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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 적

1. 연구개발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단계별 연구계획에 따라 동중국해의 해양생태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1단계 1차년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동중국해의 해양환경과 물질순환 및 하위영양준

위 생태계의 계절 특성을 관측하고 파악하며, 예측시스템의 구성모델 기초를 구축하는 것

을 주 목표로 함.

나. 과제별 연구개발 목표

○동중국해 해수특성 파악

- 동중국해의 저염수와 대마난류수 분포 파악을 위한 하계 관측

○동중국해 물질순환 하계 관측 및 분석

- 영양염, 이산화탄소, 유기탄소 지역적 분포 변화 파악

○하위 영양준위 생태계 구조 및 생물과정 파악

- 동중국해의 하위영양준위 생태계의 구조와 해양환경변화와의 상호영향을 파악

- 동물플랑크톤의 재생산력 특성 분석

- 일차생산력 특성 및 결정요인 파악

- 하위영양준위 생물의 생체량 및 물질순환 특성 파악

- 원격탐사를 활용한 환경특성 및 변화 추이의 광역적 해석

○동중국해의 고정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동중국해에서 해수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시스템의 일괄과정 시험 작동

○오징어 자원의 어획변동과 해양환경변화와의 상관성 파악

- 어획기록과 수온변동/플랑크톤 생물량과의 상관 분석

- 오징어 어장의 분포 특성 파악

○생태계 변동 예측 구성모델의 기초 구축

- 동중국해 물질순환 모델 개발 및 특성 파악

- 동중국해 해양순환모델 개발; 모델 입력자료 작성, 열․염․바람 기후치 및

MLD 특성분석

- 하위영양준위 생태계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델 사례 조사

- 생태계 기초모델의 설계와 제시



다. 평가의 착안점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2003)

◦하계 동중국해 저염수

와 대마난류수 분포

파악

15 - 하계관측 실시 및 분석 여부

◦영양염, 이산화탄소,

유기탄소 지역적 분

포 변화 파악

15
- 분포변화 및 변화요인 파악

여부

◦대기-해양간 이산화탄

소 교환량 파악
5

- 이산화탄소 분석 및 교환량

계산 여부

◦하위영양준위 생태계

구조 및 생물과정파

악

15

- 하위영양준위 생태계 구조와

환경과의 상관성 파악여부

- 하위영양준위 구성생물의 생

체량 파악여부

- 일차생산력 특성 및 결정요인

파악여부

◦동중국해 생태계의 중

장기 변화추세 파악
5

- 해색위성자료의 해황 자료활

용에 대한 기본 기술분석 여

부

◦하위 영양준위 생태계

변동 예측모델 개발
5

- 하위영양준위 생태계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델 사례 조

사

- 생태계 기초모델의 설계와 제

시

◦동중국해 고정점에서

물리-화학적 특성의

장기 모니터링를 위

한 시스템 시험 설치

및 운영

6 -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여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부터 자료 도출
4

- 시험 운영을 통한 자료 도출

여부

◦오징어 자원의 어획변

동과 해양환경 변화

특성 파악

5

- 어획기록과 수온변동/플랑크

톤 생물량 사이에 파악된 상

관성의 유의미한 정도

- 오징어 어장의 분포 특성 파

악 여부

◦동중국해 물질순환 모

델 개발
10 - 모델 특성 파악 여부

◦동중국해 해양순환 모

델 개발
15

- 모델 입력자료 작성 여부

- 모델 시험가동 여부

- 열․염․바람 기후치 및

MLD 특성분석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방법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하계 동중국해 저염

수와 대마난류수 하

계 분포파악

- 연구선을 이용한 현장조사 - 현장조사

기간: 2003. 8. 25- 9.4

연구선: 이어도호

조사해역: 동중국해 북부

조사항목: CTD

하계 동중국해 영양
염 순환에 영향 미치
는 요인 파악

동중국해에서 장기적인 영양염 농도
변화 관측

- 지구온난화에 의한 강수량 증가 가능성이

영양염 농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 파악

동중국해에서 대기-
해양 이산화탄소 플
럭스에 영향 미치는
요인

동중국해에서 장기적으로 대기와 해양
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변화 관측

- 수온 상승에 의한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가능성 파악. 대기에서 해양으로 유

입되는 이산화탄소 감소 가능성 분석

하위영양준위 생태계

구조 및 환경과의 관

계

(식물플랑크톤의 분류군별 군집분석)

- 동중국해는 대륙붕이 넓게 발달하여

생물생산력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

러나 일차생산자에 대한 연구는 규

조류와 와편모조류등 일부 식물플랑

크톤 분류군에 대해 한정되어 이루

어져 왔음. 따라서 하위준위 생태계

의 군집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빈약한 실정임.

- 동중국해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하위영

양준위 생태계의 구조를 정확히 밝

히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규조류, 와편모조류, 식물성편모조류,

착편모조류 및 박테리아크기의 식물

성 초미세플랑크톤등 각각의 분류군

에 적합한 채집과 분석을 수행하였

음.

- 하위영양준위 생태계의 구조 및 분

포에 미치는 환경요인을 파악하기위

해 채수와 함께 CTD를 이용한 환경

요인들에 대한 자료취득이 이루어졌

음.

- 식물플랑크톤의 분류군별 채집은 2003년 8

월 동중국해의 대륙붕 수역에 위치한 14개

정점에서 이루어 졌음.

- 규조류와 와편모조류는 루골용액을 이용

고정한 후 실험실로 옮겨 세포를 농축시킨

후 Sedgwick-Rafter Counting Chamber를

사용하여 광학현미경하에서 식물플랑크톤

의 동정과 계수를 하였음.

- 식물성 nanoflagellates 시료는 글루타알데

히드로 고정 후 냉동 보관한 후 처리하

였음. 분석은 Primulin염색시약을 이용하여

염색 후 형광현미경으로 계수하였음.

- 착편모조류는 중성포르말린을 이용하며 고

정한 후 실험실에서 계수를 위한 slide를

만듬. Slide는 membrane filter를 이용하여

시료를 거른 후 immersion oil로서 filter

paper를 투명하게 만든 후 편광현미경하에

서 착편모조류를 계수 하였음



(Flow cytometer를 이용한 초미세플

랑크톤의 분석)

- 초미세플랑크톤은 세포직경이 2-3㎛

이하인 소형 플랑크톤이나 넓은 분

포와 높은 개체수로 인해 생태적으

로 매우 중요함. 그러나 분석방법의

제한으로 인해 동중국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

- Flow cytometer는 laser를 광원을

이용 세포의 형광특성과 산란특성을

이용 초미세플랑크톤을 분류군별로

계수 하는데 이용됨.

- 초미세플랑크톤은 세포크기와 형광

특성에 의해 Synechococcus,

P rochlorococcus, picoeukaryotes의

3개 분류군으로 나뉘어 짐.

- Synechococcus는 보조색소로서

phycoerythrin을 함유하여 오렌

지 빛 형광을 띠므로 이 특징을

이용 분리 계수함.

- P rochlrococcus는 작은세포직경

(0.6㎛)과 divinyl계통의 엽록소

-a에서 발생되는 흐린 적색형광

을 이용 계수함.

- P icoeukaryotes는 세포크기가

P rochlorococcus에 상대적으로

크며 적색형광이 강한 특징을 통

해 계수함.

하위영양단계 먹이망

연구

(초미세플랑크톤의 생체량 분석)

- 먹이망을 통한 물질전달과정을 측정

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 생물군의 생

체량을 탄소량으로 정량화 해야함.

이를 위한 첫 단계 과정으로 초미세

플랑크톤 생체량을 탄소량으로 변환

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음. 분석은 세

포수에다 이미 알려진 탄소변환계수

를 적용시키는 방법과 초미세플랑크

톤을 분리 여과하여 CHN analyzer

로 측정하는 방법을 병행하였음.

- Flow cytometer를 이용해 구한 초미

세플랑크톤 개체수에 세포당 탄소변

환계수를 적용 정점별 수주내의 초

미세플랑크톤 탄소량을 측정 하였음.

- Pore size가 3㎛인 PC membrane

filter를 이용해 여과된 해수에 포함

되어있는 초미세플랑크톤의 탄소량

을 CHN analyzer를 이용 측정하였

음.

- Synechococcus는 세포당 191fg의

탄소변환계수를 이용하여 탄소량

을 구하였음.

- P rochlorococcus는 세포당 53fg

의 탄소변환계수를 이용하였음.

- P icoeukaryotes는 분류군에 따라

세포크기의 변화가 크므로 일률

적인 탄소변환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flow cytometer에서 나타난

산란특징을 이용 세포크기를 추

정 한 후 433(cell volume)

x0.863fgC cell-1의 탄소 변환계

수를 적용 탄소량을 구하였음.

- CHN analyzer를 이용한 탄소량

측정은 자가영양 초미세플랑크톤

과 함께 박테리아도 포함되어 있

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flow

cytometer에서 계수한 hetero-

bacteria의 개체수에 탄소변환계

수를 적용하여 구한 탄소량은 감

하여 초미세플랑크톤의 탄소량을

구하였음.

일차생산력 특성 및

분포

(C-14를 이용한 일차생산력 측정 및

P-I 특성 파악)

- 일차생산력측정은 NaH
14

CO3동위원

소를 이용하였음. P-I 특성실험은

인공광인 Osram의 HQI/T 400W 램

프를 사용하는 radial photosyn-

thetron 방법을 채용하였음.

- P-I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아

래의 식을 이용 3개의 매개변수

를 구하였음.

P = B PB
s (1 - exp [ -αB I/ PB

s]) exp[-βBI/PB
s ]

PB는 단위 엽록소 당 광합성량

이고, α는 광합성의 광량자 효율

과 관련된 매개 변수로 광합성-

광도 곡선 중 포화 광도 이하에

서의 선형 반응의 기울기, β는

광저해 정도를 결정짓는 매개 변

수임.





해색위성알고리듬

및 해황자료에 대한

기술 분석

- 동중국해는 광학적으로 CASE1 과

CASE2를 모두 포함하는 해역임.

CASE1 해역은 해색위성의 적용이

수월한 해역으로 엽록소 농도에 의

해 대부분의 해색이 결정되는 해역

임. 동중국해의 대륙붕역은 낮은 수

심과 장강의 영향에 의해 CASE2

해역에 속함

- CASE2 해역은 해색위성 적용시 아

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

- CASE2 해수에서 해색은 엽록소와

함께 추가적인 물질에 의해 결정됨.

