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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Korea-Geotraces 사업의 타당성 검토  추진 방향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추진 배경  필요성

□ TEIs는 탄소 순환 이해, 물질 기원  이동 추 자에 필수 인 연구항목임

□ 한반도 주변해의 수심별 TEIs 분석 자료 무함

□ TEIs 분석표 화를 통해 분석 결과에 한 해양학  일치성 (Oceanographic 

Consistency)   국제  신뢰도 확보 필요

□ 국제  경쟁력 확보를 한 청정 기술 확보  용, 인력 양성, 국제 로그램 

참여 필요

- 단독 연구 사업으로서는 규명이 어려운 지구  상 연구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국제 력사업의 참여가 필수 임

- 한국의 화학해양학 분야  미량원소  동 원소(TEIs: Trace Elements & Isotopes)

연구의 측정방법  측정치의 국제  공인과 측정기  물질개발에 참여 필요

-  국제 표 화된 해양 측 데이터 리  공동이용과 시료보  정책마련 필요

- 타국/타지역에서 진행되는 련 연구 로그램에 한 정보 입수  참여 기회 확

 필요

- 다국가간 국제공동연구 로그램 참여로 향후 해양정책  공동연구 개발에 주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  리더그룹으로의 도약에 필요

- 2009년도에 GEOTRACES에서 계획 인 북서태평양 지역의 Marginal Sea(동 국해, 

동해, 오츠크해)에서의 연구활동에 조기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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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 있는 해양 자료 확보  해석기술은 향후 신흥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양정보 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

- 미래 해양환경 변화는 과거와 재의 변동 추이를 측하여 밝힘으로서 측이 가능

하며, 이는 미래해양환경/자원 리 정책 수립에 있어 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

므로 국가 경제에 정  향 요소로 기여함

- 동해심층수의 생성/순환  물질 순환 과정을 규명함으로서 해양심층수 산업의 수

질 안 성 확보로 해양신산업 창출에 기여

- 주변국인 일본, 국, 만, 인도 등이 모두 활발히 기여하고 참여하고 있는 국제

력연구 로그램에서 한국의 부재는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에 제약이 됨

- 국제  력 연구 로그램에 극 참여하여 독도 등 국민  심지역에서의 활발한 

연구와 홍보를 통하여 국가 해양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 재 수행 인 국내 형연구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국내 해양연구의 국제  상을 

강화하고 시 지효과 극 화 필요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가. 주요 내용  성과

○ GEOTRACES 로그램 수행을 한 기반 조사 분석

○ 국내외 문가 진단을 통한 사업타당성  기획 검토

○ 련 연구개발사업과의 연 성 검토  시 지 효과 창출

○ 장기 사업추진을 한 세부 인 추진계획안 마련

○ 주요 국가의 로그램 분석  응/ 력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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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K-GEOTRACES 로그램 추진 략

■ 국내 연구 인 라 구축

•국내 련 학회  산학연 련분야 문가 자문  세미나 개최

•분야별 Working Group 구성

•기존 련 자료 입수  분석

•[GEOTRACES 보고회]: 한국해양학회 화학분과 모임 발표

•해양화학 문가 140명에게 메일 발송: WG 기반 구축

•WG Traces metal 분야 문가 자문회의

•국내 기술 동향 악: 논문분석

■ 운 원회  과학조정 의회 구성

•GEOTRACES 로그램 참여 국가들의 참여방법  수행체계 분석/비교

•한국해양학회 화학분과를 통한 원 추천 

•K-Geotraces 사무국 운   개설 검토

■ K-GEOTRACES 사업의 추진 타당성 검토  평가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통한 성과지표 산출

•국제 GEOTRACES 로그램 참여 방안 제시

•우리나라에 합한 참여방안 수립․제시

•연차별 실행계획 등 구체 인 실행방안 작성

•국내 진행 인 연구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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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TRACES Science Plan' 분석을 통한 국제동향 악

■ GEOTRACES 련 국제 연구 동향 악

•GEOTRACES 로그램 과학조정 의회 공동의장 청 세미나  자문

•GEOTRACES 공동의장 청 자문

•미국 등 해양선진국의 동향분석 

Ⅳ. K-GEOTRACES 로그램

1. TEIs 분석기술 표 화 연구

○ Clean Sampling System 설계  분석 시스템 구축

○ 각 항목별 Working group 구성  핵심 실험실 운

○ 각 핵심 실험실에서 국내 연구자를 한 교육 로그램 운

○ 우리나라의 표 화 정 (Korea Intercalibration St.) 선정

○ 청정 시료 채취  시료 처리 기술을 한 인 라 구축

○ 분석기술 표 화를 한 protocol 작성  교육 로그램 진행

○ 국내 TEIs 표 물질의 개발  공 : 해양 퇴 물, 해수 등

○ 실험실간의 상호 비교 검정  국제 상호 검정 로그램 참가

○ 해양의 TEIs 수직구조 악  거동과 순환의 이해

2. 동해 심층수 물질순환 연구

○ 동해 심층수의 지화학  특성 규명

○ 시공간  해류 변동에 따른 TEIs 거동 분석  

○ 정립된 기술을 활용한 해양의 TEIs 수직구조 악  거동과 순환의 이해

○ 동해의 다양한 동 원소의 수평  수직 분포도 작성 

○ 육상기원 혹은 생물기원 입자들의 거동 이해

○ 동해 울릉분지 층의 유기물 기원  해양-퇴 물 상호작용

○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동해 심층수의 연령측정

○ 화학 추 자를 활용한 동해의 열염순환

○ 화학  추 자를 이용한 동해의 생물 펌 의 정량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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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rea Marginal Sea Research Program

    : 한. .일 공동 심해역 상 연구 

○ 해양- 기 경계면에서의 물질 사량과 작용

- 기체 교환의 정량  이해를 한 시계열 측

- TEI 추 자를 이용한 기를 통한 유입 물질의 기원 

- 황사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TEIs의 정량  이해

○ 담수를 통한 물질 유입의 이해

- 강을 통해 황해/동 국해로 유입되는 TEIs의 정량

- TEIs를 활용한 담수를 통한 유입 물질의 기원 추정

- 해  지하수를 통해 유입되는 물질 수지

○ 해양-퇴 물 경계면에서의 해양과정

- 퇴 물 트랩을 이용한 최  럭스의 이해

- TEIs를 이용한 과거 환경의 복원과 미래 측

○ Marginal Sea의 물질 수지 (황해/동 국해를 상으로)

- 기를 통한 물질 수지

- 담수를 통한 물질 수지

- 해양-퇴 물 경계면에서의 물질 수지

- 상 해역 내부 순환의 이해

- 상 해역의 인근해역과의 교환

- 기로부터 해양을 거쳐 퇴 물에 이르는 기둥에서의 물질 수지 

[그림] K-GEOTRACES 로그램을 통한  과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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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연차별 수행 연구개발 내용

년도
산

(백만원)
주요 내용 (직 비 산정)

1차

년도
1,000

- 국내외 기술 동향 악

- 각 항목별 Working Group 구성  워크샵(50백만원)

- 각 항목별 핵심 실험실 선정 운 (미량원소, 방사성동 원

소, 안정동 원소, 방사기원 동 원소), Ultra Clean Lab. 

(150백만원)

- 핵심 실험실 심으로 선진 교육 로그램 참가(10백만원)

- 청정시료채취  분석 시스템 설계 (50백만원)

- 국내 문가 양성을 한 교육 로그램 수립

- 동해표 화 정  선정(Intercalibration Station)을 한 기

 조사 (300백만원, 실해역 탐사 15일)

- 동아시아 지역 (한 일) 워크샵 개최 (50백만원)

2차

년도
2,500

- 청정시료채취  분석 시스템 구축 (Clean sampling & 

Clean Van) 후 선박 장착 (700백만원)

- 각 항목별 표  작업 차서 작성

- 각 핵심 실험실 심으로 국제 실험실간 검정 로그램 참

가

- 문가 양성을 한 국제 교육 로그램 수행 (하와이 와 

공동) (온 리 7일)

- Marginal Sea 물질순환 1차 실해역 탐사 수행 30일 (600

백만원)

- 국제 GEOTRACE 로그램 워크샵 개최

3 차

년도
3,000

- 문가 양성을 한 국제 교육 로그램 수행 (하와이 와 

공동, 온 리 7일, 100백만원)

- 청정시료채취  분석 시스템 용

- 핵심 실험실 시료 채취  분석 참여

- 각 핵심 실험실에서 국내 연구자를 한 교육 로그램 운

 (50백만원)

- 국내 문가 양성을 한 교육 로그램 수행

- 국제 실험실간 검정 로그램 참가

- Marginal Sea 물질순환 2차 실해역 탐사 수행 30일 (600

백만원)

- 기존 양연구과제와 연계한 양(인도양, 태평양) TEIs 

물질순환 연구 RFP 공모 (3개 과제 선정/ 1차 수행, 700백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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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년도
3,000

- 청정시료채취  분석 시스템 용 (동해 1차례)

- 핵심 실험실 시료 채취  분석 참여

- 각 핵심 실험실 심 국내 연구자를 한 교육 로그램 

운

- 국제 실험실간 검정 로그램 참가

- Marginal Sea 물질순환 3차 실해역 탐사 수행 30일 (600

백만원)

- 기존 양연구과제와 연계한 양(인도양, 태평양) TEIs 

물질순환 연구 (3개 과제/ 2차 수행, 700백만원)  

5 차

년도
2,000

- 국내 시스템 국외 문가에 검정

- 국제 실험실 간 검정 로그램 결과 발표

- Marginal Sea TEIs 물질순환 심포지움  동아시아 지

역 GEOTRACE 로그램 워크샵 개최(100백만원)

- 동해 미량원소 분포도 작성(50백만원)

- 기존 양연구과제와 연계한 양(인도양, 태평양) TEIs 

물질순환 연구 (3개 과제/ 3차 수행, 700백만원) 

- 향후 지속가능한 국내 교육 로그램 운  방안 도출

◎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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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GEOTRACES 로그램 분석

1. GEOTRACES 로그램의 필요성

○ 해양에서의 미량원소와 동 원소(Traces Elements and Isotopes: TEIs - 표 1.1)는 

양공 원  과거에서 재까지 지화학  작용의 추 자로서 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로도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의 생지화학  순환은 탄소순환,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환경오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요한 정보를 함유하고 

있음

○ 해양퇴 물 속의 미량/동 원소(TEIs) 분포특성은 과거의 해양환경과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  과정에 한 정보들을 알려  뿐만 아니라 과거 기후변화에 한 

해양의 역할을 밝히기 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지구

 변화가 래할 결과에 한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해  수 있음

○ 시료채집 기술과 분석 기술의 발 으로 과거 규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학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생태계  해양 상들에 한 과학 인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해양 생지화학분야   지구  변화에서의 미량 양염류의 요성에 한 인식

이 커지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 과거  지구  환경 변화규명의 새로운 proxies로

의 개발이 실함

○ 아울러, 인간활동에 따른 변화가 더 심화되기 에 해양에서의 TEIs의 기  분포 

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두됨

○ 미량/동 원소(TEIs)의 생지화학  순환과 해양에서의 분포 특성에 한 이해의 향

상은 미래  지구  변화에 한 많은 연구 분야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장 은 Surface Ocean - Lower Atmosphere Study(SOLAS)와 Integrated 

Marine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IMBER)와 같은 다른 국제 연구 

로그램과의 력을 통한 연구 시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과거 해수의 TEIs 분석에 한 신뢰성과 타기 간의 결과 일치성에 한 범 국제

 노력 부족으로 인해 재까지의 측정자료에 한 상호교환  모델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측정자료의 신뢰성과 일치성을 보장하기 한  TEIs 시료 채집  

분석기술의 상호 표 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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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GEOTRACES 로그램의 주요 연구 미량/동 원소(TEIs) 항목 

2. GEOTRACES 로그램의 탄생 배경

○ GEOTRACES 로그램의 모태로 여겨지는 1970년 의 Geochemical Ocean 

Sections Study (GEOSECS) 로그램은 바다에 한 최 의  지구 인 화학 지리

학(chemical geography)  연구로서 처음으로 많은 용존 화학종들의  지구  해

양 분포에 한 자료를 제공하 다. 이러한 정보는 양 해수 순환과 생지화학  

순환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함

○ 많은 TEIs의 요한 역할에 한 인식은 시료채집과 분석기술의 발 과 직 으

로 연 되어 있어서, 1970년  이후 속히 개선된 미량원소 ‘clean’ 시료 채집과 

분석기술은 처음으로 많은 미량/동 원소들에 한 ‘oceanographica- lly consistent' 

분포뿐 만 아니라 미량원소들의 물리∙화학  종분화에 한 정보를 제공하 다. 

이러한 정보는 해양에서 미량원소 순환에 한 시각을 신 으로 바꾸어 놓는 계

기가 됨 

○ 이 게 개선된 TEIs 시료채집과 분석기술은 1980년 에 와서 생태계와 탄소순환을 

조 하고 환경 변화의 주요 인자를 제공하는 필수 양염으로서의 미량원소의 역할

에 한 이해를 이끌어냈으며, 이후부터는 다양한 생태계 작용에서 많은 미량 속

의 다양한 역할들이 차 으로 더 밝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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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Is 분포를 활용한 재 해양 내에서의 기작들의 이해와 함께 미량원소는 산호 

는 미화석(microfossils)을 포함한 침 물에서의 구성분석을 통해 고해양학 연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proxies로서 활용되고 있음

○ 하지만 GEOSECS 이후 수 십 년간 TEIs에 한 연구는 선택  항목 분석 조사 

는 단독 장 조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TEIs의  지구  분포를 포함한  지구

 생지화학  순환과 추 자로서 활용되는 TEIs의 재평가에 한 종합 인 연구가 

요구되어 2003년에 화학해양학 과학자그룹을 심으로 GEOTRACES 국제 연구 

로그램의 운 원회(공동의장: Robert Anderson (USA) and Gideon 

Henderson(UK))가 구성되어 시작되었으며, 2006년도 12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 음 

(10년 이상의 장기 로그램으로 기획됨)

 ▸ 운 원회의 주요임무 ; 

- 국가  국제 기획 워크샾을 개최하고 국제회의에서 특별세션 등을 만들어 

GEOTRACES에 한 의견 등을 수렴함

- 미량원소의 기원(source), 제거(sink), 내부순환(internal cycling), 이동, 특성 

등 연구의 우선순 를 정하고 국제과학연구계획을 설립함 

- 분석방법사이의 측정치 상호검증(intercalibration)과 일 된 측정기 물질들

을 개발하는 것을 진함 (부록 2 ‘상호 검정 계획 문서‘ 참조)

- GEOTRACES의 목 을 달성하기 한 기존 분석장비  련기본시설을 

악하고 새로운 장비  시설 확보를 추천함

- 데이터 리와 시료보 련 정책을 악함 

- 기타 다른 연구 로그램과 과학  연계성을 통하여 연구 시 지효과를 높

이며, 연구 복을 피하고 GEOTRACES 기획그룹과 기타 로그램의 상호 

계 (cross-memebership) 멤버쉽을 강화함 

-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SCOR) 실무그룹과 상호 력함

(특히 과거해양순환 재건 그룹, 재 해양 로세스와 과거기록간의 연계성 

분석 그룹 등) 

○ 2005년 8월 국에서 ‘A regional workshop of GEOTRACES' 워크샾이 처음 진행

되었고, 2006년 GEOTRACES 로그램 계획 과학자 그룹 (12개국 30명)은 

’GEOTRACES Sciecne Plan’(부록 1 참조)을 집필/제시함  

○ 2007년도에 본격 인 연구 로그램 기획을 한 4개 분과(Atlantic Basin, Pacific 

Basin, Indian Basin과 Data-Model Synergy)의 워크샾이 진행됨.  그  6월 26-29일 

사이에 하와이 학에서 첫 번째로 태평양 분지(Pacific Basin)에 한 워크샾이 개최됨



- 6 -

○ 재 이 로그램에는 미국, 국, 독일, 일본 등 해양 선진국들을 심으로 약 21

개국의 100여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일본과 국은 이 국제 로그램

에 극 참여하여 련 연구를 수행 에 있으며, 극동지역에서는 2010년에 만에

서 East Asia regional GEOTRACES workshop의 개최가 정됨

○ GEOTRACES는 SCOR의 후원과 US NSF의 지원으로 홈페이지를 운 하고 있음 

(http://www.geotraces.org/)

3. GEOTRACES의 주요 목 과 연구 내용 

가. 목 

 : 해양에서 주요 미량/동 원소의 분포를 결정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럭스를 정량화

하여 환경 변화에 한 미량/동 원소 분포 변화정도(sensitivity)를 규명하는데 있음

○ 미량/동 원소의 분포와 통 인 해양 수괴 측 자료들 간의 주요 상 성을 

악하기 해 해양 분지내의 이러한 원소들의 농도, 화학종, 물리  형태 등을 포함

한 이들 원소들의 체수괴에서의 분포를 악함

○ 미량/동 원소 종들의 내부순환, 기원, 제거 과정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이러한 

미량/동 원소 종들의 분포를 결정하는 생물, 물리, 화학  과정을 정확히 악하

며 지구환경변화에 한 이들 과정들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기 함 

○ 수괴와 퇴 물 내에서 과거환경에 한 추 자로 사용되는 지화학원소 종의 농도

를 제어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함

나. 주요 연구 테마

테마 1: 해양 경계면에서의 물질 사량과 작용

- 기를 통한 유입

- 담수를 통한 유입

- 퇴 물과 수괴의 경계

- 해양 지각

 

테마 2: 내부 순환

- 표층 수괴에서의 흡수와 제거

- 아표층(sub-surface) 수괴에서 흡수와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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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에서의 재생산

- 물리  순환

 

테마 3: 과거 변화에 한 지시자 들의 발

- 해양의 ‘직 ’ 지시자 분포를 제어하는 요인들

- 해양의 ‘비직 ’ 지시자 분포를 제어하는 요인들

- 퇴 물 럭스에 기반을 둔 고해양학  추 자

다. 주제별 연구 상지역 (Section) 

○ 주요 양을 심으로 각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여 로그램을 진행

하여(그림 1.1 ), 모든 연구 상해역에서 TEIs를 분석함

그림 1.1. GEOTRACES 로그램에서 제시된 해역별 연구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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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Korea-GEOTRACES 로그램 기획 

1. 배경

○ 우리나라의 TEIs 분석은 한반도 연안 해역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청정 시료 채

집과 분석 기술의 부재로 주로 표층수에 한 연구결과만이 발표되었으며 심지어 아직까지

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TEIs의 수직 농도 구배 분포를 연구 보고한 자료는 무한 실정

임

○ 재 해양 지배력은 선도 인 해양 기술에 의해 이끌어지며, 이러한 선도  기술은  

기  해양연구를 수행하는 해양학자들에게 요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연

계성은 기  해양과학 연구가 새로운 기기와 novel engineering solution(고 인 

공학  해결책)을 제공하므로 해양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필요한 해

양기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임 

○ 기 해양연구는 기본 인 해양학  과정과 연구기술( 장탐사, 시료 채집 등) 등을 

학생들이 익힐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해양기술 는 공학 등 유사응용분

야로 진출한 학생들은 다양한 기 해양연구정보를 응용기술분야로 도입하여 기 해

양연구와 응용기술을 연결하는 요한 고리을 형성 발 시키게 될 것임

○ 미래 해양환경 변화는 과거와 재의 변동 추이를 측하여 밝힘으로서 측이 가

능하며, 이는 미래해양환경/자원 리 정책 수립에 있어 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

으므로 국가 경제에 정  향 요소로 기여할 수 있음

○ 주변국인 일본, 국, 만, 인도 등이 모두 활발히 기여하고 참여하고 있는 국제

력연구 로그램에서 한국의 부재는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에 제약이 되므로, 

GEOTRACES 로그램과 같은 국제연구 로그램에 기에 극 참여하여 해양강

국으로서의 입지 확보가 필요함 

○ 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 (WOCE) 로그램에서 정한 보조 측 자료 

( 양염, 용존산소, 염분도, CTD parameter 등)에 한 표  기 은 이미 한국해양

학계의 문가들에 의해 다른 국제 로그램에서 참여시 요구되는 정확도와 정 도

를 가진 측정이 한국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내 미량원소  동 원소

(TEIs)의 측정방법  측정치의 국제  신뢰도 확보와 공인을 한 분석기술 표

화 등의 사업을 추진 인 국제연구 로그램 참여가 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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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과학기술, 사회․경제  필요성

○ 과학기술  측면

- 해양학 분야는 분야의 특성상 국제 연구 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는 국내 연구사

업 개발 는 기존 사업을 통한 다양한 국제 력연구사업 참여  공동연구 개

발 기회의 확 를 통해 단독 연구 사업으로서는 규명이 어려운  지구  상 

악을 한 국제연구 로그램의 가입이  필요함

- 국제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참가국의 상을 국제  수 으로 

격상시킬 것이며, 참가국의 연구 표 을 국제  표 으로 인정받게 되고, 연구 능

력 한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됨. 이러한 것들이 국제  결정 기구

(international decision-making organizations)에 한국 과학자들의 참여를 유도시킴 

- K-GEOTRACES 로그램을 해 필요한 기본 인 연구기반의 구축은 다른 한국

해양학 연구 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임. 를 들면, 미량원소 채집을 한 청정시

료채집기 (clean sampling system)는 청정 해수가 필요한 생물분야의 연구에서도 

필요함

- 한국의 화학 해양학 분야  미량원소  동 원소(TEIs)연구의 측정방법  측정

치의 국제  공인과 측정기  물질개발에 참여 필요

-  국제 표 화된 해양 측 데이터 리  공동이용과 시료보  정책마련 필요

- 타국/타지역에서 진행되는 련 연구 로그램에 한 정보 입수  참여 기회 

확  필요

- 다국가간 국제공동연구 로그램 참여로 향후 해양정책  공동연구 개발에 주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  리더그룹으로의 도약에 필요

- 향후 GEOTRACES에서 계획 인 북서태평양 지역의 Marginal Sea(동 국해, 동

해, 오츠크해)에서의 연구활동에 조기 참여 필요

   ○ 경제․산업  측면

- 신뢰성 있는 해양 자료 확보  해석기술은 향후 신흥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부상

하고 있는 해양정보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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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해양환경 변화는 과거와 재의 변동 추이를 측하여 밝힘으로서 측이 

가능하며, 이는 미래해양환경/자원 리 정책 수립에 있어 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 경제에 정  향 요소로 기여함.

- TEIs 분석기술 표 화 등의 사업을 통해 국내 분석자료의 국제  신뢰도를 확보

하고, 이를 통해 동해심층수의 생성/순환  물질 순환 과정을 규명함으로서 해

양심층수 산업의 수질 안 성 확보로 해양신산업 창출에 기여

○ 사회․문화  측면(공공성 포함)

- 주변국인 일본, 국, 만, 인도 등이 모두 활발히 기여하고 참여하고 있는 국제

력연구 로그램에서 한국의 부재는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에 제약이 됨

- 국제  력 연구 로그램에 극 참여하여 독도 등 국민  심지역에서의 활

발한 연구와 홍보를 통하여 국가 해양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 재 수행 인 국내 형연구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국내 해양연구의 국제  상 

강화 필요

- 기후변화 약 응을 한 국가 해양정책 수립의 지원을 해 필수 임  

추진 배경  필요성

□ 해양에서 TEIs는 탄소 순환 이해, 물질 기원  이동 추 자에 필수 인 항목 

□ 한반도 주변해의 수심별 TEIs 분석 자료 무

□ TEIs 분석표 화를 통해 분석 결과에 한 해양학  일치성 (Oceanographic 

Consistency)   국제  신뢰도 확보 필요

□ 국제  경쟁력 확보를 한 청정 기술 확보  용, 인력 양성, 국제 로그램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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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표  주요 내용 

 가. 연구 목표  주요 연구 내용

국내 해양 연구 선진화를 한 KOREA-GEOTRACES 사업의 타당성 검토  

추진 방향 연구

 •GEOTRACES 로그램 수행을 한 제반 행정 , 경제사회  기반 조사 분석

 •국내 련 연구개발사업과의 연 성 검토  부가가치 제고방안 마련

 • 장기 사업추진을 한 세부 인 추진계획안 마련 

 • 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로그램 분석  응/ 력 방안 도출

 나. 당해 연도 연구 목표, 내용  범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

당해 

연도
2008

KOREA-GEOTRACE
S사업의 타당성 검토 

 추진 방향 설정

•연구 인 라  황 악 - 주요 장

비  인력

•기술 단계  경제성 검토를 바탕으

로 한 타당성 결과 도출

•KOREA-GEOTRACES의 경제타당성 

평가  장기 추진계획 수립 

•타당성 확보시 KOREA- GEOTRACES 

세부 시행계획 수립  단계별 성과

평가 방안 도출

- 국내 인 라 기반 조사  분

석 국내 련 연구사업 악 

 연 성 검토

- 국내외 문가 활용을 통한 

장기 추진계획안 마련

-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평가

- 국제 력 참여를 통한 해양

토 주체권에 한 인식의 지

속  홍보 제고 

- 분석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통

한 이익 제고

- 시료채집/분석기술 표 화 방

안 검토  기획

다. 추진 략․방법  추진체계

○ 국내 인 라 기반 악 

- 국내 TEIs 련분야 문인력 pool 악

- 기존 련 자료 입수, 분석방법  소요장비 악

○ 운 원회  과학조정 의회 구성 

- 국내 련 학회  산학연 련분야 문가로 구성 

- 한국해양연구원 내 운 원회 사무국 설치

- 사업 추진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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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추진 타당성 검토  평가

- 국내 련 연구 분야 연구 역량  수  비교 악

- 국내 미량원소 측정치의 국제  인증을 한 국내 분석기술 악  국제 수 과 

비교 : 국내 표 화 기술 선정시 활용

- 국제 GEOTRACES 로그램 참여 방안 제시

- GEOTRACES 로그램 참여 국가들의 참여방법  수행체계 분석/비교 

- 우리나라에 합한 참여방안 수립․제시

- K-GEOTRACES 로그램의 경제성 평가 실시를 통한 사업 타당성 평가

 

○ KOREA-GEOTRACES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 목표  추진 략

- 화학해양학의 황 분석을 통한 연구 분야, 범 , 과제 도출

- 연차별 실행계획 등 구체 인 실행방안

- 소요 산, 인력, 추진체계, 참여기 들의 역할

○ 탁 연구 의 (서울 )

- 극동아시아 지역국가(러시아, 일본, 국)의 GEOTRACES 련 연구 동향 악 

 동연구개발 추진 : Marginal sea (동 국해, 동해, 오츠크해) 연구

- 미량원소  동 원소 (TEI) 분석기술 표 화 방안 검토  기획

  

○ GEOTRACES 련 국제 연구 동향 악

- GEOTRACES 주요 참여자 의회 참가

- 주요 국제학회 GEOTRACES 련 세션 참가

- GEOTRACES 로그램 과학조정 의회 공동의장 (Bob Anderson 박사)  태평양 연구그

룹 의장 (Chris Measure박사) 빙 세미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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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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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추진 성과  내용

가. 주요 성과

○ GEOTRACES 로그램 수행을 한 기반 조사 분석

○ 국내외 문가 진단을 통한 사업타당성  기획 검토

○ 련 연구개발사업과의 연 성 검토  시 지 효과 창출

○ 장기 사업추진을 한 세부 인 추진계획안 마련

○ 주요 국가의 로그램 분석  응/ 력 방안 도출

나. 주요 추진 내용

■ 국내 연구 인 라 구축

•국내 련 학회  산학연 련분야 문가 자문  세미나 개최

•분야별 Working Group 구성

•기존 련 자료 입수  분석

•[GEOTRACES 보고회]: 한국해양학회 화학분과 모임 발표

•해양화학 문가 140명에게 메일 발송: WG 기반 구축

•WG Traces metal 분야 문가 자문회의

•국내 기술 동향 악: 논문분석

■ 운 원회  과학조정 의회 구성

•GEOTRACES 로그램 참여 국가들의 참여방법  수행체계 분석/비교

•한국해양학회 화학분과를 통한 원 추천 

•K-Geotraces 사무국 운   개설 검토 

■ K-GEOTRACES 사업의 추진 타당성 검토  평가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통한 성과지표 산출

•국제 GEOTRACES 로그램 참여 방안 제시

•우리나라에 합한 참여방안 수립․제시

•연차별 실행계획 등 구체 인 실행방안 작성

•국내 진행 인 연구과제 분석

•'GEOTRACES Science Plan' 분석을 통한 국제동향 악

■ GEOTRACES 련 국제 연구 동향 악

•GEOTRACES 로그램 과학조정 의회 공동의장 청 세미나  자문

•GEOTRACES 공동의장 청 자문

•미국 등 해양선진국의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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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K-GEOTRACES 로그램 추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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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월별 연구 추진 내용

일 시 주요 내용 비 고

08년 12월 사업 약

09년 2월 ·K-GEOTRACES 사업설명회
- 한국해양학회 화학분과 발표회

   (충남 )

5월
· 문가 청 세미나

 (Dr. Anderson  &  Dr. Measures )

- 한국해양연구원, 서울 , KIMST

- 한국해양학회  춘계공동학술 회,

  기조특강  간담회

6월

·해양화학분야  문가  Network 

 (산/학/연 문가  140명 에게 메일 발송)

- K-GEOTRACES WG 추진을 한 

기반 구축

·온 리호를 이용한 미량 속 시료 채집   

분석 교육과정’ 개최 제안

 (하와이 학, Dr. Measures)

- 국제 Geotraces 참여 국가들의 미

량 속 시료 채집  분석 교육

과정 개설 제안(온 리호 활용  

교육과정 산지원 등)

- 국제GEOTRACES 로그램 에서  

K-GEOTRACES 로그램을 통한 

개최 요청

7월

·K-GEOTRACES Activity 보고서 제출

- "2009 Korean Activities for 

GEOTRACES program"  보고서 

작성

·Intercalibration WG1 문가 자문 회의  
- WG Traces metal 분야 문가 

자문회의

8월

·Marginal Sea WG 문가 자문회의

 (한국해양연구원, 서울 )

- Marginal Sea 련: 권역별 화학

해양학의 창출과제/진행과제

·Intercalibration WG2 문가 자문회의
- WG Isotopes 분야 문가 자문

회의 

9월

·K-GEOTRACES 사무국 개설 검토 - 한국해양연구원 정책실 의 

·과제도출 (RFP)을 한 련 WG별 문가 

회의 

- GEOTRACES 로그램 련 WG

별 문가 의

10월
·경제성평가에 한 자문회의

·경제성평가를 한 설문조사 실시

- 문가 청 간담회 개최(2회)

- 경제성 평가 설문 작성  조사 

11월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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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현황 분석

제2절 국외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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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분석

제1  국내 황분석

◦ 국내의 TEIs와 련된 연구는 한반도 부근 해역과 동 국해에 국한되어 있으며 청정 

시료 채취  분석 방법의 부재로 주로 표층수에 한 결과 심으로 발표

◦ 국내의 TEI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 주 의 “해양 자원도 작성 연구” “한반도 주변 해

역의 화학물질 수지  순환연구” “한국 수심 해역의 지구  해 환경 연구” “러시

아 핵폐기물 투기 련 해양 방사능 오염 연구” “동해의 탄소 순환 연구” “ 황사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향 연구” 등 다양한 사업 주제로 수행됨

◦ 한 국내 학들 (서울 , 연세 , 충남 , 인하 , 군산 , 부산 , 한양 , 부경 , 

목포  등)에서는 TEIs 련 문가들이 있어 한반도 주변 환경에서 개별 으로 연구

가 수행됨

◦ 재 TEI는 해양 환경특성을 악하고, 각종 해양 상들의 추 자 는 오염물질들

의 상으로서 연구되고 있음

◦ 즉, TEIs  미량 속들 (Co, Cu, Zn, Cd, Pb 등)은 한반도 부근 해역이 육지에 근

하기에 육상 기원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연구 되었으며

◦ 안정동 원소들(δD, δ13
C, δ15

N, δ18
O, δ34

S)은 수괴의 추 자 혹은 해양 유기물  

기 오염물의 추 자로 사용되거나 황산염  질산염 환원 등과 같은 리독스 과정 그

리고 과거의 온도, 양염,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록시로 사용됨.

◦ 한 방사성 동 원소는 해양 입자들의 특성  퇴 물의 연령 측정 (Po, Pb, Th 동

원소), 수괴의 추 자 (Ra 동 원소), 지하수  염하구 로세스 추 자 (Ra, Rn 동

원소), 유기탄소 export flux 추정 (Th 동 원소), 오염물질 (Pu, Cs, Sr 동 원소) 등

의 다양한 연구에 활용

◦ 그리고 방사기원 동 원소 (Sr, Nd, Pb 동 원소)들은 육상 기원 물질의 기원  근원

지 추 자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활용

◦ 그 외에도 여러 TEIs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 과정을 이해하는데 연구되어 왔음. 

그러나 Fe이 해양에서 생산성에 제한 속이고 그 외에도 Mn, Cu, Cd, Zn, Co 등이 

해양 생산성 즉, 탄소 순환에 요한 역할을 함이 최근에 밝 졌기에 국내에서는 미량 

속을 미세 양염으로 연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음

◦ 이는 해양에서 TEIs 연구를 제 로 하기 한 청정 시료 채취  분석 기술의 국내 

부재로 연구에 큰 제한 이 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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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외 황분석

1. 개요

◦ 1970년  GEOSECS 로그램이후 화학해양학 분야 심의 거 국제 공동 연구 로

그램의 부재로 2003년에 화학해양학 과학자 그룹을 심으로 GEOTRACES 로그램

의 운 원회가 구성되어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 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추진됨

◦ 2007년부터 국제 GEOTRACES 로그램 하에 각국의 GEOTRACES 로그램이 시

작됨

◦ 국제 력연구 로그램 GEOTRACES에는 미국, 국, 독일, 일본 등 해양 선진국들을 

심으로 17개국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음 

◦ 2007년 로그램 기획을 한 4개의 기획 워크샵 (Pacific Basin, Atlantic Basin, 

Indian Basin, Data-Model Synergy)을 개최하여 구체 인 연구 추진방향  향후 계

획을 의하 음

◦ 미국은 NSF의 화학해양학 로그램에서 2007년부터 U.S. GEOTRACES 로그램 연

구에 300만 달러이상의 연구비를 투자하기로 함. 2007년과 2008년에는 분석 기술 표

화를 한 2번의 시범조사를 실시함  

◦ 일본은 2006년부터 J-GEOTRACES 로그램을 활동 으로 운 하고 있으며, 2008년부

터는 200만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한국 동해, 태평양, 인도양에서 련 연구

를 수행 임 ( 련 웹사이트: http://www.geotraces.jp)

◦ 국은 2008년부터 C-GEOTRACES 로그램을 통해 동 국해와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본격 인 미량원소 연구를 시작하고 있음

2. 미국 US-GEOTRACES 로그램

가. 요 약

○ 1970년 의 GEOSECS 로그램 이후에 미량원소와 그것의 동 원소(TEI)는 양염 

는 오염물질로서만이 아니라 해양학 로세스의 강력한 추 자나 용물질로서 역할

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함.

○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국제 인 로그램인 GEOTRACES는  세계 해양에서 TEI

의 생지화학  순환에 해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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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TRACES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샘 링, 분석  모델화 기술이 있지만 해

양 를 가로지르는 측선에 해 샘 링을 시작하기 에 이러한 방법의 효능과 정확

성  표성을 평가해야 함.

○ 이것은 “intercalibration”의 범주에 속하며 GEOTRACES 과학 계획은 이것이 로그

램의 제 1단계이어야 한다는 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음. 

○ 여기서 제안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일차 인 목표를 가지고 미국의 

GEOTRACES Intercalibration 로그램을 수행함:

- 용존  입자 TEI에 한 미국의 GEOTRACES 샘 링 시스템  처리 과정의 개

발과 시험. 이 장비는 앞으로 미국의 GEOTRACES의 모든 탐사에서 사용될 공용 

자원이 될 것임; 

-  세계 TEI 련 집단의 참여를 통하여 이 시스템을 사용해 용존 그리고 입자상에 

있는 모든 주된 GEOTRACES TEI에 한 철 한 intercalibration과 가능한 한 많이 

다른 것에 한 intercalibration을 시행; 

- Intercalibration 탐사의 일부로서 서북 서양과 동북 태평양에 GEOTRACES 기  

정  설정;

- Intercalibration 결과의 완 한 문서화와 미래의 미국이 지원하는 GEOTRACES 탐사

를 한 “미국 GEOTRACES 사용자 매뉴얼  차”의 작성.

○ GEOTRACES 인 라구조의 개발(표본채취 시스템  차)은 일반 인 해양과학에 

한 좀 더 범 한 향에서 가장 요할 수 있음.

○ 사용자 매뉴얼의 작성은 미국에 있는 과학자뿐 아니라 기본 인 해양학 연구에 투입

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는 개발 국가를 해서도 매우 요함.

○ 환경 과학자들이 시행하는 보다 넓은 지역을 상으로 일반 과 교류하는 활동 역

시 연구에서 요한 측면임.

나. 배경

○ 오염되지 않게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실험 계획안과 새롭고 민감한 분석방법의 개발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모델 도구의 개발은 로벌 규모에서 

해양 내 미량원소와 그 동 원소의 생지화학  순환의 연구를 한 우리의 능력에 큰 

변 을 가져옴; GEOSECS 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게 됨.

○ 연구의 태동은 2003년 랑스의 툴루스에서 개최된 국제 워크샵이었으며, 워크샵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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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EOTRACE 로그램에 모인 3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의 노력에 해양연구에 한 

과학 원회(SCOR)가 최근에 승인함.

○ GEOTRACES는 세 가지의 일차 인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음(GEOTRACES 과학계획

은 www.geotraces.org에서 볼 수 있음):

- 선별된 미량원소와 그 동 원소를 그 농도, 화학  종 조성  물리 인 형태를 포

함하여 그것들의 로벌 해양 분포를 결정하고, 그 분포를 조 하는 물리 , 화학  

 생물학  로세스의 특성을 좀 더 완 하게 규명하기 하여 그 기원과 제거 

그리고 이러한 종들의 내부순환 평가.

- 지구  변화에 한 해양 내 미량원소 순환의 반응 측과 탄소 순환과 기후에 

한 그것들의 향을 이해하기 하여 해양의 미량원소 순환에 련된 로세스를 

충분히 이해.

- 수괴에서 그리고 수괴를 반 하는 물질에서 과거 환경을 지시하는 지화학  종의 

농도를 조 하는 로세스를 이해.

(3) 미국 NSF 지원 과제 사례 

○ 로젝트 명: 공동연구–서남 서양에서의 미량원소 유입  순환; 서태평양에서의 

미량원소의 생지화학; 기 유입  표층수의 로세스 (OCE-9523159  -0117648)

- 기간: 1995. 11 ~ 1998. 4; 2001. 8 ~ 2005. 8

- 액: $134,541; $277,974

○ 로젝트 명: 공동연구–국제 공동 로젝트인 철 시료 채취와 분석(SAFe). 

(OCE-0324727)

- 기간: 2003. 10. 1 ~ 2006. 3. 30

- 액: $175,037

○ 로젝트 명: 미량 속의 식물성 랑크톤 제한:슈페리어 호수에서 면역학 , 지화학

  성장분석이 결합된 근방법 (OCE-9902660)

- 기간: 1999. 7 ~ 2003. 6

- 액: $33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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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제안 

○ 반 으로 GEOTRACES 상호검증(intercalibration) 로그램은 TEI를 한 오염되지 

않는 시료의 정확한 채취와 취 을 한 실험계획서의 작성을 필요로 함.

○ 이러한 차는 계획된 시료채취 로그램(구역과 로세스의 연구)을 해 하여

야 하며, 용존  입자 TEI의 농도와 종 조성이 상호검증이 되어 있고 한 차후 기

 물질(“원래 상태의 기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GEOTRACES 기  정 을 설립

해야 함.

○ 추가로 이 로그램은 필수 인 보조 /수리학  인자들 특히, nanomolar 농도의 

양염(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  규산염) 시료 채취와 측정이 장에서의 탐사기

간 내내 유사성과 정확성을 보여야 함. 

○ 여기에서 제안하는 연구는 다음 네 가지의 일차 인 목표를 가짐

- 용존  입자 TEI에 한 미국의 GEOTRACES 샘 링 시스템  처리 과정의 개

발과 시험. 이 장비는 앞으로 미국의 GEOTRACES의 모든 탐사에서 사용될 공용 

자원이 될 것임; 

-  세계 TEI 련 집단의 참여를 통하여 이 시스템을 사용해 용존 그리고 입자상에 

있는 모든 주된 GEOTRACES TEI에 한 철 한 상호검증과 가능한 한 많이 다른 

것에 한 상호검증을 시행; 

- 상호검증 연구를 한 장조사의 일부로서 서북 서양과 동북 태평양에 

GEOTRACES 기  정  설정;

- 상호검증 연구 결과의 완 한 문서화와 미래에 미국이 지원하는 GEO- TRACES 탐

사를 한 “미국 GEOTRACES 사용자 매뉴얼  차”의 작성

다. Pacific planning workshop

○ 기간: 2007년 6월 26 - 29일, 장소: 하와이 학 

○ 워크샾의 배경

- 이 워크샵은 GEOTRACES 로그램의 기 틀 안에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과학  목

표 설정  달성을 한 략 수립을 하여 개최

- 특히 이 워크샆은 넓은 basin-scale plan의 구성요소  하나로 태평양 지역에서 탐사

를 이끌어 갈 의향이나 비가 되어 있는 국가들을 악하고자 추진



- 24 -

-  이모임에는 탐사를 organize 하고 탐사 펀드를 확보할 계획을 가진 개인이나 연구

들이 참석하 으며, 워크샵을 통하여 얻어진 의견이나 견해들은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에 의해 GEOTRACES 로그램의 global plan을 구상하는데 활

용됨 

○ 워크삽의 목

- GEOTRACES 로그램의 science plan계획에 언 될 태평양과 태평양 연안 지역

에서의 실해역 탐사 개발  탐사 지역 선정

- 탐사에 필요한 지원 과 장비를 확보할 의향이 있는 개인이나 국가 악

- 탐사를 수행시 요구되는 인력 는 물 자원의 가용성  견해의 차이 악

- 참가국간의 국제 공동 연구와 인  교류의 활성화 방법 의

- 연구 지원의 활성화를 한 이론 이고 논리 인 자료제공  지원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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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의 GEOTRACES 로그램 활동

○ 유럽의 GEOTRACES 로그램은 ‘COST Action'으로 명명하여 국, 독일, 랑스 

등 총 18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음

○ 총 4개의 WG이 구성됨 (WG1: Cruise Planning, WG2: Intercalibration, WG3: Data 

Management, WG4: Training). 각 WG은 1명의 의장과 5-7명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난 09년 3월 국 옥스퍼드 에서 WG1: Cruise Planning의 첫 모임이 있었으며, 

2010년 11월 South Atlantic-20°S cruise의 구체 인 일정을 확정함

그림 2.1. 유럽의 GEOTRACES 공식 홈페이지 

(http://costaction.earth.ox.ac.uk/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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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J-GEOTRACES 로그램

◦ 일본은 2006년 이후 자국의 홈페이지를 운 하며, 아시아 국가들  가장 활발히 

GEOTRACES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WG을 따로이 두고 있지는 않으나 1명의 

원장과 13명의 원으로 일본학술회의에 소 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원회 구성 황

이름 소속 비고

Toshtaka Gamo 도쿄 학교 해양연구소
원장,  GEOTRACES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member

Yuji Sano 도쿄 학교 해양연구소

Hodaka Kawahata 도쿄 학교 해양연구소

Hiroshi Ogawa 도쿄 학교 해양연구소

Hiroshi Amakawa 도쿄 학교 해양연구소

Hajime Obata 도쿄 학교 해양연구소

Shigenobu Takeda 도쿄 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과

Yuchino Kumamoto JAMSTECH

Yoshiki Sohrin 교토 학교 화학연구소

Masatoshi Yamada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Masao Minagawa 홋카이도 학교 환경과학원

Yasuhiro Yamanaka 홋카이도 학교 환경과학원

Yoshihisa Kato 토카이 학교 해양학부

Jing Zhang 토야마 학교 이학부
간사, GEOTRACES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member

가. 일본 GEOTRACES 국내 의 회의

◦ 기간: 2005년 8월 3 - 4일, 장소: 도쿄 학교 해양연구소 

◦ 의 회의 내용

- GEOTRACES 련 연구 내용의 소개

- 공동 해양 측 계획 수립

- 연구비 신청을 한 계획서 작성

나. 일본해양학회 GEOTRACES 계획의 동향과 추진에 한 심포지움

◦ 기간: 2005년 10월 1일, 장소: 일본 센다이

◦ 심포지움의 목  

- GEOTRACES 련 깊은 일본 내의 미량 원소 연구의 최신 연구 결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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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S, LOICZ 등 국제 연구 사업과의 연계 방안 토의

- 연구회의 확   연구 수행에 필요한 산 획득, 측 계획에 한 검토

그림 2.2. 일본 GEOTRACES 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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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EIs 분석 표 화  상호검증 로그램

가. 목표  활동 내용

◦ 본 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로그램 체에 걸친 지속 인 노력을 통해 미량 원

소  동 원소(TEIs) 분석을 한 시료 채집  분석방법의 보완/수정을 통하여 

분석치의 확률  오차와 정오차를 최 로 낮추어 가능한 최고의 정확도를 달성하는 

것임 

◦ 그러므로 본 로그램은 단일 로그램을 통하여 여러 연구소들이 상호비교  교

환 인 자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 한 과정, 방법  활동들을 포함함

◦ 상호 양립 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의 산출이 달성되어 유지될 수 있다면 참여 연

구소들은 분석치가 상호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호검증은 분석방법이나 연

구소에 계없이 일 성있고 정확한 자료를 획득,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료 

채집에서부터 분석까지의 모든 차를 포함하는, 연구소들 간의 극  상호 력이 

필요함

◦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기 노력이 필요함

- 기 분석치의 상호검증을 한 GEOTRACES 련 장탐사에서의 시료 확보, 처

리, 장 로토콜의 평가  개발 우선

- TEIs 분석을 한 기존 GEOTRACES 주요 기   공인 기  물질(CRMs) 확인

(필요한 경우, 기  물질 는 주요 기  생산), 시료수집부터 분석까지의 정확도

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GEOTRACES 기  정 (baseline stations)의 설정

을 포함(CRMs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TEIs에 한 intercalibration을 용이하게 함). 

나. 도입 취지  추진 내용

◦ 취지 : TEIs 분석을 해 사용된 각기 다른 방법들이 정확, 정 하며 내부 으로 

일 성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단, 반드시 각각의 라미터에 

해 GEOTRACES 로그램 련 연구의 모든 연구원들이 단일한 방법을 사용토

록 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단일 방법에 한 집 은 분석치 상

호검증 과정에 있어 권장할 만한 사항임.

◦ 세부 추진 내용 ;

- 미량원소의 농도  동 원소를 포함한 화학종 분화를 결정함에 있어, 해수  

해양 미립자 시료의 수집과 분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들을 

비교 

- 시료 수집  분석에 사용된 방법들이 과정 에 기타 용기( 를 들어 보 과 

련하여)로 인한 오염과는 무 함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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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석 방법이 각기 다른 결과를 래하게 하는 유발요인들을 규명하고, 차이

이 발견될 경우 TEIs 분석에 사용된 각각의 다른 방법들이 가  정확, 세 하

며 일 성 있는 결과를 내부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 해 필요한 방법

들을 수정/보완

◦ 선결 요건 ; 

① 용해  미립상태에 한 검증된 시료채집 체계. 상호검증 연구 은 Kevla 하이

드로 이블  30L GO-Flo  수면 해수 채수 장비를 보유하되, GEDOTRACES 

로제트 채수 시스템이 주요 미량원소의 clean 시료를 제공함을 보증하기 해 

Clean 시료 수집용의 검증된 추가 인 시스템  다량의 미립자  용해(흡착 

는 킬 이트 카트리지와 련하여) 샘  제공을 해 원 치 채수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함

② 오염에 취약한 애 라이트에 한 선상 결정. 상호검증 은 오염에 취약한 2  

미량원소인 철분과 아연의 선상 측정을 제공한다. 그러나  리더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주요원소( 를 들어 납, 납 동 원소  수은)의 clean 시료 채집을 신규 

GEOTRACES 로제트 시스템이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한 추가 인 인력 

확보. 

③ 상호검증에 사용될 "표 " 미량원소 샘  사이즈(0.5L), 병 유형( 도 폴리에틸

), 산성화정도(염산 pH < 1.8)에 맞는 주요 미량원소와 동 원소의 시료 처리 

과정 선정 의 

④ TEIs  에어로졸 분석 표 화  상호검증을 해 선상에서의 시료 채집 과정

과 분석을 해 사용될 방법 규정

⑤ 화학  종분화, 특히 철에 있어서는 화학  종분화에 한 방법의 테스트가 우

선되어야 함

다. 추진 과정  략

① U.S. NSF의 지원으로 수행 인 상호검증 활동을 조직 으로 이행하기 해 미국 

내 과학자들이 리더그룹을 형성함. 하지만 상호검증은 국제  활동을 지향하는 바, 

 세계의 과학자들이 상호검증 활동에 극 참여할 것을 독려함. 참여 희망 과학자

들은 련그룹의 리더  하나인 Greg Cutter에 의사를 표명.

② 상호검증은 ‘08년도에 US GEOTRACES 로그램에 있어 최우선과제로서 상호검증 

추진을 한 선박 일정, 련 인 라, 핵심활동을 한 지원 등은 ‘07년에 Old 

Dominion 학의 Gregg Cutter(공동 담당자는 UCSC 학(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Cruz)의 Ken Bruland  Rutgers 학의 Rob Shelter 교수)의 통해 

지원 임 (연구제안서  련정보는 GEOTRACES 공식 웹사이트

www.geotaces.org에서 열람 가능).

③ 상호검증을 한 장조사 추진 일정은 2008년 6-7월의 1차 조사와 2009년 반의 

2차 조사로 수행함. 1차 조사에서는, 실질 으로 0.5L 이상의 해수시료를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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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량원소  동 원소( 를 들어 특정 방사성 핵종  안정동 원소)에 한 채

집뿐만 아니라 미립자에 한 다양한 시료채집 시스템의 비교에 을 둘 것이며, 

2차 조사에서는 미량원소 종분화(콜로이드 포함)에 한 방법뿐만 아니라, 1차 조사

시 발생한 문제 에 한 응으로서 이행된 방법의 수정을 테스트하는 데 을 

둠 

④ 상호검증 연구 (Cutter, Bruland, Sherrell)은 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산처리한 

도 폴리에틸  병에 담은 0.5 L 해수시료와 함께 미립자 상호교정을 한 모든 필터 

는 필터 부표본을 제공하며, 해수는 폴리 로필  용기에 0.2 um PCTE막 필터 카

트리지(Osmonics)를 통해 여과되며 6N 석  추출 염산(Q-HCL)으로 pH 1.7까지 산

성화시킨다. 해수 0.5 L 이면 부분의 미량원소의 상호검증을 한 분석에 충분하

며, 미립자의 표 시료는 여러가지 유형의 필터 를 통해 채집되는데, 이에는 기존 

석  섬유  폴리카본 필터가 포함된다. 자세한 미립자 련 차는 추후 연구자들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체 유형의 시료 용기( 를 들어 테 론)이나 산성화가 필

요할 경우 참여 연구원들은 상호검증연구 에 필요한 용기(사  세척완료  바로 

채울 수 있는), 산, 시료 취   보 , 발송에 한 로토콜 제공을 요청함

⑤ 상호검증 연구 의 시료채집 방식이 특정 미량원소( 를 들어 수은, 주석, 납)엔 부

합할 수 있다. 미국 GEOTRACES program scientific committee 이러한 원소들을 

한 해수시료 분석에 합한 방식의 개발과 시험에 한 상호보정 노력에 있어 

특별한 심을 가질 것을 권장하 음

⑥ 특정 미량원소, 방사성 핵종, 동 원소에 한 상호검증은 0.5 L 보다 훨씬 많은 량

의 시료와 장에서의 특별한 처리를 필요로 하기에 상호검증 참여 연구자는 해

당 세부 분야 책임자와 의하여 1개 는 방 모두의 상호검증 항해에 참여할 

표 연구자를 선발, 각각의 로토콜에 따라 시료를 수집/처리한 후, 조사결과의 

취합  자료의 불일치에 해 세부 분야 책임자가 조치를 취함

⑦ 화학 종분화와 같은 특정 분석에 한 상호검증은 장에서의 시료채집, 처리와 

분석을 필요로 한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분석을 담당하는 연구원 그룹은 력 하에, 

각 참여 그룹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시료를 수집, 처리할 표 연구원을 선발하여 

진행. 하지만 만약 더 나아가 선발한 표 연구원에게 시료 처리를 맡길 수 없는 

경우 2차 상호검증 장조사에 참여를 강력히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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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부 분야별 책임자 명단  연락처

- GEOTRACES 로그램의 상호검증 연구의 세부 분야별 책임자 명단과 연락처 는 

아래와 같음;

∙ 용해  미립자 샘 링 시스템, ‘핵심’ 미량원소 – G. Cutter, K.Bruland  R. 

Sherrell : gcutter@odu.edu

∙ Si 동 원소 –Mark Brezinski : brezins@lifesci.ucsb.edu

∙ N 동 원소 –Karen Casciotti : kcasciotti@whoi.edu

∙ P (산소 동 원소) – Albert Colman : colman@umbi.umd.edu

∙ Hg – Carl Lamborg : clamborh@whoi.edu

∙ 미량원소 안정동 원소 – Ed Boyle : eaboyle@mit.edu

∙ REE 농도 : Nd  Hf 동 원소 – Tina Van de Flierdt : 

tina@ldeo.columbia.edu

∙ Os 동 원소 –Bernard Peucker – Ehrenbrink : behrenbrink@whoi.edu

∙ 230Th, 231Pa, 10Be – Bob Anderson : boba@columbia.edu  Brad Moran : 

moran@gso.uri.edu

∙ Ra 동 원소( 227 Ac) – Billy Moore : moore@geol.sc.edu

∙ Pu 동 원소 137Cs – Tim Kenna : tkenna@ldeo.columbia.edu

∙ 210Pb, 210Po  7Be –Mark Baskaran : ag4231@wayne.edu

∙ 에어로졸 – Bill Landing : wlanding@fsu.edu

∙ Fe (  기타) 종분화 – Jim Moffett : jmoffett@usc.edu

∙ 미립자 234Th – Ken Buesseler, kbuesseler@whoi.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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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Accuracy): 련 수량에 한 측정값과 참값 는 기 되는 값과의 일

치 정도(Taylor, 1987). 정확도는 확률  오차와 정 오차를 포함.

정 도(Precision): 특정 조건하의 로세스를 반복 으로 용했을 때 나타나

는 결과의 독립 인 측정치가 서로 일치되는 정도. 이것은 결과의 근성과 

련이 있음(Taylor, 1987). 정 도는 한 방법 는 차에서 나타나는 확률  오

차의 척도.

표 (Standard) 는 측정표 (Measurement Standard): 기 의 역할을 하기 

하여 하나의 단  는 하나 그 이상의 수량 값을 정의, 보존, 는 재생산

하기 한 물질 척도, 측정 기 , 기  물질 는 측정 시스템(ISO, 1993). 

GEOTRACES와 더 련된 정의는 1차 표 (Primary Standard)참조. 

1차 표 (Primary Standard): 도량형학 상으로 가장 질 높은 수 으로 리 알

려진 표 으로 그 값은 동량의 다른 표 을 언 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 인정

이 됨(ISO, 1993). 

기  물질(Reference Material): 그 특성 값이 충분히 동일한 하나 는 그 이

상의 물질로 측정 기구를 교정하거나 측정법을 평가 는 물질에 그 수치를 

부여하는데 알맞게 사용됨(ISO, 1993). 

공인 기  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인증서가 있는 기  물질로 특

정 값의 하나 는 그 이상이 traceability(측정 기기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신뢰

도를 높이기 해 이를 국가 기  체계에 맞추는 일)를 설정하는 특정 차에 

의하여 인증된 물질(ISO, 1993).

상호검증(Intercalibration): 모니터링 로그램에 여하는 여러 실험실에서 각

기 모순된 데이터를 산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해 사용되는 차, 

로세스, 그리고 각종 활동들. 모순된 데이터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지속

으로 나올 경우, 실험실들은 상호 검증을 할 수 있음(Taylor, 1987). 상호검증

은 방법이나 실험실에 계없이 같이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료 채집부터 분석까지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실험실간 활발하게 이

루어지는 로세스임. 

상호비교(Intercomparison): 문헌에서는 잘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실험실간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암시됨. 그러나 상호검증에서와 같이 같은 결과를 

얻기 한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지는 않음. 한 모든 단계( 를 들면, 시료 채

집  처리 분석)를 포함하지 않음.  

표 2.1. TEIs 분석 표 화  분석치 상호검증 활동과 련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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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기본 검토내용

제2절 편익 분석 방법

제3절 직접적 과학기술적 편익

제4절 간접적 과학기술적 편익

제5절 산업연관분석

제6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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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제  타당성 분석

제1  기본 검토내용

가. 편익 분석 개요

○ K-GEOTRACES사업에 따른 경제  편익 분석 방법은 크게 운용을 통한 사후  이

익을 도출한 직  편익과 운 유지와 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간  편익이 있

음

- 직  편익은 연구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분석과 이의 운용을 통한 사

후  이익을 비교․분석하여 손익을 단

- 간  편익은 연구사업을 추진하 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비용 감효과, 수입 체

효과 등의 효과를 분석

○ 한, K-GEOTRACES사업은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나 과학  연구에 활

용되는 기기장비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과학기술  편익의 경우도 직  편

익과 간  편익으로 구분하여 검토 가능

- 해양연구분야의 기반연구  기 연구 분야에 해당되는 탐사  조사를 수행함으

로써 해양기 과학기술 분야의 역할에 한 평가와 연구 수행에 의해 산출되는 

직․간  결과물들을 과학  편익으로 분류하여 평가

- K-GEOTRACES사업의 혜택에 한 시각을 일반 국민으로 확 해 볼 때, 이 사업

으로 인해 국민들은 자 심을 느끼고 기 과학의 발 에 해 만족을 느껴 이로 

인해 국민후생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효과도 이 사업의 편익으로 포함됨

- 한, 산출지표는 사업성과로 발생하는 과학  지식의 요성  과학  성과의 

확산 범 와 한 논문, 특허  지 재산권 등과 같이 과학기술  지식․기술

의 활용을 통해 만들어낸 산출물을 성과지표로 산정

○ 연구사업 추진에 따른 산업연 의 경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화학 분석 분

야를 포함한 국민 경제  에 미치는 산업 효과를 분석

- 산업연 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의 3가지 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 3가지 경제  효과를 추정하기 

해 산업 간의 유기  계 분석을 통해 국민경제 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되, 가장 최근인 2009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6년도 산업연 표에 근거

○ 편익/비용 변수의 재가치로의 평가 방법(단, i =할인율, n=소요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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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가치  







×경상가격  ……………………(1)

- 미래의 가치는 재가치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가치로 환산하기 해서 

할인율을 용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재가치로 환

- 본 연구에서는 분석상의 험을 피하기 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  할인

율1) 용 지침인 5.5% 수 을 용하여 재가치로 환

- 물가상승률은 3년 만기 국공채 평균 이자율과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을 종합하여 

3.0%를 용하여 분석 

경제적 편익

직접적 

경제적 편익

산출물의 시장 거

래로 인해 발생되

는 화폐적 편익

▪ TEIs분석기술표준화

▪동해심층수물질순환

▪한중일공동관심해역

간접적 

경제적 편익

보유 또는 활동의 

부가적인 편익

▪ 비용절감효과

▪ 수입대체효과

직접적 

과학기술적 편익

과학기술적 지식․성
과․기술 활용 편익, 

국가위상 기여도

▪ CVM을 활용한 

  성과 편익

▪ 연구성과확산효과 

  (논문, 특허 등)

간접적 

과학기술적 편익

과학기술 이해 고

양, 교육․인력양성․
연구능력증진효과

▪ 연구성과 지표화

▪ 방송신문홍보효과

과학기술적 편익

산업연관

유발효과

국민 경제적 

산업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 부가가치유발효과

▪ 취업유발효과

       파급효과 대상               성과분석 대상      

그림 3.1. K-GEOTRACES사업에 따른 편익의 분류

나. 편익변수 도출 

○ K-GEOTRACES 사업의 경제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는  연구사업의 운용을 통한 

사후  이익과 운 유지와 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감효과, 수입 체효과 

등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때, 해양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나 기 연구 

분야에 해당되는 탐사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는 과학기술  편익이 

1) 한국개발연구원, 2008, 2008년 하반기 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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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의 핵심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연구의 성과로 산출되는 과학기술  성과를 산정 는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

하나, 표 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해당 과학기술  성과의 수요조사  해당 

성과에 하여 수요자가 느끼는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의 조사를 통하여 과

학  성과를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편익 산정 방법과 연구성과 지표를 산정하여 수

치로 나타내는 방법 등이 거론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  과학기술  편익 산정방식으로서, 첫째 수요조사를 

통한 과학기술  편익 산정방법으로 시장에서 평가되기 어려운 편익을 고려하기 

해 납세자들의 최 지불의사 액(willingness to pay, WTP)을 화폐  가치로 

시 시켜 측정하는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

용하여 평가하고,

- K-GEOTRACES사업의 혜택이 해양기 과학기술 발 의 기반 마련, 국가과학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상승 기여  국민의 자 심 고취 등 매우 추

상 인 비시장재화(non-market) 가치를 평가

○ 둘째, 과학기술  성과에 한 가상  시장의 형성이 쉽지 않아 화폐 가치의 환산

에 사용되는 방법론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여 그 결과의 편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

는 을 감안하여 양  지표들을 성과지표화하여 직 인 단기 으로 삼기보다

는 연구성과의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

제2  편익 분석 방법

가. 비시장  편익 추정의 범  

○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은 원칙 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경제  

효과를 의미하며, 미시  수 에서 정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한 후, 거시  수

에서 각각의 정  효과를 하게 합산

○ 특정 공공투자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은 크게 소비자와 공 자의 두 측면에서 

나타나며 연구개발사업도 외는 아님

   - 혜택을 얻는 경제주체를 크게 소비자(가계 는 국민)와 생산자(기업 는 산업)

로 구분한다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편익을 경제학  후생의 , 즉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로 평가되고, 

   -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생산자 잉여(producer surplus) 내지는 부가가치의 

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 수혜의 상을 소비자와 생산자로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체의 

부가가치 창출에서 평가할 수 있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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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사업의 편익은 사업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이더라도 

투자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편익을 추정한다는 것은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

느냐와 직 으로 결부되어 있음

○ 가치를 측정하기 한 근방법은 가치창출의 수혜자가 소비자와 생산자 에 

구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K-GEOTRACES 사업의 경우 편익

을 크게 소비자 과 생산자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생산자 에서 본다면 K-GEOTRACES 사업의 과정에서 그리고 최종 결

과물에서 나타나는 해당 산업  련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음

   - 둘째, K-GEOTRACES 사업의 혜택에 한 시각을 일반 국민으로 확 해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자 심을 느끼고 기 과학의 발 에 해 만족을 

느껴 이로 인해 국민후생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효과도 이 사업의 편익으로 

포함됨 

   - 이것은 국민  자부심을 제공하는 올림픽 메달, 비록 방문할 가능성은 없지만 유

물들이 잘 보존  리되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게 하는 박물  신축, 한국 천문

학의 발 을 한 형 학망원경 사업, 기 과학의 발 을 한 양성자가속기 건

설사업, 해양과학 발 을 한 형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 등의 사례와도 유사한 

효용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 이러한 편익은 비시장  편익으로 간주

○ 본 장에서는 두 번째 범주만을 상으로 살펴보고자 함

나. 비시장  편익 추정의 원칙 : 지불의사액

○ 일반 인 재화의 가치는 시장의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란 형태로 측되기 때문에 

가치나 편익의 추정이 용이함

   -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화의 경우라면, 해당 재화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

용 내지는 혜택이 명확하며, 해당 재화에 해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는 가격 정

보를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음

   - 아울러 해당 재화에 한 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해당 재화가 제공하는 편익도 

쉽게 추정할 수 있음

○ 반면 본 조사의 상이 되고 있는 K-GEOTRACES 사업의 경우, 언뜻 보아 가치가 

잘 정의되지 않으며, 가치를 정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치를 측정할 것인지에 

해 선뜻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음

   - 이것은 K-GEOTRACES 사업의 혜택이 한국 기 과학 발 의 획기  기 마련, 

국가과학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상승 기여  국민의 자 심 고취 등 

매우 추상 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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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주된 사업 상지가 동해이며 사업의 성격상 사업 수혜자의 범 가 제약

이라 사업 수혜자의 범 를 련 과학자로 국한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  사업

이란 에서 수혜자를 국민 체로 야 할지에 해 의문이 발생함

○ 이 게 사업의 효과가 추상 이며 사업의 수혜자가 일반 국민인 것 같지만 다수

의 국민들이 직 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없는 재화에 해서는 특별히 고안된 방

법론을 용하여 가치나 편익을 추정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재화를 포 으로 정의할 때 통상 비시장재화(non-market)라 하는데, 이

것은 해당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으며, 한 거래되기도 어려운 측면

을 반 하고 있음

○ K-GEOTRACES 사업과 재화의 특성이 유사한 비시장재화에 해 국내에서 용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① 한체육회 선수 (태릉 선수 )의 시설이 낙후되고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라 부족

한 훈련시설을 확충  보강하기 해 추진되고 있는 한체육회 선수  이 사

업에 해 편익이 추정되었음(한국개발연구원, 2004a) 

   ②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메달의 가치에 한 추정이 이루어졌음(곽승  

외, 2007)

   ③ 경기도 과천에 국립과학 을 신축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경제  편익에 한 

추정도 이루어졌음(허재용 외, 2005) 

   ④ 서울 용산에 국립박물 을 신축하는 사업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추정

하 음(이주석 외, 2005) 

   ⑤ 경기도 과천에 종합직업체험 인 Job World를 신축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추정하 음(한국개발연구원, 2004b) 

   ⑥ 멕시코에 천문학자들의 염원인 형 학망원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

하는 편익을 평가하 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b)

   ⑦ IODP 사업의 경제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IODP 사업의 경제  편익

을 산정하 음(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7)

   ⑧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의 경제  편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비시장  

편익이 평가되었음(국토해양부, 2008)

   ⑨ 경북 포항에 건립되는 고에 지 양성자 가속기의 비시장  편익을 평가하 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 이들 9가지 재화는 모두 비시장재화로서, 비시장재화의 편익을 추정한다는 측면

에서 K-GEOTRACES 사업과 유사한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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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비시장재화의 공 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 혹은 편익을 추정하는 데 있어

서의 기본 원칙은 해당 재화를 공 받기 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는 것임(Brent, 1995) 

   - WTP란 사람들이 특정 공공재나 비시장재화를 공 받기 해 는 특정 공공재나 

비시장재화의 공  지장을 피하기 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 액을 의미함

   - 즉, 일정한 소득 하에서 다른 재화에 한 소비지출을 이고 그 만큼 특정 재화의 

소비를 해 지출하고자 한다면 이 액만큼을 편익으로 보는 것임

   - 이러한 WTP의 개념은 편익을 추정하는 데 있어 매우 직 이며  후생경제

학의 기본이론에 부합하기에 편익 추정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음

다. 비시장  편익의 추정 방법

○ 시장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을 찰할 수 없는 비시장재화에 한 

WTP를 추정하는 방법에 한 연구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방

법론들은 몇 가지 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첫 번째 기 은 WTP 추정에 사용되는 정보를 사람들의 행동을 직  찰하여 얻

는가, 는 가상 인 질문에 한 응답을 통해 얻는가에 의한 구분 

   - 두 번째 기 은 화폐  가치를 직 으로 추정하는가, 는 어떤 간 인 방법

으로 추정하는가에 의한 구분 

   - 직  시장을 찰하는 방법은 제약조건 하에서 효용 극 화 행동을 찰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재화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의 선택을 직  찰함으로써 

화폐단 로 나타난 가치가 추정됨

   - 간 인 방법의 경우, 추정 상의 가치는 시장재화와 추정 상 간의 어떤 계

를 토 로 추정되는데 추정 상과 시장재화 간에는 체 인 계나 보완 인 

계를 갖는 것이 일반

○ 앞서 서술했듯이, 비시장재화의 공 에 한 개개인의 후생변화를 화폐단 로 추정

하기 해서는 비시장재화의 직 인 거래를 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장재

를 이용하여 간 으로 편익을 추정하거나 가상 인 시장을 만들어야 함

   -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선호를 바탕으로, 즉 시된 선호(revealed preference)

에 기반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자의 방법을 시선호 평가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게 시장에서 거래행 가 찰되는 보완재를 이용하여 간

으로 가치를 추정하는 표 인 방법론에는 여행비용 근법(travel cost 

method), 헤도닉 가격기법(hedonic price technique) 등이 있음

   - 반면에 시된 선호를 측하기 어려울 때나 그 선호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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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가상 인 시장에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그 상황에서 가상 인 거래를 어떻게 

할지를 질문하고 이에 해 답한 선호, 즉 진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를 이

용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진술선호 평가법이라 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조

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컨조인트 분석법

(conjoint analysis)이 표  

○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상재화에 한 WTP를 응답자에게 직 으로 질문하는 방

식이며, 컨조인트 분석법은 가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속성들로 이루어진 안들을 

활용하여 상재화의 가치를 간 으로 추정하는 방법

○ [표 3.1]과 같이 시선호 평가법은 시장에서의 거래행  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사후 인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진술선호 평가법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재

화에 한 가상  시장을 이용하므로 사  평가법이라 할 수 있고, 최근 들어서

는 시선호 평가법의 장 과 진술선호 평가법의 장 을 모두 이용하기 해 시

선호 자료와 진술선호 자료를 결합한 결합모형(joint model)의 용도 등장하 음

구  분 시선호 평가법 진술선호 평가법

직  추정법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조건부 가치측정법

간  추정법
여행비용 평가법

헤도닉 가격기법
컨조인트 분석법

특징
시장에서의 거래행  찰

사후  평가법

가상  시장 이용

사  평가법

표 3.1.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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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

○ 큰 틀에서 용가능한 방법론을 정리해 보면 [그림 3.2]과 같은데, K-GEOTRACES 

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기 한 방법론의 선정은 매우 요한 문제임

   - 왜냐하면 과학 이면서 학계에서 보편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법론을 사용해

야 하는데, 만약 그 지 못하다면 편익추정 결과에 해 불필요한 소모  논쟁을 

일으키면서 합리 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

○ 잘못하면 오히려 편익을 추정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게 되므로 두 가지 

기 에 따라 연구방법론을 선정해야 함

   - 첫째, 재까지 개발되고 응용되어 온 연구방법론 에서 가장 리 사용되면서 

가장 공감을 얻고 있는 방법론을 선정해야 하는데, 결론 으로 시선호 평가법

과 진술선호 평가법 에서 진술선호 평가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선호 평가법은 사후 인 평가법이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K-GEOTRACES 사업에 해 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결합모형도 

용이 불가능함

사후적 자료와 사전적 자료의
결합으로 효율성(efficiency) 증대

=>
결합 모형

(RP+SP Method)

사전적(ex ante) & 직접적 접근법
적용대상의 제약이 거의 없음

이론적으로 정확추정(exact estimation)
=>

진술선호 접근법
(SP, Stated 

Preference Method)

사후적(ex post) & 간접적 접근법
적용대상의 제약이 있음

이론적으로 과소추정(underestimation)
=>

현시선호 접근법
(RP, Revealed 

Preference Method)

사후적 자료와 사전적 자료의
결합으로 효율성(efficiency) 증대

=>
결합 모형

(RP+SP Method)

사전적(ex ante) & 직접적 접근법
적용대상의 제약이 거의 없음

이론적으로 정확추정(exact estimation)
=>

진술선호 접근법
(SP, Stated 

Preference Method)

사후적(ex post) & 간접적 접근법
적용대상의 제약이 있음

이론적으로 과소추정(underestimation)
=>

현시선호 접근법
(RP, Revealed 

Preference Method)

그림 3.2. 용 가능한 연구방법론

   - 둘째, 한국개발연구원(2004)의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상에서 제안된 방법론

 지침을 극 수용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박물 , 과학 , 종합직업체

험 , 선수  이  등의 문화과학시설의 가치 내지는 편익을 추정하기 해서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WTP를 추정해야 한다고 언 하면서 실제로 각 시설에 

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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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보고서에서 결론 으로 제시한 방법론  지침을 정리하면 [그림 3.3]와 같음

  사업목 이 특수한 개별 문화과학시설의 가치를 추정하기 해서는 조건부 가치측

정법 는 컨조인트 분석법을 용하여 시설물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단된다.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에 있어서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컨조인트 분

석법 가운데 어느 기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일반 응답자들이 선택 가능하고 

한 안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컨조인트 분석법을, 다른 안이 모색되지 

않는 경우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경우라도 그 구체 인 추정(추정방정식 포함)이나 설

문의 방법은 각각의 사례에 맞게 하게 선택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소의 편차를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추정방법에 신 한 근이 필요하다.

