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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장기 수온변동추이 및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26년간의 기존자료 분석 결과 기후변화(수온상승+산성화)

취약 연안역은 마산/진해만, 부산앞바다, 제주 조천 앞바다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완만하게 영향을 받은 연안역은 고

흥, 진도, 완도연안, 득량만 등으로 나타남. 1980년 이후 남해역의 온난화는 빠르게 진행(≈+0.3℃/10년)되고 있으며,

남해안에 따뜻한 수괴가 약 50 km이상 북상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수온변동은 기상변화(엘니뇨, 극진동 등)와 상

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수온상승과 함께 일차생산력 감소 및 일차생산자의 군집구성변화(소형미세조류

→ 극미소미세조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동물플랑크톤의 경우에도 요각류를 포함한 각 분류군의 개체수는

2005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총생체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중 대형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

의 급증과 관련 생태계 구조와 기능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해양환경/생태계 현장 모니터링: 기후변화 취약 연안역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감시 및 평가를 위한 해양 환경 모니

터링(현장관측 위성활용 관측부이)체계를 구축함. 대한해협의 경우, 타과제와 연계되어 약 8년간 매월 현장조사를 실

시 대한해협의 수괴 특성이 쓰시마 난류의 변동과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2011년 6월부터 제주연안에

해양기상 관측부이를 설치하여 실시간 기상 및 해양환경 자료를 웹베이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및 실시간

부이관측자료에 대한 DB 구축.

○ 기후변화 영향인자(수온상승, 산성화) 생물반응 및 지표종 탐색: 수조 및 반자연환경(메조코즘)하에서의 실험을

통한 부유생물반응의 직간접적 반응 이해. 식물플랑크톤의 경우 종에 따라 성장률, 합성 지방산 구성, 이황화산 생성

등에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 반면 동물플랑크톤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온상승에는 알 생산력이나 부화

율에 네거티브 영향을 보임. 반면 산성화나 먹이생물의 질적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음. 생물반응 실험 노하우와

최적 방법론 제안. 천연실험조건(빈산소 수역, 산성 퇴적물)에서의 생물반응실험 결과 요각류의 난 부화율은 감소하

고 석회질 와편모조류의 휴면포자에 형태적 변이 발생. 난류 지표종(규조류 등)의 출현양상 분석과 원생생물종

Helicostomella subulata의 수온에 따른 형태적 차이를 통한 주변해역에서의 환경변동 감시 지표종으로서의 활용 가

능성 평가. 제주도 서귀포 연안에 약 3.5년생의 열대 흑진주 조개 서식 확인과 2000년 이후 제주연안 아열대 거품 돌

산호의 집단서식과 확산으로 제주 연안 해양 생태계의 변화(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 물리, 생태계 모델 기반의 기후변화 영향 전망: 기후 모형 활용 미래기후에서 2100년 쓰시마난류의 수송량의 증가

(+1/5)와 수온상승(+2-3℃) 전망. 지구시스템 모형 모의 결과에서도 2100년 동중국해 및 남해의 수온상승(+2℃), 식물

플랑크톤 생체량, 영양염, DO의 감소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광역생태계(EwE) 모델 모의 결과 100년후에

는 어류의 약 10%이상, 무척추동물의 5% 이상이 감소하여 수산자원의 4%이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남해, 해수온상승, 해양산성화

영 어
climate change, marine ecosystem, the south sea of Korea, ocean

warming, ocean aci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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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기후변화가 남해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기능평가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전 지

구적인 기후 및 환경변화 (수온 상승, 해양산성화)가 지속적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

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해양생태계 구조 및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해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 열

대 외래 생물종 유입, 주요 어종의 어획 변동(한류어종 급감과 난류 어종 급증) 등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해양환경/유용생물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해양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

요하다. 그러나 이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기 관측 자료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

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기후/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생태계 변동의 상관성

을 평가/진단하기 위한 중장기 해양기초자료 축적 및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운용을

위한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2.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의 연구대상해역인 북부 동중국해를 포함한 남해는 한반도 주변해역 중 기후/

환경변화(외양기원 해류 및 태풍, 육상기원 담수 및 물질유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삼국의 첨예한 해양영토 분쟁이 상존하는 해역일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양진출 교두보로서 전략적 요충지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의 해양생태계 및 생태계 구성

요소들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주시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떤 시공간적인 규모에서

감시/예측 체계를 구축해야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기반기술의 개발에 있다.

3. 최종단계 목표

-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 구조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예측을 위한 시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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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기간

2008년 10월 01일 ∼ 2013년 7월 31일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결과

가. 남해의 장기 변동 추이 및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 기후변화인자 장기변동 추이: 26년간의 기존자료 분석 결과, 기후변화(수온상승+산성

화) 취약 연안역은 마산/진해만, 부산앞바다, 제주 조천 앞바다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완만

하게 영향을 받은 연안역은 고흥, 진도, 완도연안, 득량만 등으로 나타남.

