힐링 기술 적용 

○ 해역별 환경특성에 적합한 해조숲 조성 가이드라인 제시

- 원인에 따른 적합한 해조숲 조성 가이드라인 제시

- 진행단계에 따른 적합한 해조숲 조성 가이드라인 제시

- 실해역 적용 실증으로 빠르고 정확한 갯녹음 힐링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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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추진 계획

4.1. 연구추진 방향 및 전략 

4.1.1. 연구추진 방향

○ 갯녹음 현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갯녹음 현상 발생 요인별 해조류 및 주변

생태계 반응 파악

○ 갯녹음 해역의 실해역 해양환경 정밀 모니터링 및 갯녹음 분류체계/진단기술 

개발

○ 갯녹음 진단/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갯녹음 회복 진단/예측 기법 연구

○ 갯녹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해양환경제어/해양바이오 기술 응용

○ 규명된 갯녹음 발생 요인별 힐링 기술 개발

○ 갯녹음 힐링 통합 가이드 라인 제시

[그림 4-5] 갯녹음 진단/예측/힐링을 위한 연구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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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연구추진 전략

○ 현재 갯녹음 연구 및 대응 기술 개발은 어초를 활용한 해조숲 조성에 치중하여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무조건적인 해중림 조성을 탈피한 갯녹음의 정확한 진단과 원인 파악이

급선무

○ 갯녹음 유형별 발생, 확산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이 필요하며, 반응지표 

발굴 및 환경변화와의 관계성 분석을 통한 갯녹음 발생 예측 기술 개발 필요

○ 갯녹음 초기 대응/확산 방지/갯녹음 해역의 효과적 복원 관리 시스템에 필수

적임 

○ 따라서, 해양바이오테크노러지를 활용한 친환경적, 저비용의 갯녹음 힐링기술 

개발은 이차적 환경문제 없는 고부가가치의 갯녹음 대응 기술로서 넓은 면적 

적용 가능하며, 건강한 바다숲 관리가 수월함   

[그림 4-6] 갯녹음 진단/예측/힐링을 위한 연구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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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차별 목표 및 내용  

단
계

단계별 목표
연
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1

단

계

갯녹음 현상 

원인 규명/진단 

연구

1

갯녹음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 한반도 갯녹음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핵심해역 선정

• 연구 핵심해역의 해양환경 특성 시계열 연속 
모니터링

• 갯녹음 지역의 해양생물 모니터링 (해조류,

무척추동물) 실시

2
갯녹음 원인 

파악 및 진단

• 기존 연구자료 분석 

• 갯녹음 반응 유전자 지표 4-발굴

• 갯녹음 진행도 및 발생 유형 분석

3 갯녹음 분류
• 갯녹음 발생 요인별 현장 제어 실험

• 갯녹음 분류체계 및 진단 가이드 라인 선정

2

단

계

갯녹음 예측 및 

힐링 기술 개발

1

갯녹음 

발생별/유형별 

분류 체계 수립

• 실해역 조사를 통한 갯녹음 발생 원인별 
분류체계 수립

• 갯녹음 유형별, 진행 단계별 등급화 및 진단 
기준 마련

2

갯녹음 
진단/예측 기법 

개발

• 효과적이며 정밀한 갯녹음 진단 기법 개발

• 해역별 환경 특성에 적합한 해조숲 조성 
가이드 라인 제시

3

갯녹음 
발생별/유형별 
힐링 기술 개발

• 해양 바이오 매스를 이용한 갯녹음 힐링 
신기술 개발

• 갯녹음 발생 원인별 맞춤형 힐링 기술 개발

3

단

계

갯녹음 정밀 

진단/예측 

시스템 구축

1
갯녹음 회복 

시스템 구축

•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위적 환경 
요인별 갯녹음 발생 원인 도출을 통한 
갯녹음 회복 시스템 구축

• 해역별 발생 유형별 갯녹음 힐링 시스템 구축

2

Mesocosm

연구를 이용한 
갯녹음 

진단/예측 
시스템 구축

• mesocosm을 이용한 갯녹음 정밀 진단 검증 
시스템 구축

• mesocosm을 이용한 요인별 갯녹음 
진단/예측 시스템 구축

3

해양바이오기법
을 이용한 
갯녹음 

해소/완화 
시스템 구축

• 갯녹음 정밀진단에 따른 갯녹음 확산 방지 
시스템 구축

•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해조류 성장 촉진 및 
해조숲 조성 시스템 구축



IV. [세부과제 III] 갯녹음 진단/예측/힐링 기술개발

101

4.3. 연차별 추진계획  

연구분야 분류
연구단계

연구비

합계

(억)

1단계(3년) 2단계(3년) 3단계(3년)

중분류 차년도
소분류 1 2 3 4 5 6 7 8 9

갯녹음

갯녹음 현상 원인 규명 및 
진단 연구 

10 5 5 20

갯녹음 예측 및 
힐링 기술 개발

20 20 20 60

갯녹음 정밀 진단 및 
예측 시스템 구축

10 10 10 30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5.1. 미래비전

○ 갯녹음 지역의 정확한 원인별 진단/예측에 따른 저비용 고효율의 해양환경 복원

가능

○ 연안 암반 생태계의 효과적 모니터링 기법 개발 적용을 통해, 갯녹음 해역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며, 진단기술 및 체계 수립으로 국내 연안 관리에 