그림 3.3.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에 제시된 방법론  지침

○ 따라서 이 지침에 부합하는 것은 진술선호 평가법이며, 진술선호 평가법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는 것이 할 수 있음

   -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평가해야 할 K-GEOTRACES 사업에 해 컨조인트 분석

법을 용하기에는 응답자 인식상의 부담 문제가 제기되며, 평가에 필요한 다양

한 속성에 한 정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

   - 아울러 컨조인트 분석법보다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이 보다 범 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타당성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음

○ 참고로 앞서 언 하 던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유사한 공공사업에 해 편익을 추정

한 9개 연구사례에서 사용되었던 방법론을 정리해보면 [표 3.2]와 같음

   - 모든 연구사례에서 진술선호 평가법을 이용했으며, 비교  다양한 속성으로 정의

될 수 있는 올림픽 메달  종합직업체험  건립사업에 한 편익 추정을 제외

하고는 모두 조건부 가치측정법이 사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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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추정 상 자료원 사용된 방법론

한체육회 선수  

이 사업
한국개발연구원(2004a) 조건부 가치측정법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메달
곽승  외(2007) 컨조인트 분석법

국립과학  신축사업

(경기도 과천시 입지)
허재용 외(2005) 조건부 가치측정법

국립박물  신축사업

(서울시 용산구 입지)
이주석 외(2005) 조건부 가치측정법

종합직업체험  건립사업

(경기도 과천시 입지)
한국개발연구원(2004b) 컨조인트 분석법

형 학망원경 개발사업

(멕시코 입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b)
조건부 가치측정법

IODP 사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07) 조건부 가치측정법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
국토해양부(2008) 조건부 가치측정법

양성자 가속기 건립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8) 조건부 가치측정법

표 3.2. 공공사업에 한 편익을 추정한 몇 가지 사례에서 사용된 방법론

 - 이러한 은 K-GEOTRACES 사업의 편익을 추정할 때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

하는 것이 선행연구의 구도와 부합함을 시사하며 [그림 3.4]는 조건부 가치측정법 

선정의 학술  배경에 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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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직  과학기술  편익

가.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개요

○ WTP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에서 가장 리 사용되는 것은 CVM으로, CVM은 비

시장재화에 한 공공의 WTP를 추정하기 해 지 까지 개발된 여러 방법들 에

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그 어느 방법 이상으로 정확하여 사용이 

리 확산되고 있음

   - CVM은 설문조사를 할 때 가상시나리오를 통해 가상시장을 만들며, 특별하게 고안

된 설문지는 공공재나 비시장재화의 공 수  변화에 해 가상 인 상황을 설정

하고 여러 조건을 달아 사람들을 가상 인 상황에 결합시킴

   - 이런 조건하에서 응답자들은 공공재나 비시장재화 공 의 가상 인 변화에 해 

어느 정도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답하게 됨

   - CVM은 경제학 인 방법론으로 다양한 상에 용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

어 국제 으로 볼 때 응용사례연구가 단히 많으며, 연구 차도 상당 부분 표

화되어 있지만, 선호를 나타내려는 응답자의 의사와 선호를 이끌어내는 연구자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세심한 근이 필요함

결정된 방법론 근거

진술선호 평가법  사후적 접근법인 현시선호 평가법을 

사전적인 K-GEOTRACES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조건부 가치측정법  컨조인트 분석법을 적용하기에는 응답자의 

인식상의 부담 문제가 제기되며 다양한 

속성에 대한 정의가 어려움

그림 3.4. 조건부 가치측정법 선정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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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M의 용은 [그림 3.5]의 5단계를 거치게 됨 

   - 먼  1단계에서 연구 상 비시장재화를 설정

   - 2단계에서는 설정된 비시장재화에 해 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달하

면서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

   - 3단계에서는 CVM의 운용에서 상되는 여러 가지 편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

문지를 보완

   - 4단계는 직  장에 나가 설문을 시행하는 단계로 충분히 교육받은 설문조사원

의 역할이 강조됨

   - 5단계에서는 설문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취합․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

내는 단계

연구대상 재화의 설정


가치나 편익을 추정할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묘사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작성


각종 편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세심하게 보완 

(지불수단, 지불원칙 등이 중요)


실제 설문을 통해 응답자로부터 가치를 유도

(숙련된 설문조사원의 역할이 중요)


설문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도출

그림 3.5.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5단계

나. 비시장  편익분석

1) 개요

○ 본 장에서는  최근에 수행된 IODP 사업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의 2가

지 련 사업에 한 CVM 사례를 검토한 후 K-GEOTRACES사업과의 비시장  편

익에 한 값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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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  IODP 사업의 비시장  편익을 추정했던 사례를 살펴

   - 다음으로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의 비시장  편익을 추정했던 사례를 살

펴

   - 두 사례 모두 비시장  편익 추정기법으로서 CVM을 용했으므로 유사한 기

과 잣 에서 비시장  편익에 한 정보를 비교·분석할 수 있음

2) IODP사업의 비시장  편익분석

○ 국제공동 해양시추사업(IODP) 사업은 세계 20여 개국 과학자가 최첨단 시추선에 

승선하여  세계의 해 를 시추하여 지질학, 지구과학, 해양학 등 다양한 과학분야

의 연구를 수행하는 범세계 인 연구개발 사업임

   - 이런 IODP 사업은 지구과학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추진되고 있는 국제

인 사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형성과 해양의 구조에 해 수년 부터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IODP 사업에 한 비시장  편익의 추정을 해, 지질자원연구원(2007)의 연구에서 

실제로 용한 CVM의 연구 차를 요약하면 [그림 3.6]과 같음

 

그림 3.6. IODP 사업에 한 CVM 연구의 실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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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DP 사업에 한 CVM 용 설문지 작성 차는 [그림 3.7]과 같으며, CVM 설문

조사시 사업의 기 효과로서 [그림 3.8]를 제시하 음

그림 3.7. IODP 사업의 비시장  편익 추정 CVM 설문지 작성 차

그림 3.8. IODP 사업의 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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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7  역시를 상으로 한 CVM 연구결과 가구당 연간 2,864원의 평균 WTP

가 추정되었음

   - 이 값을 체 모집단인 7개 역시로 확장하기 해 2005년 기  가구수 정보 

7,459,596를 이용하면 연간 총 편익이 약 213.64억 원에 이름

   - 따라서 2008년 이후 상되는 IODP 사업의 규모와 비교해볼 때 편익의 크기가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단되어 IODP 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통과함

3)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의 비시장  편익분석

○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으로 인해 한국 기 과학 발 의 획기  기 마련, 

국가과학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상승 기여  국민의 자 심 고취 등 매

우 추상 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상됨

   - 따라서, CVM을 이용하여 형 해양과학연구서 건조사업의 비시장  편익을 추

정하 음

○ 실증분석 차

   -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의 비시장  편익 추정을 해, CVM을 용한 실

증 인 연구 차는 [그림 3.9]과 같음

상재화
선    정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시나리오
작    성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의 필요성,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의 개요, 
의의  기 효과를 인식시키고 사업의 시행을 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비용
지불이 필요함을 설명함



설 문 지
작    성

해양과학연구와 련된 견해에 해 질문하고, 제시된 사업에 한 계획 등
을 설명하면서,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지불의사를 유도하되 지불수단은 향
후 10년간 매월 가구의 총 소득세로 하며, 사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로부터 
(1,000원 - 3,000원)부터 (10,000원 - 12,000원)까지 총 10개의 제시 액을 사용
함


장설문

시    행

2008년 12월 부터 12월 말까지 약 1개월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500가구를 상으로, 문조사기 (동서리서치)에서 과학 인 표본추출을 한 
후 숙련된 조사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일 일 면 을 시행함


필요정보
분    석

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 인 통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평
균 WTP를 추정하고 이를 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의 비시장  편익으
로 산정함

그림 3.9. 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사업에 한 CVM 실증연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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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평균 WTP는 가구당 연간 3,244원으로 추정되었으며, Krinsky and Robb 

(1986)이 제안한 모수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인 몬테칼로 시뮬 이션(Mote 

Carlo) 기법을 용하여 2,764원에서 3,860원의 95% 신뢰구간을 도출

○ 평균값 WTP 추정치에 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을 이용하여 모집단 체( 국)

로 확장하면 연간 400.9억원의 비시장  편익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4) K-GEOTRACES 사업의 비시장  편익 분석

○ K-GEOTRACES 사업의 비시장  편익 추정을 해, 본 연구에서 CVM을 용하

고 분석과정에서 Cooper et al.(2002)가 제안하여 그 용이 확 되고 있는 1.5경

계(one-and-one-half bound) 모형을 사용하여 지불의사 유도

∙ 먼  응답자들에게 새로운 K-GEOTRACES 사업을 해 부터 의 범

의 비용이 매년 가구당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후, 응답자를 다시 2

개의 그룹으로 나눠

∙ 첫 번째 그룹의 응답자에게는 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 ”라고 응답하면 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질문하

며,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추가 인 질문을 하지 않음

∙ 두 번째 그룹의 응답자에게는 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 ”라고 응답하면 추가 인 질문을 하지 않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질문

∙ 본 연구에서는 30명을 상으로 한 사 조사를 통해 제시 액의 수 과 범

를 결정한 뒤, 체 500 가구를 10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제

시 액의 범 인 (1,000원～3,000원), (2,000원～4,000원), (3,000원～5,000원), 

(4,000원～6,000원), (5,000원～7,000원), (6,000원～8,000원), (7,000원～9,000원), 

(8,000원～10,000원), (9,000원～11,000원), (10,000원～12,000원)  1개를 무작

로 배정

∙ 주어진 K-GEOTRACES 사업에 해 번째 응답자는 직면하여 응답하는 상

황은 다음과 같이 6개의 변수를 도입하여 묘사할 수 있는데, 처음의 3개 경

우는 첫 번째 질문에서 을 제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뒤의 3개 경우는 첫 

번째 질문에서 를 제시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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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아니오”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예” 

 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아니오” 

(2)

∙ 이제 효용 극 화를 추구하는 명의 표본을 가정할 경우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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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00명의 응답자 에서 1원도 내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체의 54%인 270명

에 달하여 WTP 모형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스 이크(spike) 모형(Kriström, 

1997; Yoo and Kwak, 2002)을 용

∙ 의 WTP는 K-GEOTRACES 사업이 가구의 후생에  기여하지 못하거

나 혹은 가구가 이 사업에 완 히 무 심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제약 하의 

소비자 효용 극 화 문제의 모서리해(corner solution)로서 도출될 수 있으

므로, 경제  행 에 부합

               

max ∣≦     (4)

∙ 여기서, ⋅는 효용함수, 는 K-GEOTRACES 사업에 한 WTP, 는 모

든 다른 지출, 는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벡터, 는 소득

∙ 식 (2)의 3번째 부분에 있는 “아니오‘의 응답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아니오-

아니오”의 응답은 0의 WTP와 두 번째 제시 액( )보다 작은 양의 WTP로 

구분됨

               
 지불할 의사가 있다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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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때 WTP의 분포함수 ⋅ 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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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 모형에 한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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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평균값 WTP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


∞



≡lnexp (8)

∙ 총 500명의 응답자 에서 1원도 내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체의 54%인 

270명에 달하여 WTP 모형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스 이크(spike) 모형

(Kriström, 1997; Yoo and Kwak, 2002)을 용

- 분석결과 평균 WTP는 가구당 연간 3,2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Krinsky and 

Robb(1986)이 제안한 모수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인 몬테칼로 시뮬 이

션(Mote Carlo) 기법을 용하여 2,760원에서 3,860원의 95% 신뢰구간을 도출

○ 모집단으로의 확장

- CVM 연구를 수행하는 요한 목  에 하나는 표본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 

체의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목 도 이와 같음

- 즉, 500가구라는 표본에 해 도출된 정보를 활용하여 한민국이라는 모집단 체

로 확장하는 작업이 마지막 단계로 요구됨. 이 과정에서 따져 야 할 요한 사항

은 과연 표본이 모집단을 제 로 반 하고 있는지 여부임

∙ 설문 상자는 가구 내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 주 는 주부만으로 한정하 음

∙ 표본도 우리나라 인구의 1/2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을 상으로 하

음

∙ 따라서 우리나라 체 가구, 어도 수도권 체 가구의 의견을 잘 반 하고 

있으며, 가상시장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보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음. 표본의 정보를 모집단으로 확장하는 데 별 무리가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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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론 인 에서 볼 때, 다른 편익 추정기법에 비해 CVM은 편익의 정

확한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실증 으로 보면 통상 편익의 상한값을 구하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평균값 WTP 추정치를 이용하는 신에 보수  

에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을 이용하고자 함 

- 한 수도권에 해 추정된 값을 수도권 외 13개 역지방자치단체로 편익이

(benefit transfer)을 해야 하는데, 이때 리 사용되는 방법은 소득에 해 조정

을 해 주는 것임

- 그런데 소득에 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소득 신에 가계부문 민간소비

지출 자료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 한국개발연구원(2004)의 지침에 따라, 그림 3.10

과 같이 WTP의 평균값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으로 확장함 

표본(수도권)에 대해

도출된 WTP의 평균값

× 수도권 가구수
수도권 전체에 대한 

편익 
➡
①

소득에 

대해 

조정

 ②

 ④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편익

 ④

수도권 외 나머지 1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WTP

③
수도권 외 나머지 1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편익
➡

× 수도권 외 가구수

그림 3.10. 표본의 정보를 모집단으로 확장하는 과정

-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된 2005년 기  역지방자치단체별 세 수, 가계소비지

출, 세 당 가계소비지출, 세 당 가계소비지출을 이용하여 조정한 가구당 

WTP 값을 2008년 불변가격으로 환산된 값이 K-GEOTRACES사업의 연간 경제

 편익임

- 그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매년 130.5억원의 편익이 발생

함이 산정되었고, 향후 5년간 할인율 5.5%의 재가치로 환된 편익규모는 총 

557.3억원의 편익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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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IODP 사업은 연간 213.6억원의 비시장  편익이 발생하며, 형 해양과학연

구선 건조사업은 연간 400.9억원의 비시장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발

생하는 편익이 비용을 과하 음

다. 과학기술  지식․성과․기술활용 편익

○ 한국해양연구원의 최근 5년간의 과학기술  성과의 기 자료를 토 로 

K-GEOTRACES사업과 같은 기 과학기술사업  국제공동연구 로그램 수행으로 

인한 과학기술  성과를 추정하여 산정

  - 해양과학 조사․분석에 필요한 해양정보를 제공하고 해양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 활동으로 구축한 과학기술 정

보를 특정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발생한 과학기술  편익으로 간주 가능

○ 직  과학기술  편익의 연구 성과를 지표화하는 방법으로서, 계량 으로 측정 가

능한 산출물이 성과지표의 상이 되며 일반 으로 투입, 산출, 결과로 구분

○ 성과지표 가운데 산출지표는 사업성과로 발생하는 과학  지식의 요성  과학  

성과의 확산 범 와 한 논문, 특허  지 재산권 등과 과학기술  지식․기술

의 활용․ 신 기회 확  정도와 한 기술이   기술료 등 사업을 통해 만들

어낸 산출물로서 성과지표로 산정

- 한국해양연구원의 최근 5년간의 성과보고서를 토 로 지속 인 해양과학기술발

을 한 연구  기술 신 기여도 증 를 해 노력한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양  성과지표로 산정

- 성과지표의 산출은 연구비 규모  연구원 수, 연구원의 능력 등에 따른 성과로 

측정 가능하며, 이 경우 동일한 기 이 용될 수 있기에 여러 연구 기 의 성

과를 비교하거나 연구 로젝트간의 성과 비교 등 직 인 비교가 가능한 장

이 있음 

- 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성과와 우리나라 해양연구 분야의 연구 성과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 성과를 산출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원의 우수성을 

표

- 뿐만 아니라 기술료 수입은 과학기술  성과가 경제  편익으로 시 되는 경우

이며, 한국해양연구원의 기술료 수입을 추정함으로써 과학  편익의 경제효과 

기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성과지표의 산정을 기 자료로 한다면 K-GEOTRACES사업을 통하여 이들 

성과지표를 얼마나 향상시킬 것인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때 이러한 성과지표의 

향상 정도가 K-GEOTRACES사업이 기여한 직  과학기술  편익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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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EOTRACES사업으로 기 되는 과학기술  편익 가운데 직  편익으로는 연구

논문, 지 재산권  기술이  성과 등을 들 수 있음

1) 사업의 성과로 발생하는 과학  지식의 요성  과학  성과의 확산 범 와 

한 직  과학기술  편익(논문, 특허  지 재산권 등)

① 한국해양연구원 성과(2003~2007)

○ 한국해양연구원의 직  과학기술  편익을 성과지표 방식으로 산정한다면, 연

구비  연구원을 기 으로 한 연구논문 편수, 지 재산권 취득  등록 건수, 

기술이   사업화 건수 등으로 표 됨

○ 모든 성과는 연구비  연구원 수를 기 으로 산출되며,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

비  연구원 수 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연평균 연구비는 968.4억원이며, 연

구원 1인당 연구비는 4.39억원임

연 도
연구비  구분(억원) 연구비총액

(A+B)

연구원수

(C)

1인당연구비

(A+B)/C경쟁사업연구비(A) 정부출연금(B)

2003 641.46 203.56 845.02 219명 3.86

2004 656.87 209.16 866.03 201명 4.31

2005 774.18 216.06 990.24 225명 4.40

2006 821.52 248.41 1069.93 227명 4.71

2007 803.43 267.16 1070.59 232명 4.61

평 균 739.49 228.87 968.36 221명 4.39

표 3.3.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비  연구원 수

 

※ 주: 1) 경쟁사업연구비: 기본사업비(일반 R&D 포함)외 연구사업비

      2) 연구비 총액 = 직 출연사업(기본사업비+일반사업비)+정부수탁사

업+일반수탁사업+기타수입, ‘연구비총액’은 비연구성 사업비․경상비를 제외한 

액으로 직 비․인건비․간 비를 포함함(민간수탁분 포함)

       3) 연구원 수: 내부인력  일제  이상 연구직 수

   자료: 한국해양연구원, 「2003년도 성과보고서~2007년도 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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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SCI 기타 계 SCI 기타 계 SCI 기타 계

총 편수

(편)

2003년 1 95 96 29 7 36 30 102 132

2004년 1 86 87 32 9 41 33 95 128

2005년 3 168 171 70 11 81 73 179 252

2006년 3 185 188 83 8 91 86 193 279

2007년 7 196 203 101 22 123 108 218 326

평균 3 146 149 63 11.4 74.4 66 157.4 223.4

연구원 

1인당 

논문게재 

편수

(편/명)

2003년 0.00 0.43 0.44 0.13 0.03 0.16 0.14 0.47 0.60 

2004년 0.00 0.43 0.43 0.16 0.04 0.20 0.16 0.47 0.64 

2005년 0.01 0.75 0.76 0.31 0.05 0.36 0.32 0.80 1.12 

2006년 0.01 0.81 0.83 0.37 0.04 0.40 0.38 0.85 1.23 

2007년 0.03 0.84 0.88 0.44 0.09 0.53 0.47 0.94 1.41 

평균 0.01 0.65 0.67 0.28 0.05 0.33 0.29 0.70 1.00 

연구비 억원 

당 논문게재 

편수

(편/억원)

2003년 0.00 0.11 0.11 0.03 0.01 0.04 0.04 0.12 0.16 

2004년 0.00 0.10 0.10 0.04 0.01 0.05 0.04 0.11 0.15 

2005년 0.00 0.17 0.17 0.07 0.01 0.08 0.07 0.18 0.25 

2006년 0.00 0.17 0.18 0.08 0.01 0.09 0.08 0.18 0.26 

2007년 0.01 0.18 0.19 0.09 0.02 0.11 0.10 0.20 0.30 

평균 0.00 0.15 0.15 0.06 0.01 0.07 0.07 0.16 0.22 

표 3.4.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 논문 실

※ 주: 1) 기타 : SCI  이외 국외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  등재 후보지 기 . 

SCIE는 기타에 포함

       2) Proceedings 게재의 경우는 “논문” 건수에서 제외

       3) 원내 복수 공동 자의 경우 1건만을 인정

  자료: 한국해양연구원, 「2004년도, 2007년도 성과보고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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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출 원 등 록 합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총 특허수(건)

2003년 30 0 30 21 2 23 51 2 53

2004년 41 1 42 32 1 33 73 2 75

2005년 68 1 69 26 1 27 94 2 96

2006년 78 8 86 64 0 64 142 8 150

2007년 85 15 100 86 1 87 171 16 187

평균 60.4 5 65.4 45.8 1 46.8 106.2 6 112.2

연구원 

1인당 

(건/명)

2003년 0.14 0.00 0.14 0.10 0.01 0.11 0.23 0.01 0.24 

2004년 0.20 0.00 0.21 0.16 0.00 0.16 0.36 0.01 0.37 

2005년 0.30 0.00 0.31 0.12 0.00 0.12 0.42 0.01 0.43 

2006년 0.34 0.04 0.38 0.28 0.00 0.28 0.63 0.04 0.66 

2007년 0.37 0.06 0.43 0.37 0.00 0.38 0.74 0.07 0.81 

평균 0.27 0.02 0.29 0.20 0.00 0.21 0.48 0.03 0.50 

연구비 

1억원당

 (건/억원)

2003년 0.04 0.00 0.04 0.02 0.00 0.03 0.06 0.00 0.06 

2004년 0.05 0.00 0.05 0.04 0.00 0.04 0.08 0.00 0.09 

2005년 0.07 0.00 0.07 0.03 0.00 0.03 0.09 0.00 0.10 

2006년 0.07 0.01 0.08 0.06 0.00 0.06 0.13 0.01 0.14 

2007년 0.08 0.01 0.09 0.08 0.00 0.08 0.16 0.01 0.17 

평균 0.06 0.00 0.07 0.05 0.00 0.05 0.11 0.01 0.11 

표 3.5. 한국해양연구원의 지 재산권 실  

※ 주: 1) ‘총보유건수’는 등록말소․취소분을 제외하고 지 재산권으로서 효력이 남아 있

는 총보유건수

       2) 출원/등록순계: 다수국에 복수 출원/등록하는 경우(PCT)는 ‘출원’ 건수는 1건

으로 처리하고, “등록건수”는 모두 인정하되, “등록순계”에서는 1건으로 처리

  자료: 한국해양연구원, 「2005년도 성과보고서 부록」,「2007년도 성과보고서」

○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논문 게제 편수는 국내  국외, SCI  기타 논문을 포함

하여 연평균 223.4편(SCI  66편)이며, 연구비 1억원 당 연구논문 실 은 0.22편

(SCI  0.07편), 연구원 1인당 1.00편(SCI  0.29편)으로 산정되어 K-GEOTRACES

사업에 115억원이 투입될 경우, 약 25편(SCI  8편)의 연구논문 실 이 상

○ 한편 연평균 총 특허수는 출원 65.4건, 등록 46.8건이며, 이를 연구비  연구원 

기 으로 산정하면 특허 출원은 0.07건/억원  0.29건/명, 등록은 0.05건/억원 

 0.21건/명으로 산정되어 K-GEOTRACES사업에 115억원이 투입될 경우, 특허 

출원은 8건, 등록은 6건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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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2)

○ 국토해양부 자료에 근거한 해양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 투입 황은 연평균 

108.38억원임. 연구의 성과로는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지 재산권인 특허, 실용신

안 그리고 작권이 있으며 기술이   기술사업화의 성과가 보고되었음. 연구

비 기 으로 환산된 연간 성과는 논문 0.9편/억원(국내  국외), 특허, 실용신안 

 작권을 포함하는 지 재산권 0.358건(등록  출원)으로 집계

연도 2003 2004 2005 2006 계 평균

연구비(억원) 105.7 107.8 129.5 90.5 608.8 108.38

표 3.6. 해양과학기술분야 연도별 투입연구비 황

 

※ 주: 1) 2006년도 단계종료과제 제외

       2)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06년도 종료 상 51개 과제  황해환경조사사업 1개 

과제 사업연장으로 황에서 제외, 기존에 반 되었던 황해환경조사사업의 ’06년도 

발생 성과는 2006년도 단계종료과제 성과에 반 함

  자료: 국토해양부, 「2007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성과」

연 도 2003 2004 2005 2006 평균

총 편수(편)

국내
SCI 2 8 8 1 4.75

기타 94 65 88 35 70.50

국외
SCI 14 29 14 15 18.00

기타 3 8 8 3 5.50

계 113 110 118 54 98.75

연구비 억원당 

(편/억원)

국내
SCI 0.019 0.074 0.062 0.011 0.042

기타 0.889 0.603 0.680 0.387 0.640

국외
SCI 0.133 0.269 0.3108 0.166 0.169

기타 0.028 0.074 0.062 0.033 0.049

계 1.069 1.020 0.912 0.597 0.900

표 3.7. 해양과학기술분야 논문 성과

※ 자료: 국토해양부, 「2007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성과」

2) 국토해양부, 「2007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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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3 2004 2005 2006 평균

특허

총건수

(건)

국내
출원 25 16 14 5 15.00 

등록 27 16 15 13 17.75 

국외
출원 1 1 0.50 

등록 1 2 0.75 

계

출원 25 17 15 5 15.50 

등록 28 18 15 13 18.50 

합계 53 35 30 18 34.00 

연구비 억원당

(건/억원)

국내
출원 0.237 0.148 0.108 0.055 0.137 

등록 0.255 0.148 0.116 0.144 0.166 

국외
출원 0.009 0.008 0.004 

등록 0.010 0.019 0.007 

계

출원 0.237 0.157 0.116 0.005 0.141 

등록 0.265 0.167 0.116 0.144 0.173 

합계 0.502 0.324 0.232 0.149 0.314 

실용신안

총건수

(건)

등록 2 1 6 1 2.50 

출원 2 5 3 2.50 

합계 2 3 11 4 5.00 

연구비 억원당

(건/억원)

등록 0.019 0.009 0.046 0.011 0.021 

출원 0.019 0.039 0.033 0.023 

합계 0.019 0.028 0.085 0.044 0.044 

저작권

총건수(건)

등록 1 0.25 

출원

합계 1 0.25 

연구비 억원당

(건/억원)

등록 0.009 0.002 

출원

합계 0.002 

총계
총건수(건) 55 38 41 22 39.00 

연구비 억원당(건/억원) 0.521 0.352 0.317 0.193 0.358 

표 3.8. 해양과학기술분야 특허, 지 재산권 황

※ 자료: 해양수산부, 「2007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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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간  과학기술  편익

○ K-GEOTRACES사업에 따른 간  과학기술  편익의 경우도 그 가치를 화폐  단

로 쉽게 산정되기 어려운 문제 이 있음

○ 간  과학기술  편익은 크게 타 과학기술분야에 한 효과와 인력양성 효과, 

련 산업(사업)연  효과, 그리고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 상 제

고와 연구능력 증진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

○ 간  과학기술  편익을 화폐가치로 산정할 경우에는 직  과학기술  편익의 

산정작업에서보다 편익의 산정결과간의 편차가 더욱 커져 화폐가치로의 산정보다는 

사업수행 결과로 연구보고서, 정책조언, 기술지원, 로그램 등의 성과를 산출하

여 과학기술  성과지표의 향상정도로 나타내거나 해당사업에 하여 이루고자 하

는 목표치를 통하여 간  과학기술  편익으로 활용

가. 방송  신문홍보 효과

○ K-GEOTRACES 연구를 활용하여 산출된 연구결과는 방송홍보와 신문홍보를 통

하여 해양과학연구 인지도 확산  증 를 가져오고, 이는 범국민 랜드 제

고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방송홍보  신문홍보 효과를 고단가기

으로 경제  효과를 산출

○ 랜드 제고성과는 방송  신문의 노출빈도  노출 시간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

게 국가 랜드를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방송  신문분량에 고단가를 곱하여 홍

보 경제  성과로 간주

※ 주: 1. 방송시간은 방송 주제  내용을 고려하여 추정하 으며, 신문기사 크기는 A4 

사이즈 분량을 20단 칼럼으로 추정하여 계산함

      2. 방송 고단가는 한국방송 고공사 홈페이지의 발표내용으로 참조하고, 지상  

로그램 고요 (30 )을 기 으로 설정하여 SA  10,753,000원, A  

7,102,000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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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 고단가는 기타면 고단가를 기 으로 설정하고 앙일간지는 

500,000원 기 , 지역일간지는 70,000원 기

○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양과학연구선을 활용한 방송  신문 홍보 실 은 평균 으

로 연간 8.8건(방송 1.8건/신문 7건)으로 방송이 20%, 신문이 80%를 차지

○ 기존 온 리호를 활용한 해양과학지식을 MBC, KBS, SBS 방송 등 지상 로그

램에 소개되어 국민 해양과학기술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 실 은 연 평균 1.8건

(약 10분)으로 산출되어 홍보 효과를 고단가기 으로 산출한 결과 약 2억 3,657

만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기

○ 반면에, K-GEOTRACES사업을 활용한 국민 해양과학기술 이해 고양에 기여할 

실 은 사업 추진  보다는 우수할 것으로 상되어 총 5년간 약 2건에 총 24

분3)의 방송실 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약 4억 7,233만원정도의 경제  

효과를 기   

○ 한, 기존 온 리호를 활용한 해양과학지식을 주요 앙  지역일간지 등 신문

기사에 소개되어 국민 해양과학기술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 실 은 연 평균 7건

( 앙일간지 6건, 지역일간지 1건)으로 산출되어 홍보 효과를 고단가기 으로 

산출한 결과 약 307만원 정도의 경제  효과 상

○ 반면에, K-GEOTRACES사업을 활용하여 주요 앙  지역일간지를 통한 국민 

해양과학기술 이해 고양에 기여할 실 도 사업 추진  보다는 우수할 것으로 

상되어 총 5년간 약 10건( 앙일간지 8건, 지역일간지 2건)으로 가정해 본다면 약 

414만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상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총 횟수(건)

방 송 1 0 1 2 5 1.80 

신 문 1 4 11 7 12 7.00 

계 2 4 12 9 17 8.80 

표 3.9. 해양(연) 보유 온 리호의 방송  신문 홍보 성과

3) MBC, KBS, SBS사의 녁 골든타임(SA ) 18분(=3분×3개사×2건)과 아침 or 심야타임(A ) 6분(=1분×3개사×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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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해양(연) 보유 온 리호의 5년간(2003~2007) 방송  신문 홍보 비율

나. 연구성과의 활용  교육, 연구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확  효과 

○ 먼  연구성과의 활용  연구 효과는 해양분야 연구의 발 이 타 연구분야

의 발 에 미치는 효과로서, 해양과학분야와 련된 지구환경, 기후변화 등의 분

야에 한 효과의 정량화는 련분야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  성과지표

의 향상정도  성과 목표치로 평가

○ 해양과학기술 연구인력 양성  연구능력 증진,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확  효

과는 연구 시설 확충 시 수반되는 편익으로서, 동일하게 성과지표의 향상정도  

성과 목표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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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K-GEOTRACES사업의 간  과학기술  편익 연구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평가기준 성과지표
종료

성과현황

연구성과의 활용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환경적 
편익증대

TEIs 분석기술 
표준화 연구

보고서 작성 및
정책 제안, 활용 실적

 ▪ 보고서      5건
 ▪ 정책제안   2건
 ▪ 기술수준 (‘15)
 - 선진국대비  60%

동해 심층수 
물질순환 연구

보고서 작성 및
정책 제안, 활용 실적

 ▪ 보고서     5건
 ▪ 정책제안   3건
 ▪ 기술수준 (‘15)
 - 선진국대비  75%

한·중·일 
공동관심해역 대상 

연구
(Marginal Sea 

Research)

보고서 작성 및
정책 제안, 활용 실적

 ▪ 보고서      5건
 ▪ 정책제안   2 건
 ▪ 기술수준 (‘15)
 - 선진국대비  65%

해양과학기술
연구인력

양성

다학제적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배출 실적

 ▪ 석박사과정 프로그램 15명
 ▪  학연현장실습  

프로그램  65명

해양과학연구 
대중인지도 확대

방송․주요 일간지를 
통한 범국민 
브랜드 제고

MBC, KBS, SBS 
․주요일간지․잡지 등에 
홍보확산을 통한 성과

 ▪ 방송     2건
 ▪ 신문    10건

(중앙   8건, 지방   2건)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 

확대

산․학․연간 연구 
활동

공동연구 과제수
▪ 공동과제  8건( 50억원)
 ▪ 상담자문활동    20건

국제공동연구
활동

공동연구 과제수
 ▪ 국제공동연구   5건
 ▪ 국제협력활동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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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산업연 분석

가. 산업연 분석의 개요

○ 본 장의 목 은 K-GEOTRACES 부문의 국민경제  역할을 분석하기 해 용하

는 연구방법론인 산업연 분석에 해 설명하면서 각종 효과를 구하여 계량

인 수치로 도출하는 것이며, 특히 경제  효과로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

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에 을 맞춤

○ 이를 해서는 K-GEOTRACES 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을 미시 으로 

악하면서도 거시 인 상호 계도 찰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 분

석(inter-industry analysis)을 용함

○ 산업연 분석 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란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

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 계를 수량 으로 악하는 분석방법으로 국민경제 

체를 포 하면서 체와 부분을 유기 으로 결합함

○ 따라서 산업연 분석은 거시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연 계까

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 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리함

○ K-GEOTRACES 부문의 경제  효과와 타 부문과의 비교를 시도할 뿐만 아니

라 K-GEOTRACES 부문의 총산출 변동에 을 맞추어 K-GEOTRACES 부문을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한 분석도 수행함

○ 산업연 분석에서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외생 인 힘이 될 

변수를 밖으로 내어주어 그 변수가 내생 인 경제부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수

가 있는데 이를 외생화라고 하며, 외생화 기법을 용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

의 산출물이 미치는 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음

○ [그림 3.12]과 같이 K-GEOTRACES 부문은 국민경제의 기 산업부문으로서 생산활

동을 해서는 여러 부문의 산출활동, 즉 다른 부문의 산출물을 간재로 수요하므

로, K-GEOTRACES 부문의 생산활동은 타 산업의 생산활동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침

○ 특히, K-GEOTRACES사업은 직 으로 우리나라 지화학분석 분야에서의 생산활동 

수 의 변화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련 기자재  부품, 그리고 국제공동연구 

로그램 등과 련 있는 후방산업들의 생산활동에도 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효

과는 수요유도형(demand-driven) 산업연 분석으로부터 악하고,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심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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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제반 효과에 한 분석모형을 소개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GEOTRACES
부문

구매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GEOTRACES
부문

구매

그림 3.12. K-GEOTRACES 부문의 타 산업 견인

나. 산업연 분석의 역사

○ 산업연 분석은 미국의 온티에 (Wassily W. Leontief)에 의하여 1936년 최 로 

고안되었는데, 온티에 는 추상 인 이론모형에 머물러 있던 왈라스의 일반균형

이론을 경험 인 경제사실과 결합하기 한 실증  연구로서 산업연 분석을 시도

하 음(Miller and Blair, 1985)

○ 산업연 분석을 해서는 산업연 표가 필요한데, 산업연 표란 일정기간  국가 

경제 내에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 인 통계표로, 우리나라의 산업연 표 작성은 

1958년 당시의 부흥부 산업개발 원회가 1957년과 1958년의 산업연 표를 작성하

면서부터 비롯되었음(한국은행, 1987). 

○ 그러나, 비교  체계 인 형식과 내용을 갖춘 실질 인 산업연 표 작성은 한국은

행에서 1960년 산업연 표를 작성하면서부터로, 이 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

획 수립을 한 기 자료로 이용하기 해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62년에 착수하여 

약 1년 반의 작업을 거쳐 완성 발표되었음

○ 그 후 경제규모의 확 와 경제발 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더욱 정확히 악하

고 경제개발계획수립의 기 자료  제반 경제정책 입안자료로 이용하기 하여 

1963년부터 1995년까지 매 5년마다 실측표를 그리고 1968년부터 1998년까지 1년에

서 5년 간격으로 연장표를 작성하여 한국경제에 한 다각 인 분석을 시도해 왔

으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2009년에 발표된 2006년도 산업연 표임

○ 산업연 분석은 비록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에 의한 단순한 분석수단임에

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 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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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산업연 분석은 국민경제 체를 포 하면서 체와 부분을 유기 으로 결

합하고 있으며, 재화의 산업간 순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 인 경제구조

를 분석하는데 유리

   - 둘째, 거시  미시분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 투자, 수출 등의 변화에 

따른 부문별 생산, 고용, 수입 등에 한 분석을 포함하여 경제계획의 수립  

측 는 산업구조정책의 방향설정 등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

   - 셋째, 산업연 분석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부문의 생산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실시에 따른 생산, 

고용, 수입, 물가 등에 미치는 효과 측정에 유리하여, 특정산업부문의 수요, 

공 , 는 가격의 변화가 타 산업 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할 

수 있어 유용

   - 넷째, 임 , 이윤 등 부가가치 변동에 따른 산업부문별 가격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특정 부문의 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 측정을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음

다. 산업연 표의 구조

1) 개방모형과 폐쇄모형

○ 산업연 표는 그 구조에 따라 폐쇄모형(closed model)과 개방모형(open model)으

로 구분할 수 있음

   - 폐쇄모형은 개방모형에서 외생부문으로 취 하는 부문을 내생부문인 산업으로 간

주하여 모든 부문을 생산부문으로 만들고 있으므로, 이 체계에서는 특정해가 존

재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 수 있음

   - 개방모형은 재화와 용역의 배분을 간수요와 최종수요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투

입 면에서는 생산을 한 원재료 등 간투입과, 노동 등의 원  투입으로 나

어 기록하여 최종수요부문과 원  투입부문을 개방부문(open sector)으로 취

한 것으로, 주로 개방모형이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도 개방모형을 다룸

2) 우리나라의 산업연 표

○ 우리나라 산업연 표의 간단한 형태를 살펴보면 [표 3.11]과 같음

   - 산업연 표를 종으로 보면 어떤 산업이 생산활동을 해 간재로서 다른 산업에

서 생산된 산출물을 얼마나 구입하 는가를 나타내 주는 간투입 부문과, 생산

된 생산요소가 아닌 원  생산요소에 하여 얼마나 지불했는가를 보여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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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부문으로 구분됨

   - 산업연 표를 횡으로 보면, 어떤 산업의 생산물이 타 산업의 간재로 얼마나 

매되었으며, 최종재로서 최종수요 부문에 얼마나 매되었는가를 알 수 있음

3) 생산자 가격과 구매자 가격

○ 산업연 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가격은 생산자 가격과 구매자 가격이 

있음

   - 생산자 가격은 수송비  유통마진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서, 생산지에서의 생

산자 출하가격을 의미하므로, 생산자 가격 체계에서는 제품수취의 가로서 생산

자가 수령하는 가격으로 평가되어 각 산업이 투입물을 구매할 때 그 재화를 구입

하는 데 지불한 액과 그 재화를 생산한 부문에서 실제 수령한 액과의 차이, 

즉 수송비용과 유통마진은 모두 유통과 운수부문에 지불하는 것으로 처리됨

       산출

 투입      

내생 부문 외생 부문

총

수요계

수입

(-)

산출

액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간

수요계

민간

소비

정부

소비
투자 수출

최종

수요계

내생

부문

1차 산업 0.7 6.2 0.1 7.0 2.8 - -0.7 0.4 2.5 9.6 1.8 7.8

2차 산업 1.3 25.5 9.4 36.2 11.8 - 4.8 9.2 25.8 62.0 13.5 48.5

3차 산업 0.3 5.4 7.6 13.3 10.2 4.4 7.5 2.8 24.9 38.2 0.9 37.3

간투입계 2.3 37.1 17.1 56.5 24.8 4.4 11.6 12.4 53.2 109.8 16.2 93.6

외생

부문

피용자보수 0.8 4.7 9.8 15.2

업잉여 4.4 2.9 8.2 15.5

자본소모

충당
0.2 1.4 1.4 3.0

순 간 세 0.03 2.4 0.9 3.4

부가가치계 5.4 11.4 20.3 37.1

총 투입액 7.8 48.5 37.7 93.6

표 3.11. 우리나라 산업연 표의 간단한 형태

   - 구매자 가격은 구매자가 구입하는 시 의 가격으로서 여기에는 수송비용과 유통

마진이 포함되므로, 산출물의 매에 있어서 실제 수령한 액을 과하는 수송

비용과 유통마진은 유통․운수부문으로부터의 서비스 구매형태로 취 함

○ 생산자 가격을 이용할 경우 부문에 따라 상이한 유통마진율이 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효과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산업상호간의 물량  

의존 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구매자 가격을 사용하는 것보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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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 가격을 사용할 경우 재화와 용역의 실제 거래 계를 그 로 반 하고 있어 

보다 실 이기는 하나, 산업연 분석이 생산기술, 특히 투입계수의 안정성을 시

하므로 생산자 가격에 의한 분석이 바람직하며, 본 연구에서도 생산자 가격표에 근

거하여 분석을 수행함

4) 경쟁수입형과 비경쟁수입형 산업연 표

○ 경쟁수입형(competitive imports) 산업연 표의 경우 수입품은 국내산업의 생산물과 

비슷하고, 구매자에게 무차별하므로 국내 생산품과 동일하게 취 하는 비경쟁수입

형(non-competitive imports)은 그 지 않음

○ 경쟁수입형은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에 있어서 출되는 수입액을 

악할 수 없는 단 이 있는 반면에 비경쟁수입형은 수입품 소비구조가 반 되므

로 산업부문별 수입유발효과를 계측할 수 있게 하는 이 이 있지만, 국산품과 수입

품의 구입비율이 해외시장이나 국내사정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수입품에 한 투

입계수가 안정 이지 못하다는 약 이 있음

○ 따라서 종합 인 경제 측이나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보다 안정 인 투입구조를 반

하는 경쟁수입형이 하며, 본 연구에서도 경쟁수입형을 사용함

라. 기본모형

○ 산업연 분석 모형은 산출량 결정에 해 선형인 부문간 모형으로 한 부문의 생산

수  변화가 다른 부문의 생산물에 한 연속 인 수요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를 

나타내고 있음

○ 이 모형은 투입요소의 매와 구매사이의 연 계에 강조를 둔 일반균형모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반 인 경제  향을 분석하고 측하는 데 유용한 방법

으로 인식되어 왔다

○ 개의 산업이 경제 내에 존재한다고 할 때, 생산된 재화들은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도 하고 다른 산업에 간재로 사용되기도 하며, 간재를 로 나타내고 아래에 첨

자를 붙여서  라고 표기하면 이는 부문에서 부문으로 투입되는 간재의 양을 

의미

○ 산업연 표를 행(行)으로 보면 산업의 간수요(), 최종수요(), 수입()  총 

산출()이 기록되는데 이는 부문의 산출구조를 보여주며, 이러한 산출구조에 

한 계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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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여기서, 는 부문에 사용되는 재의 투입량의 몫(  )이며, 이를 투입계

수(input coefficient) 는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라고 함

   - 이 비율은 부문에서 한 단 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해 투입된 산업의 산출물

을 의미하며, 투입과 산출간의 계를 보여 으로써 각 부문별 기술구조 는 생

산 계를 나타냄 

   - 식 (1)은 특정부문의 총생산이 경제 내 모든 부문의 한 단  생산을 해 투입되

는 번째 부문의 생산액과 소비지출, 수출, 투자, 정부지출에 의한 최종 용도에 

수요되는 양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

○ 식 (1)과 달리 산업연 표에서 j라는 산업을 열(列)로 보면 간투입(), 부가가치

(), 총 투입()이 기록되는데 이는 부문의 투입구조를 보여주며 식 (2)로 표 됨

 
 



 
 



 (2)

   - 여기서, 는 행벡터로 구성된 간투입을 총 투입으로 나  것이며(  ), 

이를 산출계수(output coefficient)라고 함

   - 식 (2)는 어떤 부문의 총 생산은 그 부문이 경제 내 모든 부문과 수입부문으로부

터 구매한 액에 이 부문의 원  투입요소 는 부가가치(즉, 임 , 이윤, 세

 등)에 한 모든 수익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

○ 개의 산업이 존재하는 경제의 산업연 표의 기본 구조는 [표 3.12]와 같음

구  분
간수요

( 간재)
최종수요 수입 총산출

간투입

( 간재)

  ⋯ 
  ⋯ 
⋮ ⋮ ⋱ ⋮
 ⋯



⋮




⋮




⋮


부가가치 ⋯

총 투 입  ⋯

표 3.12. 산업연 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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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을  산업에 해 축약된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식 (3)이 됨

 

 ′  ′            (3)

   - 여기서,  는 로 이루어진 ×행렬 

   - 는 로 이루어진 ×행렬 

   - 은 1을 원소로 하는 ×행렬

   - ′ 은 치한 것(transpose)을 의미

   - 는 ×으로 이루어진 투입계수 행렬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들이 성립















⋮


,  











  ⋯ 
  ⋯ 
⋮ ⋮ ⋱ ⋮
 ⋯

, 













⋮


, 













⋮


○ 이 때, 투입계수행렬의 정의에 따라  이 성립하며, 한 은 행벡터인 

의 원소를 각행렬로 나타낸 것으로  ′ 이고, 식 (3)을 정리하여 다시 쓰면 

다음 식이 됨

             

                                (4)

   - 여기서, 는 차원 단 행렬

마. 산업연 표 통합

○ 가장 최근인 2009년에 발표된 2006년도 산업연 표는 403부문으로 세 하게 구분

되어 있지만, K-GEOTRACES 부문에 한 경제분석에 있어 이 게 많은 부문을 사

용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우며, 통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석  분석결과의 제시가 

어려워지므로, 한 부문간 통합에 근거한 분석을 함으로써 본 연구의 경제  함

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산업연 표에서 부문간 통합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표 3.13]의 3부문 산업연 표를 2부문으로 통합하면 [표 3.14]가 되며, 여기

서 1부문이 새로운 1부문으로, 2부문과 3부문이 합쳐져 새로운 2부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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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의 간재와 최종수요 그리고 총생산의 통합되는 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식과 

같은데, 는 통합 후의 결과를 의미하는 상첨자


   


   


   


     


  


 

부문 1 2 3 최종수요 총생산

1     

2     

3     

표 3.13. 통합  3부문의 산업연 표

부문 1 2 최종수요 총생산

1 
 

  

2 
 

 
 



표 3.14. 통합 후 2부문의 산업연 표

 

○ 앞의 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의 과정은 매우 번거로우며 실제로 통합하여야 할 

행렬이 커지면, 통합행렬을 구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계산상의 오류를 범하기가 쉽

지만, 통합행렬 를 이용하면 통합은 쉽게 이루어짐

   - 통합행렬 는 1과 0으로 구성된 행렬로서, ×차원으로 구성된 행렬 는 곧 

부문의 ×행렬을 부문의 ×행렬로 만듦

   - 우선 산업연 표를 열로 보고, 이 열로 본 산업연 표를 새로운 산업연 표로 재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를 들어 ×의 통합행렬을 구성하여, 3개의 부문을 2개 부문으로 통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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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문과 3부문을 묶어 통합행렬의 두 번째 부문으로 만들려면, 통합행렬 는 다

음과 같이 구성됨

 


 


  

  

○ 통합 에 ×의 간수요 행렬을 로 정의하고, 통합 후 ×의 간재 행렬을 

Z
*로 정의하면, 총 산출액은 간재와 최종수요의 합이 되므로 다음 식이 성립

  ′

   - 새로운 산업연 표를 구하려면 다음 식을 이용하면 된다. 

 


 


  

  


















 




 
 

  ′

 


  

  











  
  
  










 
 
 




 


  

     
   

   -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통합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산업연 표를 구성하고 이로

부터 투입계수표를 산출하여 각종 경제  분석을 수행

바. 수요유도형 산업연 분석 모형

1) 수요유도형 모형의 개요

○ 식 (4)를 특별히 수요유도형(demand-driven model)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식 

(4)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를 충족하기 해 필요로 하는 산출량( )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음

○ 이러한 유발효과를 찰하기 해서는 먼  K-GEOTRACES 부문의 특성에 맞는 

생산유발계수표를 선택해야 하는데, K-GEOTRACES 부문의 산출물은 특성상 수입

할 수 있지만 수입 부문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의 효과가 우

선 인 심 상이므로 국내수요가 미치는 향만을 찰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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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엄 한 의미에서, K-GEOTRACES 부문 부문이 경제에 유발시키는 효과를 계

측하기 해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한 비경쟁수입형표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

○ 따라서 비경쟁형수입형표에서 도출되는 형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

석하는데,  는 비경쟁형수입형표를 통해 재구성한 투입계수를 의미하며, 국내

(domestic)를 나타내는 d 를 편의상 이후엔 생략하여, 식 (4)를 비경쟁형수입형의 

수요유도형 모형으로 재구성하면 식 (5)가 도출됨

                                       (5)

2) 생산유발효과

○ 식 (5)를 변동모형(variability model)으로 바꾸면 식 (6)이 됨

                                 (6)

   - 여기서 는 변화량을 나타내고, 특히  를 온티에  역행렬(Leontief 

inverse) 는 투입역행렬(Leontief or input inverse matrix)이라 하며, 각 원소는 

  로 부문 최종수요 한 단  증가로 인해 직․간 으로 소요되는 

부문 산출의 총 변화량을 의미하는 총 상호의존계수를 나타냄

○ 투입산출분석은 산업의 투입과 산출을 K-GEOTRACES 부문에 한 간수요  

최종수요와 상호 연 지을 수 있으므로 K-GEOTRACES 부문에 한 수요를 분석

하는 데 유용하며, 식 (6)을 통해 최종수요가 변화하는 경우( ), 이를 충족할 산

출량( )을 계산할 수 있음

○ 경제에서 K-GEOTRACES 부문 부문의 최종수요액(총 산출액) 변화는 곧 그 경제 

모형에 외생 인 힘으로 작용하여 여타 산업에 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통상 인 

산업연 분석을 이용할 경우 K-GEOTRACES 부문은 내생변수로서 작용하여 다른 

부문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정확히 악될 수 없음

○ 한 다른 부문의 산출에 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가 구체화된 K-GEOTRACES 부

문의 산출이므로, K-GEOTRACES 부문이 여타 부문에 미치는 향만을 보이고 

K-GEOTRACES 부문 산출에 의한 효과를 계산하기 해서는 외생화 작업을 

거쳐야 함

○ 이러한 외생화 방법을 쓰게 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이 미치는 향과 

그 산출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외생화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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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로 표시하고 K-GEOTRACES 부문을 편의상 로 표기하기로 함

○ 경제를 3개 부문의 단순경제로 보았을 때, 외생화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음

     

     

     

    (7)











  
  
  


























  
  
 














 (8)

   - 식 (8)에서 부분행렬(Partitioned matrix)의 역행렬을 취하면 식 (9)가 도출

 


























  
  
  











  
  
 














  (9)

 

   - 이 에 우리가 외생화 작업을 하기 해서는 식 (7)에서 세 번째 식을 없애는 작

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식 (9) 행렬을 통해 살펴보면 결과 으로 식 (10)이 됨




 









 


 

 




 


  

  


















 


 

 




 


 

 

                (10)

   - 즉, 식 (10)을 행렬식으로 다시 표기하면 식 (11)이 됨

   
              (11)

○ 이  투입계수는 늘 일정하여 산출물계수도 일정하므로 식 (11)을 변동률 식으로 

표시하면 식 (12)가 도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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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으로 일반화시키면서 다른 부문의 최종수요는 변동이 없고 오직 

K-GEOTRACES 부문의 산출량만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식 (12)를 식 (13)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음

  
  (13)

   - 여기서,  는 K-GEOTRACES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산출량으로서 

K-GEOTRACES 부문의 산출에 향을 받은 타 부문의 산출 증감량을 나타냄

   -   는 투입계수행렬에서 K-GEOTRACES 부문이 포함된 열과 행을 제외시

켜 작성한 온티에  역행렬을 나타냄

   - 
 는 투입계수행렬 에서 K-GEOTRACES 부문을 나타내는 열벡터 에서 

K-GEOTRACES 부문 원소를 제외한 열벡터

   - 는 K-GEOTRACES 부문의 산출액을 나타낸다.

○ 식 (13)은 K-GEOTRACES 부문의 산출이 경제 내 다른 부문의 산출에 미치는 직․

간 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K-GEOTRACES 부문에 한 투자는 자체로서의 산출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 효과를 통해 타 산업 부문의 생산을 유발시켜 결

과 으로 체 산업의 생산을 진하므로, 식 (13)으로부터 K-GEOTRACES 부문의 

총 산출 는 총 투자로 인한 효과를 구할 수 있음

3) 부가가치 유발효과

○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

로 결과 으로 최종수요의 발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연 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기능 인 계도 악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계는 식 (14)로 요약됨




   (14)

   - 이 때  는 부가가치계수의 각행렬을 의미하며 부가가치계수행렬은 산출물 1

단 의 변동시 부가가치의 변동량을 나타냄

○ 식 (14)를 변동모형으로 바꾸면 식 (15)가 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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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때 
을 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이라 부르며, 생산물에 한 최종수요 

한 단  발생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

○ 생산유발효과의 경우와 동일하게 K-GEOTRACES 부문의 산출액으로만 유발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찰하기 해서는 K-GEOTRACES 부문을 외생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 (15)를 외생화하면 식 (16)이 됨

 


  
   (16)

   -  는 K-GEOTRACES 부문 외 다른 부문들의 부가가치로 이루어진 행렬

   -  는 총산출 행렬에서 K-GEOTRACES 부문을 제외한 행벡터로서 식 (13)에서 

유도된 것

   - 
 는 부가가치계수의 각행렬에서 K-GEOTRACES 부문 부문의 행과 열을 제

외시키고 남은 행렬을 의미

4) 취업유발효과

○ 일반 으로 최종수요가 생산을 유발시키고 생산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시키므로,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최종수요가 유발시키는 취업효과를 의미하

는 취업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음

○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켜 분석하려면 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 로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해야 하는데, 취업계수( )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

된 노동량( )을 총산출액( )으로 나  계수(  )로서 한 단 의 생산에 직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

○ 이 경우 노동량은 취업자와 피용자(피용자뿐 아니라 자 업주와 무 가족종사자 포

함)의 두 가지로 나뉘어 악되므로 각각의 취업계수를 계측하게 되므로, 를 생

산하기 해서 요구되는 취업자수는 식 (17)로 표

                               (17)

   - 식 (17)에서  을 취업유발계수행렬이라 부르며, 은 취업계수행렬의 

각행렬

   - 취업유발계수는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  생산에 직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간 으로 필요한 노동량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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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유발효과처럼 K-GEOTRACES 부문의 산출액이 미치는 취업유발효과를 보기 

해서는 K-GEOTRACES 부문을 외생화시켜야 하며, K-GEOTRACES 부문을 외생

화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됨

    
   (18)

   -  는 K-GEOTRACES 부문을 제외한 각 부문별 취업인수

   - 

 는 취업계수 각행렬에서 K-GEOTRACES 부문 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

5) 산업간 연쇄효과

○ 산업간 연쇄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확산감응도(sensitivity of dispersion)

를 측정함으로써 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와 

확산력(power of dispersion)을 측정함으로써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를 나타내는 향력계수가 있음(Hirschman, 1958; Jones, 1976)

○ 감응도계수()는  부문의 최종수요를 모두 한 단 씩 증가시키기 해 번째 산업

이 생산해야 할 단 의  산업 평균치에 한 비율로 부문에 해 식 (19)로 정의됨

 





 




 









 












 






 





                        (19)

○ 향력계수()는  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에 한 산업별 생산유발계수의 비율

로 번째 산업에 해 식 (20)으로 정의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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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분석 결과

1) 분석의 구도

○ K-GEOTRACES 부문의 국민경제  역할과 련된 경제  효과는 [그림 3.13]

와 같이 직  효과와 간  효과의 합으로 구성되어야 함

○ 아울러 효과의 범주는 [그림 3.14]과 같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

업유발효과의 3가지를 분석

○ 직  효과란 1차 인 것으로 해당 부문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이 활성화되는 

효과이며, 간  효과는 2차 인 것으로 타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을 유발하

는 효과

○ [그림 3.15]는 K-GEOTRACES 부문의 경제  효과에 한 분석의 흐름을 나타

내고 있는데, 즉 K-GEOTRACES 활동으로 K-GEOTRACES 부문에 변화가 발생하

며 이 변화를 기본 투입요소로 하되, 2006년 산업연 표에 근거한 산업연 분석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구함

○ 아울러 각 경제  효과를 구하는 데 있어서 K-GEOTRACES 부문에 미치는 효

과와 K-GEOTRACES 부문 외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하여 계산한 후 취합

직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 총 효과

⇣ ⇣ ⇣
자기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

자기 부문 및 타 

부문에 미치는 총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그림 3.13. K-GEOTRACES 부문의 경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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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유발효과
생산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GEOTRACES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생산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GEOTRACES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림 3.14. K_GEOTRACES 부문의 후방측면 경제  효과

K-GEOTRACES 활동의 증가

K-GEOTRACE

S 부문 변화의 

추정

➡  
2006년 

산업연 표

＋

산업연

분석론

경제  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K-GEOTRACES 

부문

K-GEOTRACES 

부문을 제외한 

타 산업


K-GEOTRACES 부문의 경제  효과

그림 3.15. K-GEOTRACES 부문의 경제  효과 분석 흐름도

2) 산업연 표

○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작성된 2006년 산업연 표를 이용하되, 28부문 통합 분

류 방식에 근거하여 403 부문을 통합하 음

○ 여기에 K-GEOTRACES 부문을 추가하며 몇 가지 심 상 부문을 별도로 포함으

로써, [표 3.15]와 같이 총 28부문을 상으로 분석을 하며, K-GEOTRACES 부문은 

제28부문으로 처리하 고, 이 부문을 외생화하게 되면 결국 27개 부문을 다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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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번호 부문명

1 농림수산품

2 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  가죽제품

5 목재  종이제품

6 인쇄  복제

7 석유  석탄제품

8 화학제품

9 비 속 물제품

10 제1차 속제품

11 속제품

12 일반기계

13 기  자기기

14 정 기기

15 수송장비

16 기타제조업제품

17 력,가스 수도

18 건설

19 도소매

20 운수

21 통신  방송

22 융  보험

23 부동산  사업서비스

24 공공행정  국방

25 교육  보건

26 사회  기타서비스

27 기타

28* 미량원소

표 3.15. K-GEOTRACES 부문을 포함한 28부문 산업분류표

(28* : 28번째 산업인 미량원소로 분류된 방사성 동 원소는 해양 입자들의 특성  퇴 물의 연령 측정 

(Po, Pb, Th 동 원소), 수괴의 추 자 (Ra 동 원소), 지하수  염하구 로세스 추 자 (Ra, Rn 동 원

소), 유기탄소 export flux 추정 (Th 동 원소), 오염물질 (Pu, Cs, Sr 동 원소) 등의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

어 이들의 산업연 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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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결과

○ 모든 부문의 생산물에 한 수요가 각각 한 단 씩 발생할 때, 간재로 사용되는 

K-GEOTRACES 부문의 산출물 공 도 증가해야 하며, 이때 간재 산업으로서 

K-GEOTRACES 부문이 받는 향의 정도가 감응도계수임

   - 감응도계수로 악할 수 있는 방연쇄효과는 K-GEOTRACES 부문의 산출물을 

다른 산업생산의 원료로 악하는 것인데, 일반 으로 한 산업의 제품이 각 산업

부문에 간재로 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는 커짐

○ K-GEOTRACES 부문의 향력계수는 K-GEOTRACES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  

발생할 때 간재로 사용되는 타 산업부문에 미치는 향력을 의미

   - 향력계수로 악할 수 있는 후방연쇄효과는 K-GEOTRACES 부문의 산출물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산출물을 K-GEOTRACES 부문에서의 생산을 한 

원료로 악

   - 일반 으로 생산과정에서 여러 산업으로부터 간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일수록 

향력계수는 커짐

○ 감응도계수의 평균과 향력계수의 평균은 정확하게 1이므로 1보다 낮으면 평균보

다 낮으며, 1보다 크면 평균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 28개 부문에 해 감응도계수와 향력계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3.16]에 제시되어 

있는데, 각 산업별 감응도계수는 화학제품 부문이 1.8796으로 가장 크며, 부동산  

사업서비스와 제1차 속제품 부문이 각각 1.7593  1.6088으로 각각 2   3

를 차지하고, K-GEOTRACES 부문의 감응도계수는 1.1212로 8 를 차지함

  - 감응도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일반 인 경기가 활황일 때 K-GEOTRACES 부

문이 반 으로 산업성장에 자극받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K-GEOTRACES 부문도 다른 산업들처럼 경기변동에 향을 받는데 다른 산업에 

비해 그 정도가 큰 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수요  성격보다는 간수요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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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번호
부문명

감응도 계수

( 방연쇄효과)　

향력 계수

(후방연쇄효과)　

값 순 값 순

1 농림수산품 1.0151 13 0.9598 17

2 산품 0.6142 26 0.9242 18

3 음식료품 1.0855 11 1.1349 5

4 섬유  가죽제품 0.8554 18 1.1086 8

5 목재  종이제품 1.0901 10 1.0998 10

6 인쇄  복제 0.7060 22 1.1110 7

7 석유  석탄제품 1.2913 5 0.6157 28

8 화학제품 1.8796 1 1.1177 6

9 비 속 물제품 0.7705 21 1.0866 11

10 제1차 속제품 1.6088 3 1.1865 3

11 속제품 0.8913 17 0.9813 16

12 일반기계 0.7875 19 0.7735 26

13 기  자기기 0.9793 14 1.0042 14

14 정 기기 0.5460 28 0.7096 27

15 수송장비 0.9651 15 1.2954 2

16 기타제조업제품 0.6744 23 1.1743 4

17 력,가스 수도 1.0966 9 0.789 25

18 건설 0.6348 25 1.0588 12

19 도소매 1.2923 4 0.8960 20

20 운수 1.1722 7 0.8536 21

21 통신  방송 0.9434 16 1.0002 15

22 융  보험 1.2028 6 0.9039 19

23 부동산  사업서비스 1.7593 2 0.8375 23

24 공공행정  국방 0.5542 27 0.8323 24

25 교육  보건 0.6484 24 0.8495 22

26 사회  기타서비스 0.7773 20 1.0541 13

27 기타 1.0377 12 1.5359 1

28 K-GEOTRACES 1.1212 8 1.1063 9

표 3.16. 한국은행 분류 기  28개 산업의 감응도 계수와 향력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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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산업별 향력계수는 기타 부문이 1.5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송장비  

제1차 속제품 부문이 각각 1.2954  1.1865로 2   3 를 차지하 고, 

K-GEOTRACES 부문은 1.1063로 9 를 차지하여 K-GEOTRACES 부문의 향력계

수는 비교  큼을 알 수 있음

   - 향력계수가 크다는 것은 K-GEOTRACES 부문의 투자지출에 따른 경제  

효과, 즉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정도가 다른 부문보다 상 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K-GEOTRACES 부문은 원시산업  성격보다는 제조업  성격을 가지며, 

다시 말해, K-GEOTRACES 부문은 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가 크기에 간

수요  제조업형이라 할 수 있음4)

4) 후방 측면의 효과 분석 결과

○ K-GEOTRACES 부문에 해, 후방 측면의 효과인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