(예, 부유성퇴적물 및 용존 유기물

등)

- 현재 해색위성에 사용되고 있는 OC2

나 OC4 등의 경험적 알고리듬

(Empirical algorithms)은 CASE1에

적합화 되어 있어, CASE2 해역에서

는 정확한 엽록소 추정이 힘듬 (예,

OC2 표준 알고리듬은 SeaBAM

workshop (O'Reilly et al.,1998)에서

전 세계 해양에서 관측된 1,174개의

데이터 세트를 토대로 만들어진 경

험적 알고리듬임. 이 workshop이후

몇 개의 알고리듬이 추가 되었으나

표준알고리듬의 형태는 비슷함. OC2

알고리듬으로 다음과 같음.)
2 3(0.2974 2.2429* ) 0.8358* 0.0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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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S나 GLI 같은 최근 해색위성

센서는 비경험 (Non -empirical, or

Semi- empirical) 알고리듬을 개발

차용함으로써 CASE2 해역의 엽록

소 추정을 개선하고 있음.

- 그러나, 비경험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추정한 엽록소농도 역시 해역(해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도

의 검정이 필요함.

- 현장 광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7

개의 관측점에서 OCP (ocean

color profiler, Satlantic, Co.)를

이용하여 SeaWiFS bands 파장

별로 Lu, Ed, Es의 수직 프로

파일을 얻었음. OCP 측정은 태

양고도에 따른 빛의 산란을 최소

화 하기 위해 오전 9시 이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구름이 적은 맑

은날 수행되었음.

․8월 27일 2회 (11:46, 13:46)

․8월 30일 2회 (11:25, 12:54)

․9월 1일 3회 ( 10:45, 12:29,

14:34)

․측정 밴드: 412, 443, 490, 512,

555, 665, 683 nm

- OCP casting은 upward 와

downward 두 방향에 대해 각각

측정 하였음 (광자료 보정을 위

해 갑판에서 down ward

irradiance도 위의 7개 채널에 대

해 측정 하였음).측정된 광학자

료를 아래의 식에 적용하여

Normaized Water - leaving

radiance를 구하였음.

(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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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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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동일 조사기간 동안 31개

정점의 해수시료에서

․ 엽록소

․ CDOM (Colored disolved

organic matters)

․TSS (total suspended solids)를

측정하였음.

또한,

․입자성 흡광 계수

․SS (suspended solids)

․엽록소 형광

․광투과 (transmission)

․수온

․염분

․해수중 PAR 연직 프로파일

․CDOM 흡광



해색위성알고리듬

및 해황자료에 대한

기술 분석 (계속)

- MODIS나 GLI 같은 최근 해색위성

센서는 비경험 (Non -empirical, or

Semi- empirical) 알고리듬을 개발

차용함으로써 CASE2 해역의 엽록

소 추정을 개선하고 있음.

- 그러나, 비경험 알고리듬을 사용하

여 추정한 엽록소농도 역시 해역(해

수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

도의 검정이 필요함.

(CASE2 알고리듬)

SeaWiFS 및 MODIS 자료를 다음의

경험 (Empirical) 및 비경험

(Non/Semi-empirical) 알고리듬들을

이용하여 동중국해 해색자료를 생

산하여 현장자료와 비교하였음.

경험 알고리듬

OC4 알고리듬(J ohn E . O'Reilly,

1998)

- SeaWiFS 와 OSMI의 표준 OC2에

서 개선된 알고리듬

- CASE1 해역에서 CASE2 해역으로

변할 때 가시광선 영역의 412nm,

490nm, 510nm 의 값을 비교한 후

자동으로 최대값을 이용하여 계산

하는 알고리듬.

OC3M 알고리듬 (J . Campbell)

- OC2의 변형으로 MODIS에 사용되

고 있음

- MODIS에서는 SeaWiFS의 510 nm

대신 530nm 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에 적합화시킨 알고리듬

또한,

․입자성 흡광 계수

․SS (suspended solids)

․엽록소 형광

․광투과 (transmission)

․수온

․염분

․해수중 PAR 연직 프로파일

․CDOM 흡광

Reflectance의 계산

- 위의 광학자료에서 각 정점에서

측정된 파장별 Lu, Ed profile에

서 연직과의 TILT 5도 이내의

값을 여과한 뒤 0.2m 간격으로

binning하였음. Binning 된

profile에서 Kd, Ku를 다음식에서

구하였음.

01 ln
Z

IK
z I

æ ö
= ç ÷

è ø
Kd, Ku를 사용하여 Ed, Lu를 표

층으로 propagation을 하여 표층

의 Lu(-0), Ed(-0)을 계산하고

이들 값에서 nLw (Normalized

Water- Leaving Radiance) 을

구하였음.

CASE2 알고리듬

조사기간 동안의 SeaWiFS 및

MODIS의 daily 자료를 NASA

로부터 획득 한 후,

- 각각의 자료를 UNIX 및 LINUX

기반의 SeaDAS와 MSPHNX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중국해 전

역에서의 각 파장대별 값을 추출

함.

- 경험 (Empirical)알고리듬 2 가지

(OC4, OC3M)와 및 비경험

(Non-empirical) 알고리듬 2가지

(Semi-analytic, HPLC

-empirical)를 이용하여 위성자료로

부터 엽록소농도를 추정함

- 추정한 엽록소농도자료에서 일별

구름 등에 의해 오염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장조사 기간

에 대해 통계 처리하여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합성자료를 생산함.



해색위성알고리듬

및 해황자료에 대한

기술 분석 (계속)

비경험 알고리듬

Semi-analytic 알고리듬 (Ken

Carder)

- bio-optical model과 경험치와의 상

관관계를 이용하여 엽록소추정

- MODIS에서 사용

H P LC-empirical 알고리듬

(D ennis Clark)

- HPLC방법으로 측정한 엽록소농도

들과의 해색의 관계를 이용한 방법

- MODIS에서 사용

- 각 알고리듬에 의한 해색위성자료

의 엽록소농도를 현장 자료와 비

교하여 상대오차를 계산함.

- 정밀한 비교를 위하여 daily 자료

에서 현장관측 일에 해당하는 자

료를 추출하여 상호 값을 비교함.

- 중국해 장기변동을 연구하기위해

1997년 이후의 SeaWiFS 자료를

시계열화하여 비교함.

하위 영양준위 생태

계 변동 예측모델 개

발

- 기존의 생태계 모델의 사례 연구
- 주요 생태계 모델의 모델구조에

따른 사례 분석을 하였음

- 기초모델의 설계

- 동중국해의 생태계 조사에서 밝혀

진 특성을 토대로 기초모델로서

바람직한 구조와 접근방법을 제

시하였음.

동중국해에 고정정점

관측 시스템 설치

- 동중국해에 위치한 이어도 기지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 이어도 기지의 수면하 14m에 모

니터링 시스템 (YSI-6600) 설치

시험운영

시스템 운영 및 자료

도출

- 약 2개월 간격으로 이어도 기지를

방문하여 기기를 회수 교체하여 6

개월간 자료를 획득

- 설치된 관측시스템을 시험 운영하

여 매 30분 간격으로 6개월 동안

관측

오징어 자원의 어획

변동과 환경요인

- 과거 오징어 어획 기록 자료와 수

온, 플랑크톤 자료 수집, 경향과 상

관성 분석

- 과거 25년간 어획기록이 보여주는

경향 파악

- 오징어 산란 적온(適溫)에 해당하

는 구역의 규모와 분포 변화 파

악

- 오징어 산란장과 어장에서 동물

플랑크톤 생물량과 분포 변화 경

향 파악 (계절변동과 연변동)

동중국해 물질순환

모델 개발

- 기초자료수집 - 모델 입력자료, 검증용 자료 수집

- 물질순환모델 특성파악
- 외부조건변화에 따른 탄소순환구

조변화 실험

동중국해 해양순환

모델 개발

- 모델 입력자료 작성

- 장기 수온, 염분, 바람관측자료를

수집하여 동중국해 격자상의 평

균치를 구함

- 수온 연직분포에 기초하여 MLD

를 구함

- 표층 수온과 0.2도 또는 0.5도 차

이나는 깊이를 MLD로 정의하고

그 차이를 파악

- 기후 평균 MLD 계절 변화 파악

- 모델 구조 결정

-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광역의 순환

모델영역을 설정함

- 순환모델의 격자간격과 수심, 내

부장의 초기치, 외력 조건등을 작

성함

- 모델의 아격자모수화방안을 선정

함



3.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연 구 내 용 연 구 결 과

하계 동중국해 저염수와 대마

난류수 하계 분포파악

- 2003. 8. 25- 9.4 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표층저염수의 분포를

파악하였음.

동중국해에서 8월에 영양염

분포 관측

- 대만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은 영양염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

은 반면 양자강에 인접한 해역에서는 영양염 농도가 높음 (그

림 1, 2 참조)

- 양자강 주변 해역에서 관측한 질산염 농도가 1-2uM로 1998년

에 관측한 값(10-15uM) 10배 가량 낮게 관측되었음. 하지만

인산염 농도는 1998년에 관측한 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동중국해에서 8월에 부유물,

유기탄소 및 질소 분포 관측

- 부유물질에 함유하고 있는 유기탄소와 질소 농도도 양자강 주

변 해역에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음 (그림 3, 4 참조)

- 수심에 따라 유기탄소와 질소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유기물의 기원이 표층에서 생성된 식물플랑크톤이 아니고 해저

면에 쌓인 유기물이 재부유된 것으로 보임.

동중국해역 하계 해양 표층

이산화탄소분압 분포 파악

- 2003년 8월 동중국해 표층수의 이산화탄소분압(pCO2)은

230~450 µatm 의 분포를 보였으며, 제주도 남동해역이 서쪽해

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음. 결국, 적도로부터 이동한 쿠로

시오해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 남동해역의 이산화탄소분압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됨 (그림 5 참조).

동중국해역 하계 대기-해양

이산화탄소 교환량 파악

- 2003년 8월 동중국해 대기-해양 이산화탄소플럭스(flux)는

-2.6~1.5 mmol m-2 d-1 분포를 보였음. 그 결과, 쿠로시오영

향을 받는 제주도 남동해역은 대기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반면, 제주도 남서해역은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 (그림 6 참조).