기여함 

5.2. 기대성과

5.2.1. 기술적 측면 

○ 갯녹음 관련 국가 연구기관 및 시행기관, 관련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및 핵심 

정보 제공을 통한 연구성과 극대화

○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장기적 변동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예측 

모델 적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연안 생태계의 변화 예측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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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연구소의 현장 접근성 및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실해역 실증 실험장 운용을

통해 효과적인 갯녹음 대응방안의 실효성 검증 가능 

5.2.2. 경제․산업적 측면 

○ 갯녹음 힐링 기술의 성공적인 개발은 연안 수산업에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 창출

가능

5.3. 활용방안 

○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다숲 조성 사업에 해역별/환경특성별 적합가능

하고 성공률 높은 복원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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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세부과제Ⅳ] 기후변화 영향 진단/예측/대응 기술 개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1. 연구의 필요성

1.1.1. 연구개발 배경

○ 인간 활동의 증가로 인해 지구환경은 인류사회가 대응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속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의 생물, 물리, 화학적 환경프

로세스와 이들의 상호관계를 포함한 해양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 IPCC는 2013년 9월 발표된 WG-1의 5차 보고서에서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

가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온도가 2.6～4.8℃, 해수면은 45～8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이 실패할 경우 한반도는 최고 

5.3~6℃ 증가하며 아열대화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전세계 해양과학 선진 국가들은 전지구적 규모의 해양시스템을 조절하는 해양

물리, 화학 그리고 생물․생태 요소들과 프로세스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미래 지구환경변화를 예측하기위한 대형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프로그램

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의 국가로 OECD 국가 중 1인당 배출 

증가율은 세계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기반 조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2013년 신정부의 출범에 맞춰 창조경제에 중점을 둔 5대 국정목표, 21개 중점

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주도적 역할 수행을 실행 목표

로 설정하였음

○ CO2 증가와 관련된 해양환경의 산성화, 온난화, 탈산소화에 따라 다양성, 생산력,

물질순환, 성층, 산소발생, 기후가스 격리등 해양생태계 구성요소와 기능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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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연구는 21세기에 해양과학이 풀어야 할 커

다란 도전임

○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통해 미래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예측/관리 

기술력 확보와 실행은 우리원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나, 현재 기후변화

와 생태계 반응에 대한 연구의 개발 및 진행은 매우 부족한 상태임

[그림 5-1]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환경변화와 관련된 생태계 기능 및 구성요소

1.1.2. 연구개발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 기후변화는 해양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연결되며 이는 미래의 지구

시스템의 변화와 연결됨. 따라서 기후변화에 연동되어 나타나는 해양생태계의 

변화 이해/예측/관리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과학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함

○ CO2 증가에 의한 기후변화는 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 등 3대 환경 악제를 동반

함. 이들 3가지 환경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여 지속적 

모니터링과 신기술의 개발이 뒷받침되는 연구개발을 통해서만이 해양생태계

에 나타나는 변화의 진단과 이해 그리고 예측과 관리능력의 확보가 가능함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동과 해양의 수온상승은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향후 한반도 주변 해양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장기적 관측과 연구자료의 확보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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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연구들은 해양생태계가 지구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

고 있음(Doney,2010; Pachauri & Reisinger 2007). 특히 해양생태계의 미생물

들이 물질순환과 기후가스조절, 먹이망 등 지구환경을 조절하고 있음이 밝혀짐

에 따라 분자적 방법을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기능변화를 파악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Furman 2009)

○ 대표적 연구프로그램인 C-MORE (Center for microbial oceanography: research

and education)는  최근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분자연구기술을 이용 이전에는 

알 수 없던 미세생물들의 구조, 다양성 및 기능의 파악과 기존의 사용하던 미

세생물학, 해양학, 생태학 등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융합한 연구 활동을 통해 

미생물의 에너지 변환, 탄소 격리, 물질순환, 지구환경변동에서의 기능과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반응/예측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림 5-2)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반응연구를 통해 국가

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환경의 예측 및 대응기술을 발전

시키는 장기 전략이 필요함

[그림 5-2] C-MORE의 주요 연구 제안 테마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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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측면

○ IPCC는 WG-1의 5차보고서에서 기후가스 감축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우리

나라는 최고 5.3~6℃ 증가하며 아열대화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

는 해양시스템과 생태계 기능의 전반적인 변화가 동반되며 엄청난 재해비용이

초래될 것이므로 국가는 막대한 재해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함

○ 기후변화와 깊이 연관된 3가지 해양환경악제(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의 영향

은 광범위하고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변화보다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비용의 증가속도나 규모는 현재 경제적인 평가가 불가능함

○ 최근 한반도 주변해에서도 뚜렷한 수온 및 해수면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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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 대구 등 한류성 어류의 어획량 급감 등 수산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와 수산산업 재편을 위해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기후변화 반응/예측/대응 연구를 통한 미래기초기술의 발전이 

요구됨

○ 기후변화는 어업 등 수산활동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에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옴. 특히,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서태평양은 세계에서 어류생산량이 가장 많은 해역으로서 세계 해양 어류