수, 취업유발계수를 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각각의 추정결과는 [표 3.17]

과 [그림 3.16], [표 3.18]과 [그림 3.17], [표 3.19]과 [그림 3.18]에 제시되어 있음

4) 후방연쇄효과의 크기에 따라 산업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후방연쇄효과가 모

두 높은 산업은 간수요  제조업형, 둘째, 방연쇄효과가 높고 후방연쇄효과가 낮은 산업은 간수요  

원시산업형, 셋째, 후방연쇄효과가 높고 방연쇄효과가 낮은 산업은 최종수요  제조업형, 마지막으로 

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낮은 산업은 최종수요  원시산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은행,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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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산업 구분
생산유발계수

(단  : 원)
순

1 농림수산품 1.8718 13 

2 산품 1.1325  26 

3 음식료품 2.0017  11 

4 섬유  가죽제품 1.5773  18 

5 목재  종이제품 2.0101  10 

6 인쇄  복제 1.3019  22 

7 석유  석탄제품 2.3811  5 

8 화학제품 3.4660  1 

9 비 속 물제품 1.4208  21 

10 제1차 속제품 2.9667  3 

11 속제품 1.6436  17 

12 일반기계 1.4522  19 

13 기  자기기 1.8059  14 

14 정 기기 1.0069  28 

15 수송장비 1.7796  15 

16 기타제조업제품 1.2435  23 

17 력,가스 수도 2.0221  9 

18 건설 1.1705  25 

19 도소매 2.3829  4 

20 운수 2.1616  7 

21 통신  방송 1.7397  16 

22 융  보험 2.2179  6 

23 부동산  사업서비스 3.2441  2 

24 공공행정  국방 1.0219  27 

25 교육  보건 1.1956  24 

26 사회  기타서비스 1.4333  20 

27 기타 1.9136  12 

28 K-GEOTRACES 2.0675  8 

표 3.17. K-GEOTRACES 부문을 포함한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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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산업 구분
부가가치 유발계수

(단  : 원)
순

1 농림수산품 1.0590 4 

2 산품 0.6537  13 

3 음식료품 0.5794  15 

4 섬유  가죽제품 0.4829  21 

5 목재  종이제품 0.5438  16 

6 인쇄  복제 0.5408  17 

7 석유  석탄제품 0.6127  14 

8 화학제품 0.7555  10 

9 비 속 물제품 0.4252  23 

10 제1차 속제품 0.5311  18 

11 속제품 0.4987  20 

12 일반기계 0.3984  24 

13 기  자기기 0.4475  22 

14 정 기기 0.2387  27 

15 수송장비 0.3879  25 

16 기타제조업제품 0.3579  26 

17 력,가스 수도 0.7869  9 

18 건설 0.5219  19 

19 도소매 1.4240  2 

20 운수 0.9196  5 

21 통신  방송 0.8247  7 

22 융  보험 1.3146  3 

23 부동산  사업서비스 2.1846  1 

24 공공행정  국방 0.7028  12 

25 교육  보건 0.8147  8 

26 사회  기타서비스 0.7157  11 

27 기타 0.0000  28 

28 K-GEOTRACES 0.8485  6 

표 3.18. K-GEOTRACES 부문을 포함한 각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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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산업 구분
취업유발계수

(단  : 명/10억원)
순

1 농림수산품 77.6395 3

2 산품 14.5617  8

3 음식료품 7.6049  17

4 섬유  가죽제품 11.9648  11

5 목재  종이제품 9.9990  13

6 인쇄  복제 12.4835  10

7 석유  석탄제품 0.4858  27

8 화학제품 7.8085  16

9 비 속 물제품 5.2654  21

10 제1차 속제품 3.3852  25

11 속제품 4.4299  23

12 일반기계 7.8978  15

13 기  자기기 6.5898  19

14 정 기기 273.3298  1

15 수송장비 4.9889  22

16 기타제조업제품 6.0537  20

17 력,가스 수도 3.9753  24

18 건설 10.6563  12

19 도소매 2.6733  26

20 운수 62.2361  4

21 통신  방송 6.6586  18

22 융  보험 12.8367  9

23 부동산  사업서비스 23.6965  6

24 공공행정  국방 9.7027  14

25 교육  보건 18.3984  7

26 사회  기타서비스 24.5435  5

27 기타 0.0000  28

28 K-GEOTRACES 81.5572  2

표 3.19. K-GEOTRACES 부문을 포함한 각 산업의 취업유발계수



- 87 -

1.0069 

1.0219 

1.1325 

1.1705 

1.1956 

1.2435 

1.3019 

1.4208 

1.4333 

1.4522 

1.5773 

1.6436 

1.7397 

1.7796 

1.8059 

1.8718 

1.9136 

2.0017 

2.0101 

2.0221 

2.0675 

2.1616 

2.2179 

2.3811 

2.3829 

2.9667 

3.2441 

3.4660 

정밀기기
공공행정 및 국방

광산품
건설

교육 및 보건
기타제조업제품

인쇄 및 복제
비금속광물제품

사회 및 기타서비스
일반기계

섬유 및 가죽제품
금속제품

통신 및 방송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농림수산품

기타
음식료품

목재 및 종이제품
전력,가스및수도

GEOTRACES
운수

금융 및 보험

석유 및 석탄제품
도소매

제1차금속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화학제품

그림 3.16. K_GEOTRACES 부문을 포함한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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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0.2387 

0.3579 
0.3879 
0.3984 
0.4252 
0.4475 

0.4829 
0.4987 
0 .5219 
0.5311 
0.5408 
0.5438 

0.5794 
0.6127 

0.6537 
0.7028 
0.7157 

0.7555 
0.7869 
0.8147 
0.8247 
0.8485 

0.9196 
1.0590 

1.3146 
1.4240 

2.1846 

기타

기타제조업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금속제품

제1차금속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공공행정 및 국방

화학제품

교육 및 보건

GEOTRACES

농림수산품

도소매

그림 3.17. K_GEOTRACES 부문을 포함한 각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0000 

0.4858 

2.6733 

3.3852 

3.9753 

4.4299 

4.9889 

5.2654 

6.0537 

6.5898 

6.6586 

7.6049 

7.8085 

7.8978 

9.7027 

9.9990 

10.6563 

11.9648 

12.4835 

12.8367 

14.5617 

18.3984 

23.6965 

24.5435 

62.2361 

77.6395 

81.5572 

273.3298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도소매
제1차금속제품

전력,가스및수도
금속제품
수송장비

비금속광물제품

기타제조업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통신 및 방송
음식료품
화학제품
일반기계

공공행정 및 국방
목재 및 종이제품

건설
섬유 및 가죽제품

인쇄 및 복제
금융 및 보험

광산품
교육 및 보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사회 및 기타서비스
운수

농림수산품

GEOTRACES
정밀기기

그림 3.18. K_GEOTRACES 부문을 포함한 각 산업의 취업유발계수



- 89 -

○ 타 산업과 비교할 때, K-GEOTRACES 부문의 후방측면 유발계수의 값은 비교  큰 

편으로,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28개 산업 에서 

8 , 6 , 2 임

   - 를 들어, K-GEOTRACES 부문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

수는 모두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값보다 크므로, K-GEOTRACES 부문에 보다 

극 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5) K-GEOTRACES 부문 1원 투자가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 한편 K-GEOTRACES 부문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보다 엄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요 분석 결과는 [표 3.20]

과 [그림 3.19], [그림 3.20], [그림 3.21]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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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명칭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값(원) 순 값(원) 순
값

(명/10억원) 
순

농림수산품 0.1347 2 0.0762 1 5.5870 1

산품 0.0009 25 0.0005 24 0.0119 24

음식료품 0.2531 1 0.0733 2 0.9617 2

섬유  가죽제품 0.0069 21 0.0021 20 0.0524 16

목재  종이제품 0.0162 15 0.0044 15 0.0807 11

인쇄  복제 0.0036 24 0.0015 22 0.0343 20

석유  석탄제품 0.0435 6 0.0112 9 0.0089 25

화학제품 0.0726 5 0.0158 6 0.1636 7

비 속 물제품 0.0069 20 0.0021 21 0.0256 22

제1차 속제품 0.0312 10 0.0056 14 0.0356 19

속제품 0.0197 13 0.0060 13 0.0532 15

일반기계 0.0085 17 0.0023 18 0.0461 17

기  자기기 0.0359 8 0.0089 11 0.1310 9

정 기기 0.0001 27 0.0000 26 0.0278 21

수송장비 0.0047 23 0.0010 23 0.0132 23

기타제조업제품 0.0076 19 0.0022 19 0.0369 18

력,가스 수도 0.0376 7 0.0146 7 0.0739 12

건설 0.0061 22 0.0027 17 0.0556 14

도소매 0.0852 4 0.0509 4 0.0956 10

운수 0.0304 11 0.0129 8 0.8745 3

통신  방송 0.0188 14 0.0089 10 0.0721 13

융  보험 0.0345 9 0.0205 5 0.1999 5

부동산  사업서비스 0.0997 3 0.0671 3 0.7281 4

공공행정  국방 0.0003 26 0.0002 25 0.0027 26

교육  보건 0.0110 16 0.0075 12 0.1689 6

사회  기타서비스 0.0081 18 0.0040 16 0.1382 8

기타 0.0228 12 0.0000 27 0.0000 27

합계 1.0007 0.4026  9.6794  　

표 3.20. K-GEOTRACES 부문의 1원 생산이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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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 

0.0003 

0.0009 

0.0036 

0.0047 

0.0061 

0.0069 

0.0069 

0.0076 

0.0081 

0.0085 

0.0110 

0.0162 

0.0188 

0.0197 

0.0228 

0.0304 

0.0312 

0.0345 

0.0359 

0.0376 

0.0435 

0.0726 

0.0852 

0.0997 

0.1347 

0.2531 

정밀기기

공공행정 및 국방

광산품

인쇄 및 복제

수송장비

건설

섬유 및 가죽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제조업제품

사회 및 기타서비스

일반기계

교육 및 보건

목재 및 종이제품

통신 및 방송

금속제품

기타제조업제품

운수

제1차금속제품

금융 및 보험

전기 및 전자기기

전력,가스및수도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도소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그림 3.19. K-GEOTRACES 부문 1원 생산의 타 산업 생산유발효과

0.0000 

0.0000 

0.0002 

0.0005 

0.0010 

0.0015 

0.0021 

0.0021 

0.0022 

0.0023 

0.0027 

0.0040 

0.0044 

0.0056 

0.0060 

0.0075 

0.0089 

0.0089 

0.0112 

0.0129 

0.0146 

0.0158 

0.0205 

0.0509 

0.0671 

0.0733 

0.0762 

기타제조업제품

정밀기기

공공행정 및 국방

광산품

수송장비

인쇄 및 복제

비금속광물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기타제조업제품

일반기계

건설

사회 및 기타서비스

목재 및 종이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교육 및 보건

전기 및 전자기기

통신 및 방송

석유 및 석탄제품

운수

전력,가스및수도

화학제품

금융 및 보험

도소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음식료품

농림수산품

그림 3.20. K-GEOTRACES 부문 1원 생산의 타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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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0.0027 

0.0089 

0.0119 

0.0132 

0.0256 

0.0278 

0.0343 

0.0356 

0.0369 

0.0461 

0.0524 

0.0532 

0.0556 

0.0721 

0.0739 

0.0807 

0.0956 

0.1310 

0.1382 

0.1636 

0.1689 

0.1999 

0.7281 

0.8745 

0.9617 

5.5870 

기타제조업제품

공공행정 및 국방

석유 및 석탄제품

광산품

수송장비

비금속광물제품

정밀기기

인쇄 및 복제

제1차금속제품

기타제조업제품

일반기계

섬유 및 가죽제품

금속제품

건설

통신 및 방송

전력,가스및수도

목재 및 종이제품

도소매

전기 및 전자기기

사회 및 기타서비스

화학제품

교육 및 보건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운수

음식료품

농림수산품

그림 3.21. K-GEOTRACES 부문 1원 생산의 타 산업 취업유발효과

○ K-GEOTRACES 부문의 1원 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을 1.0007원, 타 산업의 부가가

치를 0.4026원 만큼 유발하며, 10억원 투자는 타 산업의 취업을 9.6794명 만큼 유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반 으로 보면 K-GEOTRACES 부문의 생산은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부동산  사

업서비스 등과 같은 1차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고용을 많이 유발하며 제조업 

에서는 화학제품 부문에 한 효과가 큰 것으로 단됨

6) K-GEOTRACES 부문 1원 투자의 산업연 분석 결과

○ 한편, 산업연 효과의 분석결과는 [그림 3.22]에 요약되어 있는데, 5년간 115억원의 

K-GEOTRACES 투자로 인해 생산유발효과는 총 230.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93.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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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 ⇣ ⇣

생산
유발효과

➡
1.0000원

+
1.0007원

=
2.0007원

115.0억원 115.8억원 230.8억원

⇕ ⇕ ⇕

부가가치
유발효과

➡
0.4104원

+
0.4026원

=
0.8130원

47.2억원 46.3억원 93.5억원

⇕ ⇕ ⇕

취업
유발효과

➡
10억원당 
39.4473명

+
10억원당 9.6794명

=
10억원당 49.1267명

453.6명 113.3명 566.9명

그림 3.22. K-GEOTRACES 부문 투자의 경제  효과 종합화 결과

제6  경제  타당성 분석 종합

가. 경제  효과 분석 

○ 향후 5년간 총 연구비 115억이 투입되는 K-GEOTRACES사업의 상 경제  B/C 

분석은 할인율 5.5%와 물가상승률 3%를 용한 경우, 총 비용(Cost)이 97억원이 

소요될 정이며, 총 경제  편익(Benefit)은 562.1억원이 발생하여 순편익은 465.1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상되고 이에 따른 B/C비율은 5.79로 추정됨

○ 구체 인 향후 5년간 K-GEOTRACES사업에 따른 경제  효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① 과학기술  편익 

○ K-GEOTRACES사업의 혜택이 해양기 과학 발 의 기반 마련, 국가과학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상승 기여  국민의 자 심 고취 등의 비시장재화

(non-market)가치를 평가하기 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하여 평가한 결과, 매년 130.5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향

후 5년간 할인율 5.5%의 재가치로 환된 편익규모는 총 557.3억원의 편익을 

기  



- 94 -

② 방송․신문홍보 효과

○ K-GEOTRACES사업을 이용하여 산출된 연구결과는 방송  신문홍보를 통하여 

해양과학연구 인지도 확산  증 를 가져오고, 이는 국가 랜드 제고 효과

를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방송  신문홍보 효과를 통하여 상되는 방송 효

과는 약 4억 7,233만원, 신문 효과는 약 414만원의 경제  효과를 기  

구 분

편익(B)

비용

(C)

순편익

(B-C)

B/C

비율과학기술적 편익

CVM성과편익 방송·신문 홍보효과

합 계 557.3 4.8 97 465.1 5.79

표 3.21. K-GEOTRACES사업에 따른 경제  B/C분석 결과

 (단위 : 억원)

③ 산업연 분석

○ 한, K-GEOTRACES연구사업 추진은 직 으로 지화학 분석 분야, 국제공동

로그램의 생산활동 수 의 변화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련 기자재  부품, 

그리고 소재, 장비 등을 공 하는 후방산업들의 생산활동에도 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효과를 수요유도형(demand-driven) 산업연 분석으로부터 악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생산유발효과는 2.0007×115억원 = 230.8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0.8130×115억원 = 93.5억원

- 취업유발효과는 49.13명/10억원×115억원 = 566.9명

구 분

국민 경제적 산업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합 계 230.8 93.5 567명

표 3.22. K-GEOTRACES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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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성과분석 

○ K-GEOTRACES사업을 활용한 연구 성과확산 효과로서 사업성과로 발생하는 과

학  지식의 요성  과학  성과의 확산 범 와 한 논문, 특허  지 재

산권 등은 사업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 산출물은 K-GEOTRACES 연구사업에 115

억원이 투입될 경우, 약 25편(SCI  8편)의 연구논문 실 과 특허 출원은 8건, 등

록은 6건이 기

○ 한, 연구성과의 활용  해양과학분야와 련된 지구환경,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 

한 과학기술  성과지표의 향상정도  성과 목표치로 평가되고, 해양과학기술 

연구인력 양성  연구능력 증진,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확  효과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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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성과평가기준 성과지표
종료

성과현황

연구성과의 활용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환경적 
편익증대

TEIs 분석기술 
표준화 연구

보고서 작성 및
정책 제안, 활용 실적

 ▪ 보고서      5건
 ▪ 정책제안   2건
 ▪ 기술수준 (‘15)
 - 선진국대비  60%

동해 심층수 
물질순환 연구

보고서 작성 및
정책 제안, 활용 실적

 ▪ 보고서     5건
 ▪ 정책제안   3건
 ▪ 기술수준 (‘15)
 - 선진국대비  75%

한·중·일 
공동관심해역 대상 

연구
(Marginal Sea 

Research)

보고서 작성 및
정책 제안, 활용 실적

 ▪ 보고서      5건
 ▪ 정책제안   2 건
 ▪ 기술수준 (‘15)
 - 선진국대비  65%

해양과학기술
연구인력

양성

다학제적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배출 실적

 ▪ 석박사과정 프로그램 15명
 ▪  학연현장실습  

프로그램  65명

해양과학연구 
대중인지도 확대

방송․주요 일간지를 
통한 범국민 
브랜드 제고

MBC, KBS, SBS 
․주요일간지․잡지 등에 
홍보확산을 통한 성과

 ▪ 방송     2건
 ▪ 신문    10건

(중앙   8건, 지방   2건)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 

확대

산․학․연간 연구 
활동

공동연구 과제수
▪ 공동과제  8건( 50억원)
 ▪ 상담자문활동    20건

국제공동연구
활동

공동연구 과제수
 ▪ 국제공동연구   5건
 ▪ 국제협력활동    5건

표 3.23. K-GEOTRACES사업의 간  과학기술  편익 연구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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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K-GEOTRACES 분석

제1절 국내 연구 인프라 및 현황

제2절 K-GEO 도출 중점과제

제3절 단계별 연구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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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K-GEOTRACES 로그램

제1  국내 연구 인 라  연구 황 분석

1. 국내 문가 인 라 구축

○ (사)한국해양학회의 추천을 받아 국내 화학해양학  련 문가 143명을 

상으로 GEOTRACES에 한 참여 의사를 타진.

○ 143명에 한 의사 타진 결과 8%에 해당하는 12명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

으며 (그림 4.1.), 이들을 상으로 주요 연구 분야를 도출하고 각 분야 별 

워킹 그룹 (Working Group)을 구성함.

그림 4.1.  K-GEOTRACES Working Group 참여 의사 확인결과 도표.

국내 화학해양분야 문가 143명을 상으로 하 음 

○ 참여 의사를 밝힌 12명의 경우 학 소속 7명, 출연연구연 소속이 5명이

며 공별로 살펴보면 미량 속 공이 5명, 동 원소 공이 3명, 기타 4

명으로 구성됨.

○ 이러한 공별 분포를 토 로 GEOTRACES 사업의 성격에 맞게 연구 분

야별 워킹그룹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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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미량 속(trace metals) 분야 

    b) 안정/방사성 동 원소(Stable/Radioactive isotopes) 분야로 구분함.

○ 아울러 워킹그룹의 활동 내용을 주로 분석기술 표 화와 연 된 상호보정

(Intercalibration) 과정에 주안 을 두고 추진함

 - 미량 속 분야 : 3개 학, 1개 연구원 참여, 총 5명

 - 안정/방사성 동 원소 분야 : 2개 학, 1개 연구원 참여, 총 7명 

그림 4.2. K-GEOTRACES 기획 로그램의 주요 연구테마  워킹그룹 선정

○ 추후 기획과정을 통해 도출된 추가 인 과제의 워킹그룹 구성이 요구

됨; 를 들면, 심해역(Marginal Sea) 는 지역 로그램의 시  안 

는 심 련의 워킹그룹 구성이 필요함



- 101 -

2. 국내 연구 황 분석 결과

○ 지난 1990년 이후 재까지 미량 속 원소와 련된 국내 연구논문을 분

석함(표 4.1, 4.2과 그림 4.2 참조; 자료 source-ISI Web. of Knowledge).

○ SCI  논문으로는 총 16편이 있었으며, 해수보다는 퇴 물에서의 분석이 

상 으로 많았음. 상해역은 양은  없으며, 연안  하구역으로

서  청정 시료 채취(Clean Sampling System) 시스템이 없는 실을 고려

할 때 당연한 결과임.

○ 결과 으로 국내의 TEIs와 련된 연구는 한반도 부근 해역과 동 국해에 

국한되어 있으며 청정 시료 채취  표 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 임.

○ 일부 과학자에 의해 GEOTRACES 로그램에 연계된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으나

   - 서울  연구 이 비공식 으로 일본의 J-GEOTRACES 로그램과 연계

한 공동연구를 동해에서 제한 으로 수행

   - 서울  연구 이 미국 US-GEOTRACES의 일환으로 intercalibration에 

제한 으로 참여

   공식 인 활동은 지난 2008년 본 사업의 출발과 함께 GEOTRACES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의 K-GEOTRACES 시작을 알리는 공고가 있었음.

○ 아울러, 지난 7월에는 GEOTRACES의 요청에 의해 우리나라 활동 보고서

를 작성 제출하 음 : "2009 Korean Activities for GEOTRACES program"

○ 한 지난 2007년 ‘Pacific Basin 기획 워크샵’에 참석하여  한국에서 진행

되는 양연구 로그램을 소개하 으며, GEOTRACES 연구 로그램의 

국제 력연구 동향 악과 국내 련 연구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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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화학해양학계를 심으로 미량원소  동 원소 시료채집  분석 

방법에 한 국내, 국제 표 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체계 인 추

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료채취 지역 시료 종류 분석 항목 주안점 참고문헌 

 

1 

동해, 서해,  

남해 

해수, 퇴적물, 

생물시료  

(홍합) 

Cd, Cu,  

Pb, Zn 

수평적 분포와 다른 해양

환경과의 비교 

The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1998 

 

2 

 

서해 

 

퇴적물 

Al, Ti, V, Cr, 

Fe, Co, Ni, 

Zn, Cu, Mn

수평적 분포와 퇴적물 내 

광물성분, 유기탄소 함량 

등 지구화학적 인자와의 

연관성 

 

Continental Shelf 

Research, 1998

 

3 

동해, 서해, 

남해 

해수, 생물시료 

(불가사리,  

쌍각류 조개) 

Triphenyltin

Tributyltin 

해수 농도와 생물시료 내 

농도의 연관성 

(monitoring indicator) 

Environmental 

Pollution, 2005

 

 

4 

 

 

동해 

 

 

퇴적층 

Na, Mg, Al, 

Fe, K, Ca, Ti, 

Mn, Sr, Li, Sc, 

V, Cr, Co, Ni, 

Zn, Cu, Pb 

수평적 분포와 수심, 유기

탄소 함량, 광물조성 등 

지구화학적 인자와의  

관련 

 

J Asian Earth 

Science, 2007 

5 서해 (해양  

투기 지역) 

퇴적물 Cd, Pb,  

etc. 

해양투기가 퇴적물 내  

금속농도에 미치는 영향 

Geosciences 

Journal, 2009 

 

표 4.1. 국내 연안 환경 내 미량 속 연구 지역  내용 분석 

(자료 source : ISI Web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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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채취 지역 시료 종류 분석 항목 주안점 참고문헌 

 

1 

 

금강 하구언 

 

해수 

Al, Fe, Mn, Co, 

Zn, Ni, Cd 

용존 금속 분포에 하구

언 수층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Estuaries, 1990

 

2 

 

진해만 

해수, 퇴적물, 

생물 (홍합) 

Zn, Cd, Cu, 

Ni, Cr, Pb 

어패류 농축과 퇴적물, 

해수 내 금속농도의  

연관성 

Water Science & 

Technology, 1994

 

3 

 

경기만 (갯벌) 

 

퇴적물, 생물 

(갯지렁이) 

 

Cu, Cd, Pb 

산업 방출수가 금속의 

퇴적물 농축, 생물  

농축에 미치는 영향 

Marine Pollution 

Bulletin, 1995 

 

4 

 

금강 하구언 

 

해수, 퇴적물, 

어류, 조개 

 

Pb, Cd, Cu, 

Zn, Hg 

어패류 농축과 퇴적물, 

해수 내 금속농도와의 

연관성 

Agricultural 

Chemistry and 

Biotechnology, 

1997 

5 진해만 해수 Th234, Po210 Particle-reactive 금속의 

제거 기작 

Geochemical J, 

2004 

 

6 

 

울산, 마산만 

해수, 생물 

(홍합) 

Cd, Co, Cu, Cr, 

Fe, Hg, Mn, Ni, 

Pb, Sn, Ti, Zn 

공간 시간적 분포 경향

(monitoring indicator) 

Environmental 

Pollution, 2004

7 마산만 퇴적물 Cu, Zn, Pb 지구화학적 인자와의 

연관성 

Geosciences J, 

2006 

 

8 

 

광양만 

 

퇴적물 

Cr, Zn, Co, Ni, 

Cu, Cd, Pb, 

V, Zr 

지구화학적 인자와의 

연관성 이용하여  

source 예측 

Marine Pollution 

Bulletin, 2006 

 

9 

 

마산만 

 

퇴적물 

Pb, Cd, U, Mo, 

Ni, Cu, Zn, V, 

Co, Cr, Li, 

지구화학적 인자와의 

연관성 이용하여  

source 예측 

Marine Pollution 

Bulletin, 2007 

10 영일만 퇴적물 Al, K, Cr, Sr, 

Fe, Cd, Cu, Zn

분포 경향  

(POSCO 영향) 

Marine Pollution 

Bulletin, 2009 

11 시화호 연안 퇴적물 Mn, Al, Cu, Zn, 

Cd, Hg, Co, Ni

분포경향  

(시간, 공간적) 

J Coastal 

Research, 2009

 

표 4.2. 국내 하구언 환경 내 미량 속 연구 지역  연구내용 분석 

       (자료 source : ISI Web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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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과거 10년 간(1999~2009) 발표된 국내 해역을 상으로 한 미량 속에 

한 연구 논문수 (해역별, 상별, 미량 속별 논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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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K-GEOTRACES 로그램의  과제

1. 과제별 주요 연구 내용  목표

 과제 선정

□ TEIs 분석기술 표 화 연구

□ 동해 심층수 물질순환 연구

□ Marginal Sea Research Program 

□ 국제공동연구 로그램

가. TEIs 분석기술 표 화 연구

○ Clean Sampling System 설계  분석 시스템 구축

○ 각 항목별 Working group 구성  핵심 실험실 운

○ 각 핵심 실험실에서 국내 연구자를 한 교육 로그램 운

○ 우리나라의 표 화 정 (Korea Intercalibration St.) 선정

○ 청정 시료 채취  시료 처리 기술을 한 인 라 구축

- 국내 TEIs 분야별 핵심 실험실 선정

- TEIs 용 청정 시료 채취  분석 시스템을 정립

○ 분석기술 표 화를 한 protocol 작성  교육 로그램 진행

○ 국내 TEIs 표 물질의 개발  공 : 해양 퇴 물, 해수 등

○ 실험실간의 상호 비교 검정  국제 상호 검정 로그램 참가

○ 해양의 TEIs 수직구조 악  거동과 순환의 이해

나. 동해 심층수 물질순환 연구

○ 동해 심층수의 지화학  특성 규명

○ 시공간  해류 변동에 따른 TEIs 거동 분석  

○ 정립된 기술을 활용한 해양의 TEIs 수직구조 악  거동과 순환의 이해

○ 동해의 다양한 동 원소의 수평  수직 분포도 작성 

    - 자연 방사성 동 원소/인공 방사성 동 원소/안정동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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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상기원 혹은 생물기원 입자들의 거동 이해

   ○ 동해 울릉분지 층의 유기물 기원  해양-퇴 물 상호작용

   ○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동해 심층수의 연령측정

   ○ 화학 추 자를 활용한 동해의 열염순환

   ○ 화학  추 자를 이용한 동해의 생물 펌 의 정량  이해

다. Korea Marginal Sea Research Program

    : 한․ ․일 공동 심해역 상 연구 

○ 해양- 기 경계면에서의 물질 사량과 작용

- 기체 교환의 정량  이해를 한 시계열 측

- TEI 추 자를 이용한 기를 통한 유입 물질의 기원 

- 황사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TEIs의 정량  이해

○ 담수를 통한 물질 유입의 이해

- 강을 통해 황해/동 국해로 유입되는 TEIs의 정량

- TEIs를 활용한 담수를 통한 유입 물질의 기원 추정

- 해  지하수를 통해 유입되는 물질 수지

○ 해양-퇴 물 경계면에서의 해양과정

- 퇴 물 트랩을 이용한 최  럭스의 이해

- TEIs를 이용한 과거 환경의 복원과 미래 측

○ Marginal Sea의 물질 수지 (황해/동 국해를 상으로)

- 기를 통한 물질 수지

- 담수를 통한 물질 수지

- 해양-퇴 물 경계면에서의 물질 수지

- 상 해역 내부 순환의 이해

- 상 해역의 인근해역과의 교환

- 기로부터 해양을 거쳐 퇴 물에 이르는 기둥에서의 물질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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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K-GEOTRACES 로그램을 통한  과제 구성도  



- 108 -

2. TEIs 분석기술 표 화 연구

가. 연구의 필요성

   □ 청정 시료 채취  분석 기술 정립

○ TEIs의 해양 내 거동  순환을 이해하기 해서는 반드시 수직 분포가 

악되어야 함. 이를 해서는 수층 별 해수 채취가 필수 인데 시료 채

취 시 사용 기구 (wire, sampling bottle, rosette frame 등)에 의한 TEIs 

향이 없어야 함. 이를 해서는 Ti 재질의 로젯 임, 테 론 코 된 

Go-Flo 채수기, Kevlar hydrowire 등이 연구선에 기본 으로 장착되어야 

함. 한 채수기가 장착된 로젯을 연구선과 일정 거리를 두기 하여 크

인 혹은 로  아암이 필요함 

그림 4.5. 재 CLIVAR Repeat Hydrography 로그램에서 철과 알루미늄을 

상으로 사용되는 표본 채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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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Go-Flo 샘 러(12L)와 CTD 등이 장착된 직사각형 모양의 완  무균 티타

늄 임(틀)

○ 시료 채취는 Go-Flo 샘 러(12L)와 CTD 등이 장착된 직사각형 모양의 완

 무균 티타늄 임(틀)을 활용하며, 완 무균 실험용 밴에 탑재하여 

이동. 갑 에서 어떤 깊이에다 풀어서 포설하기 하여 내부에 센서 데이

터 송용으로 신호 이블을 갖는 20 mm 블라 이블을 개발하 고, 

필터 카트리지를 통해 비워져 시료병에 채워짐. 본 시스템은 2005년 11월 

Canary Basin에서 성공 으로 실험되었고, 북극성호 탐사 시 IPY 

GEOTRACES 2007-1008 섹션에서 사용됨.

○ 채수가 이루어진 후 선상에서 채수기로부터 해수를 보 병에 받거나 여과

할 때 Class-100 이상의 청정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연구선 선상

의 환경은 각종 녹 방지 페인트, 그리스, 먼지 등이 있어 채취된 해수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해 이동식 청정 실험실인 Clean Van을 사

용함. 이것은 채수기가 장착된 로젯의 출입이 가능하며 이 내부는 

Class-100 이상의 청정도를 갖고 순수 등 각종 실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채수기의 개폐, 해수 여과, 보  등 시료 처리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

이 청정실험실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함

○ TEIs 분석을 한 해수 처리, 기기 분석 과정들도 Class-100 이상 의 

청정 실험실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함. 한 사용되는 기구, 시약, 소모품 

등 모든 필요 물품들이 TEIs 오염을 유발시키지 않게끔 정제, 세척, 재질 

등이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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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일본 하쿠호마루호에 장착된 Class-100의 청정 실험실 

○ 국제 으로 공인된 분석 차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험실 내 

정도 리/보증 차를 거쳐야 함. 이를 해서는 한 표  작업 차

서, 자연시료 표 물질, 실험실 내부 표 물질 등이 구비되어야 함

○ 의 사항들에 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시스템 설계  제작, 표  작업

차서 작성, 표 물질 비 등을 TEIs 분석 핵심 실험실을 심으로 네

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 추진하면 빠른 시간 내에 국제  수 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 환경자료 정도 리 

체제 구축”사업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

는 재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해양 오염 측정망 운 ” 사업

의 자료에 한 정도 리를 해 수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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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기기 검․교정 분석센터를 설립하여 측  분석

의 정도 리에 심을 갖고 자료의 질 향상을 한 노력을 시작했으나 

재까지 인  물  자원의 부재로 TEIs에 한 분석 수  향상은 구체 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함.

○ 그러나 여기서 다루어지는 해양 환경 자료 에서 TEI에 련된 항목은 

퇴 물의 속 분석뿐이며, 재 국립수산과학원은 퇴 물에 한 표 시

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을 수립하고 비 에 있음

   □ 청정 분석 기술 인력 양성

○ 실험실 시설  설비, 연구선의 장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청

정 분석 기술에 한 문 인력이 없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움

○ 국내에는 각종 청정 실험실 시설과 인력들이 구비되어 있으나 아직 장

에서의 청정 시료 채취  처리에 한 노하우가 축 된 인력은 시설의 

부재로 매우 은 편이다. 따라서 해양의 TEIs 분석기술을 국제 인 수

으로 유도하기 해서는 시설 구비와 함께 인력 양성이 필수 이다. 이를 

해 선진 실험실 교육 로그램 참가, 국내 핵심 실험실에서 교육 로

그램 운  등이 필요함

   □ 국제 실험실 간 검정 로그램 참여  자료 신뢰성 확보  

○ 개별 실험실에서 생산된 자료들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반드시 다

른 실험실과의 비교, 검정 단계가 필요함. GEOTRACES 국제 연구 로그

램에서도 각 항목별 (미량원소, 방사성 동 원소, 안정동 원소, 방사기원 

동 원소) 핵심 실험실을 정하고 이 실험실에서 비한 해수 시료를 활용

하여  세계 실험실 간 상호 검정 작업을 본격 인 조사 로그램 에 

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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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핵심 실험실 책임자

Dissolved & Particulate core trace elements C. Bruland, R. Sherrell

Si isotopes M. Brzezinski

N (and O) isotopes K. Casciotti

P (O) isotopes A. Colman

Hg C. Lamborg

Pb stable isotopes Ed. Boyle

Transition Metal isotopes Ed. Boyle

Nd and Hf T. van de Flierdt

Os B. Peucjer-Ehrenbrink

Th B. Anderson

Ra B. Moore

Pb-210, Po-210 T. Church

Redox speciation J. Moffett

Metal-binding organic ligands C. Bruland

Aerosol B. Landing

표 4.3. GEOTRACES Program의 각 항목별 상호비교실험 담당자

○ 항목별로 국내 연구자들의 working group을 형성하고 각 실험실의 표

분석 차를 정하며 GEOTRACES 국제 연구 로그램, IAEA 로그램 

등의 국제 실험실 간 검정에 참여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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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목   주요내용

(1) 연구 목

연구 목

□ 청정 시료 채취  분석 기술 정립

□ 청정 기술 인력 양성 로그램 

□ 국제 실험실 간 검정 로그램 참여  자료 신뢰성 확보  

□ TEIs의 수직 인 구조 악을 한 시료 채취  분석 기술 정립

□ 정립된 기술을 활용한 해양의 TEIs 수직구조 악  거동과 순환의 이해

 (2) 연구내용

○ 청정 시료 채취  시료 처리 기술을 한 인 라 구축

- 국내 TEIs 분야별 핵심 실험실 선정

- TEIs 용 청정 시료 채취  분석 시스템을 정립

○ 분석기술 표 화를 한 protocol 작성  교육 로그램 진행

○ 국내 TEIs 표 물질의 개발  공 : 해양 퇴 물, 해수 등

○ 실험실간의 상호 비교 검정  국제 상호 검정 로그램 참가

○ 해양의 TEIs 수직구조 악  거동과 순환의 이해

다. 추진 략

○ 문가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과제를 진행

○ 기존의 연구 능력을 감안한 TEIs 분야별 국내 핵심 실험실 지정

○ 기술 표 화를 한 담 기구 설치 는 지정

○ 국제 상호 검정 로그램 참여 등을 포함한 국제 력을 통한 국내 연구

진의 시료채취, 처리  분석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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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해 심층수 물질순환 연구

가. 연구의 필요성

   □ 동해의 해양학  특성  치 

○ 동해는 한반도, 일본열도, 러시아 동안에 의해 둘러싸인 타원형의  폐쇄

해역으로 수심이 얕은 몇 개의 해  (Tartarskiy Strait, Soya Strait, 

Tsugaru Strait, Korea Strait)을 통해 오호츠크해, 북태평양 그리고 동 국

해 등의 외해수와 교환이 일어남

그림 4.8. 동해의 지형

○ 동해는 이미 양 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순환 속도가 양에 비해 

약 10배 이상 빠르며 그 변화폭이 매우 작은 하나의 양으로 알려져 있

음. 이러한 이유로 1990년  후반부터 미국 등 선진국의 해양학자들에게 

해양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좋은 자연 시험장으로 알려져 연구의 상

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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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1999년 미국 ONR지원의 동해 연구 사업 조사 정

○ 한, 동해는 다양한 해류순환체계와 양  환경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TEIs의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기 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

  

 □ 동해의 지리  요성  연구 필요성 

○ 동해는 한국, 일본, 러시아 3개국으로 둘러싸여 있어 동해 체에 한 연

구를 해서는 3국간의 공동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해의 순환 속도

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동해의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일어나는 

해양학 인 상을 이해하기 해서는 반드시 동해 북부에 한 이해가 

필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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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의 해양학 인 연구는 1990년  까지는 주로 한국, 일본, 러시아 각 

국이 각자 연구를 진행하여왔고 이에 따라 동해 역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작은 양 동해에 한 제반 해양학 인 과정 연구는 이를 지구 인 

으로 확 하기 용이하다는 에서 세계 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생산하는 데에 유리함

○ 방사성 동 원소는 각 원소에 따라 서로 거동을 보임으로 인해 한 원

소를 선택하는 경우 다양한 해양 과정의 이해가 가능하며 특히 서로 다른 

반감기의 동 원소에 한 용은 해양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의 시간 정

보를 제공함. 뿐만 아니라 안정 동 원소의 분별 작용은 그 물질이 참여

한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어떤 과정을 통해 재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함

○ 동해의 제반 해양학  과정 연구를 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미량원소  

동 원소등 TEIs에 한 연구가 필수 임 

나. 연구목   주요내용

   (1) 연구 목

연구 목

□ 작은 양 동해를 상으로 해양 내부의 물질 순환 이해

□ 심층 해양 내부의 물질 순환 이해

□ 해 면의 해양-퇴 물 상호 작용의 이해

□ 물리 인 열염순환과 물질 순환과의 계

□ 작은 양인 동해 연구를 통한 지구  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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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내용

   ○ 동해의 미량 속의 수평/수직 분포

   ○ 동해의 다양한 동 원소의 수평  수직 분포

- 자연 방사성 동 원소

- 인공 방사성 동 원소

- 안정동 원소

   ○ 육상기원 혹은 생물기원 입자들의 거동 이해

- 퇴 물 트랩을 이용한 입자 럭스 정량화

- TEIs를 이용한 입자의 기원 악

- 해양 내부에서 입자의 형성  분해 작용의 이해

   ○ 동해 울릉분지 층의 유기물 기원  해양-퇴 물 상호작용

- 층 퇴  유기물의 기원 추정

- 유기물 분해 과정 연구

- 해양-퇴 물 간의 럭스 

   ○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동해 심층수의 연령측정

-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심층수 연령 측정

- 인공 기체를 이용한 심층수의 연령 측정

- 동해 심층수 연령의 공간 인 분포

   ○ 화학 추 자를 활용한 동해의 열염순환

   ○ 화학  추 자를 이용한 동해의 생물 펌 의 정량  이해

- 퇴 물 트랩의 활용

- 입자 친화 인 TEIs를 이용한 생물 펌 의 정량

- 생물 펌  이해를 통한 동해의 탄소 흡수 능력 평가

다. 국내외 연구 황

○ 동해 반에 한 본격 인 연구는 이미 1990년  반 한-일-러 국제공동 

연구인 CREAMS(Circulation Research of East Asian Marginal Sea)를 필

두로 이루어졌으며, 재에도 “동해 해류  환경 특성연구(EAST-1)"을 통

해 동해 북부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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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진행 인 “동해 해류  환경 특성연구 (EAST-1)"의 일환으로 일본

과 공동으로 동해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정

임. 이러한 공동 연구의 일본측 재원은 일본의 GEOTRACES 사업에서 지

원받아 이루어졌음

    - 2007년 한-일 동해 공동 연구

․일시: 2007년 9월 22일 - 10월 6일

․ 측 선박 : R/V Tansei-maru (일본 동경 학교 소속)

․ 측 정 : 그림 4.10 참조

․ 련 사업: 한국동해 해류  환경특성 연구(EAST-1), 일본-Japan 

GEOTRACES

․연구원 승선 : 일본 12명, 한국 2명 총 14명

․ 측 항목: CTD, ADCP, 일반 해양 환경 항목(용존산소, 양염, 총알칼

리도 등),  랑크톤 시료 채취를 한 Net towing, multiple corer를 이

용한 퇴 물 시료 채취, 산소동 원소

․특기사항: 한-일 어업 정의 공동 수역 내의 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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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2007년 한-일 동해 공동 연구 정

    - 2010년 한-일-러 동해 공동 연구 계획

․  세계에서 재 진행 인 GEOTRACES 사업  Marginal Sea를 

상으로 한 최 의 국제 공동 측으로 이미 국제 GEOTACES에 

보고됨.

․일시: 2010년 6월 11일 - 7월 23일

․ 측 선박 : R/V Hakuho-maru (일본 JAMSTECH 소속)

․ 측 정 : 그림 4.11 참조

․ 련 사업: 한국- 동해 해류  환경특성 연구(EAST-1), 일본-Japan 

GEOTRACES

․연구원 승선 계획: 일본 20명, 한국 5-8명, 러시아 5-8명 총 32명

․ 측 항목: CTD, ADCP, 일반 해양 환경 항목(용존산소, 양염, 

총알칼리도 등), Clean Water Sampling, 방사성 동 원소 (Th, Pa,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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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Nd, Ce 등) 분석용 Large Volume Sampling, 유기물 분석을 한 

in situ filtration, 랑크톤 시료 채취를 한 Net towing, multiple 

corer를 이용한 퇴 물 시료 채취

그림 4.11. 2010년 Hakuho-maru 한-일-러 공동 측 정 (안)

○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동해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TEIs에 

한 연구들  미량 속 성분에 한 연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

료 채취 기술  인 라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제한 으로만 수

행되었음

○ 방사성 동 원소에 한 연구는 1990년  구소련의 방사성 폐기물의 폐기

에 따른 향에 한 악을 하여 수차례 동해의 방사성 동 원소에 

한 측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방사성 폐기물에 을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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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내의 다양한 방사성 동 원소들  Cs, Pu, Sr 등 주로 인공 방사능 

핵종에 한 연구에 치우쳐있음

그림 4.12. 구 소련 방사성 폐기물 투기 지역과 

이와 련한 인공 방사능 조사 정

라. 추진 략

○ TEIs 분석기술 표 화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를 활용하여 진행

○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분석기술 ( 를 들면 방사성 동 원소, 안정 동 원소 

등)을 활용한 연구를 선행하고 기타 TEI 분석 기술이 확보되면 연구 상 

항목 확

○ 연구 목표 달성을 해서는 동해 역 특히 동해 북부에 한 측 조사

가 필수 임 따라서, 한-일-러 3국 공동 연구 추진

○ 특히 동해에 한 한-일 공동 연구는 실 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가  

국제 기구 (PICES, IOC등)의 우산속에서 진행

○ 기존의 동해에 한 연구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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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일 공동 심 해역 상 연구 

       (Marginal Sea Research Program) 

가.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해양학 연구의 실을 볼 때 양연구의 기회는 아직까지 제

한되어있으나, Marginal Sea에 한 연구는 비교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GEOTRACES의 주요 연구 테마  우리나라 주변의 Marginal Sea가 지

구 인 에 있어서도 매우 각 받는 연구 상 지역임. 

그림 4.13. 태평양 주변의 marginal sea 분포

○ 해양 경계면에서의 물질 사량과 작용/ 기를 통한 유입: 우리나라 주변

은 황사의 향을 직 으로 받는 지역이며 따라서 최근 세계의 학자

들이 이러한 상에 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 음

○ 그 표 인 가 UNEP에서 주 하는 Atmospheric Brown Clouds 

(ABC) program임. 이는 주로 지구에 미치는 황사에 한 향에 한 

연구 사업으로 미국, 국, 일본, 인도, 몰디 , 네팔, 태국, 이탈리아, 스웨

덴, 한국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다행히 재까지는 기과

학, 농업,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 집 되어있으며 해양 

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연구 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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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ABC (Atmospheric Brown Cloud)의 연구 추진 체계

○ 그러나 멀지 않은 장래에 해양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세계 사람들이 인식할 것이며 이에 한 연구를 시작하는 경우 가장 좋은 

연구 상 지역은 황해, 동 국해, 동해를 포함하는 극동아시아지역이 될 

것으로 측됨

○ 해양 경계면에서의 물질 사량과 작용/담수를 통한 유입: 담수를 통한 

TEIs의 유입은 우선 으로 연안역 혹은 Marginal Sea를 거치지 않고 양

으로 유입될 수 없음

○ 이러한 에서 세계의 여러 Marginal Sea들 에 황해와 동 국해, 남

국해가 이러한 담수의 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바다들  하나로 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 국해와 황해는 담수를 통해 유입되는 가장 많은 양

의 부유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바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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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황해로 유입되는 여러 강들

○ 결론 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GEOTRACES의 연구 테마  “담수를 

통한 유입”에 한 연구의 최 지라 할 수 있음.

○ 내부 순환: 동해는 표층에서 해 면까지의 해양 내부의 순환을 이해하기에 

한 바다로 인정받고 있는  축소  양으로  세계의 해양 연구자들

의 심이 집 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양연구의 실을 미루어 볼 때, 황해와 동 국해(남해)에 

한 해양 과정 연구를 통해 Marginal Sea에 한 K-GEOTRACES 과제 수

행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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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기 연구책임자 연구지역 비고

동해해류  

환경특성연구 

(EAST-1)

서울 학교, 

부산 학교
김경렬 동해 역

미량 속  

동 원소 연구 

포함

북극해 해양조사 극지연구소 이상헌

베링해, 척치해, 

오호츠크해 등 

북극해 내지 

아북극해

기후변화에 따른 

남해(동 국해 

북부)의 해양환경  

해양 생태계 변동 

특성 악

한국해양연구원 김철호
남해

(제주 인근 해역)

황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 연구
한국해양연구원 이희일 황해

표 4.4. GEOTRACES 로그램의 Marginal Sea 연구와 련성이 높은 국토해양부 지원

의 과제

나. 연구목   주요 내용

 (1) 연구의 목

연구 목

□ 황해에서의 기  담수를 통한 유입에 따른 해양 과정 규명

□ 동 국해에서의 기  담수를 통한 유입에 따른 해양 과정의 이해

□ Marginal Sea를 상으로 하는 퇴 작용 분석

□ 고환경의 복원과 미래 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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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내용

    ○  해양- 기 경계면에서의 물질 사량과 작용

- 기체 교환의 정량  이해를 한 시계열 측

- TEI 추 자를 이용한 기를 통한 유입 물질의 기원 

- 황사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TEIs의 정량  이해

    ○  담수를 통한 물질 유입의 이해

- 강을 통해 황해/동 국해로 유입되는 TEIs의 정량

- TEIs를 활용한 담수를 통한 유입 물질의 기원 추정

- 해  지하수를 통해 유입되는 물질 수지

    ○  해양-퇴 물 경계면에서의 해양과정

- 퇴 물 트랩을 이용한 최  럭스의 이해

- TEIs를 이용한 과거 환경의 복원과 미래 측

    ○  Marginal Sea의 물질 수지 (황해/동 국해를 상으로)

- 기를 통한 물질 수지

- 담수를 통한 물질 수지

- 해양-퇴 물 경계면에서의 물질 수지

- 상 해역 내부 순환의 이해

- 상 해역의 인근해역과의 교환

- 기로부터 해양을 거쳐 퇴 물에 이르는 기둥에서의 물질 수지 

다. 추진 략

○ 새로운 과제의 개발과 기존에 수행 인 과제를 K-GEOTRACES 과제로 흡

수하여 수행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

○ 한-일-  공동 심해역에 한 연구 사업이므로 일본, 국과의 국제 공

동 연구를 진행

○ 연구 내용의 원활한 수행을 해서는 다학제간의 력 연구가 필수 이며 

이를 해서는 다양한 공의 연구자가 포함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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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단계별 연구목표  내용

1. 단계별 목표

□ 제1단계(2011～2012년)에서는 국내에 TEIs 핵심 실험실을 정하고 TEIs 용 청정 

시료 채취  분석 시스템을 정립함. 국내 문인력의 해외 교육을 통해 청정 

기술에 한 표  차서를 정립하고 국제  실험실 간 검정에 참여함.

□ 제2단계(2013～2014년)에서는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해  Marginal Sea 

해수  TEIs 수직분포를 밝 내며 TEIs 거동  순환을 이해할 수 있음. 국내 

핵심 실험실에 국내 연구자 교육 로그램을 운 함.

□ 제3단계(2015년)에서는 개발된 시스템과 동해  Marginal Sea TEIs 자료에 

한 종합 인 표 차서, 련논문  황에 한 백서를 출간함. 

2. 연차별 연구개발 내용

년도
산

(백만원)
주요 내용 (직 비 산정)

1차

년도
1,000

- 국내외 기술 동향 악

- 각 항목별 Working Group 구성  워크샵(50백만원)

- 각 항목별 핵심 실험실 선정 운 (미량원소, 방사성동 원

소, 안정동 원소, 방사기원 동 원소), Ultra Clean Lab. 

(150백만원)

- 핵심 실험실 심으로 선진 교육 로그램 참가(10백만원)

- 청정시료채취  분석 시스템 설계 (50백만원)

- 국내 문가 양성을 한 교육 로그램 수립

- 동해표 화 정  선정(Intercalibration Station)을 한 기  

조사 (300백만원, 실해역 탐사 15일)

- 동아시아 지역 (한 일) 워크샵 개최 (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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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년도
2,500

- 청정시료채취  분석 시스템 구축 (Clean sampling & 

Clean Van) 후 선박 장착 (700백만원)

- 각 항목별 표  작업 차서 작성

- 각 핵심 실험실 심으로 국제 실험실간 검정 로그램 참가

- 문가 양성을 한 국제 교육 로그램 수행 (하와이 와 

공동) (온 리 7일)

- Marginal Sea 물질순환 1차 실해역 탐사 수행 30일 (600백

만원)

- 국제 GEOTRACE 로그램 워크샵 개최

3 차

년도
3,000

- 문가 양성을 한 국제 교육 로그램 수행 (하와이 와 

공동, 온 리 7일, 100백만원)

- 청정시료채취  분석 시스템 용

- 핵심 실험실 시료 채취  분석 참여

- 각 핵심 실험실에서 국내 연구자를 한 교육 로그램 운

 (50백만원)

- 국내 문가 양성을 한 교육 로그램 수행

- 국제 실험실간 검정 로그램 참가

- Marginal Sea 물질순환 2차 실해역 탐사 수행 30일 (600백

만원)

- 기존 양연구과제와 연계한 양(인도양, 태평양) TEIs 물

질순환 연구 RFP 공모 (3개 과제 선정/ 1차 수행, 700백만

원)  

4차

년도
3,000

- 청정시료채취  분석 시스템 용 (동해 1차례)

- 핵심 실험실 시료 채취  분석 참여

- 각 핵심 실험실 심 국내 연구자를 한 교육 로그램 운

- 국제 실험실간 검정 로그램 참가

- Marginal Sea 물질순환 3차 실해역 탐사 수행 30일 (600백

만원)

- 기존 양연구과제와 연계한 양(인도양, 태평양) TEIs 물

질순환 연구 (3개 과제/ 2차 수행, 700백만원)  

5 차

년도
2,000

- 국내 시스템 국외 문가에 검정

- 국제 실험실 간 검정 로그램 결과 발표

- Marginal Sea TEIs 물질순환 심포지움  동아시아 지역 

GEOTRACE 로그램 워크샵 개최(100백만원)

- 동해 미량원소 분포도 작성(50백만원)

- 기존 양연구과제와 연계한 양(인도양, 태평양) TEIs 

물질순환 연구 (3개 과제/ 3차 수행, 700백만원) 

- 향후 지속가능한 국내 교육 로그램 운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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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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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제안요구서(RFP) -1

사 업 명 Korea-GEOTRACES 사업

과 제 명 TEIs 분석기술 표준화 연구

연구

필요성

청정 시료 채취 및 분석기술 정립

청정 분석 기술 인력 양성

국제 실험실간 상호 검정 프로그램 참여 및 자료 신뢰성 확보

최종목표

청정 시료 채취 및 분석 기술 정립

청정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국제 실험실 간 검정 프로그램 참여 및 자료 신뢰성 확보  

TEIs의 수직적인 구조 파악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기술 정립

정립된 기술 활용 해양의 TEIs 수직구조 파악 및 거동 이해

연구 내용

및 범위

청정 시료 채취 및 시료 처리 기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석기술 표준화를 위한 protocol 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국내 TEIs 표준물질의 개발 및 공급: 해양 퇴적물, 해수 등

실험실간의 상호 비교 검정 및 국제 상호 검정 프로그램 참가

해양의 TEIs 수직구조 파악 및 거동과 순환의 이해

추진방법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에 TEIs 분석 핵심 실험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공동 추진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 환경자료 정도관리 체제 구축”사업과의 연계 

및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기기 검․교정 분석센터활용

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또는 지정

연구 성과물

TEIs 용 청정 시료 채취 및 분석 시스템을 정립

분석기술 표준화를 위한 protocol 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효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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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Korea-GEOTRACES 사업

과 제 명 동해 심층수 물질 순환 연구

연구

필요성

동해의 해양학적 특성 및 위치

외해와의 제한된 해수 교환

작은 대양 동해: 순환 속도 빠름

해양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좋은 자연 시험장

다양한 시간 정보를 주는 여러 가지 동위원소 활용 필요

지리적 중요성

한국, 러시아, 일본과의 공동 연구 필요

최종목표

작은 대양 동해를 대상으로 해양 내부의 물질 순환 이해

심층 해양 내부의 물질 순환 이해

해저면의 해양-퇴적물 상호 작용의 이해

물리적인 열염순환과 물질 순환과의 관계

작은 대양인 동해 연구를 통한 전지구적 현상의 이해

연구 내용

및 범위

동해의 미량 금속의 수평/수직 분포

동해의 다양한 동위원소의 수평 및 수직 분포

육상기원 혹은 생물기원 입자들의 거동 이해

동해 울릉분지 저층의 유기물 기원 및 해양-퇴적물 상호작용

다양한 동위원소를 적용한 동해 심층수의 연령측정

화학 추적자를 활용한 동해의 열염순환

화학적 추적자를 이용한 동해의 생물 펌프의 정량적 이해

추진방법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동해 전역 특히 동해 북부에 대한 관측 조

사가 필수적임 따라서, 한-일-러 3국 공동 연구 추진

특히 동해에 관한 한-일 공동 연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가

급적 국제 기구 (PICES, IOC등)의 우산속에서 진행

기존의 동해에 관한 연구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연구 성과물 동해의 TEIs 공간적 분포도 확보: 생태계 및 환경 관리 지원

연구과제제안요구서(RFP)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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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제안요구서(RFP) - 3

사 업 명 Korea-GEOTRACES 사업

과 제 명 한․중․일 공동 관심 해역 대상 연구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의 해양 연구는  대양 연구보다는 주변해 연구가 더 강함

주변해 연구는 전지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연구 테마

황사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

국제적인 관심 집중

국제적인 연구가 주로 대기과학, 농업, 인간의 건강에 대한 것으로 해양 및 

해양 생태계에 관한 연구 없음

담수를 통한 유입이 많은 지역

최종목표

황해에서의 대기 및 담수를 통한 유입에 따른 해양 과정 규명

동중국해에서의 대기 및 담수를 통한 유입에 따른 해양 과정의 이해

Marginal Sea를 대상으로 하는 퇴적작용 분석

고환경의 복원과 미래 예측 분석

연구 내용

및 범위

해양-대기 경계면에서의 물질 대사량과 작용

기체 교환의 정량적 이해를 위한 시계열 관측

TEI 추적자를 이용한 대기를 통한 유입 물질의 기원 

황사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TEIs의 정량적 이해

담수를 통한 물질 유입의 이해

강을 통해 황해/동중국해로 유입되는 TEIs의 정량

TEIs를 활용한 담수를 통한 유입 물질의 기원 추정

해저 지하수를 통해 유입되는 물질 수지

해양-퇴적물 경계면에서의 해양과정

퇴적물 트랩을 이용한 최적 플럭스의 이해

TEIs를 이용한 과거 환경의 복원과 미래 예측

Marginal Sea의 물질 수지 (황해/동중국해를 대상으로)

대기를 통한 물질 수지

담수를 통한 물질 수지

해양-퇴적물 경계면에서의 물질 수지

대상 해역 내부 순환의 이해

대상 해역의 인근해역과의 교환

대기로부터 해양을 거쳐 퇴적물에 이르는 기둥에서의 물질 수지

추진방법

새로운 과제의 개발과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를 K-GEOTRACES 과제로 흡수

하여 수행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

한-일-중 공동 관심해역에 대한 연구 사업이므로 일본, 중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

다학제간의 협력 연구와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 포함

연구 성과물

황사 및 강을 통해 황해/동중국해로 유입되는 TEIs의 정량

고환경의 복원과 미래 예측 분석

동해 및 Marginal Sea TEIs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표준절차서, 관련논문 및 

현황에 대한 백서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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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GEOTRACES 연구계획서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해양경계면에서의 물질순환과정

제3절 내부순환연구

제4절 과거변화에 대한 지시자 개발

제5절 합성과정과 모델

제6절 Standard, sampling protocols and 

intercalibration

제7절 프로그램의 구조 및 활동

제8절 프로그램 관리

제9절 교육 및 수용범위

제10절 다른 프로그램과의 공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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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GEOTRACES 연구계획서 분석

 

제1  개 요

□ TEIs의 지 구 인 해양 생지 화학  순환에 련된 국제 인 연구계 획서

□ 미 래 연구를 한 목 과 재 해양 TEIs 순환에 한 이해 그리 고 

로그램의 시 작 동기  이론  배경에 하 여 설 명

□ 로그램 운  기에 우선 으 로 진 행 되어야 할 활동에 한 지 침서 로서  

데이터 리  계 획, 가 능 한 연구과제 수립  등에 활용

해양에서의 미량원소와 동 원소는 양공 원, 과거에서 재까지 지화학  작용의 

추 자로서 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로도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

들의 생지화학  순환은 탄소순환,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환경오염 등 다양한 분야의 연

구에 직 인 의미가 있다. 본서에서는 해양에서 동 /미량원소의 생지화학 인 순환작

용에 한 새로운 지식의 습득으로 련분야에 도움을  것으로 기 되는 GEOTRACES 

국제 연구 로그램의 계획에 해 안내코자 한다. 본 국제 연구 로그램의 목 은 해양

에서 주요 미량/동 원소의 분포를 결정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럭스를 정량화하여 환경 

변화에 한 미량/동 원소 분포 변화정도(sensitivity)를 밝히는 것이다.

 미량원소는 해양생태계와 탄소순환을 포함하는 지화학작용의 조 자로서 요한 

역할을 한다. 를 들어 철은 필수 미량 양염류로서 부족할 경우 해양의 질소고정이나 

합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한 몇몇 다른 미량원소는 세포 생리작용과 생화학 반응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량원소의 공 이 해양생태계의 생산력과 구조에 

향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미량 양염류들의 생지화학  순환을 이해하기 해서

는 해양에서의 다양한 기원과 제거, 이동, 화학종에 한 지식은 필수 이다.

 

과거 해양 상태와 과거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  과정에 한 정보들은 해양퇴

물 속의 미량/동 원소 분포특성으로부터 얻어지며 이 게 얻어진 지화학  정보는 우

리에게 과거의 기본 인 해양환경조건(온도, 염도, pH, 탄소 화학, 해양 순환, 생물학  

생산력)의 변화를 알려  뿐만 아니라 과거 기후변화에 한 해양의 역할을 밝히기 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지구  변화가 

래할 결과에 한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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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활동은 미량/동 원소의 순환에 큰 향을 미쳐왔으며, 몇몇의 미량/동 원소

는 독성과 방사능 때문에 자연과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러한 오염원의 이동과 

운명을 조 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해양환경보호라는 에서 요하다. 이러한 

상의 이해를 해서는 미량/동 원소의 자연  생지화학 인 순환에 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수 이다. 그 다음 인간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변화를 추가할 수 있다.

미량/동 원소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성 탐구를 한 우리의 능력은 그

들의 해양에서의 기원과 제거, 내부  순환, 화학종에 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 를 들어, 미량 양염들의 해양 생지화학  순환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지

구  변화에 한 그들의 민감성과 이러한 변화로부터 발생될 원소의 생지화학  순환 

변화가 해양생태계와 해양 탄소순환에 어떠한 향을 미칠지에 해 의미있는 측을 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퇴 물 기록은 퇴 물 내의 미량원소 분포와 독립  기후변화 추

자 사이에 놀랄만한 상 성이 있음을 보 다. 하지만, 아직도 확실한 고해양학  proxy

로서 미량/동 원소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재 그들에 한 충분치 못한 생지화학  

특징 정보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 환경조건을 활용한 해양 모델의 신뢰성 확보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는 우리의 미래 변화에 한 측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해양 지화학자들은 미량원소의 생지화학연구 분야에 요한 도약을 한 비를 

하고 있다. 청정 시료채집방법과 분석기술의 발 은 범 한 미량/동 원소의 측정에 

례없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발 에 의한 본 연구분야의 잠재성이 1970년  

GEOSECS(Geochemical Ocean Sections Study) 이래로 이 분야에 한 공동 연구의 부족

으로 아직 깨달아지진 못했다. 고 도의 샘 링을 통한 새로운 분석방법과 새로운 모델링 

략들(WOCE-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와 JGOFS-Joint Global Ocean Flux 

Study programmes)이 미량/동 원소에 한 지구  해양 생지화학  순환에 한 

지구  연구 로그램을 한 시기에 진행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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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배경

□ TEIs의 분포와 통 인 해양 수괴 측 자료들 간의 주요 상 성을 악하기 

해 해양 분지내의 이러한 원소들의 농도, 화학종, 물리  형태 등을 포함한 

이들 원소들의 체수괴에서의 분포를 악

□ 내부순환, 기원, 제거 과정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이러한 TEIs종들의 

분포를 결정하는 생물, 물리, 화학  과정을 정확히 악하며 지구환경변화에 

한 이들 과정들의 변화 정도를 평가

□ 수괴와 퇴 물 내에서 과거환경에 한 추 자로 사용되는 지화학원소 종의 

농도를 제어하는 과정을 이해

GEOTRACES는 국지  과정 연구들을 포함한 양 section 연구로 구성된 지구  

연구 로그램이 될 것이다. 양section연구와 process 연구에는 장조사, 실험실 실험과 

모델링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양section연구에는 뚜렷한 미량/동 원소의 기원과 제거 

지역(dust plume, 주요 강(담수)유입, 열수지역과 륙주변부(continental margin))을 가로

지르며 주요 end-member 수괴를 포함하고 생물지리학  주요 해역도 포함하게 될 것이

다. 측정된 미량 원소들의 분포 모델링은 주요 기원과 제거, 내부 순환 과정까지 고려하

여 럭스를 정량화할 것이다.

 

수용 능력 양성은 GEOTRACES의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앞서 언 한 과학  목

표 달성을 넘어, 이 과제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미량원소 순환을 조 하는 과정을 이해

하여 미래의 다학제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국제 해양 과학자 그룹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GEOTRACES 조사 결과의 통합해석과 모델링은 과거에 변화한 해양 환경조건에 

한 더욱 정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며, 미래의 지구  변화에 한 해양의 반응을 측

하기 한 모델에 미량원소 순환을 목하여 측력을 향상시켜  것이다. 자료 통합해

석과 모델링 활동은 몇몇 같은 목 을 가지는 진행 인 로그램들과의 력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본격 인 GEOTRACES 연구 로그램의 시작  비로서 로그램 기의 주요 

과제에는 데이터 수집과 리 방안, 표  물질의 분배와 개발 그리고 측정치의 상호보정

작업의 착수를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 감독 하에 있는 International Programme Office 에 의해서 진행 될 것이다.  

GEOTRACES는 CLIVAR, IMBER, SOLAS, LOICZ, IMAGES/PAGES, InterRidge, 

InterMARGINS와 다양한 모델링 로그램을 포함하는 다른 해양 연구 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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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력할 것이다. 이러한 력은 연구의 불필요한 복을 피하고 해양 생지화학  순

환의 새로운 지식이 미래 환경과학에 폭 넓고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 지 효과를 

가지게 할 것이다. 이런 주요한 노력의 일환으로 GEOTRACES는 International Polar 

Year 로그램의 일부분으로서의 극지방에서 다른 로젝트들과 력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로그램과 활동은 국가별 는 지역별 해양 측 로그램(  ORION)을 포함하여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할 하에서 새로운 기를 마련함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연구계획서는 GEOTRACES 로그램의 수행을 해 추천을 하지만, 완벽한 수행 

계획을 제공하지는 않다. 각 분리된 수행 계획은 지역이나 국가그룹들(각 국가나 지역별 

해양 연구 커뮤니티, 정부와 재정 기 )의 심과 Science Plan의 특정 목 과 연계하여 

개발 추진될 것이다. GEOTRACES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의 의무는 이러한 개개 

연구자들의 연구 노력을 하나의 일 성 있는 로벌 로그램으로 융화시키며, 지구  

력과 로벌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더 범 한 목 과 부합시키는데 있다.

 

미량/동 원소는 해양학에서 기본  반응이나 과정의 참여자로 는 추 자로 요

한 역할을 한다. 몇몇 미량원소들( 를 들면, Fe, Co, Zn)은 그 이용도(용존량)에 따라 해

양 생물의 생리  상태와 생화학 활성이 향을 받는 필수 미량 양염류로 쓰인다 

(Morel et al., 2003; Morel과 Price, 2003). 각 생물체에 한 TEI의 향은 해양 생태계 

구조와 생물 생산력을 조 하고 해양 탄소순환을 조 하는 요요인이며, 한 지구  

변화에 향을 주거나/받는 지구  체계 에서도 향을 가진다. 다른 미량 원소들(Pb, 

Hg 등)은 지구  규모의 인간활동에 의한 방출에 의해 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미량 원소들의 역  분포에 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은 지구 시

스템에서의 그들의 생지화학  역할을 이해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어떤 TEIs(Al, Mn, Nd와 Pb, Hf, Os의 동  원소들)는 다양한 TEIs가 해양으로 공

되는 특정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다른 TEIs(Cd, Ba, Zn, 산화 환

원 반응에 민감한 oxyanions, 자연 방사성 핵종, 방사능을 내는 동  원소)는 과거의 환

경조건(해양 생산력, 해양 순환의 패턴과 비율, 생태계 구조, 해양 산소 결핍)을 재구성(추

)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들은 때때로 과거와 미래의 지구  변화에 

한 논쟁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게다가 자연 , 인공  방사성 물질의 분포는 표층에

서 기인된 입자 물질의 럭스와 해양에서 입자-활성 화학종(주로 오염물질)의 흡착  

제거, 직 인 측정에 의해 측 할 수 없는 시간범 에서의 해양 수송 비율 등을 포함

하는 다양한 작용들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 물질로 활용 될 수 있다. 생지화학  

순환과 TEIs의 역  분포 특성에 한 이해의 향상은 미래 지구  변화에 한 기후 

과학으로부터 환경 연구의 많은 분야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장 은 SOLAS와 

IMBER와 같은 다른 새로운 로그램과 GEOTRACES 사이의 력을 통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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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의 Geochemical Ocean Sections Study (GEOSECS)는 바다에 한 화학 지

리학(chemical geography)의 지구  연구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이 들을 잘 제시하고 

있다. GEOSECS는 처음으로 많은 용존 화학종들의  지구  해양 분포에 한 안목(자

료)을 제공하 다. 이러한 지식은 양 해수 순환과 생지화학  순환의 이해에 근본 인 

발 을 이끌어 냈고, 특히 14C, 210Pb,226Ra와 같은 TEIs의 역 분포는 해양에서의 다양한 

과정(the rate of ocean processes)을 이해하는데 기여했다(Broecher and Peng, 1982). 최

근 새로운 tracer들도, 를 들면 Th와 Pa 동  원소의 scavenging process (Cochran, 

1992)와 해 의 지하수 유출에 한 짧은 반감기를 가진 Ra 동  원소(Moore, 1996)의 

활용을 포함하여, 해양에서의 다양한 작용에 한 연구에 용/개발되고 있다.

