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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유기지화학 추 자를 이용한 메탄방출 기록복원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최근 자연과학 분야의 최  심사는 지구환경변화를 포함하는 환경문제와 인류의 지

속가능한 발 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원을 찾아내고 개발

하는데 있어서 환경문제는 꼭 사 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개발과 환경문제는 항상 상충되

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원에 해서는 다양한 에서 근이 가능하나 최근 차세 의 천

연 에 지원으로서 메탄 하이드 이트는 미래의 체 에 지로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 

결부하여 요한 심이 상이 되고 있다 (유와 , 2001). 그 이유는 메탄 하이드 이트

(methane hydrate)가 해  퇴 물에 막 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매장량에 한 정확한 추정

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매장량이 막 하다는 으로 인해 그 잠재  경제성을 높

이 평가받고 있다. 재는 부존지역에 해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는 과정에 있으며 일부

는 채굴기술을 개발하는 이라 할 수 있다. 메탄 하이드 이트가 심의 상이 되는  

다른이유는 심해 는 물론 표층부분에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는 , 다른 화석연료와는 달리 

청정하다는 , 그리고 분포지역이 편 되어 있지 않은  등이다. 

    메탄 하이드 이트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하나의 이유는 환경

과 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화석연료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기  이산화탄소의 

농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체 에 지로 간주되고 있으며 메탄은 다른 에 지에 비해 

에 지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빙기-간빙기간 는 천년단 의 기  이산화탄소 농도와 메탄농도의 조화 인 변화

에서 메탄 농도의 주기  변화는 주로 습지(wetland)에서의 생물학 인 메탄가스의 생성으

로 해석되어왔다. 그러나 지질학 인 에서 열기원 탄화수소 메탄(thermogenic 

hydrocarbon in hydrate)과 퇴 물 속의 장에 한 “메탄의 기원”은 여 이 규명되지 않

은 부분이 많다. 따라서 해양기기원이나 육성기원의 탄화수소 기원을 정량 으로 규명하는 

것은 자연  기원으로서 메탄이 기 으로 어떻게 농축되어 가는가를 이해하는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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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심해 에 매장된 하이드 이트의 해리(dissociation)에 의해 메탄가스가 해 로부

터 해수 으로 방출(emission)되고 결국 기 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

서 이와 같이 하이드 이트의 용해(해리)와 결부되어 기  메탄가스의 증가는 결국 지구

의 기후변화와 히 계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Henrich et al., 2003).   

일반 으로 메탄 하이드 이트가 해 에서 해리함에 따라 메탄을 기원으로 하는 

(methanotrophic) 미생물이 번성하게 되며 번성에 따라 이 미생물이 만들어 내는 다량의 유

기화합물(e.g., diploptene)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바 (Uchida et al., 2004) 이 유기화합물

을 일차 으로 분석하는 것은 결국 메탄 하이드 이트 방출을 추 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 인 연구추세와 부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기지화학 인 수법을 이용

하여 메탄방출기록을 탐색함과 동시에 만약에 방출기록이 있다면 그 방출 기록을 유기지화

학 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메탄가스 방출과 련된 미생물(박테리아) 연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해양환경조사를 목 으로 한다. 이러한 분야는 비교  새로운 분야로 추후 메탄 방

출과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악은 잠재 으로 가능한 메탄수화물개발을 한 

략수립에 필수 이며 특수한 환경에서의 유기화합물과 미생물을 이용한 새로운 연구로 이 

분야에 선도 으로 연구를 주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제의 목 과 필요성을 요약하면

1. 메탄수화물의 해리, 메탄의 방출  기원 악을 해 유기지화학 추 자 (biomarker; 

e.g., diploptene)를 이용한 연구방법을 확립하고 분석기술 습득  분석

2. 메탄의 방출과 이로 의한 환경변화 악은 향후 메탄수화물 개발을 한 략수립에 필

수 인바 이를 한 기  정보 제공

3. 유기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미생물을 연구하여 이 분야 환경연구에 새로운 proxy를 개발

함과 동시에 선도 인 연구 주도  

4. 범 지구 으로 메탄하이드 이트와 기후변화간의 상 성이 인정되는바 이 연구지역에서

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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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 물  유기탄소, 유기질소  C/N 비 조사

o 퇴 물 속에 포함된 유기탄소함량과 질소함량  이들 간의 비를 연구하고 유기물의 

기원과 유기화합물 분석을 한 기  자료로 활용

2. 퇴 물  유기화합물 (diploptene) 함량조사

2-1. 퇴 물 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습득  분석기법 정립

2-2. 메탄가스를 양단계로 이용하는 박테리아가 만들어 내는 유기화합물의 분석  

시 별 변화를 조사

3. 퇴 물  유기화합물(diploptene)의 탄소 동 원소 조사

퇴 물 에 포함된 유기화합물(diploptene)를 정량 으로 조사한 후 이 유기화합물의 

탄소동 원소를 분석하여 유기화합물의 기원을 연구

   

4. 미생물(박테리아)을 이용하여 메탄생성 련 연구 기반 확립

o 퇴 물  메탄생성과 련된 미생물 연구 분야 개발

     

     

Ⅳ. 연구개발 결과

1. 06년의 유기탄소(TOC) 분석은 두개의 주상시료(06GHSA P1-1, 06GHSA P6-1)에서 실

시되었고 측정결과 06GHSA P1-1에서는 최고 3.62 %, 최소 1.77 % (평균 2.17%)로 나

타났으며, 06GHSA P6-1에서는 최고 4.28 %, 최소 1.47 % (평균 2.63 %)로 나타났다. 

07년에서의 유기탄소(TOC) 분석은 주상시료(07GHSA P02, 07GHSA P05)에서 실시되었

고, 측정결과 07GHSA P02에서 최고 4.56%, 최소 0.47% (평균 2.08%)로 나타났으며, 

07GHSA P05에서는 최고 6.34%, 최소 0.52% (평균 2.31%)로 나타났다.

2. 06년 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 diploptene)  측정은 두개의 주상시료 (06GHSA 

P1-1, 06GHSA P6-1)에서 선택된 시료 에서 각각 24시료로 총 48시료를 분석하 다. 

07년 분석된 값과의 통합  고찰결과, 06GHSA P6-1에서 최소 1.7 ng/g, 최고 632.1 

ng/g (평균 74.2 ng/g) 이며, 06GHSA P1-1에서는 최소값 1.4 ng/g, 최고값 81.3 ng/g 

(평균 24.3 ng/g)으로 나타났다.

3. 06년에 분석된 유기화합물 (diploptene)에 한 탄소 동 원소를 분석한 결과 -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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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 %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 일정 부분은 메탄해리에 의해 형성된 유기화합물임을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07년에는 분석시료을 고분해로 분석하기 해 재 30여개의 

시료가 분석 에 있다.

4.  동해 심해퇴 물의 미생물 다양성 연구는 동해 울릉분지 (35.8° N, 130° E) 지역에서 피

스톤 코어 (piston core) 방법으로 시추한 3 개의 코어 [06GHSA P1-2 (0~680 cm), 

07GHSA P02 (0-490 cm), 06GHSA P05 (0-603 cm)]시료를 상으로 수행되었다. 미생

물 다양성 분석은 16S rRNA 유 자 클로닝을 통해서 얻어진 서열에 해서 계통학  

분석을 실시하 따. 각 코어 시료를 깊이 별로 상층부, 층부, 하층부로 나 어  총 777

개의 16S rRNA 유 자 서열(세균 481개, 고세균 296개)을 얻었다. 세균클론의 경우 가

장 많이 검출된 그룹은 uncultured candidate division JSI으로 체 클론  45%(n=218)

를 차지했으며, Planctomycetes 그룹이 다음으로 많은 14%(n=68)로 나타났다. 

Chloroflexi는 체 세균에서 13%(n=66)를 차지하 으며, unclassified subphylum은 계통

도상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 외 Alpha-, Gamma-, Delta-, 

Epsilonproteobacteria와 Bacterioidetes, Spirochaetes, Fusobacteria, Firmicutes, 

Acidobacteria, OP11, TM6, GN02, OP8, WS, OP1 그룹들도 검출되었다. 고세균 클론 

분석 결과,  분류학 으로 크게 Crenarchaeota와 Euryarchaeota 문으로 나 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들  Crenarchaeota에 속하는 DSAG 그룹이 체 clone의 50%(n=147)

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는데 특히 층부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 그룹은 난

배양성 고세균으로 메탄 매장지역에서 특히 많이 검출되는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MBGD는 분류학 으로 Euryarchaeota 에 속하는 그룹으로 난배양성 고세균이며, 퇴

물에서 33%(n=97)가 검출되었고 각 층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MGI, 

TMEG, MBGC, MHVG가 검출되었으며 06GHSA P1-2 상층부에서 메탄형성 고세균인 

Methanosarcinales는 상층부에서 1%가 검출되었으나 층부와 하층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일반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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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물에서 얻어지는 유기물,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의 동 원소 분석 등을 통하여 타 

분야의 연구개발 취지와 맞는 활용계획을 가진다.

2.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o 메탄 방출 시기와 빈도는 메탄수화물 개발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활용

o 환경변동 악으로 메탄수화물 개발 시 환경변화 측

o 국제 명 학술지 등에 환경 련 연구 성과 게재

o 유기화합물(biomarker)를 이용한 메탄방출의 시기  환경변화 연구는 메탄 수화물 개

발 기술에 기본 자료로 제공

o 미생물(박테리아) 연구 등을 통한 메탄 련 연구 분야 선도

o 유기화합물 분야의 연구 분야를 연구하여 국제 인 연구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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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Reconstruction of methane seeping records using organic geochemical tracer

Ⅱ. Purpose of study

 

 ◦ Establishment of methods for tracer of methane hydrate emission by using 

    organic geochemical tracer 

 ◦ Ocean environmental study which is related with methane seeping record 

    by organic geochemical tracer 

 ◦ Establishment of methods for tracer of methane hydrate emission by using 

    micro organism, bacteria 

 ◦ Ocean environmental study which is related with methane seeping record 

    by micro 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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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 and scope for study 

1. Total oragnic carbon and nitrogen and C/N ratio

◦ Analysis of total organic carbon, nitrogen and C/N ratio

◦ Evaluate basic information concerning the organic carbon source

2. Organic compounds (diploptene) analysis

◦ Analysis of organic compounds

◦ Reconstruction of basic framework for bio geochemical study

◦ Analytical study for core sediment in bio geochemical tracer

◦ Establishment of analytical method for the organic compound

3. Carbon isotope of organic compound

o Analysis of carbon isotope of diploptene and related biomarker

4. Microbial community and their characteristics

◦ Reconstruction of basic framework by microorganism (bacteria) in terms of 

     methane production 

◦ Development of research field that micro organism related with methane  

     production 

◦ Analysis of archaeal community of sediment 

Ⅳ. Results of study

1. Analysis of TOC and TON were conducted in two core sediments in 2006. The 

analytical results shows that highest and lowest value of TOC are 3.62 % and 

1.77 % (ave. 2.17 %) in core 06GHSA P1-1, and 4.28 % and 1.47 % (ave.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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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ore 06GHSA P6-1, respectively.

2. Organic compound (diploptene) of organic matter were analyzed in two sediment 

cores (total 48 samples) in 2006. Analytical values range from 632.1 ng/g to 1.7 

ng/g  (ave. 74.2 ng/g) in core 06GHSA P6-1 and from 81.3 ng/g to 1.4 ng/g in 

core 06GHSA P1-1 (ave. 24.3 ng/g), respectively. 

3. Carbon isotopic value of organic compound (diploptene) range from -56.33 % 

to-60.23 %, suggesting that these diploptene in part is derived from 

methanotrophic bacteria which decomposed methane in water column and 

sediment. More than 30 samples are being in analysis from the samples of the 

this year.