어획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환경과 해양

생태계 및 수산생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은 국가 

경제․산업의 장기플랜 수립에 매우 중요함

○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으로 동해의 어류와 오징어류의 자원변동 및 어종교

체가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구조 변화를 감지하고, 적응 

방안 마련을 통한 대어민 피해 저감방지 및 새로운 어업 소득원 창출을 위한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발전이 필요함

○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약 1/4 가량은 해양으로 흡수되어

해수의 산성도를 증가시키며 21세기 말에는 해양의 pH가 현재보다 약 0.2～

0.5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중 CO2 농도가 증가하면 CO3가 감소하여 탄산

칼슘 성분의 골격을 갖는 생물들의 성장이 어렵게 됨(그림 5-3). 해양산성화 

연구자들은 해양산성화가 지속되면 2050년 까지 대부분 해양에서 산호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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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이 불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물고기 개체수가 감소하며 식량부족과 수산

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음 

○ 국내 연구 결과(Park et al.,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산업혁명 이후

에 급속한 산성화가 진행되었으며 탄산칼슘을 골격으로 하는 생물상의 서식지

가 줄어들고 있음을 제시하였음. 이에 해양산성화 변화에 따른 유용 생물자원

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기후변화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와 유기물 유입정도와 분포변화도 해양의 탈산소화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Keeling et al. 2010). 탈산소로 인한 OMZ(Oxygen

minimum zone)이 늘어나게 되면 유영생물들은 회피를 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등 생물지리분포에 변화가 나타나며 수산업의 재편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림 5-3] 해수의 pH 이온 증가에 따른 탄산칼슘 평형 변화 

다) 사회적 측면

○ 기후변화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3가지 환경악제(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의 

영향은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변화보다 급격한 속도로 진행

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은 국가의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음. 만약 

IPCC가 제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국가와 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엄청난 사회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임. 따라서 미래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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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국가의 장기적 기후변화 대책 수립과 사회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21세기 해양과학이 해결해야할 주된 임무임  

○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에 도래할 기후변화 시나

리오에 대한 보다 신뢰성 높은 예측임. 그 다음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

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즉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평가임. 정부정책은 결국 기후변화

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기술개발방향이 설정되

어야 함. 우리원은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기후변화 반응 및 예측 기술 개발을 

통해 올바른 정부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과학적 자료와 대응 계획을 제공해

야할 책임이 있음

○ 전 지구 규모의 기후변동이 한반도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은 국민

들에게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측면에서 가치가 크며, 국민의 환경

의식 향상은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문화를 확산시켜

국가의 또 다른 성장 축으로서 작용할 것임

○ 정부는 200 해리 경제수역의 선포를 통해 자국의 연안자원 확보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해양자원을 연안국들 상호간에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하고 보존해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음. 주요 수산자원생물(특히, 어류)은 여러

해역에 걸쳐 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인접국가들은 공동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짐.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생물다양성협약,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FAO

책임수산업행동규범 등 각종 국제해양관련협약시 주도적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해양생태계의 진단/예측/관리 및 과학적 자료의 생산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1.2. 연구의 목표

○ 한반도 주변해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와 생태계변화 모니터링/진단/예측

기술고도화를 통한 근미래 예측 능력 강화 및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

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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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연구 동향

2.1. 국내 연구 동향

2.1.1. 기후변화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93~1998년 “쿠로시오 해역과 동중국해의 해양순환 연구”

를 통해 해양과정 및 해수순환을 규명하고자 하였음. 2003~2008년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남해(동중국해 북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연구”를 진행하며

동중국해의 해황 및 해수 특성분석, 화학적 특성, 하위영양단계 생태계특성,

기후변화 시나리오 예측 모델 경과 분석 등 환경과 생태계의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음. 또한, 2006~2011년 “샨샤댐 건설로 인한 남

해(동중국해)의 해양환경연구”를 진행하며 샨샤댐 건설이 동중국해 북부 해역

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음. 2008년 10월부터 “기후

변화가 남해역(남해 및 북부 동중국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범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수 있는 최적의 방

법을 개발 중이며 2013년 7월에 과제가 종료되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해 생태계 장기변화 예측 시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해수성층화, 해수산성화, 대기

-해양의 CO2 변화 등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장기변화에 대한 예측 연구

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였음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1951년부터 격월로 정선 관측을 통해 장기적인 기초적

인 해양 환경 자료를 획득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재 진행 중인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북서태평양에서 기후가스인 DMS의 농도분포와 발생원인 

미생물을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규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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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산성화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5년부터 포항공대와 공동으로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온실 가스(CO2)증가에 의한 미래 해양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기술” 연구를 수행

하였음. 이 연구를 통해 mesocosm을 활용한 용존 CO2 조절 기술과 생물반응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였음  

○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남극해와 동해, 동중국해, 북서태평양

일부해역에 대한 해양내 이산화탄소 및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추정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학중심의 연구그룹에서 동해 울릉

분지에 대한 이산화탄소 연구를 포함한 지속적인 관측․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0년부터 해양산성화에 의한 연안생태계 영향진단과 

예측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후변화가 남해역(남해 및 북부 동중국해) 해양생태계