하위영양준위 생태계연구

1.하계 동중국해의 환경특성과 식물플랑크톤 분포

- 2003년 8월 동중국해와 제주도 주변 수역의 표층 수온과 염분은 그림

7과 같은 분포를 나타냄. 수온과 염분은 중국연안과 남해수역 보다

대마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주도 동남쪽 수역에서 높게 나타났

음. 염분은 대부분 정점에서 32psu 이하의 농도를 보여 양자강 유출

수의 영향이 전체 조사수역에 걸쳐 나타났음. 관측선 D단면상의 수온,

염분, 엽록소 형광의 수직구조는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음. 연안쪽

정점들에서는 10～20m깊이에서, 외양쪽에서는 20～30m 깊이에서 성

층이 발달함. 염분은 밀도약층과 유사한 깊이를 경계로 표층에서 낮

고 저층에서 높게 나타났음. 엽록소 형광은 수온약층 하부에서 SCM

이 잘 발달한 형태를 나타냈으며 외해쪽의 정점 D9을 중심으로 높은

농도가 나타났음.

- 관측선 D선상의 정점들에서 규조류와 와편모조류를 합한 개체수는 표

층에서 15,440～96,600 cellsℓ-1의 범위를 보였음. 표층에서는 중국 연

안쪽 점점이 높은 개체수를 보였고 외해쪽의 정점 D9에서는 SCM층

에서 높은 개체수를 보였음 (그림 9A).

- Autotrophic nanoflagellates는 표층에서 281,140～554,260cellsℓ-1 로

규조류와 와편모조류의 개체수 합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음. SCM층

에서의 개체수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수심증가에 따라 개체수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 9B). Coccolithophores는 중국연안쪽 정

점과 외양쪽 정점에서 개체수 차이가 약 10배 정도를 나타냈음. 표층

보다는 SCM층에서 개체수가 높았으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그

림 9C). 이들 식물플랑크톤과 초미세플랑크톤의 정점 평균개체수의

수직분포는 분류군별 개체수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음(그림 9D). 표

층에서의 개체수는 초미세플랑크톤이 정점평균 6.6x10
7

cellsℓ
-1

로서

가장 높은 개체수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nanoflagellates가 3.9x105

cellsℓ
-1

의 개체수를 나타냈음. 규조류와 와편모조류의 개체수 합은

4.3x10
4
cellsℓ

-1
으로 coccolithophores의 정점 평균개체수 6.5x10

3
cells

ℓ-1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 조사수역은 하계 성층환경의 영향을 받아 소형플랑크톤의 우점

하였으며 세포크기가 큰 규조류나 와편모조류의 점유율은 낮게

나타났음. 연안쪽 정점에서 규조류와 와편모조류의 개체수가

타 정점보다 약간 높은 값을 보였으나 양자강 plume에서 볼

수 있는 높은 개체수를 보이지는 않았음. 착편모조류의 분포는

저염환경이 성장을 제한하고 있음을 나타냈음.



하위영양준위 생태계연구 (계

속)

Flow cytometer 분석에 의한 초미세플랑크톤의 분포

- Flow cytometer를 이용 식물플랑크톤 색소의 형광특성과 크기 및 구

조에 따른 산란특성에 따라 초미세플랑크톤을 계수 하였음. 원핵성

남조세균인 Synechococcus와 Prochlorococcus, 진핵성 초미세플랑크

톤의 3가지 분류군으로 구분하여 계수하였음. 각 분류군의 정점 및

수심별 개체수는 그림 10에 나타냈음. Synecho-coccus는 초미세플

랑크톤 중 가장 높은 개체수 수준을 보였음. 정점 D3의 표층을 제외

하면 표면혼합층에서 3.6x104～19.5x104 cells ㎖-1의 높은 개체수를

보이고 이심에서 감소하는 분포 특성을 보였음(그림 10A).

Prochlorococcus는 외양쪽에 위치한 정점 D9과 정점 D5의 30m 수

층에서만 분포하였음(그림 10B). 이와 같은 분포는 양자강수의 유출

에 의한 저염환경의 형성에 의한 성장의 제한으로 판단됨.

Picoeukaryotes는 표층에서 1.2x10
3
～6.5x10

3
cells ㎖

-1
의 개체수 수준

을 보였으며 수심에 따른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이와 같은

분포는 동중국해 대륙붕 수역의 하계 환경 하에서 Synechococcus와

Picoeukaryotes가 중요한 일차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

함.

- 동중국해 대륙붕에서 가장 높은 개체수 수준을 보이는

Synechococcus의 계절별 개체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의

결과와 이전에 수행된 동중국해의 조사들(한국해양연구원의 COPEX

조사와 대학공동과학연구소의 동중국해 조사)에서 분석된 결과를 그

림 11에 나타냈음. Synechococcus의 개체수는 수온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 고수온기인 하계에 높은 개체수가 나타나고 저수온기에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Synechococcus의 높은 개체수 수준은

동중국해의 하계 일차생산과 먹이망에 의한 물질전달 등 생태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Synechococcus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을

보이고 있음. 그림 11의 결과는 양자강 유출수의 영향을 받는 동중

국해 중북부수역이 대만북부수역에서 조사된 Chang(1996)등의 결과

보다 동일 수온에서 개체수가 약 2.4배 높음을 보이고 있음. 이는

양자강수의 유출에 따른 생지화학적 순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

단되며, 양자강 유출수가 조사 수역(동중국해 중북부수역의 대륙붕)

의 초미세플랑크톤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냄.



하위영양준위 생물의 생체량

연구

초미세플랑크톤의 생체량 분포

- 초미세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생성하는 해양의 중요한

일차생산자임. 이들에 의해 생성된 유기물은 미세먹이망을 거쳐 상위

생물군으로 전달됨으로서 해양의 생물생산력이 유지되고 있음. 따라

서 초미세플랑크톤의 탄소량 조사는 먹이망을 통한 물질 전달과정 연

구에 꼭 필요한 분야임. 초미세플랑크톤의 시기별 탄소량 변화를 알

아보고자 Flow cytometer에 의해 계수된 초미세플랑크톤 개체수에

분류군별 탄소변환계수를 적용해 수주내의 초미세플랑크톤 탄소량을

구하였음(그림 12). Synechococcus의 수주내 탄소량은 정점별로 214.

8～1471.6 mgC m-2의 범위를 보였으며, 중국쪽 연안이나 외양쪽 수역

보다 조사수역의 중앙에 위치한 정점들에서 높은 생체량을 나타냈음.

Picoeukaryotes의 수주내 탄소량은 47.4～837.1 mgC m
-2

의 범위를

보였으며, 외양쪽 정점들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음.

Prochlorococcus의 탄소량은 정점별로 0～161.6mgC m
-2

의 범위를 보

였으며 대마난류수의 영향을 받는 정점들에서만 분포하고 있어, 동중

국해의 저염 환경에서는 성장이 제한되며 대마난류수의 이동에 의해

분포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음.

- 초미세플랑크톤 생체량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 조사와 함

께 2004년 7월과 10월 이어도관측기지 주변수역에서 분석된 결과를

표 1에 나타냈음. Synechococcus의 경우 7월과 8월에 조사수역 평균

695mgCm
-2

와 535mgCm
-2

를 보이다, 10월에 1080mgCm
-2

으로 증가하

였음. Picoeukaryotes는 시기별로 322～391mgCm-2으로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았으며, Prochlorococcus는 22.2～24.9mgCm-2의 범위를 유지

하였음. 이와 같은 결과는 Synechococcus와 Picoeukaryotes가 동중국

해의 중요한 일차생산자임을 보이고 있음.

일차생산력 연구

하계 동중국해의 P-I특성 및 일차생산력 분포

-식물플랑크톤의 광에 대한 광합성특성(P-I특성)을 나타내는 매개변수와

일 일차생산력을 표 2에 나타냈음. 식물플랑크톤의 광적응 상태를

나타내는 α의 경우 0.0068～0.0388 mgC (mgChl-a)-1(μ

Em
-2

s
-1
)

-1
h

-1
의 범위를 보였음. 최대동화계수(Pm

B
)는 0.77～

5.77mgC (mgChl-a)
-1

h
-1

의 범위로서 정점 및 수심에 따라 변

화가 크게 나타났다. 표층에서는 정점에 따라 0.77～5.77mgC

(mgChl-a)
-1

h
-1

, SCM층에서는 0.81～2.68mgC (mgChl-a)
-1

h
-1

의 범위를 보여 SCM층에서 표층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음. 식

물플랑크톤이 광량에 적응된 정도를 나타내는 Ik는 41.31～

171.17μEm
-2

s
-1

의 범위였음. 식물플랑크톤이 최대동화율을 나

타내는 광도인 Im은 166.1～539.0μEm
-2

s
-1

이었음. 수심에 따른

Im은 표층에서 높고 SCM층에서 낮아지는 특징을 나타냈음.



일차생산력 연구 (계속)

- 일 일차생산력은 정점별로 107.5～776.4mgCm-2d-1의 범위였음.

연안쪽 정점과 외양쪽 정점에서 중앙에 위치한 정점들보다 낮

은 일차생산력을 보였음. 연안쪽 정점들은 고탁도 환경에 의해

높은 소광계수를 보이며(그림 13A) 낮은 일 일차생산력이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됨. 외양쪽 정점들의 낮은 일 일차생산력은

엽록소 분포(그림 13B)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음.

하계 일차생산력의 수직분포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

-전체 일 일차생산력에서 SCM층의 기여도는 그림 14에 나타냈

다. 정점별로 26.9～78.4%의 기여도를 보였으며 정점평균은

55.5% 였음. 이는 하계 일 일차생산력이 엽록소-a 의 수직분포

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나타냄.

-이러한 하계 엽록소-a 의 수직분포는 4개의 매개변수를 갖는 변

형된 가우스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조사 자료와 1997

년 8월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매개변수의 공간분포를

그림 15에 나타냈음.

-배경농도(Bo)는 연안쪽 정점에서 높은 특성을 나타냈으며, 엽록

소-a의 첨단 깊이(Zm)는 외양쪽 수역에서 분포를 보였음. 첨단

의 폭, 즉 배경농도와 첨단농도의 차이는 연안과 외양에서 높

고 중앙수역에서 낮은 특징을 나타냈음.

-이러한 엽록소-a 수직분포의 특성파악은 동중국해의 하계 일차

생산력 및 장기 변동연구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동중국해 해황장기 변동

추이 분석

1. OCP를 이용한

Reflectance의 계산

- 각 정점에서 측정된 파장별

Lu, Ed profile에서 연직과

의 TILT 5도 이내의 값을

여과한 뒤 0.2m 간격으로

binning하였음. Binning 된

profile에서 Kd, Ku를 구하

였음.