4. Analysis of microbial diversity was conducted from sediment core samples with 

different depth (top, middle, bottom) using phylogenetic analysis of 16S rRNA 

gene. We obtained 777 16S rRNA gene clone sequences (481 of bacteria, 296 of 

archaea). Most largest portion (45%, n=218) of bacteria was uncultured candidate 

division JS1 and second most abundant (14%, n=68) group was Planctomycetes. 

In the phylum,  Chloroflexi (13%, n=66), a unclassified subphylum was seperated 

from Chloroflexi branch. Clones of Alpha-, Gamma-, Delta-, 

Epsilonproteobacteria, Bacterioidetes, Spirochaetes, Fusobacteria, Firmicutes, 

Acidobacteria, OP11, TM6, GN02, OP8, WS and OP1 groups were also detected 

from bacterial clone library. In the analysis of archaeal clone library, there were 

two phylum, Crenarchaeota and Euryarchaeota. The member of DSAG of Phylum 

Crenarchaeota was appeared in largest portion (50%, n=147), specially in the 

middle of core. This group is uncultured archaea and was condsidered dominant 

group in methane hydrate-bearing sediments. The 33% (n=97) of uncultured 

archaeal menber was MBGD which was distribute evenly from top to bottom. 

also MGI, TMEG, MBGC, MHVG observed and methanogenic archaea 

Methanosarcinales was detected from top of 06GHSA P1-2 core range 1%, but 

there were no relatives of Methanosarcinales in the middle and bottom sediments.  



- 10 -

Ⅴ. Application of research results

◦ Reconstruction of methane seeping records using an organic geochemical tracer

◦ Applying in technical method for methane development

 

◦ Environmental study during methane development

 

◦ Publishing the research results to the international journals

◦ Provide basic information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study during methane  

     exploitation

◦ Pioneering study of micro organism of bacteria related with methane

◦ Provide the information in geo-hazards prevention through the methane seeping 

study



- 11 -

I. Introduction ----------------------------------------------------- 19

II. R&D status of oversea ------------------------------------------- 29

III. Content and result of study -------------------------------------- 35

IV. Achievements -------------------------------------------------- 78

V. Application ---------------------------------------------------- 85

VI. References ---------------------------------------------------- 87

C O N T E N T S



- 12 -

제출문 ----------------------------------------------------------- 1

요약문 ----------------------------------------------------------- 2

SUMMARY ------------------------------------------------------ 7

CONTENT ------------------------------------------------------- 11

목차 ------------------------------------------------------------- 12

Figure Caption ---------------------------------------------------- 14

Table Caption ----------------------------------------------------- 18

제 1 장 서론 ------------------------------------------------------ 19

  제 1  목   범  --------------------------------------------- 20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28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 29

  제 1  국외의 기술개발 황 -------------------------------------- 30

  제 2  국내의 연구개발 황 -------------------------------------- 34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 35

  제 1  퇴 물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메탄 방출기록 ------------------- 36

    1. 연구재료  방법 -------------------------------------------- 36

      가. 연구재료 (퇴 물) ----------------------------------------- 36

      나. 자기구 ------------------------------------------------- 38

      다 유기용매 ------------------------------------------------- 38

      라. 표 물질 ------------------------------------------------- 38

      마. 기타시약 ------------------------------------------------- 39

    2. 추출  정제 ------------------------------------------------ 39

      가. 추출 (Extraction) ------------------------------------------ 40

      나. 분취 (Fractionation) ---------------------------------------- 40

    3. 기기분석 --------------------------------------------------- 40

      가. 총 유기탄소, 무기탄소, 탄산염 분석 --------------------------- 40

      나. 유기화합물 분석 ------------------------------------------- 41

    4. 정성  정량 ------------------------------------------------ 41

    5. 내용  결과 ------------------------------------------------ 44

목 차



- 13 -

      가. 유기탄소, 유기질소 함량, C/N ratio --------------------------- 44

      나. 유기화합물 (Organic compound) ------------------------------ 50

      다. 유기화합물 diploptene에 한 탄소 동 원소 ------------------- 55

  제 2  퇴 물 내 메탄 사 련 고세균 군집 분석 -------------------- 56

    1. 연구 재료  방법 ------------------------------------------- 56

      가. 조사 시료  시료의 처리 ----------------------------------- 56

      나. 심해 퇴 물의 DNA 추출  정제 ---------------------------- 60

      다. 16S rDNA 증폭과 cloning ---------------------------------- 60

      라. Archaeal과 Bacterial 16S rDNA 클론 library의 계통분석 ---------- 61

    2. 결과  토의 ------------------------------------------------ 62

      가. 세균의 다양성 분석 ---------------------------------------- 62

      나. 심해 퇴 물 core 06GHSA P1‐2 Archaeal 16S rDNA clone library  

        분석 ------------------------------------------------------ 63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기여도 ---------------------------- 78

  제 1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 79

  제 2  외기여도 ---------------------------------------------- 80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85

제 6 장 참고문헌 -------------------------------------------------- 87



- 14 -

Fig. 1. Vostok time series and glacial-interglacial variations of CH4, dD, and 

CO2 for the last 4 glacial cycles (423 kyr). a. CO2; b. isotopic 

temperature of the atmosphere; c. CH4; d. δ18Oatm; and e. mid-June 

insolation at 65°C N. CO2 and CH4 measurements have been performed 

using the methods and analytical procedures previously study (Petit et 

al., 1999). ---------------------------------------------------- 22

Fig. 2. Comparison of planktonic and benthic foraminiferal oxygen and carbon 

isotope from ODP Site 893A, Santa Barbara Basin, for the last 60 ka 

(According to Kennett et al., 2000). ------------------------------- 23

Fig. 3. Oxygen and carbon isotope record at the MD97-2134 (Papua Gulf) core 

for the three foraminiferal species:G. ruber(shallow-dwelling species), 

G.Truncarulinoides(deep-dwelling species), and Uvigerina sp. (benthic 

species) (according to Garidel-Thoron et al., 2004). ------------------ 23

Fig. 4. Detailed comparison of Santa Barbara Basin benthic and planktonic 

foraminieral δ13
C records for the Interstadials 8 and 11 (after Kennett et 

al., 2000). Light shading represents laminated interstadial. Dark shading 

highlights negative δ13
C excursions in both benthic and planktonic 

species (After Cannariato and Stott, 2004). ------------------------- 24

Fig. 5. Comparison of species-species benthic and planktonic foraminiferal δ13
C 

values (Kennett et al., 2000) with high resolution TOC δ13C values 

across one of the brief foraminiferal δ13
C excursion in Santa Barbara 

Basin during Interstadial 8. Shading highlights the δ13
C excursion 

recorded in the foraminiferal calcite (After Cannariato and Stott, 2004). - 25

Fig. 6. Records of (A) carbon isotopic composition of benthic (left) and 

planktonic (right) foraminifera in comparison to (B) abundance (left) and 

carbon isotopic composition (right) of molecular biomarker diploptene 

(According to Hinrichs et al., 2003 ). ----------------------------- 26

Fig. 7. Records of (a) carbon isotopic composition of (left) benthic and (right) 

planktonic foraminifera in composition with (b) the (left) abundance and 

(right) carbon isotope composition of the methanotrophic bacteria and/or 

Figure Caption



- 15 -

cyanobacteria diploptene and (c) the abundance of the archaeal glycerol 

ether lipid, archaeol in sediment (According to Uchida et al., 2004). ---- 26

Fig. 8.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stadial-interstadial mode of CH4 flux for 

Santa Barbara Basin. (A and B) During interstadials, warmer 

intermediate waters destabilized gas hydrates and activated CH4 flux 

through basin sediments. This led to increased upward CH4 flux through 

surface sediments to basin bottom waters. Episodic deroofing of gas 

hydrates cause massive CH4 releases into water column and atmosphere 

(bubbles in (A)). (C and D) During stadials, cooler intermediate water 

lead to gas hydrate stability and build-up, an expanded sulfate reduction 

zone (S.R.Z), and reduced upward CH4 flux into basin. BSRs are 

bottom-simulating reflector inferred to represent gas accumulations 

beneath gas hydrates (According to Kennett et al., 2000). ------------ 27

Fig. 9. Distribution map of Methane Hydrate around Japanese Island (Map 

Courtesy of Tokuyama H., Tokyo University). --------------------- 32

Fig. 10. Methane Hydrate collected by piston core sampling (from Matsumoto, R)

------------------------------------------------------------- 33

Fig. 11. Natural methane hydrate collected by piston core (Data from NRC, photo 

by Hyun) ---------------------------------------------------- 33

Fig. 12. Bubbles from methane dissociation (Data from NRC) ---------------- 33

Fig. 13. Collected piston core (06GHSA P2 and P6) and its various 

characteristics. Arrows indicate the C14 age (data source, KIGAM) ----- 37

Fig. 14. Molecular structure of diploptene. -------------------------------- 38

Fig. 15. Analytical processes of diploptene. -------------------------------- 39

Fig. 16. Qualitative analysis using retention time, internal standard of 

GC-chromatogram --------------------------------------------- 42

Fig. 17.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internal standard and sample spectrum --- 43

Fig. 18. Calibration curve for qualitative analysis -------------------------- 44

Fig. 19. Vertical variation of TOC, CaCO3 and C/N ratio in core of 07GHSA P02 

------------------------------------------------------------- 48



- 16 -

Fig. 20. Vertical variation of TOC, CaCO3 and C/N ratio in core of 07GHSA P05 

------------------------------------------------------------- 49

Fig. 21. An examples of diploptene concentration conducted by GC/MS -------- 52

Fig. 22. An examples of diploptene concentration conducted by GC/MS -------- 53

Fig. 23. Vertical profiles of diploptene concentration of the two cores. Distinctive 

increase of diploptene during the glacial time was observed in core 

06GHSA P6. All data are compiled with last year's. Overall trend is 

very similar with previous data. --------------------------------- 54

Fig. 24. Piston coring and sample treatment of sediments in Ulleung-Basin, East 

Sea. A(left); Piston is diving into the water. B(right up); Sactioning of 

core sediment. C(right down); PVC pipe was full off from Piston Barrel.

------------------------------------------------------------ 57

Fig. 25. Sections of  sediment core samples. (A; 06GHSA, B; 07GHSA P02, C; 

07GHSA P05). ------------------------------------------------ 59

Fig. 26. Scheme of sediment analysis method. ----------------------------- 59

Fig. 27. Frequencies of core 07GHSA P02 Bacteria phylogenetic lineage percent. 

A; 0~25 cm depth, B; 375~400 cm depth, C; 655~680 cm depth. -------- 66

Fig. 28. Frequencies of core 07GHSA P02 Bacteria phylogenetic lineage percent. 

A; 0~10 cm depth, B; 200~210 cm depth, C; 480~490 cm depth. -------- 67

Fig. 29. Frequencies of core 07GHSA P05(depth; 0~10 cm) Bacteria phylogenetic 

lineage percent. ----------------------------------------------- 68

Fig. 30. Frequencies of core 06GHSA P1‐2 Archaea phylogenetic lineage 

percent. A; 0~25 cm depth, B; 375~400 cm depth, C; 655~680 cm depth. 