<남해 기후변화인자 장기변동 추이 공간분포>

- 해수온 변동 양상: 1980년 이후, 동중국해를 포함한 남해역의 온난화는 빠르게 진행

(≈+0.3℃/10년)되고 있음. 그리고 여름철에는 상층과 저층의 수온 및 염분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따뜻한 수괴의 뚜렷한 북상(겨울철 표층수온 18도 등온선 약 50

km이상 북상)이 나타남. 이러한 수온변동은 북서태평양과 북아시아 대륙 사이의 기압계

및 대기 순환장 변화, 기상변화(엘니뇨, 극진동 등)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남해역 겨울철 표층수온 중장기(1985-2010) 변동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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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플랑크톤 중장기 변동 양상>

<중형동물플랑크톤 중장기 변동 양상>

- 생태계 생산력 변동 추이: 최근 약 10년간 자료에 따르면 동중국해

박테리아 생산력은 수온과 일차생산력에 의해 조절되며, 박테리아 생산력과 일차생산력의

비도 수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이는 지속적인 수온의 증가가 미생물 먹이망

을 통한 에너지 흐름을 강화함으로써, 동중국해 생태계의 먹이망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먹이망 구조의 변화는 식물플랑크톤(소형미

세조류 → 극미소미세조류) 및 동물플랑크톤(갑각류 계통 → 중 대형 젤라틴성 동물플랑

크톤)군집 구조에서도 감지되고 있음.

나. 주요 연안역(대한해협 및 제주 근해)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환경/부유생태계 모

니터링

- 해양환경/생태계 현장 모니터링 기반 구축: 기후변화 취약 연안역에서의 기후변화 영

향 감시 및 평가를 위한 해양 환경 모니터링(현장관측, 위성활용, 관측부이) 체계를 구축

다양한 해양환경자료(수온, 염분, 엽록소, 식물․동물 플랑크톤 군집 구성, 입자량, 입자

유기 탄소량, 산성화 인자, 영양염 등)를 확보함. 그리고 2011년 6월부터 제주연안에 해양

기상/해양환경 관측부이를 설치/운용하여 실시간 기상 및 해양환경 자료를 웹베이스로

제공 및 DB 구축.

<다양한 현장모니터링 방법을 이용한 해

양환경변동 감시 및 평가> <현장 조사 관측 항목별 자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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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생태계 변동 현장 모니터링: 남해 주요 연안역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 기후변화로

인해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는 쓰시마난류수의 세기가 변한다면, 우리나라 남해역의 식물플

랑크톤 군집구성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쓰시마 난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주

도와 부산 근해역에서는 섬모충류 및 요각류 중 외양성 난류종의 출현이 빈번하며, 쓰시

마 난류의 세기가 가장 강한 9월-1월에 가장 다양하고 다량의 난류종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됨. 하지만 상대적으로 쓰시마 난류 영향이 적은 광양만 주변 해역은 연중 대부분의

시기에 연안종이 우점함.

<유종섬모류 중 외양성 난류종과 연안종의 출현종 변동 양상>

다. 기후변화인자(수온상승, 산성화)에 따른 주요부유생물 반응 및 기후변화 지표종 탐색

- 수조 및 메조코즘을 활용한 주요부유생물 반응: 식물플랑크톤의 성장 및 지방산 조

성에 있어 해양산성화보다 수온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식물플랑크톤 종에 따라 반

응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남. 특히 수온 상승에 따른 불포화지방산(PUFA)의 감소는 상위

영양단계로 전달되어지는 에너지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온 상승은 식물플랑

크톤의 DMS 생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해양 수온상승/산성화는 식물플

랑크톤의 생리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생태계 기능 및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산성화 환경에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는 형태적 변화(naked-type cysts)가 나타나

며, 이는 자연퇴적물에서 생물학적 분해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저서생물에 대한

섭식활동을 통한 생존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산성화는 요각류의 난 부화율을

저하시켜, 요각류의 개체군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악화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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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즉 해양 산성화가 생태계 군집의 변화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Eggs of Acartia omor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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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test

<pH 감소에 따른 요각류 Acartia omorii 알의 부화성공률과 낮은 pH(<6.5)에서의

비정상적인 알과 유생 모습>

- 지표종 탐색: 난류 지표종 중 Prochlorococcus의 분포가 시공간적 변동성을 통해 쿠로

시오 난류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함. 쓰시마난류 지표종으로 고온고염성 규조류

35종을 선정 이들의 지표종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제시함.

원생생물중 Helicostomella subulata는 수온에 따라 형태적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 이를

이용 주변해역에서의 환경변동(수온변화) 감시 지표종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함.

제주도 서귀포 연안에 약 3.5년생의 아열대 흑진주 조개 서식 발견과 제주연안에 아열대

거품 돌산호의 집단서식과 확산으로 제주 연안 해양 생태계의 변화(아열대화)가 진행되

고 있음이 확인됨.

<수온변동 생물 지시자 H . subulata>

<거품돌산호의 재가입 현상>

라. 물리-생태 모델 기반의 기후/환경 변화 전망

- 물리 모델 기반의 기후/환경 변화 예측: 기후 모형 활용 미래기후에서 2100년 쓰시마

난류의 수송량의 증가(+1/5)와 수온상승(+2-3℃)을 전망함. 그리고 지구시스템 모형 모의

결과에서도 2100년 동중국해 및 남해의 수온상승(+2℃),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영양염,

DO의 감소가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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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해양환경 변화 예측>

- 생태 모델을 활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량 변동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광역생태계(EwE) 모델 모의 결과 100년후에는 어류의 약 10%이상, 무척추동물의

5% 이상이 감소하여 수산자원의 4%이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해류흐름 변동으로 인한 남해역의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 산란장 변동 예측 결과, 2030년대 살오징어 산란장은 1990년대에 비해 동중국

해와 동해 해역에서 뚜렷하게 북상하는 경향을 보이며 산란장 면적은 5∼30% 감소가 예

측됨.