- 7개의 OCP (Ocean color profiler)자료는 자료획득에서의 시간

과 기상제약을 반영하듯 정점의 공간적인 분포가 대부분 case1

해역과 대륙붕 가장자리에 편중되어있음 (A6, A7, C8, C9,

C10, D9, D10). 그러므로 각 정점에서 Normalized

water-leaving의 스펙트럼은 그림 16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푸

른색 영역(412nm ~ 490nm)이 높은 값을 나타내는 case 1 특

성을 나타내고 있음.



동중국해 해황장기 변동 추이

분석 (계속)

- Kd, Ku를 사용하여 Ed, Lu

를 표층으로 propagation을

하여 표층의 Lu(-0), Ed(-0)

을 계산하고 이들 값에서

nLw (Normalized Water-

Leaving Radiance) 을 구하

였음.

2.동중국해 CASE 2 해역 알고

리듬에 대한 기술 분석

- 조사기간 동안의 SeaWiFS

및 MODIS의 daily 자료를

NASA로부터 획득 한 후,

-각각의 자료를 UNIX 및

LINUX 기반의 SeaDAS와

MSPHNX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동중국해 전역에서의

각 파장대별 값을 추출함

- 경험 (Empirical)알고리듬 2

가지 (OC4, OC3M)와 및 비

경험 (Non-empirical) 알고

리듬 2가지 (Semi-analytic,

HPLC-empirical)를 이용하

여 위성자료로부터 엽록소

농도를 추정 함.)

- 추정한 엽록소농도자료에서

일별 구름 등에 의해 오염

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장조사 기간에 대해 통계

처리하여 공간과 시간에 대

한 합성자료를 생산함.

- 각 알고리듬에 의한 해색위

성자료의 엽록소농도를 현

장 자료와 비교하여 상대오

차를 계산하였음.

- 정밀한 비교를 위하여 daily

자료에서 현장관측 일에 해

당하는 자료를 추출하여 상

호 값을 비교하였음.

- 동중국해 장기변동을 연구

하기위해 1997년 이후의

SeaWiFS 자료를 시계열화

하여 비교하였음.

- 2003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의 현장조사 기간에 해당하

는 SeaWiFS와 MODIS자료에서 위에서 기술한 4가지의 case2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엽록소농도를 추정한 후 시간과 공간에

대해 현장자료생산 기간에 맞추어 자료를 통계기법을 사용하

여 합성하였음 (그림 17). 4개 알고리듬 모두 공간분포는 현장

자료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대륙붕역에서는 4가지 위성 자료

결과 모두 과대평가 되었음.

- 과대평가 해역의 SS (suspended solids)를 MODIS 자료에서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 4개 알고리듬이 조금씩 차이는 보이지

만, 엽록소 농도가 과대평가되는 해역에서 SS가 높은 값을 나

타내었음. 과대평가 정도는 OC4의 경우 49% (최소 -66%, 최

대 86%), OC3M의 경우 26% (최소 -48%, 최대 72%),

Semi-analytical 알고리듬의 경우 27% (최소 -61%, 최대

68%), 그리고 HPLC-empirical의 경우 24% (최소 -128%, 최

대 71%)를 나타냈음.

- Daily 자료를 이용하여 4가지 알고리듬에 의한 엽록소농도와

현장농도를 비교하였음 (그림 18). Daily 자료도 합성자료에서

와 같이 OC4알고리듬에서 과대평가가 최대로 나타났음.

- 과대평가정도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였음. 이는 동중국해가

case1과 case2 해역 모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ase2 알고

리듬만 사용함으로 인해 생기는 오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임.

-오차의 공간적인 분포를 조사한 결과 case1 해역에 해당되는

쿠로시오 해역에서 과대평가가 모두 높게 나타났음 (그림 19).

case2 해역에서는 4개 알고리듬 모두 45% 미만의 과대평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OC4의 경우는 case 해역에서도 60% 이상의

과대평가가 나타나고 있음

.- SeaWiFS 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동 조사기

간의 동중국해 엽록소농도 분포를 관측하였음 (그림 20). 사용

된 알고리듬은 OC4로 과대평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간

적인 형태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분석 결과 장강

희석수의 확장형태가 매해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기후변동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존의 생태계 모델의 사례 연

구

- Riley (1947) 이래로 많은 모델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생태

계 모델은 그 구조나 부분모델이 다양하며 결정된 규칙이 있

는 것은 아님. 저자에 따라, 또한 목적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실제로 많은 종류의 모델이 사용되고 있음. 정상변수가 가장

단순한 경우는 영양염-식물-동물 (N-P-Z) 모델로 대표적인

예는 Riley (1947), Evans and Parlow (1985), Denman and

Gargett (1995) 등이 있음. N-P-Z 모델에 쇄설물 (detritus)

를 더한 4개의 격실 모델이 N-P-Z-D 모델로 Denman and

Pena (1999)의 모델이 예임 (그림 21). 쇄설물 대신 육식자를

포함한 4개 격실 모형으로는 Henderson and Steele (1995)가

있음. 5개 격실 모델로는 질소의 상태를 입자성-용존성-무기

성으로 각각 구분한 Kawamiya et al. (1997)이 있음. 6개 격

실 모델의 예는 Fasham (1995)으로 질산염-암모니아-식물-동

물플랑크톤-쇄설물-육식자로 구성되었음. Fasham et al.

(1990)의 모델은 7개 격실로 질산염-암모니아-용존유기성질소

-박테리아-쇄설물-식물-동물플랑크톤을 가짐.

- JGOFS는 1995년에 열린 모델링 workshop에서 다른 모델 간

의 비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음. 워크숖 후 추가의 분석

을 계속하여 보고서가 1997년에 출판되었으나 여전히 결론은

내리지 않고 있음. 여기서는 10개의 모델을 4개의 dataset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주 목표였음.

상기한 모델들의 경우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이 각각 하

나의 정상변수로 취급되었음. 그러나 식물플랑크톤의 크기구

조에 따라 먹이망 구조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피식자-포식자

순환의 역학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 (Miller et al., 1991).

- Moloney and Field (1991)는 처음으로 식물플랑크톤의 분급

구조를 도입하였음. Moisan and Hofmann (1996)은 두 가지의

식물 분급 (> 5μm, <5μm)과 3 개의 동물플랑크톤 그룹

(Doliolids, Copepods, Euphausids), 질산염-암모니아, 규산염,

쇄설물로 된 9개 격실 모델을 캘리포니아 연안 생태계에 적용

하였음. Oguz et al. (2001)은 흑해를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

식물 2개 그룹, 동물 플랑크톤 5개 그룹 (micro-, meso-,

noctiluca, 2종의 해파리)를 포함하는 10개의 격실을 가진 복잡

한 먹이망 구조를 시도하였음. PICES-GLOBEC의 일환으로

개발된 모델은 아마도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모델일 것

임 (Fujii et al., 2002). 식물 2, 동물플랑크톤 3과 질소, 규소,

칼슘등의 원소의 여러 가지 상태를 포함하는 총 15개 격실로

되어 있음 (그림 22).



기초모델의 설계

- 동중국해는 2003년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초미세 식물플

랑크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하계의 경우 생산력이나 생

체량에 있어 초미세 식물플랑크톤은 최소 50%이상을 차지함.

Pomeroy (1974)의 고전적 연구이래 박테리아나 초미세 플랑

크톤이 먹이망의 중요한 요소임이 잘 밝혀져 있음. 이러한 미

세먹이망 (microbial loop)은 grazing chain에 비해 전달단계

가 늘어나게 되어 요각류에 전달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게

됨 (Ducklow et al., 1986). 따라서 총 일차생산 뿐 아니라 생

산자의 크기구조가 상위준위로 전달되는 양을 바꿀 수 있으

므로 생산자의 크기구조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또한

초미세 플랑크톤을 먹는 미세 동물플랑크톤은 작은 세대기간

을 가지므로 영양염 재순환의 시간규모를 단축하고 식물플랑

크톤의 현존량을 낮게 유지하므로 이를 모델에 별개의 격실

로 다루어야함. 따라서 기초모델의 구조는 식물플랑크톤은 적

어도 2개의 분급구조로 (> 5μm, <5μm), 동물플랑크톤은 3개

(미세, 요각류, euphausids)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함.

- 기초모델에서는 영양염은 우선 질소를 대상으로 하고 충분한

연구를 거쳐 규소나 기타 영양염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질

소는 최소한 2개의 격실 (질산염-암모니아)이나 4개의 격실

(질산염-암모니아-용존유기성 질소-입자유기성 질소)로 나눌

수 있음. 이렇게 보면 7-9개의 격실구조가 가능하며 (그림

22), 박테리아의 추가에 따라 최대 10개의 격실구조를 가질

수 있음.

- 동중국해 생태계의 경우 성층 후에 형성되는 엽록소 최대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들 엽록소 최대층은 대륙붕 수역에서

는 수심 10~30m의 비교적 얕게 형성되어 충분한 광량에 의한

생산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음. 따라서 엽록소 최대층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 물리적 환경변화가 주로 강우량, 담수유

입 (양자강수), 일사량, 바람등에 의해 혼합층 형성을 통하여

하위영양준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혼합층의

형성과 엽록소 최대층의 형성과 이에 의한 생산력, 먹이망 구

조의 변동을 연구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됨. 위에서 제안한 비교적 복잡한 먹이망 구조의 생태

계 모델이 이러한 물리적 환경변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가를 1D 모델로 충분히 연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Sharples, 1999). 담수유입, 일사량, 바람장 등의 변화 등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물리적, 생물학적 수직구조의 계절적

변동에 대해 다양한 모델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

초모델을 수정하고 현장 과정연구를 개선한 뒤 본격적인 3D

모델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구방향이 될 것임.



고정점에서 해수의 장기 모니

터링을 위한 시스템 설치

- 이어도 기지 수면하 14m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하였으며, 차

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함 (그림 23)

시험 운용 및 자료 도출

- 설치된 관측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수심, 수온, 염분, DO,

pH 등을 30분 간격으로 6개월간 연속적인 자료를 획득함 (그

림 24)

오징어 어획기록, 수온자료, 플

랑크톤 자료에서 발견되는 주

기성과 상관성 파악

- 오징어 어획 1980년대 말 이후 급격한 증가

- 오징어 자원의 어획변동을 설명하는 잠정적 메커니즘 제시;

1980년대말 시작된 동중국해 겨울 수온의 전반적 증가가 1차

적인 원인, 이는 오징어의 산란 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

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됨. 오징어 어획 기

록으로 보면 오징어 어획이 증가하는 해에는 늦게 태어난 개

체들이 많아짐.