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범 연구”에서 제주도 남동 수역에 부이를 운영하며 이산

화탄소 농도측정센서를 부착하여 산성화 연구를 진행하였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9년 1월부터 NOAA/PMEL과 공동연구를 통해 태평

양 연구센터가 위치한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에 산성화 부이시스템을 설치하여 

열대산호초수역의 산성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성화 연구와 관련된 기반

기술을 획득하였음

[그림 5-4] 축 센터의 산성화 모니터링 부이 및 NOAA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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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탈산소화

○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해양연구개발기구의 연구팀은 최근 러시아와 일본이 

1920년대부터 축적해온 자료를 조사한 결과 1950∼1960년대 이후 동해 저층수

의 용존산소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국내의 탈산소화 연구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연안환경에서 오염

증가에 따른 무산소층 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

2.2. 국외연구동향 

○ 기후변화 문제는 향후 인류의 명운뿐 아니라 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차

대한 과제임. 이에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탄소사회’, ‘녹색

전략’, ‘녹색뉴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음

2.2.1 선진주요연구소의 기후변화 연구

○ 선진해양연구기관은 기후변화연구를 장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계

의 반응과 예측연구를 통해 미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자료

의 생산과 예측 능력을 제고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표 5-1)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

* 기후해양협동연구단(Cooperative Ins. for Climate and Ocean

Research-CICOR)

- 생태계 예측, 생태계 모니터링, 자원 보호 및 복원, 지속가능한 해양

관측, 기후연구

* 해양기후변화 연구단(The Ocean and Climate Institute-OCCI)

-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해양모니터링 시스템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

* 기후변화(Climate Change: the Accelerated Climate prediction

initiative demostration project,ACPI)

- 기후예측 기능을 전체적으로 연구

* 캘리포니아 해류-생태시스템-장기생태연구(California Current Ecosystem-

Long Term Ecological Research CCE-LTER)

- 연안과 대양시스템에서 다양한 생태계 현황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 해양기후변화, 생태군집구조 및 생태역학간의 상호작용

[표 5-1] 선진해양연구기관들의 해양생태계관련 기후변화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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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

* IFREMER 프로그램 (French Research Institute for Exploitation of

the Sea Program) 

- 해양 및 기후역학 및 생지화학(Dynamics and Biogeochemistry of

Ocean and Climate)

영국 

국립해양과학센터

* RAPID(The NERC Directed Programme for Rapid Climate Chage)

- 대서양의 급격한 기후변화 예측 연구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 해양환경변동연구프로그램(Ocean Climate Change Research Program)

* 열대기후변동연구프로그램(Tropical Climate Variability Research Program)

* 물질순환연구프로그램(Environmental Biogeochemical Cycle Research

program)

- 해양생태계연구팀 : 해양생태계가 물질순환에 미치는 역할과 기후

변화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모델을 개발하여 시뮬

레이션 수행

러시아 

쉬르쇼프해양연구소

* 플랑크톤 생태학연구실(Plankton Ecology Laboratory)

- 흑해에서 인간활동과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생태계 역학등을 연구함

2.2.2 기후변화관련 국가별 연구 및 국제프로그램 

○ 2000년대 지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미래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해양연구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IGBP와 SCOR는 지구적 변화에 

대한 생물학 및 화학적 측면에서 해양의 역할을 파악하고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IMBER(Integrated Marine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국제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음. 이외에도 해양의 생지

화학적 순환과 기후피드백(climate feedback)을 이해하기 위한 국제 연구프로

그램인 SOLAS, WCRP, IGBP, GEOTRACE 등이 지구시스템 과학 파트너쉽에

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연구로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들 국제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해양과 변화하는 지구에 대비한 과학적 이해 및 대응방안 모색

이 시급한 실정임

○ 2006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EU Marine Strategy」의 실행

프로그램에서 우선순위로 제시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건강, 자원이용 분야

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해양생태계 기능의 이해, 기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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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응, 생태계 혜택의 유지 및 증대를 3대 해양과학 상위 우선순위로 설정

한 15개년 전략인 「영국의 해양과학 전략(UK Marine Science Strategy:

2010-2025)」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UK Marine Bill, Marine Programme

Plan, NERC Strategy-Next Generation Science for Planet Earth (2007-2012),

Marine Science Coordinating Committee 신설 등, 국가 및 정부부처차원에서 

전략을 만들어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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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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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기 조사를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및 

수산자원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해양생태계 모델링에 대

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총체적인 평가를 

준비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최근까지 국가차원의 GLOBEC 연구에 이어서 중국 IMBER 프로

그램을 출범하여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변화, 수산자원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

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와 해양물질순환의 상호영양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해색

위성을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기능그룹별 분석기술에 대한 연구는 최근 미국

과 유럽 등의 선진과학국가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우주항공연

구소 (NASA)와 유럽 우주항공연구소 (ESA)는 PFTs연구를 위한 차세대 해색

위성을 계획 중에 있음

주요프로그램 주요연구내용

SOLAS

해양과 대기간의 생지화학적-물리학적(biogeochemical-physical) 상호작용

과 피드백 이해, 국제프로그램으로서 기후환경 변화가 해양과 대기의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고자 함 