<겨울철 살오징어 산란장 변동 예측>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남해역 기후/해양환경/생태계 변화 감시를 위해 구축한 해양환경모니터링 및 해양생물

반응 연구를 위한 최적방법론은 타해역 기후/해양환경/생태계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장기 현장 조사 및 연속 모니터링(관측 부이 및 위성) 기반기

술을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해양산성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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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파악 및 관리를 위한 고품질 자료생산 인프라 구축/운영에 활용한다.

-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실시간 해양관측부이시스템은 관련 연구자뿐 만 아니라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에게 연안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우리

나라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해양환경변화 추이 확인을 위해 개발된 해양생물 지표종 선별법을 이용하여, 열대 및

온대지방 환경변화를 대변하는 지표종을 탐색하고 생태계변화를 이해하는데 활용한다.

- 본 연구를 통해 적용한 물리/생태계모형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해양환경 해석

및 생태계 장기적인 변동 예측 연구에 활용한다.

- 기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해양환경 기초자료 및 검보정자료를 기후변화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한다.

- 본 사업의 주요 연구 결과는 학술 논문/대회 발표 및 산·학·연 전문가/실무자 회의 등

을 통하여 제공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취시키는데 활용한다.

- 본 사업의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함양 및 해양환경/수산자원 변동

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지속이용 가능한 해양환경 및 수산자

원(양식 대상종-기후변화 대응 육종 개발 또는 부가가치의 아열대종으로 교체 등; 양

식장-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양식 대상종에 맞는 환경조건의 해역으로 양식장 이

동 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적응 정책 제안 및 법 입안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다.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연안모델링 및 국지 기후시나리오 작성기술을 동남아 등 연안

국가에 적용하여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하는데 이용하고, IPCC, UNFCCC 등

국제협상관련 종합보고서 등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 본 사업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연구개발에 활용한다.

⋅ 기획보고서의 활용, 관련 연구의 지속을 통해 CREAMS/PICES의 EAST-II 사업으

로 발전시켜 향후 일본 및 중국과의 협력 연구가 가능하도록 활용한다.

⋅ 해양 환경/생태계 변화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장기관측 자료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파악/예측을 위한 중장기연구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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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itl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marine ecosystem in the

South Sea of Korea

II. Necessities and Objectives of the Study

1. Necessities of the Study

According to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ocean

warming and acidification are accelerating as a result of the continuous increase in

atmospheric CO2. This may affect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marine ecosystems.

Recently, changes in marine environments/ecosystems have been observed (increase in

SST, decrease in the pH of seawater, northward expansion of subtropical species,

etc.) in Korean waters. So we nee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marine environments/ecosystem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nvironments/biological resources. However, we still don't accumulate enough data

from the long-term observations for understanding how climate change affects these

changes and what can be expected in the future.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with regard to Korean waters, we have to operate long-term monitoring program and

collect long-term research data. The study area, the South Sea of Korea, including

the northern East China Sea, located the region that is most directly affected by

climate/environmental changes (currents and storms originated the open sea, terrestrial

freshwater and materials)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study area could be

one of the best area to detect and investigate the climate impact on the sea around

the Korea water.

2. Objectives of the Study

This project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marine

environments/ecosystems in the South Sea of Korea and help establish the

methodology and observation/prediction systems to better understand and predict the

impact of climate/marine environment changes o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marine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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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1. Period of the study

Oct. 01, 2008∼ Jul. 31, 2013 (58 months)

2.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 Analyzing the long-term trend of water temperature in the South Sea of Korea

related to climate change

- Field ob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s/planktonic ecosystems on the South Sea

of Korea, including Jeju and the Korea Strait, with the climate/environmental

changes using field surveys and buoy observations

- Testing biological/ecological responses and potential indicators for climate

environmental factors (ocean warming and acidification) related with climate change

- Prediction of the climate/environmental changes based on physical-ecological

modeling programs

IV. Results

1. Long-term environmental variation of the South Sea of Korea and the East China

Sea

A.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East China Sea

Long-term variability of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East China Sea is

reviewed. It is generally shown that sea surface temperature is increasing especially

in recent years with + 0.03 ℃/year. Other meaningful results presented in the

literatures indicate that differences in water properties between upper vs. lower layers

(divided by thermocline) in summer show increasing trends both in temperature and

salinity, suggesting the stratification has strengthened. As a mechanism by which to

evaluate the wintertime warming trend in the region, the weakening of wind strength,

which is related to the variation of sea level pressure and atmospheric circulation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and northern Asian continent, is suggested in most related

studies.

B. Spatio-temporal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in the South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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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asses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marine ecosystem,

long-term variation of seawater temperature is better to be understood quantitatively.

For quantifying the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 pattern of seawater temperature,

horizontal, vertical and three-dimensional spatial approach method was applied. For

horizontal approach, spatio-temporal variation pattern of sea surface temperature were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and spatial statistics. And for vertical approach,

characteristics of mixed layer depth, maximum temperature gradient and thermocline

thickness were studied. For three-dimensional approach, spatio-temporal variation

pattern of volume and centroid were analyzed using 3D seawater temperature model.

C. Variation of water properties in the Korea Strait

Seasonal to inter-annual variations of water properties in the western channel of

the Korea Strait are investigated using quasi-monthly hydrographic observations

collected during 2006−2010. At the upper layer, temperature increases from March

and reaches a maximum in August, while salinity decreases during the same period.