- 오징어의 먹이 환경을 지시하는 동물플랑크톤 생물량은 뚜렷

한 계절변동과 더불어 상당한 연변동을 보임. 주로 봄과 가을

에 동물플랑크톤 생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그

절대량과 생물량이 집중되는 해역은 해마다 다름.

- 오징어 어획량이 높은 해에는 봄의 성장기 혹은 가을의 주어

기에 동물플랑크톤 생물량이 높은 경향이 있음

- 동물플랑크톤 생물량이 동해 남부와 남해에서 증가하는 것이

오징어 자원 증가의 2차 원인 제공 (그림 25-27 참조)

기초자료수집
- 모델수행에 필요한 경계조건과 입력자료들을 수집하고 모델에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함 (그림 28)

외부조건변화에 따른 탄소순환

구조변화 실험

- 몇 가지 다른 상황에서 동중국해 탄소순환 모델링을 수행하여

결과를 얻음 (그림 29)

기후치 분석

- 장기 수온, 염분, 바람 관측자료로부터 동중국해의 기후치를

산출함

- 산출된 기후치는 기존에 알려진 해황을 잘 재현함 (예, 그림

30)

- 수집된 수온자료는 지역에 따라 장기적인 상승 혹은 감소 경

향을 보임

계산 방법에 따른 MLD 민감도

조사

- 표층 수온과 일정한 수온 차이를 나타내는 깊이를 MLD의 정

의로 사용 (밀도 차이를 이용한 경우는 차기년도에서 계산할

예정임)

- 수온 차이를 0.5도로 한 경우 0.2도로 한 경우에 비해 여름에

는 약 10 미터 정도 MLD가 큼. 겨울에는 최고 깊이인 100

미터에 도달함.

- 두 경우 (0.2도, 0.5도) 모두 공간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고

0.5도 수온 차이를 사용하면 겨울에 지나치게 깊게 MLD가

계산됨

- 따라서 0.2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MLD를 기후 자료로 선택함

동중국해 기후 평균 MLD 계절

변화 (2월 과 8월) (그림 31

참조)

- 2월에는 최고 90 미터로 깊으며 8월에는 2 미터 정도로 앝아

짐 (그림 31)

- 2월과 8월 모두 제주도 동/동남쪽 해역과 쿠로 시오 해역이

다른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음. 이는 해류 또는 수괴의

영향으로 생각되나 추후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함



표 1. Seasonal variation of picoplankton carbon biomass

Carbon Biomass mgC m-2

Month Synechococcus Picoeukaryotes Prochlorococcus 
July 695 322 24.9

August 535 362 22.2
October 1080 391 23.1

표 2. Photosynthetic-irradiance parameter and daily primary production

       P-I index PP

Stations Depth(m) a b Ps P
B

m IK Im
B1 0 0.0100 29.94 139.96 1.70 169.15 459.81 107.5

10 0.0090 0.09 1.33 0.94 104.02 346.75

B2p 0 0.0259 0.42 7.10 4.44 171.17 539.02 364.9
10 0.0277 0.21 3.54 2.68 96.76 336.51

B5 0 0.0060 7.13 25.61 0.77 126.83 344.84 776.4
10 0.0719 0.12 5.12 4.70 65.32 291.51

B9 0 0.0133 0.24 2.76 1.67 125.35 390.19 110.9
40 0.0149 0.11 1.05 0.81 54.27 190.50

D1 0 0.0068 7.72 35.17 1.09 160.70 436.95 186.7
15 0.0135 0.27 2.18 1.28 94.14 290.24

D3 0 0.0080 0.13 1.28 0.80 100.28 315.93 313.7
20 0.0188 0.29 1.99 1.27 67.45 214.11

D5 0 0.0184 0.17 2.07 1.50 81.61 275.69 323.1
30 0.0160 0.41 3.13 1.66 103.65 311.31

H6 0 0.0295 0.08 3.74 3.29 111.61 458.13 346.3
40 0.0305 0.10 1.45 1.26 41.31 166.07

E3 0 0.0388 0.43 8.30 5.77 148.74 490.95 678.8
20 0.0157 0.08 1.73 1.42 90.10 335.49



그림 1. 2003년 8월 동중국해 표층에서 영양염 분포



그림 2. 2003년 8월 동중국해 수심 30m에서 영양염 분포



그림 3. 2003년 8월 동중국해 표층에서 부유물, 유기탄소, 유기질소 분포



그림 4. 2003년 8월 동중국해 수심 30m에서 부유물, 유기탄소, 유기질소 분포















그림 17. Comparison sea truth data with 4 types case2 algorithms using composite satellite data

그림 18. Comparison sea truth data with 4 types case 2 algorithms using daily satellite data



그림 19. Spatial distribution of 4 types case 2 over-estimations.



그림 20. SeaWiFS time series images on each August from 1998 to 2003.



그림 21. Examples of diverse lower trophic ecosystem model structure: From top to bottom, Denman and

Gargett (1995), Denman and Pena (1999), Fasham et al. (1990), and Fujii et al. (2002).



그림 22. A possible structure of base lower trophic ecosystem model.



그림 23. 동중국해 이어도 기지의 수중 14 m에 설치된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24. 이어도 기지에 설치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관측자료의 예





그림 27. 오징어 어획량이 높았던 해와 낮았던 해의 가을철 동물플랑크톤 분포와 생물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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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Concentration at Hawaii & IPCC Scenario CIS92a

그림 28 하와이 섬에서의 이산화탄소농도변화와 IPCC CIS92a 시나리오에 따른 이산화탄소농도변화. 모델 수

행시 외부조건으로 사용함



그림 29 동중국해를 포함한 북서태평양에서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2월). 산업화 이전. BIOTIC에는

생물펌프가 포함됨

그림 30. 1960-2000년 장기 평균한 2월 표층수온



그림 31. 0.2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MLD (2월, 8월)



4.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평가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성도(%) 내 용

하계관측 실시 및 분석 100
- 2003. 8. 25- 9.4 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표층저염

수의 분포를 파악

영양염, 이산화탄소, 유기탄

소 지역적 분포 변화 파악
100

- 동중국해에서 8월에 영양염, 이산화탄소, 유기탄소

지역적 분포 변화 파악

대기-해양간 이산화탄소 교

환량 파악
100 - 동중국해에서 대기-해양간 이산화탄소 교환량 파악

하위영양준위 생태계구조

및 생물 과정파악
100

- 동중국해의 하계 식물플랑크톤 군집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하위 영양준위 생물의 각 분류군에 적합

합 채집과 분석방법을 적용, 자료를 획득하였음.

Flow cytometer를 이용한 초미세플랑크톤 분석방법

을 도입하였음

- 하계 식물플랑크톤의 광합성특성을 파악하였음.

- 일차생산력 연구에 필요한 소광계수의 획득방법을

개선하였음.

- 엽록소-a 의 수직구조의 나타내는 매개변수의 공간

적 분포를 밝힘

- 환경특성과 생물분포특성 및 일차생산력연구를 동시

에 수행 동중국해의 생물과정을 이해할수 있는 기

초자료를 획득하였음

동중국해 생태계의 중장기

변화추세 파악
100

- CASE2 알고리듬 4가지를 적용하여 현장 측정값과

비교 분석 하였음

-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동중국해의 해황변동 추이를

SeaWiF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음

하위영양준위 생태계 변동

예측 모델 개발
100

- 하위 영양준위 해양 생태계 모델의 구조에 따라 사

례를 분석함. 동중국해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기

초모델의 구조과 바람직한 접근방향을 제시하였음

동중국해 고정점에서 물리-

화학적 특성의 장기 모니터

링를 위한 시스템 시험 설

치 및 운영

100

- 이어도 기지 수면하 14m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하

였으며, 차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

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

자료 도출
100

- 설치된 관측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통하여 매 30분

간격으로 6개월간 자료를 연속적으로 획득함

오징어 자원의 어획변동과

해양환경 변화 특성 파악
95

- 오징어 어획기록과 수온변동/플랑크톤 생물량의 주

기성 파악과 상관 관계 제시

동중국해 물질순환 모델 개

발
100

- 모델 입력자료, 검증용 자료 수집

- 외부조건변화에 따른 탄소순환구조변화 실험

동중국해 해양순환 모델 개

발
100

- 모델 입력자료 작성

- 모델 구조 결정

- 열․염․바람 기후치 및 MLD 특성분석

- 열․염 기후치 database 작성 및 공개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동중국해의 해수 특성, 물질순환 특

성 관측

- 영양염, 이산화탄소, 유기탄소, 대

표적 수괴특성 자료의 수집, 분

석 여부

- 동중국해 고정점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 및 시범운영 여부

- 동중국해의 생태계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학제적 관측

으로서 실시된 2003년 8월 조사는 매우 성공적이었음.

해수특성과 생지화학적 물질들의 거동 및 플랑크톤, 오

징어 유생 조사 등 다학제적 조사결과는 향후 관측결과

의 해석에 있어 학제간 협력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하위영양준위 생태계 구조 및 환경

과의 상관성 파악 여부

- 하위 영양준위를 구성하는 각 분류군의 식물플랑크톤의

분포를 파악하였음. 특히 착편모조류의 분포와 flow

cytometer를 이용하여 초미세플랑크톤을 분석함으로서

하위 영양준위 생태계의 구조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환경요인의 조사를 통해 생태계구조와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 하였음

하위영양준위 구성생물의 생체량

파악여부

- 초미세플랑크톤의 분류군별 생체량을 flow cytometer를

이용분석된 개체수와 세포크기 및 탄소 변환 상수를 이

용 탄소량으로 정량화 하였음. 이는 미세먹이망을 통한

물질전달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획득 되었

음을 의미한다.

일차생산력 특성 및 결정요인 파악

여부

- P-I 특성 및 환경요인 조사를 통해 일차생산력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소광계수의 분포 및 엽록

소-a 의 수직구조를 밝힘으로서 위성을 이용한 광역적

이고 장기적인 일차생산력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획득하였음.

해색위성자료의 해황 자료 활용에

대한 기본 기술분석 유무

- 동중국해와 같은 case2 해역에 적합한 대표적인 알고리

듬 4가지를 SeaWiFS 와 MODI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음.

- 각 알고리듬의 정밀도 분석을 위해 현장조사 결과 치와

의 상대오차를 분석하였음.

- 1998년에서 2003년까지 6년간의 장기 자료를 이용하여

동중국해 해황변동 추이를 분석하였음.