CLIVAR

해양연구위원회(SCOR)에 의해 2000년대에 전지구적 해양관측 프로그램

으로 CLIVAR 구상. SCOR에서 추진되어온 해양관측프로그램은 1990년

대에는 해수순환 관측이 주요 연구목표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기후

변화로 변경함

[표 5-2] 기후변화관련 주요 국제공동프로그램



한반도 해양생태계 힐링기술개발 기획연구

114

주요프로그램 주요연구내용

IMBER

GLOBEC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기후변화가 먹이망 (end-to-end food

web)의 구조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먹이망과 생지화학적 순환과의 

상호관계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FUTURE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에 의해 2009년부터 진행된 기후변화 관련

국제해양프로그램인 FUTURE (Forecasting and Understand- ing Trends,

Uncertainty and Responses of the North Pacific Marine Ecosystems)

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북태평양 해양생태계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음

EPOCA

유럽에서 EPOCA (European Project on Ocean Acidification)가 2008년 

6월부터 시작하였으며, 4년간 16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해양산성화 과정,

산성화가 biological proces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 9개 국가

27개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00명 이상의 전문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함 

GEOTRACE

해양의 주요 미량원소와 동위원소의 분포를 결정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플럭스를 정량화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해양주요원소 분포의 변화정도

를 밝혀 범지구적 해양생지화학적 순환을 연구하는 국제프로그램

2.2.3 산성화 연구동향 

○ 유럽연합은 2008년 6월, 해양산성화연구프로그램 ‘EPOCA'를 시작, 해양산성화

가 해양 생물·생태·생지화학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4년간 

프로젝트 수행하였음. 본 프로그램은 28개 협력기관, 105명의 연구책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연구비는 1,700만 유로가 투입되었음

○ 2009년 4월,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처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해양산성화가 생물다양성, 서식지, 생물종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약 ￡1,100만 파운드(약 220억원)를 향후 5

년간 지원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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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3.1  주요 연구 내용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에 나타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해양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 할 수 있음

○ 한반도 해양생태계에 나타날 환경변화를 정확히 진단하고, 환경변화에 반응하여

나타날 생태계의 구조적 특성변화를 파악함으로서 다양한 기능의 이해와 미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역량을 확보 할 수 있음(그림 5-5)

○ 이러한 해양과학의 역량 확보를 통해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적 변화

를 예측함으로서 생태계의 보호/관리/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변화 진단/이해/예측을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해 완성할 수 있음

i )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해양환경변화(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의 모니터링 및 진행

과정 파악 

ii) 환경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동성 이해 

iii) 근미래의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능력 확보

iv) 관측 및 예측자료를 활용한 해양생태계 보호/관리/효율적 이용과 이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능력 확보 

[그림 5-5] 기후변화 연구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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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환경변화(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 모니터링 및 진행과정 파악 

○ 기후변화에 따른 3가지 해양환경변화 모니터링은 고정점을 선정하여 향후 50년

이상 환경변화 관측을 목표로 진행함 

○ 고정점에서의 해양환경변화 모니터링은 주요 고정점에 부이 시스템을 설치하여

장착된 센서를 이용한 온난화, 산성화, 탈산소 진행상태의 모니터링을 연구의 

기본틀로 함

[그림 5-6] 환경특성 모니터링 시스템 맟 산성화 모니터링 부이  

3.1.2.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동성 이해 

○ 해양생태계의 구조 특성 연구의 주 연구 목표는 환경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구조

적 변화를 파악하여 기능변화과정을 이해하는 것임(그림 5-7).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 방향의 이해는 생태계 기능 변화 및 예측을 위해 요구

되는 핵심적인 자료임

○ 기후변화에 연동되어 나타나는 해양환경변화 중 가장 주목받는 3가지는 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임. 이들 주요 요인과 해류나 성층과 같은 생태계 구성 요소의

변화에 따라 해양생태계는 다양한 분야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게 됨. 생태계

의 구조적 변화의 파악에 대한 분석능력이 확보되어야 해양생태계에 나타날 

근미래의 기능변화 파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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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환경변화에 영향받는 생태계의 구조적 특징 변화 

3.1.3. 생태계 구조와 기능변화의 관계 규명 연구 

○ 해양에 분포하는 식물플랑크톤의 일차생산은 육상식물의 일차생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구전체 일차생산의 약 1/2을 나타냄(Field et al. 1988). 식물플랑

크톤에 의해 고정된 탄소는 동물플랑크톤이나 원생동물을 거치는 먹이망을 

통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어 해양생물생산성이 유지됨

(Pomeroy 1974; Fenchel 1988). 해양의 생물학적 펌프는 광합성 과정에서 흡

수한 이산화탄소를 저층으로 이동시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제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Ducklow et al 2001). 해양 식물플랑크톤은 규조류, 착편

모조류, 질소고정 남세균과 같이 다양한 기능그룹으로 이루어져 해양 경계면

에서의 물질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Nair et al. 2008). 해양의 식물플랑

크톤과 함께 박테리아, 동물플랑크톤 원생동물은 기후가스인 DMS의 발생에 

관여하며 기후조절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양의 하위영양단계 생물

들은 해양 뿐 아니라 전지구적 물질순환의 중요한 조절자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해양에서의 물질순환은 하위영양단계 생물들의 구조적인 특징과 연결