MBGD; Marine Benthic Group D, TMEG; Terristrial Miscellaneous 

Euryarchaeota Group, DSAG; Deep Sea Archal Group, MG I; Marine 

Group I, MBGC; Marine  Benthic Group C, MHVG; Marine 

Hydrothermal Vent Group. (ND :  Not detected)  cm depth. ---------- 70

Fig. 31. Bacteria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from 06GHSA 

P1-2 Core P1S1; 0~25 cm depth. --------------------------------- 71

Fig. 32. Bacteria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from 06GHSA 

P1-2 Core P1S4; 0~25 cm depth. --------------------------------- 72



- 17 -

Fig. 33. Bacteria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from 06GHSA 

P1-2 Core P1S6; 655~680 cm ------------------------------------ 73

Fig. 34. Bacteria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from 07GHSA 

P02 Core 0~10 cm. -------------------------------------------- 74

Fig. 35. Bacteria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from 07GHSA 

P02 Core 200~210 cm. ------------------------------------------ 75

Fig. 36. Bacteria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from 07GHSA 

P02 Core 480~490 cm. ------------------------------------------ 76

Fig. 37. Bacteria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from 07GHSA 

P05 Core 0~10 cm. -------------------------------------------- 77

Fig. 38. The title of the Seminar presented by Dr. Hailong Lu. --------------- 81

Fig. 39. The title “The importance of methane hydrate study" of seminar 

presented by Hyun. -------------------------------------------- 82

Fig. 40. The first page of the seminar presented by Dr. Lee. ---------------- 82

Fig. 41. The first page of the seminar presentation by Prof. Shin. ------------ 83

Fig. 42. The first page of seminar presented by Dr. Hyun. ------------------ 83

Fig. 43. The seminar title, presented by Dr. Cho. -------------------------- 84



- 18 -

Table 1. Analytical result of organic matters for core 07GHSA P02 ------- 45

Table 2. Analytical result of organic matters for core 07GHSA P05 ------- 46

Table 3. Analytical results of the diploptene for two cores in first year------ 50

Table 4. Analytical results of the diploptene for two cores in second year---- 51

Table 5. Analytical results of carbon isotope from diploptene in core GHSA 

P1 -------------------------------------------------------
55

Table 6. Description of core samples. ---------------------------------- 58

Table 7. Phylogenetic communities based on 16S rDNA clone libraries of 

Bacteria. --------------------------------------------------
65

Table 8. Phylogenetic communities of 06GHSA P1‐2 core based on 16S 

rDNA clone libraries of Archaea. ------------------------------
69

Table Caption



- 19 -

제  1 장  서  론



- 20 -

제  1 장  서  론

제 1  목   범    

최근 자연과학 분야의 최  심사는 지구환경변화를 포함하는 환경문제와 인류의 지

속가능한 발 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원을 찾아내고 개발

하는데 있어서 환경문제는 꼭 사 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개발과 환경문제는 항상 상충되

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원에 해서는 다양한 에서 근이 가능하나 최근 차세 의 천

연자원 에 지원으로서 메탄 하이드 이트는 미래의 체 에 지로서 뿐만 아니라 환경문

제와 결부하여 요한 심이 상이 되고 있다 (유와 , 2001). 그 이유는 메탄 하이드

이트(methane hydrate)가 해  퇴 물에 막 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매장량에 한 정확한 

추정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매장량이 막 하다는 으로 인해 그 잠재  경제성

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재는 부존지역에 해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는 과정에 있으며 

일부는 채굴기술을 개발하는 이라 할 수 있다. 메탄 하이드 이트가 심의 상이 되는 

 다른이유는 심해 는 물론 표층부분에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는 , 다른 화석연료와는 

달리 청정하다는 , 그리고 분포지역이 편 되어 있지 않은  등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천연 에 지의 유한성을 감안한다면 에 지 문제는 인류의 가장 큰 

심사 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에서 세계 으로는 에 지 고갈에 따른 잠재에

지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세계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한 체 에 지 뿐만 아니라 해

 퇴 물에 막 하게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 이트(methane hydrate)의 탐사와 개발

에 집 하고 있는 실정이다. 메탄이 다량 매장되어 있는 것은 그 잠재  경제성뿐만 아니라 

자원으로서 메탄을 고려할 때 매장량이 막 하다는 , 심해 는 물론 표층부분에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는 , 청정한  등 많은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메탄 하

이드 이트가 석유 체에 지 자원으로서 이용되게 된다면 자원과 환경이 직면하는 기

를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메탄 하이드 이트 상을 개발하고 가스를 장

기 으로 회수하기 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꼭 염두 해 두어야할 문제가 많이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에서도 체에 지를 개발하고 국가발 의 원동력을 지

속 으로 유지하기 한 안정된 자원, 에 지 수 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

지에서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기 에서는 차세  에 지를 개발하기 해 부단한 노력

을 하고 있으며 해 에 매장된 메탄 하이드 이트를 찾아내고 개발하려는 노력도 그 일환

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큰 배경을 가지고 한국지질자원연구소가 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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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하이드 이트 사업  탁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개발과 련된 환경문제, 혹은 

개발과 탐사를 한 지구화학 , 유기화학  문제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에 근거한다면 해 에 매장된 메탄과 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근이 

가능하다. 우선 메탄 방출을 지시하는 유기지화학 인 근거를 찾아내는 것과 메탄 방출이 

일어났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환경  요인을 측하고 단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해  지층 에 매장된 메탄 하이드 이트가 지구환경변화, 특히 기

후변화와 한 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Petit et al., 1999). 즉 메탄가스가 과거 

지구  기후변화와 히 연 되어 있음은 여러 가지 자료로 검증되고 있다. 남극 

Vostok의 빙상코아에서 복원된 과거 40만 년 간의 기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농도를 

보면 양 온실가스는 빙기-간빙기를 거치는 동안에 뚜렷하게 동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1). 이러한 기록은 지층 에 매장된 메탄이 규모 으로 기 으로 방출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며 실재 으로 과거의 연구결과는 지질학 인 시간스 일을 가지고 해 로

부터의 규모 메탄 방출과 그에 따른 서생물의 멸(mass extinction)에 한 수많은 연

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g., Kennet and Stott., 1991; Hesselbo et al., 2000). 한 실제

으로 해양에서 메탄 방출이 일어나면 동 원소 값이 차이가 나는데 이 게 차이가 나는 

해상의 기록은 육상의 기록과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밝 졌다 (Koch et al., 1992).

이와 같이 메탄 하이드 이트가 지구환경변화와 한 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서 메탄 방출 기록을 찾아내는 것은 요한 일이며 이 연구가 가지는 목  한 동

해에서의 유기지화학 인 방법으로 메탄 방출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메탄 하이드 이트가 온도 압력조건이 변화에 의해 해리(dissociation)되고 해 면을 통

해 방출(seeping)되었을 것이라는 연구사례가 유공충을 이용한 산소, 탄소동 원소 연구에

서 밝 지고 있다 (Fig. 2~5; Kennett et al., 2000; Cannaariato and Stott, 2004). 특히 이와 

같이 해 면으로부터 해수 으로 방출되는 기간은 주로 최종빙기나 후빙기에 속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지만 (Garidel-Thoron et al., 2004; Hill et al., 2006) 지질학 으로 수천만년 

이 에도 이와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Hesselbo et al., 2000). 유기지화학 으로는 방

출된 메탄가스를 이용한 박테리아의 번성이 있게 되고 이들 박테리아가 만들어 내는 유기

화합물이 검출된다면 메탄방출을 간 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한 연구

도 다수 있다 (Fig. 6 and 7 ; Hinrichs et al., 2003; Uchida et al., 2004). 따라서 물리 인 

방법과 더불어 동 원소 기법이나 유기지화학 인 방법을 통해서도 메탄가스의 방출 흔

을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메탄의 해리에 기인하여 수층 혹은 기로 방출되는 

메탄가스에 한 모델은 Fig. 8에서와 같이 이미 제시 되었으며 (Kennett et al., 2000) 이 

연구는 동해 퇴 물에서 유기지화학  방법으로 메탄방출 기록을 복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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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ostok time series and glacial-interglacial variations of CH4, dD, and CO2 for the last 4 

glacial cycles (423 kyr). a. CO2; b. isotopic temperature of the atmosphere; c. CH4; d. δ18Oatm; and 

e. mid-June insolation at 65°C N. CO2 and CH4 measurements have been performed using the 

methods and analytical procedures previously study (Petit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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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planktonic and benthic foraminiferal oxygen 

and carbon isotope from ODP Site 893A, Santa Barbara Basin, for 

the last 60 ka (According to Kennett et al., 2000).

Fig. 3. Oxygen and carbon isotope record at the MD97-2134 (Papua 

Gulf) core for the three foraminiferal species:G. ruber(shallow-dwelling 

species), G.Truncarulinoides(deep-dwelling species), and Uvigerina  sp. 

(benthic species) (according to Garidel-Thoro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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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tailed comparison of Santa Barbara Basin benthic and planktonic 

foraminieral δ13C records for the Interstadials 8 and 11 (after Kennett et al., 

2000). Light shading represents laminated interstadial. Dark shading highlights 

negative δ13C excursions in both benthic and planktonic species (After 

Cannariato and Stot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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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species-species benthic and planktonic foraminiferal   

δ13
C values (Kennett et al., 2000) with high resolution TOC δ13

C values 

across one of the brief foraminiferal δ13C excursion in Santa Barbara Basin 

during Interstadial 8. Shading highlights the δ13C excursion recorded in the 

foraminiferal calcite (After Cannariato and Stot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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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cords of (A) carbon isotopic composition of benthic (left) and planktonic (right) 

foraminifera in comparison to (B) abundance (left) and carbon isotopic composition (right) of 

molecular biomarker diploptene (According to Hinrichs et al., 2003 ).

Fig. 7. Records of (a) carbon isotopic composition of (left) benthic and (right) planktonic 

foraminifera in composition with (b) the (left) abundance and (right) carbon isotope composition 

of the methanotrophic bacteria and/or cyanobacteria diploptene and (c) the abundance of the 

archaeal glycerol ether lipid, archaeol in sediment (According to Uchida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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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stadial-interstadial mode of CH4 flux for Santa Barbara 

Basin. (A and B) During interstadials, warmer intermediate waters destabilized gas hydrates and 

activated CH4 flux through basin sediments. This led to increased upward CH4 flux through 

surface sediments to basin bottom waters. Episodic deroofing of gas hydrates cause massive CH4 

releases into water column and atmosphere (bubbles in (A)). (C and D) During stadials, cooler 

intermediate water lead to gas hydrate stability and build-up, an expanded sulfate reduction zone 

(S.R.Z), and reduced upward CH4 flux into basin. BSRs are bottom-simulating reflector inferred 

to represent gas accumulations beneath gas hydrates (According to Kennett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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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본 연구는 유기지화학 추 자를 이용하여 메탄방출 기록을 복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배경은 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해의 메탄 부존지역을 지화학 인 방법으로 

탐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는 국내에서는 학문 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으

며 메탄 하이드 이트의 안정  개발을 해서는 그 개발과 련된 여러 환경  주변상황

을 잘 이해하기 해 반드시 연구되어야할 분야이다. 이와 동시에 만약에 방출기록이 있다면 

그 방출 기록을 확인하고 메탄가스 방출과 련된 미생물(박테리아) 연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해양환경조사를 목 으로 한다. 이러한 분야는 비교  새로운 분야로 추후 메탄 방출

과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악은 잠재 으로 가능한 메탄수화물개발을 한 략

수립에 필수 이며 특수한 환경에서의 유기화합물과 미생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연구분야로 

이 분야에 선도 으로 연구를 주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개발 필요성은 

  1. 유기지화학 인 방법으로 동해 퇴 물 에 기록될 것으로 믿어지는 하이드 이트의   

    방출 기록을 복원하고 메탄 부존지역을 간 으로 지시하거나 탐색하는데 필요하며

  2. 메탄방출을 지화학 으로 증명한다면 그와 련된 여러 환경  요인을 규명하며 메탄 

    하이드 이트의 개발에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을 가진다. 

  3. 환경  요인으로는 메탄 방출과 계된 기후변화의 연구, 메탄 방출과 연계된 미세생  

    태계의 변화 등 다양하게 근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메탄개발의 기본정보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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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 내∙ 외  기 술 개 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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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 내∙ 외  기 술 개 발  황

  

 제 1  국외의 기술개발 황

가스 하이드 이트는에 한 근의 근간은 자원으로서의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개발하기 한 각종 학문범 를 망라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 에서도 지질

학, 지구화학, 지구물리학, 자원공학, 화학, 해양학, 상학, 해양 구조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서 수행되고 있다. “가스 하이드 이트 상“이 단지 꿈에 불과한 자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산․학․연의 연구기 이 교류와 공동연구를 활발히 함과 동시에 , 단기

인 연구조사  실시계획을 설정해야한다. 