많은 TEIs의 요한 역할에 한 인식은 시료채집과 분석기술의 발 과 직 으로 

연 되어 있다. 1970년  이후에 발 되고 용된 미량원소 ‘clean’ 기술은 처음으로 많은 

미량 원소들의 ‘oceanographically consistent' 분포를 제공했다(그림 5.1). 이러한 발견은 

해양에서 미량원소 순환에 한 신 인 시각을 제공하 다(Bruland and Lohan, 2003). 

를 들어, 많은 미량원소의 nutrient-like profile은 이들이 수층 표면에서 생물학 으로 

소비된다는 것과 분해성 유기물에 의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재생산 된다는 것을 암시

했다. 이후 분석기술의 발 은 해양학자들이 주기율표에 있는 부분의 원소들과 다수의 

안정 이고 방사성이 있는 동  원소에 한 농도 분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그림 5.2). 를 들어, multiple-collector plasma source mass spectrometers 

(MC-ICP-MS)는 재 주기율표 부분의 원소에 한 동  원소의 분류, 계통 인 연구- 

고 성장한 연구 분야-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새로운 기술들은 몇몇 원소들을 통하

여 잘 확립된 유기  합성물과 콜로이드에 한 요성과 함께 많은 미량원소들의 물리

∙화학  종분화에 한 의견을 제공해 왔다(Bruland and Lohan, 2003). 더욱이 매우 낮

은 농도의 미량원소 해수 채집을 하여 metal-free 샘 링 rosettes (그림 5.3)와 towed 

sampling devices를 이용하여 해수 채집시 오염을 최소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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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Certain trace elements, such as Cd (A) and Zn (B), have nutrient-like 

distributions, indicating biological uptake from surface waters and 
regeneration at depth, as well as accumulation in deep waters along the 
flow path from the Atlantic Ocean to the Pacific Ocean. Other trace 
elements, such as Al (C), have mid-depth concentration minima, reflecting 
sources at the surface and bottom as well as scavenging to particles 
throughout the water column. Figures reprinted from Chemical 
Oceanography, Vol. 8, K.W. Bruland, Trace Elements in Sea-water, pages 
157–220, Copyright (1983),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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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Concentration profiles, obtained by many workers from various 
locations in the North Pacific Ocean, summarised in the form of a 
periodic table by Yoshiyuki Nozaki, (University of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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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An example of one of several new TEI-clean sampling devices. This 
rosette consists of 12 TeflonTMcoated Go-Flo bottles mounted on a 
powdercoated rosette frame with 0.38-inch 4-conductor, polyurethane-coated 
Kevlar line. To prevent contamination from the frame and auxiliary 
components, bottles are tripped from the deck while the package is moving 
upwards through clean water at low winch speeds (ca. 10 m/min). The 
system has been used to collect 12 samples in the upper 1100 m in less 
than 60 minutes. Sample bottles are removed from the frame and 
sub-sampled in a laboratory van with HEPA-filtered air. Figure provided 
by Chris Measures.

이러한 기술 인 발 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량원소들의 지구 인 생지화학  순

환에 한 이해는 기 만큼 충분히 진 되지 못하고 있다. 로 미량원소를 간단히 

‘conservative', 'nutrient-like' 는 ‘scavenged’ 라고 크게 분류하여 보는 견해가 많지만 

더 복잡한 작용에 기 를 둔 분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미량/동

원소들의 공간 인 분포에 한 정보의 부족으로 이들의 수평이동과 련된 과정을 평

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해양 생태계에서 요한 역할을 하거나(Fe) 독성 오염물질로 

알려진(Pb, As) 원소들은 오직 제한된 해역에서만 측정되고 있다(그림 5.4). 심지어 이러

한 원소들과 다른 요한 TEIs (Zn, Co, Se 는 Pa, Th, Nd의 동  원소와 같은 tracer

와 같은 다른 미량 양염류)의 source, sink, internal cycling(내부 순환)에 한 정보는 

더 부족하다. 그리고 TEIs의 거동을 변형시키기도 하는 TEIs’ speciaition (화학종) 에 

한 정보 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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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The total number of stations at which concentrations of iron in 
seawater have been reported for depths 2000 m or deeper, as of 2003. 
Redrafted from compilation of Payal Parekh, MIT. This figure illustrates 
the paucity of high-quality data about this key micronutrient in the deep 
ocean.

 

1980년 에TEIs 에 한 개선된 시료채집과 분석기술은 생태계와 탄소순환을 조

하고 환경 변화의 주요 인자를 제공하는 필수 미량 양염으로서의 미량원소의 역할에 

한 이해를 이끌어냈다. 해양에서 제한 미량 양염류로서의 Fe의 잠재력은 오래 에 

인식되었지만, 그 요성은 1980년  후반이 되어서야 완벽하게 인정되기 시작했다(de 

Baar and de Jong, 2001; Bruland and Lohan, 2003 참고문헌에 있음). 최근 들어 Fe공

이 생태계 구조를 조 하는 주요 인자로 추정되고 있기에, 지구 시스템에서 Fe 순환의 

역할이 재 연구되고 있다(Jickells et al., 2005). 1990년  동안 다양한 생태계 작용에서 

많은 다른 미량 속에 의한 요한 역할이 차 으로 명백해져 왔다(Morel et al., 

2003; Morel and Price 2003; Table 1). 다양한 미량 속의 이용정도의 변화(차이)처럼 이

들 작용간의 상호작용과 경쟁이 비로소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고 있다(Cullen et al., 

1999). 를 들어 미량의 양염류 A가 낮고 B가 풍부한 시기에 각 종과 생태계에서 무

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상황이 역 된다면(미량 양염류A가 풍부하

고, B가 부족할 경우) 생태계는 어떻게 반응할 것 인가? 다가오는 수년 내에 이러한 주제

에 한 많은 양의 근본 인 생물학 인 이해가 얻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와 해양

에 한 이해의 계는 TEI 분포와 source, sink, 화학종 분포 특성과 내부 순환의 정량

 자료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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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Important biogeochemical processes in the ocean and the trace 

metals thought to be fundamental to their action. Derived from Morel et 

al. (2003) and Morel and Price (2003), and references therein.

몇몇 경우에 생물체에 한 TEIs 는 양공 원이기 보다는 차라리 성장을 해하

는 향을 가진다. 이러한 향의 좋은 는 Mann et al. (2002)에 의해 알려졌다. 그는 

해양에서 가장 풍부한 합성 유기물인 Prochlorococcus 의 분포가 구리 독성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 - 이 생물의 개체수는 표층 수괴에서의 구리 이온의 활성 분포와 

반비례한다. 반면에, 매우 유사한 생물체인Synechococcus는 구리의 독성에 향을 받지 

않고 Prochlorococcus를 억제하는 구리 농도가 높은 수괴에서 잘 성장한다.

 

TEI 분포를 활용한 재 해양 내에서의 기작들의 이해와 함께 미량원소는 산호 

는 미화석(microfossils)을 포함한 침 물에서의 구성분석을 통해 고해양학 연구 분야에서

도 새로운 proxies로서 활용되고 있다. 를 들면, 침 물에서 Cd/Ca 비율은 과거 해양

에서 인산염 농도 변화를 유추하는데 사용되며, 반면에 Mg/Ca 비율은 고수온 proxy로 

활용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지난 수 십 년간의 TEIs에 한 연구는 선택  항목 분석 조사 는 단독 

장 조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tracers의 지구  분포를 포함한 다양한 tracers들 

간의 계에 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TEIs의 지구  생지화학  순환에 

한 좀더 종합 인 이해는 그들이 해양 작용의 믿을만한 tracers로서 활용되어지기 에; 

그들의 생지화학  순환의 변동에 한 해양 생태계의 민감성을 평가하기 에; 오염물질

의 이동과 운명이 평가되기 에 ; proxies로서 활용되기 에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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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SECS 이후 30년 간의 이러한 발 은 해양 화학에 한 많은 부분의 이해를 토

로 한다. GEOSECS의 효과와 성과의 추가 인 측정은 다음의 로그램들의 수행과 디

자인에 기반을 제공한다. 를 들어 GEOSECS 에서 시작된 해양 순환에 한 연구는 

Transient Tracers in the Ocean(TTO)와 the 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WOCE) 같은 로그램 하에서도 계속 진행되었다. 한 GEOSECS의 요 연

구내용인 탄소순환에 한 연구도 The Joint Global Ocean Flux Study(JGOFS) 로그램에

서도 계속 진행되었다. 지화학  측면에서의 연구 발 은 재 해양 작용이해를 해 제

약 받는 모델 시뮬 이션에 활용되고 있다. 유추해보면 속-생물간 상호작용, 환경 변화

에 한 상호작용의 민감성, 탄소순환과 기후변동에 련된 향 등과 같은 주제를 조사

하는 미래 연구들은 GEOTRACES의 결과에 기반을 두거나 이 을 받게 되리라 상할 

수 있다.

 

□ 시료채집 기술과 분석 기술의 개발

□ 해양 생지화학과 지구  변화에서의 미량 양염류의 요성에 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통한 과거 지구  환경 변화의 새로운 proxies로 

개발

□ 과거에 얻을 수 없었던 정보를 제공하는 방 모델링과 역 모델링 기술

□ GEOTRACES에 이로운 보충 정보를 제공하거나 는 GEOTRACES의 

발견으로부터 이익 는 활용할 동시 인 해양 연구 로그램의 실행

□ 인 인 변화가 더 가 되기  TEIs의 기  분포를 특징화할 필요성

최근 명백한 샘 링 로토콜과 분석 기술에서의 발 은 에 없던 정 도와 정확

도를 가진 해양 TEIs의 넓은 범  측정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분석을 한 상당한 량의 

시료채집에 한 요구는 분석기기들이 차 섬세해짐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꾸 히 감소 

해왔다. 오염의 원인에 한 이해를 더 돕기 해, 다  분석 로토콜의 민감도와 양립

되는 샘 링 기법의 디자인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많은 로토콜들은 화학 종들에 

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상 으로 빠르게 해줬다. 이러한 화학 종들은 감소된 시료 

크기와 련이 있고 이제는 시공간 으로 높은 해상도내에서도 시료채집을 가능하게 하

고 있다. 이러한 분석기술의 발달은 미량 원소들의 생물학  역할에 한 이해(IMBER와 

SOLAS에 의해 수행된)의 향상과 더불어 지구  해양 생지화학 분야에 한 주요한 발

을 가능하게 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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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 이 제공한 연구 는 2003년의 North Atlantic CLIVAR 탐사 동안 수집

된 데이터이다. 수괴 상  1,000m에서 1도(60 항해 마일) 간격의 해상도로 용존 상태의 

Fe와 Al 농도를 공간 분석하 는데(그림 5.5), 이는 단순히 몇 개의 수직 농도 분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당한 지역  다양성과 구조들을 제공하 다. 심해지역(수심2000m 이

상)에서의 이러한 해상도의 자료는 아직도 히 부족하다(그림 5.4).

 하나의 원소가 단독으로는 효과 으로 연구될 수 없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차라리 하나의 원소는 원소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가 각각의 원소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특수한 경우에서만 원소들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특히 자연 방사성 

동  원소가 없는 Fe에 해당된다. Fe의 bomb 방사성 동  원소는 붕괴하는데 오랜 시간

이 걸리므로 Fe의 안정 동  원소의 거동에 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불안

한 철 신 이들의 거동을 살피기 해 우리는 유사한 거동 특성을 가진 다른 안정된 원

소에 주시하고 있다. Fe이 많이 제거된 수층(그림 5.5)에서 Fe 의 유입에 련된 tracer로

서 Al의 활용은 같은 수층 샘 에서 다양한 TEIs 를 측정할 필요성에 한 효과 인 근

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조정된 다  원소 연구 로그램이 이끌어 내는 결론이 하나의 원

소 로그램이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 더 나을 수 있는 큰 장 이 있다.

 

한 최근 모델링 능력의 발 은 GEOTRACES 로그램을 한 시기에 시작할 수 

있게하는 다른 동기도 부여하고 있다. Sub-grid scale mixing 작용의 향상된 수치화와 

라미터화는 tracer 이동에 이류와 확산의 실  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새로운 단열

의 수정 계획들은 규칙 인 순환 오류(Eden and Oschlies, 2006)를 이는데 도움을  

것이다. 그리고 해양의 재해석과 조작상의 해양학 생산물들은 해양에서 tracer 이동을 

실 으로 모델화하는 능력을 더 향상 시켜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동화 기술과 역모델

링은 TEI 흐름, 근원, sink의 에서 증명을 한 유망한 데이터의 직  활용을 가능

하게 해주고 있다. WOCE, JGOFS와 련된 로그램들의 분석 결과로 지난 십 년 동안 

이러한 근은 성공 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로그램들은 탄소와 양염류들의 수직 , 

수평  흐름뿐만 아니라 입자유기물질의 재생산력과도 련이 있다(Ganachaud and 

Wunsch, 2002; Schlitzer, 2002). CLIVAR 로그램 하에서 수행되고 있는 해양 순환의 

재와 미래에 련된 연구는 역모델이 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TEI 분포에 한 

정보의 동화를 통한 이러한 활동의 확장은 미량원소와 그들의 동 원소가 해양에서의 생

지화학  순환과 련된 근원과 sink 뿐만 아니라 내부순환에 해서도 정량화할 수 

있도록 해 다.

  

GEOTRACES는 몇몇 새롭게 진행  인 큰 규모의 해양 연구 로젝트의 성공  

수행에 기여할 것이다. 를 들어 해양 표층과 기면 사이에서 trace 속의 공 을 연

구하는데 있어서 SOLAS와 히 력할 것이다. 이것은 IMBER와 같은 해양 생태계에 

한 결과와 metal-biota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로그램에 큰 scale의 속 분포와 미량 

양염류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GEOTRACES는 Global Ocean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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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GOOS) 내의 발  활동이 사용 가능한 력과 CLIVAR 로젝트로부터 조건 변

화와 해양순환의 증가를 이해하는데 사용 할 것이다.

 결국 GEOTRACES는 인간 활동에 의한 자연 순환의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기 

에 TEIs의 기 선 분포를 만들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가장 잘 문서화된 혼란은 납(Pb)

을 포함한다. 이것의 부분은 산업과 자동차에 납을 함유한 연료의 연소에 의해 1세기 

이상 사용/방출되어왔다. 양 표층 수괴에서 Pb 농도의 증가는 산호 속의 Pb 함량 측정

에 의해 재구성 되고 있다(Shen and Boyle, 1987; 그림 5.6). 1970년  이래로의 Pb 농도 

감소는 산업에서 방출 감소와 자동차에 납 감 연료의 사용을 반 한다. 인간활동에서 방

출된 Pb의 기본  자원의 시간을 지나면서 얻은 산물은 표층 해수에서 Pb의 안정 동  

원소 구성 변화에 의해 쉽게 밝 진다(그림 5.6). 비록 인간활동에 의한 Pb가 기를 통

해 해양에 흘러 들어가지만 그것의 존재는 North Atlantic Ocean의 깊은 곳에서까지 검

출된다(그림 5.7). 왜냐하면 새롭게 형성된 North Atlantic Deep Water로부터 침강하는 

수괴의 이동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서 심층수괴 재생성과 련한 timescale은 North 

Atlantic Ocean 보다 크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심층수에서 Pb(혹은 다른 TEI)의 농도는 

인  근원에 의해 훨씬 향을 덜 받는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에 따라 변할 것이다. 인

간 활동에 의한 다른 TEI(Hg, Cd, Zn)은 기와 깨끗한 물의 유입을 통해 바다로의 유입

량을 증가시켜 왔다(Nriagu, 1989). 이러한 유입은 아마도 해양으로 가는 유사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과 련된 정보는 Pb보다 훨씬 부족하다. TEI 분포

에 한 지구  해양에서의 연구는 미래 변화를 측정하기 한 기 선을 제공할 것이

다. Pb분포 변화의 모델링만으로는 해양의 많은 작용들을 이해하는데 에는 아직도 많은 

제한이 있다(Henderson and Maier-Reimer,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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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Distributions of dissolved Fe (upper panel) and Al (lower panel) in the 
upper 1000 m along the CLIVAR A16 cruise track 19 May-11 August 2003 
(see inset for location). Al concentrations increase in surface waters under 
the Saharan dust plume (0-20N), indicating the addition of TEIs from 
dissolution of dust. Fe is not particularly enriched in the surface waters 
here, but is significantly enriched deeper in the water column below this 
region. This could be explained by the rapid biological use of Fe in the 
surface waters, followed by settling and regeneration of organic material to 
return the Fe to intermediate depths. Courtesy of Chris Measures 
(University of Hawaii) and Bill Landing (Florida State University). Figure 
used with permission from the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IGBP) and Oceanography. Versions of the figure appeared in 
Anderson and Henderson (2005) and the IGBP Newsletter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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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Left: variability of lead (Pb) in surface waters near Bermuda derived 
from coral measurements (1880–1980) and seawater measurements (1980–
2000). Rising Pb from 1880–1980 is due to Pb emissions from smelting, 
coal combustion and other high-temperature processes during the U.S. 
industrial revolution (1880–1925) and automobile emissions from use of 
leaded petroleum. Fine particles from these sources are transported for 
long distances by the atmosphere and are deposited in the ocean. 
Decreasing Pb after 1980 results from the elimination of tetraethyl lead 
gasoline and more stringent emission controls on industrial processes. 
Surface-ocean Pb is maintained in a steady-state (2 year) balance of the 
input from the atmosphere and removal onto sinking biogenic particles. 
Data from ‘'Centennialscale elemental and isotopic variability in the 
tropical and subtropical North Atlantic Ocean’' (2002), Ph.D. thesis, 
Matthew K. Reuer, MIT/WHOI Joint Program in Oceanography. Right: 
variability of 206Pb/207Pb and 208Pb/207Pb in surface waters near 
Bermuda. Pb isotope ratios vary within the Earth owing to generation of 
these isotopes from U and Th by radioactive decay. Pb isotope ratios vary 
in the surface ocean owing to changing emission sources. For example, in 
1970, the U.S. Pb mining industry shifted from less radiogenic Pb sources 
in Idaho to more radiogenic sources in Missouri. The decrease since 1980 
is due to the increasing dominance of less radiogenic Pb sources from 
Europe as more radiogenic U.S. emissions decrease. Figure modified from 
Chemical Geology, Vol. 200, Reuer, M.K., E.A. Boyle, and B.C. Grant, Lead 
isotope analysis of marine carbonates and seawater by multiple collector 
ICP-MS, pp. 137–153, copyright 2003,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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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Sections of Pb (top) and Pb-isotope ratios in the water column of 
the eastern Atlantic Ocean in 1999. The spatial variability of subsurface 
Pb and Pb-isotope patterns reflects the advection and mixing of surface 
waters into the deep sea. Water 500–-900 m deep in the southern 
portion of this section sank from the surface decades previously and 
hence had higher Pb concentrations and a more radiogenic Pb isotope 
ratio, consistent with surface-water Pb isotope ratios at that time 
(Figure6). Deeper waters have less Pb because they are dominated by 
waters that left the surface many decades ago. For example, at about 
3000 m at the southern end of the section, the Pb isotope composition 
reflects Pb that was at the surface in the 1920s (see 그림 5.6). Data from 
‘'Centennial-scale elemental and isotopic variability in the tropical and 
subtropical North Atlantic Ocean’' (2002), Ph.D. thesis, Matthew K. 
Reuer, MIT/WHOI Joint Program in 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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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램의 활용

   

□ 해양생태계에서 micronutrients로서의 기능

□ 오염물질의 이동  상태

□ 과거와 재의 해양환경을 이해하는 추 자

 

TEI의 해양 생지화학  순환과 이러한 순환을 조 하는 조건과 작용에 한 포

인 이해의 발 은 해양 련 학문들의 넓은 범 를 아우르며 공유하는데 많은 이익을 가

져다 다. 이 장은 이러한 이익들을 찾을 수 있는 몇몇 특정 부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될 것으로 본다.

 

가. 해양생태계에서 micronutrients로서의 기능

 

주요 양염류(PO4, NO3 ,Si)의 해양 순환은 넓은 범 에서 연구되어 왔고, 재 잘 

알려져 있다. 비록 N과 P(DOC-complexed TEIs와 련된)의 유기  모양의 거동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미량 양염류의 요성에 한 인식은 좀 더 최근에 나타났다. 그러

나 이러한 미량 양염류의 역할에 한 이해는 여 히 부족하다. 고 양염 엽록소 

(HNLC) 해역에서 철(Fe)공  부족이 체 기 생산력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제 잘 입증

되어 있다(Coale et al., 1996). 철은 다른 생태계 작용의 범 에서도 내포되어 있다(Table 

1). 실험과 제한된 해양 표층수 연구로부터 다른 trace 속들 한 생지화학  작용을 제

어하는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특히 Cu, Zn, Co, Cd와 Mn이 그러하

다(Morel et al., 2003; Morel and Price, 2003; Table 1). 이러한 미량 양염류들의 순환

은 체 해양 시스템의 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미량 양염류들은 해양 생산력의 정량

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타입 그리고 수행되는 기능들까지 제어한다. 이 게 함으

로써 미량 양염류의 공 은 주요한 원소(N과 C를 포함하는)들의 화학  순환과 련된 

요한 작용들의 흐름을 제어한다. 따라서 미량원소들의 순환은 해양에서 탄소와 생물체

의 거동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량 양염류의 순환에 한 이해는 아직 불완 하다. 

최근 몇 년간의 분석 기술의 발달과 주요 발견은 미량 양염류에 한 우리의 지식을 

확 시켰지만, 아직도 이런 분포들을 조 하는 작용들에 한 이해와 이러한 원소들의 분

포에 한 이해는 여 히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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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Summer season growth-limitation patterns for diatoms (A), small 
phytoplankton (B) and diazotrophs (C). The nitrogen-fixing diazotrophs are 
capable of obtaining nitrogen from dissolved N2 gas. Their growth is 
restricted by low sea-surface temperatures at high latitudes. Also shown is 
the percentage of total ocean area for each growth-limiting factor. Moore, 
J.K., Doney, S.C., and Lindsay, K., Upper ocean ecosystem dynamics and 
iron cycling in a global threedimensional model, Global Biogeochemical 
Cycles, Vol. 18, GB4028, doi:10.1029/2004GB002220, Copyright (2004) 
American Geophysical Union. Reproduced by permission of the American 
Geophysical Union.

좋은 로 철의 순환을 모델화하기 한 시도이다. 제한 양염류로서의 철의 요

성에 한 인식에 동기부여를 받은 연구자들이 철을 해양 모델에 추가하 다(Archer and 

Johnson, 2000; Moore et al., 2002; Bopp et al., 2003; Parekh et al., 2005). 이 게 시도

된 모델에서는 해수에서의 철의 거동에 한 폭넓은 가설을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해양에서 철의 분포와 거동에 한 빈약한 지식 때문이다. 이러한 모델들은 해양의 다양



- 153 -

한 분류군들의 철 부족 성장 제한 지역 분포도를 략 으로 제안하고 있다(그림 5.8). 미

량 양염류의 분포를 제어하는 화학  작용의 정확한 지식은 이러한 모델들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주며, 다른 요한 미량 양염류들을 한 유사모델의 개발을 진시켜 다.  

이러한 모델들은 과거 기후 변화에 한 해양의 반응에 한 고해양학  기록에 한 해

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한 미래의 지구 인 변화에 한 해양의 반응에 한 

상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 오염물질의 이동  상태

많은 TEIs의 양 순환은 인간 활동( 의 Pb의 경우에도 묘사되었던)에 의해 상당히 

향을 받아 왔다. 몇몇의 이런 TEIs는 자연과 인간 환경에 해롭다. 왜냐하면 그들의 독

성과 방사성 때문이다. 그러한 TEIs의 상태와 이동을 제어하는 작용에 한 이해는 해양 

환경과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요한 이 된다.

 

해양의 오염물질에 한 의 인식은 1995년 Brent Spar oil rig의 처리에 한 논

쟁 동안 특히 높았다. 유정을 유용하게 사용 후에 스코틀랜드 해안의 심해에 가라앉  처

리하는 것이 제안 되었다. Brent Spar는 Cd, Pb, As, Zn, Hg와  수 의 방사성 폐기물

의 상당한 양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유정을 버리는 것에 반 하는 캠페인 참

여자들은 그러한 속들이 해양 생태계에서 독성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유정을 

소유한 원유 회사들은 그 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양 시스템에서의 산성 산 폐수의 

향에 한 유사한 논쟁이 진행 에 있다. 이 논쟁들은 해양에서 이러한 TEIs의 형 인 

농도 수 에 한 매우 제한된 이해에 근거한다. 한 이런 속의 순환에 연루된 작용에 

한 이해의 부족에서도 근거한다. 오염물질 TEIs의 생지화학  순환의 총체  이해는 이

러한 해양 폐기물의 처리에 연 된 안 성에 한 논쟁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직 (방사성 폐기물을 North Atlantic Ocean에 버림) 혹은 간 (산업 작용 동안 

Pb의 유출; 그림 5.6, 그림 5.7) 방식으로 몇몇 TEIs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 이미 행해져 

왔다. 이러한 경우에 TEIs의 제거와 이동의 향은 최후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 치명

이다. 수은은 인  방출에 의해 상당히 향을 받아온 원소의 좋은 이다. 수은은 어

류의 생물학  축 에 의해 인간의 식량 공 에 한 향을 미치고 있다(Lamborg et 

al., 2002). 이미 말했듯이 수괴 분산에서 이러한 혼란의 향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다른 미량원소들의 순환은 인간 활동에 의해 상당히 교란되어왔다. 비록 많은 오염

물질들이 표층 수괴에서 발견되었지만 North Atlantic Ocean(앞에서 제시된 것 처럼)을 

제외한 심층수는 재 기의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심해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과는 별개로 입자 결정이나 수평 기류 같은 자연 작용은 

해양 표층과 륙붕 지역에서 심해로의 오염물을 이동 시키고 있다. 이런 심해 환경에서 

GEOTRACES연구 로그램은 미래 변화에 기 선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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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cience Plan은 특별히 오염된 해양 환경에 한 연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TEIs의 해양 생지화학  순환을 조 하는 근본  작용에 한 이해를 강조할 것

이다. 이러한 근본  로세서의 정확한 이해는 해양에서 오염물질의 상태와 이동을 측

해보려는데 근본  의의가 있다. 그래서 GEOTRACES의 목  달성은 오염물질에 한 

연구에 확실한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다. 과거와 재의 해양환경을 이해하는 추 자

바다는 열과 탄소의 거 한 양을 이동, 장하는 능력을 통해 기후 시스템을 조 한

다. 따라서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해양 순환의 동력과 해양 탄소 순환에 한 

지식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해양에서 이런 작용을 평가하는 것은 그들을 직 으

로 측정함 - 수괴의 이동 측정을 통해, 는 용존 무기 탄소의 직  측정 - 으로써 가

능하다. 그러나  해양 시스템의 많은 작용은 이러한 직 인 측정으로 악되지 않

는다. 따라서 이러한 작용의 연구들을 해 TEI tracer가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TEI tracer의 해양 화학  이해는 재 해양 시스템을 검증을 한 우리의 능력을 향상 

시켜  것이다.

 

를 들어 해양 수괴 혼합에 한 몇몇 부분은 직  방법으로는 측정이 어렵다. 

심층수의 장기간 비율 같은 방법을 말한다. 최근의 WOCE 로그램에서 방사성 탄소의 

측정은 이제껏 직  방법으로 얻어지지 못한 수괴의 흐름에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그림 5.9). 이러한 결과는 다른 찰로 이루지 못했던 세계 해양 순환 모델의 수행을 

비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England and Maier-Reimer, 2001). 다른 작용들은 심해의 장기

간의 mixing rate나 shelf-to-open 해양 mixing rate같은 직  방법으로 측정이 어렵다. 

 해양 모델과 자연  방사성 핵종의 찰을 엮는 것은 그러한 질문들이 언 되게 해

다. 그러나 먼  방사성 핵종의 해양 화학에 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유사하게 해양 탄소 순환내의 유기 탄소의 하향 흐름이나 심해에서 이러한 탄소의 

용해와 같은 요한 흐름은 직  방법으로 근이 어렵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작용의 

비율을 측정하게 해 사용되는 TEI tracer들이 있고 이러한 TEIs의 생지화학  순환에 

한 더 나은 이해는 그들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탄소 순환에 한 이해를 더욱 향상

시켜 다(Benitez-Nelson and Anderson, 2006). 과거 해양에의 환경을 직  측정하는 것

은 불가능 하기에 과거의 상태를 복원 하는데 으로 tracer에만 의존하고 있다

(Henderson 2002). 그러나 이러한 복원은 지구의 기후 시스템과 미래 기후 변화의 가능

한 변화량을 평가하기에는 치명 이다. 기후 변동의 기기  기록은 무 짧아서 미래를 

상하는데 쓰일 모델을 히 검정할 수 없다. 특히 instrumental time series 내에서 

샘  될 수 없는 가장 격한 변동의 경우에 그러하다. 따라서 미래 기후의 측과 기후 

시스템에 한 이해는 과거 해양 환경의 화학  tracer의 사용에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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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A meridional section of radiocarbon (14C in permil) through the central 
Pacific Ocean taken from the GLODAP data set described in Key et al. 
(2004).

 

많은 지화학  tracer들은 변화하는 정도(varying degrees)를 해 제안되어 왔고 

재의 해양 환경 변화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proxies는 많은 해양 변수의 

과거 변화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면 수온(Mg/Ca 비율을 사용한)부터 양염류 

이용까지(δ15
N)바닷물의 pH(boron isotopes)부터 해양 순환(

231
Pa/

230
Th과 Nd isotopes)까

지 하지만 이러한 proxies에 한 완벽한 이해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같은 작용에 응된다고 여겨지는 두 proxy 사이의 불일치를 증명하는데 사용된다. 이에 

한 는 마지막 빙하기에 Atlantic Ocean에서의 
231

Pa/
230

Th와 εNd의 사용으로 알 수 있

다(그림 5.10). 두 개의 이들 동  원소 proxy는 Atlantic Ocean심해에서 남쪽 방향 흐름

의 과거 비율에 한 정보를 포함한다고 여겨진다. 231Pa/230Th는 마지막 빙하기에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McManus et al., 2004). 반면 εNd는 그 시기에 훨씬 감소된 흐름을 나타

냈다(Piotrowski et al., 2004; 그림 5.10). 두 proxy는 실제 환경 변화에 응하고 있는 

이다. 그러나 이러한 proxies에 한 우리의 이해는 그들을 일치시키기엔 불충분하다. 이

들을 일치시키기 해서는 새로운 측정과 과거의 TEI proxies 제어 작용을 이해하는 모

델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림 5.11). 이러한 지화학  proxies의 측정(그들의 강약에 

한 이해)과 새로운 proxies를 확립하는 것은 GEOTRACES의 기본 인 목 이며 기후 시

스템의 폭넓은 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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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A comparison of two ocean tracers, both thought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ate of past flow of North Atlantic Deep Water 
(McManus et al., 2004; Piotrowski et al., 2004). Although both tracers agree 
that flow was strong during the Holocene and weak during the Younger 
Dryas, 231Pa/230Th (middle) suggests a high rate of flow at around 19 
kyr whereas εNd (bottom) suggest a minimum flow rate. This illustrates 
the need to better understand proxies for past environmental change. The 
upper panel shows a proxy record for air temperature over Greenland 
based on the stable isotope composition of the ice (higher 18O values 
correspond to warmer temperatures) for reference. McManus et al. (2004) 
figure adapted by permission from MacMillan Publishers Ltd: Nature, 
Copyright (2004). Piotrowski et al. (2004) figure adapted by permission 
from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Vol. 225, Piotrowski, A.M., 
Goldstein, S.L., Hemming, S.R. and Fairbanks, Intensification and variability 
of ocean thermohaline circulation through the last deglaciation, pages 205–
20. Copyright (2004),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 157 -

그림 5.11. Observation of sediment surface 231Pa/230Th (coloured circles; blue 
represents negative values; I.e., low 231Pa/230Th ratios) compared with a model 
reconstruction of this ratio (background colours) in sediment leaving the ocean. 
This ratio encodes information about both past ocean circulation rates and past 
productivity, two important variables in the climate system. By better 
understanding the ocean behaviour of these nuclides, GEOTRACES will enable 
these tracers to be used reliably for assessment of past conditions. Reprinted 
from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Vol.237, Siddall, M., G.M. Henderson, 
N.R. Edwards, M. Frank, S.A. Muller, T.F. Stocker and F. Joos, 231Pa/230Th 
fractionation by ocean transport, biogenic particle flux and particle type, pages 
135-155. Copyright (2005),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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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해양경계면에서의 물질순환과정

 

□ 륙으 로부터 나온  물질들이 입자와  기체 상태 로 기를 통해 해양 

표면으 로 유입

□ 륙 지 각  표면의 물리 화학   작 용에 의한 침식과 용해된 상태  혹은 

입자 상태 로 강이나 지 하 수에서  바다로 유입

□ 해양 퇴 물들이 해수로부터 화학종들의 탈착 과 흡착 을  통해 화학 

반응 매자의 역 할을  하 며 해 로 퇴

□ 륙 지 각  표면과 맨틀 사 이의 교 환으 로 높고 낮은 온 도에서  m id-  

ocean 우리 에서  무암과의 상호작 용

 

각각의 해양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TEIs의 흐름들은 일반 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이런 지식의 부족은 지역  지구  생지화학 budget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가장 근본 인 문제 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해양의 네 가지 경계면에서의 

흐름에 한 이해 증진이 GEOTRACES 로그램의 주요한 테마이다.

  

그림 5.12. A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the major influences on the distribution of 
TEIs in the ocean. Four major ocean interfaces (blue) and four major internal 
processes (red) are responsible for ocean TEI patterns. Within GEOTRACES, 
interface processes form the basis of Theme 1, while internal cycling processes 
are the basis of Them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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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많은 이 흐름들이 직 으로 측정되고 각각의 측정 로그램들이 여러 조사 

initiative들 (LOICZ, SOLAS, IMBER 등)에서 수행 이라 하더라도 연 된 로그램의 

큰 공간  시간  변이성은 지구  통합과 budget 계산을 어렵게 한다. GEOTRACES

는 보완  근을 따르고자 한다. 그 근 방법은 해양 interface에서 TEI 흐름들의 패턴

과 크기가 해양에서 TEIs의 분포에 반 되어 진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TIEs의 해양 분포

에 한 향상된 지식은 특히 경계면에서의 흐름이 요한(dust plumes, 강어귀, 해안가, 

mid-ocean ridges) 지역에서 흐름들에 한 직 인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TEI 분포에 한 지식은 지각과 기와 해양 사이의 교환에 련된 작용에 한 이

해를 도울 것이다. 물의 용해, 물 표면의 흡착/제거, 생물학  이용, 원소 종분화, 다

양한 범 의 유사 생화학  작용들은 해양 화학원소들의 흐름과 TEIs의 분포를 제어한다. 

GEOTRACES의 요한 목 은 이러한 작용들의 충분한 이해를 발 시키는 것이다. 왜냐

하면 미래 지구  변화에 응하는 TEI사이클의 변화를 정확히 측해야하기 때문이다.

 

TEI 흐름과 이러한 흐름을 제어하는 작용에 한 이해는 새로운 화학  측정을 해

양 자체와 해양 interface에서 정확한 물리  생물학  틀로 만들기 한 통합  근에 

의존한다. 복합 인 TEI 측정의 통합은 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를들어 알루미늄

과 망간은 수괴에서 생존하는 Fe input의 tracer를 제공한다. 심지어 Fe이 생물학  작용

에 의해 제거된 후에도 유사하게 동  원소 시스템은 종종 TEI의 자원에 한 정보를 제

공하거나 입자와 퇴 물과의 교환과 련한 작용의 비율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TEI 

집단에 한 측정은 단일 원소의 연구로부터 나올 수 없는 interface 흐름과 작용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TEI 흐름과 작용에 한 재의 이해는 다음 Section들의 네 개 interface 각각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Section들은 우리의 이해의 상당한 발 에 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역을 상술한다. 한 이러한 Section들은 GEOTRACE 로그램에 의해 언 될 특정 목

들을 제공한다.

 

1. 기로부터의 침

가. 재의 연구 황

기성 퇴 은 요하지만 불충분하게 정량화 되어있다. 한 기성 퇴 은 륙으

로부터 해수면까지의 낮은 용해성 TEIs의 이동 방법이다. 수괴에 잘 녹지 않는 미량 양

염류 Fe 그리고 Zn, Co에 해 양의 표층에서 이러한 원소들이 생물학 으로 필요한 

농도 유지에 결정 인 방법이다. 사실 몇몇 큰 해양 지역 표층에서 Fe의 제한된 기성 

퇴 은 그들의 HNLC상태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용 가능한 용존 Fe와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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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랑크톤의 성장을 한 필수 미량 양염류의 부족은 이 지역에서의 표층 미량 양

염류의 흡수를 막는다. 한 이러한 부족은 한계와 상호-한계 기  생산력에 작용한다

(Martin et al., 1990). 철 공 은 한 몇몇 지역에서 질소 고정을 조 한다(Falkowski, 

1997). 추가 으로 기를 통한 이동은 륙에서 해양으로 인  물질 이동을 한 요

한 요소이다(Duce et al., 1991).

 

아래 성 사진(그림 5.13)은 풍성 물질의 륙 기원지의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물질들의 주된 기원지는 큰 사막지역(사하라 그리고 아시아 사막)에 한정되어 있

지만 부유된 물질의 변화는 공간과 시간 인 특징에 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해양 표층에

서 바람에 의해 이동된 물질의 퇴 은 지리학 으로 시간 으로 우발 으로 발생된 것이

다. 그리고 유입 강도와 침  비율은 매우 불확실하다.

 

그림 5.13. Radiatively equivalent aerosol optical thickness (EAOT X 1000) over 
the ocean, as derived from the NOAA AVHRR satellites. This figure 
incorporates the June–ugust period and therefore misses the Asian 
outbreaks that occur predominantly in boreal spring. Husar, R.B., 
Prospero, J.M., and Stowe, L.L. ‘haracterization of tropospheric aerosols 
over the oceans with the NOAA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optical thickness operational product’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vol. 102, No. D14, pages 16,889–6,909. Copyright (1997) 
American Geophysical Union.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the 
American Geophysical Union.

 

물 물질 외에 sea-spray 와 in situ gas-to-particle 환에 의해 에어로졸이 기에 

더해지고 있다. 를 들어 습식 유입이 바다로 가는 주 방법인 휘발성 원소(Pb, Se)의 압

축을 통해 기에 더해진다. 자연  방사성 물질들은 습식 퇴 으로 해양으로 이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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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에 편입된다. 이러한 자연  방사성 물질들은 우주의 방사와 기의 가스들

(7Be,32P,33P,36Cl)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되거나, 륙(222Rnto210Pb)으로부터 방사된 기체 

체의 붕괴로부터 생성된다. 에어로졸은 한 생물연소와 인간활동으로부터 생성된다. 

생물연소와 인간활동은 에 지 생산, 시멘트 공정과 속 용해와 같은 산업  비가공 물

질들의 생산에서 석탄과 석유와 같은 고온의 연소 작용을 포함한다. 다른 메카니즘에 의

해 생성된 에어로졸은 그들의 침 (deposition)작용을 제어하는 독특한 크기 분포를 가진

다. 그리고 그들의 방출과 기 이동 수단을 반 하는 침 (deposition)에 있어서 다른 공

간  패턴을 가진다. 재 해양 표층에서 Fe, Al, 210Pb,안정 동  원소 Pb와 같은 몇 안 

되는 지화학  추 자 만이 체계 으로 조사되어 왔으며, 기 침 (deposition)과 연  

되어왔다(Jickells et al., 2005).

 

기 침 (deposition)이 지구  해양에서 지화학  순환에서의 역할에 한 평가

의 일차 인 요구는 기 순환의 크기와 공간  분포를 제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한

된 몇 군데를 제외하고 기 침 (deposition)의 직  측정치를 얻는 것은 실용 이지 

못하다. 이러한 측정은 반드시 먼지의 이동과 침 에 련된 수학  모델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먼지 자원의 이동과 퇴 은 쉽게 측되는 parameter들로부터 유추된다. 성 사

진은 주 기원지 - 사막으로 input 같은 - 를 상세히 나타내며 기 내의 load 다양성과 

부유를 통한 유입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상 기지에서의 기성 시료채집은 지면 먼

지와 다른 원소들에 한 지구  분포도 작성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오직 몇 군데 섬에

서의 시료 채집은 이 분포도가 매우 제한된 자료에 기 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5.14). 

시각  투명도를 결정하는 성 센서가 기로 부유(유입)된 물질의 측정을 제공하긴 하

지만 이러한 값들을 양염류 분포 비율로 변환하는 것은 재 매우 어렵다. 사막 먼지 

분포의 측정은 10가지 원소에 해 불확실하다.

 세계 해양( 를 들어 그림 5.8)에서 Fe의 한계 크기를 결정하는 모델은 기순환

과 표층 수괴에 유입되어 용해되는 철의 농도 측정에 크게 의존한다. 그 이상의 데이터가 

이러한 parameter를 해 필요하다. 양에서 이러한 parameter 의 당한 추정에 기반

한 모델들은 Fe의 표층 분포를 시뮬 이션 해왔다. 한 이러한 모델들은 측정된 값과 

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연안에서 이러한 모델값은 종종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기  timescale에서 그 다. 공기 덩어리 순환이 복잡하고 다른 Fe 유입원이 요한 연

안에서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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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There is a popular misconception that atmospheric inputs to the ocean 
are well constrained. This misconception is based largely on the frequently 
cited ‘uce Map’of mineral aerosol fluxes. The figure above from Jickells 
and Spokes (2001) shows the contours of the Duce Map (Duce et al., 1991), 
together with the sampling stations on which it is based. Although other 
information, such as atmospheric transport models, was also used to 
construct the Duce Map, the scarcity of actual mineral aerosol-flux 
measurements used in this key study is striking. This figure powerfully 
illustrates that the flux of material from the atmosphere to the sea surface 
is actually rather poorly known. Figure reproduced from “tmospheric iron 
inputs to the oceans” Jickells, T.D. and L.J. Spokes in The Biogeochemistry 
of Iron in Seawater. D.R. Turner and K.A. Hunter (editors), Copyright 
2001. Copyright John Wiley & Sons Limited. Reproduced with permission.

 

먼지 퇴  정량화를 한 방법 향상

 

해양 표층에서 먼지 퇴 에 한 시공간  다양성은 물리  scale에서 이해될 필요

가 있다. 이 물리  scale은 주요한 수리학  지방과 주기 인 시간에서부터 수 천년에 

이르는 시간 scale을 포함한다. 과거, 미래의 기 TEI 공 량 변화에 한 측은 기 

이동 모델의 발 과 히 이러한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퇴  모델의 개발을 요구할 

것이다.

 

에어로졸로부터의 TIE의 방출을 조 하는 작용의 특성화

 

만약 표층의 생지화학  순환에서 에어로졸의 효과에 한 의미 있는 모델링이 착

수 된다면 물과 다른 에어로졸 상태로부터의 TEIs의 방출을 조 하는 근본  작용은 

반드시 이해되어야 한다. TEIs의 생물학  이용성은 화학  특성(산화/환원 반응 상태, 

무기/유기 complexation)과 그들의 물리  (용해, 콜로이드, 입자) 상태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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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서 mineral 의 침  정량화의 문제 이외에 mineral 먼지에서 해수면으로 각

각의 TEIs의 효과 인 유입이나 그들의 생지화학  반응에 한 것은 조  알려져 있다. 

물 에어로졸의 연구에서는 주요 구성원소(Al, Fe 등)에서 낮은 용해성이 크기의 2배로 

바 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 결과 으로, 해수면으로의 TEIs의 기 공 은 mineral 에어

로졸의 용해성을 진하는 원소뿐만 아니라 그것의 이동 정도에도 의존한다. 그리고 이것

들은 기를 통한 이동과 순환 에도 변화 할 수 있다.

물 에어로졸 퇴 으로부터 표면에 한 미량 양염류 공 의 부분 결정

 

모델링과 경험  연구(이 plan의 다른 Section에 자세히 나타내는)와 더불어 기, 

담수유입, 해양 표층으로 TEIs 공 에서 열수 분출, margin의 상  요성은 설명되어

져야 한다. 지구   해양에서 지화학  순환의 기 침  작용의 요성은 수면에 한 

TEIs의 다른 주요 유입과 정량  비교만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나. GEOTRACES 로그램의 특정 목

  

(1) 기 침 의 정량화를 한 해양 표층에서 화학  추 자의 발 과 구별(Ti, Al, 
232

Th,Nd,Pb,Be의 plus 동  원소). 어떤 TEI의 지화학  거동은 유입, 제거, 변이

의 많은 경쟁 작용의 결과이다. 그래서 어떤 추 자로서의 활용도는 이러한 상

호작용의 크기와 지식에 의해 결정된다. 분류학과 기 침 의 timescale에 따른 

이해를 해 다른 민감성, 자원, 해양  거주 시간을 가진 많은 추 자들이 요구

될 것이다(Al, Ti, Ga).

 

(2) 주요 해양의 해수면과 낮은 기(SOLAS와 력에서의)에서 이러한 추 자들의 

측정과 사용은 해양에서 기 침  정도를 통해 지구 -규모의 에어로졸 침  

모델 ground-truthing를 제공하기 함이다.

 

(3) 작용과 주요 기 구성 원소들의 작은 용해도 범 를 만든다. 이 작용과 구성 원

소들은 그것의 변이성에 한 기 가 된다. 용해도의 범 는 해수면에서 용해된 

물질의 이동에 한 주요 변수이다.

 

(4) 해양 표층에서 생물작용 원소와 미량 양염류의 추가를 정량화하는 큰 규모의 

지구  해양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Fe, P, Co, Zn, Ni, Si, Ge, Cd). 

이는 생지화학  기후 모델에 사용하기 해서이다.

 

(5)  기 침 에 의해 해양에 유입된 미량원소의 종분화를 결정하고 이들 원소들의 

생물학  이용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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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행 략

 

GEOTRACES가 주요 해양(주요 물 에어로졸 구배를 통해 지나는)에서 해양 표층 

수괴와 기 에어로졸의 조잡한 해결 조사를 떠맡는 것이 요구된다. 심 있는 지역은 다

음과 같다 :

 

- North IndianOcean.최근 찰된 동남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큰 anthropogenic 

plume의 특성화

 

- NorthPacificOcean.아시아로부터의 anthropogenic plume과 큰 사막 먼지의 공간  

특성화

 

- Atlantic Ocean 횡단. 북에서 남으로 존재하는 강한 퇴  gradients를 따라 존재하

는 수면 parameters의 특성을 허용.

 

- Soutern Ocean(Tasman Sea, Patagonia부터의 순풍의 횡단)에서의 선택된 횡단. 매우 

낮지만 다양한 물 에어로졸 inputs을 이것의 기본  HNLC 지역으로의 특성화

 

- 페루와 북서 아 리카 upwelling 지역을 통과하는 횡단. 다른 먼지 퇴  특성과 

유사 upwelling regime들의 조.

 

기퇴 의 자연  시간  변이성은 시간-연속 station에서 TEI 공 , 거동, 제거에 

한 정보를 얻기 해 활용될 수 있다. 존재하는 시간-연속 station들은 다양한 

hydrographic regime와 먼지 분포 구배(HOT,BATS, HiLaTS stations, Station Papa, 

Canary Island, Kerguelen, Dyfamed)에서 발생한다. 이 게 존재하는 station들의 사용은 

특히 효과가 있지만 바람을 통한 유입의 특성을 최고로 활용하려는 입장에서 시간-연속 

station들의 선동을 제외한다. 시간-연속 station에서의 작업은 다음을 의도한다 :

 

- 기 퇴 의 크기와 그것의 해양 반응에 한 연결의 시간  다양성을 결정

 

- 에어로졸에 의해 운반되는 TEIs의 작은 용해성의 범 를 정하고, 용해된 단편의 

변이성을 조 하는 원소들을 정한다.

 

라. 다른 로그램과의 연계성

 

SOLAS : SOLAS 목 은 GEOTRACES의 목 을 보완한다. SOLAS는 기의 이동과 

퇴  작용과 주요 양염류(Fe, 다른 몇 TEI 포함하는)에 한 생지화학  향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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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SOLAS는 높은 품질의 TEI 측정에서 표면 퇴  흐름과 아래와 

뒤의 흐름 사이의 비교에서 이익을 얻는다. GEOTRACES의 지구  용 범 는 

SOLAS에 보완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이는 특정 역에 을 맞출 것이다. 장 캠페

인에서의 력은 두 로그램의 목 을 넘어서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CLIVAR : 최소한 상  수괴에서 TEI 구성 원소를 CLIVAR repeat Section에 추가

하는 것은 물 에어로졸의 유입과 향은 시간  변이성에 한 요한 시각을 제공 할 

것이다(e.g., 그림 5.5). 이 변이성은 연안에서 더 잘 용된다. 연안 수괴는 입자-반응 원

소의 체류 시간이 더 짧다.

 

Ocean Observing Initiatives (e.g., ORiON) : 지구  해양과 연안의 측소 표면 

부표는 air-sea 교환과 TEI 퇴 을 조사하기 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한 요성

은 일반 으로 함선 기반 원정 시료채취에서 빼먹은 분포 발생을 찾아내고, 함선에 의해 

드물게 방문되는 지역(높은 도)에서의 시간-연속 시료채취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측 

부표의 자동 기 시료채취기는 유입 작용의 시간  이해와 TIEs (수괴 분포를 설명하는

데 요한)의 비율과 유입 흐름의 역사를 제공하기 해 TEIs의 기 입자 농도에 한 

시간-연속 샘 을 제공한다. 더욱이 표층에서 용해 농도의 시간 연속은 이것이 기 농도

와 분포 모델에 연결되어 있을 때 가용성 모델의 직  시험을 제공하고 건/습 분포율

( 의 목  2-4)을 평가한다. 성사진을 이용한 기와 수괴 시료채취는 각각 퇴 물들의 

세부 연구를 제공한다. GEOTRACES에 의해 제공되는 Basin-scale 횡단은 특정 측 치

에서 얻어진 정보를 더 요한 내용으로 인식시키고 설명되게 해 다. 

 

2. 육상으로부터의 유입

 

가. 재의 연구 황

 

해양으로 유입되는 양염류와 TEIs의 주요 source는 land-sea interface에서 발생한

다. 강을 통하여 용존태, 입자태, 콜로이드 상태의 TEIs가 운반된다. 이들 phase들 사이에

서 분할은 원소와 강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지역에서 

몇몇 원소들은 생물학  uptake와 화학  scavenging에 의해서 제거 된다. 이 게 혼합

되는 동안 콜로이드와 작은 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coagulation 반응은 TEIs 제거에 

기여한다. 그러나 비록 응집된 물질이 하구역 퇴 물에 퇴 되더라도 용존상태로 남아있

는 양은 해양으로 이동하게 된다. 비록 담수에 존재하는 TEIs와 어쩌면 좀 다른 상태일지

라도 입자 TEIs의 제거는 담수와 해수 혼합지역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경쟁에 의한 입

자 표면으로부터 치환과 해수의 주요 이온에 의한 복합체 형성으로부터의 치환 때문이다.

 

해  지하수 유출량(SGDs)은 해양 화학종에 있어서 잠재 으로 요한 유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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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식되고 있다(그림 5.15; Moore 1996). SGDs는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질학  

구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담수를 포함한다. 한 만조 간조 사이의 sub-tidal 퇴 물을 통해 

공 되거나 재순환된 는 고갈된 연안의 수층으로 스며든 해수를 포함한다(Burnett, 

1999). 이것은 상 으로 새로운 역이므로 련된 데이터베이스는 은 편이다.

 

지각활동이 진행 인 륙 가장자리에서 Cold seeps는 최근 몇 년간 주목 받아왔다. 

그러나 해양 TEI budgets에서 그들이 나타내는 주요한 유입량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유

사하게 인간이 야기한 연안의 침식은 비록 지구  budget에서 이러한 작용의 요성이 

조사되지 않았더라도 TEIs의 요한 지역 자원을 나타낸다.

 

그림 5.15. 226Ra concentrations in near-shore waters showing a clear increase 
towards the coast (Moore, 2000). This increase is evidence for important 
chemical fluxes occurring between continental aquifers and the coastal ocean. 
The size of this flux, and the processes controlling it, are currently very 
poorly constrained. Reprinted from Continental Shelf Research, Vol. 20, W.S. 
Moore, Determining coastal mixing rates using radium isotopes, pages 1993
–007. Copyright (2000),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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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ng 구역에서의 양염류와 TEI들의 거동의 이해

 

Land-sea interface를 가로지르는 TEIs와 양염류들의 지구  흐름과 해양으로 흘

러가는 흐름의 일부를 정하기 해서는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지역에서의 TEIs의 거동

에 한 정량화된 이해가 필요하다. 강을 통한 유입은 수년 동안 연구되어 왔고 데이터 

셋은 이러한 물질 사량 악을 해 존재한다. 그러나 해양 양염류와 TEI budget에 

한 강의 기여에 해서는 아직 커다란 불확실성이 있다. 왜냐하면 강어귀와 연안에서 

그들의 보존성 없는 거동 때문이다. 더욱이 몇몇 시스템에서 이동은 주요한 큰 흐름에 의

해 조 되기도 한다. 많은 시스템이 인간 활동(삼림 벌채,  설치, 농사의 발달, 부식 등)

에 의해 교란된다. 결과 으로 자연  변이성과 강 흐름에 한 인간 교란의 향에 한 

측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TEI budget과 해양 양염류의 강을 통한 유입을 특성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 인 변화는 강과 해 를 통한 유출 이에 따른  흐름에 향을 끼

친다. 따라서 재의 기후  환경  상태에 한 기 선이 되는 정보가 요구된다.

 

신생 물 표면의 빙하의 풍화 역할에 한 평가

 

Greenland나 남극 반도에서와 같이 빙하 등에 의한 물리  풍화는 신생 물 표면의 

TEIs를 해수에 의해 해양까지 이동시킨다. 이러한 작용은 오늘날 TEIs의 basin-scale 

budget에 있어서 요하다. 그리고 과거 빙하기 동안에 더 요했었다. 그러나 주로 정량

으로 계산되진 못했다. Southern Ocean에서 이러한 유입은 철의 요한 유입원을 나타

낸다.

 

 TEIs 운반매개체로서 sea ice 역할의 평가 

비록 sea ice가 엄 히 륙에서 유입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sea ice는 특히 Arctic 

Ocean에서 퇴 물의 많은 양을 운반한다. 부유된 입자들은 빙하가 형성되는 에 생물학

 순환이 바 다(entrained). 반면 연안 표층 퇴 물들은 fast ice로 편입되고 이 fast ice

는 후에 떨어져 나가고 자유롭게 해양에서 움직이게 된다. Sea ice는 에어로졸의 효과

인 collector로 이용된다. 입자 물질의 각각 이러한 형상은 sea ice가 녹을 때 수괴로 방출

된다. TEI budget에서 이러한 작용의 작용은 측정되어져야 한다.

 

강  해 지하수 기원이 해양에 미치는 범 한 향과 화학 럭스 규모에 

한 평가 

 SGD와 cold seeps에 한 연구는 새로운 역이고 담수 물질 사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지구 인 데이터가 부족한 편이다. 부분의 경우에서 연구

 연구는 SGD의 크기 정리와 해양 TEI budget에서의 cold-seep 흐름을 평가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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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하다. 좋은 는 Ganges-Brahmaputra 강 담수시스템이다. 이 지역에서는  주요 

산악 지 에서 uplilft를 배출하고, 이는 주로 해양으로 가는 범 한 흐름을 바꾸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져 왔다. 최근 연구는 강을 통한 유입원과 맞먹는 이 시스템으

로 부터의 Ba, Ra, Sr의 큰 SGD 흐름을 제안해 왔다. SGD Sr의 흐름은 지구  해수 

87Sr/86Sr비율에 향을 끼친다(Dowling et al., 2003).

 

비록 륙-해양간의 흐름이 다른 로그램에서 연구된다고 하더라도 양 해수화학

에서 이러한 흐름의 향은 일반 으로 간과된다. 다른 로그램들은 강입구와 강 하구역

에서 TEIs의 화학  거동에 한 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더 land-derived 유입원을 발생

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 강입구에서의 흐름과 SGD 흐름을 직 으로 정량화하려

는 시도를 하고 있다.

 

주목 받고 있는 가 되는 지역은 아마존 강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용존 화학종

의 거  흐름과 륙붕에 퇴 되는 특이한 유동의 진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진흙의 주

기 인 부유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TEIs의 주요 유입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과 

련된 Cd의 흐름이 충 지구 으로 강 흐름의 반을 차지한다고 추정된다. 아마존 강의 

plume은 그림 5.16에 나타난 것처럼 open Atlantic Ocean으로 가는데 상당한 거리를 이

동한다.

 

그림 5.16. A MODIS composite image of chlorophyll off the northeastern 
coast of South America from 1 January 2002 to 30 November 2005 
(source: oceancolor.gsfc.nasa.gov 4 km grid). Riverine discharge of 
nutrients from the Amazon River stimulates elevated chlorophyll 
concentrations extending hundreds of miles from the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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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는 Bengal만에서의 TEIs는 입자와 퇴 물로부터 TEIs의 탈착에 의해 향

을 받는다고 제안해왔다.

 

SGDs에 련된 연구는 미국 남동 연안과 Long Island, 뉴욕, 라질 남부 연안, 호

주 남서부 연안에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SGDs의 시간-연속 연구 는 해

양 Section들의 연결에 당한 타겟이 되도록 했다. Yucatan Peninsula는 SGD 흐름이 강

하고 강에 의한 유입이 낮은 지역이다. 그 게 때문에 TEIs의 SGD를 통한 유입의 

far-field 향을 확인하는 것은 쉽다. 그리고 남부 라질과 Patagonia로부터 SGD 유입

은 Southern Ocean에 철의 잠재 직 유입원을 제공한다.

 

보완 인 근은 지화학 으로 다양한 담수 유입의 통합된 연구를 제공하기 해 

강과 SGD 유입의 diagnostic tracer(TEIs or others) 특징을 별하도록 하며 TEIs 분산의 

정확한 측정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도는 연안 환경에서 복잡한 해양 순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그림 5.17). 이것은 화학  측정을 포함하는 field 로그램에서의 실시간 

성 데이터의 통합과 모델러와의 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림 5.17. Snapshot from a high-resolution model showing particles eroded 
from the northwest African shelf and transported toward the open 
ocean by complex and highly variable ocean currents (Karakas et al., 
2006). To extrapolate from measurements of TEIs to realistic flux 
estimates in such settings will require use of such modelling and of 
relevant monitoring studies, including satellite data.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Copyright (2006) American Geophysical Union.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the American Geophysical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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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EOTRACES에서의 특정 목

 

(1) 륙에서 해양까지의 지화학  흐름을 통합하는 TEI tracer와 multi-tracer 근

을 발 시키는 것

(2) 담수로부터 시작된 지질학  흐름의 범 한 패턴의 평가를 해 이러한 TEI와 

그들의 지구  분포를 사용하는 것

(3) 담수로부터 유출된 TEIs의 shelf-to-open 흐름을 억제하기 해 화학  데이터와 

새로운 측정 모델과 물리 해양학  데이터(ship-board와 성)와 통합하는 것 

다. 수행 략

 

륙-해양 경계면에서 담수 흐름은 시공간  변이성이 매우 크다. 담수에 의해 운반

된 TEIs의 물질 사량과 해양에 도달한 이후에 이러한 TEIs의 상태를 조 하는 작용은 

유사하게 이질 인 것으로 상된다. GEOTRACES는 륙을 통한 유출과 련된 TEIs의 

물질 사량을 측정하기 해서 유입원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물질 사량을 특징화하기 

한 분별력 있는 략은 반드시 고안 되어야 하며 이러한 략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다른 로그램과의 력

(2) 연안지역에서 측정된 TEI 농도구배의 모델링에 의한 통합된 경계 흐름의 추정

(3) 다른 로그램이 제공하지 않는 필수 정보를 한 몇몇의 작용 연구

 

다른 로그램들은 강의 TEIs 물질 사량을 추정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GEOTRACES 로그램에서 일  수행되어야 할 요한 ‘enabling' 활동은 그러한 로그

램들과 소통하는 것이고, 강 TEI 물질 사량의 과거와 재 연구를 합성시키고 완성하는 

것이다. 비록 SGD 연구가 기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의 몇몇 연구는 진행되고 

있고(Burnett et al., 2003) 이러한  합성 작업은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 합성의 두 가지 

기본  목 은 해양에서 지구 으로 담수를 통한 TEIs 물질 사량의 최신의 추정을 만

드는 것이고 GEOTRACES 로그램동안 우선권을 정하는데 쓰이는 사용 가능한 정보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비교 가능한 체류 시간 혹은 해양에서의 혼합 시간을 가진 TEIs에 해 연안해수의 

공간  농도 구배는 단  면 당 물질 사량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안에 가까운 

Section을 따라 측정된 TEIs의 농도는 륙-해양 경계면에서 흐름의 정량화된 추정을 얻

기 해 모델화될 것이다. 강과 SGD를 통안 유입원이 far-field 해양 TEI 분포에 요한 

향을 끼친다고 제안하는 데이터를 가지는 지역의 는 Ganges-Brahmaputra 강 시스템

과 아마존 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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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연구는 TEIs에 요하다고 알려진 작용을 설명하는 데에 제한된다. 그러나 그 

작용에 련한 재 지식은 한정되어 있다. 는 고입자로부터 유입되는 강의 입자 물질

로부터 TEIs 방출과 SGD에 의해 이동하는 TEIs의 물질 사량을 포함한다. TEI 순환에 

한 이러한 작용의 역할을 연구하는 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한 그들은 GEOTRACES

의 목 과 직  련이 있고 로그램 내에서 작용 연구에 높은 우선권을 가진다. 가능

하면 이러한 작용 연구는 양지역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에서의 물질 인 

힘의 이동과 련된 연안 국가의 참여를 격려하기 해서이다. 작용 연구에 한 치는 

국가  지구  수행 계획 동안 확인될 것이다. 가능한 치는 다음과 같다:

- 미국 남동 연안

- 라질 남부 연안

- 강이 큰 suspended load를 운반하는 동아시아 연안

- YucatanPeninsula

- Patagonia

- 빙하에 의한 물리  풍화와 연 된 TEI의 자원을 추정하기 한 고 도 지역

- sea ice에 의한 TEI의 이동을 추정하기 한 고 도 해양지역

 

다른 로그램과의 연계성

 

LOICZ : LOICZ 보고서 내의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한 보완  정

보를 제공한다. 를들어 강 흐름에 련한 데이터 (GLORI)의 편집은 요한 물질 사

량 계산을 제공한다. LOICZ 내에서 수행하는 해양 순환과 련된 연안 모델링은 륙

붕에서 양에 이르기까지 TEI 물질 사량에 한 평가의 이상  배경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National River/Estuarine Programmes : 지역  로그램의 연결은 TEIs의 담수 유

입에 련된  성공  추정에서 필수요소이다. 이는 연안 국가 과학자들이 GEOTRACES

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한 GEOTRACES의 성능-측정 에 있어서 한 부분

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큰 해양학 인 라가 없는 나라와 과학자 문가의 교환이 양성과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Ocean Observing Initiatives(ORION) :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의 일환으

로 설립된 연안의 측소는 담수 유출과 TEI 물질 사량의 시간  변이성을 제어하기 

해 시간 인 연속 시료채취에 한 기회를 제공한다. 수괴 혼합 지역의 유입원들은 함선 

측정에 의해 드물게 시료 채집되는 드문 events로 (폭풍, 홍수) 결합 되어 있다. 측소는 

event의 빈도를 검사하기 해 지속된 측 존재를 제공한다. 한 함선 기반 샘 링이 

불가능 할 때 자동화된 시료 채취기를 통해 용존태, 부유물질의 시료채집을 제공한다. 

측소에 의한 지속  측은 장기간 동안 농도 변화 경향의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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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경계면

 

가. 재의 연구 황

 

퇴 물과 수괴 사이에서 발생하는 화학  흐름은 해수에 용존된 TEIs에 한 sink와 

단  면 당 유입원과 TEIs의 내부순환의 요 구성원소가 됨을 포함한다(Section 4.3). 

몇몇 TEIs에서 지역 인 특성에 향을 받은 퇴 물은source되거나 sink 된다. 그러나 해

양에 소개된 부분 TEIs는 해양 퇴 물로 퇴 되면서 제거된다.

 

퇴 물로부터 TEIs의 단  면 당 공 에 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퇴 에 

한 가장 명백한 증거는 자연 인 U와 Th 붕괴 연속의 가용성 멤버들이다(Ra, Rn, 
227

Ac의 동  원소). 이들의 연속된 붕괴는 그들의 침  모핵종의 방사성 붕괴 이후에 용

해되어 방출된다. 퇴  자원에 한 명백한 증거는 Nd 동  원소로부터 단된다. 이들 

동 원소는 수괴에서 rare earth elemtents(REEs)의 유입을 가능하도록 한다. Nd 동  원

소의 강력한 유입은 해안선 퇴 물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퇴 물에서의 뚜렷한 Nd 

동  원소 구성은 해양 내부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Lacan and Jeandel, 2001). 

경계면에서의 유입은 실제로 Nd와 Nd 동  원소의 지구  budget을 조 하기 해서 

필요하다(Tachikawa et al., 2003). 

 

연안지역과 hemipelagic 퇴 물 속에서 륙성 유기 퇴 물의 diagenetic 변환은 해

안선 수괴로 다른 TEIs를 방출한다. 이는 화학 으로 감소하는 상태가 륙에서 형성된 

철, 망간의 산화와 용해로 oxide-bound TEIs 방출을 동원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Haley and Klinkhammer, 2004). 비록 연안지역 퇴 물로부터의 TEIs 방출이 몇몇 

first-row 변환 속(Elrod et al., 2004; Johnson et al., 2003)을 해 문서화되어 왔더라도 

단  면 당 유입을 나타내는 크기는 확실하지 않다. 이 단  면 당 유입은 생물활동에 

의한 재생산과 authigenic marine phase, 그리고 퇴 물의 침식으로 발생한 물질의 

diagenetic 동원에 의한 것이다.

 

작용의 몇몇 일반 인 유형은 해양 퇴 물 속에서 해수와 그들의 퇴 으로부터 

TEIs 제거를 해 이용된다. 이들  가장 간단한 것은 수괴를 통해 륙으로 유출된 입

자의 이동이다. 이 입자들은 기에 의해서 는 담수 유출에 의해서 공 되느니 경로는 

큰 의미가 없고 다른 solid-solution 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알루미노 규산염 물내의 

TEIs는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유기물은 비생물  solid-solution 교환 반응을 함으로써 

TEIs를 해양 입자에 통합시킨다(흡착, complexation). 퇴 되는 입자에 의해 해 로 운반

되는 이러한 TEIs의 일부는 퇴 물 속에 흡착되고 보존된다. 해양 층수에 용존된 TEIs

는 표층 퇴 물에 한 직  흡착에 의해 제거된다(Nozaki, 1986). 결국, 공극수로부터 

시작되어 수괴에서 퇴 물로 퍼져나가는 몇몇 용존된 TEI 종을 제거한다. 일반 으로 이



- 173 -

러한 반응의 부분의 범주는 redox-sensitive TEIs( U, Mo, V, Re)에 있어서 요하다. 