Near-bottom cold water appears during late winter and fall with a minimum peak in

September. Korea Strait Bottom Cold Water produces thick layers in 2006 and 2010,

while it is observed very close to the bottom with relatively high temperature in 2008

and 2009.

D. Monitoring of marine environment using satellite image analysis

- The annual mean SST over 26-year (1985-2010) is increased with 0.2-1.0 °C (≈

0.025 °C per year). The spatial variation of SST in the China coast and the south

part of Jeju Island is more rapidly increased than in the area effected by Kuroshio

current. The annual mean chlorophyll-a concentration over 13-year (1998-2010) is

decreased with ≈0.3 mg/m3 (0.02 mg/m3 per year). The spatial variation of

chlorophyll-a shows that chlorophyll concentration of the most study area decreased

excepted the south of the Yellow Sea. In the long-term spatial variation of

phytoplankton functional group, micro-and nano-size plankton is linearly decreased,

that of pico-size plankton is increased in the study area.

- Satellite-derived chlorophyll-a data are used to investigate the seasonal difference

in linear trend. The linear trend analysis of chlorophyll-a data reveals that during

recent 15 years, spring (Mar.-May) bloom was enhanced in most of the study area,

while summer (Jun.-Aug.) and fall (Sep.-Nov.) blooms were weakened. The

increased chlorophyll-a in spring was associated with strengthened wind in previous

winter season (Dec.-Feb.) which probably caused mixing and consequently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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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supplied into the upper layer from the deep. The causes of decreased

summer chlorophyll-a was uncertain, but seemed to be related with the nutrient

limitation. The decreased chlorophyll-a in fall was associated with weakened wind

that trends to entrain less nutrient into the upper ocean from the deep.

E. Long-term variation of mesozooplankton

Mesozooplankton data from the 314-line of NFRDI from 1979 to 2009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show that the wet weight of mesozooplankton increased after

reduction in freshwater discharge from the Changjiang River since 2005, but

abundance of copepods, chaetognaths, amphipods, and krill sharply decreased. The

increase of mesozooplankton biomass is probably attributed to an increase of small,

gelatinous zooplankton together with an recent increase in sea surface temperature

and possibly over-fishing. It is not clear whether the gelatinous zooplanktion grazed

the crustacean mesozooplankton or the gelatinous zooplankton win the food

competition with the crustacean components.

2. Field ob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s/ecosystems on the South Sea of

Korea and the East China Sea for monitoring the climate/environmental changes

A. East China Sea

- In the East Chin Sea (ECS), bacterial production showed a tendency to be

regulated by water temperature and primary production from July 2006 to

September 2011. Furthermore, the ratios of bacterial to primary productions also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urface water temperature, indicating that

increase of water temperature might result in increase of bacterial production and

carbon flow via bacteria and consequently, changes of foodweb structure in the

ECS.

- Seasonal and annual variations of total biomass and size-fractionated biomass of

mesozooplankton from 2004 to 2011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were studied.

Total biomass of mesozooplankton was the highest in spring, followed by fall,

summer, and winter. There was no considerable seasonal and annual changes in the

relative biomass composition of each size-grouped mesozooplankton. The

mesozooplankton size groups of <1mm averaged 47% of total biomass, including

most of small adult copepods and copepodites such as Paracalanus and Otihona.

The biomass of size groups of <1mm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ing

chlorophyll concentration. If the abundance of the small sized copepods h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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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vorous feeding habits increase, possibly due to warming and eutrophication, the

microbial food web may be more intensified than the classical food web.

- Oncaeids and corycaeids appeared in February 2009, but warm-water species

was spread from west to east of Jeju Island, which showed Kuroshio Branch

Current was going westward of Jeju as well as typical flow of southeast of

Jeju . The abundance of the warm-water species in April of 2004, 2008,

2010, and 2011 was far higher than that in February, and coastal- and

cold-water species, Corycaeus affinis was very abundant as well as the most

dominant species in April 2004. Distribution patterns of the warm-water

species in April was similar to that in February. In July 2007, C. affinis and

the copepodites were most abundant and distributed only in the southeast of

Jeju Island representing distinct separation from occurrence areas of

warm-water species. In Autumn (October and November), the warm-water

species appeared in all study areas, while C. affinis was restrictedly in the

southwest and the west of Jeju Island with showing very low abundance.

B. South Sea of Korea

- Winter phytoplankton blooms associated with rising seawater temperature due to

global warming may induce the occurrence of hypoxia and its range expansion

during summer. Ocean acidification caused by the hypoxia could affect nutrient

ratios in the seawater. Nutrient ratios have been known to affect the succession of

phyt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seemed to be determined by the origin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TWC) and the relative seasonal strength of the cold bottom water

masses of the Korea Strait, which could be affected by climate forcing. Therefore,

the plankton ecosystem of the study areas could be related with the climate

changes. A long-term field monitoring has been employed to detect the change of

plankton ecosystem induced by climate changes. However, the current remote

technology using buoy and satellite is adequate to understand the change of nutrient

ratios and the succession of plankton community structure in the present.

- Oncaeids and Corycaeids collected from Seomjin River and Korea Strait were also

consisted of most warm-water species which is affected by Kuroshio Branch

Current. The abundance of warm-water species gradually increased from September

to November/December, in contrast, the individual number decreased from January

and represented very little abundance in the later (from February to August). In

autumn 2012, the abundance of warm-water species was notably low compa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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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time of the year 2012 when seawater temperature was ≈2°C lower than

in 2011. The result showed the warm-water species was very sensitive to

temperature of surface water. In particular, copeodites and relatively small body

sized species (< 1mm) were much closely related to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trength of warm current.