선진 각국은 자원 인 입장에서 하이드 이트의 개발을 한 기 연구가 상당히 진

되어 왔으며 계속 인 유지발 을 모색하고 있다. 각국의 연구사례, 기술개발 황은 다음

과같다. 

  1. 미국

미국은 1980연  반부터 10여년간 수 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알래스카 Kuparuk 에서 

가스하이드래이트의 부존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자원 매장량 산정 등 생산모델 

개발을 시도한바 있다. 한 가스 하이드 이트의 상용화를 목표로 “가스 하이드 이트 연

구  개발 략”을 발표하고(1998), 가스 하이드 이트에 한 연구  개발에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가 연구개발 로그램을 수행 에 있다. 미국의 경우는 주 기 인 에 지

성 화석 에 지실을 심으로 미국 지질조사소, 해군연구소, 아메리카 석유연구소 등에서 

주축으로 컨소이엄을구성하고 법 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한 학에서는 기존의 

ODP 심해 굴삭을 통해 얻어진 퇴 물을 이용하여 빙기-간빙기를 통해 해 퇴 물에서 수

층으로 메탄 방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기후변동과 깊이 계된다는 연구논문이 일 이 

유명 학술지에 발표되는 등 (Kennett et al., 2000) 가장 선도 으로 메탄 하이드 이트에 

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가스 하이드 이트 개발은 주변 해역에 방 한 자원량이 기 되기는 하지만 그 

개발은 험부담이 크고 민간기업에서는 재래형의 천연가스개발에 정되어 있었던 자 을 

가스 하이드 이트의 개발에 돌리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디까

지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착수할 천연가스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실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일본주변의 해역에는 거 한 가스 하이드 이트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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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에 의해 메탄 하이드 이트의 탐 , 개발에 한 평가와 함께 자원으로서의 시용을 목

표로 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미국보다 좀 더 극 으로 연구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2005년에 상업생산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던 만큼 메탄 하이드 이트가 

개발된다면 조만간 일본이 에 지 자원국으로 부상하는 날도 멀지 않으리라 망된다. 특히 

일본은 2016년에 상업생산 목표로 NEDO주체의 2단계 러젝트에 착수하 으며 재 일본 

주변의 매장량을 약 6조 m3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본 천연가스 연간 소비량 540억 m3의 

약 100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Mitsui조선(주) 등에서는 LNG를 신하는 새

로운 천연가스 운송  장 방법으로 천연가스 Hydrate (NGH; Natural Gas Hydrate)에 

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LNG선을 체하는 NGH선의 개발을 진행시키

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의 경우는 메탄 하이드 이트와 련된 다양한 분

야의 연구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IODP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를 발족시키면서 그동안에 가스지역에서는 굴삭이 가능하지 않았던 을 개선한 국제 공동 

로그램의 일환으로 형 굴착선을 건조 했으며 메탄 하이드 이트와 그 외 과학  목

을 이유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 굴삭선은 Raiser방식의 굴삭법을 도입함으

로써 기존에 불가능 했던 가스나 유  지역의 굴삭을 가능하게 했다는 에서 앞으로 한층

더 가스 하이드 이트의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망된다. 한 학계에서도 학이나 연

구소를 심으로 메탄 하이드 이트와 련하여 유기지화학 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지며 그 

표 인 가 일본 홋카이도 외해에서 BSR를 탐색함과 동시에 BSR이 나타난 지역에서 

유기화합물을 이용하여 메탄 방출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 (Uchida et al., 2004). 한 메탄 

방출과 련하여 유공충의 탄소 동 원소 분석을 통한 연구  퇴 물 속에 있는 미화석

(microfossil)를 이용한 연구가 다수 있다 (Ohkushi et al., 2005). 

첨부하는 Fig. 9은 재까지 조사된 일본 주변에서 가스 하이드 이트 매장되었다고 추

정되거나 확인된 곳이며, Fig. 10은 주변해에서 얻어진 하이드 이트 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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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stribution map of Methane Hydrate around Japanese Island 

(Map Courtesy of Tokuyama H., Tokyo University).

    

  3. 나다

나다의 경우도 메탄 하이드 이트의 연구에 선도 이라 할 수 있다. 나다는 국립연

구소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를 표기 으로 하여 메탄 하이드 이트

의 탐사를 포함하여 화학  조성, 인공 하이드 이트의 합성 등 다양한 분야에 연구를 주도

하고 있으며 NRC에서는 유수한 외국의 연구자를 빙하여 국제 인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한 캐나다는 메탄 하이드 이트의 연구를 해서 세계 각 지역에서 채취된 각종 메

탄 하이드 이트를 보존하고 있다 (Fig. 11 & 12).

  4. 기타 러시아, 노르웨이, 국, 인도 등도 국가차원에서 가스 하이드 이트의 탐색과 개

발을 해 주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가스 에서 감압법을 이용하여 하이드 이트를 

해리시켜 실질  생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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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ethane Hydrate collected by piston core 

sampling (from Matsumoto, R)

Fig. 11. Natural methane hydrate 

collected by piston core (Data from 

NRC, photo by Hyun) 

      Fig. 12. Bubbles from methane 

dissociation (Data from NRC, photo 

by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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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국내의 연구개발 황

선진 외국이 일 부터 메탄하이드 이트의 개발과 탐사에 주력한 반면 국내의 여건은 

그 지 못하다. 10여년 부터 산발 으로 학이나 연구소를 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

지만 (e.g., 유와 , 2001; 한국해양연구원, 2005) 체 인 매장지역이나 매장량에 한 믿

을만한 자료를 도출해 내지 못한 상태이다. 구체  로, 1996년부터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에서는 “가스 하이드 이트에 한 기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동해의 가스하이드 이트 

부존 가능성을 제시한바 있으며, 한국해양연구원 한 1997년 이래 지속 으로 동해지역에

서 탐사를 진행하여 동해 울릉분지와 독도 주변해역에서 부존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메탄 하이드 이트가 미래의 자원으로 그 잠재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음으로 2005

년부터는 산업자원부  계부처의 지원 하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규모의 메탄 하

이드 이트 사업단이 발족되었으며 재 진행 에 있다. 2년차인 2007년에는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서 일부이기는 하나 퇴 층에서 가스 하이드 이트를 발견하는데 성공했으며 이와 

련된 carbonate 물질을 채취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재까지 메탄의 탐사와 계되는 

지구물리학 인 연구, 자연재해 등 다양한 면에서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나 지 까지 국외와

의 연구격차가 존재하는바 재까지의 연구 경향에 있어서도 지구물리학 인 면에 치우쳐 

있으며 유기지화학 인 연구사례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탄 하이드 이트가 가

져올 수 있는 환경 인 면 즉 기후변화와의 계, 유기biomarker에 의한 하이드 이트 탐

색, 지화학  방법에 의한 매장량 산정, 개발과 하이드 이트 해리 등에 의한 사면 안정성 

등 유기 지화학 , 화학 인 근방법으로 충실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에 지 과  소비국이며 자원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에 지 수  불균형

에 따른 경제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 기후변화 약과 련하

여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조만간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상 에 이를 망

에 있어 언제까지 의무부담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감목표를 세워야 

할 시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세  환경 친화 이며 주 에 지원으로 부상 할 것으로 기

되고 있는 메탄 하이드 이트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격 인 개발과 병행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기반 확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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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개 발 수 행  내 용   결 과

 제 1  퇴 물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메탄 방출기록 

  1. 연구재료  방법

   가. 연구재료 (주상시료 퇴 물)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채취된 2개의 주상시료 퇴 물을 이

용하 다 (1차년도). 1차년도의 주상시료에 한 기 인 자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료로 존재하며 이 분석에 사용된 2개의 주상시료는 Fig. 13에 간단히 표기한다. 2차년

도 시료 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 2개의 주상시료 시료이며 각 시

료의 ID는 Table 1, 2와 같으며 총 시료 수는 1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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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llected piston core (06GHSA P1 and P6) 

and its various characteristics. Arrows indicate the 
14
C age (data source,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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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기구

분석  자기구는 자동세척장치 혹은 음 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하 다.  세척된 

자는 1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헹군 후, 알루미늄 호일로 하 다.  된 자는 450 

℃에서 8시간 태워서 유기물을 제거한 후 사용 까지 상태로 보 하 다. 모든 자기

구는 사용직 에 디클로로메탄으로 다시 세척하여 유기물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 다.

   다. 유기용매

유기용매는 고순도인 B&J사(미국)의 GC
2
 등 을 사용하 으며, 사용  같은 재고에 

해서 순도확인을 하 다.  소요되는 용매의 양을 계산한 후 그 양에 해당하는 용매를 농

축하여 GC/MS로 오염을 확인하 다.

   라. 표 물질

디 롭텐(diploptene, hop-22(29)-ene, Fig. 14.) 표 물질은 Chiron(노르웨이)사에서 구

입하 다. 내부표 물질은 추출 에 첨가하는 o-terphenyl(Supelco, 미국)과 deuterated 

PAHs(Ultra Scientific, 미국), 그리고 기기분석 에 첨가하는 GC 표 물질인 

p-terphenyl-d14(Supelco, 미국)을 사용하 다.

  

Fig. 14. Molecular structure of diploptene.



- 39 -

   마. 기타시약

무수황산나트륨(Fisher, 미국)과 실리카겔(100~200 mesh, Davisil, 미국)은 사용  450℃

에서 태운 후 180℃에서 보 하 다.  

  2. 추출  정제

일련의 분석과정은 Yamamoto et al.(2000)와 Uchida et al(2004)에서 제시된 분석방법

을 일부 수정하 으며 추출, 정제, 그리고 기기분석과정으로 구성된다(Fig. 15.). 추출은 

은 양의 시료에 많이 사용되는 가속용매추출장치를 사용하 다. 정제  분취는 마이크로 

컬럼을 이용하 으며 4가지 분액으로 분취하 다. 기기분석은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GC/MS)를 이용하여 정량  정성분석을 동시에 진행하 다.

 

Fig. 15. Analytical processes of diplopt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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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추출(Extraction)

건조된 시료 1 g을 가속용매추출장치(Accelerated Solvent Extractor, Dionex사, 미국)

를 사용하여 추출하 다. 추출  내부표 물질(o-terphenyl, deuterated PAHs)을 첨가하

다. 추출액을 라스크에 옮겨 담은 후 회 증발농축기  질소농축기를 이용하여 1 ml까

지 농축하 다. 농축액에 남아있는 잔류수분 제거를 해 스퇴르 피펫에 무수황산나트륨

을 채운 후 통과시켰다. 용출액을 4 ml 바이알에 담은 후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완 히 농

축하 다. 용매치환을 해 바이알에 헥산 0.5 ml을 추가하 다.  

   나. 분취(Fractionation)

5인치 스퇴르 피펫에 유리솜(glass wool)을 채운 후 헥산으로 세척하 다. 실리카겔

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세척한 후 증류수 5%로 비활성화(deactivation)시켰다. 비활성화 처리

된 실리카겔에 헥산을 채워 보 했다. 실리카겔을 스퇴르 피펫에 슬러리(slurry) 상태로 

주입하여 4.5 cm 높이로 채웠다. 이후 2 ml(1 ml + 1 ml)의 헥산으로 칼럼을 세척했다. 용

매치환된 시료를 피펫을 이용하여 칼럼에 주입하 다. 용출액은 4 ml 바이알에 받았다. 첫 

번째 분취액(F1, aliphatic fraction)은 헥산을 3 ml(0.5 ml +0.5 ml + 1 ml +1 ml)을 흘려서 

받았다.  두 번째 분취액(F2,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fraction)는 헥산:톨루엔(3:1) 

혼합용매를 3 ml(0.5 ml + 0.5 ml + 1 ml + 1 ml) 흘려서 받았다. 세번째 분취액(F3, 

ketons, aldehydes)는 톨루엔을 4 ml(0.5 ml + 0.5 ml + 1 ml + 1 ml + 1 ml) 이용해서 받

았다. 그리고 마지막 분취액(F4, alcohol, sterol)는 톨루엔:메탄올(3:1)을 4 ml(0.5 ml + 0.5 

ml + 1 ml + 1 ml) 흘려서 받았다. 각각의 분취액은 질소가스에 완 히 농축시켰다. 농축

이 끝난 바이알에는 GC 내부표 물질(terphenyl-d14)를 첨가한 후 헥산 200 ul를 넣었다. 