이러한 TEIs는 산소의 존재 상태에서는 용해가 가능하지만 산소가 결핍된 퇴 물에서 

산소 상태가 되면 불용해성을 특성을 가진다(Crusius et al., 1996).

 

에서 확인된 각각의 제거 작용은 일반 으로 양에서 보다 연안 지역에서 더 활

동 으로 발생한다(in term of rate per unit area). 생물학 인 생산력은 형 으로 양

에서보다 연안 해수에서 더 높다. 결과 으로 TEIs의 활발한 생물학  uptake 비율과 

biogenic 유기 분해물에 TEIs의 비생물학  흡착은 연안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륙

에서부터 침식되어져 나온 lithogenic 입자의 물질 사량은 연안지역에서 높고 연안지역

은 유입원의 지시자를 반 한다. 따라서, lithogenic 입자에 의한biogenic 입자에서의 TEIs

의 scavenging 비율은 연안지역에서 훨씬 높을 것으로 상된다.

 

연안지역에서 높은 생물학  생산력은 퇴 물에서 redox 상태의 향을 통해 TEI 

순환에 간  향을 끼친다. 특히 Atlantic, Pacific ocean과 Arabian sea의 동쪽 경계에

서는 양염류가 풍부한 수괴의 연안 용승으로 인하여 가장 높은 생물학  생산력이 발

생되는 치이다. 아표층 수괴와 륙 경사면에서의 호흡 작용과 높은 생산력의 유기  

by-product 퇴 물에서의 산소 최소 지역(OMZs)이 증가한다. 표층 퇴 물에서의 높은 호

흡작용의 비율과 층수에서 용존 산소의 농도는 퇴 물과 수괴의 경계면에서 화학

인 반응의 감소 상태를 만든다. Sulphate와 철의 감소는 리미터 정도의 sub-bottom 깊

이에서 발생한다. 연안지역에서 산소 농도가 낮은 수괴와 한 퇴 물은 경계면을 가로

지르는 요한 흐름을 제공한다. 이 경계면에서는 퇴 물에서 수괴로 분산하는 동안 TEIs

가 감소되는 상태로 이동되어 진다. 한 반  방향으로 향하는 작용의 감소 상태하에서 

진된 화학종에 의해 동원된 TEIs를 가진다.

 

륙붕/ 륙사면 지역과 양 사이에서 수괴덩어리의 이류, 확산에 의한 교환과 연

결된 연안지역의 TEIs 제거 증가는 양에서 연안지역까지 몇몇 용존된 TEIs의 단 면

당 물질 사량을 제공한다. 이 작용은 경계\ scavenging이라고 알려져 있다(Spencer et 

al., 1981; Bacon, 1988). 경계 scavenging은 해양으로부터 몇몇 TEIs의 제거 작용의 요

한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Lao et al., 1992). 그러나 오늘날 연안지역에서 우선 인 제거반

응 오직 몇 개의 자연  방사성 핵종(
210

Pb,
231

Pa,
10

Be)을 해 정량 으로 평가되어 왔다. 

경계 유입원 한 요하다. 를 들어 최근 결과는 REE의 경계 scavenging이 경계 유입

에 의해 조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경계 교환의 이런 유형은 수괴 덩어리의 Nd 동  원

소의 구성이 용존된 Nd 농도에 상응하는 증가 없이 조 된다는 것에 한 찰을 요구

한다(Lacan과 Jeandel, 2005; Jeandel et al., submitted; Arsouze et al.,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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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역의 진보

 

수층과 퇴 물 사이의 TEI fluxes

 

퇴 물은 해양 TEIs에 한 기본  sink로 이용되지만 제거 비율은 공간 으로 변화

하고 어떤 조건에서 퇴 물은 수괴에서 TEIs의 단  면 당 유입을 악하는데 이용된다. 

해양에 한 TEI budget의 종결은 퇴 물로 옮겨진 TEI의 물질 사량을 한 정확한 추

정을 요구 할 것이다. 퇴 물은 자연 인 공간 변이성의 의미있는 평균을 제공하기에 충

분한 공간  용 범 를 가진다. 퇴 물과 수괴 사이에서 공간  변이성 차이에 의한 

TEI 물질 사량을 추정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이다. 장기 인 목 은 변화하는 환경 조

건에서 이러한 물질 사량의 민감성을 측하는 것이다. 기계 작용의 지식을 발 시키는 

것은 어떻게 이러한 물질 사량이 해양학  환경(e.g., temperature, sedimentation rate, 

oxygen level)과 biogenic(opal, carbonate), lithogenic(mafic or felsic origin, crust 

material or weathering product) 퇴 물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한 지식을 요구한다.

 

산소 최소 지역에서 럭스 추정

 

얕은 깊이에서 산소 최소 지역 수괴와 하는 퇴 물내의 산화 환원 반응은 특히 

어떤 TEIs를 동원하는 것이 효과 이고 다른 것들을 격리시키는 데에 효과 이다(see 

above). 비록 다른 지역에서 보다 산소 최소 지역에서 어떤 TEIs의 물질 사량이 높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넓은 해양에서의 생지화학  순환은 이러한 물질 사량

의 양  요성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산소 최소 지역에서 TEI 물질 사량을 추정하

는 것은 퇴 물과 수괴 사이에서 TEIs 교환을 추정하기 한 큰 로그램 내에서 높은 

우선권을 가진다.

 

Scavenging 경계의 범  산출 

이제까지 상 으로 경계에서 scavenging의 요성은 U-붕괴 연속으로부터 시작하

는 몇몇 자연  핵종에서 명백히 수립되어 왔다. 이 요성이 Nd의 최근 연구들로부터 

강조되었기 때문에 더 복잡한 유입원 기능을 가지는 TEIs에 한 작용의 요성은 여

히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추진하는 경계 scavenging에서 입자의 구성과 입자 

물질 사량의 향 사이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 이론상의 고려는 경계 scavenging이 더 

긴 체류시간을 가지는 TEIs에 해 더 달되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계를 정

량화하기 해 실행되어져야 하기도 한다. 특히 230Th의 제거에 한 경계 scavenging의 

효과를 정량화 하는 것은 요하다. 230Th는 고해양학에서 침 과 련된 물질 사량을 

추정하기 한 표 화 도구로 사용된다(Sec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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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지역에 따른 럭스 비교

 

연안지역은 두 개의 범주로 나뉜다 : 활동 인 연안지역(that is, margins where 

subduction takes place),  수동 인 연안지역. 이것들은 매우 다른 지형학을 가진다. 활동

인 연안지역은 좁은 륙붕과  가 른 경사를 가지지만 수동 인 연안지역은 반 의 

사실을 가진다. 이 두 연안지역의 다른 환경은 몇몇 작용에 있어서 요한 차이를 발생시

킨다. 활동 인 연안지역은 형 으로 더 많은 퇴 물 공 을 가지고 퇴 물을 장할 

륙붕은 없지만 퇴 물을 모으기 한 가까운 곡을 가진다. 왜냐하면 퇴 물은 내리막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퇴 물의 특징은 종종 다르다. 이러한 퇴 물은 활동 인 

연안지역에서 화산성 물질이 높은 농도를 특징으로 가진다. 한 활동 인 연안지역은 

accretionary prism과 cold seeps로부터 흘러나온 활동 인 유동체를 특징으로 가진다. 수

동 인 연안지역의 륙붕들은 종종 100km 이상 해양으로 뻗어나간다. 조잡한 형태의 퇴

물이 형 으로 침  는 부서진 바 의 연속체를 덮는다. 해수는 지열의 가열에 

응한 이러한 륙붕들을 통해 순환한다. 이러한 순환은 TEIs의 유입과 제거의 가능성을 

가진다(Wilson, 2003). 이러한 차이 은 해수 수괴와 퇴 물 사이의 TEIs 교환을 조 하

는 다른 작용의 범주를 가지는 활동 인 연안지역과 수동 인 연안지역을 end member

를 만든다.

 

다. GEOTRACES에서의 특정 목

 

(1) TEIs의 지구 으로 매장된(removal) 물질 사량의 측정, detrital phase에 포함

된 TEIs와 용액로부터 제거된 TEIs 사이의 구별

(2) TEI 제거에 따른 물질 사량의 공간  변이성과 퇴 물 구성 biogenic 입자의 강

수량, 층수의 구성, 산화-환원 반응 상태, 다른 환경  라미터에 한 그들의 

의존성 결정

(3) 퇴 에 의한 유입원들이 존재할거라 상되는 지역에서의 TEIs 퇴  자원의 측

정(e.g., oxygen minimum zones), 그리고 TEIs의 공 과 련한 작용의 특성화

(4) 연안지역 퇴 물과 해양사이에서 TEIs의 수평 인 단  면 당 교환 측정

(boundary sources and boundary scavenging)

(5) Lithogenic 퇴 물의 용해를 한 tracer로 사용되는 TEIs의 지정. 이러한 퇴 물

에 한 신호는 수괴로부터 모호하게 결정된다.

 

라. 수행 략

 

TEIs의 해양에서 다양한 분산 특징은 다  경계면에서의 물질 사량이나 단 면

당 제거와 함께 발생하는 내부 순환에 의해 동시 으로 향을 받는다. 를 들어 연안 

퇴 물로부터 동원된 TEIs는 강과 SGD에 의해 운반된 용존태의 TEIs와 혼합된다(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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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사하게 수괴에서의 화학 인 scavenging이나 생물학  uptake에 의해서 침 되는 

입자에 의해 해 로 이동되는 TEIs는 퇴 에 의해 재생산 되거나(Section 4.3) 는 구

으로 제거된다. 수괴로부터 용존태의 TEIs를 제거하는 작용은 각각의 경우에서 비슷하

다. 반면에 입자의 TEI가 재생성될지 제거될지 결정하는 요소는 퇴 물 축  비율에 

향을 받는다(i.e., the timescale available for TEI regeneration). 따라서 이러한 작용을 각

각 고려하는 것은 개념 으로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측정되는 TEI 분포는 

다  경계면에서의 물질 사량과 다  내부 순환 작용에 의해 향을 받아 왔다.

 이러한 다른 작용의 상  요성에 한 시각은 end-member 치에서 TEI 분포

를 연구함으로써 얻어 질 수 있다. End-member 치는 하나의 source, sink, 재활용 작

용이 다른 것들보다 더 요한 곳임을 의미한다. 에서 언 한 것처럼 많은 

end-member 치는 연안지역에서 발생한다. 실험되어야 할 end-member margin 타입의 

는 다음과 같다 :

(1) 높은 입자 유기 탄소 물질 사량과 심각한 산소 최소 구역을 갖는 margin, 를 

들어 페루와 칠 , 서부 아 리카, 코스타리카 Dome의 upwelling 지역

(2) 많은 lithogenic 유입원을 가지는 margin, 를 들어 푸아뉴기니, 벵갈의 Bay, 

뉴질랜드, 아마존 Basin, 동아시아

(3) 퇴 물의 주기 인 부유 상을 발생시키는 높은 에 지 상태를 갖는 margin, 

를 들어 푸아뉴기니와 Oregon 해안

 

마. 다른 로그램과의 연계성

 

LOICZ: LOICZ 활동이 수행 인 margin에서 GEOTRACES Section은 분명한 시

지를 다. 연안지역에서 수괴혼합 작용의 모델링과 찰은 GEOTRACES에서 수집한 

TEI결과의 해석에 요한 배경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InterMARGINS : Margin 환경에서 침 에 의한 물질 사량의 평가는 

InterMARGINS 로그램의 주요 목 이다. Margin 환경 안 으로의 침  구성 요소에 

련된 물질 사량은 자연 으로 GEOTRACES와 공유된 심사를 나타낸다.

 Ocean Observing Initiatives (GOOS와 ORION) : 연안과 해안선에 측소 설립

은 ORION 로젝트의 우선 사항이다. 시간  변이성은 경계와 일반 으로 함선-기반의 

탐사 연구로부터 해결될 수 없는 특유의 운송 작용의 동력에 하게 높아진다. 

GEOTRACES와 ORINON의 공동 연구는 연안지역 경계면에서의 원소의 교환에 한 새

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GEOTRACES에 의해 제공되는 수괴 분포 측정은 농도에 

향을 주는 모든 작용에 하여 단  면 당 발생하는 결과를 반 한다. 반면에 ORION

로그램으로부터 측소의 지속된 실시간의 고주 의 측정에 의해 제공되는 동력은 특별

한 운동 작용과 유입원의 역할을 검사하는데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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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지각 (Ocean crust)

가. 재의 연구 황 분석

 

해  hydrothermal 순환은 1977년 해  앙 해령 (MOR) 환경에서 처음 측되었

고 재 륙과 해양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과 화학 인 순환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German and Von Damm, 2003). Hydrothermal 순환은 해수가 지

구  앙 해령 시스템의 50,000~60,000 km를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부서진 해양 지각을 

통해 스며들 때 발생한다. 해수는 가열되고 다수의 해양 지각과의 반응을 통해 화학 인 

변형을 일으킨다. 이때 최고 온도는 400˚C를 넘는다. 이러한 온도에서 유동체는 매우 탄

력이 있고 빠르게 해 로 돌아간다. 이 해 에는 배출된 물질에 향을 받은 수괴가 존재

한다. 주요 물질의 풍부함과 고갈은 에워싼 해수에 계된 고온의 vent 유동체로 나 어 

진다(그림 5.18). 재까지 100개가 넘은 특정 hydrothermal field들이 해 에서 조사되어 

왔다. 그리고 최소 이 숫자의 두 배가 넘는 존재에 한 증거가 수집되어 왔다(그림 

5.19). 지구  MOR 시스템의 50% 이상이 완벽히 탐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신

한 추정이 될 수 있다. 비록 우리는 정확한 수와 해 의 각각의 vent site의 치를 알 

수 없을 지라도 우리는 일차 으로 략 인 범 내에서 주요 보존 인 tracer(
87

Sr/
86

Sr비

율)의 지구  물질 사량을 알고 있다(Elderfield and Schultz, 1996).

 

그림 5.18. A simplified representation of the processes occurring at mid-ocean ridges. 
Seawater is drawn down and interacts with warm ocean crust causing significant 
chemical exchange. Hot altered vent water is then returned to seawater to 
influence its chemistry both directly and through the resulting hydrothermal 
plume. Figure reprinted from Treatise on Geochemistry, Vol. 6, German, C.R. and 
Von Damm, K.L., Hydrothermal processes, pages 181–22. Copyright (2003),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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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The global mid-ocean ridge system showing known activity. 
Figure reprinted from Treatise on Geochemistry, vol. 6, German, C.R. 
and Von Damm, K.L., Hydrothermal processes, pages 181–22. 
Copyright (2003),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지구 내부로부터 지구 인 열 흐름의 략 25% 정도가 0-65 백만년 동안 해양 지

각을 통해 hydrothermal 순환의 모양으로 발생하 다. 이 열 흐름의 요한 구성원소는 

우리 축 자신(0-1 Ma)에서 발생한다. 이곳은 hydrothermal 열 방출이 2.8 ± 0.3 TW에서 

측정되는 곳이다(Elderfield and Schultz, 1996; Motti, 2003). 나머지는 오래된 해양 지각

(1-65 Ma)에서 발생한다. 이곳은 hydrothermal 순환과 련된 열 흐름이 7±2 TW(Motti, 

2003)로 측정되는 곳이다. 해 의 hydrothermal 순환의 극 인 징후는 우리 축의 해

로부터 유동체를 방출하는 고온(≤400도씨)의 'black smokers'이다. 비록 앞선 연구들이 축

의 열 흐름의 90%가 온의 ‘diffuse' 유동체의 모양으로 있다고 제안했지만 최근의 연구

에서는 고온의 순환을 통해 방출되는 열의 비율은 50%에 가깝다고 제안해 왔다. 많은 화

학종들이 높은 농도로 해 로부터 방출되는 것은 오직 고온의 hydrothermal 시스템에서만 

가능하다. 그들이 그러할 때 고온 유동체의 부력이 그들을 주변 수괴로부터 수백 미터를 

옮긴다. 주변 수괴는 그들이 에워싼 해수를 10,000:1에 가까운 비율(Helfrich and Speer, 

1995)로 빠르게 이동시키고 부력이 없는 많은 용해된 화학 물질과 깨끗이 진된 물 

phase를 포함하는 plume을 형성한다. 이 게 흩어진 hydrothermal plume는 해양과 해양 

지화학에서 hydrothermal 순환의 단  면 당 향을 결정하는 작용이다.

 Hydrothermal 순환에 있어서 가장 좋은 측정은 다음을 암시한다. 해양 체 부피

가 오직 앙 해령의 매 20-30 Ma 마다의 표층 아래 hydrothermal 순환을 통해 순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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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hydrothermal plume을 통한 순환은 훨씬 빠르다. 만약 black smoker로부터 나

온 고온 유동체의 50%가 부력이 있는 hydrothermal plume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이를 

둘러싼 해수의 연 된 동반은 무 커서 이러한 hydrothermal 시스템을 통한 체 부피 

흐름은 모든 다른 hydrothermal 흐름과 해양으로 유입되 지구 인 강의 물질 사량보

다 크기의 10(an order of magnitude)배 이상 더 클 것이다.  가장 보존 인 특성으로부

터 hydrothermal plume을 통한 순환의 에서 세계 해양에 연 된 체류 시간은 4-8 

kyr로 계산되어 왔다. 이것은 남쪽 방향으로의 역  순환 인 특징의 timescale과 비교 

될 수 있다(~1 kyr; Broecker와 Peng, 1982). 결과 으로, 우리는 hydrothermal 순환이 많

은 TEIs의 해양 지화학 인 순환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 한다.

 

나. 연구 역의 진보

 

What is the impact of hydrothermal circulation on the ocean budget of 

short-residence-time tracer?

 

특히, 고온의 hydrothermal vent 흐름의 형성을 통해, 더 요하게, 발생하는 결과로 

생기는 화학  반응 hydrothermal plume을 통해 변화하고 완화되는 해양 구성의 범 는 

무엇인가? 심지어 그러한 hydrothermal plume들이 고생산력 ocean-margin scavenging과 

비교 될 때에도 그러한 hydrothermal plume들은 해양으로부터 몇몇 입자-반응 

tracer(REE, 230Th,231Pa,10Be)의 강한 제거를 나타내기 해 나타났다. 따라서 지  평가되

어야 하는 것은 그러한 hydrothermal scavenging이 50,000-60,000 km의 범 에서 재와 

과거 해양 역사에서 다른 원소들의 지구  해양 화학 순환에 양 으로 요한 역할을 

하는 지구  MOR 시스템을 따라 충분히 퍼져있는가 하는 것이다.

 

Where do the key reactions take place that determine the fate of TEIs emitted 

from hydrothermal systems to the ocean?

 

부분의 hydrothermal plume 작용에 한 연구의 제한은 그들이 몇몇의 치와 

제한된 자원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지식의 많은 부분이 North Atlantic 

Ocean에서 표층-함선 시료채취를 사용한 연구들에 기반해 있다. 이는 당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North Atlantic Ocean에서 hydrothermal plume 내의 용해된 Fe의 산화 반응은 

가장 빠르고 커다란 hydrothermal Fe 흐름의 부분이 발생되리라 상되는 인도와 남태

평양 해양에서는 빠르게-퍼지는 우리를 따라 나타난(prevail) 조건의 표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North Atlantic 연구로부터 얻은 요한 발

견이 (a) Fe 산화는 실제로 빠르다(e.g., Rudnicki and Elderfield, 1993) (b) 그러한 

Fe-oxyhydroxide 침 이 이러한 치에서 다른 용존태 TEIs의 단  면 당 물질 사량을 

제어하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German et al., 1991). 이었기 때문이다. 첫 근을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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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는 해양 화학(e.g., sulphide precipitation, Fe-oxyhydroxide colloid formation 

and aggregation)에서 hydrothermal 흐름의 향을 제어하는 주요한 반응이 

hydrothermal plume의 떠오르는 ‘buoyant' 부분 내에서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을 측했

었다. 지구  열염 달자를 따라 Fe 산화 운동이 두드러지게 변화한다(Field and 

Sherrell, 2000; Statham et al., 2005)는 인식과 함께 세계의 가장 빠르게 퍼지는 남동부 

태평양 바다의ridge를 한 더 묘사된 조건하에서의 반복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박

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ridge에서는 부분의 거 한 hydrothermal 흐름이 발생한다. 이

러한 지역에서 상되는 더 느린 산화 작용은 다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의 

요한 작용은 흩어진 non-buoyant plume에서 히 발생하고 표층 함선 시료채집에 더 

의존하고 이 의 North Atlantic Ocean 연구와는 다르다.

 

What is the role of hydrothermal plumes in global nutrient cycles (e.g., as a 

source of Fe and as a removal mechanism for P) and in deep-water carbon cycling?

 

새로운 원소와 동  원소 구성에 한 측정에 한 기술의 출 으로 해양 지화학 

budget에서 hydrothermal 시스템의 역할을 추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한 기술  

발 은 과거에 잘 조 되었다고 믿어졌던 시스템에 한 놀랍고 새로운 면을 보여주었다. 

를 들어 Fe 동  원소 구성의 측정은 깊은 태평양 바다에서 Fe의 요한 양이 

hydrothermally하게 얻어진 것인지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량 양염류인 Fe와 

다르게 용존태 P는 hydrothermal Fe-oxyhydroxides 상의 흡착에 의해 용존되어 제거된다

(Feely et al., 1990). 이 작용과 련된 지구  P 제거 물질 사량은 용존태 P의 지구

으로 강에서의 물질 사량과 비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지구  열염의 달자를 

따라 조직  다양성을 나타낸다(Feely et al., 1998). 지구 인 규모의 양염류 순환에

서 이러한 제거의 향은 재와 과거에 더 많은 연구를 요구한다.

 깊은 해 에서의 hydrothermal field는 풍부한 high-biomass 화학 합성  커뮤니티

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vent site에 가까운 해 에서 탄소의 단  면

당 물질 사량은 다우림지역 차양 에서의 육지 흐름과 비교 가능하다. 따라서 미래의 

요한 발 은 이러한 흐름에서 발생하는 양염류의 공 과 제거를 통한 지구  탄소 

순환에 있어서 hydrothermal 순환이 가진 향을 정량화 하는 것이다.

 

How important are microbial/biogeochemical interaction in hydrothermal 

system?

 

역사 으로, 많은 hydrothermal 연구가 해 와 새로운 해양 지각과의 상호작용에 

을 맞춰 왔다. 결과 으로 hydrothermal 시스템의 많은 연구는 무기성 반응 시스템으

로서 이러한 시스템을 다루는 경향과 함께 지화학 / 물학 인 향을 받아왔다. 더욱

이 앙 mid-ocean ridge 커뮤니티는 deep hot 생물권에서 고온 hydrothermal sulph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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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련된 물학  퇴 의 구성 내에서의 oxiding/reducing과 pH 상태를 조 하는 

microbiota의 역할까지 아표층과 해 의 hydrothermal 상호작용의 에서 생물학  생

지화학  순환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래 연구는 작은 크기 

생물의 활동이 해양에 hydrothermal venting으로부터 방출된 TEIs의 순환을 제어하도록 

하는 역할을 연구해야 한다. TEIs에서 풍부한 hydrothermal plume이 한 microbial 내

용물 내에서도 풍부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한 유기물은 양 심층수괴로부터 특징

(bacteria versus archaea)과는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요한 의문 은 microbial 

시스템이 상호작용하고 의존 하고 혹은 조 하는 TEIs(deep-ocean hydrothermal plume 

시스템에 사용됨으로써 방출된)의 순환의 범 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다. GEOTRACES 로그램에서 진행해야하는 특별한 과제

 

(1) Hydrothermal 유동체와 plume 수괴와 련된 TEIs의 advective하고 

eddy-diffusive한 분포의 비율과 물질 사량과 메카니즘의 결정

(2) Hydrothermal plume 내에서 용존태 TEIs의 제거와 공 에 련된 작용의 결정. 

이것은 우리가 짧은 체류 시간을 가지는 화학종의 거동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

다는 것에 반 하는 hydrothermal 시스템(e.g., dissolved 3He,222Rn,Si)을 통해 해

양으로 유입되는 ‘보존 '이고 ’유사 보존 인’ trace에 동등하게 요하다. 공 과 

제거 작용의 이해는 이러한 원소와 동  원소를 확인하는데 요하다. 이 원소와 

동 원소들에 한 hydrothermal 순환은 그들의 지구  해양 순환의 에서 

요하다.

(3) 용존태, 콜로이드, 입자의 phase 사이에서 hydrothermally하게 향을 받는 TEIs

의 구분에의 입자 구성의 역할을 결정하는 요한 하  목 은 다음과 같다: 

(a)non-buoyant 상태에 반해 buoyant한 상태의 입자 비교(e.g., domination of 

sulfide versus oxyhydroxide phase); (b)hydrothermal 입자의 침 을 통한 많은 

용존태의 hydrothermal 물질 사량의 변화; (c) hydrothermal 입자를 둘러싼 해

수 수괴에서 scavenging의 향; (d)고정의 연구로 확장될 수 있고underlying 퇴

물로 이동되는 입자의 확산 비율(e.g., using 
234

Th/
230

Th,
210

Pb/Pb)

(4) Hydrothermally하게 향 받는 TEIs(already known, for example, to dominate 

oxidation of dissolved Mn in hydrothermal plumes)의 화학  순환에 한 작은 

크기 생물들의 상호작용의 요성 결정. 반 로 체 해양 생산력과 지구

인 탄소 순환을 넓 주는 hydrothermally TEIs 유입의 요성 결정.

 

라. 수행 략

 

GEOTRACES는 해양 Section으로부터의 결과를 해석할 때 mid-ocean ridge에서의 

source와 sink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Section들이 mid-ocean ridge에 가깝게 지나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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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He에 한 시료채집(그림 5.20)은 Section을 따라 채집된 시료들 사이의 

hydrothermal vent 유동체와 련된 향의 측정을 제공할 것이다. 한 이러한 시스템

과 련된 sink와 TEI 유입원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제공 할 것이다.

 Southern East Pacific Rise(SEPR)은 mid-ocean ridge에서 TEIs의 sink와 source의 

추정에 한 바람직한 목표를 제공할 것이다. SEPR은 긴 거리와 time scale에 한 연구

를 따르는 잘 정의되고 안정 인 plume과 더불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그림 5.20). 따라

서 이 plume은 해양 Section(이 Section은 hydrothermal plume에서 TEI 발달을 언 한

다. 왜냐하면 이것은 SEPR site로부터 이류 되어졌기 때문에)의 일부분의 연구에 한 좋

은 목 을 제공한다. 한 작용-연구 근은 EPR plume으로 주입된 near-vent 자원 물질

을 특징화 하는데 유용하다.

그림 5.20. Map illustrating the enrichment of 3He relative to the atmospheric 
standard (%) contoured on a surface at 2500 m depth in the Pacific. 
Contour interval is 4%. The major helium sources lie along the East Pacific 
Rise (EPR) and Juan de Fuca Ridge (JdFR) systems. The dashed arrows 
indicate areas where the helium plumes define regional circulation 
patterns. Data from along WOCE sections P4 and P6 from W.J. Jenkins 
(unpublished data). All other data from Lupton (1998). Reprinted from 
Ocean Circulate and Climate, P. Schlosser, J.L. Bullister, R. Fine, W.J. 
Jenkins, R. Key, J. Lupton, W. Roether and W.M. Smethie Jr, 
‘ransformation and age of water masses’ pages 431–52. Copyright (2001),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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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른 로그램과의 연계성

 

InterRidge : Ridge 환경에서 진행 인 지구 인 해양에서의 연구는 명백하다. 

한 EPR(새로운 InderRidge Working Group, 'Biogeochemical Interaction' 에서의 작용 

연구에 가능한 연루는 hydrothermal 시스템(특히, 해 에서)내의 화학 -(미)생물학  상

호작용에 한 이해에 을 맞추고 있다. 이 그룹과 GEOTRACES 사이의 상호작용은 

양에 한 연구를 향상 할 것이다.

 

IODP : GEOTRACES는 한 가능한 미래 International Ocean Drilling 

Programme(IODP) 목 을 보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를 들어 요한 부피 흐름과 

온 열 흐름은 mid-ocean ridge 측면을 통해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 흐름’은 TEIs의 해양 

지화학  순환에서 미미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EP에서 이것은 최고가 될 것이다. 해  

유동체 흐름과 SEPR 축에서 서쪽으로 퍼져나가는 hydrothermal 순환에 련된 미래 

IODP 조사는 주변 수괴에 한 GEOTRACES Section을 보완한다.

 

Ocean Observing Initiatives (e.g., GOOS and ORION) : 일반 으로 ridge 

spreading 심으로 부터의 발산은 일시 이다. ORION 로그램은 Juan de Fuca Plate

에 지역  연결된 ridge 시스템에 센서와 샘 링 도구를 갖춘 측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특정 발생 결과의 화학을 찾아내고 따르는 것은 해양 층수와 연 된 TEI의 유입

에 한 특별한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지구 인 분포의 해석을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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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내부순환연구

 

□ TIEs의 생지화학  순환은 이동과 변형의 복잡한 과정, 즉 

내부순환에 의해 향을 받음

□ 해양에서 TEIs의 농도분포를 결정짓는 요한 역할

□ 수층에서 TEIs의 기원과 제거를 조 하는 물리 , 화학 , 

생물학  순환 과정의 이해

□ 용존, 콜로이드, 입자 형태 사이의 TEIs 교환과 생물학  

물질로의 흡수 그리고 분해과정을 통한 재생산을 포함한 과정

탄소를 포함한 주요 양염 성분에 한 내부 순환의 기본  특징은 GEOSECS 

로그램과 이후의 련된 연구 결과로 부분 잘 정립되었다(Broecker and Peng, 1982). 

를 들어 P는 수면에서 유기체의 조직으로 흡수된다. 비록 부분의 유기체 조직은 그

것이 생산된 후 며칠 내에 소모되고 산화되지만, 상당한 부분이 유기 분해물 형태로 침강

하여 심해에서 재생산된다. 해양 순환은 반복 으로 재생산된 무기 P를 표층으로 유입시

켜 식물 랑크톤이 이용하게끔 한다. 강으로부터 해양에 공 되는 P는 해양 퇴 물에 묻

히기 까지 평균 약 50회 정도 이러한 방식으로 순환 된다.

 

요한 미량 양염과 잠재 인 오염 물질을 포함하는 TEI에 해 이러한 순환의 

역할은 재 빈약한 상태이다. 하지만 흡수(소비)와 재생산이 TEI의 거동에 향을 주는 

것은 그것의 수직 분포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Bruland and Lohan, 2003). 주요 양염

과 함께 미량 양염의 수직 분포는 표층에서 최소 농도를 갖고 수심에 따라 증가한다

(그림 5.2). 심지어 Th과 같은 부분 불용성의 TEI는 퇴 물로 제거되고 묻히기 에 용

존 형태와 입자 형태로 여러 차례 교환이 일어난다(Bacon and Anderson, 1982).

 

비록 이러한 특징들은 25년 이 에 최 로 인식 되었지만, TIE의 내부 순환을 조

하는 요소, 흡수율/재생산율, 해양 생태계와 탄소 순환에 한 향, 지구  변화에 한 

반응성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이 악 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 있다. GEOTRACES의 

가장 요한 목  의 하나는 해양 생지화학에 한 우리의 지식에서의 요한 차이를 

메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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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층에서의 섭취와 제거 기작

 가. 재의 연구 황 분석

 

용존 형태의 많은 TEI의 수직 농도 분포는 표층수부터 제거 되고 일정 수심에서 증

가한다(그림 5.2). 표층수로부터의 제거는 유기 조직과 생물학  물을 형성하는 생물학

 섭취와 입자 표면에 흡착되는 비생물학  과정에 의해 발생한다. 몇몇의 경우, 분해되

는 유기물 집합 내에서의 barite 형성과 같이 물의 무기  침 이 잘 일어난다. 이러한 

형태의 입자성 TEI는 탈착, 용해, 그리고 호흡 과정을 통해 일정 수심에서 재생되기 쉬워

진다.   

 

TEI의 생물학  섭취는 그들의 입자에 한 흡착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화학  특성

에 의존한다. 많은 용존 TEIs는 자유이온 보다는 유기와 무기 리간드(배 자)를 모두 가

지는 복합체로 존재한다(Bruland and Lohan, 2003). 용존 리간드에 의한 복합체 형성는 

입자 표면에 흡착하려는 TEI와 경쟁하고 이러한 경쟁 과정 사이의 균형은 각각의 원소에 

한 생지화학  거동 반에 향을 다. 표층수에서 용존상과 입자상 사이의 변화는 

종종 콜로이드 매개물을 통해 발생한다(Wells, 2002; Doucet et al., submitted). 콜로이드

에 의한 결합은 용존 리간드에 의한 복합체 형성과 유사하게 TEI의 생물학  이용도와 

입자에 한 흡착력에 향을 다.

 

실제로 용존 TEIs(일반 으로0.4 μm 여과지를 통과한 것으로 정의)가 표층수에서 콜

로이드 는 용존된 종으로 존재하더라도 표층에서 심층으로 TEI를 이동 시키는 것은 빠

르게 침강하는 입자 물질 축합체이다. 표층에서 일련의 응집 과정은 심해로 가라앉는 여

러 가지 크기의 입자와 환된 콜로이드 그리고 부유세포속으로 TEI를 이동시킨다. 이러

한 과정은 라운 운동, 단력  차별 인 침강의 결과로 인해 서로 부딪칠 때 형성되

는 입자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수괴 내에서 작은 입자를 여과 섭식하는 동물 랑크톤에 

의한 복합체 과정도 포함한다.

 

나. 연구 역의 진보

 

섭취와 제거는 화학종과 물리  형태에 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해수의 유·무기 조성 변화는 용존 착화합물에 포함된 TEI성분 변화에 의해 표층 TEI

의 섭취와 제거에 향을  수 있다. 를 들어, 표층에서 많은 미량원소들은 유기물과 

강한 착화합물을 형성한다(Bruland and Lohan, 2003). 착화합물은 이러한 원소들의 생물

학  이용도와 무생물 입자로의 흡착력에 향을 다. 이러한 효과에 한 우리의 지식

은 재 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 자유 속 이온이 생물체에게 주로 이용되는 형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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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돼 왔지만, 재 어떤 유기  리간드들이 속 섭취를 진하기 해 이용 된다는 것

이 알려졌다(Morel et al., 2003). TEIs의 해양내 생지화학  순환에 한 유기 리간드의 

향과 환경 조건 변화에 한 이러한 요소들의 반응성에 해서 많은 부분을 밝 야 한

다. 

 

많은 TEIs의 화학종과 입자에 한 흡착력은 결과 으로 pH에 의존한다는 것이 알

려졌다(Stumm and Morgan, 1996). 빙하기 시기에 표층수의 탄산염 이온 농도와 pH는 

산업화 이 의 시기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인간활동에 기인된 CO2가 해양

으로 흡수돼 감소하고 있다(Feely et al., 2004). 따라서 TEIs의 거동은 과거 기의 CO2양

에 따라 변화해 왔고, 미래에는 더 심해 질 것이다. 해양에서 생물학  이용 가능성과 체

류 시간과 같은 TEIs의 기본  특성의 부분이 pCO2와 pH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할

지는 알려지지 않은 채 있다.

 

TEI 화학종의 시공간  변이성, 장기간이 환경 조건 변화 한 반응성, 그리고 이러

한 변화에 의한 TEIs의 해양 내 생지화학  순환에 한 향은 많이 조사되지 않았다. 

TEI의 해양 내 생지화학  순환에 한 화학종의 역할은 조직 인 방법으로 연구 되어야 

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구  변화에 한 해양의 반응을 모의 실험하는데 사용되는 

모델에 포함되어야 된다. 

 

섭취와 제거는 암석기원 입자의 공 에 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암석 기원 입자는 탈착과 용해를 통해 표층수에서 TEIs의 기원으로 작용한다. 반면 

그들은 입자 표면으로의 흡착 반응을 통해 제거의 역할도 한다. 암석 기원 입자는 한 

‘ballast'의 역할을 하는데 해양성 축합체의 도와 침강율을 증가시켜 표층으로부터 TEI 

제거를 가속화 한다.

 

암석 기원 입자는 에어로졸 형태로 기, 강, 그리고 연안 퇴 물의 재부유에 의해 

해양의 표층으로 이동된다. 표층수로 암석 기원 입자 럭스는 과거, 재, 미래에도 변할 

것이다. 빙하와 퇴 물내 기록은 물 에어로졸 럭스가 재보다 온 시기인 빙하기에 

높았었다는 것을 알려 다. 빙하기 동안의 낮은 해수면은 오늘날 강에 있는 입자들을 포

집하는 많은 하구역을 없앴는데, 이를 참작한다면 륙 침식에 기인된 암석 기원입자의 

보다 많은 럭스가 원양으로 이동되었을 것이다. 인간 활동 한 해양에 한 암석 기원 

물질의 공 을 바꿔 왔다. 농업과 임업은 강에 의해 해양으로 운반되는 토질과 함께 많은 

지역에서 침식 비율을 가속시켜왔다. 반면에 암석 기원 입자의 공 은 부유 물질을 잡아

두는 의 건설에 의해 감소해 왔다. 한 지구 온난화를 동반한 수리학  순환의 변화는 

침식과 하천방류량이 증가된 지역에서 사막화를 보이는 지역에까지 해양으로 암석 기원 

물질의 이동에 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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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기술된 변화에 한 해양 TEI 순환의 반응성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암석 

기원 입자에 의한 TEI의 제거와 공 의 양  그리고 기작에 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는 

반드시 지구  변화에 한 해양의 반응을 모의 실험하는데 이용되는 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섭취와 제거는 해양생태계 구조에 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표층으로부터 TEI의 섭취와 제거는 수괴 내 생물량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구조

와 구성에 반응하다. 자가 양 생물량과 종속 양 생물량의 증가는 필수 미량 양염에 

한 요구와 동시에 비생물  scavenging에 의해 TIE를 제거 할 수 있는 많은 입자의 생

성을 증가 시킬 것이다. 후자의 로, 일차생산과 생물량 증가에 따라 238U와 234Th 사이의 

불균형이 증가되는 것이 측된다. 단순히 생물량 측면에 부가해서 자가 양군집(diatoms, 

cyanophytes 등) 조성은 미량 양염에 한 생리학  요구에 향을 미친다. 반면에 종속

양생물(copepods, salps, 등)은 표층으로부터 유기물 럭스를 크게 조 한다. 큰 포식자, 

종속 양 미세생물(protist)과 박테리아 모두는 입자성 TEI 재생산에 향을 다. 따라서 

TEI의 생물학  섭취와 제거는 해양 생태계의 구성과 구조에 따라 변화한다. 생태계 구조

는 TEI 농도와 종을 포함하는 많은 환경  변수에 민감하다. 를 들어, 철에 한 수요는 

규조류가 성장하기에 충분한 양의 용존 규산이 있을 때 더 커진다(Bruland et al., 2001).

 

비록 각각의 이러한 계는 과거의 연구에서 알려지고, 는 최 의 이론으로부터 

상 될 수 있다 해도 해양 생태계의 구조 변화에 한 TEI 소비와 제거의 반응성에 

한 조직  연구가 거의 없었다. 고해양학 연구들은 과거의 기후 변화에 해 해양 생태계

가 변해왔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래서 우리는 해양 생태계에서 미래 변화를 측 할 수 

있다. TEI의 생지화학  순환이 과거 해양 생태계변화에 해 어떻게 반응해왔는지 그리

고 미래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해서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

근 해양에서의 TEI의 소비율, 재생산, 그리고 럭스는 해양 생태계의 구조와 구성의 변

화에 한 이들의 비율의 반응성과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정보는 생태계 구

조와 해양 탄소 순환을 지구  변화와 연결하는 TEI-related 피드백 메커니즘을 정확히 

설명하기 한 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생물학  섭취와 제게는 미량 양염의 동 원소 분화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

N(Sigman et al., 1999)과 Si(de la Rocha et al. 1998)에 해 왔던 것처럼, 미량 

양염의 동  원소 분화는 해양 환경에서 그들의 순환과 해양 생물과의 상호작용에 

한 특별하고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물학  과정에 이용되는 Fe, Zn, Cu, Cd, Mo, 

Se와 같은 속은 이런 변형의 동  원소 특징을 남기는 가능성이 가진다. 이 가능성은 

평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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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EOTRACES에서의 특정 목

(1) 표층수에서 TEI의 섭취와 제거 비율에 한 종의 향을 측정

(2) 표층수에서 TEI의 섭취와 제거에 한 콜로이드의 구성과 양의 향을 측정

(3) 표층수에서 TEI의 섭취와 제거 비율의 암석 기원 물질 공 에 한 반응성을 측정

(4) 표층수에서 TEI의 섭취와 제거 비율의 생태계 구조 변화에 한 반응성을 측정

 

라. 수행 략

 

 과제의 부분이 유사한 해양의 생지화학 로그램과 공유되는데(SOLAS and 

IMBER, 아래에 있음), 이 로그램들과 더불어 GEOTRACES는 상호  이익이 되는 공동

연구를 추구한다. 몇몇 역에서(TEI 럭스, 화학  종분화) GEOTRACES는 선도자가 

되기에 가장 합할 것이다. 다른 역에서의 연구(TEI 생물학  이용성; 생물체에 의한 

한 리간드 생성, 를 들어 해독 목 이나 미량 양염의 분리)는 해양 생물학 그리

고 생태계 연구를 보다 강조하는 로그램에 의해 잘 수행될 것이다.

 

기본 인 역과 특정 과정에서의 다면 인 근은  목 을 성취하기 해 필요

하다. 실제 인 과정은 표층수로부터 자연 인 TEI 섭취와 제거의 시공간  변화 탐구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해양 분야에 한 공동조사를 요구한다.

- end-member(단종) 수괴

- 높은 비율의 TEI 변환을 가지리라 상되는 지역

- 생태계 구조내의 공간  구배(그림 5.21)

- 암석 기원 입자 공 의 공간  구배(그림 5.13)

- 화학  종분화의 공간  구배

한 시계열 정 에서의 측정이 요구된다(그림 5.22). 이 정 들은 이러한 변수들이 

알려져 있거나 그러치 못하면 상가능한 형태로 변화하는 곳이다. 를 들어, 그러한 변

화는 생물학  생산력이나 먼지 폭풍과 같은 사건과 련된 계 인 주기에 따라 발생

한다.

마. 다른 로그램과의 연계성 

IMBER, SOLAS, Time-Series Stations : GEOTRACES는 속과 생물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심을 IMBER(테마1, 이슈1,2; 테마2, 이슈2,3)와 SOLAS와 공유하고 력  

노력을 추구한다. 만약 표층에서 TEI의 화학  종분화와 순환율과 변환율에 한 연구는 

보완 인 해양 생태계 구조에 한 연구 그리고 생물학  과정 비율에 한 연구와 조화

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IMBER 과학계획과 수행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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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ber.info/product/IMBER_SPIS_Final.pdf)는 조사구역(transects) (IMBER, 

pp. 47, 50, 63)에서 GEOTRACES와의 구체 인 공동연구를 열거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들의 과정에 한 연구(IMBER, p. 48)와 HOT, BAT(IMBER, pp. 48-49; 그림 5.22)과 같은 

시계열 정 에서의 지속 인 측에 한 력을 계획한다. 이 두 로그램의 연계는 상

호 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이 연계는 그들에게 요한 TEI 농도와 종분화 정보를 

제공하고 GEOTRACES에게 생물학  비율과 기작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지화학 (내부) 순환 연구에 한 여러 학문분야에 걸친 진정한 근이 된다. 

양 측소의 설치가 IMBER와 SOLAS 로그램과 연 된 과정 연구와 시계열 연구를 

한 치로서 이용될 것이며 TEI의 생지화학을 연구하기 한 요한 치가 될 것을 

기 한다.

그림 5.21. A division of the ocean into 57 biological provinces based on surface and 
vertical distribution of chlorophyll, mixed-layer depth and surface nutrients 
(Longhurst, 1998). Modified from Ecological Geography of the Sea, A.R. 
Longhurst. Copyright (1998),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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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The locations of existing or planned time series. Source 
http://www.oceansites.org/OceanSITES/ docs/pogo4.pdf.

최근에 생겨난 게놈학 그리고 단백질 유  정보학 분야(proteomics)에서 강력한 새

로운 도구는 이러한 로그램의 공통  목 들을 통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Fe

이나 P 제한과 같은 생리학  조건의 분자 진단이 GEOTRACES의 해양조사/구역 근

과 상반되게 시간 소비가 요구되는 과정 연구를 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LaRoche et al., 

1996; Webb et al., 2001; Dyhrman et al. 2006). 분석을 한 빠른 시료 채집과 후속 인 

육상분석을 한 냉동 보  같은 기술은 물류 으로 작은 부담이 되지만 TEI 분포와 

범 한 생태계 효과 사이의 계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한 정보는 

Moore et al.에 의해 제안 되었던 것과 비슷하게(그림 5.8), GEOTRACES가 해양에서 생

지화학  체제의 경계를 정립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표층에서의 섭취와 재생

 

가. 재의 연구 황 분석

 

침강하는 입자를 통해 표층으로부터 유출되는 입자성 TEI는 산화, 용해, 탈착 과정

을 통해 아표층에서 재생된다. 몇몇 TEIs의 수직 농도분포는 이러한 과정의 일차 정보를 

제공한다(Bruland, 1983). 를 들어 Cd과 같이 얕은 수심에서 최 값을 보이는 TEIs는 

유기물 산화와 같은 상 으로 빠른 과정에 의해 재생을 나타낸다. Zn, Ba, Ge 같이 깊

은 수심에서 최  값을 보이는 것은 좀 더 난분해성 생물기원 물의 용해와 같이 보다 

느린 과정을 통해 재생됨을 지시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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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는 기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수으로부터 용존 TIE를 제거한다. 심층에서 

침강하는 입자에 흡착됨으로써 제거(scavenging)되는 증거는 자연 우라늄계열 방사성 핵

종(
230

Th,
231

Pa,
210

Pb)의 연구로부터 나온다(Cochran,1992). 퇴 물 포집기에 의해 수집된 입

자 물질의 분석은 이들 동  원소의 럭스가 깊이에 따라 증가함을 보이고, 이러한 핵종

의 활발한 scavenging이 체 수괴에 걸쳐 발생함을 지시해 다(Anderson et al., 1983). 

수괴에서 제거되지 않은 많은 생물기원 입자는 최종 으로 해 에서 재생된다. 이러한 입

자에 의해 운반되는 많은 TEIs 한 재생된다. 퇴 물 표층에서 TEI의 재생은 다음 

Section에서 논의될 것이다.

 

나. 연구 역의 진보

 

아표층에서 섭취와 재생의 과정과 비율, 그리고 환경  변수에 한 그들의 반응성

에 해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미량 양염 역할을 하는 TEI에 해 

scavenging 비율의 증가 혹은 재생 비율의 감소는 해양으로부터 그것의 제거 효율을 증

가시켜 표층으로의 공 율과 존량이 감소한다. 한 많은 TEIs는 재 해양(겉보기 산

소 소비율을 정량화하기 한 층에서 부유 barite 축 )과 과거 해양(수괴 추 자로서 

Hf, Pb, Nd 동  원소)에서 한 해양과정의 tracer와 integrator(통합자)로서 상당한 능

력을 가진다. 그러나 환경 조건의 변화는 trace를 활용하는 과정 연구에 해 TEI와 일치

하지 않고 잘못된 해석을 유발한다. 따라서 가능한 효과를 확실히 확인하고 고려하기 

해서는 이러한 기작  토 에 한 정량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다.

 

화학  종분화는 아표층 양에서 섭취와 재생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 

 

종분화는 용해되기 어려운 원소(Fe, Th)의 생지화학  속성에 한 큰 향을 가진

다. 용존 TEIs의 화학  종분화, 특히 유기물과의 결합은 입자에 한 그들의 무생물  

흡착에 향을 끼친다(Quigley et al., 2001, 2002). 철의 실제 용해도는 유기  리간드와

의 결합에 의해 강화된다. 왜냐하면 심층 농도(0.7-1 nM; Johnson et al., 1997)가 철의 용

해도(약 0.1 nM이라 추정되는; Liu and Millero, 2002) 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유기  

리간드에 의한 가용해성화와 scavenging 사이의 균형은 심층에서의 Fe 분포에 기 하여 

형성 되어야 한다. Fe는 Atlantic Ocean에서 Pacific Ocean까지 풍부한 양염의 일반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심해에서 TEI의 종분화에 한 정확한 지식은 해양 

재순환의 이해에 매우 요하다. 게다가, 입자 TEI의 화학  물리  형태는 입자로부터 

그들의 재생산 비율에 반드시 향을 미친다. 다른 입자 성분 사이에서 TEI의 분리에 

한 지식은 TEI의 재생 순환에 한 이해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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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구성은 아표층 양에서 TEIs의 scavenging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

 

실험 으로 일부 TEI는 특정 고체상에 우선 으로 흡착된다는 것을 지시해 왔다. 이

것은 TEI의 해양 생지화학  순환의 기본  을 나타낸다. 이러한 계의 보다 나은 

특성 분석은 지구  변화에 한 이들 순환의 반응성을 평가하기 한 필수 인 첫 번째 

단계이다. 최근 연구는 주요 입자로의 특정 TEIs의 상  흡착 친화력(Luo and  Ku, 

1999, 2004;Chase et al., 2002; Chase and Anderson, 2004)에 한 것과 입자에 한 TEI

의 흡수에서 해수 조성(pH와 TEI-복합 리간드의 농도)의 역할에 해(Geibert and 

Usbeck, 2004) 상반된 증거들를 생성해 왔다. 이러한 모순은 해결 되어야 하고, 주요 입

자상과 계된 TEI의 상  친화력도 명백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입자 역학은 아표층 양에서 섭취와 제거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

 

TEIs의 내부 순환은 부유 입자와 침강 입자 사이에서 분리에 의해 상당히 향을 

받는다(그림 5.23). 해 면으로 가라앉는 입자와 수층내 부유 입자들은 TEI의 기원과 제거 

역할을 둘 다 한다. 침강 입자들은 천해에서 심해로 이동시킨다. 섭취, 재생과 제거 사이

의 교환은 입자 축합, 해리, 분해, 그리고 침강율에 크게 의존한다(Murnane et al., 1996). 

따라서 입자역학에 한 정확한 설명과 조성변화에 한 그들의 반응성 그리고 입자의 

럭스는 TEIs의 해양 생지화학 순환 모델링과 이해에 요하다.

그림 5.23.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particle scavenging of an 
insoluble element such as Th (Cochran and Masque, 2003). 
Understanding and correctly modelling such particle dynamics is key to 
accurately capturing the cycling of many trace elements in the ocean. In 
the figure above, U and Th refer to parent–aughter pairs (either 238U–
234Th or 234U–230Th). Superscripts D, C, SP and LP refer to dissolved, 
colloidal, small-particle and large-particle forms of Th, respectively. Rate 
constants k1, k2 and 1 refer to the forward processes of adsorption to 
colloids, coagulation of colloids, and aggregation of small particles into 
large particles, respectively. Rate constants with negative subscripts refer 
to the reverse processes. Greek symbols “”λ “γ”refer to the rate 
constants for radioactive decay and for particle regeneration, respectively. 
The sinking rate of large particles is represented by S.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the Mineralogical Society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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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성 TEI 재생을 한 수심규모와 환경변화에 한 반응성은 무엇인가?

 

입자 TEI의 재생을 한 수심 규모는 생지화학  순환에 향을 끼치는 기본  요

인이다. 수온약층 내에서 TEI의 재생은 수 십 년에 걸쳐 표층으로 재유입 되며, 심해나 

해 에서 표층으로의 재유입은 수세기 혹은 약 천 년이 걸린다. 

입자성 TEI가 재생되는 수심의 규모는 운반자 역할을 하는 입자의 침강율과 재생산 

과정 비율에 의존한다. 입자 침강율은 크기, 형태, 입자의 도에 따라 변화한다. 이번에

는 이들 요인들은 입자 축합과 분해, 그리고 조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재생의 수심규모 

측정과 환경 변수에 한 의존성은 입자 역학 연구를 필요로 한다. 입자 재생율은 입자 

조성과 주변 해수 속에 용해된 특정 종의 농도에 따라 변한다(산소, 탄산염 이온, 규산, 

pH). 한 수온은 이들 과정에 향을 다. 이들 각각의 요인들의 입자성 TEI의 재생에 

여하는 시간  수심규모에 한 반응성은 확립 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인들은 지구  

변화에 해 TEI의 해양 생지화학  순환 반응을 모의실험 해야 하기 한 모델로 입력

되어야 한다. 

 

다. GEOTRACES에서의 특정 목

 

(1) 아표층 내 용존, 콜로이드, 입자 형태(adsorbed와 lattice-held)  TEIs가 차지하

는 부분과 입자 조성에서 변하는 부분과 TEI의 용존 종분화에서의 반응성을 측

정한다.

(2) 아표층에서 TEI 재생 수심규모와 그들의 공간  변이성, 입자조성과 럭스 변화

에 한 반응성을 측정한다.

(3) 입자의 축합, 분해, 침강율과 농도, 럭스, 크기 분포, 입자 조성의 변화에 한 

그들의 반응성을 측정한다.

 

라. 수행 략

 

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해양 조사 구역, 시계열 연구, 실험실 실험과 모델

링의 공동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표층 내부 순환에 한 연구(Section 4.1)와 같이 기본

인 과정은 TEI의 섭취, 재생, 제거의 자연 인 시공간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이 질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해양 구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한다:

 

- 입자-운반자의 거동뿐만 아니라 TEIs의 화학  종분화에 향을  것으로 상되

는 해수 조성 (산소 최소층)의 공간  구배

- 생물학  생산력의 공간  구배

- 생태계구조(그림 5.21)의 공간  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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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석 기원 입자 공 (그림 5.13)의 공간  구배

시계열 정 들은 다음의 조사를 통해 장 작업을 완수할 것이다:

- 용존 그리고 입자 형태 사이에 TEI가 차지하는 입자 조성 변화에 한 반응성을 

평가하기 해 자연  시간 변이성(특히 계 별) 

- 부유 입자와 침  입자 사이의 내부  물질 교환을 악하기 한 비 인 화학 

조성

- 입자 물질의 침강율과 축합/분해을 발생시키는 자연  안정, 방사성 동  원소

TEI의 재생은 측정된 분포를 상반되는 모델에 용시킴으로써 평가될 것이다. 반면

에 실험실 실험은 호흡에 한 반응성, 물질 용해, 수온, pH, 산소 농도, 용존과 입자상 

사이의 TEI 분리 등의 다른 변수를 연구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마. 다른 로그램과의 연계성

 

Time-Series stations and global observatories  : 재의 시계열 정 들은 퇴 물 

포집기로 침강 입자를 수집하는 정기 인 로그램을 갖고 있다. 반면에 계획된 지구  

측 네트워크(ORION)은 TEI 연구에 자연  시간 변이성을 악하기 한 추가  기회

를 제공할 것이다(그림 5.22). 이들 정 들은 아표층에서 TEI 재생 연구를 GEOTRACES

와 제휴하기에 당하다.

 

3. 해 (Seafloor)에서의 재생과정

 

가. 재의 연구 황 분석

 

표층 퇴 물에서 속성 작용은 유입되는 입자들의 조성을 빠르게 변화시킨다. 를 

들어, 수층를 통과하는 이동에서 살아남은 부분의 생물학  입자들은 결국 해 에서 재

생된다. 해 에 도달하는 유기물질의 부분(99%)은 소비된다. 많지만 가변성을 지닌 생

물학  물질들(opal, calcite, aragonite, barite)은 해 에서 용해된다. 용해되는 부분은 

층수 화학과 일반 으로 퇴 속도가 증가하면 보존도 증가되는데 이 같은 퇴  속도에 

의존한다. 생물학  운반자의 재생은 용해로 몇몇 TEI를 방출한다. 다른 TEIs는 화학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흡착, 환원, 착화에 의해 이동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속성 작용

에 의한 방출은 TEI가 퇴  환경내의 다른 표면에 흡착하거나 섭취와 재생 순환이 있었

던 수층으로 돌아간다.

 

퇴 층 상부는 보통 생물 교란을 받기 때문에, 수 십 년에서 수 천 년까지 변하는 

기간 후에 입자가 이러한 혼합층 아래에 묻히기 까지 입자는 층수와 한다. 따라

서 해 에서 TEI의 재생을 이끄는 반응에 한 시간규모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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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작용에 한 연구는 생물학  물질의 용해, 유기 물질의 재생, 속성 작용에 

향을 받는 일련의 미량 원소 거동에 집 되어 왔다. 몇몇 원소들의 경우, 범 한 공극

수 분석이 되어왔다(Mn, Fe, N, P, Si 등). 유사하게, 퇴 물내로 는 밖으로의 속성 

럭스는 benthic flux chamber를 이용하여 일부 TEI에 해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존하

는 자료들은 부분의 TEI에 해 지구  규모에서 생지화학  순환에 한 층 순환 

향을 평가하기에 여 히 불충분하다.

 

나. 연구 역의 진보

 

아표층에서 TEI의 내부순환에 한 완벽한 이해는 묻히거나 반 로 재생산되어 수

괴로 돌아가는 해 에 도달하는 각각의 입자성 TEI 부분에 한 지식을 요구한다. 동등

하게 요한 것은 재생된 각각의 TEI의 부분을 조 하는 과정과 조건에 한 지식이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한 이러한 요한 재순환 과정의 반응성을 정확하게 평

가하기 함이다. 부분의 TEI에 있어서, 수괴로 돌아가는 부분과 묻히는 부분의 비율은 

알 수 없다. 이 비율의 공간  변이성, 이러한 변이성을 조 하는 요소들 역시 알 수 없

다. 해양 퇴 물 내 TEI의 매장과 재생의 정량화는 그들의 생지화학  순환을 특징화하

기 한 필수 단계이다.

 

다. GEOTRACES에서의 특정 목

(1) 흥미 있는 입자성 TEI에 해 해 에서 재생산되는 부분을  측정한다.

 

(2) TEI 재생산의 원인이 되는 특정 과정의 규명한다.

 

(3) 퇴 물 구성, 퇴 물 축  비율, 강수로 유입되는 생물학  입자, 층수 구성

(ph, 수온, 산소 동도, 탄소 이손과 용해된 규산염), 산화 환원 반응 조건, 다른 환

경 인자에 한 변화성뿐만 아니라 재생된 입자성 TEI의 공간  변이성 특징화 

한다.

 

라. 수행 략

 

두 보완  근은 해 에서의 TEI의 재순환을 조 하기 해 사용 된다:

 

1. 재생되는 부분에 반해 묻히는 TEI 부분을 추정하기 해 해 에 도달하는 입자의 

조성은 퇴 물의 조성과 비교 될 수 있다. 퇴 물에 한 230Th 일반화 방법의 용은 실

제  매몰 비율과 재생 럭스가 유도 될 수 있도록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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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성 반응에 의한 럭스는 공극수내 TEI 분포 측정과 모델링과 benthic flux 

chamber를 이용한 퇴 물-해수 경계에 한 럭스 측정을 통해서 측정된다.

 

해 에서 TEI 재생 연구를 해 선택된 지역은 일련의 조건들을 포함한다. 많은 생

물학  입자 럭스는 형 으로 해안에서 발생되고, 앙 해양환류와 비교되며, 종종 

수층 내 용존산소 최소층을 만들고, 연안의 퇴 물 표층을 화학  환원 상태로 만든다. 

해양 내부의 생산력, 층 산소농도, 암석 기원 물질 유입, 퇴 물 재부유와 nepheloid 이

동이 차이가 나는 다른 형태의 연안으로의 정선 측은 TEI의 재생에 한 이러한 요소

들의 향을 연구하는데 이상 이다.

 

TEI의 매몰과 재생에 한 유사한 연구는 도나 극과 아한  선을 가로질러 발

견되는 강한 도별 생산력 구배를 상으로 하는 양에서 수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

양한 지역으로부터의 결과 비교는 양성 퇴 물로 덮인 넓은 지역과 연안성 퇴 물로 

덮인 좁은 구역에서의 TEI 재생과 매몰에 한 련된 요성을 설명해 다.

 

마. 다른 로그램과의 연계성

 

퇴 물 포집기를 이용한 심해 입자 럭스 연구는 지난 25년 동안 해양 체의 많

은 지역에서 수행되어 왔다. 이들  몇몇은 일시  노력이었지만 반면에 다른 것들은 긴 

기간동안의 시계열 연구에 참여해오고 있다. 이들 연구  많은 것들이 해 에서 계획

인 TEI 재생 연구의 요한 구성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퇴 물 포집기 물질 시료를 획득

해 왔다.

 

유사하게 많은 연구들이 퇴 물 표층에서의 럭스와 과정에 을 맞춰 왔다. 이

런 종류의 연구는 표층 퇴 물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multi-core 장비의 발 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어왔다. 국가  그리고 지역  장소에서 자주 획득되는 longer piston과 

gravity core와는 다르게, multi-core는 종종 조사자의 개별  수집에서 얻어진다. 

GEOTRACES는 IMAGES와 다른 로그램에 여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로그램들은 

이용 가능한 multi-core 샘 을 분류하고, 해 에서 TEI 재생의 지구 인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coring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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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리  혼합과정

 

가. 재의 연구 황 분석

 

해양의 물리  순환은 TEIs의 지구  분포의 주요한 요인이다. 역사 으로, 모든 해

양에서 생지화학  특성에 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많은 부분은 순환  혼합에 

한 우리들의 지식과 함께 조사된 분포로부터 분석되어왔다. 해양 순환의 기 가 되는 기

본  물리 법칙은 종종 알려져 왔고 재의 성 측의 진보와 결합된 WOCE같은 지구

-규모의 장 로그램은 해양에서 큰 규모로 물질이동의 특성을 밝 왔다. 이러한 진보

는 더 높은 해상도의 지속 인 발 과 연 된 지구  순환 모델, 특히 생지화학  매개변

수를 가진 모델에 의해 보안되어 왔다. 일시  추 자의 측정은 혼합, 환기, 순환, 모델 

테스 , 비교 분석에 유용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추 자가 해양 작용에 해 

알려주거나 그 지 못한 부분에 한 인식의 진보가 있었다. 한 추 자는 를 들어, 

산소 이용과 양염 재 물화와 같은 장 생지화학  비율의 많은 직  추론을 만드

는데 사용되어 왔다. 

 

TEI의 분포는 기원과 제거뿐만 아니라 물리  그리고 생지화학  과정의 상호작용

에 의해 통제 된다. 이러한 요소들의 상  요성은 특정 TEI의 생지화학  속성에 크

게 의존한다. 이 속성들은 시공간에 따라 특징 으로 변화할 수 있다. 강화된 생지화학  

활동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  그리고 지역  규모에서 GEOTRACES에 의한 TEI 분포를 

통해, 해양 환경에서 이러한 물질의 생물학  그리고 지화학  거동에 해 양 으로 유

용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가지게 된다. 

 

1980년 의 WOCE에 한 계획에서 5-7년을 소비한 지구  해양 조사가 해양 순환

의 “순간 인 모습 (snapshot)”을 형성한다고 여겼지만 조사 동안 해양 순환이 그 시간 

규모에서도 변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유사하게, TEI의 지구  분포가 GEOTRACES 조

사단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가정 될 수 없다. 그러나 WOCE에서 보다 많이 

수행했다 하더라도 지구  TEI 분포는 무 기본 이어서 더 많은 것들이 지구  조사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이다.

 

나. 연구 역의 진보

 

Ocean circulation constraints on TEI distribution

 

에서 주어진 것처럼, 발 에 한 첫 번째 장애는 지구  그리고 지역  규모의 

TEI 분포에 한 지식의 부족이다. 비록 몇몇 TEI(특히, Al, Fe)에 한 측정이 일부 해양 

지역에서 만들어 지고 있지만, 큰 규모에서 많은 TEI의 분포, 구배, inventory의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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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  규모의 분포, 특히 강한 생지화학  혹은 산화 환원 

‘forcing' (산소 최소 구역)와 지역들 사이의 구배 특성은 잘 정립화 되어있지 않다. 이 같

은 측은 해양 환경 내의 TEI 특성과 거동에 한 정량 인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할 것

이다. 지속 으로 큰 규모의 해양 순환과 혼합에 한 지식을 향상시키면, 많은 TEI 분포

에 향을 주는 기본  생지화학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GEOTRACES는 어떻게 지구  그리고 퇴  분지 규모의 해양 순환이 지구 , 

퇴  분지, 그리고 지역  규모에서 TEI 분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지에 한 질문에 

을 맞출 것이다. 생지화학  그리고 물리  작용 사이의 상호작용은 TEI의 생지화학  

특성에 따라 각각의 TEI 사이에서 다른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정확히 어떻게 그들이 다

른가는 기본  작용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지화학에 한 기작 모델에서의 

구속조건을 제공한다. 우리는 어떻게 바람 기원의 순환(침강, 용승과 경계류)이 TEI 분포

에 큰 향을 주는 용존산소 최소층과 같은 특별한 지역  환경을 만드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연구는 근본 인 작용에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

다. 결국, 빠르게 반응하거나 짧은 생의 TEI 분포에 한 간 규모 이하의 운동 향은 

요한 샘 링 이슈를 제공할 수 있다. 를 들어 활동 인 원소의 연안으로부터의 이동

에 있어 이러한 작용의 향은 무엇인가?

 

방사성 탄소는 이 의 측 로그램(GEOSECS와 WOCE)의 부분으로서 지구 

양에서 범 하게 측정되어온 TEI의 이다. 한 방사성 탄소는 풍부한 공간  구성을 

보여 다(그림 5.9). 그러한 역사의 복잡한 특성에도 불구하고(자연  우주 방사성 탄소, 

Suess 효과, 죽은 화석-연료 탄소와의 희석,  핵 폭발로부터 유입), 표층에서 그것의 긴 

교환 시간규모와 재 물화/탄소 순환, 14C의 해양 분포에 한 그것의 연 성은 큰-규모 

해양 모델을 조 하고 추정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Guilderson et al, 2000). 

이러한 모델로 다른 TEI를 용하는 것은 심해에서 이동과 순환의 비율을 조 하는 방법

을 제공한다.

 

표층수로 미세 양염 공 에서의 해양 순환의 역할

 

수층에서 재생 되어온 주요 그리고 미량 양염은 신생산을 유지하기 해 표층으

로 유입되는 경로는 재 잘 알려져 있지 않다(Williams and Follows, 2003; Sarmiento 

et al., 2004). 양염이 재생산되는 수심에 향을 받는 시간규모는 수 년에서 수 십 년 

범 에 걸쳐 발생한다. 이러한 작용은 10년의 시간규모로 신생산을 조 하는 비율-제한 

단계이다. 그리고 이 작용은 해양 모델에서 실제 인 기작이 아닌 이론  혼합과정에 의

해 종종 특성화된다. 안정 불활성 동  원소체 3He는 단순한 장 거동을 나타낸다(화학

, 생물학  기원이나 sink가 없다). 이것은 부분의 양염 재생산이 발생하는 아표층 

내에 
3
H 붕괴에 의해 알려진 비율로 만들어진다. 반면에 기-바다 경계면에서 기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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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된다. 따라서 Helium-3은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의 회귀경로를 추 할 수 있다. 그것의 

parent, bomb tritium과의 조합에서 3He는 수괴 혼합(환기) 시간규모, 주요 그리고 미량 

양염 재생산의 깊이 분포, 회귀 경로를 제공한다. 그림 5.24는 태평양에서 경도에 따른 

잠재  도이상에 한 동  원소의 분포를 보여 다. 열  지역에서 등 도면을 가로질

러 쪽으로의 3He 혼합을 주목하라. 이것은 재생산된 양염이 상층으로 이동하는 경로

를 나타내 다. TEI 분포의 고해상도 모델과 그림 5.24와 같은 데이터의 결합은 표층에 

한 미량 양염 공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림 5.24. A meridional section of tritium (upper panel) and 3He (lower 
panel) in the Pacific Ocean from WOCE. The location of the section is 
shown in red in the inset of each panel. Figure provided by W. Jenkins.