되어 나타나므로,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구조변화는 물질순환과 연결됨을 

예상할 수 있음(그림 5-8). 따라서 환경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중국해의 생

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능력의 확보를 위해선 생태계 구조-물

질순환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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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생태계구조와 기능의 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내용 

3.1.4. 근미래에 나타날 생태계 변화 예측 연구

○ 해양생태계는 인간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구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

는 환경조절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인류의 삶에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가 제공받는 유무형의 기능적 혜택의 파악 및 근미래에 나타날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연구를 통해, 생태계의 올바른 관리 및 이용방안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그림 5-9)

[그림 5-9] 생태계 기능변화 평가 및 예측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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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니터링 정점 선정

○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장기모니터링 정점선정에는 여러 환경조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측정되는 다양한 환경요소중 기후변화와 관련된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연안

환경의 영향이 크기 않은 외해에 모니터링정점이 위치하는 것이 연구의 수월성 

측면에서 유리함

○ 외해정점으로는 수심이 깊어 대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재현되는 정점의 선정이

필요함. 동해의 울릉분지는 수심이 깊어 표층, 중층, 저층에서 나타나는 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와 다양한 해양학적 현상을 기후변화와 연결하여 연구하는데 

최적의 장소임

○ 동해부이정점은 대학에서 설치한 부이가 운영되고 있어 자료교환을 통한 분야별

협력연구가 용이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모니터링 정점은 동해부이가 설치되어 있는 

울릉분지 수역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며 예산확보가 

용이하면 황해나, 쿠로시오 분지류의 영향이 강한 남해역 등지에 추가 부이를 

설치할 계획임

[그림 5-10] 기후변화 연구 모니터링 후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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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방법의 기술적 특성 

○ 기후변화 연구는 장기적이며 미래의 환경/생태계 변화를 예측해야하므로 해양

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논리적이며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는 자료를 획득

하는 기술이 필요함. 또한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의 해양학적 연구자료도 

계속적으로 축적되어야하나 최신기법의 미래기술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 병행

되어야 목표하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고정점모니터링 연구는 센서기술, 위성자료, 산성화모니터링, 분자생물학적 기술

을 도입함으로서 고품질 자료의 획득이 가능해짐(표 5-3)

관측/연구 분야 적용기술

센서를 이용한 

기초자료 획득

최근 센서기술의 발달로 인해 엽록소, 일차생산력, nitrate, 용존산소,

ADCP등은 부이시스템에 센서를 부착하여 연속적인 자료획득이 가능함

위성자료 이용
GOCI 위성은 1일 8회의 해색자료의 힉득이 가능하여 엽록소와 모델을 

이용한 일차생산력의 추정분야의 연구에 수월성을 제공함

CO2, pH 농도 

모니터링

산성화를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이크로네시아에서 NOAA와 의 공동연구

를 진행하며 기반기술을 획득하였으며, 독자적인 시스템의 설치/운영/

검보정의 기술이 확보되어 있음

분자생물학적 

방법적용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한 다양성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으

며, 기능성 유전자를 이용한 물질순환연구도 발전하고 있음(그림 5-11).

생태계 연구가 미래기술로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분자적 방법을 최적화

시킨 연구개발계획과 실행이 연구개발의 핵심이 될 수 있음   

[표 5-3] 고정점에서의 모니터링을 위한 적용 기술

○ Metagenome 및 metatranscriptome 분석을 통해 생지화학적 과정에 연관된 

생태기능그룹을 파악하고, 생태 환경적 특성의 이해가 가능함. 여기에는 탄소,

질소 및 인 등의 주요 원소의 순환에 연관된 유전자의 다양성과 기능적/분포적 

특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동중국해 해역의 생지화학적 순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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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생물학적 주요 질소 변환경로와 관련된 기능성 유전자들

(Canifield et al. 201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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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추진 계획

4.1. 연구추진 체계 및 전략 

4.1.1. 연구추진 체계

○ 1단계(2014~2016) : 기후변화로 인한 3가지 해양환경악제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술의 확립을 통해 연구 결과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기위한 기반조성 단계 

○ 2단계(2017~2019) : 환경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의 이해하는데 유용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를 획득하기위한 분석기술을 정립하는 단계로서, 생지화학적 

순환 특성, 다양성, 먹이망 분석기술 등이 포함 됨

○ 3단계(2020~2022) : 모니터링 및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 기후변화의 진

행정도 분석 및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을 확립하고, 산출된 결과를 이

용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술분야

기반구축 기술명

응용 및 활용분야
기술명

모니터링/연구 기반
구축

발전단계 기술명

산성화 모니터링 시
스템구축

환경 및 생태게 구조 분석 기법 확립 및 연구 수행

생태계 기능연구 인프라 구축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관계분석 기술개발 및 적용

근미래 예측기술 개발 및 시범 적용

  대응체계 수립에 기여

예측 시나리오 작성

근미래 예측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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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연구추진 전략 