이후 GC용 바이알에 옮겨 담은 후 기기분석을 진행하 다.

  3. 기기분석

 

   가. 총 유기탄소, 무기탄소, 탄산염 분석

퇴 물을 곱게 분쇄하여 처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total carbon)을 분석하

다. 탄소 분석이 끝난 시료는 유기탄소(organic carbon)분석을 해 1N 염산으로 무기탄

소를 제거한 후 다시 CHNS분석기(EA1112)로 분석하 다. 탄산염 함량은 TC-TOC*8.33으

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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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기화합물 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 (GC)는 Agilent 5890(미국)모델을 그리고 질량분석기(MS)는 

Agilent 5972 모델을 사용하 다. GC분석조건은 주입구 온도는 300℃로 맞추었으며, 오 온

도 로그램은 기온도 50℃에서 2분, 6℃/분으로 300℃까지 승온한 후 16.33분 기시간

을 가졌다. 컬럼은 J&W사의 DB-5MS(30 m x 0.25 mm, 0.25 um 필름두께)를 사용하 다. 

시료는 자동주입기를 이용하여 2 ul를 주입하 다. GC와 MS의 연결부(transfer line) 온도

는 280℃로 고정했다. 질량분석기는 시료분석  튜닝과정을 거쳐 이상유무를 확인하 으며 

EM voltage 값이 1700 수 이었다. 정성분석을 해서 MS의 스캔(scan)모드로 분자량 50 

～ 550까지를 스캔하 으며, 분석 상물질인 디 롭텐의 경우 분자량이 410으로 범  내에

서 정성이 가능하 다. 정량분석을 해서 선택  이온(selected ion monitoring) 방식을 사

용하 으며, 정량 이온으로 191, 그리고 확인이온으로 240을 이용하 다. 선택  이온 방식

일 때 스캔 속도는 1.02 사이클/분이었다. 

   4. 정성  정량

GC/MS에서 분석 상물질의 정성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 진다. 먼  크

로마토그램상에서 분석물질의 머무름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반 인 GC에

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GC의 경우 이동상으로 기체를 사용하며 기체의 유량  압력

이 기기 으로 정 하게 제어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머무름 시간의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시간 에 겹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크가 있을 수 있으

므로 질량분석기에서의 정성이 필수 이다. 본 분석에서는 표 물질과 시료에서 나타난 디

롭텐의 머무름 시간이 45.968분으로 완벽히 일치하 다(Fig. 16.).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주로 검출기로 질량분석기를 사용할 때 가능한 것으로 피크의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것이다. 

각각의 물질은 고유한 질량 스펙트럼을 가지며 이러한 스펙트럼은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 Technology) 등에서 라이 러리를 구축해 놓고 있어서 쉽게 확인

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디 롭텐의 경우 아직 라이 러리에 등재가 되지 않아서 

확인을 해서는 표 물질이 필수 이다.  표 물질과 시료에서 나온 스펙트럼이 95%이상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 다(Fig. 17.).

분석물질의 정량을 해서 세 가지 농도 수  범 에서 검량선을 작성하 다(Fig. 18.). 

농도(0.11 ng/ml), 간농도(0.44 ng/ml), 고농도(1.1 ng/ml)의 표 물질을 사용하 으며 

내부표 물질과의 상 인 반응도(relative response)를 이용하 다. 내분표 물질 방법은 

외부 표 물질 검량방법에 비해 분석과정 의 오차  기기상태에 따른 편차를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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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 이 있어서 미량물질 분석에 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Fig. 16. Qualitative analysis using retention time, internal standard of GC-chroma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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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internal standard and sample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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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alibration curve for qualitative analysis 

  5. 내용  결과

   가. 유기탄소,  유기질소 함량, C/N ratio

1차년도에 두개의 주상시료 퇴 물에 한 퇴 물에서 총 312의 시료를 분석하 으

며 각각의 결과는 이미 보고되었다. 2차년도에도 2개의 주상시료에서 총 110개의 시료

가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2에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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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Depth
(cm)

TN
(%)

TC
(%)

TON
(%)

TOC
(%)

TOS
(%)

TIC
(%)

CaCO3

(%)
C/N
ratio

1 0 0.242 1.785 0.297 1.984 1.312 0.000 0.00 6.67 

2 10 0.302 2.839 0.347 2.876 1.202 0.000 0.00 8.29 

3 20 0.253 2.628 0.338 2.551 1.116 0.077 0.64 7.56 

4 30 0.234 1.931 0.281 2.172 1.367 0.000 0.00 7.74 

5 40 0.364 3.309 0.459 3.767 2.653 0.000 0.00 8.20 

6 50 0.365 3.700 0.510 4.249 1.707 0.000 0.00 8.33 

7 60 0.368 3.515 0.489 4.000 2.953 0.000 0.00 8.17 

8 70 0.213 2.557 0.307 2.512 1.036 0.045 0.38 8.18 

9 80 0.357 4.017 0.516 4.563 4.257 0.000 0.00 8.84 

10 90 0.209 2.680 0.315 2.573 2.262 0.107 0.89 8.17 

11 100 0.147 1.594 0.209 1.748 2.429 0.000 0.00 8.38 

12 110 0.010 1.033 0.089 0.468 0.629 0.565 4.70 5.28 

13 120 0.107 3.215 0.227 1.961 2.037 1.255 10.45 8.65 

14 130 ND 2.072 0.116 0.872 0.813 1.200 9.99 7.52 

15 140 0.101 3.159 0.257 2.070 1.137 1.089 9.07 8.06 

16 150 0.099 3.309 0.237 1.861 0.969 1.448 12.06 7.85 

17 160 ND 5.477 0.166 1.331 0.926 4.146 34.54 8.01 

18 170 0.044 3.042 0.148 1.196 0.799 1.845 15.37 8.07 

19 180 0.061 2.795 0.138 1.120 0.756 1.675 13.95 8.11 

20 190 0.023 2.881 0.140 1.095 0.817 1.786 14.87 7.84 

21 200 0.056 2.576 0.153 1.127 0.517 1.449 12.07 7.37 

22 210 0.063 2.760 0.238 1.816 1.385 0.944 7.86 7.62 

23 220 0.097 2.990 0.253 1.980 1.255 1.010 8.42 7.84 

24 230 0.095 2.993 0.238 1.922 1.425 1.071 8.92 8.06 

25 240 0.126 2.940 0.281 2.144 1.359 0.796 6.63 7.63 

26 250 0.091 3.053 0.230 1.939 1.654 1.114 9.28 8.42 

27 260 0.112 2.713 0.226 1.875 1.429 0.839 6.98 8.31 

28 270 0.075 3.120 0.254 1.968 1.229 1.152 9.60 7.74 

29 280 ND 3.648 0.103 0.762 0.614 2.886 24.04 7.37 

30 290 0.098 2.964 0.243 1.961 1.194 1.003 8.36 8.06 

31 300 0.097 2.603 0.232 1.821 1.391 0.781 6.51 7.87 

32 310 0.080 2.721 0.210 1.563 1.557 1.159 9.65 7.45 

33 320 0.153 2.971 0.256 2.183 1.343 0.788 6.56 8.53 

34 330 0.159 3.410 0.291 2.710 1.069 0.700 5.83 9.31 

35 340 0.043 2.395 0.169 1.402 1.017 0.992 8.26 8.31 

36 350 0.127 3.017 0.272 2.227 1.361 0.790 6.58 8.17 

37 360 0.142 3.149 0.284 2.290 1.219 0.859 7.16 8.05 

38 370 0.138 2.906 0.266 2.159 1.082 0.746 6.22 8.11 

39 380 0.143 2.780 0.243 2.080 1.776 0.700 5.83 8.56 

40 390 0.119 2.645 0.274 2.122 1.013 0.524 4.36 7.74 

41 400 0.101 2.160 0.241 1.963 1.149 0.197 1.64 8.15 

42 410 0.079 1.779 0.192 1.481 1.884 0.298 2.48 7.70 

43 420 0.108 1.707 0.196 1.584 1.614 0.123 1.02 8.08 

44 430 0.007 3.092 0.078 0.521 0.390 2.570 21.41 6.67 

Table 1. Analytical result of organic matters for core 07GHSA 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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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40 0.048 2.738 0.128 1.117 0.913 1.622 13.51 8.72 

46 450 0.140 2.886 0.287 2.605 0.943 0.281 2.34 9.07 

47 460 0.171 3.135 0.316 2.905 1.067 0.229 1.91 9.19 

48 470 0.178 4.297 0.372 3.230 1.008 1.067 8.89 8.68 

49 480 0.255 3.283 0.375 3.333 0.898 0.000 0.00 8.89 

Sample
No.

Depth
(cm)

TN
(%)

TC
(%)

TON
(%)

TOC
(%)

TIC
(%)

CaCO3

(%)
C/N ratio

50 0 0.147 1.613 0.284 1.700 0.000 0.00 5.99 

51 10 0.125 1.753 0.289 1.868 0.000 0.00 6.47 

52 20 0.146 1.667 0.277 1.802 0.000 0.00 6.52 

53 30 0.313 3.524 0.486 3.850 0.000 0.00 7.92 

54 40 0.281 2.994 0.406 3.175 0.000 0.00 7.82 

55 50 0.312 3.475 0.465 3.823 0.000 0.00 8.23 

56 60 0.227 3.002 0.384 3.251 0.000 0.00 8.47 

57 70 0.519 5.770 0.656 6.343 0.000 0.00 9.67 

58 80 0.097 3.308 0.212 1.493 1.816 15.12 7.03 

59 90 0.048 2.176 0.166 1.042 1.133 9.44 6.26 

60 100 0.012 1.642 0.163 0.795 0.847 7.06 4.87 

61 110 0.100 2.720 0.227 1.842 0.878 7.31 8.11 

62 120 0.078 2.461 0.266 2.384 0.077 0.64 8.98 

63 130 0.033 1.152 0.083 0.521 0.631 5.25 6.25 

64 140 0.155 2.184 0.279 2.213 0.000 0.00 7.95 

65 150 0.189 2.567 0.330 2.774 0.000 0.00 8.41 

66 160 0.209 2.664 0.316 2.881 0.000 0.00 9.11 

67 170 0.030 0.827 0.131 0.814 0.013 0.11 6.21 

68 180 0.206 2.828 0.333 2.878 0.000 0.00 8.65 

69 190 0.211 3.407 0.363 3.145 0.261 2.18 8.66 

70 200 0.149 4.401 0.276 2.580 1.820 15.16 9.35 

71 210 0.064 1.525 0.226 1.566 0.000 0.00 6.93 

72 220 0.196 2.999 0.352 2.961 0.037 0.31 8.41 

73 230 0.044 1.689 0.213 1.755 0.000 0.00 8.23 

74 240 0.051 1.176 0.152 1.133 0.044 0.36 7.43 

75 250 0.084 1.800 0.198 1.378 0.422 3.52 6.96 

76 260 0.040 1.195 0.159 0.997 0.199 1.66 6.26 

77 270 0.019 0.987 0.148 0.863 0.124 1.03 5.82 

78 280 0.101 2.711 0.238 1.790 0.921 7.67 7.53 

79 290 0.078 1.344 0.179 1.194 0.150 1.25 6.66 

80 300 0.049 1.727 0.157 1.132 0.595 4.96 7.21 

81 310 0.052 3.474 0.178 1.342 2.132 17.76 7.52 

82 320 0.173 4.162 0.367 3.327 0.835 6.95 9.06 

83 330 0.191 3.799 0.343 3.111 0.688 5.73 9.08 

Table 2. Analytical result of organic matters for core 07GHSA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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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40 0.073 1.693 0.175 1.154 0.539 4.49 6.61 