오징어 자원의 어획변동과 해양환

경 변화 특성 파악

- 어획기록과 수온변동/플랑크톤

생물량 사이에 파악된 상관성의

유의미한 정도

- 오징어 어장의 분포 특성 파악

여부

- 오징어 어획 기록과 오징어 생활사 초기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수역의 과거 수온 자료를

분석하였음. 오징어 어획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시기의 앞 뒤로 나타나는 오징어

어획 특성의 차이를 기술함. 또 이 시기에 일어난 해양

환경 변화 중 산란장으로 생각되는 수역의 수온 변화를

추적하여 겨울 수온 상승을 잠정적인 1차 원인으로 지

목함.

- 오징어 먹이 환경을 지시하는 동물플랑크톤의 생물량

과거 자료를 수집, 분석함. 오징어 보육장으로 기대되는

수역과 오징어 주요 어장에서 동물플랑크톤의 생물량

변화와 분포를 오징어 어획의 풍흉과 비교함. 오징어

어획의 증가에 보육장과 어장에서 동물플랑크톤이 큰

역할을 함을 보임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생태계 변동 예측모델 개발

- 다양한 하위영양준위 생태계모델

사례 연구 여부

-모델 입력자료 작성 여부

-모델 시험가동 여부

-열․염․바람 기후치 및 MLD 특

성분석

- 다양한 하위영양준위 생태계모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동중국해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는데 적합한 모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음

- 2차년도 이후의 모델기초실험에 필요한 각종 입력자료

를 작성할 수 있었음



5. 연구성과

연
구
성
과

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해당란에 "○"표시)

기업화
완 료

기업화
추진중

2단계
연구추진

선행 및 기초
연 구 활 용

기타목적 활용
연구성과
활용중단

기타목적 활용실적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
용실적을 서술

② 기업화(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중

택일(해당란에“∨표시)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③ 기술료 징수(기업화 완료이거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천원(전년도말 현재)

④ 산업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규격 등으로 구분하고, 산업재산권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

구 분
산업재산권명칭

(총 건수)
국
명

출원 등 록

기 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⑤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전문학술지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

드시 국명을 기록)-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하거나 게재한 것만 기재할 것

학술지 명칭(총 건수) 제목 년도 호 발행기관 국 명 SCI여부

North Pacific Ecosystem
Status Report

Yellow Sea-East China
Sea Eco -system Status

2004 PICES 캐나다

⑥ 학 술 회 의 논문발표(학술회의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
을 기록)-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한 것만 기재할 것

학술회의 명칭(총 건수) 제목 년도 호 장 소 국 명

PICES NPESR workshop Yellow Sea-East China Sea 2003 Victoria 캐나다

한국해양학회 태풍매미 통과시 동중국해 해양 반응 2004 부경대 대한민국

⑦ 실적(1년동안)

수입대체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효과

(백만원/년)

매출증대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기
타

⑧ 향후 기대효과(향후 5년동안)

수입대체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효과
(백만원/년)

매출증대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기
타

⑨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과제발주체(부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⑩ 연구성과활용중단 사유



6. 연구비 집행실적

(단위 : 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1

인건비

․내 부 인 건 비

․외 부 인 건 비

175,216,000

104,000,000

71,216,000

144,905,868

83,200,000

61,705,868

30,310,132

20,800,000

9,510,132

2004.

4.14

기준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169,664,000

52,400,000

55,538,000

3,000,000

31,303,000

5,450,000

11,190,000

10,783,000

0

113,025,241

43,660,310

33,396,819

0

22,154,857

3,655,681

2,387,074

7,770,500

0

9,510,132

8,739,690

22,141,181

3,000,000

9,148,143

1,794,319

8,802,926

3,012,500

0

“

3 위탁연구개발비 0 0 0 “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55,120,000

39,520,000

15,600,000

0

44,096,000

31,616,000

12,480,000

0

11,024,000

7,904,000

3,120,000

0

“

연구사업비 총액 400,000,000 302,027,109 97,972,891 “

7.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없음

8. 중요연구변경 사항 :

없음

9. 기타 건의사항 :

없음



Ⅱ. 계 획

1.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Proposal 내용과 비교분석)

변경사항 없음.

2.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가. 당해연도 목표 및 내용

동중국해 환경변화연구의 1단계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에 이어 동중국해의 해양환경과 물

질순환 및 하위영양준위 생태계의 장기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절 관측을 계속 실시하

고, 생태계 예측시스템의 각 구성모델들의 기초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함.



나. 과제별 연구개발 목표

목 표 내 용 연 구 범 위

동중국해 저염수와 대마난류수 

혼합 기작 규명

- 수괴 분포의 바람장과 상관

성

- 하계 혼합 미세구조 관측 및 

분석 (혼합과정 크기)

  (참고: 연구비 증액이 계획과 

틀려 당초 계획하였던 해저

면혼합층 연구는 삭제)

- 인공위성관측 바람장 분포, 저

염수 분포와 Ekman dynamics 

비교

- 타과제와 공동으로 하계 현장조

사

동중국해 해양환경과 물질순환, 

생태계의 학제적 관측

- 동중국해 저염분수, 영양염, 

유기탄소, 질소, 동식물 플

랑크톤, 일차생산력 

- 2004년 8월 관측 예정

- 한국 남해와 제주 주변해역 및 

동중국해 북부해역

동중국해 계절변동 특성 규명
- 학제적 관측자료의 분석과 

해석

- 대마난류수, 대륙주변 저염수, 

황해냉수 등의 해수특성 분포

와 물질 및 생물 분포와의 상

관성

- 엽록소 장기변동 분석

- 오징어 자원 어획량 변동의 요

인 분석

- 동중국해 고정점에서 해수 물리

-화학 특성 연속 관측

- 춘계와 하계의 영양염, 부유

물 유기탄소/질소 농도변화량 

파악

- 춘․하계 대기-해양 이산화탄

소 변화량 파악

- 수온과 강수량에 따른 영양

염, 유기탄소, 이산화탄소 

농도의 봄-여름 간 변화 파

악

- 5월과 8월에 동중국해에서 영

양염, 부유물, 유기탄소/질소 

농도, 대기와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관측

하위 영양준위 생태계 구조 및 

생물과정 규명

- 하위영양준위 생물의 분류군

별 분석 

- 식물플랑크톤 색소분석을 통

한 군집 연구

- HPLC를 이용한 분석기법 

확립

- 하위영양준위 생물의 생체량 

연구 

- 동물플랑크톤의 재생산력 특

성 분석

- 요각류의 일 생산력 

- 일차생산력 결정요인 분석

- SeaWiFS 등 원격탐사(ocean 

color)자료를 이용한 광역 표층 

엽록소 농도 분포 조사 및 일

차생산력 평가 

- 동물플랑크톤 분류군의 생체량 

분석

동중국해 생태계의 중장기 변화 

추세 이해

- 과거 원격탐사 위성자료

(ocean color)의 분석

- 엽록소의 장기 변동 지도 작성

을 위한 위성자료(ocean 

color)의 분석



안정적인 관측 시스템 구축 및 

신뢰성 있는 자료의 지속적 획

득

- 관측 장비의 보정과 자료의 

생산 및 해석 

- 신뢰성 있는 자료 도출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획득된 자료의 

부분 해석 

오징어 자원이 해양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양상 파악

- 수온 구조, 플랑크톤 생물량

과 오징어 어획량 분포간 

연결 관계

- 먹이 환경 변화에 대한 오징

어 자원의 반응 감지 수단 

개발

- 수온의 수평․수직 분포/플랑크

톤 분포와 오징어 어획량 분포 

관계 규명

- 오징어 개체군의 영양상태 지표 

(형태적, 생화학적) 발굴

동중국해 물질순환 모델 - 모델결과 기초 분석 및 검증 - 탄소 flux 계산

동중국해 해양순환 모델

- 동중국해 평균순환 특성 모

사

- 열․염 기후치, 바람응력자료 

기후특성 분석

- MLD 분석

- 장기평균 바람응력과 열속, 염

분속을 고려한 평균순환 모사

- 열․염․바람 역사자료에 대한 통

계분석을 통한 기후변동 특성 

이해



세부 연구 분야간 연계



3. 연구추진내용

연구내용

월 별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 원)

비
고5 6 7 8 9 10 11 12 1 2 3 4

․하계 해수특성분포 관측

및 자료 분석
75,410

․대기-해양 이산화탄소 측

정

․영양염, 엽록소, 유기탄소

등 시료채집 및 분석

․유기탄소 플럭스 측정

47,760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완

성

․모니터링 자료의 검증-해

석

31,375

․하위영양준위 생태계 구

조 및 생물과정

․생태계 중장기 변화 추세

파악

․원격탐사 자료처리

․동물플랑크톤 재생산력,

생체량 연구

84,880

․오징어 자원이 해양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양상 파

악

29,280

․동중국해 물질순환 모델

결과 분석
38,727

․동중국해 평균순환 재현

실험
52,568

사업 진도(%) 25 25 25 25

연 구 비(천원) 90,000 90,000 90,000 90,000 360,000



4.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2차년도 (2004 )

◦하계 동중국해 저염수와 대

마난류수 혼합구조 파악
13 - 관측 실시 및 분석 여부

◦영양염, 부유물, 유기탄소/

질소 농도 변화 파악 및 

비교

10
- 하계 영양염, 부유물, 유기탄소/

질소 분석 여부

◦대기-해양 이산화탄소 분포 

및 교환량 비교
10

- 대기와 해양 이산화탄소분압 하

계 관측 및 플럭스 비교 여부

◦하위 영양준위 생태계 구조 

및 생물과정 파악
17

- 하위영양준위 생태계  구조와 환

경과의 상관성 파악 여부

- 일차생산력 결정요인 분석 여부

- 하위영양준위 생물의 생체량 분

석 여부 

-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광역 표

층 엽록소 농도 분포 조사 및 일

차생산력 평가 여부 

- 동물플랑크톤 재생산력 및 생체

량 변동 파악 여부

◦동중국해 생태계의 중장기 

변화 추세 파악
8

- 원격탐사 위성자료(ocean color)