직 인 측을 할 수 없는 해양 순환 비율 

 

결국, 특정 경계 조건과  상 으로 잘 특징화된 몇몇 TEI의 장 거동( 를 들어 

해안 지역에서의 four Ra 동 원소(Moore, 1996))은 특징짓기 어려운 해양 혼합과 이동의 

을 설명, 정량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주요 지역 내의 그러한 동  원소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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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과 특징화는 경계 지역 내의 해양 혼합과 흐름에 한 강한 연계성을 제공할 것이다

(Moore, 2000). 몇몇 다른 TEI에게 이와 같은 물리  과정들이 요하다는 것은 이러한 

근을 특히 가치 있게 만든다. 게다가 해양의 불활성 가스의 분포는 혼합 비율과 기-

바다 사이의 가스 교환을 추정하는데 쓰여 질 수 있다. GEOTRACES TEI의 몇몇은 순환

에서 고해양학  변화를 추론하는데 쓰일 수 있다(Section 5).

 

다. GEOTRACES에서의 특정 목

 

TEI 해양 분포는 물리  그리고 생지화학  과정에 의해 측정된다. 주어진 수괴 내

의 순환, 혼합과 유통에 한 양 인 지식으로부터 TEI 분포 해석은 장에서 이러한 원

소의 생지화학  거동에 한 시공간  통합  측정을 이끌 수 있다. GEOTRACES는 다

음을 시도한다:

 

(1) TEI의 inter-basin 그리고 지역  럭스 평가한다.

 

(2) 연안에서의 TEI 럭스와 높은 일차생산력과 아표층 용존산소 최소층으로 특성

화된 외양과의 교환을 평가한다.

 

(3) 제한된 혹은 'spot' TEI 측정의 지능형 해석을 한 model-based context 개발한

다.

 

(4) 모델과 보완 인 추 자를 조합하여 지역  측정에서 지구  규모로의 TEI 럭

스의 추정한다.

 

라. 수행 략

 

지역에서 해  분지 scale의 TEI 럭스 특징화는 수괴의 혼합과 순환율 뿐만 아니

라 환기(제거)되는 timescale에 따른 주요 TEI의 분포에 해 동시  측정을 요구한다. 

한. 정보의 보완  기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 물리  이동은 WOCE와 CLIVAR 로그램 (최신 모델과 결합된)을 통해 얻어진 

큰 규모의 흐름 분야의 정보에 의해 주로 얻어질 것이다.

 

- GEOTRACES 지구  survey는 TEI의 time-mean 럭스의 양  측정에 필수 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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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gnostic TEI와 tracer의 동시  측정 (해안에 Ra 동  원소, 몇몇 지역 불활성 

가스, 3He/3H와 CFCs)는 물리  이동에 한 추가 인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게다가, 고해상도 지역 /연안 모델은 잠재 으로 잘 변하고, 일시 이고 고르지 못

한 지역에서 ‘spot' TEI 측정에 한 명쾌한 해석을 하기 해 성 자료와 함께 사용될 

것이다. 부분 TEI 측정의 고유의 어려움은 무거운 시료채취 시스템을 유발한다. 그러나 

측정된 TEI 분포에 향을 주는 이동 과정에 한 실제 인 추정치를 얻기 해, 한 

모델 내에서, 좀더 고해상의 측자료 매트릭스 내에 이러한 드문 측정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 다른 로그램과의 연계성

 

CLIVAR : 이 역에서 가장 큰 유사 과 공동작업을 가진 로그램은 CLIVAR이

다. GEOTRACES 로그램은 CLIVAR field 로그램 내에서 만들어진 수층 측과 

tracer의 범 한 공간  그리고 시간  구조에 측을 첨가함으로써 유리할 것이다. 그

리고GEOTRACES 로그램은 CLIVAR로 부터의 모델과 데이터 결과물을 이용할 것이다. 

몇몇 TEI 측은 차세  순환 모델 생성에 궁극 으로 요하게 될 것이며, 보다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Ocean Observing Networks : 해양 측 네트워크 (GOOS, ORION)의 발 은 TEI 분

포에 향을 미치는 시간 변화에 따른 순환과 이동 기간을 조 하는데 도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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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과거변화에 한 지시자 개발

  

□ 과거의 해양 환경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지시자로서 TEIs 분석을 

활용

□ 재와 미래의 기후변화를 측하기 하여는 과거의 정보가 필요하며, 

지화학 성분들의 분석을 통하여 과거환경을 복원

□ 복잡한 해양환경을 해석하기 한 새로운 지시자의 개발이 필요

미래 기후변화 측에 한 우리 능력의 불확실성은 오늘날 사회가 마주한 요한 

문제  하나이다. 재 기후에 한 기본 인 구조는 지구  기후 패턴의 정상 인 지

식에 기반한다. 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토의 앙에서 부분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해

안까지 농장 생산품의 운송을 한 효과  수송기 이 있다. 기후의 보편 인 변화는 지

리학 인 변화를 심하게 바꾼다. 세계의 낮은 해안 지역 어디서든지 수온 상승의 효과와 

함께 륙에서 녹는 빙하 등의 복합 인 향으로 인한 가속화된 해수면 상승은 시골의 

공동체와 많은 도시를 한다.

 

미래 기후변화의 범 에 한 지식의 요한 근은 과거 기후 변화 특성의 보다 

좀 더 개선된 조 이다. 과거 기후에 한 연구는 규모의 기후 변화 존재와 기후 상태 

사이의 매우 빠른 변이에 해 규명해 왔다. 한 해양 작용에 의해 조 되는 기의 

CO2함량은 빙하의 순환과 더불어 변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여 히 보편 인 기후 상

태와 기  CO2의 변화에 한 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

 

수온, 염도, 미량 양염류와 같은 기후 으로 요한 해양 변수들은 과거에 직

으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proxy를 이용해 그것을 밝 야 한다. 지화

학을 이용하는 proxies는 과거 해양 상태의 재구성을 부분 제공하고 지구 기후의 두 가

지 , 해양- 기 순환의 물리  과 탄소 순환의 화학  을 평가하는데 사용되

어 왔다. 해양- 기 기후 시스템과 연 된 많은 변수에서 이들 두 가지 상태 변수는 과거

에 해 상 으로 부족하게 알려져 있지만 TEI proxies에 의해 해양기록에 근이 가

능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요한 상태 변수를 재구성 하는데 쓰이는 다양한 proxies의 종

합 인 이해는 사회 으로 상당히 요한 부분이다.

 

이 게 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proxies는 오히려 임시변통식 방법으

로 계산되어 왔다. 부분의 교정은  상태를 반드시 나타내지 않는 시료들에 사용한

다. 는 그들은 실험실에서 단독으로 교정되어 왔다. 그리고 교정은 일반 으로 경험

이고 측정 가능한 proxy를 그것을 부호화하는 환경변수에 연 시키는 과정의 단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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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에 근거한다. 따라서 재 proxise의 한계와 사용에 한 완벽한 이해를 해 그

리고 재 재구성하기 어려운 환경 변수에 한 새로운 proxies를 신뢰할 수 있는 교정하

고 발 시키기 해 지화학 proxies의 더 철 한 평가를 해야하는 박한 필요가 있다. 

부분 리 사용되는 paleaoproxies는 해수와 해수로부터 형성하는 침 물(퇴 물과, 산

화와 미량 화석, 망간철 껍질 등등)의 지화학에 의존한다. Proxies의 교정은 따라서 

GEOTRACES와 같은 해양 지화학 로그램에 자연히 포함되게 된다. TEIs의 순환에 

한 향상된 이해는 이러한 TEIs에 의존하는 proxy에 한 향상된 이해를 필연 으로 이끌 

것이다. 로그램 내에서 만들어진 분석의 한 디자인에 의해 보완  목 의 추구는 

고체 과정에 을 맞춘 틀 내에서 과거 proxy 재구성에 한 상당한 새로운 지식을 제

공할 것이고 이러한 proxy 재구성은 상당한 비용-효율성을 가진다.

 

Proxies는 퇴  물질의 변화에서 획득되고 세가지 방법으로 과거 환경 상태에 한 

정보를 기록할 것이다.

 

(1) 그들은 물질(퇴 물)이 형성되는 수괴의 화학  성질에 직 으로 반응하며 이

러한 수괴에서  화학  특성이 과거 환경의 을 반 한다(그것은 양염 함량 는 

수괴 분포와 같은 변수들을 부호화하는 공간  구조이다). 이러한 직  proxies의 는 

Cd/Ca와 εNd를 포함한다.

 

(2) 그들은 수괴와 물질(퇴 물) 사이에서 분류를 통해 간 으로 상태를 기록한다. 

이러한 분류는 수온(Mg/Ca와 CaCO3에서의 Ca 동 원소 비)이나 pH(B 동 원소)같은 

환경  조건에 의존한다.

 

(3) 그들은 쌓인 퇴 물의 특성을 기록함으로써 해 로의 물질 럭스에 한 정보

를 제공한다(
230

Th,
231

Pa/
230

Th, Ba와 정석(barite) 축 율).

 

지식에 한 발 의 망은 이러한 각각의 역에서 존재하고 이들은 다음의 세 하

 Section에서 논의되어 진다.

 

1. 해양에서 proxy 분포를 조 하는 직 인 요인들

가. 재의 연구 황 분석

 

 해양에서 주어진 원소의 수직  분포는 물리  이동, 화학 (열역학 ) 조 과 

생물학  활동의 조합으로부터 기인한다. 의 TEIs 분포에 한 더 나은 지식은 따라

서 고해양학에 한 GEOTRACES의 유용성의 주요한 구성요소다. 잠재  paleoproxies라



- 204 -

고 확인된 TEIs의 종합 인 정보에 한 확립은 그들의 분포를 조 하는 작용을 규명할 

것이다. 특히 직  proxies에 해 사실 이고 이러한 proxy에 해서 GEOTRACES의 

부분 근은 paleoreconsruction에 종종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다. 

좋은 는 해수의 Cd 농도인데 다량 양염류인 인산염과 비슷한 분포를 가진다

(Elderfield and Rickaby, 2000). 카드뮴 농도는 인산염의 농도를 따라가는데 왜냐하면 두 

종 다 생물학  활동으로 인해 해수면에서 제거되고 이용되고 심해 순환에 의해서 이동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층과 층 해수에서의 Cd 농도는 인산염이 완 히 이용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낮은 값을 가지는 인산염 농도를 지시하는 proxy이다. 심해 Cd 농도는 열

염순환의 경로를 따르는 수괴의 나이에 련된 순환을 지시하는 proxy이다. 비슷한 이유

에서 δ13C는 오늘날의 해양에서 인산염에 역으로 상  계된다. 과거 Cd/Ca과 δ13C의 

분포는 따라서 생산력과 심해순환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Cd가 인산염 농도를 한 proxy를 제공하는 것처럼 다른 다량 양염류의 이용과  

그리고 몇몇 미량 양염류를 지시하는 TEI proxies가 있다. Si 농도의 잠재  ‘직 ’ 

tracer로 이용되는 Zn(그림 5.25에 나타난 데이터로 설명된)가 좋은 실례로 제공된다. 그

러나 Si에 tracer로서의 Zn 사용에 한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를 들어 좀 더 최근

의 결과는 앞의 데이터(그림 5.25)에 나타난 Zn와 Si사이의 강한 상 계를 나타내는데 

실패했다. 더욱이, 아연이 불안정 아연 농도 {Zn'}에 비례하여 규조류 오팔로 편입되는 반

면 오팔속의 체 입자아연 부분은 매우 낮아서 찰된 Zn와 Si 사이의 상 계를 명확

하지 않게 만든다(Ellwood and Hunter, 2000). 다른 TEIs는 양염류의 생물학  편입 

동안 발생하는 역학  동 원소 분리에 의존한다. 이 분리는 결과 으로 생물상들을 동

원소 으로 가볍게 만들고 남은 해수를 동 원소 으로 무겁게 만든다. N(Sigman et al., 

1999), Si(de la Rocha et al., 1998), Cd와 다른 미량 양염류의 동  원소 구성의 공간

 패턴은 미화석(유공충, 규조류 등)과 같은 해양 물질에 포획되고 과거의 이들 원소의 

이용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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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Zn versus Si concentrations reported from ocean water samples. The 
early data (blue circles) of Bruland (1980) from the North Pacific and 
Bruland and Franks (1983) from the North Atlantic indicated that there wa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Zn and Si. Other data published subsequently 
(grey squares) do not follow that simple relationship. We cannot determine 
whether this scatter is due to real variations between different regions of 
the ocean, or to unresolved problems with contamination or analytical 
quality control. GEOTRACES is needed to answer this puzzle, with clear 
implications for the use of Zn as a proxy to reconstruct dissolved Si 
distributions in the past. Figure provided by Ros Rickaby and Ed Boyle.

 

양염류 이용과 생물학  생산력의 변화는 지구  탄소 순환의 요한 이고 

기  pCO2(Sigman and Boyle, 2000)의 빙하기의-간빙기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한 기

작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TEI proxies를 이용하는 과거 양염류 이용에 한 재구성은 요한 

목 이지만 이러한 proxies에 한 충분한 지식 없이는 실 될 수 없다. GEOTRACES의 

Section을 따라 Zn, Cd, Si와 (최소한) Si와 N 동 원소의 분포는 그러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고 과거 탄소 순환을 정확히 재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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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순환의 비율과 패턴은 한 이 순환을 재구성하는데 쓰이는 해양 TEI의 공간  

변화를 생성한다. 실제 는 해양 혼합기간 보다 작은 체류시간을 가지는 방사능 동 원

소(Nd, Pb, Hf) 사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tracer들은 다양한 수괴 특히 기원과 다른 조성

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되는 심해 수괴들에 의존한다. 를 들어, 북 서양에서 형성된 심

층 수괴들은 Pb의 경우에서, Southern Ocean(남쪽 양) 수괴와 비교해서 상 으로 낮

은 Nd와 높은 Pb 동  원소 구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에 의해 교란되기 으로 분류된다. 

비록 어떻게 북 서양 심층수(North Atlantic Deep Water; NADW)가 Nd 신호

(signature)(Lacan and Jeandel, 2005)를 얻는가에 한 지식이 최근 만들어 졌지만 수괴

가 이 조성을 얻는 방법은  해양학에서 부분 으로 이해되고 있고 더 많은 연구를 

요구한다.

  

나. 연구 역의 진보

 

주요 환경 변수들에 미량 속 농도를 연결시키는 과정과 시간과 공간에서 이 같

은 연 의 견고성 

 

로, Cd가 인산염과 함께 변화한다는 것은 꽤 부족한 정보로부터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의 특성은 완 히 이해되지 못했다. 더욱이 수층에 한 정보가 존재

하는 지역들은 Cd/Ca와 δ13C foraminifera proxy의 개발을 해 사용되는 곳이 아니거나 

proxies가 일반 으로 용되는 곳도 아니다. Cd/Ca와 δ13
C가 인산염의 계에 기 가 

되는 작용에 한 확고한 지식은 테마 1에 진보된 TEI 순환의 더 나은 이해로부터 매우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련된 TEI와 양염류가 GEOTRACES Section을 따라 정기

으로 측정될 것이기 때문에 GEOTRACES는 이러한 목 을 달성할 것이다. 게다가 

Section을 따라서와 선택된 지역(생산력 gradient, 산소 최소 구역 등)을 가로지르는 TEI

의 거동에 한 종합 인 조사는 proxy를 이해하는 과정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요

한 과학 인 향력을 가질 것이다. 를 들어, 과거 Cd 분포에 한 증가하는 정보를 

과거 탄소 순환의 에서 정확하게 재구성하기 해 ‘반 ’ 되게 해  것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TEIs(Zn, Co, Cd, Ba 같은)와 환경요인 사이의 새로운 계는 한 

GEOTRACES 로그램 동안 밝  질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공간  견고함을 생성하는 작용은 한 그들이 과거 재구성에 확실

하게 사용되기 해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양염 원소의 동 원소 분리의 특성과 경향

양염 원소의 동 원소 분리의 특성과 경향은 연구 이지만 와 과거 해양에 

한 양염류 사용의 평가에 한 큰 가능성을 제공한다.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 질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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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범 하게 연구되어 왔고 질소 분류와 몇몇 표층 양에서의 δ15
N의 공간  패턴의 

원인에 한 논리 인 지식은 발 되어 왔다(Sigman et al., 1999). 심지어 표층 양의 

용 범 가 부족하고 심해의 용 범 가 매우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해양에서 질소 

고정과 탈질소 작용을 한 tracer로서, 그리고 과거의 질소 이용을 지시하는 proxy로서

의 δ15N의 분명한 사용을 제한한다. 규소 동 원소는 질소와 비슷한 망을 보여주지만 

Si 순환과 opal의 생산을 명확히 평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규소 동 원소는 오직 몇

몇 지역에서만 연구되어 왔지만 새로운 지식은 더 종합 인 용 범 로부터 빠르게 유

도 되었다(de la Rocha et al., 2000). 미량 양염의 동 원소 분류를 평가하는 분석  능

력은 겨우 몇 년 부터 발 되어 왔지만 우리는 과거와 재에 미량 양염류 이용을 

조사하기 해 Cd(Wombacher et al, 2003), Cu, Zn(Bermin et al., 2006)과 어쩌면 Fe, Ni

와 다른 미량 양염류까지 동  원소 사용이 재 가능하다. 이것은 다음 10년 내의 발

에 해 흥미있는 망이고 이 원소들의 순환에 한 요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 할 

것이다.

 

수괴의 지화학  분류

 

수괴들이 지화학 으로 분류되는 방법에 한 이해는 변화하는 해양 순환과 변화하

는 륙 유입에 하여 고기록의 분명한 해석을 제공하기에 종종 불충분하다. Nd, Pb, 

Os, Hf등 방사성 동 원소의 측정은 긴 시간규모의 해양 재구성과 양염과 같은 proxy

를 사용하여 답할 수 없거나 이러한 proxies가 일치하지 않는 곳에 한 질문을 제기하

기 한 요한 가능성을 제공한다(Rutberg et al., 2000; Piotrowski et al., 2004). 

이들 동 원소 추 자들의 사용은 증가되고 있지만(Frank, 200) 이러한 동  원소 

tracer들은 해석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륙풍화의 형태, 양, 는 분포의 변화

에 의해 유발되는 륙에서 해양으로의 유입과 순환과정 동안 발생하는 변화에 향을 

받기 때문이다(Lacan과 Jeandel, 2005). 많은 경우 지화학 인 proxy와 기후 사이에 

한 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Rutberg et al., 2000; Piotrowski et al., 2004). 그러나 이

러한 기록은 특정 기후 변수에 하여 간단히 해석될 수 없다. 그러한 기록에 한 해석

능력은 이들 원소들의 화학 인 완벽한 이해에 의해 상당히 향상되기 때문이다. 로, 수

괴들이 처음에 분류되는 방법에서도 더 나은 지식이 필요하다(다른 기원- 강, 지하수, 연

안 퇴 물- 으로부터 나온 원소의 부분). 해수로부터의 원소의 제거에 한 향상된 지식

은 이러한 원소들의 체류시간 차이 때문에 다양한 환경 조 들이 multi-proxy 근을 이

용하여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을 궁극 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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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cale distribution of ancillary isotopes

 

수괴에서δ18
O, D/H와 δ13

C의 측정은 이 에 착수되어져 왔지만(GEOSECS, WOCE) 

GEOTRACES는 여 히 이러한 추 자의 고해양학  이용에 해 요한 기여를 하고 있

다. 를 들어, Southern Ocean과 같은 요한 지역에서 Cd와 δ13C로부터 나온 양염 

재구성 사이의 불일치는 두 추 자의 명확한 거동에 한 더 많은 이해를 요구한다. 그러

한 정보는 GEOTRACES의 Section 근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GEOSECS 로그램 동안 

수집된 δ13C 자료는 Indian Ocean에서만 높은 신뢰성을 가졌다. 이 자료는 Pacific Ocean

에서 경험한 주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NOSAMS 14C 로그램의 부분으로 기여한 WOCE의 탄소 동 원소 자료는 단지 

2,000 m 깊이까지만 나타난다. 그래서 깊은 태평양 해수(Pacific Ocean water)에 한 확

실한 δ13
C 자료는 없고 깊은 서양 해수(Atlantic Ocean water)에서 δ13

C 분포를 조 하

는 요인들에 한 이해는 더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향상되었다. 한 δ13C 자료가 없어 

GEOTRACES가 처음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거리가 먼 지역들이 있다.

 

다. GEOTRACES에서의 특정 목

 

(1)  해양에서 를 들어 Cd-PO4,δ
13

C-PO4,Zn-Si,Ba-Alk,TEIs 같은 TEIs와 양염

류 사이의 측된 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규명한다.

 

(2) TEIs의 순환을 이해하기 해 그리고 과거 해양 순환과 탄소 순환 기능에 한 

정확한 정보에 상반된 고-수직분포에 한 향상된 지식을 이용하기 해 이러한 TEIs의 

종합  분포를 만든다.

 

(3) 세계 해양에서 양염류의 동 원소 분류에 련된 분포를 만들고 양염 이

용 동안에(N, Si, 어쩌면 Cd, Zn, Fe 같은 미량 양염류 동 원소 시스템) 동  원소 분

류를 평가한다.

 

(4) 각각의 수괴에서 강, 기 의 침 , 열수 시스템, 입자와 퇴 물과의 교환으로부

터 유래된 원소의 부분을 측정함으로써 특정 방사성 동  원소를 가지고 어떻게 수괴를 

분류하는지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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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열거된 목 들은 자연 으로 테마1과 테마2의 범 한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 들은 이들 테마 내에 정리된 해양 구역 략의 이용과 면할 것이다. 

강한 해양학  구배를 가로지르는 구역들은 요 이 될 것이고 특히 생산력과 양염 

이용의 구배는 다음을 포함한다. 

 - 해안과 심환류지역 사이

 - 양과 용승지역 사이

 - HNLC 지역과 양염류들이 효과 으로 사용되는 지역 사이

 

완벽한 수층연구는 용승수괴 내 TEIs와 량 양염류 사이의 계를 평가하기 해

서 TEI proxy와 다량 양염의 섭취와 재생을 비교하기 해서 필수 구성 요소가 될 것이

다. 가장 end-member 상황( 은 수괴에 반해 오래되고, 산소최소층, 먼지 룸)에 있는 정

들은 역시 TEIs와 양염류 사이의 지구  평균 계가 과거의 추정에 의해 오늘날 확

고한지 아닌지 확실히 측정하기를 요구한다. 구역연구 동안 주요 치에서 입자 수집과 

본래의 퇴 물과 해수 경계면에 한 수집은 한 요할 것이다. 입자의 장 펌핑은 직

 proxy로서 요한 몇몇 TEIs에 향을 주는 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것이다.

 

2. 해양에서 proxy 분포를 조 하는 간 인 요인들

 

가. 재의 연구 황 분석

앞서 논의된 직 인 proxies와 반 로 간 인 proxies는 해수에 용존된 TEI와 

퇴  기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TEI 사이의 분리가 수온(Mg/Ca) 혹은 pH(δ11B)와 같

은 환경 요인에 따라 변하는 상황에 의존한다. 그러한 환경에서 퇴  TEI 조성의 결과물

은 과거 환경 조건을 재구성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종종 이러한 추 자의 숨겨진 원리는 열역학과 동역학이 기 가 되고 상 으로 

해석하기에 쉽다고 상된다. 불행하게도 해양에서의 측정은 그 지 않다. 하나 이상의 

환경 변수에 의한 조 과 련된 작용(특히 생물학  경로)에 한 부족한 지식은 TEI 

proxies의 해석을 복잡하게 한다. 따라서 proxy 교정은 요하지만 과거에는 이 연구의 

부분이 다른 목 의 탐사에서 온 매된 시료나 보 된 시료의 이용을 통해 기회주의

으로 수행되어져 왔다. 이는 비용을 감하고 core와 다른 물질의 좋은 보 용 수집을 

유지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 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행의 교정에 사용되는 시료들은 종종 교정을 하기에 최 의 지역 는 교정이 용되

어 질 수 있는 지역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수괴 측정은 일반 으로 결여되어서 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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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과 그 에 놓인 해수와의 직 인 비교가  불가능하고 부분의 연구가 추정에 의

해 수행되며 때때로 고려해야할 격한 차이를 넘기도 한다. 더욱이 이러한 교정에 사용

되는 퇴 물들은 종종 최 화된 과정을 이용해 채취되지 않아 시료의 연 나 오염에 

한 의문이 생긴다. 

 

요약하자면, 부분의 고-proxies는 몇몇 기  교정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경우에서 이 교정은 이상 이지 않고 proxies의 요한 정교함(refinement)은 

작용 수 에서 proxies의 이해를 추구하는 표  교정을 통해 달성 될 수 있다.

 

나. 연구 역의 진보

물질로 proxy 편입에 향을 주는 변수를 분별하기

 

해양의 많은 지역에서 수온, 탄소이온 and/or 염도 같은 요 변수들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상 된 구배를 교차하는 교정은 변수의 향이 분리되도록 허용하

지 않는다. 이러한 변수들이 무 한 변화를 나타내는 구역은 proxies를 더 완벽히 이해하게 

할 것이다. 하나의 는 부유성 유공충내의 칼슘 동 원소 변화이다. 조 된 배양에서 성장

한 샘 을 이용한 기 교정 연구들은 강한 칼슘 동 원소의 분리에서 강한 수온 의존성을 

나타냈다. 더욱 최근에, 몇몇의 연구자들은 탄산염이온과 석회화율이 칼슘 동 원소 분리를 

조 하는 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한 질문을 해왔다. 비슷한 맥락에서 Mg/Ca 비율은 표

층수와 심층수에서 수온을 지시하는 proxy로서 넓게 해석되어 왔다. 이 추 자의 교정은 

분석 인 정 도 범 를 넘어 산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그림 5.26), 이것은 탄산염 이온

의 농도 변화에도 연 되어 왔다. 그러한 탄산염 이온 조 은 존재하는 많은 과거-SST(표층 

해양온도) 기록의 재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이것은 한 탄소 순환의 요한 을 재구성

하기 한 Mg/Ca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하 다. Ca 동 원소와 Mg/Ca 같은 proxy에 

한 변수의 향을 분리하는 것은 고기후 도구로서 그들의 정확한 사용에 필수 이다. 

 

Carbon system proxies

 

최근에 개발된 proxies는 탄소순환의 과거 작용을 재구성하기 한 상당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재의 교정들은 부족하고 그러한 재구성의 견고함을 제한한다. 빙하기-간빙기

와 더 긴 시간규모에서의 기 의 CO2변화는 기후 변화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작용원

인으로 여겨진다. 과거의 다른 pCO2상태는 방사성 균형의 변화에 한 체 지구 표면의 

반응을 조사해야 하지만 그러한 근은 pCO2(ice core에서 직 으로 측정 가능한 late 

Pleistocene 넘어서의) 재구성의 어려움과 해양 pH와 탄산염 이온 농도와 같은 다른 주요 

변수를 재구성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복잡하다. 최근 나타난 proxies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한 상당히 좋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자연의 탄소 순환의 작용에 한 요한 새로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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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든다. 좋은 는 붕소 동 원소로 과거 해양 pH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Sanyal et 

al., 1996; Pearson과 Palmer, 2000). 그러나 이 proxy의 교정들은 부족하며 그것의 이용에 

한 주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를 들어 δ11
B의 수온 민감성과 종간 효과의 존재/부재

는 둘 다 하게 평가되어 오지 못했다. δ11
B에서 체 해양 변화에 한 가능성은 제안

되어 왔다(Lemarchand et al., 2000). 왜냐하면 과거에 한 이 proxy를 확고하게 이용하기 

해서는 해양 붕소 동 원소 순환의 더 나은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유사한 불확실성

들이 최근에 제안된 탄산염 이온 농도를 지시하는 proxies에서도 존재한다(foraminifera 

mass; Broecker와 Clark; 2001). 이러한 탄소 시스템 proxies를 확실한 실험  바탕에 도입

하는 것은 자연 탄소순환의 작용을 이해하기 한 요한 새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림 5.26. A typical calibration curve of Mg/Ca versus temperature, 
based on core-top foraminifera (Elderfield and Ganssen, 2000). The 
clear relationship between Mg/Ca demonstrates that temperature 
exerts a major control on foraminiferal Mg/Ca. But, the 
pronounced scatter about this trend hints at additional controls. 
Mg/Ca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palaeothermometers, so it 
is important to assess additional controls and to establish this 
proxy more firmly. Elderfield and Ganssen (2000); figure adapted 
by permission from MacMillan Publishers Ltd: Nature, Copyright 
(2000).

 

다. GEOTRACES에서의 특정 목

 

수괴 내의 환경 변수와 수층과 퇴 표층내 생물기원과 자생기원 상에서의 TEI 기록 

사이의 계에 한 완 한 평가를 한다. 이러한 계는 후에 자연과 실험실에서 련된 

과정의 상세한 연구의 토 를 형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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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proxies(Section5.1)을 한 략과 유사한 략은 간  proxies를 한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부가해서 과정 연구들은 간  proxies를 해 요구될 것이

다. 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미 주요 원소의  분포를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

떻게 그것이 palaeoarchive(고기록)로 분류되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분리 과정

의 조사는 한 개의 추 자에 한 여러 가지 향이 서로로부터 분리되는 해양 지역으로

부터 랑크톤 견인과 주상시료의 횡단면 수집을 요구한다. 과정 연구들은 흥미 있는 추

자 특성이 다른 것과 명확하게 계되지 않는 곳에서의 조사를 필요로 할 것이다.

 

3. 퇴 물 럭스에 근거한 고해양 추 자 연구

 

가. 재의 연구 황 분석

 

과거 해양 생산력과 순환에 한 정보는 어떤 TEIs의 퇴  매몰 럭스에서 얻어질 

수 있다. 를 들어 생물기원 바륨이나 barite( 정석)의 매몰 럭스는 고생산력의 변화

를 추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Eagle et al., 2003). 이 근은 퇴 물 포집기내에서 측정된 

바륨의 럭스와 해양 생산력 사이에서 종종 발견되는 한 실험  상 계에 의해 

유발되었다(Dymond et al., 1992). 그러나 이 proxy의 확실한 용은 여 히 이 계를 

이끄는 기반 기작의 명백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출생산에서 과거 변화는 종종 해 에 생물기원 물질의 축 율 변화로

부터 추론되어져 왔다. 이 proxy 타입에 기반한 정확한 고생산력 재구성에 한 일차  

질문은 표층에서 기원되고 해 에서 보존된 물질(TEI나 생물기원 입자 같은)의 퇴  기록

과 수직 럭스로부터 어떻게 최상의 방법을 추정하는가이다. 이는 종종 층류에 의한 

퇴 물 재분포에 의해 복잡해진다. 이 층류는 상부에 놓인 표층수로부터의 물질 럭스

와는 상 없이 해 면에서의 질량 축 율에 향을 끼친다. 
230

Th 표 화에 의한 보존된 

럭스의 측정은 퇴 물 축 율을 측정하기 한 층서  방법으로서 이용의 증가가 나타

낸다. 심해 해류에 의한 퇴 물 재분포를 보정하기 한 
230

Th의 표 화는 연 모델에서 

상 으로 작은 오류에 둔감하고 각각의 시료에서 럭스 측정을 제공한다(Francois et 

al., 2004). 이 방법은 모든 곳에서 퇴 물로의 럭스가 략 으로 용해된 234U의 방사능 

붕괴에 의한 알려진 생산율과 같기 때문에 해수로부터 용존된 
230

Th의 빠른 scavenging과 

제거된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다른 퇴  성분의 럭스는 알려진 
230

Th의 럭스를 표

화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palaeo-flux 재구성을 향상시키기 한 좋은 망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30

Th의 일정한 scavenging 럭스의 기본원리에 한 의문은 증

가해 왔다(Thomas et al., 2000;Lyle et al., 2005). 이 가정은 략 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의 정확도는 여 히 체계 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해양 입자의 흡착에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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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친화력을 가진 방사성 핵종의 scavenging 차이는 입자 럭스의 과거 변화를 지시

하는 proxy로서(Kumar et al. 1995) 방사성 핵종비율의 개발을 이끌어 왔다(10Be/230Th, 
231

Pa/
230

Th). 양에서는 실제 으로 모든 입자들이 생물학  기원이며 따라서 퇴 물 방

사성 핵종비율은 생물학  생산력에서 과거 변화를 지시하는 proxy를 제공한다.

 

비록 우리는 해양 순환의 과거 경향을 평가하기 한 다양한 도구를 갖추고 있지만

(수괴 구조의 추 자) 순환의 과거 비율을 지시하는 proxies는 좀 더 문제가 있다. 열과 

탄소의 재분포를 이해하는 것은 경향과 비율에 한 지식이 요구되고 순환 비율을 지시

하는 좋은 proxy의 결여는 과거 재구성에 한 실제  어려움을 나타낸다. 
231

Pa과 
230

Th

의 scavenging과 체류기간의 차이는 퇴  
231

Pa/
230

Th 비율(Yu et al., 1996; Henderson 

and Anderson, 2003; McManus et al., 2004)에 근거한 심층수 배기율의 과거 변화를 측

정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이것은 
14

C의 과거 분포를 가지고 있다(Robinson et al., 2005).

 

진 된 교정 연구는 앞서 언 된 방사성 핵종 비율의 각각의 용을 발 시키기 

해 필요하다. 최근 연구들은 입자로의 흡수에 한 
231

Pa과 
230

Th의 친화력이 사실상 한 

상에서 다른 상(e.g., opal, CaCO3, aluminosilicates, organic matter;Chase et al.,2002)

까지에 변화한다는 것을 밝  왔다. 결과 으로 방사성 핵종 비율이 해양 퇴 물에서 기

후 변화의 다른 지시자와 강한 상 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반면(그림 5.10), 입자 
231

Pa/
230

Th 비에 한 요인들 각각의 향에 한 더 나은 지식을 가지기 에 이러한 

기록을 단일 변수(e.g., 입자 럭스, 입자 조성 는 해양 순환)로 과거 변화의 에서 

해석하는 것은 험하다.

 

나. 연구 역의 진보

 

심해 퇴 층으로의 물질 럭스의 평가
 

해 면으로의 
230

Th의 scavenging 럭스가 수괴의 
230

Th 생산 비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탈이 바탕이 되는 원인은 반드시 이해

되어야 하고 그들을 정량화하기 한 방법들도 개발되어야 한다. 를 들어 어떤 입자상

들은 우선 으로 Th를 scavenge하는가? 낮은 입자 럭스 지역으로부터 높은 입자 럭

스 지역까지 용존된 
230

Th의 측면의(lateral) 재분배를 생성하기 한 scavenging 강도의 

지역  차이는 충분한지, 따라서 퇴 물 집 을 보정하기 한 추 자로서 230Th의 사용

을 무효화하는가?)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는 것은 수층내의 용존 그리고 입자 
230

Th 분포

에 한 공간 으로 분산된 측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정은 해양 내에 
230

Th의 측면

(lateral) 럭스를 측정하기 한 한 모델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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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s scavenging 차이와 그들의 퇴  비율 

 

입자와 퇴 물의 
231

Pa/
230

Th비율에 한 scavenging과 순환의 향을 분리하는 능력

의 향상은 퇴 물에 기록된 과거 
231

Pa/
230

Th 변화를 명백히 해석하는데 필수 이다. 이는 

변화하는 입자 럭스, 변화하는 입자 조성, 상이한 순환 체계(심층수 형성 구역, 용승 지

역 등) 하에서 용존과 입자 방사성 핵종 분포의 측정을 요구한다. 한 해 에서 

scavenging이 어떻게 표층 퇴 물 내 그들의 분포는 물론 수층에서 Th와 Pa 수직분포에 

향을 끼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 을 이루기 해 수층에서 용존과 입자 상

태의 
231

Pa와 
230

Th의 측정의 도를 재(그림 5.27) 보다 더 높게 해야 한다. 신뢰성 있

는 입자계와 TEIs의 해양 모델로의 도입과 해수에서 Pa와 Th의 더 나은 scavenging과  

화학  이해가 요구된다. 비율 근은 231Pa/230Th에 리 용되어 왔고 더 은 범 에

서 
10

Be/
230

Th이 용 되어온 반면, 주요 입자상들에 한 scavenging 혹은 친화력과 계

가 있는 체류기간의 차이를 가진 TEI의 다른 들(e.g., Ti/Al)은 입자 럭스, 조성, 해양 

순환의 효과를 분리하는 것을 보완하거나 돕기 해 개발 다. 

과거 생산력을 지시하는 Ba 럭스 이용의 평가

 

만약 어떤 환경 아래에서 퇴  Ba 럭스가 정량 인 고생산력 proxy로서 사용 된

다면 수괴내의 생물기원 Ba( 는 barite) 형성과 퇴 물 내 보존에 한 메카니즘을 더욱 

명료하게 하기 해서 실험실 연구와 시계열 연구는 확립되어야 한다. 주상시료 윗부분에

서 입자 Ba와 
230

Th 표 화에 의해 계산된 럭스의 분포는 이 proxy의 교정에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림 5.27. The location of published Pa water-column data demonstrating the 

poor coverage of measurements of this tracer, despite its increasing use 
to assess past productivity and ocean circulation. Figure provided by M. 
Sid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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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GEOTRACES에서의 특정 목

 

(1) 심해 퇴 물로 
230

Th의 럭스가 그 에 놓인 수층에서 
230

Th 생산과 같아지는 

조건, 
230

Th 럭스가 생산 비율과 달라지는 범 , 그리고 이러한 일탈을 래하

는 요인들을 평가한다.

(2) 퇴 물로의 럭스와 
231

Pa와 
230

Th 분포를 조 하는 작용에 한 체 인 이해

를 제공한다.

(3) 해양 입자와 퇴 물에서 과거 변화를 지시하는 proxy로서 다른 TEI 비율의 이용

을 조사한다.

(4) barite의 형성과 보존 비율과 생물학  생산력의 잠재 으로 다른 TEI 추 자의 

비율을 측정하고 변화하는 환경 변수에 한 이러한 비율들의 민감성을 측정한

다.

 

라. 수행 략

 

직  간  proxies에서 처럼(Section 5.1과 Section 5.2), 퇴 물 럭스 proxies의 

이해는 해양 Section에서 만들어진 것과 특정 작용 연구로서 만들어진 것의 혼합 측정으

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를 들어 
230

Th와 
231

Pa의 조 과 분포의 이해는 수괴에서의 

이들 동 원소의 좀 더 정확한 분포를 요구할 것이고 GEOTRCES를 한 Section 연구 

본래의 부분을 형성할 것이다. 퇴 물로의 이들 핵종의 럭스에 한 이해는 모델에 결

부된 이들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퇴 물 포집기 and/or 주상퇴 물 채취(coring)를 

포함하는 작용 연구를 요구할 것이다.

 

마. 다른 로그램과의 연계성

 

IMAGES/PAGES, IODP : 많은 로그램들은 과거 상태를 평가하기 해 지화학  

proxies를 이용하고 해양의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긴 퇴 물 주상시료를 회수한다. 

GEOTRACES 로그램의 테마3은 테마2의 TEI 순환 목 과 이러한 다른 로그램 사이

의 연결통로를 형성한다. 이 연구부터 유도될 proxies에 한 향상된 이해는 이러한 

coring 로그램으로부터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한 과거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해  것이다.

 

SCOR/IMAGES WORKING GROUPS : SCOR와 IMAGES는 고해양학  해석과 

교정과 계된 두 연구 그룹을 설립해 왔다(PACE: 과거 해양 순환의 재구성(WG 123)과 

LINK: 재 해양학  작용과 과거의 기록 사이의 연결을 분석(WG 124)). GEOTRACES

는 고해양학  proxies의 발 과 교정에서 각각의 이들 연구 그룹과 상호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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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합성과정과 모델

□ TEIs의 해양 순환에 한 이해를 더 돕는 것이고, 측면, 

수직  이동과 생지화학  source와 sink의 정량화

□ 생태계 동력, 생지화학, 순환, 입자 상호작용 같은 많은 

해양 로세에 한 TEI 분포의 민감성 평가

□ 해양 순환의 미래 연구와 진행 인 연구의 요한 요소  

1. 서론

 

합성과 모델링 노력은 GEOTRACES 체 로그램의 완 한 구성원소가 될 것이다. 

GEOTRACES 로그램의 주요 목   하나는 TEIs의 해양 순환에 한 이해를 더 돕는 

것이고, 측면, 수직  이동과 생지화학  source와 sink의 정량화이다. 수 인 모델은 물

리  생지화학  작용을 검토하고 통합하는 략을 제공한다. 한 시뮬 이션된 TEIs 

field와 측정된 분포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TEI 물질 사량, source/sink 비율을 추정할 

수 있게 해 다. 게다가 모델링은 민감성 연구를 통해 TEI 순환의 기본  지식을 향상시

켜 다. 이러한 연구에 선택된 작용들은 다른 방법으로 라미터화 되거나 부 제외된

다. GEOTRACES 찰은 존 모델의 조 과 새로운 동  TEI 모델을 발 시키는데 있

어서 매우 요할 것이다. 모델 시뮬 이션은 해양에서 지역과 시공간 인 크기를 나타낸

다. 따라서 로그램이 발 할 것이기 때문에 GEOTRACES 찰은 GEOTRACES 지조

사의 디자인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고려된 해양  TEIs의 다양성과 련된 로세서가 넓은 범 를 포함하기 때문에 

GEOTRACES는 모델 계층의 과학  산출을 최 화 하는데 용할 것이다. 모델들은 다

음과 같이 구분될 것이다 : (1) 지리학  용 범 와 시공간  분석; (2) 복잡한 수 과 

모델에 명백하게 포함된 작용의 범 ; (3) 모델 해답을 얻기 해 사용되는 수  방법과 

TEI 데이터를 이용하기 한 기술. GEOTRACES에 이로운 모델들의 는 box 모델과 수

괴 모델로부터 결합된 물리 /생지화학  일반 순환 모델, 화학 종형성 모델과 역 모델

까지 범 를 가진다. 데이터 동화 기술과 역 모델링에서의 최근 발 은 유망한 직  데

이터 사용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본래 TEI 물질 사량과 source와 sink 의 결정을 

해 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델링 노력에서의 발 은 IMBER와 SOLAS 로그램 내

의 진행하는 노력을 알리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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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모델 망

미래 모델링은 생태계 동력, 생지화학, 순환, 입자 상호작용 같은 많은 해양 로세

에 한 TEI 분포의 민감성 평가를 가능하게 해  것이다. 모방의 찰된 TEI 분포에 

한 그러한 모델의 능력은 TEI순화을 조 하는 주요 작용에 한 우리의 지식의 가설 시

험을 가능하게 해  것이다 이러한 작용과 기후 민감성에 한 더 나은 지식은 과거와 

미래 기후 상태의 모델 시뮬 이션을 향상 시킬 것이고 고해양학  데이터의 해석을 도

울 것이다. 미량원소 화학에 한 생지화학  모델 용의 존재하는 는 다음과 같다 :

 

- Fe의 생지화학: 제한하는 미량 양염류로서 그것의 잠재  역할 때문에, Fe는 몇

몇 지구  생지화학 모델을 만들어 왔다. 이 모델은 생태계 구조, 탄소 순환, 기후를 조

하는 그것의 역할 평가를 하게 해 다(Moore et al., 2002; Aumont et al., 2003);

 

- Al와 Si의 연결된 생지화학: 해수면에서의 용해된 Al의 모델화된 농도는 기-해양 

경계면에서의 먼지 물질 사량과 먼지로부터 방출된 생물학  필수 원소(Fe와 Si)의 물질

사량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한다(Gehlen et al., 2003);

 

- 
230

Th,
231

Pa,
10

Be과 Al의 생지화학 : 다른 입자 종에 의한 이동에 한 이들 tracer의 

민감성은 연구되어 왔다(Siddall et al., 2005). 그러한 모델링은 과거의 입자 비 비율과 입

자 구성을 퇴 물 속의 주요 TEI의 농도와 비율로부터 재생성되게 해 다.;

 

- 오늘날과 빙하기 해양에서의 230Th와 231Pa의 생지화학 : 수괴 내의 이러한 tracer

의 분포와 주어진 어떤 치에서 퇴 물에 한 그들의 흐름은 advection과 scavenging

의 계된 기여에 의해 향을 받는다(Marchal et al., 2000). 이러한 tracer들의 이동과 

scavenging의 모델들은 연구자가 심해 기류(230Th측정으로부터)에 의한 재분포에 한 퇴

물 축  비율을 조정하게 해 다. 한 연구자가 심해 환기의 과거 변화 재구성을 해 

해양 퇴 물 내의 231Pa/
230

Th비율을 이용하게 해 다.

 

- Nd 동  원소들의 생지화학 : 해양 경계에서의 교환에 한 용해된 Nd의 동  원

소  구성의 민감성은 교환 비율이 일반  순환 모델에서 Nd 자원을 공간  gradient에 

연결함에 의해 평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시 의 측정은 표면에서 1년 이하의 교환 

비율과 륙 경사의 깊은 부분을 따라 약 10년의 교환 비율을 나타낸다(Arsouze et al., 

submitted; Jeandel et al., in press).

 

Tracer를 생지화학  모델에 추가하는 것은 명백히 모델 발 과 TEI 순환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TEI는 존하는 지화학  변수를 추가 으로 조 을 해주는 모델 확인을 

한 추가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한 존하는 변수들은 종종 Redfield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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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Redfield 화학량론(탄소, 양염류, 산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은 강렬하게 동

시에 변화한다. 반응이 있는 속과 같은 새로운 tracer의 추가는 고  해양 생지화학  

데이터 셋에 추가 인 ’orthogonal' 정보를 제공한다.

 

3. 역모델 (Inverse models)

 

역모델링에 계된 원리와 방법들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성공 으로 사용되어 왔다. 

를 들어 이러한 기술의 WOCE/JGOFS 데이터 셋에 한 용은 선택된 WOCE 

Section을 가로 지르는 anthropogenic CO2와 질소의 수평  물질 사량의 측정을 만들어 

왔다(Ganachaud and Wunsch, 2002; Gloor et al., 2003; Macdonald et al., 2003). 최근 

역모델은 다음을 해 용되어 왔다 : (1) 심해로 침 하는 유기성 물질의 export 물질

사량의 지구  분포를 측정(그림 5.28; Schlitzer, 2000, 2002, 2004; Schlitzer et al., 

2004); (2) 수괴 내 입자의 재생산 비율 측정(Usbeck et al., 2002); (3) 퇴 물 trap 데이터

와 양 인 비교를 한(Usbeck et al., 2003) 데이터 동화(assimilation) 방법은 개개의 시

간-연속site와 작용 연구 site에서 생태계 모델 라미터의 최선  측정을 해 사용되어 

왔다(Spitz et al., 2001; Friedrichs, 2002). 그리고 basin scale에 한 extrapolation내의 생

태계 모델 라미터에 합한 측정을 해 사용되어 왔다(Oschlies and Schartau, 2005).

 

그림 5.28. Export production of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mol C m2 yr1) in 
the world ocean determined by an inverse model from water column oxygen, 
nutrient and carbon distributions. From R. Schlitzer, Applying the adjoint 
method for global biogeochemical modelling. In: P. Rayner (editor), Inverse 
Methods in Global Biogeochemical Cycles. AGU Geophys. Monograph Series, 
Vol. 114, pp. 107–24, 2000. Copyright (2000) American Geophysical Union. 
Reproduced by permission of the American Geophysical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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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델은 해양 순환의 미래 연구와 진행 인 연구의 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연구들은 CLIVAR 로그램 하에서 수행 되고 있다. TEI 분포에 한 정

보의 동화를 통한 이러한 활동의 확장은 미량원소와 그들의 동 원소들이 해양 생지화

학  순환에서 source와 sink 한계를 정량화 하는 략을 제공한다. 한 내부 순환의 

비율을 정량화하는 략도 제공한다. 특히 측면 이동의 비율 측정 이외에 그 근은 침

하는 입자에 의해 운반되는 TEI의 uptake와 재생산과 련된 수직  흐름에 한 조

을 제공한다.

 

역 모델은 한 퇴 물-물 경계를 가로지르는 그리고 해안으로부터 바다 내부로 가

는 TEI 물질 사량 정량화 할 수 있도록 해 다. 이러한 물질 사량은 많은 원소(Fe, Mn, 

Ra, Ac, Nd와 같은)의 해양 budget에 요하다. 모델 내에서 경계면 물질 사량은 TEI 

budget으로부터 유래 될 것이다. 이 TEI budget은 바닥과 심해 흐름으로부터 일어나는 

물리  이동을 고려한다. 그것에 의하여 TEI budget은 측정된 측면의, 수직  TEI 

gradient를 이용한다.

 

이러한 근은 특히 륙-해양 경계를 가로지르는 단  면 당 물질 사량을 평가하

는데 요하다(Section3.2, Section3.3). 이러한 경계들은 source(강과 해양 지하수 방출에 

의한 공 )와 TEI의 sink(생물학  uptake, 입자에 한 scavenging, 퇴 물 내의 침 )의 

에서 극도의 공간  이질성에 의해 특성화 된다. 더욱이 단일 시스템 내에서 TEI 물

질 사량의 시간  변이성은 요하다. 를 들어 이러한 단일 시스템은 강의 공 이 극

심한 홍수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용의 다양성과 변이성은 직

 측정에 의한 요 흐름의 추정을 방해한다. 안으로서 장황한 바다에 의한 이질  경

계 흐름의 통합은 강력한 도구로써 사용 될 수 있다. 해양의 mixing 시간보다 작은 거주 

시간을 갖는 TEI에 해서, 해양 경계에 가까운 농도 gradient의 모델링은 net 자원과 

sink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역 근의 이 은 물리  해양학  tracer 데이터(CLIVAR/CO2 Repeat Hydrography 

Section에 한 를 해 수집된)는 두 데이터 셋(tracer 데이터, TEI 데이터)의 해석을 향

상하기 해 TEI 데이터와 결합된다는 것이다. 한 이러한 모델링 기술은 데이터가 시공

간에서 불규칙 으로 분산 되게 한다. 그로 인해 분포된 함선에서 데이터가 수집 될 수 있

게 한다. 데이터 내의 오류는 고려되고, 유도된 물질 사량, source, sink한계에 한 불확

실성을 계산하기 해 사용된다.

 

4. 연구 수행

 

합성과 모델링 노력은 로그램 서론에서 시작될 것이고 field 캠페인 끝을 지나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기 모델 발 은 TEI 조  작용에 한 기 리미터화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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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결정 하기 해 측 커뮤니티와 긴 히 력할 것이다. 모델 결과와 측 데이터의 

비교는 로그램 체의 TEI 시뮬 이션에 한 반복  향상을 이끈다.

 

GEOTRACES 데이터 베이스가 증가함에 따라 모델에 한 증가된 제약의 수는 TEI 

물질 사량과 비율 제약을 통해 측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로그램 동안 모델이 향

상됨에 따라 진행 인 지조사에 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주요 작용이나 지

역을 강조할 수 있다.

 

다른 모델링 도구는 GEOTRACES의 다양한 에 용 될 수 있다. 높은 분석

(resolution) 지역  모델과 일차원 water-column과 퇴 물 모델은 이 맞춰진 작용 

연구에 더욱  할 것이다. 계량 으로 효과 인 box 모델과 간체 복잡성

(intermediate complexity) 모델은 라미터 값과 민감성의 넓은 범 를 연구할 수 있고, 

여러 가정과 라미터화의 측정과 테스 을 가능하게 한다. 결합된 물리 -생지화학  모

델은 TEI의 지구  분포를 시뮬 이션 할 것이다. 이러한 분포는 GEOTRACES 찰과 

비교를 통해 다음을 추론하는데 쓰여진다 : TEI 이동, source와 sink한계, 양과 연안지

역을 포함하는 지구  규모의 수괴와 퇴 물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물질 사량. 이

러한 모델들에 편입된 작용들은 입자 반응성과 제거, 미량 양염류의 uptake/재생력, 

물 먼지의 용해, 열수 유입 등을 포함할 것이다. 해양에서 TEI 순환에 한 기계작용  

모델은 세계 변화에 한 응을 측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한 고해양학  데이터의 

해석을 돕는데 사용될 것이다.

 

5. 다른 로그램과의 연계성

 

모델 발 의 많은 부분이 GEOTRACES와 다른 진행 인 연구 로그램 사이의 

력으로부터 성과를 얻는다.

 

IMBER : 몇몇 주요 미량 양염류에 한 GEOTRACES의 심은 IMBER의 심을 

보완한다. 미량 양염류의 uptake와 export에 계된 생태계 작용들은 TEI 분포에 큰 

향을 끼친다. 이러한 작용들은 반드시 GEOTRACES 모델링 노력(effort) 내에서 고려되어

야 한다. IMBER는 GEOTRACES에 의해 만들어진 주요 미량 양염류의 물질 사량 측

정과 지구  분포로부터 이득을 얻을 것이다. IMBER는 해수면내의 미량 양염류에 

한 생물학  반응과 심 해역내 의 biogenic 물질의 내부 순환에 한 보완 인 모델

링 노력(effort)을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보완  모델링 노력(effort)는 시 지를 얻기 

해 조화될 것이다.

 

SOLAS : 몇몇 GEOTRACES TEIs나 그들의 선구자들은 기를 통한 유입을 가지고 

있다. SOLAS는 몇몇 TEI의 기를 통한 유입에 한 범 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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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OLAS는 GEOTRACES 지구  TEI 찰에서 도움을 얻을 것이다.

 

CLIVAR : CLIVAR과 WOCE로 부터의 hydrographic 정보와 다른 데이터는 물리  

이동에 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LOICZ : 몇몇 TEIs는 연안 지역의 요한 유입원을 가지고 있고 GEOTRACES는 

LOICZ 측과 모델링 노력(effort)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IMAGES/PAGES, IODP : 련된 TEI를 포함하는 과거 기후 regime의 시뮬 이션

은 퇴 물 core로부터의 고해양학  데이터의 해석에 도움을 받고 도움을 다.

 

Reanalysis products : 해양학  기학  재해석의 결과는 시간-변이 순환과 이동

의 조 에 도움을 다.

 

Ocean Observing Networks : 재해석 결과에 해서 해양 찰 네트워크(GOOS, 

ORION)의 발달은 TEI에 향을 주는 시간-변이 순환과 이동의 조 에 도움을 다.

 

Remote sensing : 최근 성 원거리 감지는 GEOTRACES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몇몇 

라미터에 한 synoptic 지구  해양 찰을 제공한다. 이 라미터는 해수면 수온, 수

면 염도(GEOTRACES의 기간 내에서 측된), 색깔(엽록소 농도, cooccolithophorid-derived 

CaCO3의 풍부함, 물든 용해된 유기 물질), 기 의 에어로졸 loading, 풍속과 풍향, 고각 

측량(해양 기류와 그들의 변이성에 련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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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Standard, sampling protocols and intercalibration

 

□ 자료의 국제  공유와 신뢰도 확보를 하여 우선 으로 필요한 것은 

분석원리, 시료채취 등의 표 화임

□ 분석시료의 채취, 보 , 분석 등 자료를 얻기까지의 과정에 한 

진행과정이 명분화되어야 함

□  원회 활동을 통하여 자료에 한 지속 인 감시와 리 필요

1. 서론

 

GEOTRACES는 지구  규모의 특성(property) 분포(TIE의 자원과 sink와 내부 순

환의 비율을 확인하고 정량화 하는데 쓰이는)를 만들 것이고, 미래 변화가 측정되어야 하

는 기 선에 반한 기 선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얻어진 데이터 셋이 정확하고 정 하

고 상호 비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요하다. 많은 나라의 많은 측소를 포함하는 

지구 -규모 로그램에서 이러한 목 의 달성을 해 수행 틀(샘  획득과 로세싱부터 

분석  로토콜까지의 모든 수 에서의 방법론  연속성과 재생성을 보증하는)을 발

시켜야 한다. 로토콜, 표 화, 교정의 많은 실습은 GEOTRACES field 로그램 시작 

에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감시하는 원회의 확립은 GEOTRACES의 

최우선 사항이다.

 

이 Section은 어떻게 그 틀이 발 되어야 하는가와 수행을 감독하는 원회에 어떻

게 책임이 지워지는가를 약술한다. 로젝트의 필수  부분이 될 많은 기술들이 여 히 

기 단계이거나 지구  규모 샘 링 노력에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로토콜과 

좋은 실습의 발 은 련 분야의 문가와 수행자 사이의 반복 인 작용이 될 것이다. 

TEI 커뮤니티의 문  지식을 이끄는 분야로부터 문가 원회는 이러한 작용 감시를 

해 설립되어야 한다. 이 원회의 연구가 로젝트의 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회가 

최 한 빨리 형성되어야 한다.

 

이 원회의 의무에 한 넓은 약술은 여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로그

램이 진행됨에 따라 수행 근은 바 어져야 한다. 따라서 비록 의무가 어느 정도 상세화

되어 있지만, 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원회가 그들의 근(분야 활동과 실험실 활동

이 체 표 과 GEOTRACES 로그램의 목 을 만족해야 함을 확증하는)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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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회가 진자와 의사 결정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 기 된다. 이 원회는 워크

샵과 하 - 원회들을 통해 문 커뮤니티 유입을 로토콜, 표 , 좋은 실습 발 으로 

만들어 진자 역할을 한다. 게다가 정책 결정과 같은 제정을 하기 해 GEOTRACES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에 한 정책을 추천하는 의사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

이다.

 

2. 시료채취  분석 원리 

 

GEOTRACES 로그램 하에서 수행되는 모든(core) 측정(TEI와 co-parameter)은 표

 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표  로토콜은 수용가능 샘 링, 장 방법, 실험장소와 

field 교정을 한 참고 표 물질의 사용, 문서화된 방법의 사용을 포함한다(Dickson et 

al., 2002).

 

표  방법은 그들이 실험 장소간 송을 해 명백히 문서화 되어야 한다. 샘 링 

방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 수괴(종형성을 포함하는), 퇴 물, 입자를 한 수집방법

- 정수, pre-농도, 산출(yield) tracer의 사용과 같은 탑재된 로세싱 로토콜

- 해  타입을 포함하는 샘 의 장, 사  청소 방법, 보존 기간과 분포 로토콜

 

GEOTRACES 로그램의 역을 확장하기 해 실제 인 모든 곳에서 로토콜은 

volunteer observing ships(VOSs)와 기 연구 선박에서 즉시 사용되기 해 디자인 되어

야 한다.

 

3. 운 원회

 

가. 운 원회 구성

 

문가 원회는 과학자(샘  수집으로부터 과학자들의 분석까지 이르는 TEI 연구의 

모든 에 한 종합 인 문 지식을 가진)들로 구성 될 것이다. 그 원회의 

Chair/Coordinator는 기에 GEOTRACES Planning Group의 회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그룹이 체된 이후에는 GEOTRACES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의 멤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회원은 미량원소, 방사성 방사성을 내는 동  원소, 종형성, 유기체, 가스와 입자

의 분산의 넓은 분야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포함할 것이다. TEI 연구에 종사하고 

 분석  기술에 친숙한 과학자들이 선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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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지속하는 련된 문 지식이 회원 선택에 최우선 고려 사항일지라도, 그 원

회는 가능한 지리학 이고 남녀 분포(gender distribution)를 가지는 GEOTRACES 

Planning Group에 의해 기에 임명될 것이다. 더 넓은 TEI 커뮤니티로부터 지명 요청 

이후에 term의 재개와 이후의 임명은 GEOTRACES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에 의해 

행해질 것이다.

 

원회 임명은 삼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연속하는 원회 사이에서 연속성을 유지

하기 해 몇몇 회원들의 기간은 연장될 것이다. GEOTRACES의 체 성장에 헌신하고 

잘 수행하는 회원은 연장할 것을 권유받을 것이다.

 

이 원회의 활동은 GEOTRACES 로그램의 핵심이다. 이 원회의 회원은 직무

(표 화/교정 순항에 참여, 실험 과정 교정을 한 참고 물질과 샘 의 분포와 수집 감

독) 성취하기 해 그들 시간의 상당한 부분을 헌신해야 할 것이다.

  

나 운 원회 임무

 

(1) 각각의 분야와 실험실의 GEOTRACES 과학자에 의한 사용을 해 가장 실용

인 방법과 연속 인 로토콜을 문서화하고 개발한다. 왜냐하면 다음에 의한 

일반 라미터들을 한 비교 가능한 데이터 셋을 확증하기 해서 :

   - 그들을 한 표  물질과 수용 가능한 참고 값의 연속 확립

   - 로토콜의 archive

 

(2) 다음 단계를 통해 의 목  수행

   - 측정을 한 존의 로토콜과 찰 확인, 한 곳에서 GEOTRACES 로

토콜의 부분으로서 용

   - TEIs(inter-calibrated하고 완 히 문서화되고 송가능한 )를 한 한 방법

론의 설립을 감시. 한 곳에서 원회는 분야와 실험실의 상호 비교와 내부

교정(종형성을 포함)을 진해야 한다.

   - 허락된 로토콜의 확립과 쉽게 근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해 특히 

GEOTRACES 웹 사이트를 통한 각 분야의 문가로부터 참여를 요청해야 한

다. 

   - 일반  TEI의 측정에 의존하는 다른 로그램과의 연구 계를 발 시켜서 

한 곳에서 이는 발 하는 다  로그램 intercalibraion 활동과 참고 표 을 

수반한다.

   - 존재하는 표  물질 확인과 한 새로운 표  참고 물질의 발 을 진

(Dickson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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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재하는 표  참고 물질 (SRMs)과 새로이 발 된 SRMs 내의 refining TEI 값

에서 SRMs 의 존하는 공 자와의 력

   - 존재하는 참고 물질내의 TEI에 한 문가에 의해 인정된 값의 조화와 설립. 

기본 인 표 과 생 인 표 이 용되어야 하는 빈도의 추천

   - TEI의 분야별 조정을 허용하기 해 심층 해양 정  사용의 확인과 진.

 

(3) SRMs을 이용 할 수 없는 곳의 경우, 원회는 커뮤니티 문가들이 안 략, 

분야 교정 정  방법을 통해 자연  물질에 추가된 표 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

다. 왜냐 하면 일치된 데이터 베이스의 발 을 해서이다.

   - 새로운 그리고 존재하는 표  참고 물질의 분포와 발 을 진하고 장려함

   - 상업  표 이 이용되지 못하는 곳에서 커뮤니티 기반의 표  사용과 분포와 

발 을 장려함

 

(4) GEOTRACES 순항으로부터 수괴시료를 한 샘  archiving 계획의 발 을 감시

하고 그 가능성을 조사. 빈도와 부피, 샘  컨테이  타입과 비, 장 조건 

등을 포함하는 archiving을 한 로토콜의 확립.

 

(5) 어떤 TEIs가 샘 링 기법의 내부 교정을 요구하는가, 어떤 TEIs가 분석  기법의 

비교를 요구하는가를 고려하여 이후 큰 부피 단일 샘 로부터 분포된 각각의 

상황에 기반한 내부교정을 계획.

 

비록 표 화가 어떤 큰 로그램에 요한 구성원소 일지라도 원회가 표 화(일

된 데이터 셋을 제공하는)와 방법론  신(감소된 샘  부피, 향상된 민감성, 정확성, 속

도와 정 도를 통한 데이터 획득을 향상하는)사이의 고유의 상충에 집 해야 하는 것이 

요하다. 세계 으로 측정에 한 비교 가능성을 유지는 동안 원회는 정체를 막기 

해 방법론 으로 계속된 신을 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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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로그램의 구조  활동

 

1. GEOTRACES 활동

 

보완 인 활동들은 GEOTRACES의 목 을 달성하도록 요구된다(Section 2.5). 이들은 

세 범주로 넓게 분류 된다 :

 

- 가능한 활동

- 해양 연구구역 설정(TEI의 세계 분포)

- 작용 연구 

가. 가능한 활동들 

 

로그램의 지구  범 는 지구  력과 동을 요구한다. 복잡한 수 의 지

구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단일 국가는 없다. 그래서 해양 지화학자의 

지구  커뮤니티 내의 력이 요구된다. 어떤 ‘가능한 활동’은 그러한 력을 허용하도록 

다른 그룹에 의해 생성된 결과가 비교되고 지속되고 즉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완료되

어야 한다.

 

Intercalibration and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연구하고 있는 많은 TEIs는 측정하기 어렵다. 몇몇은 해수에서 무 낮은 농도를 보

이기 때문에 그들의 측정은 가장 정교하고 분석 인 도구의 측정 한계에 부딪힌다. 다른 

TEIs는 샘 의 수집과 이후 취  동안 외 으로 잘 오염된다. 아직 다른 TEIs는 재 

해양 수괴에 다양한 화학  물리  모양으로 존재하지만 이은 원소의 농도는 이질 인 

측정을 나타내는 다른 측정 략을 유발한다. 로그램의 성공은 다른 그룹들의 결과가 

내부 으로 일치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내부 일치를 해 두 단계가 취해진다 : (1)표  참고 물질의 실험  측정과 

분포와 발 ; (2) 해양에서 다른 샘 링과 분석  략의 내부교정. 를 들어, 분석  도

구들의 다른 민감성과 같은 원소들이 TEI 농도 측정에 있어서 조직  차이를 유발하는 

곳에서 증명된 TEI 농도를 가진 표  해수를 가진 실험실에 의한 분석은 이러한 치우침

을 수정하는데 쓰여진다. 다른 경우 오염 가능성 요소로 인한 샘 링 기법이 TEI 농도에 

향을 주는 곳에서 완벽한 방법론에 한 내부교정이 요구된다. 모든 그러한 내부교정 

연구는 각각의 특성에 의해 주요 측정 노력을 해 요구된다. 따라서 GEOTRACES 로

그램의 가장 시 의 목   하나는 stading 원회를 통한 내부교정과 표  참고 물질

을 한 요구를 논술하기 원회를 해 설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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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nagement system

 

GEOTRACES의 훌륭한 성취는 해양 source, sink, TEIs 내부순환에 한 지구  

규모의 합성일 것이다. 이러한 합성을 성취하는 것은 GEOTRACES 로그램 동안 만들

어진 데이터가 보 되고 즉시 데이터 리 시스템으로부터 이용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시스템은 GEOTRACES field 로그램 시작 에 설립될 것이다. 왜냐하면 Data 

Management Committee로부터 간과된 것들을 Data Assembly Centre에 의해 진행시키기 

해서이다(see Section 9).

 

Coordination of field programmes

 

TEI 분포의 지구  조사를 효과 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완성하기 해서는 복

을 피하고 그리고 각각 요 목표 지역이 포함되어지기 한 력이 요구된다. 몇몇 나라

들은 특정 지역 내에서 연구하는 데 우선권을 두고 있다. 몇몇 그룹들은 GEOTRACES의 

목 을 만족하는 field 로그램 이 에 존재해왔다. 이러한 다른 요소들은 계획 지 연

구의 기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GEOTRACES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는 이 

력을 감시할 것이며 련된 standing 원회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see Section 9).

 

Synthesis of historical data

 

GEOTRACES는 이  로그램의 연구를 토 로 할 것이며 미래 연구에 우선권을 

두는데 역사  데이터가 사용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륙성 유출에 의해 TEI가 공

되는 지역은 가능한 활동으로서 역사  데이터의 합성을 요구한다(see Section 3.2). 강 

시스템에서의 TEI에 한 많은 연구가 완벽한 샘 링 기술의 등장 이래로 수행되어 왔

다. 종종 이 연구는 해양 지화학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하는 개인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그래서 해양 지화학자에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데이터

의 일부는 륙성 유출을 통한 TEI 물질 사량에 한 GEOTRACES 연구에 우선권을 정

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록 SGDs의 연구는 기 단계에 있지만 이 역의 연구는 시작되

었고, 합성에 포함될 것이다. 이 합성의 두 가지 기본  목 은 해양으로 가는 TEI의 

지구  담수 물질 사량의 최근 측정을 하는 것이고, GEOTRACES 로그램 동안 샘

링의 우선권을 정하는데 쓰이는 이용 가능한 정보들 사이의 격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Modelling

 

모델링은 기 사용가능 phase를 포함해 체 로그램에서 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 측정 캠페인을 시작하기 에 모델링이 유용한 유입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해양 

Section에 지침 샘 링 도(guiding sampling density) 내에 있다. 그러한 샘 링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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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와 sink의 확인과 정량화하기에 충분한 공간  분석에서 이 져야 한다. TEI의 

상된 source와 sink가 확인되는 곳에서 한 모델을 사용하는 민감성 연구는 샘 링의 

최 의 공간  분석과 같은 질문을 언 하기 한 field 로그램의 부분으로서 수행된다

(see also Section 6).