○ 기후변화 연구의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의 추진

이 필요함

○ 효율성 : 기후변화에 의한 3가지 주요 환경변화는 해양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각각의 내용이 국제공동 연구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인적역량,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여러 환경변화모니터링 연구과제가 동시에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고정점에서 3가지 주요 환경변화

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연구하는 방향의 전략이 현실적이며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그림 5-13)

○ 경제성 : 기후변화연구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적정규모의 연구비 지원

이 지속되어야 가능함. 따라서 3가지 환경악제와 이에 따른 영향의 연구를 동시

에 진행하는 계획이 연구비 확보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기술과 인력 등의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어야 

연구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 연구목표의 달성이 가능함

[그림 5-12] 연구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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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차별 목표 및 내용  

단
계

단계별 목표
연
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1

단

계

환경/생태계 

모니터링 기술 

개발 

1

연구 인프라 

점검 및 구축 

준비

• 한반도 기후변화 모니터링 정점 선정

• 과거자료 수집/정리 및 연구 분야별 추진 매
뉴얼 작성

• 세부 분야별 모니터링 및 연구진행

2
산성화 연구  

인프라 구축

• 산성화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분자적 방법을 적용한 생태계 구조 분석 기법 
고도화

• 환경과 생태계구조 관계 규명 연구 진행

3

환경 및 생태계 

구조 변화 연구 

기반 확립

• 최신 생태계 구조변화 기술 확립

• 환경변화 와 생태계 구조 연동성의 이론적/

실증적 관계 규명  

•생태자료의 DB 구축 및 서비스  

2

단

계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연동성  

규명 기술 개발  

1

생태계 기능 
연구 인프라 

구축

•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연동관계에 대한 이론적
토대 및 연구 분야 설정 

• 생태계 기능연구의 최신 연구기법 확립

2
생태계 기능 

연구 진행 

• 생태계 기능 분석 방법 및 자료의 신뢰성 확보,

검증 

•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연동관계에 대한 이론적
토대 및 연구 분야 설정

3

생태계 구조와 
기능관계 

분석기술 확립

•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연동성 분석 기술 개발 

• 생태계 구조와 기능 관계 분석 결과의 활용 
계획 수립 

3

단

계

미래 생태계 

변화의 이해/

예측 기술 개발

1

생태계 예측 
기술 인프라 

구축

• 근미래 예측모델 선정 및 운영기술 확보

• 모니터링/연구 자료 입력 및 예측시범운영 

2

생태계 변화과정 
이해/예측 연구 

진행 

• 근미래 예측모델 개발 및  검증시스템 구축

• 근미래 예측 시나리오 작성 

3

근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모델 

운영 

• 근미래 예측 결과를 이용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수립에 기여

• 기후변화센터 설립 검토 및 장기연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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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요예산

연구분야 분류
연구단계

연구비

합계

(억)

1단계(3년) 2단계(3년) 3단계(3년)

중분류 차년도
소분류 1 2 3 4 5 6 7 8 9

기후변화

환경/생태계 모니터링
기술 개발  

25 25 20 70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연동성  규명 기술 개발

20 20 20 60

미래 생태계 변화의 이해/

예측 기술 개발
20 20 20 60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5.1. 미래비전

○ 기후변화 대응 힐링기술 개발 및 실행을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생물다양성

이 높아 인간 친화적 서비스 기능이 지속되는 해양생태계 유지함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진단/예측/대응 기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수립에 기여

5.2. 기대성과

5.2.1. 기술적 측면 

○ 기후변화에 대응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환경 진단/

예측/대응 기술을 확보 

○ 미래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연구의 선도 연구기관으로의 발전역량 확보

○ 기후변화에 따른 3대 환경 악제(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의 동시 모니터링 

및 연구기법의 개발을 통해 연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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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연구분야의 국가대응전략수립에 요구되는 핵심자료 생산 능력 확보

○ 해양환경의 장기변화 예측 기술과 지구온난화 대비 시나리오 개발 능력 확보

5.2.2. 경제․산업적 측면 

○ 기후변화는 해양시스템과 생태계 구조/기능의 전반적인 변화가 동반되며, 엄청난 

사회적 재해비용소요를 막기 위한 선제적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 

○ 미래변화를 고려한 산업재편 전략 수립 및 실행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 

피해 최소화 

○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의한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여 환경과 자원

을 보존하고 이용 가능한 생물자원을 파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과학 정보 확보

○ 수산자원 장기변동 예측 및 어획 가능량 설정에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식량

자원 확보와 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

5.3. 활용방안 

○ 기후변화 예측/대응연구를 통해 확보한 해양과학기술과 지식을 이용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 

○ 기후협약에 의한 인위적 이산화탄소배출량 제한 등의 국제적 대응를 위한 기본

적인 자료로 활용

○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회․경제 전반적 분야의 국가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

로 활용

○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산업구조 변동예측과 재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해양관리정책에 필요한 지역해의 해양기능 변동성 자료를 제공하여 국가간 협약

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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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개발 추진 계획

1 과제의 구성

○ 한반도 해양생태계 힐링기술은 전 지구적인 환경변화와 연안환경 이용의 급격

한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생태계 변화를 파악, 생태계의 인간 

친화적 기능의 유지 및 강화에 필요한 힐링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기술

개발 및 실행을 통한 비젼은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다양성이 높아 인간 친화적 