에 의한 엽록소 시계열분석

- 동중국해 엽록소의 년간 변동 요

인에 대한 분석

◦장기 모니터링 자료 생산 7
- 연속적이고(약 30분간격), 장기

적(8개월/년)인 자료 생산 여부

◦자료의 부분 해석 3

- 동중국해 해수의 수온, 염분, 용

존산소 등의 일변화(daily 

variation) 해석 여부

◦오징어 자원이 해양환경 변

화에 반응하는 양상 파악
10

- 오징어 어획량 분포 특성과 수온 

구조 및 플랑크톤 생산량의 시․
공간 분포를 연결하는 합리적 메

커니즘 제시 여부

◦동중국해 물질순환 모델 12 - 모델결과 분석여부

◦동중국해 해양순환 모델 10

- 동중국해 평균순환특성 모사 여

부

- 열․염 기후치, 동중국해 바람응력

자료 기후특성, MLD 특성 분석 

여부

- 동중국해 순환모델 격자값 제공



5. 참여연구원 현황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책임금 8 명

선임금 13 명

원 급 11 명

기 타 명

계 32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주관연구책임자

김철호

과제(분야)명

동중국해의 물질순
환과 생물과정 중
장기변동 관측 및
예측모델 연구

과제(분야)명 과제(분야)명 과제(분야)명

연 구 기 관

한국해양연구원
연 구 기 관 연 구 기 관 연 구 기 관

연 구 책 임 자

김철호

(한국해양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책 임 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임급 8 명

선임금 13 명

원 급 11 명

기 타 명

계 32 명

책임급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임급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임급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기관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출연 (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연 (연) 32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32 명

출연 (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연 (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연 (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소요연구비 소요연구비 소요연구비 소요연구비 소요연구비

천원 360,000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과제(분야)명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란에는

소속기관까지 기재함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예상 연구비의 축소로 인해 연구과제 신청시 계획되었던 1단계 2차년도의 다음 각 연구

분야의 계획을 축소 혹은 삭제함

- 동중국해 관측 해역의 축소 ; 본 연구과제의 기획 및 신청시에는 전 동중국해를 연구대

상 해역으로 설정하였으나 연구비의 축소로 인해 1차년도에는 조사해역을 축소하여 동중

국해의 북부해역(제주 주변해역)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2차년도에도 예상 연구비의 축

소로 인해 대상해역을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동중국해 북부해역으로 제한하고 있음.

- 동중국해 계절별 관측의 축소 ; 1차년도에는 하계 (2003년 8월) 관측을 실시했고 춘계

(2004년 4월 29일-5월 8일)를 계획하였음. 2차년도 예상 연구비의 축소로 인해 2차년도에는

2004년 춘계(4월) 관측자료의 분석과 하계(2004년 8월) 관측만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신청시 계획된 전 계절 관측 계획을 수정하여 추계와 동계 관측을 관측 계획에서 삭제함

- 동중국해 위성 알고리듬 개발(위탁연구과제)연구분야 ; 삭제함

- 해저혼합층 연구 삭제함

- 동중국해 고정점 모니터링 연구분야 ; 기기 중복 점검(double check)을 위하여 중복시스

템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삭제함



7.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총괄표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1차년도(2003) 2차년도(2004) 3차년도(2005)
비고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1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175,216

104,000

71,216

43.8

26.0

17.8

171,204

93,600

77,604

47.6

26.0

21.6

798,000

483,000

315,000

38.0

23.0

15.0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169,664

52,400

55,538

3,000

31,303

5,450

11,190

10,783

0

42.4

13.1

13.9

0.8

7.8

1.4

2.8

2.6

0

134,040

48,100

35,608

1,000

31,472

3,425

5,930

8,504

0

37.2

13.4

9.9

0.3

8.7

1.0

1.6

2.4

0

903,000

294,000

252,000

21,000

189,000

31,500

63,000

52,500

0

43.0

14.0

12.0

1.0

9.0

1.5

3.0

2.5

0

3 위탁연구개발비 0 0 0 0 0 0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55,120

39,520

15,600

0

13.8

9.9

3.9

0

54,756

40,716

14,040

0

15.2

11.3

3.9

0

294,000

210,000

84,000

0

14.0

10.0

4.0

0
연구사업비 총액 400,000 100 360,000 100 2,100,000 100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민간부담액 (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 부담금액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

고사업명
참여율

(%)
주관연구기관 소계
한국

해양

연구원

이재학 기후환경

(책임연구원)
6,727 10 7.4 5,000

기후변화모니터

링(기관고유)
43

〃
이흥재 해양기후환경

(책임연구원)
7,710 6 4.3 2,000

황해해황변동

(과기부NRL)
51

〃
황상철 해양기후환경

(책임기술원)
6,343 3 10.5 2,000

새만금해양환경

보전 등
52

〃
이하웅 해양기후환경

(책임기술원)
5,802 3 11.5 2,000

새만금해양환경

보전 등
49

〃
장영석 해양기후환경

(선임연구기사)
4,611 3 14.5 2,000

새만금해양환경

보전 등
49

〃
김철호 해양기후환경

(책임연구원)
6,402 10 26.3 16,844

기후변화모니터

링(기관고유)
24

〃
장찬주 연안항만공학

(선임연구원)
4,066 10 7.4 3,000

기후변화모니터

링(기관고유)
14

〃
박영규 해양기후환경

(선임연구원)
4,752 10 15.8 7,500 차세대 사업 등 63

〃
장경일 해양기후환경

(책임연구원)
6,431 5 10.9 3,500

기후변화모니터

링(기관고유)
47

〃
최상화 데이터운영팀

(선임기술원)
4,211 9 10.6 4,000

기후변화모니터

링(기관고유)
58

〃
유신재 해양생물자원

(책임연구원)
7,072 10 10 7,072

기후변화모니터

링(기관고유)
30

〃
강형구 해양생물자원

(선임연구원)
4,456 10 15 6,684  

"
김동선 극지

(선임연구원)
4,675 10 17.1 8,000

남극해연구 (기

관고유)
17

"
강영철 극지

(선임연구원)
5,712 10 14.0 8,000

기후변화모니터

링(기관고유)
60

〃
신형철 극지

(선임연구원)
4,294 10 18.6 8,000

남극유용생물

등
62

〃
정회수 해저환경자원

(책임연구원)
5,783 9 15.4 8,000

연안역통합관리

등
43

합 계 93,600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93,600,000 원

(단위 : 천원)



*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나) 외부인건비 77,604,000 원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비

고

주관연구기관 소계
한국해양

연구원

장성태 해양기후환경

(연수연구원)
2,200 10 22.7 5,000

〃
민홍식 해양기후환경

(연수연구원)
2,200 10 59.1 10,000

〃
오경희 해양기후환경

(연수생)
1,500 8 16.7 2,000

〃
홍창수 해양기후환경

(연수생)
1,500 8 41.7 5,000

〃
·노재훈 해양생물자원

(연수연구원)
2,313 10 42.443 9,817

〃
김현철 해양생물자원

(연수생)
1,050 10 43.43 4,455

〃
박지수 해양생물자원

(연수생)
1,050 10 43.43 4,455

〃
이정아 해양생물자원

(신진연구자)
300 10 43.43 1,273

충남대학

교

이창래 해양학과

(박사과정)
960 10 20.83 2,000

한국해양

연구원

심정희 해양기후환경

(연수연구원)
2,500 10 20.0 5,000

〃
송수진 극지

(파견연)
1,500 10 20.0 3,000

〃
양윤선 극지

(파견)
1,600 10 65 10,400

〃
임동일 해저환경자원

(연수연구원)
2,300 9 45.0 9,315

〃
전수경 해저환경자원

(인턴연구원)
300 9 20.0 540

〃
노경찬 해저환경자원

(연수생)
700 9 15.0 945

김지현 해저환경자원

(파견직)
1,300 9 12.0 1,404

합 계 77,604

※ 참여기업 현물부담 인건비의 경우 비고란에 ‘현물’표기를 하며 필요시 외부인건비 기준

단가 책정의 근거를 기재



(2) 직접비 134,040,000 원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48,100,000 원

① 연구기자재비 48,100,000 원

구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구

입

S/W Maintence

(컴파일러

IDL

Matlab)

2,000,000

광학장비

calibration

(OCP,

Hydro-Rad)

1,500,000

PC upgrade 회 3 300,000 900,000

Graphic용 모니터 개 1 1,000,000 1,000,000

임

차

조사선용선비 일 10 4,18,000 41,800,000

임차비 1 400,000 400,000

화물운송비 500,000

합 계 48,100,000

② 시설비 0 원

․설치비(00개소) 0 원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35,608,100 원

① 시약 및 재료비 33,308,100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원) 비고

프린터 토너 ea 4 300,000 1,200,000

프린터 잉크(칼라, 흑백) ea 10 40,000 400,000

프린터 용지 권 13 25,000 325,000

공 미디어 100 3,000 600,000

기타 전산소모품 1,5209,000

C14 mCi mCi 1 500,000 500,000

Pigment Standards ea ml 10 200,000 2,000,000

Chlorophyll a standard ea ea 1 400,000 400,000

HPLC급 분석용매 L 10 50000 500,000

액화질소 55 L 10 66,000 660,000

HCl kg kg 10 8,000 80,000

Acetone L L 10 10,000 100,000

실리카겔 L L 10 20,000 200,000

드라이아이스 box 1 20,000 20,000

3um PC MEM 47mm box 3 180,000 540,000

5um PC MEM 47mm box 3 180,000 540,000

0.2um PC MEM 47mm box 2 180,000 360,000

47mm GF/F 47mm box 5 50,000 250,000

25mm GF/F 25mm box 5 25,000 125,000

만능상자 대 ea 10 8,000 80,000

Flow cytometer용 bead ea 2 300,000 600,000

전자현미경Film ea 5 30,000 150,000

1000ml Nalgen bottle 1000ml ea 50 8,000 400,000

500ml Nalgen bottle 500ml ea 100 6,000 600,000

47mm Filter funnel 47mm ea 2 200,000 400,000

Culture flask box 3 170,000 510,000

Petri-Dish 25mm*50 box 5 110,000 550,000

킴와이프스 150매*30 box 2 30,000 60,000

킴타올 24밴드 box 2 40,000 80,000

클린비취용타욜 box 2 100,000 200,000

Dust remover ea 5 5,000 25,000

멀티탭 ea 5 10,000 50,000

기타실험소모품 672,200

잉크젯프린터카트리지 칼라,흑백 ea 2 80,000 160,000

레이저프린터토너-칼라 ea 2 500,000 1,000,000

레이저프린터토너-흑백 ea 3 200,000 600,000

칼라잉크젯용지 A4 box 5 20,000 100,000

공CD-R 700MB*100 통 5 48,000 240,000

라벨용지 A4 box 5 14,000 70,000

컴퓨터소모품 1,000,000

Plankton net ea 2 800,000 1,600,000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고
운반상자 대 ea 10 6,000 60,000