85 350 0.047 1.320 0.143 0.898 0.422 3.51 6.28 

86 360 0.190 4.394 0.339 3.105 1.289 10.74 9.16 

87 370 0.245 5.380 0.460 4.504 0.876 7.30 9.80 

88 380 0.088 2.482 0.191 1.363 1.119 9.32 7.15 

89 390 0.153 1.779 0.211 1.632 0.148 1.23 7.74 

90 400 0.232 2.818 0.315 2.904 0.000 0.00 9.23 

91 410 0.239 2.859 0.337 2.890 0.000 0.00 8.57 

92 420 0.264 3.718 0.417 3.872 0.000 0.00 9.28 

93 430 0.296 3.894 0.443 4.204 0.000 0.00 9.49 

94 440 0.117 3.487 0.229 2.007 1.481 12.33 8.75 

95 450 0.319 3.939 0.428 4.092 0.000 0.00 9.56 

96 460 0.455 4.613 0.495 4.829 0.000 0.00 9.75 

97 470 0.226 3.048 0.268 2.211 0.837 6.97 8.25 

98 480 0.202 3.242 0.227 1.895 1.347 11.22 8.33 

99 490 0.119 3.262 0.133 1.088 2.174 18.11 8.21 

100 500 0.342 2.862 0.323 2.765 0.096 0.80 8.56 

101 510 0.239 2.381 0.295 2.296 0.085 0.71 7.79 

102 520 0.160 2.053 0.271 2.033 0.020 0.17 7.49 

103 530 0.151 1.870 0.261 1.846 0.024 0.20 7.08 

104 540 0.133 1.820 0.254 1.818 0.002 0.02 7.16 

105 550 0.090 1.128 0.137 1.085 0.043 0.36 7.92 

106 560 0.289 2.695 0.345 2.789 0.000 0.00 8.09 

107 570 0.260 2.483 0.312 2.568 0.000 0.00 8.22 

108 580 0.355 3.096 0.336 3.085 0.012 0.10 9.18 

109 590 0.257 2.874 0.312 2.740 0.134 1.12 8.79 

110 600 0.173 2.023 0.192 1.325 0.698 5.81 6.92 

퇴 물  유기물을 분석한 결과 유기탄소(TOC) 함량은 주상시료 07GHSA P02에서 최고 

4.56 %, 최소 0.47 % (평균 2.08%)로 나타났으며, 07GHSA P05에서는 최고 6.34 %, 최소 

0.52 % (평균 2.31 %)로 나타났다. 유기물의 기원을 지시하는 C/N 비는 체 으로 10이

하의 값을 보이고 있어 장에서 생물생산에 의해 생성된 유기물임을 지시하고 있다. 각각

의 주상시료데 한 TOC, CaCO3의 수직 인 분포는 Fig. 19와 20에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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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Vertical variation of TOC, CaCO3 and C/N ratio in core of 07GHSA 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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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Vertical variation of TOC, CaCO3 and C/N ratio in core of 07GHSA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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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

1차년도에 두개의 주상시료 퇴 물에 한 퇴 물에서 총 48의 시료를 분석하 으

며 2차년도에는 기존의 분석결과에 추가하여 20개의 시료를 분석하 다. 1차년도 결과

와 함께 2차년도 분석된 결과를 Table 3과 4에 표시하 다. Fig. 21과 22는 P6-1 코아

의 여러 깊이에서 얻어진 시료에 해 GC/MC를 이용한 분석된 를 표시하고 있다.

Table 3. Analytical results of the diploptene for two cores in first year

06GHSA P1-1 06GHSA P6-1

Depth(cm) Conc.(ng/g) Depth(cm) Conc.(ng/g)

24 42.2 96 5.3 

48 20.0 120 44.0 

72 36.4 144 54.6 

96 24.3 168 37.8 

120 29.2 192 25.6 

144 16.7 216 1.7 

168 16.0 240 8.9 

192 21.6 264 11.4 

216 12.5 288 10.8 

240 13.4 312 14.0 

264 35.7 336 14.6 

288 16.7 360 15.5 

312 24.2 384 10.8 

336 17.6 408 3.1 

360 25.6 432 33.3 

384 1.4 456 33.7 

408 15.9 480 39.3 

432 14.5 504 49.1 

456 8.2 531 106.7 

484 11.4 558 18.1 

508 7.5 585 249.6 

528 9.2 623 433.5 

532 27.2 662 632.1 

536 35.1 7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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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tical results of the diploptene for two cores in second year

06GHSA P1-1 06GHSA P6-1

Depth(cm) Conc.(ng/g) Depth(cm) Conc.(ng/g)

6 81.3 2 91.5 

158 58.6 50 62.4 

310 35.3 102 58.9 

458 32.1 150 46.6 

202 33.7 

250 26.8 

302 18.6 

350 15.3 

402 35.0 

450 22.6 

502 24.6 

542 68.3 

560 13.2 

597 150 

644 123 

660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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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An examples of diploptene concentration conducted by 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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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An examples of diploptene concentration conducted by 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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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 diploptene)  측정은 두개의 주상시료 (06GHSA P1-1, 

06GHSA P6-1)에서 실시되었으며 분서된 시료는 총 48시료이다. 분석된 값은, 06GHSA 

P6-1에서 최소 1.7 ng/g, 최고 632.1 ng/g (평균 74.2 ng/g) 이며, 06GHSA P1-1에서는 최

소값 1.4 ng/g, 최고값 81.3 ng/g (평균 24.3 ng/g)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d 4.).

이와 같은 값은 기존에 Uchida et al. (2004)에 의해 발표된 diploptene함량과 비슷한 값

을 보이고 있으며 특이한 은 빙기(glacial time)에 diploptene함량이 06GHSA P6-1에서 

집 으로 증가하고 있다 (Fig. 23.).

Fig. 23. Vertical profiles of diploptene concentration of the two cores. Distinctive 

increase of diploptene during the glacial time was observed in core 06GHSA P6. 

All data are compiled with last year's. Overall trend is very similar with previou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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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기화합물 diploptene에 한 탄소 동 원소 

     

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박테리아가 만드는 diploptene은 시아노 박테리아의 합성 작

용이나 기성 환경에서 methanotrophic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따라서 퇴 물  

diploptene이 나타난다고 해서 직 으로 메탄 방출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시험 으로 diploptene를 분석하고 diploptend의 

탄소동 원소를 분석 의뢰하 다. 분석된 유기화합물 (diploptene)에 한 탄소 동 원소를 

분석한 결과 -56.33~ -60.23 %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 일정 부분은 메탄해리에 의해 형성

된 유기화합물임을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험 으로 수행된 결과이지만 추후 이 부분에 한 보강차원의 동 원소 분석을 필요

로 한다. 재 07년도에 분석이 계획된 시료에 해 분석 에 있다.

Table 5. Analytical results of carbon isotope from diploptene in core GHSA P6-1 

 

Measured Corrected

Compounds 13C average STDEV 13C average STDEV

06 P6-1 582-583cm 
N1

Diploptene -54.83 -54.83 1.47 -56.33 -56.33 0.77

-55.87 -57.37

-57.73 -57.90

-57.85 -58.02

Mesured Corrected

Compounds
13
C average STDEV

13
C average STDEV

06 P6-1 625-626cm 
N1

Diploptene -58.73 -58.73 1.09 -60.23 -60.23 2.67

-61.35 -62.85

-59.77 -57.08

-60.24 -57.55

Mesured Corrected

Compounds 13C average STDEV 13C average STDEV

06 P6-1 676-677cm 
N1

Diploptene -59.79 -59.79 0.58 -59.96 -59.96 0.58

-60.62 -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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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퇴 물 내 메탄 사 련 고세균 군집 분석

  1. 연구 재료  방법

   가. 조사 시료  시료 처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06년 우리나라 동해 울릉분지(35.8°N, 130°E) 주변을 상으로 

피스톤 코어(Piston Core) 방식을 이용해 두 site (06GHSAP1, 06GHSAP6)에 한 시추를 

실시하 으며, 06GHSA P1 site에서 채취한 06GHSA P1 2 코어를 상으로 선상에서 냉장

보 하고 실험실로 운반한 후, 깊이별로 자른 후, 냉동보  하 다. 한 2007년 7월, 연구

선 탐해 2호를 이용해 동해 울릉도 주변과 울릉도로부터 북동쪽, 남동쪽(최  수심 823 m

에서 최고 2,088 m)을 상으로 체 19회 시추 작업을 진행하 고(Fig. 24), 동해 퇴 물에 

한 미생물 군집구조분석과 다양성을 조사를 해 2006년 와 2007년에 확보한 울릉분지 

주변의 코어 시료 3개를 이용하 다. 2007년에 획득한 07GHSA P02 / 07GHSA P05 코어

는 장인 선상에서 깊이별로 나 었는데, 오염의 방지를 해 core의 앞과 뒷부분 4cm씩

과 PVC와 한 모든 부분을 제거한 후 앙부 의 sediment를 모아 ‐80℃에 보 했다. 

그리고 각각의 코어 시료에 해 상층, 층, 하층 부분의 깊이별 세 부분으로 나 어 미생

물다양성을 조사하 다. 06GHSA P1‐2 Core는 PS1 : 0~25 cm, PS4 : 375~400 cm, PS6 : 

655~680 cm로 나 고, 07GHSA P02 core는 0 cm, 200 cm, 490 cm 그리고 P07GHSA P05 

core는 0 cm, 300 cm, 600 cm로 나 어(Table 5 and Fig. 25) 약 40 g의 퇴 물을 채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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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Piston coring and sample treatment of sediments in Ulleung-Basin, East Sea. 

A(left); Piston is diving into the water. B(right up); Sactioning of core sediment. C(right 

down); PVC pipe was full off from Piston Bar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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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Description of core samples.

Core sample
Water 

depth(m)
Characteristics

Collection 

Date

Analyzed core depth(cm)

Top Middle Bottom

06GHSA P1-2 0 375 655

07GHSA P02 2,067
Methane bearing 

site  
July 06. 07 0 200 490

07GHSA P05 2,088 Control site July 07. 07 0 3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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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Sections of  sediment core samples. (A; 06GHSA, B; 07GHSA P02, C; 

07GHSA P05).

Fig. 26. Scheme of sediment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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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퇴 물의 DNA 추출  정제

 

퇴 물로부터 DNA를 추출하기 해 ZHOU (2001)의 방법을 참고했으며, 샘  처리는 

무균(clean bench) 상태에서 진행하 다(Fig. 26). 채취한 퇴 물  16 g을 두 번으로 나

어 멸균된 막자사발에 넣고, 액체질소를 부어 냉각 시킨다. 이때 denaturing solution (4 M 

guanidine isothiocyanate, 10 mM Tris‐HCl [pH 7.0], 0.5% 2‐mercaptoethanol, 1 mM 

EDTA) 2ml도 같이 첨가해서 얼린다. 시료에 액체질소를 부어 쇄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

고, 쇄된 시료는 50ml 튜 에 옮겨 담아 extraction buffer (100 mM sodium phosphate 

[pH 7.0], 100 mM Tris‐HCl [pH 7.0], 100 mM, 1.5 M NaCl, 1% 

hexa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 EDTA [pH 8.0], 2% SDS) 9 ml을 첨가해 다. 이 

시료를 vortexing해서 섞어  후 65℃에서 30 분간 반응시키고, 10분마다 흔들어 섞어 다. 