 

Sample archive

 

GEOTRACES는 인류의 자원 혹은 지구  변화에 의한 혼란 에 많은 TEI의 기

선 분포를 정의할 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날 미래에 요할 것으로 인식될 

TEI 순환에 한 모든 혼란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 으로 GEOTRACES 로

그램 동안 수집된 수괴 샘 (미래 연구의 자원으로 이용될)의 기록(archive)을 확증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값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기록을 만들기는 기술 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샘 의 오염을 피해야 하고 유지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록값은 여 히 논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GEOTRACES SSC를 한 기 활동

은 GEOTRACES 순항 동안 수집된 기록과 수괴 샘 을 한 옵션의 비용-이익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Satellite remote sensing

 

주요 환경 라미터(e.g., surface temperature, phytoplankton biomass)의 변이성에 

한 시공간  규모에 한 기존의 지식은 GEOTRACES 순항 동안 사용될 샘 링 략

을 디자인하는데 요하다. 이 순항은 해양 Section을 따라 진행되고 작용 연구 동안 진

행된다. 그러한 지식은 한 TEI 분포에 향을 주는 작용을 시뮬 이션 하는데 쓰이는 

모델을 디자인하는데 요하다. 해양 표층에 한 이러한 정보의 많은 부분은 성 원거

리 감지로부터 얻어진다. GEOTRACES는 이러한 활동의 디자인과 계획 반에 걸쳐 

계된 성 데이터에 문지식을 련시킬 것이다. 한 순항으로부터의 측정 캠페인 시작

으로서의 일상의 샘 링 동안 성 데이터를 문 지식에 련시킬 것이다.

 

나. 해양 연구구역 설정

 

모든 수심에서 해양 Section을 따라 TEI 범 의 측정(각각의 주요 해양 basin을 통

한)은 GEOTRACES 로그램의 심 인 활동을 나타낸다. 이 측정 략은 최 한 과학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명백히 확인된다(see, for instance, Section 2.4 and various 

‘implementation strategies’ throuthou Section 3-5). 지구  해양의 TEI 순환과 련된 

화학  물리학  생물학  작용의 넓은 범 에서 확인될 것이다. 를 들어, 주요한 지역

에서 륙의 물 에어로졸의 퇴 에 한 다  특징  TEI의 측정은 이 작용에 의한 미

량 양염류(Fe) 운반의 평가를 이끌 것이다(Sections 2.4 and 3.1). 유사한 략들은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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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동안 륙성 유출(Section 3.2); 해안 퇴 물과의 교환을 통한 TEI의 제거와 단  

면 당 공 (Section 3.3); 열수의 시스템과 련된 TEI의 source와 sink(Section 3.4) 에 의

한 TEI의 단  면 당 공 을 측정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TEI의 내부 순환에 련된 정

보는 해양 Section을 따라 수직  측면  TEI gradient를 측정함으로써 얻어질 것이다

(Section 4; see also 그림 5.5 and associated text in Section 2.4) 이러한 측정된 분포와 

해양-순환 모델의 결합은 한 이러한 작용의 비율이 조 되도록 해 다(Section 6).

 

해양 Section을 따라 TEI의 재 분포를 사상하는 것은 지구  변화 연구와 련

된 그들의 분포에 미래 변화를 측정하기 한 기 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TEI 사이의 계가 그들의 화학  거동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해  것이다. 한 과거 변

화에 한 proxy로서 그들의 사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해  것이다. 이러한 해양 Section

으로 부터의 증명된 품질의 지구  데이터 셋은 로그램의 요한 유산이 될 것이고, 

넓은 범 의 계된 분야( 지구  탄소 순환 모델링, 기후 모델링, 해양 생태계 연구, 해

양 오염물 연구를 포함하는)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해양 Section(Section 9)의 승인과 선택을 한 요한 기 은 source, sink, 종분화, 

TEI의 내부 순환,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한 이러한 라미터들의 민감성에 한 시각

을 제공하는 능력이다. 비록 특정 해양 Section에 한 체 인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았

지만 한 source 혹은 sink 지역(먼지 plume, 주요 강, 열수의 plume, 륙 경계(그림 

5.29)와 같은)에 해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다. 해양 Section은 수괴 구성(각각의 

end-member 수괴의 TEI 구성을 특성화하는, 이러한 end-member 구성을 조 하는 작용

을 확인하는)의 요한 지역을 구분하기 해 디자인 될 것이다. 그리고 Section은 주요 

생물 지리학  분야와 생물학  생산력의 gradient를 교차하도록 선택될 것이다(그림 

5.29). 정확한 해양 Section 치와 함선 항 은 이 과학 계획 범 에 밖에 놓인 수행 이

슈를 나타낸다. 이 계획은 해양 Section 캠페인 동안 불필요한 복이 없는 지구  

용 범 를 확인하기 해 GEOTRACES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see Section 9)에 

의해 조정될 것이다.

 

해양 Section이 주로 수괴 샘 링을 포함할 것으로 기 된다. 특히 원거리 해양 지역

(퇴 물 샘 을 수집하기가 어려운 곳)을 지나는 해양 Section에서 몇몇 외가 발생할지

라도, coring, 바닥 착륙선, 퇴 물 trap, 랑크톤 tow 등은 주로 작용 연구 내에서 사용

될 것이다.

 

해양 Section을 따라 측정된 라미터들은 몇몇 범주로 나뉜다(see Section 8.2 

below). 그리고 샘 링 방법과 측정의 타입에 의존하는 샘 링 빈도의 계층이 있을 것이

다. 를 들어, TEI의 모든 농도는 물리  모양(용존태, 입자태, 콜로이드)과 TEI 화학  

종분화 보다 더 큰 샘 링 빈도로 측정될 것이다. GEOTRACES Section으로서 자격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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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Section 8.2에서 확인된 주요 라미터들의 측정과 GEOTRACES 데이터 리 시

스템에 측정이 즉시 사용됨이 상된다.

 

모델링은 해양 Section을 계획하는데 없어선 안될 부분이며 모든 결과 측정은 

한 복잡성의 모델로 통합될 것이다. Section 근에 의해 제공되는 TEI 분포의 지구

인 은 특히 정확한 지구  모델의 압축에 유용할 것이다. 를 들어, 미량 양염

류 순환에 한 향상된 이해는 지구  탄소 순환 모델에서 좀 더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29. A schematic map indicating the philosophy behind the choice of ocean 
sections within GEOTRACES. Sections will be planned to cover the global 
ocean, and to pass through regions where major processes control the cycling 
of TEIs. A selection of processes is shown in the figure, together with 
examples of possible locations where these processes might be observed. 
Most of these processes obviously also operate in other locations (e.g., 
oxygen minimum zones are well developed on the western coast of Africa 
and in the Arabian Sea; TEI sources associated with dust and major rivers 
will be examined in multiple regions). Sections shown are illustrative only. 
Final section tracks will be selec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phase of the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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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과정 

 

비록 해양 Section이 GEOTRACES에 흥미있는 많은 작용에 한 시각을 제공할지라

도 몇몇의 경우에서 용된 작용 연구는 GEOTRACES 임무를 이행하기 해 요구될 것

이다. 많은 작용들이 TEI의 해양 생지화학  순환에 향을 끼치고 있고, 더 많은 작용들

이 단일 로그램에 의해 조사된다. 따라서, 수행될 특정 작용 연구에 한 선택권이 

지구  GEOTRACES 로그램과 경제  리인들에게 있지만 몇몇 지침 원리는 이러한 

결정에 한 우선권을 정하는데 도움을  것이다.

 

GEOTRACES에 가장 큰 가치가 될 작용 연구는 다음과 같다.

- 큰 불확실성이 재 존재하는 TEI에 한 source와 sink의 측정

- 퇴 물 archive 내의 지구 화학  proxy의 기록을 조 하는 작용의 확립

- 변화하는 환경 라미터에 한 요 작용의 민감성 확립

- 다른 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를 보완. 그러나 복은 피함

 

Section 3, 4, 5에 약술된 수행 략에 근거해서 네 가지의 특정 작용 연구는 이러한 

기 을 만족함과 동시에 높은 우선권으로써 재 확인된다. 이것은 작용 연구

(GEOTRACES가 그것의 목 을 만족하도록 도와주는)의 철 한 항목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높은 우선권으로 확인된 작용 연구들을 나타낸다 :

- 산소 최소 구역에서 해양-퇴 물 교환

- 많은 양의 입자 물질이 유입되는 강에서 해양으로 흘러 갈 때 입자 물질로부터 

TEIs의 방출

- SGDs로부터 해양으로 이동하는 TEIs의 물질 사량

- 강한 해양 gradient 지역으로부터 퇴 물에 한 지화학  proxy의 기록

 

각각의 경우에서 추가 인 연구는 해양 Section 근으로부터 나온 것을 보완해야 

한다. 이 연구는 퇴 물 혹은 해양 Section 캠페인의 부분으로서 계획되지 않은 반복 인 

Section에서의 데이터 수집과 같은 작업을 포함한다.

GEOTRACES의 목 에 요한 다른 작용들은 다른 로그램에 의해 조사된다. 를 

들어 에어로졸 물질의 단편  용해를 조 하는 작용(Section 3.1)은 SOLAS에 의해 조사

되고, near-vent 열수 흐름의 화학(Section 3.4)은 InterRidge에 의해 조사된다. 

GEOTRACES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는 복 없이 한 작용 연구가 

GEOTRACES 목 을 만족하도록 수행되기 해 그러한 로그램과의 긴 한 력할 것

이다. 새로운 TEI 측정을 존하는 로그램에 추가하거나 다른 로그램의 과학자들을 

GEOTRACES 순항에 포함함으로써 로그램 사이의 시 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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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작용 연구는 해양 Section 연구와 동시에 진행 된다. 그러나 Section 결

과의 분석이 작용 연구에서 필요한 상치 못한 지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를 

들어 TEI 농도와 표  수로학(hydrographic)  라미터 사이에 조직  계의 외는 

이 에 알려지지 않은 TEI source과 sink의 작용 연구에 의한 한층 더 깊은 조사가 필요

하다고 간주되는 곳을 가리킨다. 따라서 GEOTRACES의 장기간의 계획이 그러한 연구가 

로그램 끝에서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2. GEOTRACES 분석 상항목

 

GEOTRACES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는 변화하는 거동을 가진 다양한 TEI 측정

이 단일 TEI의 연구로부터 얻을 수 없는 작용에 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Tracer의 

다양한 범주를 동시에 연구함으로써 얻어진 요한 가치가 있다. 이 원리는 해양 Section

과 작용 연구에 용된다.

 

가. 지원 항목

 

새로운 TEI 측정은 그들의 측정과 다른 라미터의 측정의 결합에 의해 넓은 해양

학 환경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  수로학  라미터(e.g., salinity, temperature, oxygen)

는 WOCE 품질로 모든 GEOTRACES 해양 Section에서 측정될 것이다. 한 주요 양염

류(질소, 인, 규산)는 WOCE 품질에 반해 측정될 것이다. 가능하고 한 곳에서의 새로

운 계가 양염류와 TEI의 uptake와 재생산 사이에서 확립되기 해 나노몰 수 에서 

양염류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술은 양 표층 수괴에 쓰일 것이다. 유사하게 해양 

Section과 작용 연구와 련된 한 곳에서 측정은 무기 탄소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것

이다.

 

일시 인 tracer(e.g., chlorofluorocarbons; 
3
H-

3
He)는 수괴 역사와 용존된  화학 물질

의 이동 비율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몇몇의 경우, GEOTRACES는 다른 

로그램(WOCE, CLIVAR)에 의해 만들어진 이러한 tracer를 한 데이터에 의존한다. 다

른 경우에, 이러한 측정을 GEOTRACES 순항(정박 치 공간과 수괴 요구가 허락되는 

곳)의 디자인에 편입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산소 농도 분포에 따른 비활성 가스의 분포는 포화된 표층 산소 농도가 층과 

층 수괴 구성시 소비되는 겉보기 산소소비량 계산에 이용된다. 비활성 가스의 profile은 

한 심해 구성 메카니즘과 diapycnal mixing의 요성 결정에 요하다. 따라서 비활성 

가스는 몇몇 GEOTRACES 순항에서 유용한 작용 정보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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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Section을 한 략은 입자 TEI s농도 측정을 해 많은 양의 물이 여과되어

야 하는 선택된 정 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 에서 주요 biogenic, lithogenic phase들

의 농도는 TEsI의 캐리어로서의 이러한 phase의 역할을 확립하기 해 측정된다. 주요 

유기  탄소(e.g., particulate organic carbon, opal, CaCO3)측정이 로그램 동안 다른 정

에서 일상 으로 이루어질것으로 상 되지는 않는다.

 

생물학  uptake와 입자에 의한 비생물  scavenging은 TEIs내부 순환에 향을 주

는 요한 작용이다. 학 센서(calibrated fluorescence, beam transmission)는 생체량과 

입자물질 빈도를 측정하기 해 일상 으로 사용될 것이다. 색소 분석을 해 보 된 샘

들은 샘 링 시간에 나타나는 주요 랑크톤 분류군을 확인하기 해 사용될 것이다. 

각각의 해양 Section이나 작용 연구를 한 수행 략의 발 에서 미량 양염류 공 의 

변이성에 한 유기체의 물리  반응을 확립하는 추가  측정에 고려사항이 주어질 것이

다. 이 고려사항은 국외의 항해를 만들기 한 측정(e.g., fast repetition rate fluorometry)

과 보 된 샘 을 사용하는 만들어진 측정(e.g., flow cytometry)을 포함한다.

  

나. TEIs 측정

 

이 문서 체에 약술된 것처럼 TEI 측정은 사용 범 가 넓다. 각각의 GEOTRACES 

순항에서 측정되는 TEIs의 집단은 순항의 치, 그 치에서 TEI의 순환을 조 하는 작

용, 배의 크기와 연 된 개인 같은 실용 인 이슈에 의존한다. 이 Section은 GEOTRACES

의 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TEI의 일반  부류를 열거한다. 이 리스트는 배타 이기 보

다 실례가 된다. 이 Section의 끝은 ‘주요 라미터’의 리스트이다: GEOTRACES의 넓은 

목 에 상당히 심에 있는 TEI 측정. 그들은 모든 해양 Section에서 측정된다.

 

Micronutrients

 

몇몇 미량원소들은 해양 유기체의 물질 사와 구조에 필수 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

져 있다(see Section 2.6). 철은 높은 양염류 낮은 엽록소 지역에서 식물 랑크톤의 성장

을 제한하는 원소로서 작용을 하고 질소 고정을 조 하는 역할로서 주목을 받아 왔다. 다

른 미량원소(Co, Zn, Ni, Mn, Cu)들도 한 필수 미량 양양소로서 사용되어 왔고, 그들

의 생지화학  순환에 한 연구는 GEOTRACES의 높은 우선사항이다.

 

Source tracers

 

어떤 TEIs는 TEI를 공 하는 특정 작용의 유용한 지시자 역할을 한다(see Section 

3). 를 들어, 기  퇴  tracer로서의 231Pb와 Al; 열수 유입원으로서 3He; 경계 퇴

물로부터 유입원  tracer로서의 Mn; SGDs의 tracer로서의 Ra 동  원소. 다른 TEI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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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의 특징 인 지시자이다(e.g., radiogenic isotopes such asNd, Hf, Os, Pb).

 

Removal tracers

 

어떤 TEIs(e.g., U-series and cosmogenic radionuclides)는 내부 순환과 많은 TEIs의 

해양으로부터 일어난 제거를 조 하는 생물학  uptake와 입자물질에 의한scavenging 비

율을 조 하는데 쓰인다(see Section 4).

 

Transport tracers

 

어떤 TEIs는 경계면 유입을 통하여 해양 내부로 물질을 운반한다. 해양 표층을 통한 

유입은 자연  Nd 동  원소 혹은 인  개변의 선도 동  원소에 의해 운반된다. 반면에 

층을 통한 유입은 U-series 동  원소(e.g., Ra, Ac, Rn; see Section 4.4)에 의해 운반된

다.

  

Contaminant tracers

 

인 인 TEI는 많은 오염물질을 바다로 운반한다. 납, 수은은 지리학 으로 분포된 

기 의 유입원을 가진다. 다른 인  개변 TEIs(e.g., silver, tin, waste products from 

nuclear fuel reprocessing)은 연안 혹은  유입원을 가진다.

 

Palaeoceanographic proxies

 

필수 미량 양염류 혹은 공 , 운동, 제거 작용의 특징 인 지시자로서 이용되는 

많은 TEIs는 과거 해양 상태를 재구성하는데 사용된다(see Section 5). 이들은 다양한 미

량원소, 안정  동  원소, 방사능에 의한/방사능의 동  원소를 포함한다.

 

Key GEOTRACES parameters

 

각각의 GEOTRACES 순항에서 측정될 정확한 TEI 집단과 계된 라미터들은 그 

치에서 발생하는 작용의 특징과 그 치에 의해 맞춰질 것이다. 이 Section에 열거된 

모든 범주로부터 많은 라미터 선택은 로그램 동안 측정될 것이고, 이 문서의 앞 

Section에서 다 진 라미터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TEIs 사이에서 몇몇은 충분히 매우 

요하다, 는 몇몇 TEIs에 있어서 그들의 지구  분포의 이해는 상당히 유용하다. 

한 그들은 모든 GEOTRACES 해양 Section 순항에서 측정된다(Table 2). 이런 ‘주요 라

미터들’은 미량원소, 안정  혹은 방사성 동  원소를 포함한다. 그들은 같은 공간  분

석에서의 측정을 요구하진 않지만, 그들은 모든 해양 Section의 최소 몇몇 공통된 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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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측정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이러한 주요 라미터들의 측정은 비록 올바르진 못해도 

충분한 원리(institute) 내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라미터들의 범 한 측정은 주요 

기술  난제를 나타내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표 화와 내부교정이 요 우

선사항인 라미터들이다.

표 5.2. A list of suggested ‘ey parameters’for GEOTRACES ocean sections. This is not 

a list of all TEIs expected to be measured during GEOTRACES. Rather, it 

represents those TEIs (and related measurements) that are likely to be 

particularly fruitful to measure on all ocean sections and for which global 

coverage is highly desirable. It is not envisaged that each of these parameters 

will be measured at all stations, but that at least some measurements of these 

key parameters will be made on all GEOTRACES ocean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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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로그램 리

1. 배경  필요성

GEOTRACES는 례 없는 통합과 미량원소와 동  원소의 해양 생지화학  순환에 

한 지구  규모의 연구를 합성한다. 그러므로 GEOTRACES는 다음을 포함하는 몇몇 

이슈들을 언 하기 해 강한 력과 리를 요구한다 :

 

- 효과 인 의사소통과 모든 활동의 수정 없는 작동을 한 다양한 로그램 요소들

의 력과 조직

- 공통의 심과 목 을 공유하는 다른 연구 로그램과의 

- 조사 결과의 종합 인 합성과 해석을 성취하기 한 측 연구와 모델링의 통합

- 다른 참여 그룹에 의해 사용되는 분석  방법의 합성 확인

- 로그램 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수집, 보 , 정보제공

- 개발도상국 과학자들이 미량원소와 동  원소에 련된 해양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고용

- 해양학 커뮤니티와 정책 수립자, 교육자, 에게 주요한 조사 결과를 알림

- 다양한 국가  지구  리자들 사이의 보완  재정 략을 추구

이러한 요구를 만족하는 조직  구조는 그림 5.30에 나타나 있다.

 

2. 과학조정 원회 구성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SSC)는 지구  GEOTRACES 활동의 리와 력에 

큰 책임을 가질 것이다. SSC는 GEOTRACES 활동의 일반  요구가 만족되기 해 

International Programme Office, Data Management System/Offic, 다양한 standing 원

회를 감독할 것이다. SSC는 연구 우선 사항을 확립하고 GEOTRACES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가 원회와 상호 작용하고 계획 워크샵을 조직할 것이다. 해양 Section을 조직해야 하

는 이유는 심 있는 요 지역의 지구  용범 를 보장하고 노력의 결과의 불필요

한 복을 피하기 해서 이다. 국가  GEOTRACES 로그램이 특정 Section을 책임지

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SSC는 해양 Section에 한 기 에 응하기 해 그러한 계획을 

다시 볼 것이며(Section 8.1) 이들이 효과 이라고 간주되는 Section을 조정하기 해 추

천 할 것이다. 게다가 Section을 완성하기 해, 모든 요한 라미터가 Section을 따라 

측정되기 해 국제  력이 필요한 곳에서 SSC는 력을 진할 것이다. 국가  원

회와 력하여 SSC는 GEOTRACES의 수행을 지원하기 해 국가 , 국제  자  agency

로부터 재정  자원을 구할 것이다. 이후에 이와 같은 력은 GEOTRACES의 연구 결과

를 퍼뜨리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SSC는 정기  보고서를 SCOR와 주요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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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TRACES가 간과한 것을 제공하는)에게 제공할 것이다. SCOR는 GEOTRACES의 목

을 성취하기 한 략을 SSC에 제공 할 것이다. 한 SCOR는 공통의 연구 목 을 갖

고 있는 다른 로그램과 GEOTRACES의 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재정 , 병참학

(logistical), 정치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간의 agency와 GEOTRACES의 을 도울 것

이다.

 

그림 5.30. An overview of the organisational structure of the GEOTRACES 
programme.

 

3. 운 사무국 

 

국제  로그램 office(IPO)는 일상의 작동과 병참학  일을 한 력 심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IPO는 그들 연구의 모든 에서 SS와 그것의 standing 원회를 도

울 것이다. 그들의 연구는 데이터 리 정책의 발 과 데이터 리 시스템/office의 수행

을 포함한다. IPO는 다양한 GEOTRACES 구성원소(국가  원회, standing 원회) 사

이의 의사 소통을 진할 것이다. 그리고 IPO는 넓은 해양학 커뮤니티와 일반 공공과의 

의사 소통을 한 기본  인터페이스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끝으로 IPO는 GEOTRACES 

활동에 한 정보를 게재하기 해, 로그램 결과를 일반인이 이해 하기 쉬운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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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하기 해 웹 사이트를 운 할 것이다. 정보는 팜 릿과 련된 로그램과 조직에 의

해 생산되는 뉴스 터의 기사를 통해 퍼뜨려질 것이다. IPO는 GEOTRACES 뉴스 터를 

만들 것이고, GEOTRACES Section과 작용 연구를 한 meta-데이터베이스를 운 할 것

이다.

 

이 의 로그램(WOCE, CLIVAR)에 의해 성공 으로 사용되는 략을 따라, IPO는 

지역  계획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이 회의는 각각의 기본  해양 Section에 공헌자를 

확인하기 한 심 있는 모임을 포함한다. 공헌자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회의

는 다른 그룹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 사이의 상호 비교 가능성을 확증하는 샘 링 로토

콜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회의는 한 작용 연구의 활동을 해양 Section과 연결하기 

해 노력할 것이다.

 

4. 자료 리 

GEOTRACES 로그램이 지속되는 동안, 데이터는 많은 참가국을 표하는 조사자

에 의해 모든 주요 해양 basin으로부터 만들어질 것이다. 많은 TEIs에 해 GEOTRACES

는 처음에 지구  용범 를 달성할 것이다. 이러한 TEIs의 지구  해양 생지화학  

순환의 완벽한 지식을 한 연구에서 데이터의 성공  합성은 지구  데이터 셋의 통

합을 필요로 하고 의 심 지 으로부터 그들을 이용 가능함을 필요로 한다.

 

지구  데이터 셋의 완 함, 품질, 일 성을 해, GEOTRACES는 TEI 데이터 셋

의 편집, 품질 조정, 보 을 책임지는 데이터 리를 수행할 것이다. 그러한 시스템의 

심은 로그램 기에 설립될 국제  GEOTRACES Data Assembly Centre(GDAC)이다. 

GDAC를 주최하는 회는 TEI 데이터에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GEOTRACES

에 참여한 국제  그룹과 좋은 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GDAC는 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GEOTRACES 데이터를 다룰 것이다. 확실하고 효과 인 데

이터 품질 조 과 다른 순항으로부터 데이터 내부교정을 해 GDAC는 언제든 필요하다

면 분야의 문가와 력을 추구해야 한다.

 

GEOTRACES Data Management Committee (GDMC)는 다음을 해 설립 된다 : 

(1) SSC 표 과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제출을 한 포맷을 추천; (2) 데이터의 보 과 보

과 제출을 한 SSC 정책을 추천; (3) GDAC의 활동을 감시. GEOTRACES를 한 데

이터-공유 정책은 SCOR 가이드라인과 일치해야 하고 출  권리 기간 동안 데이터 생성

자의 합법 인 이익을 존 하면서 한 시기의 개방된 데이터 근을 과학  커뮤니티

에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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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TRACES는 두 필수 데이터- 련 활동에서 다른 로젝트와 로그램과 상호 작

용해야 한다. 첫째로, 다양한 해양 연구 분야로부터 역사  데이터를 확보하고 보 하기 

한 많은 국가  국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형 으로 World Data 

Centres로부터 이용 가능한 라미터들의 넓은 집단을 포함하기 해 디자인 되었다. 그

리고 사용자에게 친숙한 포맷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기 해 디자인 되었다. 

GEOTRACES Data Management System은 이러한 역사  데이터를 편입하거나 그들에 

연결시킬 것이다. 한 GEOTRACES는 데이터를 이 게 발 하는 데이터 시작에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로 GEOTRACES는 데이터(혹은 메타데이터)의 상호 비교 가능

성을 해 다른 로그램과 함께 연구할 것이다.

 

한 시기에 데이터 제출을 해 IPO는 다가오는 field 로그램을 따를 것이고 

만들어질 데이터와 이러한 데이터를 만든 개인을 확인할 것이다. IPO의 직원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IPO 직원은 

과학자들에게 데이터 제출 요구사항을 알리기 해 다가오는 field 로그램에 련된 과

학자와  해야 한다.

 

5. 운 원회

 

원회의 가능한 활동은 다음의 field 로그램이 만들어지는 토 를 제공할 것이다. 

몇몇 이러한 활동(e.g., preparation of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intercalibration of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s, data management)은 standing 원회를 보장하기 

한 성과와 문 지식의 충분한 수 을 요구한다. Standing 원회는 SSC으로부터 지침과 

IPO로부터 리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슈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다른 로그램들이 

GEOTRACES보다 앞서 있는 곳에서 도움을 얻기 해, 일반  문제에 용되는 해결의 

에서 로그램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해 standing 원회는 비슷한 이슈를 다루는 

다른 로그램과 상호 작용 할 것이다.

 

6. 국가별 원회 

GEOTRACE의 미량원소와 동 원소에 련한 국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  

지역  재정 리인으로부터 지원을 얻는 개인 과학자와 그룹으로부터 연구가 행해질 것

이다. 한편, 재정 결정은 국가  우선 사항에 향을 받을 것이다. 결과 으로 국가  

GEOTRACES 원회의 구성은 GEOTRACES의 넓은 목 을 가지고 지역 과학 우선 사항

과 연구 시작을 합병하도록 장려될 것이다. 한 이러한 공유된 목 을 성취하기 해 재

정 리인으로부터 재정  자원을 추구하도록 장려될 것이다. 국가  원회와 SSC 사이

의 한 상호 작용은 해양 Section의 지구  용범 가 성과의 불필요한 과잉을 피

하는 동안 성취될 것을 보장한다. 이 상호작용은 한 공통의 연구에 한 나라들의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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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리고 연구 계획 기 단계에 국가들에게 과거 연구에서 얻어진 지식을 알림으

로써 작용 연구의 발 을 진한다.

 

지구  연구의 수행은 복합한 작용이 될 것이다. 이것의 성공은 다양한 나라들의 

성과 사이에 강한 력과 SSC에 의한 효과 인 조화에 의존할 것이다. GEOTRACES에 

참여하는 각각의 나라는 그들 자신의 수행 계획을 발 시킬 것이고, 각 나라의 우선 사항

을 만족하면서 연구 성과의 디자인에 한 기반으로서의 Science Plan을 사용할 것이다. 

각 나라의 계획의 체가 지구  GEOTRACES 연구 목 을 만족하도록 하면서 SSC는 

그들의 수행 계획의 발 으로 국가  원회들을 도울 것이다.

 

7. 다른 트로그램과의 계

 

GEOTRACES는 몇몇 존하는 로그램과 재 발 인 다른 로그램과 연구 목

을 공유 한다. SSC는 상호 이익이 되는 력의 추구에서 다른 로그램과 상호 작용에 

한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력은 분석 으로 도 인 기법의 내부교정, 작용 연구

의 공동의 스폰서 쉽, 로그램-특정 순항 동안 샘 링 기회 제공, 공유된 데이터 리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가질 것이다.  계에서의 도움은 SCOR에 의해 제

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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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교육  수용범

 

GEOTRACES 목  이행에 따른 자연 인 결과는 해양 과학자들의 요한 커뮤니티

를 만들고 유지하며 해양 과학자의 새로운 세 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과학자들은 

미래 학제 인 연구에서 이 지식을 쓰기 해 TEIs 특성과 분포를 조 하는 화학 , 물리

, 생물학  작용을 잘 이해해야 한다.

 

다음 세 의 해양 지화학자들을 교육하는 것은 최신식의 분석 기법에 해 학생들

을 교육하는 것과 련이 있다. 학생들은 과학 심포지엄, 데이터 워크샵, 력의 학제  

연구를 통해 직 으로 경험을 얻을 것이다. 더욱이 모델링은 과거 해양 지구 화학 로

그램의 경우 보다 더 넓은 범 의 GEOTRACES 연구에 통합된다. 워크샵은 찰자들에

게  모델링 기술에 해 알리고 모델러들에게  측 기술에 해 알려  것이다. 

이 상호 이익은 보완  근을 통한 이용 가능한 기회, 고유의 능력, 이러한 근의 한계

에 한 인식을 어떤 분야에 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 할 것이다.

 

많은 연안 국가들은 해수내의 자연  수 에서 미량원소와 동 원소의 측정을 한 

기술  능력이 부족하다.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오직 제한된 TEI 집단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에서 언 된 교육 워크샵은 개발 도상국, TEI 연구에 부분  능력만

을 가진 나라, GEOTRACES 로그램을 주도하는 나라의 참가자들을 포함할 것이다. 이

러한 워크샵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이외의 재정은 개발 도상국 과학자들이 GEOTRACES 

순항에 참여하도록 이끌게 될 것이다. 한 학생과 과학자들이 설립된 연구실에서 오랜 

교육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동료 의식을 제공하도록 이끌게 될 것이다. SCOR와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IAEA)와 능력-배양 활동을 한 다른 자

원에 의해 원조가 추구될 것이다.

 

도달과 의사 소통은 다양한 미디어, 인터넷, 팜 릿을 통해 수행될 것이고 한 

방의 학습 웹사이트를 통한 학교 참여 진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순항에 참여한 , 

학교 선생님들은 최근에 청 의 범 를 넓히는데 효과 인 방법임을 증명 했다. 

GEOTRACES는 순항과 도달 활동에 선생님들을 포함시킬 기회를 찾고 있다.

 

GEOTRACES는 정책 결정자에게 자원으로서 공헌하길 기 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

와의 의사 소통은 IPO의 특징  기능  하나이다. 한 곳에서 IPO는 SSC의 회원 

는 GEOTRACES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GEOTRACES 임무와 련된 주제에 

한 문  자료를 제공해  것을 요구할 것이다(e.g., the transport and fate of 

contaminants; the implications of purposeful ocean fertilization with biologically 

limiting micronutrients, such as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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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  다른 로그램과의 공조 활동

 

GEOTRACES는 많은 다른 로그램과 목 을 공유한다. 이들  몇몇은 이미 진행

인 반면에 다른 로그램들은 아직 기 단계에 있다. 모든 경우에서 성과는 상호 이익

 력을 진하고 성과의 불필요한 복을 피하기 해 만들어질 것이다. 다음의 는 

철 하고 배타 이기 보다는 실례가 된다.

 

Biolimiting 미량원소의 해양 생지화학  순환에 한 향상된 이해는 SOLAS(Surface 

Ocean-Lower Atmosphere Study)와 IMBER(Integrated Marine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ach)의 공통  목 이다. 이들 둘은 SCOR(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arch)와 IGBP(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의 공동의 스폰서쉽 아래

에서 발 하고 있다. (SOLAS도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과 Commission on 

Atmospheric Chemistry and Global Pollution에 의해 공동으로 후원받고 있다.)

 

1. SOLAS

 

GEOTRACES에게 흥미있는 요 경계면 물질 사량  하나인 미량원소의 기를 

통한 퇴 은 SOLAS 로그램의 심에 놓여 있다. GEOTRACES는 측정 기술의 내부교

정과 작용 연구의 공동 스폰서쉽을 포함하는 역에서 SOLAS와 력할 것이다. 더욱이 

GEOTRACES는 SOLAS 연구자들에게 그것의 순항에서 기 의 샘 링을 제공할 것이

다. 기를 통한 퇴 은 특정 함선-기반 탐사의 감지와 측정을 종종 벗어나는 일시  사

건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GEOTRACES는 Ocean Observing Initiatives(GOOS와 

ORION)과 력할 것이다. 이들은 선택된 양과 연안 지역에서 기  퇴 의 연속

인 기록을 제공하는 지구  측 부표를 발 시키고 있다.

 

2. IMBER

 

어떤 미량원소의 이용 가능성은 해양 생태계 구조와 각각의 유기체의 물리학  상

태에 향을 주는 동안 유기물에 의한 미량원소의 활발한 uptake는 입자에 의해 용해된 

원소의 비생물  scavenging과 더불어 많은 TEI의 상태와 내부순환을 조 한다. TEI의 

이러한 두 은 서로서로 독립 으로 연구 될 수 없지만 두 을 동시에 연구하는 

것도 효과 이지는 않다. 여기서 우리는 IMBER와의 력에 한 시 지를 찾을 수 있다. 

GEOTRACES는 TEI의 해양 생지화학  순환에 한 생물학  작용의 큰 향을 조사할 

것이다. 이러한 순환에 향을 주는 다른 작용에도 마찬가지로 조사할 것이다. 반면에 필

수 TEI 공 의 변이성에 한 유기물과 생태계의 민감성을 고찰할 것이다. 결과물의 공

동 합성과 력을 통해, IMBER, SOLAS와 함께하는 GEOTRACES는 미량원소 공 의 변

이성에 한 해양 생태계의 반응과 지구  변화에 한 이러한 계의 민감성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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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탄소 순환과 련된 것의 결과를 단정할 것이다.

 

 IMBER Science Plan과 수행 략에 기술된 것처럼, IMBER 작용 연구는 시간-연속 

site에 같은 장소에 배치될 것이다. Ocean Observing Initiatives내에서 발 되고 수행되는 

측 기술과 기반 시설들이 시간-연속 site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상조 이고 력  성

과는 GOOS, ORION, GEOTRACES, IMBER와 SOLAS 로그램 사이에서 발 될 것이다.

 

3. CLIVAR

 

력을 한 요한 기회가 CLIVAR/CO2RepeatHydrographyProgramme과 함께 존

재한다. WOCE 조사에 따르면 해양학자는 수로학, 탄소 순환, 시간 으로 10년 척도의 

환기 비율을 결정하기 해 반복 수로학  Section 로그램을 시작해왔다. CLIVAR(수로

학 )과 탄소-순환 연구 커뮤니티 사이의 이러한 제휴는 공통의 목 을 추구하면서 제한

된 자원을 공유하여 얻을 수 있는 상호  이익의 좋은 이다. 해양 탄소 커뮤니티와 함

께 미량원소를 연구하는 지화학자들은 CLIVAR과의 력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열

과 담수 budget의 연구에서 얻어진 많은 이동 term들이 TEI에 용된다. 더욱이, 

GEOTRACES에 의해 해양 Section을 따라 얻어진 데이터와 CLIVAR의 보완  결과의 결

합은 source, sink, TEI와 탄소의 내부순환을 특성화 하기 한 모델링 성과를 지원 하는 

체 데이터 베이스를 확장할 것이다(see Section 6).

 

4. IMAGES/PAGES

 

많은 미량원소와 동 원소들은 과거 해양 상태를 한 proxy로서 이용된다. 왜냐하

면 그들의 기록이 퇴 물과 산호와 다른 지질학  archive들로부터 즉시 추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roxy-기반 재구성은 종종 TEI와 proxy로서 이용되는 라미터 사이의 

계에 한 불확실성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다. 한편 이러한 불확실성은 종종  해양

에 TEI의 생지화학  순환에 한 불충분한 이해의 결과이다. GEOTRACES의 목 을 완

성하는 것은 이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과 재 사용되는 많은 proxies의 향상된 교정을 효

과 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원시-proxies의 교정은 IMAGE(International Marine Aspects 

of Past Global Changes)와 GEOTRACES가 긴 한 연구 계를 갖길 기 하는 최우선 

사항이다.

 

5. SCOR/IMAGES 연구 그룹

 

고해양학  proxy와 련된 조사는 두 SCOR/IMAGE 연구 그룹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 WG 123(PACE:Reconstruction of Past Ocean Circulation)는 과거 해양 순환을 조

사하고 있다. 반면 WG 124(LINKS:Analysing the Links Between Present Oce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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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and Palaeo-Records)는 오늘 날 해양 작용과 원시-기록 사이의 연결을 분석하고 

있다. TEI proxies은 과거 해양 순환 재구성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proxy 

교정은 WG 124의 주요 목 이다. GEOTRACES는 향상된 지식과 TEI proxies의 용을 

성취하기 해 이러한 연구 그룹과 가까이 연구할 것이다.

 

다른 로그램들은 GEOTRACES 목 과 약간 겹치는 물질 사에 한 더 일반  

심을 가지고 있다. 를 들어 InterRidge는 mid-ocean ridge 시스템을 드나드는 물질의 

물질 사량에 심을 가지고 있다. GEOTRACES는 미량원소와 그들 동 원소의 지구

 해양 생지화학  순환에 한 이러한 물질 사의 역할을 확립할 것이다. 그 기 때문

에 GEOTRACES는 공통의 심사를 InterRidge와 공유한다.

 요한 시 지와 잠재  비용 감은 GEOTRACES 연구와 다른 로그램에 의한 

연구의 력으로 실 된다. 공통 심 지역에서의 순항(cruises) 력, 방법과 시간-변이에 

따른 물질 사량 측정에 요한 모델링 자원 공유, 심있는 수로학  양이 되는 특성

을 측정하는 숙련된 원양 분석가를 유지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성취 할 수 있다.

 

International Polar Year(IPY)에 한 계획은 의 원리들이 설명한다.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ICSU)와 World Meteorological Organiztion(WMO)의 지시하에서 만

들어진 계획은 두 극지방에서 2007-2009동안 지구 으로 연구를 해 진행 이다. 이 

연구의 많은 부분이 학제 일 것이고 GEOTRACES의 목 은 IPY의 목 에 매우 합할 

것이다. 를 들어, 어떤 TEIs는 Arctic Ocean에서 물질의 륙-해양 교환을 한 tracer

의 역할을 한다. 반면에 다른 TEIs는 Southern Ocean에서 생물학  생산력을 조 하는 

미량 양염류 역할을 한다. 륙-해양 교환과 극지방 해양 생태계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

은 IPY와 GEOTRACES의 높은 우선 사항이다. 극지방은 이미 지구  변화에 한 신

호를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가 발생하기 에 이러한 지역에서 TEIs 순

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 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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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Abbreviations and Acronyms

BATS Bermuda Atlantic Time Series

CFC Chorofluorocarbon

CLIVAR Climate Variability and Predictability

DIC Dissolved inorganic carbon

EPR East Pacific Rise

GDAC GEOTRACES Data Assembly Centre

GDMC GEOTRACES Data Management Committee

GEOSECS Geochemical Ocean Sections Study

GLOBEC Global Ocean Ecosystem Dynamics

GLORI Global Logistics Research Initiative

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HNLC High Nutrient, Low Chlorophyll

HOT Hawaii Ocean Time-series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CSU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GBP International Geosphere–iosphere Programme

IODP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IPY International Polar Year

IMAGES International Marine Aspects of Past Global Change Study

IMBER Integrated Marine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InterRidge An initiative that promotes interdisciplinary study, scientific 
communication, and outreach related to all aspects of the globe-encircling, 
mid-ocean ridge system.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DP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me

IPO International programme office

JGOFS Joint Global Ocean Flux Study

LOICZ Land–cean Interactions in the Coastal Zone

InterMARGINS A coordinated, interdisciplinary investigation of four fundamental 
initiatives; the Seismogenic Zone Experiment, the Subduction Factory, Rupturing 
Continental Lithosphere, and Sediment Dynamics and Strata Formation (Source to 
Sink).

MOR Mid-ocean ridge

OMZ Oxygen minimum zone

ORION Ocean Research Interactive Observatory Networks

NOSAMS National Ocean Science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PAGES Past Glob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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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M Particulate organic matter

SCOR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

REE Rare earth elements

RIOMAR River Dominated Ocean Margins

SeaWiFS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

SGD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SOLAS Surface Ocean–ower Atmosphere Study

SRM Standard reference material

SSC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SST Sea surface temperature

TEI Trace elements and isotopes

TRMM Tropical Rain Measuring Mission

TTO Transient Tracers in the Ocean

WCRP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WOCE 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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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I. GEOTRACES Intercalibration Planning Document 분석

2006년 4월

 

개요

 

GEOTRACES의 상호검정 요소의 최종 목표는 표본 채집  분석 로그램 체에 

걸친 지속 인 노력을 통해 표본 채집 로그램의 선두인 GEOTRACES의 미량 원소  

동 원소(TEI)의 (확률  오차와정오차를최 로낮추어) 가능한 최고의 정확도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 기 상호 검 항해 기간의 GEOTRACES의 표본 확보, 처리, 장 로토콜의 

평가  개발 

(2) TEI suite를 한 기존 GEOTRACES 주요 기   공인 기  물질 확인 (필요한 

경우, 기  물질 는 주요 기  생산), 샘 링부터 분석까지의 정확도를 평가하는데 사

용될 수 있는 GEOTRACES 기  본부(baseline stations)의 설립을 포함한다.(CRMs를 보

유하고 있지 않은 TEIs에 한 상호검정을 용이하게 함) 

 

배경

 

GEOTRACES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TEI 자료는 가능한 정확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 사용되는 련 용어에 한 정의는 표1 참조) Bruland et al. (1979)과 Schaule, 

Patterson (1981)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추  요소에 한 정확도는 해수에서의 성분 

별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각 단계(표본 채집, 처리, 장, 최종 분석)에서 충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 다. 최근 몇 년 간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분석단계에 가장 많은 노력이 기

울여져 왔으며, 많은 TEI의 경우 표본 처리  장 단계의 향에 해서는 거의 다루

어지지 않았다. 

 

다른 화학 해양 커뮤니티들도 최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 기 때문에, TEI의 수집, 

처리 장  분석을 최 화하는 우리의 노력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DOC/DON 

커뮤니티는 공통 인 수성(aqueous) 기  물질  블랭크를 비하 으며, DOC에 한 

철 한 상호검증과(Sharp et al., 2002a), DON에 한 조 은 덜 정 한 상호비교를 미리 

실시하 다(Sharp et al., 2002b). 이와 유사하게, 해양 분자  퇴 물에서의 총 탄소, 질

소, 유기탄소의 측정치가 상호 비교되었다(King et al., 1998).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한 기 (실제 샘 에서 매트릭스와 동일한 매트릭스자료), 는 분석법의 정확도를 수량

화하는데 이상 인 검정된 기  물질이 있었다면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유

기매개변수와 무기매개변수를 포함하는 이러한 검증된 해양 자료(해수  입자)의 필요성

은 해양과학 련자료에 한 US 원회에 의하여 철 하게 다루어졌었다(NRC,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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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한 자료라 하더라도, 기 물질이 해양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본채집  처리 방

식을 타당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용존 구성성분(미량 원소, 양분)의 화학 종 

분화에 해서는 기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 콜로이드에 한 상호 비교 로그

램이라는 표본 처리  분석의 정확성을 조사하기 해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Buesseler 

et al., 1996). 이 연구에서는 공통의 해수원을 이용하 지만, 콜로이드 분리를 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교차흐름 여과(cross-flow filtration) 시스템을 사용하 으며, 이후에는 여

러 가지의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이 경우에서는 유기탄소 별을 함). 표본 채집부터 

분석까지 가장 완 하게 이루어졌던 평가  하나는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의 1990년 오염 기  연구(Contaminant Baseline Survey)의 부분에서 미량원

소에 한 연구 다(Landing et al., 1995). 표본들은 다양한 General Oceanic’s Go Flo병

에 채집되었고, 일부는 여과되고 일부는 여과되지 않은 채로 여러 종류의 병에 여러 시간

로 보 되었으며, 한 세트의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로 

이루어진 특정 연구 으며, 오류의 원천을 찾기 하여 고안된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견

고한 통계  설계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TEI 표본채집  분석 지식이 지난 10년간 상

당히 향상되었다는 에서 이것은 한 시 에 약간 앞선 것이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이

러한 노력들  그 어떤 것도 표본 보 에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아마

도 이 에 이루어진 연구들(e.g., Subramanian et al., 1978에서 폴리에틸  병이나 질산의 

산성화 정도가 1.5보다 낮으면 충분하다고 보 기 때문일 것이다.; 지 은 이것이 많은 미

량원소의 경우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표 1. GEOTRACES 표   상호검증 활동과 련된 용어 

(ABC순이 아닌 카테고리 별로 나열됨) 

정확도 - 련수량에 한측정값과참값 는기 되는값과의일치정도(Taylor, 1987). 따

라서, 정확도는 확률  오차와 정 오차를 포함한다. 

정 도 – 특정조건하의 로세스를반복 으로 용했을때나타나는결과의독립 인측

정치가서로일치되는정도. 이것은 결과의 근성과 련이 있다(Taylor, 1987). 따라서, 정

도는 한 방법 는 차에서 나타나는 확률  오차의 척도 이다.

표 (측정표  는 etalon) – 기 의 역할을 하기 하여 하나의 단  는 하나 

그 이상의 수량 값을 정의, 보존, 는 재생산 하기 한 물질 척도, 측정 기 , 기  물

질 는 측정 시스템(ISO, 1993). GEOTRACES와 더 련된 정의는 1차 표 (Primary 

Standard)참조 

1차 표  – 도량형학상으로가장질높은수 으로 리알려진표 으로그값은동량의다

른표 을언 하지않고도그자체로인정이된다(ISO, 1993). 

기  물질 – 그특성값이충분히동일한하나 는그이상의물질로측정기구를교정하거나

측정법을평가 는물질에그수치를부여하는데알맞게사용된다(ISO,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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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기  물질 - 인증서가 있는 기  물질로 특성값의 하나 는 그 이상이 트

이서빌리티(측정 기기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해 이를 국가 기  체계

에 맞추는 일)를 설정하는 특정 차에 의하여 인증된 물질이다. (ISO, 1993)

상호검증 – 모니터링 로그램에 여하는여러실험실에서각기모순된데이터를산출할

수있다는것을확인하기 해사용되는 차, 로세스, 그리고 각종 활동들. 모순된 데이터 결

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지속 으로 나올 경우, 실험실들은 상호 검증을 할 수 있다. 

(Taylor, 1987) 따라서, 상호검증은 방법이나 실험실에 계없이 같이 정확한 결과를 산

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표본 채집부터, 분석까지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실험실간 활

발하게 이루어지는 로세스이다. 

상호비교 – 문헌에서는 잘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실험실간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

으로 암시된다. 그러나 상호검증에서와같이 같은결과를얻기 한활발한활동이진행되지는

않는다. 한 모든 단계( 를 들면, 표본 채집, 표본 처리 분석)를 포함하지 않는다. 

 

해수에서의 Fe의 생물지구화학에 한 SCOR 연구 그룹 109를 배경으로, FE 자료의 

정확성 향상에 큰 진보가 이루어졌다. 납과 아연과 같은 미세 속물질과 함께 철은 작은 

부주의로 인한 오염에도 매우 민감하게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 좋은 Fe 데

이터를 얻는데 을 두게 되면서, 해수 내 다른 미세 속물질을 측정하는데 정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 되었다. WG109에 의해 출 된 책에서는 그들이 해수 

내 Fe를 측정하기 해 행했던 모든 단계들(샘 링, 여과, 사 처리, 최종분석)과 그들이 

범했던 오류들을 한 단원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SCOR WG109의 비호 아래, 1998년 암

스테르담에서 열렸던 해양 내 철에 한 제 3차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Fe 인증 실습

에 한 설계가 시작되었다. 취지는 해양 DIC(Dickson과 동료들; DOE, 1994)와 

DOC(Sharp et al., 2002a)의 CRMs에서와 같은 큰 성공  과학  돌 구로서의 입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궁극 으로 “일상 ” 생산을 비하여 이에 한 타당성 연구  해

수 내 Fe에 한 공인 기  물질의 이용가능성에 한 것이었다. 시료병 세척을 포함한 

장 비에 이어 SCOR의 지원을 받는 두 번째의 헌신  설계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철

AGES-1항해 기간 동안, 량의 표본이 채집되었으며, 수 백개의 1리터 들이 병에 나 어 

담아졌다. 이것은  세계의 실험실로 보내졌으며, 최종 으로 24개의 실험실에서 독립  

코디네이터인 Jim Moffett에게 그들이 측정한 concentrations를 기 리에 보내주었다. 

한 장기간 보  평가가 Bowie, Worsfold와 그 동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들이 

세 번째 SCOR지원 워크샵에서 제시  논의되었다. (San Francisco, 2002년 12월) 워크샵

에서의 논의는 참가자들의 통찰력을 향상시켰고, 체  차  발견한 사실들, 그리고 

제안사항들에 한 보고사항들이 하나의 기사로 요약되었다(Bowie et al, 2006). 이보다 

앞선 하나의 기사에서는 실제 표본채집 항해기간 동안의 Fe에 한 4가지 분석법에 하

여 비교하 다(Bowie et al., 2003). 

 다음으로, (Monterey만 해양 조사 연구소의 K. Johnson에 의하여 진행된) 철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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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  분석(SAFe) 로그램에서는 상호 검정 항해를 통하여 표본채집에서부터 분석까

지의 해양 철 측정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임무가 수행되었다. 표본 채집을 

해서는, 많은 다양한 시스템들이 사용되었다. 표본들의 부분은 여과되었지만, 각기 다른 

여과 방식에 따른 향은 면 하게 조사되지 않았다(다양한 방법이 실험되었고, 이에 따

른 데이터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본들은 다양한 시료 병에 담겨 바다에 보 되어있

다; 어떤 그룹은 루오로카본 는 polymethypentene 병을 선호했지만, 폴리에틸 이 

가장 흔히 사용되었다. 시  t=0으로 설정한 수많은 철 측정이 해양에서 이루어졌다. 

장 시간의 향은 수시간부터 일년( 재로서는)까지 진행된 분석을 통해 조사되고 있다. 

해양 측정 시 t=0으로 설정한 그룹이 많이 때문에 철 speciation 표본의 안정성 한 평

가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량의 500L 여과 표본이 채집되어 보 기록/기  물

질로서 세척된 폴리에틸  병에 보 되었다. 이 로그램은 여 히 진행 이며, 곧 결과

를 볼 수 있을 것이다. 

 

SCOR-철AGES 인증 차와 SAFe 로그램은 다른 TEI에 한 동일 GEOTRACES 

표   상호 검증 로그램의 설계에 한 모델을 제시한다. 큰 차이 은 GEOTRACES

는 방 한 양의(양분  미량원소) 원소와 동 원소, 화학  종분화 연구, 그리고, 용존 

미립자 단계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독일 북극성호(RV Polarstern) 

(Bremerhaven에서 Cape Town까지, 10월 13일 ~ 11월 17일까지, 2005년)에 한 최근 

GEOTRACES 일럿 연구기간 동안 표본 채집과 상호검증에 한 몇 가지 개념들을 실

험하 고, 그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제안사항들에 한 몇몇 참고사항들을 이래 조항들에서 

다룰 것이다. GEOTRACES의  다른 독특한 특징은 시간 효율 인 표본 채집  분석

방법이 요구되는 규모 해양분야에 연구의 을 맞춘다는 것이다.

 

몇몇의 TEI suite의 경우, 특히 방사성동 원소와 화학  종분화 측정의 경우, 기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때문에 조사자들이 그들의 방식과 GEOTRACES 데

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특히, 일시  변동이 최소화되는 수심이 깊은 바다의 경우) “기  

본부(Baseline Stations)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체 으로, GEOTRACES 표   상호 검 (S&I) 로그램은 표본채집 로그램의 

제약아래에 있는 TEI에 맞춰 합한(정확하고 오염되지 않은) 표본채집과 표본 처리 로

토콜을 설정하고, 기존의 표   공인 기  물질을 명확히 하거나, 새로운 표   공인 

기  물질을 개발하여 향후 기 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GEOTRACES 기  본부를 설치

할 필요가 있다. 추가 으로, S&I 로그램은 반드시 나노몰 농도에서 염분, 산소, 안료, 

DOC와 DON, 그리고 양분(암모늄, 아질산염, 질산염, 인산염, 그리고 규산염)을 포함한 

필수 종속 변수의 표본채집  측정을 한 방법이 로그램 체에 걸쳐 균일한 정확도

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기 단계는 차와 장비를 검하고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실제 GEOTRACES 횡단에 앞서 여러 번의 상호 검증 항해를 포함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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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호 검 항해는 GEOTRACES의 장 방식 개발에 덧붙여 계획된 기  본부  

여러 개를 설치하도록 하여 추가 인 잠재 효과를 지닐 것이다. 

 

로그램 설명

 

1. 표본채집, 표본처리, 그리고 표본 장 로토콜. 종속변수에 한 방법

 

표본채집

 

Water/용존 상태(dissolved). 

 

해수 표본은 선박시(ship time)를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하여 가능한 많은 양이 채

집되어야 한다. 표본채집 시스템은 가능한 많은 TEI를 해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표본

채집 과정에서 화학  종 분화나 단계(크기)를 변경시키면 안 된다. 사 비 논의에서는 

20~30 리터 가량의 표본이 모든 본부를 통틀어 가장 큰 표본일 것이라고 제시했지만, 간

혹 더 큰 표본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를 들어, 북극성호 일럿 연구에서는 심해에

서 같은 수심으로부터 8 12L 시료병 들로부터의 시료들을 합하여 100L나 되는 표본을 채

집하 다. 이것은 좀더 얕은 바다에서도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많은 시스템이 오

염되지 않은 표본들을 채집할 수 있다고 보여졌지만, GEOTRACES와 같은 로그램의 

경우, Kevlar에서의 Go-Flo/rosette(분말 코 된 알루미늄) 시스템이 부분의 TEI 과제에 

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듯 하다(C. Measures와 W. 

Landing가 사용했던 더욱 큰 형태의 CLIVAR 시스템; 그림 1) 그림 2와 같은 안  시

스템이(시험 항해 는 본부 재 정거(re-occupation)시에도) 동등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

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원소의 경우( 를 들면, 주석(Sn), PVC 안정제의 주요성분), 

Go-Flo 시료병은 합하지 못하다. 어떤 TEI 표본은 각기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수집되

어야 할 수도 있다. Clivar 시스템의 rosette 체계는 재 부식을 방지하기 하여 아연 

양극(anodes)을 사용하고 있다; 샘 러를 쪽으로 들어올리면 오염의 원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이 물질이 오래가는 물질이라면 마그네슘 양극을 이용하는 것이 더 선호될 것

이다. 한, (30L이상의) 용량 표본의 경우, 인시튜 펌 와 흡착카트리지(아래의 부분  

논의 참조)를 이용하여 채집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물류  출의 효율성은 

상호 검 항해에서 평가해 보아야 한다. 

 

상층수(~50m까지)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피하기 해 증기를 내뿜으면서 동시에 

펌핑과 튜빙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어떤 목 에 해서는 잠정

으로 더 많은 양의 표본을 채취할 수 있다.) 견인되는 ‘물고기’와 펌 를 이용하는 시스

템은( , De Jong et al., 1998; Vink et al., 2000) IOC 오염본부 연구에서 매우 성공 으

로 사용되었고, 최근 북극성호 일럿 연구에서는 한 상호비교 연구의 목 으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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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200L 라스틱 탱크를 채우는 데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어떤 펌  시스템을 상층

수로부터 표본을 채취하는 일상  방식으로 채택하기 해서는, 그 에 반드시 시험항해

를 통해 시료병과 펌핑 시스템이 의미 있는 표본을 채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그림 1. 재 CLIVAR Repeat Hydrography 로그램에서 철과 알루미늄을 상으

로 사용되는 표본 채집 시스템(C. Measures와 W. Landing). 

 

그림 2. 24 Go-Flo 샘 러(12L)와 CTD 등이 장착된 직사각형 모양의 완  무균 티

타늄 임(틀)으로서, 완 무균 실험용 밴 앞에서 감지한다. 갑 에서 어떤 깊이에다 풀

어서 포설하기 하여 내부에 센서 데이터 송용으로 신호 이블을 갖는 20 mm 블

라 이블을 개발. 샘 러를 폐쇄하는 공기학으로 인하여 샘 러는 어떤 모양으로도 변할 

수 있다. 제 모양으로 회복이 되고 나면, 꽉 찬 틀은 깨끗한 용기로 들어가고, 샘 러는 

필터 카트리지를 통해 비워져 시료병에 채워진다. 본 시스템은 2005년 11월 Canary 

Basin에서 성공 으로 실험되었고, 북극성호 탐사 시 IPY GEOTRACES 2007-1008 섹션에

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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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립분자 

 

의 시스템은 용존 표본에 해서는 10~30L 분량의 여과된 물질을 채집할 수 있으

며, 이것은 부유 미립자 물질을 측정하거나, 어떤 TEIs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한 양일 것

이다. 그러나, 이 게 비교  은 양의 표본은 으로 부 합하며, 아마도 해양 분자

의 진정한 스펙트럼을 반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튜 펌 에서의 시스템은 정확한 

분자물질 화학 구성성분을 측정해야 하는 본부에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은 2시간 내 500L의 표본을 채취할 수 있고, 흡착/침  카트리지는 라듐 는 토륨과 같

은 방사선핵종을 채취하는데 쓰일 수 있다. 즉, GEOTRACES 상호 검항해는 이러한 펌

를 물류 인 세부사항을 평가하고, 특정 오염기   미립자 채집 효율을 비교할 수 있

는 한 실험이 될 것이다. 상호 검 항해의 이와 련된 임무는 상층수 100m의 해수

에 있는 규모의 미립자 표본( 에서 용존 표본이라 알려진)을 선박용 펌 를 이용하여 

채집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더욱 확장시킨 실험이 북극선호 

일럿 연구에서 펌  시스템과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본 시스템은 

Schussler와 Kremling(1993)가 설명하고, Kuss et al. (2001)가 사용하 다. 미립자는 테

론 시트로 채집되어, 내부는 스테인 스 스틸 실린더를 장착하 으며, 입구와 바닥은 타

이타늄을 사용하 다. 

 

표본처리 

 

미량원소 연구자들은 표본을 시료 병으로부터 추출할 때는 선박 에서가 아닌, 공

기가 정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의했다. 비록, 체 rosette 시스템을 청결한 

공간으로 옮긴다는 것은 매우 이상 이지만, 많은 다른 선박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이동

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은 실용 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는, 시료병들을 개별 으로 resette에서 꺼내어 청결한 실험 장소로 옮겨야 할 것이다. 

12L까지의 시료병들은 수작업으로 옮기는 것이 실용 이나, 그 이상부터 30L까지의 시료 

병들은 물리  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 하고 항해에 합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야 할 것이다. 

 

용존액 

 

일반 으로, 용존 TEI의 독을 해서는 표본의 여과 차가 필요하다(비록, 소량의 

미립자만을 갖고 있는 경우나, 여과로 인한 잠정 인 오염을 감안할 때는 여과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지라도). GEOTRACES의 표  례는 미립자 물질 분석을 해 따로 

비해 둔 오염되지 않은 필터를 통하여 (거의) 완 한 시료 병을 여과시켜야만 한다(아래 

참조). GEOTRACES 사  비 단계의 기에 한 여과기의 종류와 여과구멍의 크기

가 측정되어야 한다. 용존액과 미립자 물질 분석에 한 서로 상충되는 요구사항은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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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조 씩 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한 쪽의 데이터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용존액으로부터 작은 박테리아를 멸시키기 하여 0.2 μm의 여과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 느낀다고 하자. 그러나, 미립자 물질 분석에 필요한 만큼의 량의 표본을 0.2 μm의 

여과기를 사용하여 여과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과 구멍의 사이즈는 미립자 물질 표본을 

한 GEOTRACES 표본의 례 인 여과에는 알맞지 않은 것이다. GEOTRACES 로토

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높은 품질의 미립자  용해된 TEI 표본을 동시에 얻을 수 있

는 방법을 정하는 데에는 막 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0.2μm 여과기를 사용할 때와 0.4 

μm 여과기를 사용할 경우에 얻게 되는 용해표본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정보가 있지만, 

이 결과가 모든 TEIs와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 , hydrothermal vent 

plumes) 처음에는 좀 더 큰 여과구멍을 통과하도록 하고(미립자 분석을 해), 그 이후에

는 용해 액을 하여 0.2 μm구멍을 통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여과막을 일렬로 

배치하여 이용하는 카트리지 스타일의 여과 시스템을 조사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상

호 검 항해의 한 부분으로서, GEOTRACES는 한 여과 재료(청결성에서 차이가 나

는 여러 다양한 랜드뿐만 아니라 합체 형태 포함), 한 세척 로토콜 그리고 여

과 차( , 두 겹 방식 등)를 설정해야 한다. 

 

비록 어떤 표본의 경우는 취합을 하자마자 바로 바다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 있지만, 많은 TEI 측정은 해변에 기반을 둔 실험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두 가지 분

석 방식 모두 표본 처리에 한 로토콜을 설정하기 해 생각해 야 할 것과 실험해 

야 할 것이 있다. 최근 SAFe 로젝트에서는 모든 용존 Fe가 감지되기  어도 24시

간 이내에 산성화 정도가 Ph<2인 표본에 하여 정확한 선상 Fe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

정했다.  

 

부분의 TEI 연구자들은 산성화 정도를 사용하여 표본을 보존한다. 그러나 용액의 

산성화 종류와 최종 pH에 따라 다르다. 개별 인 TEI와 반 되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종 분화의 보존이라는 좀 더 곤란한 문제는 뒷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고순도의 HCI를 

가진 산성화 수치가 가장 합하다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해수는 이미 염화물 수치가 높

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차는 표본 매트릭스를 거의 변경시키지 않고도 보존할 수 있

다). GEOTRACES가 보 하고 있는 표본은(특정 TEIs를 지칭하지는 않음) 한 채집될 

것이고, 이를 한 별개의 로토콜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한 HCI를 갖고 pH<2로 

산성화 될 것이고, 산성 표본은 기록될 것이다.

 

GEOTRACES는 추가  보존을 해 표  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이 작업은 100

겹의 여과된 공기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단계는 특히 오염의 발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험하다.: 산은 쉽게 오염물질을 활성화 시키고 피펫의 잦은 사용은 오염을 심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세 원소에 합한 반 자동 주사기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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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발할 수 있는지 (Repipet과 같은 도구, 그러나 더 합한 재료로 만들어진 도구)

의 여부를 알아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무나도 다양한 시료병을 사용하여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GEOTRACES는 시료

병의 크기를 제한하여 선반에 잘 정리하여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 규격을 정비

하기를 권한다. 물론 이것은 인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잘 정돈된 표본 채집 행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수 있다. 

 

의 논의는 크게 소량의 TEI 표본의 처리를 다루지만, 5L 이상의 량의 표본이 필

요한TEIs 의 경우에 한하여, 많은 요소가 상호 검 항해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만

약 량의 표본이 해안으로 보내져야 한다면, 본부의 수와 표본 채집되어야 할 수심의 수

에 따라 물류의 문제 을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수산화 철 공침법(coprecipitation)과 

산화 망가니즈 카트리지와 같은 선박에서 미리 취하여 질 수 있는 표본 처리 방식이 사

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회수율과 효율은 상호 검 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GEOTRACES에서의 다양한 방사성 핵종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최 화되어야 

한다. 북극성호 의 일럿 연구 기간동안 Nd, Be와 Hf의 2 L와 60-140 L 표본에 한 

parallel on-board Fe(OH)3precipitations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배 에서

도 효율 으로 용량의 precipitations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나, 추가

으로 고려해 야 할 것은 이러한 표본 비 방식으로 인하여 선상이나 다른 TEI 표본

을 한 업무 공간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Fe and Mn). 

 

미립분자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GEOTRACES 로그램 기간 동안에 사용 되어질 필터 재

질의 종류나 여과구멍의 크기와 련된 잠정 인 문제가 많이 존재한다. 를 들어, 유기

탄소(POC) 표본은 석  섬유 필터나 유리 필터(이용 가능한 특성 속 필터는 비싸거

나 행 으로 다루기는 어렵다)로 채집되어야 하지만, 부분의 TEIs에는 사용될 수 없

다. 더 나아가 물류  문제가 이를 더 복잡하게 한다; 각기 다른 필터에 차례로 표본이 

채집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해수가 필요하다( , POC를 처음 채집, 그리고 나서 TEI 

채집 등..), 그 이후에, 가능한 많은 TEIs를 하여 이러한 필터를 어떻게 digest하고 분석

해야 하는가? 이러한 모든 들이 표본 처리 단계를 최 화 시키기 하여 상호 검 항

해 시에 평가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 TEIs와 주요 수송 단계(최소한의 유기, 규산, 탄

산, 무기물 단계를 포함하여야 함)를 설정하기에 합한 digestion과/  부표본채집 방법

을 개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떤 원소에 해서는( , Fe, Pu, Th), 상당한 부분이 <0.2 μm 교질로서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교질로 된 TEI를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가에 한 동의를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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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힘들다. 다양한 종류의 작은 사이즈의 여과구멍 필터, 몇몇의 횡단 방향 여과장치 

등이 이 연구에 사용되었지만, 어떤 방식이 최 인지를 단하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

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GEOTRACES의 기 년도에는 일상 인 교질 분리작업이 

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처리과정에서의 구분이 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용존 TEIs와 교질로된 TEIs는 둘 다 이류에 의하여 운송되지만, 콜

로이드와 용존형태 그리고 미립자 형태간의 TEIs 교환을 지배하는 마이크로규모의 법칙

은 매우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GEOTRACES에게 권고하는 바는 가능한 

범 에서 다양한 환경에 있는 GEOTRACES 실험 본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콜로이드 분

리를 실험해보라는 것이다.

 

표본 장

 

용존 TEI. – 체. 