- The abundance and species composition of zooplanktons collected from SJ and KS

using two different mesh sized net (100㎛ and 200㎛)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is results, we concluded that 100㎛ mesh sized net are appropriate for small

sized species(<1 mm), while 200㎛ mesh sized net for the larger sized species (≥

1mm) and species carrying egg-sag. Therefore, the mesh size of the net for

zooplankton sampling should be selected depending on the study interest of target

species and size of zooplankton.

C. Real-time ob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s using a buoy system

- Time series of current data observed from the moored buoy system at the

southeast coast of Jeju Island show that the vertical velocity structure is barotropic

in winter but it is baroclinic with strong southward flow in the lower layer in

summer. The summertime bottom counter current may be related to the appearance

of cold water in the lower layer.

- The pCO2 values measured in the southeast coast of the Jeju Island are lower

than the atmospheric pCO2, implying the adsorption of the atmospheric pCO2 into

the ocean

- In the southeast coast of Jeju Island, aragonite saturation states ranged from 1.42

to 2.82, indicating that aragonite in the surface waters are oversaturated without

seasonal variation.

- The sensors of salinity, DO, chlorophyll-a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biofouling, and thereby, it is recommended to clean up these sensors by 15 day (or

less) interval for the improving data quality.

- The chlorophyll sensor is also affected by the large difference of the fluorescence

adsorption between day and night, and thus, its correction is required.

- Total biomass and size-fractionated biomass of mesozooplankton at three stations

including the buoy station in the southeastern coast of Jeju Island were bi-weekly

monitored. Total biomass of mesozooplankton were higher at offshore stations.

There was inter-annual variations in total biomass of mesozooplankton, but the

biomass increased with increasing water temperature. Total and size-fractionated

biomass of mesozooplankt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both water temperature of

5m and 10m depth, but no correlation to chlorophyll-a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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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ozooplankton size group of 1.0∼2.0mm dominated in mesozooplankton biomass

at the offshore stations. Composition of the mesozooplankton size group of <1mm

ranged from 27 to 45% with the highest at the onshore station. At the offshore

stations, strongly affected by the TWC, biomass of the size group of 1.0∼2.0mm

dominated in the mesozooplankton biomss in spring 2012, but biomass of the size

group of >5mm including salps dominated. Seasonal and inter-annual variation of

the composition of gelatinous zooplankton might be closely related with the variation

of the TWC.

3. Testing biological responses and potential indicators for the conditions (ocean

warming and acidification) induced by climate change

A. Biological responses to the conditions induced by climate change

- Ocean warming has more significant impacts on the phytoplankton growth than

acidification and the response of phytoplankton varies from species to species. In

particular, decreased polyunsaturated fatty acids with increasing water temperature

might decrease the energy transfer to high tropic grazers. Our results suggest that

ocean warming and acidification in the future marine ecosystem induce the change

of physiology and growth of phytoplankton, which will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marine ecosystem.

- The naked-type cysts of dinoflagellates (S. trochoidea), causing the acidic

environment of sediments, showed low viability. In situ hatching rate of copepods

(A. erythraea) was significantly lower under acidic and hypoxic condition than

normal condition in the seabed.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xpansion of the

seabed acidification by summer hypoxia may have important repercussions on

population and community dynamics in coastal systems.

B. Testing potential indicators for climate change

- During cold seasons from December to April, Prochlorococcus were only found in

very limited area (the eastern waters of Jeju Island). In contrast, in summer and

autumn, Prochlorococcus widely distributed in the western part of the south sea of

Korea, with higher relative contribution to picocyanobacterial community. These

suggest that spatial distribution of Prochlorococcus would be seasonally different

and that this seasonal variability would be related with the intensity and

movement of Kuroshio Current & TWC. Due to global warming, it is expected that

transport of Kuroshio Currnet to the marginal seas would increas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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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monitoring of distribution of Prochlorococcus, as a indicating species of

warm and oligotrophic water, c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change of current

systems, especially Kuroshio Current, in marginal seas adjacent to Korea by climate

change.

- This present study constructed a inventory list of emerging diatom species

distributed in the tropical/subtropical warm waters and the Kuroshio Current to

ascertain warm-water halophilic inidicator diatom species moving in the marine

ecosystem of the Korea Peninsular via the warm water currents. Also, based on

the seasonal distribution of diatoms from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Sea, 35

diatom species showed a potential to be an indicato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WC. Also, the study suggests one of methods to discern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and the extent of its applicability.

- We investigated the temporal distribution of species of the hyaline tintinnid

Helicostomella subulata (Ciliophora, Tintinnina), which were collected the south

coast of Korea. Two forms (long vs. short) were discovered. The long form was

found in cold waters in February and March, whereas the short form occurred in

warm waters from June to October. Thus, the appearance of two forms of H .

subulata were seasonally switched. Based on genetic studies, two forms are

considered to be two morpho-species.

- The skeletal growth analysis of coral using the soft X-ray and Sr/Ca ratio

indicated that the oldest colonies of A. japonica in Jeju Island was 12.4 years old

and the most abundant age-class was 3-6 years old. The skeletal growth rate of A.

japonica was determined to be 4.7 mm/yr, suggesting that A. japonica grow slow

like other high latitude corals. And the annual recruitment rate of A. japonica

population is estimated to be 4.1 colonies/m2/yr.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xpansion of A. japonica in Jeju Island is not transient but is continuously

increasing, possibly due to the rising water temperatures caused by climate change.