1,800x g로 4℃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 액을 모은 후 침 물에는 다시 extraction 

buffer 5 ml을 첨가해 65℃에서 10분간 반응시킨다. 1,800x g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 

액을 앞의 50ml튜 에 넣어 다. 상등 액에 동량의 chloroform: isoamylalcohol (24:1)을  첨

가하여 혼합하고 1,800x g로 4℃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 액만 따로 모은다. 상등액

에 0.6배의 isoprophanol을 첨가한 후 상온에서 한 시간 반응시키고, 1,800x g로 20분간 원

심분리 하 다. 상등 액을 제거한 후 공기 에 완  건조하고 TDW 1 ml에 녹 다. 추출

된 Genomic DNA에서 humic acid의 제거를 해 Q‐Biogene의 GENECLEAN Turbo kit

를 이용해, 최종 30 μl로 정제 농축하여 -20℃에 보 하 다. 

   다. 16S rDNA 증폭과 cloning 

울릉분지 퇴 물로부터 정제된 Genomic DNA로부터 archaeal과 bacterial의 16S rDNA 

증폭을 해 bacteria primer 27F(5`‐AGA GTT TGA TCM TGG CTC AG‐3`)과 

1518R(5`‐AAG GAG GTG ATC CAN CCR CA‐3`), archaeal primer 21F(5`‐TTC 

CGG TTG ATC CYG CCG GA‐3`)와 1492R(5`‐GGT TAC CTT GTT ACG ACT T‐

3`)를 사용하 다(Teske et al., 2002; Giovannoi. 1991). 체 증폭 반응물은 20 ㎕ 용량으로 

template는 10~100 ng, 0.2 mM dNTPs, 5% BAS, 0.1% DMSO, 0.2 μM primer, 1x Ex 

Taq buffer, 1.0U Ex Taq polymerase(Takara Corp. Japan)이 되게 하 다. 핵산 증폭기 모

델 T1 Thermocycle(Biometra Corp. Germany)을 이용해 94℃에서 5분간 반응 후, 94℃에

서 60 , 60℃에서 60 , 72℃에서 90 로 25번 반복하 고, 마지막에 72℃에서 7분간 더 반

응시켰다. 증폭 산물은 0.8% agarose gel을 이용해 확인했으며, EtBr 용액에서 10분간 염색



- 61 -

하고 15분간 탈색 시킨 후 UV를 이용해 찰하 다.

증폭된 1.5Kb의 16S rDNA는 AccuPrep® PCR Purification Kit (Bioneer, korea)를 이

용해서 정제하 고 pGEM®‐T Vector kit (Promega)를 이용해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클

로닝을 수행하 다. Ampicillin(100 μg/㎕)이 포함된 LB 고체배지에서 자란 형질 환체  

blue‐white selection을 통해 3개의 core로부터 무작 로 박테리아 콜로니와 고세균 콜로니

를 획득했다. 이들을 상으로 primer T7(5`‐TAA ATC CAA GAA TTT CAC C‐3`)과 

SP6(5`‐ATT TAG GTG ACA CTA TAG AA‐3`)를 이용해 콜로니 PCR을 수행하여 

16S rDNA 부분을 증폭하고, 96 well NucleoFast prep (MN) kit로 정제해서 염기서열 분석

을 한 주형을 비하 다. 염기서열 분석을 해 콜로니 PCR 산물을 주형으로 primer 

518R(5`‐GTA TTA CCG CGG CTG CTG G‐3`; Kato et al., 1997)을 이용해 ABI 

PRISM® BigDye® Terminator v3.1 Cycle sequencing Kit로 증폭 시킨 후 ABI PRISM 

3100 sequencer로 유 자 서열분석을 실시하 다.

   라. Archaeal과 Bacterial 16S rDNA 클론 library의 계통분석 

각 클론의 염기서열은 NCBI의 BLAST 검색을 통해 가장 상동성이 높은 그룹을 선택

해 군집구조 분석을 실행하 다. 선발된 클론의 16S rDNA 서열은 clustal W(Thompson, 

1997)와 PHYDIT(Chun, 1995) 로그램을 이용해 정리하 고, 각 Clone의 염기서열은 

NCBI에 올라와있는 염기서열  가장 상동성이 높은 서열과 pair‐wise alignment 했으며, 

Ribosomal Database Project II의 참고 염기서열을 매개로 하여 이차구조를 맞추어 정리하

다. 정리된 각 클론 염기서열의 Evolutionary distance matrices는 Juke and Cantor 

distance로 tree algorithm은 Neighbor‐Joining을 이용하여 계통도를 그렸다. 그려진 계통

도의 clade 지지도를 높이기 해 Bootstrap analysis(Felsenstein, 1995)을 1,000번 수행하여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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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과  고찰

   가. 세균의 다양성 분석 

울릉도 심해의 퇴 물로 부터 bacteria의 군집구조 분석을 해 체 481개의 bacterial 

클론(06GHSA P1‐2 : 194, 07GHSA P02 : 213, 07GHSA P05 : 74)을 얻었다. Table 3에서 

퇴 물의 깊이에 따라 다양한 미생물 군집의 존재를 확인하 다.  분석결과 3개의 core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그룹은 candidate division JS1으로 상층부 보다는 층부나 하층부에서 

그 비율이 증가하 다(Table 6). 06GHSA P1‐2 core의 경우 194개 클론  37%(n=72)가 

JS1 group으로 나타났고, 상층부(0~25 cm)에서 27%(n=17), 층부(375~400 cm)에서 

27%(n=18), 하층부(655~680 cm)에서 57%(n=36) 검출 되었다. 07GHSA P02의 core의 경우 

상층부(0~10 cm)에서 42%(n=29), 층부(200~210 cm)에서 59%(n=43), 하층부(480~490 cm)

에서 55%(n=38)가 검출되었다 (Fig. 28). 한 07GHSA P05 core의 상층부(0~10 cm)에서는 

51%(n=38)로 나타났다 (Fig. 29). Candidate division JS1 2004년 처음으로 보고된 그룹으로

(Webster et al., 2004) 해 에서 염기서열 상태로만 나타나는 그룹으로, hydrate associated 

bacteria나 hydrocarbon seep clone으로 표기되었다. 재까지 메탄 매장지역으로 상되는 

퇴 물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는 JS1 group은 일반 심해 퇴 물에는 많이 존재하지 

않지만 메탄 매장 지역에서 많게는 50% 이상이 검출되는 그룹으로 보고되어있다(Inagaki 

et al., 2006). 이들의 특징에 해 자세히 밝 진 바는 없으나 2007년 보고된 바에 의하면 

주로 깊은 해 의 황산염(sulphate) 농도가 낮으며(0.1–10mM), 유기탄소(TOC)가 1~2%정

도 되는 shallow sediments, muddy, 퇴 토 표면에서 서식하며, 특히 메탄 수화물 주변의 

메탄이 존재하는 기성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rdon et al., 2007). 하지만 

JS1 그룹이 반드시 메탄 수화물이 포함된 퇴 물에서만 제한 으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Webster et al., 2004). Wadden Sea 지역에서 채취한 샘 의 실험 결과처럼 해 의 깊은 

층에는 주로 낮은 농도로 황상염(sulphate)이 존재하며 진흙층(mud)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JS1 그룹이 메탄 수화물에 향을 받지 않고 서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Chloroflexi의 경우 Table 6에서처럼 06GHSA P1‐2의 상층부에서 10%(n=6), 층부에

서 Chloroflexi는 17%(n=11) 정도 존재했지만, 06GHSA P1‐2의 하층부에서는 6%(n=4)로 

그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7GHSA P02의 core의 상층부에서는 11%(n=8), 층

부에서는 18%(n=13), 하층부에서는 21%(n=14)가 검출되었고, 07GHSA P05 core 상층부에

서는 13%(n=10)이 검출되었다. 계통분석결과 Chloroflexi는 주로 해 에서 염기서열만으로 

검출되는 종들과 상동성이 높았다. 07GHSA P02 하층부와 P05 상층부의 계통도에서 

Chloroflexi는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 5개의 subphylum(Ⅰ, Ⅱ, Ⅲ, Ⅳ, unclas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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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Ⅱ, Ⅳ에 속하는 서열이 하나로 그룹을 이루고 unclassified subphylum은 따로 떨어

져 나오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Fig. 34, 35, 36, 37).

OP11 clade는 계통학 으로 Bacteria division에 속하는 group으로 OD1 (OP11-derived 

1), SR1(Sulphur River 1)과 함께 세 개의division level 그룹으로 나눠진다. 이 그룹은 재

까지 해양 퇴 물상에서 오직 rRNA sequence 상태로만 검출되고 있으며, 주로 산소가 없

는 지역에 서식하는 밝 지지 않은 그룹이다(Harris et al., 2003). Planctomyces 경우 

06GHSA P1‐2의 하층부로 갈수록 분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31, 32, 33 계

통도에서 보듯이 이들은 일반 인 cultured Planctomyces와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 

Planctomyces는 06GHSA P1‐2 상층부와 층부에서 각각 6%와 11% 정도의 양만 검출되

었으나, 하층부에서는 17%가 검출되어 층간의 차이를 보 고(Fig. 27), 07GHSA P02 core

의 상층부에서 가장 많은 29%가 검출되었다(Fig. 6). Deltaproteobacteria는 06GHSA P1‐2 

core 상층부와 하층부에서 각각 3%와 2% 정도의 양만 검출되었으나, 층부에서는 20%가 

검출되어 층간의 차이를 보 고(Fig. 28), 07GHSA P02 core에서는 하층부에서만 3%가 검

출되었다. 06GHSA P1‐2 core의 상층부와 층부에서 검출된 Deltaproteobacteria 그룹은 

Desulfuromusa나 Desulfovibrio와 상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층부의 경우 

Syntrophus 속에 가깝게 나타났다(Fig. 31, 32). Syntrophus 속은 기  산화반응을 통해 

유기산을 수소와 아세트산으로 바꿔 에 지를 얻는 그룹으로 보고되어있다(Zengler et al., 

1999). Candidate division TM6는 해양 퇴 물에서 DNA 상으로만 검출되는 uncultured 그

룹 정도로만 알려져 있으며, 06GHSA P1‐2 core 층부와 하층부에서 5% 정도로 나타났

지만 상층부에서는 16%로 높은 수치를 나타 내었으며, 07GHSA P02 core에서는 상층부에

서만 검출되었다. Candidate division WS1과 WS5, Firmicutes는 상층부와 층부에서 검출

되지 않았고, 하층부에선 검출되었다. 그리고 Acidobacteria, Candidate division OP11과 

GN02는 상층부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 외에도 candidate division 

OP8, WS, TM6 group이 검출되었지만, 이들은 sediment 분석이 rDNA sequence 상태로만 

나타나는 그룹들이다. 