서비스 기능이 지속되는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기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림 6-1] 한반도 해양생태계 힐링기술 개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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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측․실험 분야 추진전략

○ 선행연구 인프라 유지: 연구개발 및 실행과정에서 장비 인프라의 설치에는 많

은 비용이 소요되어 연구의 수월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

라서 선행연구에서 설치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원활히 한 후  연구

비 증액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프라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세부과제 선행연구 인프라

연안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개발
근소만 갯벌 타워, 새만금 관측 타워, 무인항공

기 및 멀티콥터 등   

오염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남해 메소코즘 시설 

기후변화 영향 진단/예측/대응 기술 

개발

동해 EAST-1 관측부이, 독도관측기지 산성화 

부이(설치예정)

3 기술개발 분야 추진전략

○ 세부과제별 기술 개발은 연구목표 달성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서 신뢰성/정밀성/효율성과 미래이용 가능성이 확보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함

세부과제 핵심 기술개발 내용

연안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개발 생태계기반의 공간계획을 적용한 최적이용 기술  

오염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한국형 해양생태계 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 기술   

갯녹음 진단/예측/힐링 기술
갯녹음의 유형별 발생 원인/분류/기작 규명 기

술

기후변화 영향 진단/예측/대응 기술 

개발

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의 동시 진단/예측/

대응 가능한 융합형 연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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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 주체 추진전략

○ 원내 부서간 협력: 연구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간의 갈등요소의 발

생을 막기 위해서는 연구수행 주체와 부서간 협력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권역별 현안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타 부서 및 대학의 

연구진들과 협력을 통해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필요함

세부과제 핵심 기술개발 내용

연안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개발
해양생태계 연구부가 주관하며, 남해연구소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기술이 연구 지원  

오염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남해연구소에서 주관하며, 평가 대상 위해요소

는 생태계연구부와 동해연구소와 논의 후 결정

갯녹음 진단/예측/힐링 기술
동해연구소에서 주관하며 전문 연구자 확보 상

황에 따라 해양생태계 연구부와 협력

기후변화 영향 진단/예측/대응 기술 개발
해양기반연구부 주관 하에 남해연구소와 동해연

구소가 협동연구 참여 

○ 연․산․학 협력 : 국내 해양조사와 관련된 소규모 산업체의 자생력을 증대시

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산업체에서 연구 장비 인프라의 설치와 관리 일

부를 담당하도록 한다. 대학과 기술개발 협력 및 학생 교육과 신진 연구자 발

굴을 위하여 대학의 참여를 고려함

○ 국제 공동 연구의 추진 :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진행되는 특성상 

여러 국가들의 연구소와 대학들 혹은 소속 연구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한 연

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성화 연구는 이 분야의 선도 연구기관인 

NOAA의 PMEL연구소와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다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함. 또한 현재 원에서 진

행하고 있는 적도태평양 연구 인프라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전 지구적 비교 및 

예측/대응 연구를 꾀할 수 있음. 세부과제별 공동연구는 주관부서의 판단 하

에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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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획과제 사업화 추진전략

○ 통합과제로 사업화 추진 가능성 분석: 한반도 해양생태계 힐링기술을 구성하

는 4가지 세부과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과제로 추진할 경우 사업화에 가장 큰 

방해요인은 연구비 확보로 예상됨. 신정부의 복지예산 증액 정책에 따라 연구

개발 분야의 연구비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대형과제의 신규 개발은 어

렵다고 판단됨. 또 다른 문제는 한반도 힐링기술이 환경관리공단이나 자원관

리공단들과 외형상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점임. 이러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

결해 나가야 통합과제로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6-2] 통합과제로 사업화 추진시 예상되는 방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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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과제로 사업화 추진 가능성 분석 

   

세부과제 핵심 기술개발 내용

연안서식지 

최적이용 

기술 개발

• 해양수산부의 연안역 조사는 해양관리공단이 법정조사 형

태로 수행하며 R&D 과제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 2013년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기법개발 기획과제가 종료됨에 

따라 시범연구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학과 협력

연구방식으로 과제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원에서 수행되는 연안서식지 연구는 없으므로 기관 목

적사업으로 진행하는 검토가 필요함

오염관리 및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 해양수산부의 기술체계에 생태계 위해성 평가기술이 포함

되어 있어 R&D 과제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기관 목적 사업으로 진행하며 국가  R&D 센터로 확대 발

전시키는 전략의 검토가 필요함

갯녹음

진단/예측/힐링

기술 개발

• 자원조성관리공단에서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러나 갯녹음 발생기작등 핵심 연구는 진행하고 있지 않음

• 동해권역의 중요 현안문제로 기관목적 사업을 통해 연구역

량을 확보한 후 R&D 과제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기후변화 영향

진단/예측/대응

기술 개발

• 해양수산부의 기후변화 사업은 CCS사업이나 바이오 수소 

연구 등 실용화 연구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반연구의 중요

성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기후변화 진단/예

축/대응연구는 정부출현연구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

는 분야로서 해수부의 사고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후변화 예측/대응연구는 우리원이 존재하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기관의 

기본사업 형태로 시급한 사업진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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