- The assemblages of mollusks associated with A. japonica have been identified as

26 species of bivalves and 17 species of gastropods. It was noticeable that the

bivalve species dominated in areas where A. japonica has proliferated, while there

were more gastropod species in the control area where no A. japonica are present.

It was assumed that A. japonica provides suitable habitats for bivalve species, since

most of the fauna associated with this coral species are sessile, byssally attached,

or encrusting species.

- Black-lip pearl oyster collected from Beom-som in Jeju Island was 3.5 year-old

which was settled in the summer of 2007. Mother-pearl oyster would be originated

from the population of tropical area with Okinawa archipelagic areas considered by

the duration from fertilization to spat development for about 15 day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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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uggested that the chemical proxies (δ18O and δ13C) from the shell of marine

invertebrate was an effectual method to detect environmental range shifts and/or

expansions from tropical to temperate areas.

4. Prediction of the climate/environmental changes based on physical-ecological

modeling programs

A. Assessment of changes in biogeochemistry over the south sea of Korea and East

China Sea during the 21st century using an Earth System model

Using results from an Earth System model, we investigated change in primary

production and the distribution of partial pressure of CO2 (pCO2) in the East China

Sea under a global warming scenario. In this area pCO2 shows minimum along the

edge of the continental break along the path of the Taiwan-Tsushima Current

System. Apparently modelled chlorophyll is also great along the current but the

maximum of the chlorophyll and the minimum of pCO2 do not coincide suggesting

that the primary production is not the main cause of the pCO2 minimum. As global

warming progresses, the vertical stratification of water becomes stronger, and nutrient

supply from the lower part to the upper part is reduced. Consequently, so is the

primary production. In addition to the warming trend, there is strong decadal to

interdecadal scale variability.

B. Prediction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marine ecosystem using a trophic

flow model (EwE)

- Food web dynamics in the Sinjido marine ecosystem was predicted with EwE, a

trophic flow model, under various scenarios of primary productivity due to ocean

warming and ocean acidification during the period between 2020 and 2100. The

model results show that total biomass of invertebrate and fish groups decreases 5%,

11∼28% and 14∼27%, respectively, depending on primary productivity, ocean

acidification and combined effects. In particular blenny group shows zero biomass at

2080. Zooplankton group shows sudden increase at the same time and reaches

finally twice the baseline at 2100. On the other hand, ecosystem attributes of mean

trophic level of the ecosystem, Shannon's H and Kempton's Q indexes show

similar reduction pattern with biomass change, indicating that total biomass,

biodiversity and evenness shrink dynamically by impacts of climate change.

- Gwangyang bay, located i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has experienced

environmental impacts of a rise in water temperature, reclamation and dre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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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pollutant release and a decline in river runoff. In this study a trophic flow

model, EwE, was applied to assess how water temperature rise and reclamation

perturbs the bay ecosystem for 30 years in a quantitative manner. The model

shows the decreases of 4, 22, 35% for temperature, dredging and both effects,

respectively. The highly reduced groups are bivalvia 90%, goby 53%, white croaker

36%, conger 25% and red stingray 30%, while least ones are sea bass 8%, pelagic

fish 6% and anchovy 3%.

- To predict and understand ecosystem dynamics in the southern waters of Korea,

Ecopath with Ecosim (EwE) model was used under climate change and fishery

management scenarios. Climate change-induced water temperature scenario was

given 10% reduction for 100 years based on NOAA Geophysical Fluid Dynamic

Laboratory (GFDL) model experiments under IPCC A1B scenario. Three fishery

management scenarios were given equal, double, and half the level of efforts

averaged over last 10 years. The model showed that biomass changes induced by

only temperature occurred in the reduction of 13.7% for fishes, 6.4% for

invertebrates and 8.4% for total. Half catch resulted in increased biomasses of 13, 2,

5%, respectively, for fishes, invertebrates and total groups, while double catch

showed decreased biomasses of 7, 5, 3%, respectively.

- Small pelagic fish, anchovy, shows about 47% of total catch in the Southern waters

of Korea. They feed on zooplankton and link low and high trophic levels. In this

study, a simple food-web model, including plankton-small pelagic fish-predator, was

constructed and simulated by EwE model using top-down/bottom-up controls.

Climate induced impacts are represented in forcing functions of biomass.

Phytoplankton is given 10% of reduction, based on NOAA GFDL model. While other

groups are given sine curves representing fluctuating of biomass in ±50% of their

initial values. When phytoplankton is declined, predator's decline rate is calculated

higher than that of phytoplankton. When zooplankton is fluctuated, anchovy and top

predator show, respectively, the range of 60∼-47% and 35∼-33%, yielding direct

proportion to zooplankton. While they show inverse proportion to other groups due

to predation pressure. Impacts on anchovy are higher in bottom up control than in

top down control.

- Case studies concerned with EwE application to climate change are scanned and

reviews on the model limit and future implementation are described. The EwE has

limited number of basic data for model setup including B, P/B, Q/B, fishery, EE and DC.