   나. 심해 퇴 물 core 06GHSA P1‐2 Archaeal 16S rDNA clone library 분석 

동해 울릉분지의 Archaea의 군집구조를 조사하기 해 모두 296개의 클론을 분석하

고, 그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실험 수행 결과 고세균은 분류학 으로 

Crenarchaeota와 Euryarchaeota 두 가지 문(phylum)으로 나 어 졌고, 각각 66%, 34%가 

검출되었다. 가장 많이 검출된 group은 Deep Sea Archaeal Group (DSAG; Marine Benthic 

Group B라고도 표시)로 체 클론  50%(Fig. 30)을 차지했다. 이들은 각 section에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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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데, P1S 1(0~ 25 cm )에서 47%(n=44), P1S 4(375~ 400 cm )에서 

52%(n=52), P1S 6(655~680 cm)에서 50%(n=51)를 차지했다. 이 group은 Crenarchaeota 

phylum에 속하는 난배양성 고세균 그룹으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심해 퇴 물에 

존재하지만 그 수는 매우 다고 한다. 그러나 Nankai Trough나 Sea Of Okhotsk 등의 

gas hydrate 매장 퇴 물에서는 그 수가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ed et 

al., 2002). 체 clone  7%(n=22)를 차지하는 MG I(Marine Group I)은 deep sediment에

서 검출되는 그룹으로, depth가 가장 깊은 하층부에서는 2%가 검출되었으나 상층부와 층

부에서는 각각 10%가 검출되었다. Crenarchaeota에 속하는 MBGC(Marine Benthic Group 

C)는 상층부 층부에서 각각 5%와 2%가 검출되었지만, 하층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

다. 체 clone  7%를 차지하며 Crenarchaeota 문에 속하는 MHVG(Marine 

Hydrothermal Vent Group)는 층부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층부에서는 19%로 가장 많

이 검출되었고, 상층부에서 2%가 검출되었다. 클론분석결과 uncultivated Marine Benthic 

Group D (MBGD) 한 많이 검출되었는데, P1S 1 (0~ 25 cm )에서 33% (n=31), P1S 4 

(375~ 400 cm)에서 36% (n=3), P1S 6 (655~ 680 cm)에서 29% (n=30)으로 나타났다. 

MBGD는 분류학 으로 Euryarchaeota phylum에 속하는 그룹으로, uncultured archaea이

며, 퇴 물의 각 층에 따라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Euryarchaeota 문에 속하는 

Methanosarcinales는 상층부에서 1%가 검출되었으나 층부와 하층부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다. 층부와 하층부에서는 TMEG와 Methanosarcinales 그룹이 검출되지 않았고(Table 

7), 층부에선 MHVG, 하층부에서는 MBGC가 검출되지 않았다. MBGD 그룹은 각 층에 

고르게 분포했고, DSAG는 depth에 계없이 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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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hylogenetic communities based on 16S rDNA clone libraries of Bacteria.

Phylogenetic 

group

Clone of 06GHSA P1‐2(%) Clone of 07 GHSA P02(%) 

Clone of 

07GHSA 

P05(%)

상층부

(P1S1)

(0 cm)

층부

(P1S 4)

(375 cm)

하층부

(P1S 6)

(655 cm)

상층부

(0 cm)

층부

(200 cm)

하층부

(490 cm)

상층부

(0 cm)

Chloroflexi 6(10) 11(17) 4(6) 8(11) 13(18) 14(21) 10(13)

Alpha ND 6(9) 1(2) 1(1)  ND  ND 2(3)

Gamma 4(6) 1(2) ND ND ND ND ND

epsilon 7(11) 2(3) ND ND ND ND ND

Delta 2(3) 13(20) 1(2) ND ND 2(3) ND

Candidate division 

JS1
17(27) 18(27) 37(57) 29(42) 42(59) 37(55) 38(51)

Candidate division 

OP11
3(5) ND ND  ND 1(1)  ND ND

Candidate division 

TM6
10(16) 3(5) 3(5) 3(4) ND ND 3(4)

Candidate division 

GN 02
6(10) ND ND ND ND ND ND

Planctomycete 4(6) 7(11) 11(17) 20(29) 7(10) 3(4) 16(21)

Acidobacteria 4(6) ND ND ND 1(1) ND ND

Candidate division 

OP8
ND 4(6) 3(5) 6(8) 3(4) 7(10) 6(8)

Firmicutes ND ND 2(3) ND ND ND ND

Fusobacterium ND ND 1(2) ND ND ND ND

Spirochaetes ND 1(2) ND ND ND ND ND

Candidate division 

WS 1
ND ND 1(2) ND ND ND ND

Candidate division 

WS 5
ND ND 1(2) ND ND ND ND

Candidate division 

OP1
ND ND ND 3(4.17) 1(1) 3(4) ND

Bacterioidetes ND ND ND ND 1(1) 1(1) ND

Candidate division 

GN 11
ND ND ND 1(1) ND ND ND

Unclassified ND ND ND ND 2(3) ND ND

(ND :  Not detected) 



- 66 -

Fig. 27. Frequencies of core 07GHSA P02 Bacteria phylogenetic 

lineage percent. A; 0~25 cm depth, B; 375~400 cm depth, C; 655~680 

c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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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Frequencies of core 07GHSA P02 Bacteria phylogenetic 

lineage percent. A; 0~10 cm depth, B; 200~210 cm depth, C; 

480~490 c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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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GHSA P05 상층부

13%

51%

8%

4% 3%

Chloroflexi

candidate division JS1

Planctomycete

candidate division OP8

TM6

Alpha

Fig. 29. Frequencies of core 07GHSA P05(depth; 0~10 cm) Bacteria 

phylogenetic lineage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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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hylogenetic communities of 06GHSA P1‐2 core based on 16S rDNA          

       clone libraries of Archaea.

Phylogenetic group

No. of clones (%)

상층부(P1S) 

0 cm

층부(P1S4) 

375 cm

하층부(P1S 6) 

655 cm

Euryarchaeota

            

  MBGD 31(33) 36(36) 30(29)

 TMEG 2(2) ND ND

Methanosarcinales 1(1) ND ND

Crenarchaeota  
 

 DSAG 44(47) 52(52) 51(50)

  MG I 9(10) 10(10) 2(2)

 MBGC 5(5) 2(2) ND

 MHVG 2 (2) ND 19(19)

MBGD; Marine Benthic Group D, TMEG; Terristrial Miscellaneous Euryarchaeota 

Group, DSAG; Deep Sea Archal Group, MG I; Marine Group I, MBGC; Marine  Benthic 

Group C, MHVG; Marine Hydrothermal Vent Group.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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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Frequencies of core 06GHSA P1‐2 Archaea phylogenetic 

lineage percent. A; 0~25 cm depth, B; 375~400 cm depth, C; 

655~680 cm depth. MBGD; Marine Benthic Group D, TMEG; 

Terristrial Miscellaneous Euryarchaeota Group, DSAG; Deep Sea 

Archal Group, MG I; Marine Group I, MBGC; Marine  Benthic 

Group C, MHVG; Marine Hydrothermal Vent Group. (ND :  Not 

detected)  c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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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Bacteria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from 

06GHSA P1-2 Core P1S1; 0~25 c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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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Bacteria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from 

06GHSA P1-2 Core P1S4; 0~25 c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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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Bacteria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from 

06GHSA P1-2 Core P1S6; 655~68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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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Bacteria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from 07GHSA P02 

Core 0~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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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Bacteria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from 07GHSA P02 

Core 200~2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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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Bacteria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from 07GHSA P02 

Core 480~49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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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Bacteria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from 07GHSA P05 

Core 0~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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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연도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2006년까지

1. 메탄방출을 탐색할 수 있는 유기지화학  추 자 

   개발  비실험
100 %

2. 유기지화학 추 자를 이용한 메탄 방출기록 복원 95 %

3. 미생물(박테리아)을 이용한 연구기반 확립 100 %

2007년까지

1. 메탄방출을 탐색할 수 있는 유기지화학  추 자

  개발  제반 실험
100%

2. 유기지화학 추 자룰 이용한 메탄 방출 기록 복원  

   과 해석
98%

3. 미생물(박테리아)을 이용한 연구기반 확립  련  

   정보 확보
95%

OOOO년까지

합계

제  4장  연 구 개 발 목 표  달 성 도   외 기 여 도

  

    제 1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본 연구에서는 시추 퇴 물 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에 한 연구로 유기화

합물의 분석기법 확립  이를 이용하여 메탄방출의 기록을 복원하는 목 을 가진다. 

한 메탄의 방출과정에서 생기는 박테리아의 활동으로부터 메탄 방출과 계되는 새로

운 proxies를 찾아내는 목 도 가진다.

    1차년도의 연구 사업을 통해 처음에 계획되었던 연구개발 목표는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훌륭하게 달성되었으며, 계속된 2차년도의 연구개발 목표와 달성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기화합물 (diploptene) 분석이 성공 으로 이루어 졌으며 실

험방법이나 실험을 한 기 인 작업이 완수되었다. 한 박테리아 연구에 한 기반

연구가 확립되었으며 추후 이 분야에 한 계속 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메탄방출에 한 기록복원 분야는 약간 미흡한 이 있다. 2차년도에는 이 부분에 

한 보다 집 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유기화합물에 한 탄소동 원소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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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기구입 등 국내 여건상 재 체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내

외 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 2  외기여도

     본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처음 이루어진 실험방법을 확립하

는 것은 국내의 여건을 크게 발 시킨 결과이다. 과제 수행 에는 학회활동을 통해 이 

분야의 연구 성과  연구의 요성을 극 홍보하 다. 2006년에는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 분야의 연구결과를 망라하여 해설 논문으로 발표 했으며 제주에서 열리는 기

후변화 학술 회에서도 발표했다.

 2006년에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민 외 2인, 발표 제목: 동 원소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지구환경 변화 연구사

   례: Review, 한 지질학회 추계 회 발표

2. 상민 외 2인, 발표제목: 동 원소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고기후 변화 연구사

   례: Review, 기후변화 학술 회

 2007년에는 2006년보다 많은 발표를 했으며 국내외 문가를 모시고 메탄 련 자체세미

나를 2회에 걸쳐 수행하 다.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민 외 3인, 

  발표제목: Occurrence of organic compound (diploptene) from the East Sea core 

      sediment: implication for Methane release, 지질학회 60주년, 강원 학교

2. 상민 외 4인

   발표제목: Occurrence of diploptene from the East Sea core sediment:

       implication for Methane release, ICP-9, Shanghai

3. 상민 외 1인

    발표제목: Long-range paleoclimatic changes and its relevance to Methane release 

    from the deep sea sediments. 한지질학회 추계학술발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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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연사 제목 기타

1차세미나
Hailong Lu,

NRCA
The Occurrence and Exploration of Natural Gas Hydrate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국외

문가 청세미

나

상민,

남해연구소

The importance of Methane Hydrate study in field of 

Earth Science

이정

해양연구원
Microbial activities in Methane hydrate-bearing sediment

2차세미나
신경훈,

한양 학교

Bioeochemistry related to the Gas Hydrate-bearing 

sediments in the Sea of Okhotsk

상민,

남해연구소

Long-range paleoclimatic changes and its relevance to 

Methane release from the deep sea sediments

조진형,

해양연구소

Geophysical and Geochemical approaches to Gas Hydrate 

accumulation in shallow sedimentary layer off 

northeastern Okhotsk Sea

4. 자체세미나 발표성과  결과 

5. 련 power points

Fig. 38. The title of the Seminar presented by Dr. Hailong 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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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The title “The importance of methane hydrate study" of seminar 

presented by Hyun

Microbial Activities in Methane hydrateMicrobial Activities in Methane hydrate--
bearing sediment  bearing sediment  

Marine Biotechnology Labaoratory

Fig. 40. The first page of the seminar presented by D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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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The first page of the seminar presentation by Prof. Shin

Fig. 42. The first page of seminar presented by Dr.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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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The seminar title, presented by Dr.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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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 구 개 발 결 과 의  활 용 계 획

    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은 활용계획을 가진다.

o 메탄 방출 시기와 빈도는 메탄수화물 개발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활용

   o 환경변동 악으로 메탄수화물 개발 시 환경변화 측

   o 국제 명 학술지 등에 환경 련 연구 성과 게재

    o 유기화합물(biomarker)을 이용한 메탄방출의 시기  환경변화 연구는 메탄

       수화물 개발 기술에 기본 자료로 제공

    o 미생물(박테리아) 연구 등을 통한 메탄 련 연구 분야 선도

    o 유기화합물 분야의 연구 분야를 연구하여 국제 인 연구수  유지

      o 메탄방출 주기성과 이에 따른 해양 환경변화 추 은 메탄수화물개발을 한 

       환경 향 평가자료 임으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경재해 응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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