 

표본의 장을 해서는 용기 내부 벽면의 흡착  생물의 성장을 막기 하여 

합한 종류의 표본 시료 병과 방부제가 필요하다. 방부제와 시료 병의 종류는 개별 TEIs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각기 다른 TEIs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가질 것이다. 다양한 종

류의 용기(containers)가 각기 다른 세척 처리과정에 쓰인다. 부분의 TEI 문가들은 특

정한 유형의 polyolefin 시료 병은 한 세척 처리 과정을 거치고 나면 부분의 용도

에 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polyolefin 은 알루미늄 분석(AlCl3가 합 

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는 수은 분석(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오염 때문에)에는 

합하지 않다. 이러한 원소의 경우, 탄화 루오르(Al 혹은 Hg  하나)나 폴리메틸펜텐

(Al의 경우)과 같은 다른 종류의 합체가 합하다. 종속 변수(염도와 양분)와 13C와 같

은 선별된 tracers의 경우, 안정된 처리 차와 용기( , 
13

C의 경우 유리 앰풀)가 이용될 

것이다. 체 으로, GEOTRACES는 각각의 표본에 하여 합한 재질의 용기와 세척 

처리 차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GEOTRACES는 표본 채집 시 과 최종 분석 시  사이에 형 으로 소비되는 시

간에 한 보존 방식의 합성을 별하기 하여 장된 표본에 한 시계열 분석을 시

행해야 한다. 이를 하여, 상호 검 항해에서는(아래 참조) 용량(200L 이상)의 합성/

혼합 표본(지표수와 심해수; 둘  하나는 처리되지 않은 채로, 다른 하나는 각기 다른 

pH 농도(HCL이나 HNO3를 이용하여)로 산성화된)은 재 사용되고 있는 종류  용량 

그 로의 표본 시료병에 장이 될 것이다( , 1L 도 폴리에틸 ; FEP 테 론). 산성

화되지 않은 쪽은 즉시 냉동 보 될 것이며; 산성화 된 것은 실내 온도로 응달에 보 될 

것이다. 가능한 모든 곳에서, 표본 보존은 표본이 채집되는 그 시 (t=0) 직후 는 항해 

후 바로 선상 분석에 의해 실험되어야 한다. 표본 보 기간의 형 인 습은 1달(즉, 

항해로부터 표본을 회수하는 시간)에서 1년 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장 시 은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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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매 몇 달로 이루어 져야 하며, 각 시 당 3~4개의 시료병이 분석되어야 한다. 방

부제는 사용에 앞서 블랭크 벨(blank level)에 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블랭크 벨(blank level)의 증가여부의 확인하는 향후 분석을 하여 보 하여

야 한다. 방부제는 degradation과 블랭크 벨(blank level) 증가의 향을 거의 받지 않

는 용기에 보 하여야 한다 – fluorocarbon이 이 경우에는 단연 최선의 될 수 있겠지만, 

모든 원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TEI 분석을 시행하는 실험실에서 방부제를 

비하고 이의 블랭크 벨(blank level)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보기에는 수월해 보이는 장 로토콜에 한 평가가 용량의 표본을 

다루는 TEIs의 경우에는 훨씬 어려운데, 특히 Nd 동 원소와 
230

Th, 
226

Ra와 
231

Pa이 어렵

다. 첫째로, 이러한 TEIs가 산성화되어 장된 해수 내에서 명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상호 검정 항해를 나가기에 앞서 평가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용기 종류와 산성도를 측정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소 별에 드는 순수한 해수의 양을 고려해 볼 때, 시 의 

수와 다른 변인(용기 는 산성도 종류)들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성호 일럿 연구에서는 24개의 시료 병 체 rosettes를 하나의 

수심(1500m)에서 채집하여, Nd, Pa, 그리고 Th 상호검정을 하여 2~10L aliquots에 완

무균의 염화수소로 산화시키고, 완 무균상태로 여과시켰다. 

 

용존 TEI. - 종분화 

 

용존 TEI는 다양한 산화 상태( , Cr III/VI, As III/V), 속-ligand 화합물, 그리고 

covalent organo-metallic 혼합물( , methyl mercury)을 포함하여 각기 다른 화학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GEOTRACES에서 사용하는 표본의 장 방식은 TEI 종분화 별을 가

능하게 한다. 용량 합성물 표본을 사용하는 상호 검정 항해에서의 종분화 안정성을 실

험하기 하여, 동결 장방식(metal-ligand 표본에 한 형 인 장 방식)을 시간 기

을 선상에서 종분화가 명된 시  t=0에 두고 산화 표본( 에서와 같이)과 비교할 수 

있다. ( , competitive ligand CSV; selective hydride generation; etc.) 시 들은 TEI 총 

표본 장 실험에 쓰인 시 들과 동일하게 둘 것이다. 부분의 TEIs의 종분화가 장을 

하게되면 안정 이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선상에서의 별을 권한다. 

 

미립자 TEI. 

 

여과된 미립자 물질을 한 장방식으로는 즉석 동결하여 비과정과 분석과정 바

로 에 해동을 하는 방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GEOTRACES는 상호

검 항해의 일부로서 이러한 장방식의 효능을 사정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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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방법 검출한계 예시 기준
염분 전도성 적용사항없음 기준 방식
산소 Automated winkler,

전류법 종말점

1 μmol 1-1 Culbertson과 Huang, 

1987
암모니아 liquid   waveguide flow 

cell 로 자동 함량 측정

5.0 nmol   1-1 Li et   al., 2005

아질산염 liquid   waveguide flow 

cell 로 자동 함량 측정

0.1 nmol   1-1 Zhang,   2000

질산염 liquid   waveguide flow 

cell 로 자동 함량 측정

2.0 nmol   1-1 Zhang,   2000

인산염 liquid   waveguide flow 

cell 로 자동 함량 측정

0.5 nmol   1-1 Zhang과 Chi, 2000

규산염 자동 함량 측정 0.4 nmol   1-1 Parsons   et al., 1984

색소 HPLC NA Bidigare,   1991

DOC/DON 산화 연소 NA Sharp et   al., 

2002a,b

POC/PON 산화 연소 NA Cutter와 Fadford-

Knoery,   1990 

종속 변수 

 

양분과 산소와 같은 더욱 “표 인” 해양학 인 변수에 한 데이터는 

GEOTRACES에게는 매우 요하며, WOCE와 같은 로토콜이 충분한 것으로 보일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은 생태학  처리과정이 조사될 수 있도록 검출한계를 충분히 

낮추어 TEIs의 그것들과 응시켜 측정하여야 한다(특히, nanomolar concentrations와 같

은 양분의 경우) 더욱이, 순수 표본의 수를 고려할 때, 조사 방법은 자동화되거나, 최소의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표2는 재 GEOTRACES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 기

술들을 편집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여 히 이것들은 이미 범 하게 쓰이고 있는 기존

의 방식들과 상호 검증되어야 한다( , 인산염에 쓰이는 “MAGIC” 방식; Karl과 Tien, 

1992). 그리고 만약 더 합한 방식이 개발되면, GEOTRACES는 융통성있게 그들을 이용

하여야 한다(즉, TEIs에서처럼 정확도와 정 함이 확실한 경우). 존하는 는 과거의 어

떤 로그램도 정기 으로 나노몰 양분에 한 조사를 한 이 없으므로, 여기에 드는 노

력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호 검정 항해는 정기 GEOTRACES 항해에서 

그 유용성을 검증하는 요한 테스트가 될 것이다.

 

표2. 종속 변수와 GEOTRACES의 방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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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TRACES 방식에 한 문서 

 

GEOTRACES의 국제  규모를, 그리고 transects와 처리과정에 한 연구를 수행할 

수많은 실험실을 고려할 때, 장비의 작동부터 표본 처리 차, 그리고 종속 변수의 측정

까지 표본채집의 모든 국면이 GEOTRACES 사용자 매뉴얼에 완벽하게 기술되는 것이 

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S&I 로그램의 목표는 어떠한 화학 해양학 련 격의 실

험실이라도 GEOTRACES 항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서”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이 자세한 설명서뿐만 아니라 S&I 로그램 활동의 모든 계획  설명이 

GEOTRACES의 웹사이트에도 올려져야 할 것이다. 물론, 상호 검정 결과의 많은 부분은 

동료들과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화 될 것이다. GEOTRACES 매뉴얼을 만듦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 인 잇 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들 방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없는 개발

도상국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염되지 않은 rosettes와 같은 몇

몇의 GEOTRACES 표본 채집 장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의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이 문서화 될 것이며,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는 처리 차가 자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한 기  물질을 이용 가능하게 하여, 그

들 차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A. 기존의 1차 표 시료  CRMs 악  신규 표 시료 개발

 

TEI 1차 표 시료, 방사능(radioactive). 

 

부분의 방사성 동 원소의 1차 표 시료는 233Pa만을 제외하고는 학회에서 구하

거나, 시 되고 있다. 이 동 원소는 237Np로부터 몇 달에 한번씩 “짜내어” 측정할 수 있

다. 
231

Pa공인 기  물질에 비하여 측정할 수도 있고, 승인된 우라늄 기 을 이용하여 

딸 계에 있는 
233

U의 성장을 측정할 수도 있다. 모나코의 IAEA 해양 연구실이 
231

Pa 1

차 표 시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237Np로부터 233Pa를 생산해 내는 것을 조율할 수 있

기를 바란다.

 

TEI 1차 표 시료, 미량 원소. 

 

이 표 시료는 한 시 되고 있으며, GEOTRACES의 주요 논 이 아닐 것이다. 그

러나, 미국국가 표 시료  시험 회(NIST)와 같은 정부 기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숙

련도 표 시료” 는 다른 출처로 얻을 수 있는 이나 시  표 시료시료는 GEOTRACES 

분석에서 이용되는 1차 표 시료시료의 품질을 정기 으로 검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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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 기  물질, 용존 상태. 

 

해수 미량 원소에 하여 재 구할 수 있는 CRMs는 NASS-5와 CASS-4(NRC- 

Canada)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GEOTRACES를 해 사용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  물질이 가진 문제 은 TEI 농도가 높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 Fe, Cd, 

Zn은 표면 해수에서 상되는 것보다 100배 가량 더 많다). 우리는 더 낮은 농도 범 에

서의 기  물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우리는 인증 기 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CRMs

이 될 수 없다). 원회는 높은 농도 하나와 낮은 농도 하나, 는 지표수 기  하나와 

심해 기  하나 등 두 가지 기  물질을 개발하기를 권장한다. 이러한 에서, 우리는 

SAFe 해수 표본을 이용하여 다양한 실험실 상호 검증을 시행해야 한다(표본채집  장

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의 오류를 평가하면서). 이 게 하면 상 으로 낮은 비용으로 

유용한 TEI 기  물질을 만들 수 있다. 한계 은 총 SAFe 표본의 양이 제한 이라는 것

이며(3가지 균질 표본은 300L 이하), 개별 시료병의 용량은 500ml 밖에는 안 되며, 많은 

TEIs를 한 사용이 어렵게 된다(SAFe 캘리포니아 해수 ca. 900L는 재 시료병에 보

되어 있지 않고, 큰 폴리에틸  탱크에 보 되어 있다).

 

GEOTRACES는 정확도 검으로 이 맹검(double-blind) 표본의 상호검증방법을 사

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 GEOTRACES 본부에서 하나의 수심으로부터 30~60L의 표

본을 병( 합한 용기에)에 담아 특정 원소 는 원소군을 다루는 모든 실험실로 그것을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차를 정기 으로 진행하면 GEOTRACES에 의하여 측정되는 농

도(심지어는 종분화까지도)는 가능한 정확할 수 있을 것이다. 

 

TEI 기  물질, 미립분자. 

 

해양 미립자에 한 다양한 고체단계의 공인 기  물질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부

분은 순수한 생물학  물질이거나 침 물이다. 해양 기  물질에 한 US NRC 보고서

에서는 조류(algal) 배양균을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이들은 부유 미립자처럼 보이지만, 쇄

양질 성분(detrital matter)dl  없다( , 알루미늄 실리 이트 aluminum silicates). 

Ekfktj, GEOTRACES 로그램은 지속 인 원심 분리와 같은 기술로 부유성분 기  물질

을 해안 는 용승 상황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할 것이다(그러나, 미량

속 세척; Schussler and Kremling, 1993 참조)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GEOTRACES는 

한 미립자 TEIs에 한 이  맹검 표본 검증을 할 수도 있다. 

 

2B. GEOTRACES 기  기지 설립하기 

 

소  “GEOTRACES 기  본부”를 설치함으로써, 로그램은 이것을 transects시 잠

정 인 “닻”으로 는 새로운 방법(표본채집  분석에 한)이 실험될 수 있는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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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다. 상호 검 항해 시 어도 2개 이상의 이 기지가 GEOTRACES 표본 채

집, 처리 그리고 장 방식이 개발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  본부를 설립하

는  다른 방법은 각 항해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GEOTRACES 

transects시 1~2개 사이트를 겹쳐지게 운행하는 것이다. 이상 인 것은, 모든 해양 계선지

마다 근을 용이하게 하는 기  본부를 하나씩 두는 것이다.  다른 근법으로는 이 

기지들을 다음과 같이 기존의 time series에 치시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GEOTRACES Transect 할 때에는 상호 검과정을 로그램의 행  요소로 만들기 

한 한 부분으로 반드시 1개 는 2개의 기  본부를 들러야 한다. 

 

원회의 특정 권장사항  일정

 

1. 이 보고서와 체 인 GEOTRACES 계획,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업무 계획의 안을 잡을 수 있도록 GEOTRACES S&I 로그램 실행 원회

를 설립하라. 후자와 련해서는 EU와 AGU, 기타 다른 회의와 련하여 특별 회의(ad 

hoc meetings)를 개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핵심 GEOTRACES TEI(그리고 가능한 많은 수의 다른 TEIs)의 상호 검을 수행하

라. 이때, 기존 SAFE 해수 표본(병에 담긴, 그러나 한 SAFe 균질 탱크 내 남아있는 Fe로 

약간 오염된 해수도 병에 담아라)을 이용하여 SAFe 표본 채집과 처리 차가 

GEOTRACES에 합한지 평가하고, 어떤 원소가 가장 큰 분석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를 

알아내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라. S&I 로그램의 이 단계는 즉각 으로 시작해야 한다. 

 

3. SAFe 해수 상호 검의 결과  SAFe, 철ages, Clivar 등의 장비  차를 꼼꼼

하게 검토한 후에, 최소 2회의 상호 검 항해를 수행하라. 테스트 되어야 할 표본 채집 

시스템이 빠짐없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것들은 항해를 시작하기 에 확보해야 

한다. 그 게 하고 나면, 향후의 GEOTRACES Transects에서도 이용 가능할 것이다. 상호 

검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이 항해의 목 은 GEOTRACES transect와 로세스 연구에서 

겪는 한계 아래 최  범 의 TEIs를 처리하는 차와 최선의 표본채집장치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것이다. 이 첫 단계는 아마도 어도 1회의 항해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항해에서 추가 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두 번째 항해에 한 특정 

 

4. 한 기 이 되는 자료가 없는 계로 S&I 로그램은 이러한 자료를 

GEOTRACES 다른 로그램 항해 동안 는 제한된 실험실 상황 속에서 개발해야 할 것

이다. 이것은 지속 이고 오랜 기간의 노력이 드는 일이며, 분명한 기  자료 없이도 

GEOTRACES는 상호 검 항해를 끝낸 후, transects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 

정부 실험기 ( , US NIST, NRC-Canada, IAEA)이 표  기  물질을 만드는데 참여하

여 이 임무들  일부를 맡아서 착수해 주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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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III. A new facility for ultraclean sampling of trace 

elements and isotopes in the deep oceans in the 

international Geotraces program

연구 장비들

1. sampler

각각의 12L PVC GO-FLO sampler(General Oceanics Inc.)의 채수 꼭지를 테 론 밸

(Cole Parmer: PNA-06392-31)로 교체하고 내부에 테 론 코 을 스 이 해 개조함. 

Sampler의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해수의 여과를 강화하기 해 sampler 제일 쪽의 

bleeding valve screw-plug를 질소 가스 과의 연결 이 로 교체. 

최 의 검은 고무 스 링은 차가운 심해(2℃)와 더 차가운 남극해에서의 작업을 

해 장력을 헐겁게 함. 이로 인해 bottle의 완벽한 합 실패 횟수가 증가. 나아가 검은 고

무는 다양한 오염에 노출. 따라서 해수의 부식에 항력을 갖춘 스트인 스 강철 SS 316

으로 제작된 특수하고 긴 코일 스 링이 장착. 

이러한 sampler들을 티타늄 임에 구 으로 치시키기 해 각 sampler의 장

착용 장치가 티타늄 장착 이트로 교체되어 두 개의 티타늄 볼트로 임에 부착.

2. 7 mm의 Hydrowire, Winch, Messenger

Kevlar 29 core와 polyster jacket mantle을 서로 꼬아 만든 길이 4,000 m와 직경 7 

mm의 hydrowire를 직경 36 cm의 drum으로 감아 최종 으로 60 cm를 만듦(winch 무게 

4,500 kg). 이러한 단일 Kevlar hydrowire에 개별 으로 장착된 sampler들을 끌어올리기 

해 내부에 스테인 스 강철 안정기(ballast)와 스테인 스 스 링 고정 핀을 갖추고 

체가 테 론인 messenger가 이용됨(그림 1). 

그림 1. 라스틱 7 mm의 Kevlar hydrowire에 장착된 단일 GO-FLO sampler들을 

이양하기 한 Delrin의 Messenger(Du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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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mm CTD Cable

직경 0.25 mm의 7개의 독립 인 내부 단일/도  이블 각각에 직경 17.7 mm의 

hydrowire가 설계되어 직경 5 mm의 Kelvlar 로 둘 를 감고 내부 직경 2.5 mm의 Hydrel 

jacket으로 보호. 이블의 장력은 16,000 kg으로 9,000 kg인 최  하 을 견딜 수 있음.

직경 190 cm의 drum에 직경이 260 cm가 될 때까지 감아 만든 이블(그림 2)은 

랑스의 Kley 30, Boulevard Bellerive, Rueil Malmaison에 의해 특수하게 제작(www. 

kleyfrance.fr). 

그림 2. Kley France winch. 재원: 20피트

(ISO IC20’) container, 외부 길이: 

6,060 mm, 외부 깊이: 2,440 mm, 

외부 높이: 3,258 mm, 무게: 22톤. 

보이지 않는 부분에 Kley-France 

winch가 실제 winch의 10 m 이블

내에 치하도록 하는 powerpack이 

있음. 이는 10피트의 (ISO D10’)의 

container이며 외부 길이는 2,991mm, 

외부 깊이는 2,330 mm, 외부 높이는 

2,591 mm, 무게는 5톤임. 력은 3

상 380 V, 20 Hz, 200 A. 투자비용

은 약 40만 유로 그리고 Kevlar cable에 한 미화 20만 달러임.

4. Sheaving Block

17.7 mm의 이블이 바다 속의 더 큰 직경(110 cm, 두께 94 mm)의 wheel로 이어

짐. Polyamide Ertalon 6PLA로 만들어진 wheel의 큰 직경이 가능하기 해서는 이블

의 체 인 장력을 감소시켜 주기 해 Kevlar 선의 단 응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wheel은 간에 이블이 감길 홈이 있으며 그래서 이블은 wheel의 임과 로 

되지 않음. wheel은 배 앙의 높은 A- 임에 의해 혹은 Polarstern의 갑 에 설치

되어 외부로 확장된 load-arm에 의해 지지됨.

 

5. Pilot Rosette Frame

본 연구를 해 단순한 6각형 모양의 CTD/Rosette 임이 설계되었으며(그림 3), 해

수에서의 최 의 부식- 항 재료로 선택된 스테인 스 강철 합  SS 316으로 만들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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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Pilot Rosette. 왼쪽에는 실리콘       

tubing을 통해 상단 오른쪽에서 보이는 

앙 회  장치와 연결되는 각각의 흰

색 라스틱 방출 장치를 지닌 4개의 

변형된 GO-FLO sampler가 있음. 선박

의 진공 line과 연결되었으며 임 

에 있는 헐거운 tube는 갑 에서 

체 시스템을 진공시키는 데에 이용되며

그 결과 각 방출 장치의 piston은 높은 

치로 흡입됨.

 Filarc RS316LC-P 용 으로 기 용 된 체 임은 비 속성 Sa2.5로 세척된 

후에 60 Mu의 epoxy-분말 primer와 60-80Mu의 polyster-분말코 의 이  에폭시로 코

되었음. 임을 200℃의 고온 오 에 치시킴으로써 분말코 이 용해되어 임에 고

정됨. 실제 CTD 센서-패키지는 물론 다른 센서들( , 학 센서) 모두 티타늄 틀로 보호.

6. Hydraulics

개별 sampler들은 샘 링 작업 시작을 해 24-position 회 식 다 밸  장치와 연

결된 실리콘 고무 tubing(내부 직경 6 mm, 외부 직경 12 mm)을 통해 해수 수리학  장

치가 장착(그림 4a,b). Seasafer for Windows로 운 되는 SBE-9/11+CTD의 모뎀 채 을 

통해 조정되는(티타늄 틀로 보호되는) 기 보조모터로 작동(Ober 외, 2002). 각 배출 부

품은 장력 스 링을 지녔으며 이블 hook의 방출을 이끄는 피스톤으로 구성. 24개의 방

출 부품과 연결 장비를 배치하기에 앞서 실리콘 tubing이 진공 line과 함께 갑 으로 방

출. 그 결과 내부 스 링이 압출되어 피스톤이 제일 쪽에 치하며 모든 GO-FLO 

sampler들이 닫힘. sampler들을 기와 수면 면을 가로지르는 폐된 공간에 치시

킨 후에 GO-FLO sampler의 표  압력 장치가 1 기압으로 작용해 모든 sampler들이 

개방. 로 올리면서 샘 링 깊이에서 24개의 밸   하나를 열어 다 밸 의 회  장치

가 작동해 해수가 실리콘 tubing을 통해 유입되며, 스 링에 의해 으로 려지는 피스

톤 쪽의 진공 공간을 해수가 채우고 hook가 방출되며 GO-FLO trip wire를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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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개별 방출 장치. B) 24개 치 멀티밸 의 내부. C) 두 부품의 사진. 

GO-FLO sampler의 내부 밸 와 스 링을 지닌 방출 장치는 방출 hook에 걸

려 있음. 해수가 멀티밸 의 상단으로부터 유입되면 스 링이 압력을 낮추어 

piston을 아래로 어 hook가 방출됨. 방출 장치와 멀티밸 는 모두 

Ertacetal-POMC 라스틱(http://www.eriks.nl/)으로 만들어져 있음.

7. Titanium Frame

GEOTRACES 로그램은 92개의 기존 화학 원소와 그들의 동 원소를 목표로 하며, 

샘 링 시스템은 최소한 하나의 화학 원소로 만들어져야 함. 철과 알루미늄 원소에 한 

지 한 과학  심을 감안해 이들 원소는 임을 만드는 데 합하지 않음. 탄소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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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라스틱을 포함해 다양한 재질을 검토한 끝에 최종 으로 순수 티타늄이 선택됨. 

티타늄 원소 자체가 오염 물질의 추 자(tracer)로서 지구화학 으로 흥미로운 원소이지만

(Skrabal, 2006), 해양에서의 티타늄에 한 연구는 일반 인 Niksin 혹은 NOEX(그림 3) 

sampler가 할 수도 있으며 통 인 표  스테인 스 강철 CTD/Rosette 샘 링 시

스템(그림 3)에 의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

 

회 식이 아닌 모든 모양의 임을 가능  하는 수리학  다 밸 는 2열로 12개

의 sampler를 담고 있으며 표  sea-container 역의 연구실 van 안쪽에 치할 수 있는 

직사각형의 임 설계로 이어졌음(그림 5). 

그림 5. GO-FLO sampler를 담고 있는 임의 측면도. 각 GO-FLO sampler의 흰

색 개별 시동 장치는 하단부 앙의 흰색 24 치 멀티밸 로 연결되어 있음에 

주의. 앙 상단에는 티타늄의 덮개를 지닌 센서들이 왼쪽(CTD)과 오른쪽(

학)에 장착되어 있고, 하단의 수평 box들은 임 각 코 의 나일론 바퀴의 

덮개이며, 핸들을 이용해 작동되는 이크로 고정. 하단의 알루미늄 carriage

는 사진의 왼쪽 하단에 보이는 fork를 이용해 들어 올릴 수 있음. 티타늄 재질

을 포함한 임의 제조비용은 약 48,000 유로이며 티타늄 압력 용기의 CTD 

센서 패키지 구매 비용은 추가 으로 60,000 유로임. 여기에는 미국 마이애미

의 ㈜General Oceanics가 공 하는 GO-FLO sampler의 구매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CTD(Seabird 9-/11 plus)가 장착된 임의 아래 간은 각각의 티타늄 틀로 보호

되는 센서 그리고 각각의 라스틱 틀로 보호되는 학 후방 산란 부품(OBS, Seapoin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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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 완성됨. 나아가 장치를 해 로 내릴 때에 한 장력을 보장하기 한 안정기가 

장착됨. 티타늄 박스들은 티타늄 용 으로 합된 500 kg의 납 안정기로 채워졌으며 

임이 배의 갑  로 이동될 때 최 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해 가능한 한 낮게 장착. 

임은 4개의 polyurethane wheel(직경 20 cm)에 세워졌으며 바다에서 수면 로 나오

는 즉시 수동식 수력학 리 이 장착된 특수 운반기 에 놓임. 체 조립은 갑  에

서 이 지며 그 과정에서 티타늄 임은 배의 갑 과 로 직 으로 하지 않

게 함. 임이 연구실 내로 이동되면 티타늄으로 만든 바닥 클램 로 고정.

 

8. Ultraclean Air Laboratory container van

실험실(그림 6)은 sampler를 포함한 티타늄 임의 치 바로 에 청정 공기가 

흘러 내려오도록 설계. 공기의 두 개의 출구는 각각이 양 면을 따라 배치되어 공기가 

다양한 HEPA 필터(F-7 사  필터, F-9 최종 필터; CEN, 2002)를 이용해 재순환되는 기술

실(technical room)은 물론 안정 인 온도에 도달되기 한 에어컨 장치를 통과함. 1회 순

환 시 약 12%의 공기가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공기와 교체되며 이 비율은 조정이 가능. 

1,800/m
3
/hour의 교환 속도에서 그리고 1인이 1시간당 50m

3
의 부피를 필요로 한다면 

150m3/hour/1인 혹은 12%는(보통 연구실의 인원은 1-2인이지만) 3인의 작업을 가능  

함. 에어컨은 청정실 실내 온도가 어디에서나 5(±1)과 20(±1)℃ 사이를 유지하도록 해 .

국제(ISO) class-7에 한 청정실 테스트는 실험실 내에 치한 MetOne 3313 학 

입자 counter를 이용해 수행. 안정 인 운용 일 때 110 cm 높이의 입자 수는 0.5 μm 

과의 입자가 12개/m
3
이었으며 5 μm 이상의 입자는 없게 함. 회복 시간은 0.5 μm 이상 

크기 입자의 수를 700만개/m3까지 증가시키는 연기 생성기에 의해 테스트 되었으며 90

 이내에 입자의 수가 100만분의1의 미만인 1개로 감소되었음. 실제로 이러한 성능은 

ISO class 6 청정실의 기 에도 도달하는 것임. 각각의 GO-FLO sampler의 쪽은 필터 

카트리지(0.45 μm, Sartorius, Midisart 2000)를 통해 공 되는 질소 가스 라인으로 연결되

는 실리콘 튜 의 끝과 연결됨. 아래 쪽의 Teflon 해수 배수 밸 는 PTFE 튜  그리고 

필터링 카트리지의 커넥터와 연결.

이러한 청정 연구실은 GO-FLO sampler로부터 필터 카트리지를 통해 다양한

(100-1,000 ml) 용기(pH 1.8)로 해수를 옮길 때에만 이용됨. 각 용기는 라스틱 bag 내에 

포장되었으며 큰 bag에 포장된 라스틱 나무상자에 넣어짐. 이 상자는 다른 청정 연구

실 container로 옮겨져 최종 장 분석에 이용되거나 이후의 육지 실험실에서의 분석을 

해 실온 혹은 냉장고에 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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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청정 연구실 container의 설계. 지붕의 크림색의 airduct가 여과되고 온도 조

된 공기를 GO-FLO sampler가 들어 있는 티타늄 임 바로 쪽에서 

HEPA filter를 통해 아래로 보냄. 하단의 공기는 어두운 녹색의 두 개의 flow 

duct를 통해 자주색 벽 뒤쪽의 기술실로 보내져 다시 여과됨. 한 쪽 끝의 

workbench는 개별 sample 용기를 하나의 라스틱 bag으로 포장하고 bench 

아래의 운송 장치로 올려놓기 한 청정 공기의 흐름을 조 . 오른쪽은 

benchtop 냉장고임. 앙의 하단 workbench는 비상시 탈출구임. 4개의 나일론 

wheel 의 티타늄 임은 외부에서 어져 container 바닥의 홈으로 들어가

며 이 장치 한 수 되는 해수를 배출하는 역할을 함. 청정 container는 20피

트의 High Cube container이며 외부 길이는 6,060 mm, 내부 깊이는 2,440 

mm, 외부 높이는 2,895 mm 무게는 약 8톤이며 력은 240V, 50Hz, 16A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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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V.  Korea-Geotraces 추진을 한 TEI Clean System

에 한 구성과 운 에 한 시설조사 보고서

1. 시설보유국 : 미국 (노폭, Old Dominion University)

2. 담당교수: Prof. Gregory Cutter

3. 주요 사항

○ 화학해양학 심의 GEOTRACES 국제 로그램 참여를 하여 Korea-GEOTRACES 연구 

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에서 TEI 시료를 채취하고 처리하기 한 장비의 구성과 

취득과정에 한 시설 정보 획득

○ 재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 2  (하와이 , 올드도미니언 ) 의 하나이고, 유일

하게 8,000m Wire를 장착하고 있으며 GEOTRACES에 핵심 으로 참여하고 있는 ODU

의 G. Cutter 교수를 방문하여 Clean sampling van, Winch, Electro-Mech Cable, 

Carousel,  Go-flo Bt)  장용 물품 이동 용기에 하여 장 방문, 주요 부분의 

구성과 재질, 구매  장 사용 등에 한 정보를 얻었음. 구매에 한 정보는 

PDF 일로 수집

4. 첨부자료

:TEI Sampling System Spec.  구매, 장 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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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lean Winch Trailer(상)  Carousel과 GO Flo 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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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V.

Korea-Geotraces 연구사업에 대한 Korea-Geotraces 연구사업에 대한 Korea-Geotraces 연구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여론조사 보고서여론조사 보고서

200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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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목적

1. ○ 본 조사는 Korea-Geotraces 사업의 타당성 검토  추진 방향 연구사업 등과 

련한 수도권 시민들의 의견을 악하여, 향후 Korea-Geotraces 사업 등에 

한 연구에 기 자료로 활용할 목 으로 실시되었음. 

2.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조 사 기 간  2009년 09월 28일 ~ 10월 14일

조 사 지 역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조 사 대 상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세대원

표 본 크 기  500 명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서 ±4.4%point

표 본 추 출  지역별/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조 사 방 법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자 료 수 집  (주) 동서리서치 (대표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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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비율(%)

전 체 500 100.0

성 별
남 성 247 49.4

여 성 253 50.6

연 령 별

2  0        대  83 10.4

3  0        대 208 28.8

4  0        대 260 32.8

5  0  대   이상 249 28.0

지 역 별

서         울 220 44.0 

인         천 56 11.2 

경         기 224 44.8

세 대 주 여 부
세    대    주 291 58.2 

세 대 주  아  님 209 41.8 

학 력 별

중  졸   이  하 14 2.8 

고  졸   이  하 220 44.0 

대  재   이  상 266 53.2 

월 평 균
가 구 소 득 별

2 0 0 만 원  미 만 22 4.4 

200~300만원 미

만
79 15.8 

300~400만원 미

만
168 33.6 

400~500만원 미

만
148 29.6 

5 0 0 만 원  이 상 83 16.6 

주택소유여부
별

소         유 373 74.6 

미    소    유 127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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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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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A1 】육지과학연구 대비 해양과학연구 중요도
             
-------------------------------------------------------------------------------------------------------

              [ 문    A1 ] 귀하께서는 해양 과학연구가 육지 과학연구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계
                                                                 -------- --------
                                                                    %        %
                                     ------------------------------------------------------
                                     ■ 전        체 ■   (500)    84.6     15.4    100.0

                                     ▣ 성        별 ▣
                                        남        성      (261)    84.8     15.2    100.0
                                        여        성      (239)    81.4     18.6    100.0

                                     ▣ 연   령   별 ▣
                                        2 0       대      (152)    81.5     18.5    100.0
                                        3 0       대      (134)    80.0     20.0    100.0
                                        4 0       대      (114)    85.7     14.3    100.0
                                        5 0 대 이 상      (100)    82.1     17.9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170)    85.9     14.1    100.0
                                        인   천   시      (126)    71.1     28.9    100.0
                                        경   기   도      (204)    70.3     29.8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201)    82.2     17.8    100.0
                                        비 세  대 주      (299)    81.5     18.5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4)    71.6     28.4    100.0
                                        고 졸  이 하      (120)    76.8     23.2    100.0
                                        대 재  이 상      (366)    84.2     15.8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2)    81.4     18.6    100.0
                                      200~300만원 미만    (129)    85.0     15.0    100.0
                                      300~400만원 미만    (138)    83.1     16.9    100.0
                                      400~500만원 미만    (128)    83.1     16.9    100.0
                                        500만원 이상       (33)    83.1     16.9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273)    83.3     16.7    100.0
                                        미   소   유      (227)    89.5     10.5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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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A2 】타 해양국가 대비 한국 국제공동연구 투자 수준에 대한 견해
             
-------------------------------------------------------------------------------------------------------

              [ 문    A2 ] 귀하께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다른 해양국가에 비해 한국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투자가 크게 부족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계
                                                                 -------- --------
                                                                    %        %
                                     ------------------------------------------------------
                                     ■ 전        체 ■   (500)    90.0     10.0    100.0

                                     ▣ 성        별 ▣
                                        남        성      (277)    91.5      8.5    100.0
                                        여        성      (223)    91.2      8.8    100.0

                                     ▣ 연   령   별 ▣
                                        2 0       대      (152)    90.2      9.8    100.0
                                        3 0       대      (144)    92.1      7.9    100.0
                                        4 0       대      (104)    89.0     11.0    100.0
                                        5 0 대 이 상      (100)    90.9      9.1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200)    92.3      7.7    100.0
                                        인   천   시      (106)    91.2      8.8    100.0
                                        경   기   도      (194)    85.4     14.6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211)    89.1     10.9    100.0
                                        비 세  대 주      (289)    90.3      9.7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4)    88.7     11.3    100.0
                                        고 졸  이 하      (120)    89.5     10.5    100.0
                                        대 재  이 상      (366)    91.1      8.9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    85.8     14.2    100.0
                                      200~300만원 미만     (89)    90.4      9.6    100.0
                                      300~400만원 미만    (168)    91.0      9.0    100.0
                                      400~500만원 미만    (138)    89.2     10.8    100.0
                                        500만원 이상       (85)    90.1      9.9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303)    91.6      8.4    100.0
                                        미   소   유      (197)    87.3     12.7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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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A   A3 】제시된 최소값 지불의사-A형
             
-------------------------------------------------------------------------------------------------------

              [ 문A   A3 ] 귀하의 가구는 Korea-Geotraces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동안 1년에 1회 [Q1]원을
                           소득세를 통해 지불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Korea-Geotraces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
                                     ■ 전        체 ■   (250)    32.2     67.8    100.0

                                     ▣ 성        별 ▣
                                        남        성      (146)    32.6     67.4    100.0
                                        여        성      (104)    32.0     68.0    100.0

                                     ▣ 연   령   별 ▣
                                        2 0       대       (39)    43.3     56.7    100.0
                                        3 0       대       (95)    42.7     57.3    100.0
                                        4 0       대       (68)    20.8     79.2    100.0
                                        5 0 대 이 상       (48)    32.2     67.8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101)    30.3     69.7    100.0
                                        인   천   시       (29)    31.7     68.3    100.0
                                        경   기   도      (120)    38.6     61.4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112)    32.2     67.8    100.0
                                        비 세  대 주      (138)    36.4     63.6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5)    32.3     67.7    100.0
                                        고 졸  이 하      (117)    33.3     66.7    100.0
                                        대 재  이 상      (128)    39.2     60.8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8)    33.2     66.8    100.0
                                      200~300만원 미만     (45)    37.1     62.9    100.0
                                      300~400만원 미만     (73)    27.7     72.3    100.0
                                      400~500만원 미만     (92)    31.8     68.2    100.0
                                        500만원 이상       (32)    41.2     58.8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137)    31.7     68.3    100.0
                                        미   소   유      (113)    41.9     58.1    100.0

                                     ▣ 제 시 금 액A ▣
                                        1000/ 3000원       (44)    61.2     38.8    100.0
                                        2000/ 4000원       (22)    34.0     66.0    100.0
                                        3000/ 5000원       (22)    48.5     51.5    100.0
                                        4000/ 6000원       (24)    37.0     63.0    100.0
                                        5000/ 7000원       (26)    26.5     73.5    100.0
                                        6000/ 8000원       (27)    33.3     66.7    100.0
                                        7000/ 9000원       (28)    25.0     75.0    100.0
                                        8000/10000원       (30)    22.0     78.0    100.0
                                        9000/11000원       (27)    20.8     79.2    100.0
                                       10000/12000원       ( 0)      .0    10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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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A   A4 】제시된 최대값 지불의사-A형
             
-------------------------------------------------------------------------------------------------------

              [ 문A   A4 ]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Korea-Geotraces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동안 1년에 1회 [Q2]
원을 
                           소득세를 통해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Korea-Geotraces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
                                     ■ 전        체 ■    (86)    50.5     49.5    100.0

                                     ▣ 성        별 ▣
                                        남        성       (50)    37.2     62.8    100.0
                                        여        성       (36)    62.4     37.6    100.0

                                     ▣ 연   령   별 ▣
                                        2 0       대       (12)    40.0     60.0    100.0
                                        3 0       대       (36)    45.9     54.1    100.0
                                        4 0       대       (14)    42.1     57.9    100.0
                                        5 0 대 이 상       (24)    52.1     47.9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31)    20.3     79.7    100.0
                                        인   천   시       (11)    25.6     74.4    100.0
                                        경   기   도       (44)    70.5     29.5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42)    40.1     59.9    100.0
                                        비 세  대 주       (44)    61.8     38.2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2)   100.0       .0    100.0
                                        고 졸  이 하       (30)    42.7     57.3    100.0
                                        대 재  이 상       (54)    51.4     48.6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    61.7     38.3    100.0
                                      200~300만원 미만     (11)    30.8     69.2    100.0
                                      300~400만원 미만     (25)    45.8     54.2    100.0
                                      400~500만원 미만     (25)    51.7     48.3    100.0
                                        500만원 이상       (20)    78.8     21.2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39)    55.3     44.7    100.0
                                        미   소   유       (47)    40.7     59.3    100.0

                                     ▣ 제 시 금 액A ▣
                                        1000/ 3000원        (5)    51.3     48.7    100.0
                                        2000/ 4000원        (9)    33.3     66.7    100.0
                                        3000/ 5000원       (13)    55.8     44.2    100.0
                                        4000/ 6000원       (20)    60.0     40.0    100.0
                                        5000/ 7000원        (5)    28.6     71.4    100.0
                                        6000/ 8000원       (11)    68.7     31.3    100.0
                                        7000/ 9000원        (7)    42.9     57.1    100.0
                                        8000/10000원        (7)    65.7     34.3    100.0
                                        9000/11000원        (4)    20.0     80.0    100.0
                                       10000/12000원        (5)    75.0     25.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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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B   A3 】제시된 최대값 지불의사-B형
             
-------------------------------------------------------------------------------------------------------

              [ 문B   A3 ] 귀하의 가구는  Korea-Geotraces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동안 1년에 1회 [Q2]원을 
                           소득세를 통해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Korea-Geotraces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
                                     ■ 전        체 ■   (250)    10.4     89.6    100.0

                                     ▣ 성        별 ▣
                                        남        성      (101)    23.7     76.3    100.0
                                        여        성      (149)     7.0     93.0    100.0

                                     ▣ 연   령   별 ▣
                                        2 0       대       (93)     8.7     91.3    100.0
                                        3 0       대       (99)    12.9     87.1    100.0
                                        4 0       대       (36)    17.6     82.4    100.0
                                        5 0 대 이 상       (22)    11.9     88.1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130)     7.3     92.7    100.0
                                        인   천   시       (17)    15.1     84.9    100.0
                                        경   기   도      (103)    22.5     77.5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129)    21.7     78.3    100.0
                                        비 세  대 주      (121)     8.2     91.8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1)    33.4     66.6    100.0
                                        고 졸  이 하      (101)     9.4     90.6    100.0
                                        대 재  이 상      (138)    21.7     78.3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3)    11.4     88.6    100.0
                                      200~300만원 미만     (24)    19.2     80.8    100.0
                                      300~400만원 미만     (95)    18.8     81.2    100.0
                                      400~500만원 미만     (87)     9.0     91.0    100.0
                                        500만원 이상       (21)    21.0     79.0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206)    19.7     80.3    100.0
                                        미   소   유       (44)    12.5     87.5    100.0

                                     ▣ 제 시 금 액A ▣
                                        3000/ 1000원       (20)    33.0     67.0    100.0
                                        4000/ 2000원       (30)    20.0     80.0    100.0
                                        5000/ 3000원       (13)    15.0     85.0    100.0
                                        6000/ 4000원       (35)    11.0     89.0    100.0
                                        7000/ 5000원       (27)    14.8     85.2    100.0
                                        8000/ 6000원       (26)    17.2     82.8    100.0
                                        9000/ 7000원       (20)     8.0     92.0    100.0
                                       10000/ 8000원       (30)    20.0     80.0    100.0
                                       11000/ 9000원       (22)     9.4     90.6    100.0
                                       12000/10000원       (27)     9.1     90.9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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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B   A4 】제시된 최소값 지불의사-B형
             
-------------------------------------------------------------------------------------------------------
              [ 문B   A4 ]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Korea-Geotraces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동안 1년에 1회 [Q1]
원을
                           소득세를 통해 지불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Korea-Geotraces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
                                     ■ 전        체 ■   (209)    18.1     81.9    100.0

                                     ▣ 성        별 ▣
                                        남        성       (79)    19.1     80.9    100.0
                                        여        성      (130)    17.6     82.4    100.0

                                     ▣ 연   령   별 ▣
                                        2 0       대       (71)    14.8     85.2    100.0
                                        3 0       대       (99)    20.2     79.8    100.0
                                        4 0       대       (20)    15.7     84.3    100.0
                                        5 0 대 이 상       (19)    10.1     89.9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162)    16.9     83.1    100.0
                                        인   천   시       (14)    19.5     80.5    100.0
                                        경   기   도       (33)    18.4     81.6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56)    19.4     80.6    100.0
                                        비 세  대 주      (153)    16.8     83.2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7)     9.7     90.3    100.0
                                        고 졸  이 하       (52)    19.8     80.2    100.0
                                        대 재  이 상      (150)    16.7     83.3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1)      .0    100.0    100.0
                                      200~300만원 미만     (86)    15.6     84.4    100.0
                                      300~400만원 미만     (39)    18.7     81.3    100.0
                                      400~500만원 미만     (21)    18.2     81.8    100.0
                                        500만원 이상       (12)    19.5     80.5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113)    19.8     80.2    100.0
                                        미   소   유       (96)    13.6     86.4    100.0

                                     ▣ 제 시 금 액A ▣
                                        3000/ 1000원       (42)    30.5     69.5    100.0
                                        4000/ 2000원       (17)    13.0     87.0    100.0
                                        5000/ 3000원       (25)    11.0     89.0    100.0
                                        6000/ 4000원       (16)     9.8     90.2    100.0
                                        7000/ 5000원       (24)      .0    100.0    100.0
                                        8000/ 6000원       (20)     9.8     90.2    100.0
                                        9000/ 7000원       (25)    17.0     83.0    100.0
                                       10000/ 8000원       (18)      .0    100.0    100.0
                                       11000/ 9000원       (22)     6.0     94.0    100.0
                                       12000/10000원       ( 0)      .0    10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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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A5 】1원 이상 지불의사여부
             
-------------------------------------------------------------------------------------------------------
              [ 문    A5 ] 그렇다면 귀하는 단 1원도 지불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지불할   지불할     계
                                                                  의사가   의사가
                                                                  있다     없다
                                                                 -------- --------
                                                                    %        %
                                     ------------------------------------------------------
                                     ■ 전        체 ■   (356)    29.7     70.3    100.0

                                     ▣ 성        별 ▣
                                        남        성      (191)    30.0     70.0    100.0
                                        여        성      (165)    29.2     70.8    100.0

                                     ▣ 연   령   별 ▣
                                        2 0       대      (135)    30.1     69.9    100.0
                                        3 0       대      (175)    25.1     74.9    100.0
                                        4 0       대       (27)    22.4     77.6    100.0
                                        5 0 대 이 상       (19)    21.2     78.8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272)    28.1     71.9    100.0
                                        인   천   시       (41)     8.8     91.2    100.0
                                        경   기   도       (43)    21.8     78.2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226)    27.4     72.6    100.0
                                        비 세  대 주      (130)    29.5     70.5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9)    11.1     88.9    100.0
                                        고 졸  이 하      (100)    28.1     71.9    100.0
                                        대 재  이 상      (247)    29.2     70.8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7)    25.9     74.1    100.0
                                      200~300만원 미만    (106)    25.4     74.6    100.0
                                      300~400만원 미만     (73)    29.4     70.6    100.0
                                      400~500만원 미만     (58)    39.4     60.6    100.0
                                        500만원 이상       (22)    17.2     82.8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66)    29.1     70.9    100.0
                                        미   소   유      (290)    29.7     70.3    100.0

                                     ▣ 제 시 금 액A ▣
                                        1000/ 3000원       (38)    32.5     67.5    100.0
                                        2000/ 4000원       (16)    25.0     75.0    100.0
                                        3000/ 5000원       (14)    24.3     75.7    100.0
                                        4000/ 6000원       (17)    29.4     70.6    100.0
                                        5000/ 7000원       (19)    21.1     78.9    100.0
                                        6000/ 8000원       (18)    38.9     61.1    100.0
                                        7000/ 9000원       (18)    27.8     72.2    100.0
                                        8000/10000원       (18)    11.1     88.9    100.0
                                        9000/11000원       (19)    21.1     78.9    100.0
                                       10000/12000원       (12)    29.4     70.6    100.0
                                        3000/ 1000원       (15)      .0    100.0    100.0
                                        4000/ 2000원       (17)    17.6     82.4    100.0
                                        5000/ 3000원       (18)    11.1     88.9    100.0
                                        6000/ 4000원       (21)    25.0     75.0    100.0
                                        7000/ 5000원       (22)    34.8     65.2    100.0
                                        8000/ 6000원       (25)    33.0     67.0    100.0
                                        9000/ 7000원       (15)    30.0     70.0    100.0
                                       10000/ 8000원       (10)    20.0     80.0    100.0
                                       11000/ 9000원       (14)    23.3     76.7    100.0
                                       12000/10000원       (10)    20.0     8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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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B1 】세대주 여부
             
-------------------------------------------------------------------------------------------------------
              [ 문    B1 ] 세대주 여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계
                                                                 -------- --------
                                                                    %        %
                                     ------------------------------------------------------
                                     ■ 전        체 ■   (500)    58.2     41.8    100.0

                                     ▣ 성        별 ▣
                                        남        성      (247)    97.6      2.4    100.0
                                        여        성      (253)    19.8     80.2    100.0

                                     ▣ 연   령   별 ▣
                                        2 0       대       (52)    53.8     46.2    100.0
                                        3 0       대      (144)    56.9     43.1    100.0
                                        4 0       대      (164)    57.9     42.1    100.0
                                        5 0 대 이 상      (140)    61.4     38.6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220)    55.5     44.5    100.0
                                        인   천   시       (56)    67.9     32.1    100.0
                                        경   기   도      (224)    58.5     41.5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291)   100.0       .0    100.0
                                        비 세  대 주      (209)      .0    100.0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4)    64.3     35.7    100.0
                                        고 졸  이 하      (220)    45.9     54.1    100.0
                                        대 재  이 상      (266)    68.0     32.0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72.7     27.3    100.0
                                      200~300만원 미만     (79)    60.8     39.2    100.0
                                      300~400만원 미만    (168)    57.7     42.3    100.0
                                      400~500만원 미만    (148)    53.4     46.6    100.0
                                        500만원 이상       (83)    61.4     38.6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373)    58.7     41.3    100.0
                                        미   소   유      (127)    56.7     43.3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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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B2-1 】전체 가족수
             
-------------------------------------------------------------------------------------------------------
              [ 문    B2 ] 가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8명       계
                                          -------- -------- -------- -------- -------- -------- --------
                                             %        %        %        %        %        %        %
              --------------------------------------------------------------------------------------------------
              ■ 전        체 ■   (500)     5.0     11.0     21.4     52.2      8.2      2.0       .2    100.0

              ▣ 성        별 ▣
                 남        성      (247)     7.3     11.7     20.6     52.2      6.9      1.2       .0    100.0
                 여        성      (253)     2.8     10.3     22.1     52.2      9.5      2.8       .4    100.0

              ▣ 연   령   별 ▣
                 2 0       대       (52)    21.2     34.6     25.0     19.2       .0       .0       .0    100.0
                 3 0       대      (144)     8.3     12.5     24.3     42.4     11.1      1.4       .0    100.0
                 4 0       대      (164)      .0      1.8     18.9     65.9      8.5      4.3       .6    100.0
                 5 0 대 이 상      (140)     1.4     11.4     20.0     58.6      7.9       .7       .0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220)     6.4     10.0     19.1     54.1      8.2      2.3       .0    100.0
                 인   천   시       (56)     5.4     17.9     32.1     39.3      5.4       .0       .0    100.0
                 경   기   도      (224)     3.6     10.3     21.0     53.6      8.9      2.2       .4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291)     8.6     12.7     20.3     49.5      7.2      1.7       .0    100.0
                 비 세  대 주      (209)      .0      8.6     23.0     56.0      9.6      2.4       .5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4)    14.3     21.4      7.1     50.0      7.1       .0       .0    100.0
                 고 졸  이 하      (220)     1.8      9.5     20.0     56.4     10.0      2.3       .0    100.0
                 대 재  이 상      (266)     7.1     11.7     23.3     48.9      6.8      1.9       .4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54.5     18.2     18.2      9.1       .0       .0       .0    100.0
               200~300만원 미만     (79)    11.4     13.9     29.1     43.0      1.3      1.3       .0    100.0
               300~400만원 미만    (168)     1.8     12.5     26.2     50.0      8.3       .6       .6    100.0
               400~500만원 미만    (148)      .7     10.1     14.9     62.2     10.1      2.0       .0    100.0
                 500만원 이상       (83)      .0      4.8     16.9     59.0     13.3      6.0       .0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373)     1.3      8.6     22.0     56.3      9.4      2.1       .3    100.0
                 미   소   유      (127)    15.7     18.1     19.7     40.2      4.7      1.6       .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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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B2-2 】소득이 있는 가족수
             
-------------------------------------------------------------------------------------------------------
              [ 문    B2 ] 가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계
                                                   -------- -------- -------- -------- --------
                                                      %        %        %        %        %
                       --------------------------------------------------------------------------------
                       ■ 전        체 ■   (500)    51.0     45.0      3.0       .8       .2    100.0

                       ▣ 성        별 ▣
                          남        성      (247)    57.5     38.5      3.6       .4       .0    100.0
                          여        성      (253)    44.7     51.4      2.4      1.2       .4    100.0

                       ▣ 연   령   별 ▣
                          2 0       대       (52)    61.5     36.5      1.9       .0       .0    100.0
                          3 0       대      (144)    60.4     39.6       .0       .0       .0    100.0
                          4 0       대      (164)    45.7     51.8      1.2       .6       .6    100.0
                          5 0 대 이 상      (140)    43.6     45.7      8.6      2.1       .0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220)    48.2     46.4      4.1       .9       .5    100.0
                          인   천   시       (56)    41.1     53.6      3.6      1.8       .0    100.0
                          경   기   도      (224)    56.3     41.5      1.8       .4       .0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291)    55.0     40.2      4.1       .3       .3    100.0
                          비 세  대 주      (209)    45.5     51.7      1.4      1.4       .0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4)    35.7     42.9     21.4       .0       .0    100.0
                          고 졸  이 하      (220)    39.1     55.0      3.6      1.8       .5    100.0
                          대 재  이 상      (266)    61.7     36.8      1.5       .0       .0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86.4     13.6       .0       .0       .0    100.0
                        200~300만원 미만     (79)    82.3     16.5      1.3       .0       .0    100.0
                        300~400만원 미만    (168)    54.2     45.2       .6       .0       .0    100.0
                        400~500만원 미만    (148)    39.2     58.8      2.0       .0       .0    100.0
                          500만원 이상       (83)    26.5     55.4     12.0      4.8      1.2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373)    46.9     48.0      4.0      1.1       .0    100.0
                          미   소   유      (127)    63.0     36.2       .0       .0       .8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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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B3-1 】미취학 아동 인원
             
-------------------------------------------------------------------------------------------------------
              [ 문    B3 ] 해당 가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0명      1명      2명      3명       계
                                                        -------- -------- -------- --------
                                                           %        %        %        %
                            ------------------------------------------------------------------------
                            ■ 전        체 ■   (500)    80.4     12.4      7.0       .2    100.0

                            ▣ 성        별 ▣
                               남        성      (247)    82.2     10.1      7.7       .0    100.0
                               여        성      (253)    78.7     14.6      6.3       .4    100.0

                            ▣ 연   령   별 ▣
                               2 0       대       (52)    69.2     21.2      9.6       .0    100.0
                               3 0       대      (144)    59.0     23.6     16.7       .7    100.0
                               4 0       대      (164)    86.0     10.4      3.7       .0    100.0
                               5 0 대 이 상      (140)   100.0       .0       .0       .0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220)    81.8     10.5      7.7       .0    100.0
                               인   천   시       (56)    76.8     19.6      3.6       .0    100.0
                               경   기   도      (224)    79.9     12.5      7.1       .4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291)    83.2     10.0      6.9       .0    100.0
                               비 세  대 주      (209)    76.6     15.8      7.2       .5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4)   100.0       .0       .0       .0    100.0
                               고 졸  이 하      (220)    86.4      7.3      6.4       .0    100.0
                               대 재  이 상      (266)    74.4     17.3      7.9       .4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86.4      9.1      4.5       .0    100.0
                             200~300만원 미만     (79)    60.8     21.5     17.7       .0    100.0
                             300~400만원 미만    (168)    78.6     14.3      6.5       .6    100.0
                             400~500만원 미만    (148)    85.1     10.1      4.7       .0    100.0
                               500만원 이상       (83)    92.8      4.8      2.4       .0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373)    84.5     11.0      4.6       .0    100.0
                               미   소   유      (127)    68.5     16.5     14.2       .8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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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B3-2 】초중고생 인원
             
-------------------------------------------------------------------------------------------------------
              [ 문    B3 ] 해당 가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계
                                                   -------- -------- -------- -------- --------
                                                      %        %        %        %        %
                       --------------------------------------------------------------------------------
                       ■ 전        체 ■   (500)    52.8     20.4     25.0      1.6       .2    100.0

                       ▣ 성        별 ▣
                          남        성      (247)    53.8     19.0     26.3       .8       .0    100.0
                          여        성      (253)    51.8     21.7     23.7      2.4       .4    100.0

                       ▣ 연   령   별 ▣
                          2 0       대       (52)    98.1      1.9       .0       .0       .0    100.0
                          3 0       대      (144)    52.8     22.9     22.9      1.4       .0    100.0
                          4 0       대      (164)    17.7     30.5     47.6      3.7       .6    100.0
                          5 0 대 이 상      (140)    77.1     12.9     10.0       .0       .0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220)    53.6     18.6     26.4      1.4       .0    100.0
                          인   천   시       (56)    55.4     23.2     19.6      1.8       .0    100.0
                          경   기   도      (224)    51.3     21.4     25.0      1.8       .4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291)    55.3     18.9     25.1       .7       .0    100.0
                          비 세  대 주      (209)    49.3     22.5     24.9      2.9       .5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4)    85.7      7.1      7.1       .0       .0    100.0
                          고 졸  이 하      (220)    55.0     17.3     25.0      2.7       .0    100.0
                          대 재  이 상      (266)    49.2     23.7     25.9       .8       .4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90.9      9.1       .0       .0       .0    100.0
                        200~300만원 미만     (79)    70.9     17.7     11.4       .0       .0    100.0
                        300~400만원 미만    (168)    48.8     23.8     25.0      2.4       .0    100.0
                        400~500만원 미만    (148)    40.5     19.6     37.8      1.4       .7    100.0
                          500만원 이상       (83)    55.4     20.5     21.7      2.4       .0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373)    48.5     22.3     27.3      1.9       .0    100.0
                          미   소   유      (127)    65.4     15.0     18.1       .8       .8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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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B3-3 】65세 이상 인원
             
-------------------------------------------------------------------------------------------------------
              [ 문    B3 ] 해당 가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계
                                               -------- -------- -------- -------- -------- --------
                                                  %        %        %        %        %        %
                   ------------------------------------------------------------------------------------------
                   ■ 전        체 ■   (500)    87.8      8.2      2.6       .8       .4       .2    100.0

                   ▣ 성        별 ▣
                      남        성      (247)    88.7      7.7      2.8       .0       .8       .0    100.0
                      여        성      (253)    87.0      8.7      2.4      1.6       .0       .4    100.0

                   ▣ 연   령   별 ▣
                      2 0       대       (52)    92.3      1.9      5.8       .0       .0       .0    100.0
                      3 0       대      (144)    87.5      9.0      3.5       .0       .0       .0    100.0
                      4 0       대      (164)    89.6      6.7      1.8      1.2       .0       .6    100.0
                      5 0 대 이 상      (140)    84.3     11.4      1.4      1.4      1.4       .0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220)    81.4     11.4      4.1      1.8       .9       .5    100.0
                      인   천   시       (56)    94.6      3.6      1.8       .0       .0       .0    100.0
                      경   기   도      (224)    92.4      6.3      1.3       .0       .0       .0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291)    89.3      7.6      2.1       .0       .7       .3    100.0
                      비 세  대 주      (209)    85.6      9.1      3.3      1.9       .0       .0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4)    71.4     21.4       .0       .0      7.1       .0    100.0
                      고 졸  이 하      (220)    87.7      8.6      1.4      1.4       .5       .5    100.0
                      대 재  이 상      (266)    88.7      7.1      3.8       .4       .0       .0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81.8     13.6      4.5       .0       .0       .0    100.0
                    200~300만원 미만     (79)    89.9      6.3      3.8       .0       .0       .0    100.0
                    300~400만원 미만    (168)    91.7      5.4      3.0       .0       .0       .0    100.0
                    400~500만원 미만    (148)    87.2      8.8      1.4      2.7       .0       .0    100.0
                      500만원 이상       (83)    80.7     13.3      2.4       .0      2.4      1.2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373)    86.3      9.7      2.4      1.1       .5       .0    100.0
                      미   소   유      (127)    92.1      3.9      3.1       .0       .0       .8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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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B3-4 】기타 인원
             
-------------------------------------------------------------------------------------------------------
              [ 문    B3 ] 해당 가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계
                                          -------- -------- -------- -------- -------- -------- --------
                                             %        %        %        %        %        %        %
              --------------------------------------------------------------------------------------------------
              ■ 전        체 ■   (500)     3.2      6.2     61.6     13.6     14.2      1.0       .2    100.0

              ▣ 성        별 ▣
                 남        성      (247)     2.8      8.1     63.6     10.9     13.8       .8       .0    100.0
                 여        성      (253)     3.6      4.3     59.7     16.2     14.6      1.2       .4    100.0

              ▣ 연   령   별 ▣
                 2 0       대       (52)     5.8     21.2     61.5      3.8      7.7       .0       .0    100.0
                 3 0       대      (144)     2.1     10.4     84.0      2.1       .7       .0       .7    100.0
                 4 0       대      (164)     3.0       .0     76.2     13.4      6.1      1.2       .0    100.0
                 5 0 대 이 상      (140)     3.6      3.6     21.4     29.3     40.0      2.1       .0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220)     6.8      8.2     56.8     12.7     15.0       .5       .0    100.0
                 인   천   시       (56)     1.8      5.4     73.2     10.7      8.9       .0       .0    100.0
                 경   기   도      (224)      .0      4.5     63.4     15.2     14.7      1.8       .4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291)     2.7      9.6     60.5     12.4     13.7       .7       .3    100.0
                 비 세  대 주      (209)     3.8      1.4     63.2     15.3     14.8      1.4       .0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4)     7.1     21.4     21.4     21.4     28.6       .0       .0    100.0
                 고 졸  이 하      (220)     3.2      3.2     54.1     16.4     21.4      1.8       .0    100.0
                 대 재  이 상      (266)     3.0      7.9     69.9     10.9      7.5       .4       .4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9.1     59.1     27.3       .0      4.5       .0       .0    100.0
               200~300만원 미만     (79)     2.5     12.7     72.2      6.3      6.3       .0       .0    100.0
               300~400만원 미만    (168)     1.8      2.4     69.6     13.1     12.5       .6       .0    100.0
               400~500만원 미만    (148)     4.1      2.0     64.2     14.9     13.5      1.4       .0    100.0
                 500만원 이상       (83)     3.6      1.2     39.8     22.9     28.9      2.4      1.2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373)     2.7      2.7     58.4     16.9     18.0      1.1       .3    100.0
                 미   소   유      (127)     4.7     16.5     70.9      3.9      3.1       .8       .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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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B4 】주택 소유 여부
             
-------------------------------------------------------------------------------------------------------
              [ 문    B4 ] 주택 소유 여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계
                                                                 -------- --------
                                                                    %        %
                                     ------------------------------------------------------
                                     ■ 전        체 ■   (500)    74.6     25.4    100.0

                                     ▣ 성        별 ▣
                                        남        성      (247)    75.3     24.7    100.0
                                        여        성      (253)    73.9     26.1    100.0

                                     ▣ 연   령   별 ▣
                                        2 0       대       (52)    26.9     73.1    100.0
                                        3 0       대      (144)    63.9     36.1    100.0
                                        4 0       대      (164)    82.9     17.1    100.0
                                        5 0 대 이 상      (140)    93.6      6.4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220)    67.7     32.3    100.0
                                        인   천   시       (56)    76.8     23.2    100.0
                                        경   기   도      (224)    80.8     19.2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291)    75.3     24.7    100.0
                                        비 세  대 주      (209)    73.7     26.3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4)    85.7     14.3    100.0
                                        고 졸  이 하      (220)    72.7     27.3    100.0
                                        대 재  이 상      (266)    75.6     24.4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45.5     54.5    100.0
                                      200~300만원 미만     (79)    45.6     54.4    100.0
                                      300~400만원 미만    (168)    75.6     24.4    100.0
                                      400~500만원 미만    (148)    85.8     14.2    100.0
                                        500만원 이상       (83)    88.0     12.0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373)   100.0       .0    100.0
                                        미   소   유      (127)      .0    10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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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B10 】교육 수준
             
-------------------------------------------------------------------------------------------------------
              [ 문   B10 ] 귀하의 최고교육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재이상    계
                                                            -------- -------- --------
                                                               %        %        %
                                --------------------------------------------------------------
                                ■ 전        체 ■   (500)     2.8     44.0     53.2    100.0

                                ▣ 성        별 ▣
                                   남        성      (247)     1.6     31.6     66.8    100.0
                                   여        성      (253)     4.0     56.1     39.9    100.0

                                ▣ 연   령   별 ▣
                                   2 0       대       (52)      .0     30.8     69.2    100.0
                                   3 0       대      (144)      .0     29.9     70.1    100.0
                                   4 0       대      (164)      .0     45.7     54.3    100.0
                                   5 0 대 이 상      (140)    10.0     61.4     28.6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220)     3.2     49.5     47.3    100.0
                                   인   천   시       (56)     5.4     53.6     41.1    100.0
                                   경   기   도      (224)     1.8     36.2     62.1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291)     3.1     34.7     62.2    100.0
                                   비 세  대 주      (209)     2.4     56.9     40.7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4)   100.0       .0       .0    100.0
                                   고 졸  이 하      (220)      .0    100.0       .0    100.0
                                   대 재  이 상      (266)      .0       .0    100.0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13.6     27.3     59.1    100.0
                                 200~300만원 미만     (79)     2.5     53.2     44.3    100.0
                                 300~400만원 미만    (168)     1.8     41.1     57.1    100.0
                                 400~500만원 미만    (148)     1.4     46.6     52.0    100.0
                                   500만원 이상       (83)     4.8     41.0     54.2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373)     3.2     42.9     53.9    100.0
                                   미   소   유      (127)     1.6     47.2     51.2    100.0
                                --------------------------------------------------------------



- 307 -

             【 표   B12 】가구 월평균 소득
             
-------------------------------------------------------------------------------------------------------
              [ 문   B12 ] 작년 한 해 동안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200만원  200~300  300~400  400~500  500만원     계
                                                     미만     만원     만원     만원     이상
                                                              미만     미만     미만
                                                   -------- -------- -------- -------- --------
                                                      %        %        %        %        %
                       --------------------------------------------------------------------------------
                       ■ 전        체 ■   (500)     4.4     15.8     33.6     29.6     16.6    100.0

                       ▣ 성        별 ▣
                          남        성      (247)     4.5     17.8     33.6     26.7     17.4    100.0
                          여        성      (253)     4.3     13.8     33.6     32.4     15.8    100.0

                       ▣ 연   령   별 ▣
                          2 0       대       (52)    17.3     30.8     25.0     15.4     11.5    100.0
                          3 0       대      (144)     4.9     21.5     38.9     24.3     10.4    100.0
                          4 0       대      (164)      .6      9.8     36.0     37.2     16.5    100.0
                          5 0 대 이 상      (140)     3.6     11.4     28.6     31.4     25.0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220)     5.5     13.6     29.1     33.6     18.2    100.0
                          인   천   시       (56)     3.6     21.4     51.8     17.9      5.4    100.0
                          경   기   도      (224)     3.6     16.5     33.5     28.6     17.9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291)     5.5     16.5     33.3     27.1     17.5    100.0
                          비 세  대 주      (209)     2.9     14.8     34.0     33.0     15.3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4)    21.4     14.3     21.4     14.3     28.6    100.0
                          고 졸  이 하      (220)     2.7     19.1     31.4     31.4     15.5    100.0
                          대 재  이 상      (266)     4.9     13.2     36.1     28.9     16.9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100.0       .0       .0       .0       .0    100.0
                        200~300만원 미만     (79)      .0    100.0       .0       .0       .0    100.0
                        300~400만원 미만    (168)      .0       .0    100.0       .0       .0    100.0
                        400~500만원 미만    (148)      .0       .0       .0    100.0       .0    100.0
                          500만원 이상       (83)      .0       .0       .0       .0    100.0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373)     2.7      9.7     34.0     34.0     19.6    100.0
                          미   소   유      (127)     9.4     33.9     32.3     16.5      7.9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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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B13 】개인 월평균 소득
             
-------------------------------------------------------------------------------------------------------
              [ 문   B13 ] 작년 한 해 동안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례수  100만원  100~200  200~300  300~400  400만원     계
                                                     미만     만원     만원     만원     이상
                                                              미만     미만     미만
                                                   -------- -------- -------- -------- --------
                                                      %        %        %        %        %
                       --------------------------------------------------------------------------------
                       ■ 전        체 ■   (500)    20.0     19.2     26.0     22.4     12.4    100.0

                       ▣ 성        별 ▣
                          남        성      (247)     2.4      7.7     36.8     35.6     17.4    100.0
                          여        성      (253)    37.2     30.4     15.4      9.5      7.5    100.0

                       ▣ 연   령   별 ▣
                          2 0       대       (52)    25.0     32.7     25.0     11.5      5.8    100.0
                          3 0       대      (144)    21.5     15.3     28.5     27.1      7.6    100.0
                          4 0       대      (164)    13.4     18.3     28.0     24.4     15.9    100.0
                          5 0 대 이 상      (140)    24.3     19.3     21.4     19.3     15.7    100.0

                       ▣ 지   역   별 ▣
                          서   울   시      (220)    23.6     18.6     25.0     20.9     11.8    100.0
                          인   천   시       (56)     8.9     35.7     25.0     28.6      1.8    100.0
                          경   기   도      (224)    19.2     15.6     27.2     22.3     15.6    100.0

                       ▣ 세대주 여 부 ▣
                          세   대   주      (291)     4.5     14.4     32.6     32.0     16.5    100.0
                          비 세  대 주      (209)    41.6     25.8     16.7      9.1      6.7    100.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14)    42.9     35.7       .0     21.4       .0    100.0
                          고 졸  이 하      (220)    22.7     26.4     28.6     15.0      7.3    100.0
                          대 재  이 상      (266)    16.5     12.4     25.2     28.6     17.3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31.8     68.2       .0       .0       .0    100.0
                        200~300만원 미만     (79)    32.9     11.4     54.4      1.3       .0    100.0
                        300~400만원 미만    (168)    17.9     22.0     19.6     40.5       .0    100.0
                        400~500만원 미만    (148)    21.6     18.2     21.6     16.9     21.6    100.0
                          500만원 이상       (83)     6.0      9.6     26.5     21.7     36.1    100.0

                       ▣ 주택소유여부 ▣
                          소        유      (373)    19.8     18.5     23.3     25.2     13.1    100.0
                          미   소   유      (127)    20.5     21.3     33.9     14.2     10.2    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