Impacts on marine organisms by temperature and pH can be coped with in the model

only by forcing function of B and P/B. B and P/B are time variables, while only primary

producer has a time and space variable of P/B. Meanwhile, the model has space and time

scales of ten's to hundred's km2 and year base. In general, prior to long term prediction,



- xix -

understanding the status of art of the study ecosystem is required. In the Southern waters of

Korea, small pelagic fish of anchovy is important in terms of their catch and role in the

trophic network. Thus, integrated investigation on the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aspects of the anchovy transport, feeding and growing will help figure out trophic flow in the

network and future forecast. On the other hand, the EwE coupled with a lower trophic model

(ICM) can be a useful tool to represent and predict climate change induced impacts on

ecosystem, since temperature and pH can be dealt with in time and space variables.

C. Prediction of the spawning ground of Todarodes pacificus under climate change

To predict the spawning ground of Todarodes pacificus under future climate

conditions, we simulated the present and future ocean circulations, using an East Asia

regional ocean model (Modular Ocean Model, MOM version3), projected by two

different global climate models (MPI_echam5, MIROC_hire), under an IPCC SRES

A1B emission scenario. Mean climate states for 1990-1999 and 2030-2039 from 20th

and 21th Century Climate Change model simulation (from the IPCC 4th Assessment

Report) were used as surface conditions for simulations, and we examined changes in

spawning ground between the 1990s and 2030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distribution of spawning ground in the 2030s in both climate models shifted

northward in the East China Sea and East Sea, for both autumn and winter

populations, compared to that of the 1990s. Also, the spawning area(with1/6° x 1/6°

grid) in the 2030s of the autumn and winter populations will decline by 11.6%

(MPI_echam5) to 30.8% (MIROC_hires) and 3.0% (MPI_echam5) to 18.2%

(MIROC_hires), respectively, from those of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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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배경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4차

보고서(2007)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기후 및 환경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해양 산성화는 해양생물의 생리/생태/분포 변화뿐만 아니라, 해양의 물질순

환과 생태계의 기능/역할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

변해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 열대 유해 생물종(적조, 해파리)의 빈번한

출현, 주요 어종의 어획 변동(한류어종 급감과 난류 어종 급증) 등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

Fig. 1.1.1. Schematic diagram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s on marine ecosystem (Ju and Kim, 2012)

한반도 주변해역 중 남해(북부 동중국해 포함)는 황해나 동해에 비해 기후/환경변화

(외양기원 해류 및 태풍, 육상기원 담수 및 물질유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산업 활동(오·폐수 유입,

어로활동, 양식, 선박유통항로)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해역은 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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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의 첨예한 해양영토 분쟁이 상존하는 해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양진

출 교두보로서 전략적 요충지역이기도 하다.

기후/해양환경변화로부터 해양환경/유용생물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최적화하고 해양

영토분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지속적인 해양기초자료축적 및 환경모니터링은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후/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생태계 변동의 상관성을 평가/진단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 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운용이 필

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기 관측 자료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Fig. 1.1.2. Overview of the project contents and components (Ju

and Kim, 2012)

기후/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의 해양생태계 및 생태계 구성요소들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주시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떤 시공간적인 규모에서 감시/예측 체계

를 구축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연구사

업 ‘기후변화가 남해권(북부 동중국해 포함)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기능평가 기술

개발 (2008∼2013)’를 수행하였다. 본 사업은 순수기초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연구결과들

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 예

측하고 감시하기 위한 과학적인 기반 기술을 시범적으로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주관연구기관인 해양연구원의 분야별 연구 역량을 고려하여 생태계 모델, 주요 연안

역 현장조사, 수산자원분야는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과 산학연 협력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장조사방법 및 항목의 정립, 정확한 평가와 예측을 위해 통계학적 기법/개선된 예측 모

델의 개발, 향후 자료의 공공적인 활용을 위해 기존 및 실해역 관측자료의개방형 DB 구

축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내용은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조사/자료획득에 높은

비중을 두고, 남해 장기수온변동 추이 및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동중국해 중장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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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 변동 추이 분석 및 기후변화 영향 진단, 주요 부유생물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 반응

연구, 남해권 해양환경/생태계 변동모니터링을 위한 관측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였다. 그

러나 본 사업의 2차년도 사업기간(2009년 10월∼2010년 7월)동안은 사업계약시 명시된

예산의 13.6%만이 실행예산으로 책정되어 연구내용이 대폭 수정 및 축소되어 수행되었

다. 그리고 (구)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중장기 기후변화에 따른 동중국해 해양생태계

변동 예측 연구(2003년 8월∼2010년 6월)’는 본과제와의 중복성 논란(사업제목 때문)이

제기되어 조기 종료되었고, 일부 연구내용은 본 사업의 3차년도 사업기간부터 흡수, 통합

되어 추진되었다. 또한 1∼3차년도(2008년 10월∼2011년 7월) 연구 결과, 기후변화가 해

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선 기존 낮은 빈도의 광역조사보다는 특정

해역(기후변화 민감 해역)에 집중하여 높은 빈도의 현장조사 및 실시간 관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연구 수행 내용을 개선하여 4∼5차년도(2011년 8월∼2013년

7월) 연구기간동안 제주남동해역에 관측부이를 설치/운영하였다.