Bottle PE ea 100 2,500 250,000

Filter GF/F box 20 13,000 260,000

Silica gel 1kg 5 20,000 100,000

Nalgene PE Bottle 500 ml ea 100 3,500 350,000

Flowmeter ea 2 800,000 1,600,000

Glass vial 20 ml box 10 60,000 600,000

CO2 gas (STD) cylinder 2 1,500,000 3,000,000

영양염 STD 용액 병 8 150,000 1,200,000

TA CRM 용액 box (20병) 5 200,000 1,000,000

GF/F 필터 box 5 100,000 500,000

PE Bottle 개 300 1,000 300,000

영양염분석용시약 set 2 500,000 1,000,000

Valves and fittings set 4 100,000 400,000

해수 Pump (LG WILO) 개 1 400,000 400,000

Air Cadet Pump 개 1 300,000 300,000

Miniature Pump(GAST) 개 1 300,000 300,000

어획물 시료 6 90,000 540,000

고정액 5 10,000 50,000

단백질 분석 키트 1 240,000 240,000

시료병 100 1,800 180,000

드라이아이스 6 20,000 120,000

Ammonium chloride 1 25,000 25,000

Imidazole 1 16,000 16,000

Sodium nitrate 1 23,100 23,100

CD granule 1 15,000 15,000

Disp. Pipette 1 12,000 12,000

Sample cup 1 35,000 35,000

Sodium hydroxide 1 60,400 60,400

Ascobic acid 1 22,500 22,500

Ferric chloride 1 25,000 25,000

Perchloric acid 1 50,000 50,000

Ammonia 1 13,000 13,000

DO membrane 1 20,000 20,000

vial 1 30,500 30,500

vial files 1 18,500 18,500

sample bag 1 34,000 34,000

dry ice 1 40,000 40,000

YSI-6600 센서 1 600,000 600,000

프린터 잉크 1 40,000 40,000

A4 용지 1 25,000 25,000

레이저/잉크젯 OHP 1 50,000 50,000

기타 전산소모용품 1 530900 530,900

합 계 33,308,100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란에 ( )로 기재함

② 전산처리비 0 원

③ 시험분석료 2,300,000 원

(다) 시작품 제작비 1,000,000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

용

내부제작
/외주가
공여부기

재
식물플랑크

톤 net
300,000

일차생산력

배양 set
700,000

합 계 1,000,000

(라) 여 비 31,472,600 원

① 국내여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함) 15,956,800 원

(부산, 2박3일)

- 책임급 2인 ×269,400원×1회 = 538,800 원

- 선임급 6인 ×235,200원×1회 = 14,11,200 원

- 원 급 6인 ×225,200원×1회 = 1,351,200 원

(제주, 3박4일)

- 책임급 1인 ×422,800원×2회 = 422,800 원

- 원 급 2인 ×377,800원×2회 = 1,511,200 원

(강릉, 1박2일)

- 선임급 1인 ×162,400원×6회 = 974,400 원

- 원 급 2인 ×377,800원×2회 = 1,511,200 원

(장목, 1박2일)

- 책임급 2인 ×208,600원×4회 = 1,668,800 원

- 선임급 1인 ×184,400원×4회 = 737,600 원

(승선경비)

- 책임급 2인 ×760,000원×1회 = 760,000 원

- 선임급 10인 ×275,880원×1회 = 2,758,800 원

- 원 급 5인 ×811,440원×1회 = 4,057,200 원

② 국외여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함) 15,515,800 원



(일본 큐슈대, PEACE meeting, 3박4일, 타사업과 분담)

- 책임급 1인 × 974,400 (체재비) = 974,400 원

- 비자발급 19,600 원

(AOGS 참가, 싱가폴, 4박 5일)

- 책임급 1인 × 1,377,600 + 1,254,000 (체재비) = 2,631,600 원

(메사추세츠 주립대학 Chen 교수 방문, 모델 협의), 7박 8일)

- 선임급 1인 × 1,300,,000(왕복) + 11,652,400 (체재비) = 2,952,400 원

(미국 호눌루루, PICES 참가 9박 10일)

- 원급 2인 × 3,078,900 × 1회 = 6,157,8000 원

(미국 호눌루루, PICES 참가 5박 6일)

- 선임급 1인 × 1,200,000 × 1회 = 1,200,000 원

(북해도 수산과학대학, 오징어자료 공동활용 추진, 4박5일)

- 선임급 1인 ×700,000 + 880,000(체재비) = 1,580,000 원

(마) 수용비 및 수수료 3,425,260 원

․ 인쇄/복사/인화비 1,122,000 원

․ 공공요금 630,000 원

․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1,673,260 원

(바) 기술정보활동비 5,930,000 원

①정보활동비 5,080,000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640,000 원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1,200,000 원

- 기술정보수집비 400,000 원

- 논문투고료 440,000 원

- 회의비 2,400,000 원

② 해외훈련비(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함) 0 원

- 책임급 00인 ×00원×00회 = 0 원

- 선임급 00인 ×00원×00회 = 0 원

- 원 급 00인 ×00원×00회 = 0 원

③ 전문가초청․자문비 850,000 원

․국내전문가 850,000 원

- 자문료 200,000원/월 × 1월 × 3인 = 600,000 원



김상우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팀); 오징어 어업 노력 분포 파악

허영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오징어의 생물학적 특성의 계절변화

강돈혁 (북해도대학 수산연구소);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변화 기술

- YSI 기기운영자문 250,000원/월× 1월× 1인 = 250,000 원

이경진 (동문과학상사); YSI 기기운영기술자문

․국외전문가 0 원

- 항공료 00원×00인 = 0 원

- 체재비 00원/월×00월×00인 = 0 원

- 자문료 00원/월×00월×00인 = 0 원

④ 기술도입비 0 원

기술도입명 도입국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합 계

⑤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해외연구소명을 기재) 0 원

- 설치비 00원/개소×00개소 = 0 원

- 운영비 00원/월×00월×00개소 = 0 원

(사) 연구활동비 8,504,040 원

․연구원 인센티브

(인건비×( 5 )%이내) 8,504,040 원

․하위단위 세부과제 관리비

(인건비)×( )%이내 0 원

(아) 연구홍보비 0 원

(3) 위탁연구비 0 원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

(4) 간접비

(가) 간접경비 40,716,000 원



기관명 산 정 기 준 금액
한국해양연구원 93,600,000원 × 43.5% 40,716,000 원

※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에 따라 작성

(나) 연구개발준비금 14,040,000 원

기 관 명 산 정 기 준 금액
한국해양연구원 93,600,000원 × 15.00% 14,040,000 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만 인정

※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에 따라 작성

(다)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0 원

구 분 단 가 수 량 금 액(원) 비 고

※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에 따라 작성



수정보완 대비표

진도관리결과 종합의견 수정 및 보완 사항

1)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연구가 수행되

었으나 세부과제간 연계성 부족과 최초

목표한 결과의 누락 및 미진한 분야의

보강이 필요함.

2) 참여 연구원 규모를 감안할 때 구체

적 연구실적물 양산에 주력 필요.

3) 연구비 축소로 인한 동중국해 관측

해역 축소, 계절별 관측축소, 동중국해

위성 알고리즘 개발 분야 삭제, 해저

혼합층 연구분야 삭제, 동중국해 고정

점 연구분야 삭제 등 연구계획 변경이

있으나 연구해역 축소와 자료의 정확성

은 떨어질 수 있으나 연구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 연구목표를 좀더 명확하게, 계량적

으로 설정해야만 연구방향이 확실하게

정립될 것임. 현재 제시된 목표는 "..특

성파악", "..분석", "..시스템구축", "..모델

의 기초구축" 등 너무 막연하게 설정되

어있음.

5) 연구개발비 항목중 자문비 내역 구

체적 기재 필요.

1) 세부과제 연계성 및 미진한 분야 보강 필요

2차년도 기간중에 세부과제 1에서 각각의 세부 연구분야들 상호간에 서로

교환되어질 연구 분석 결과들을 명시하였음 (48쪽). 각각의 연구 분석 결과들

은 타 연구분야에서 자료 해석 또는 모델 수립 및 검증자료로 사용되어질 것

임. 연구비 규모의 축소로 인해 최초 목표한 동중국해 관측해역에서 대상해역

이 줄어들었으나 기존자료를 수집, 활용함으로 부족한 자료를 보강하고, 모델

분야 연구를 통하여 대상해역의 제한을 극복하고자 함.

2) 구체적 연구실적물 양산 주력 필요

2차년도부터는 1차년도의 연구분석 결과들을 학술지에 투고하는 등 구체적

연구실적물을 생산할 계획임.

3) (수정보완사항 불필요)

연구대상해역은 축소되었으나 기존자료 활용 및 관측분야와 모델 연구분야

간 연구협력을 통하여 동중국해 대상해역에 대한 물질순환과 생물과정의 관측

과 예측 목표를 달성토록 할 것임.

4) 연구목표의 계량적 설정

2차년도 연구목표들을 계량화하였음 (46, 47쪽).

- 대마난류수 혼합구조 파악 → 대마난류수 혼합구조 기작 규명

- 춘․하계 영양염, 부유물 유기탄소/질소 농도변화, 대기-해양 이산화탄소

변화 파악 → 춘․하계 영양염, 부유물 유기탄소/질소 농도변화량 및

대기-해양 이산화탄소 변화량 파악

- 수온구조와 오징어 어획량 분포특성 파악 → 수온 구조, 플랑크톤

생물량과 오징어 어획량 분포간 연결 관계

- 수온의 수평, 수직분포와 오징어 어획량 분포 특성 파악 → 수온의 수평․

수직 분포/플랑크톤 분포와 오징어 어획량 분포 관계 규명

5) 기술정보활동비의 전문가초청․자문비 예산 비목에서 전문가 인적사항 등 자문계획

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음 (60, 61쪽).



2차 수정보완 대비표

연구내용 및 연구비 검토결과 수정 및 보완 사항

1) 수정보완요구사항반영되었음.

특이사항없음.

2) (여비+기술정보활동비)가 (인건비+

직접비+산업재산권)의10 %를 초과

(12%)하지만 시료채취를 위한 승선 등

연구특성상 인정할 만함.

3) 연구개발준비금 산정 수식 오류:

14,040,000 -> 93,600,000으로 수정요

1) 수정보완사항 없음.

2) 수정보완사항 없음.

3) 연구개발준비금 산정 수식 부분의 오류를 수정했음.

14,040,000 -> 93,6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