2. 연구사업의 필요성

가. 과학⋅기술적 측면의 필요성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연구의 필요성: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

의 2007년 보고서(AR4)는 지속적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 전 지구적인 기후

및 환경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해수온 상승, 해류순환의

변화, 해수면 상승 등 해양환경의 물리적 변화뿐 아니라 해수 내의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

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생태계 내의 먹이관계와 영양

단계를 변화시켜 해양생태계 구조 및 기능 변동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

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역 및 지역해의 해양환경변화 추이와 생태계 영향 파악을

위해 필요한 기초연구 및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수

온상승, 산성화)에 따른 해양환경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변화 및 해양생태계 반응을 효과적으로 평가․예측할 수 있는 핵

심적인 신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장관측/위성/관측부이/생물반응실험/모델링

연구 등 다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과거-현재-미래의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양

상을 파악/예측하여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남해역 해양환경 연구의 중요성: 최근 한국해의 수산 자원량과 어종의 급격한 변화,

적조 원인생물과 열대 유해생물의 빈번한 출현 등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변화의 근원 파

악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한반도 주변해역 중 남해역(제주도, 북부

동중국해 포함)은 지구적 규모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산성도 상승에 가장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일의 연안 환경 및 산업 활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3개국의 해양영토 분쟁이 상존하는 해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연구 시범해역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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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산업적 측면의 필요성

수산업: 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해에서 수온 및 해수면 상승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열대 해파리, 적조 생물 등 열대 유해생물의 빈번한 출현, 백화현상, 명태, 대구

등 한류성 어류의 어획량 급감과 오징어, 참치 등 난류성 어류의 어획량 급증 등 해양환

경 및 생태계의 확연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산업(2008년 어업종사인구: 19만 2000여명)에 향후 급격한 변동이 올 수도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 생물․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미래 수산자원 관리 정책

수립 및 자연재해(태풍, 홍수, 가뭄)의 예측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의 재난대응 및 경제 능

력을 증진시키고 첨단 해양산업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대

응 미래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후-해양환경지표 제공을 위한 해양 환경/생태

계 연구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생물주권: 남해와 동중국해 해역 주변국들과의 과학기술협력 증대를 통해 외교/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하여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국제 해양관련 협약 시 주도

적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그리고 생물자원 주권 강화 및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처한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

용을 위한 실천적 전략 수립을 위해 남해역(제주도, 북부 동중국해 포함)에서의 지속적인

관측연구가 필요하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필요성

기후변화 영향 대국민 인식 유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

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문제는 중요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 지구 규모의 기후변동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해양 환경/생태계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병동 추이를 구제

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 고취, 국민들의 지구환경 중요성을 인

식, 국가 녹색성장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 또한 국민의 환경의식 향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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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해양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인류와 지

구환경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방식과 경제․과학․기술 정책 등에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

므로 IPCC 5차 보고서(2008)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 세계적인 공통 문제를 함께 해

결하고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주변국과 기후변화에 따른 공동대응책 마련시

주도적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우리나라 주변해의 지속적인 관측 및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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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본 사업은 전 지구적 현안인 기후/해양환경 변화(수온상승, 산성화, 해수면상승)가 남

해역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향후 있을 전 지구적인 환경변화

를 예측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그리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해양환경과 자원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DB

로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남해 해양환경/생태계 중장기 변동 추이 및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 동중국해 중장기(10년) 생태계 변동 추이 분석 및 기후변화 영향 진단

- 기후/환경변화 해양환경/부유생태계 영향 평가를 위한 기후변화 민감해역 현장 조사/고

정관측/장기 모니터링 기반 구축

- 위성을 활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생태계 영향 평가

- 제주연안 실시간 연속관측부이 설치 및 운용/관리

- 남해 주요 연안역(부산, 제주)의 격주 간격 현장모니터링

- 수온상승과 산성화(기후변화인자)에 따른 주요부유생물 및 먹이사슬 반응 실험 연구

-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영향 평가 및 감시를 위한 기후변화 지표 생물종 및 분자 마커

탐색 및 선정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남해 환경변화 모의 평가

- 지역해 물리순환모델 및 광역생태계모델 선정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남해역 생

태환경변동 모의 평가

- 해양산성화 및 생태계 변화(하위영양준위 구조와 기능) 예측 시나리오 작성

- 남해 해양환경/생태계 자료 DB 구축

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008년도

목표 내용 연구범위

기후변화와 남해권

해양환경/생태계 변동

연구를 위한 기획 및

기반 구축

⦁남해권 해수 온난화 및 산성화 진행

정도 규명

⦁연구해역과 환경/생태계 모니터링 해

역 선정

- 남해역 기존 수온 및 pH

자표 공간 분석

- 기존 관련 문헌 및 자료 수

집 및 평가

- 모니터링 대상 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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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내용 연구범위

기후/환경변화 남해권

(동중국해 포함) 해양

부유생태계 영향 평가

및 장기 모니터링 기

반 구축

⦁남해권 장기수온변동 추이 및 기후변

화와의 상관성 분석

⦁동중국해 중장기(10년) 생태계 변동

추이 분석 및 기후변화 영향 진단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감시를 위한

광역/연안역 해양환경/생태계 모니터

링

- 기존 장기관측자료 및

IPCC 모델 활용

- 기존 생태계 모델을 활용한

중장기 광역해역 생태계 모

델 시연을 위한 국내외 문

헌자료 파악

- 기후변화 영향 해양환경/생

태계 변동 평가 및 감시를

위한 해양모니터링 네트워

크 구축 (현장조사, 위성,

관측기지)

- 위성을 이용한 식물플랑크

톤 기능 그룹별 분석 기술

의 적용 가능성 평가

목표 내용 연구범위

(계속)

⦁해양생물 생리/생태 반응 연구를 위한

대표종(동식물 플랑크톤) 선정

⦁GIS 공간 분석을 통한 수온 상승 및

산성화 현황도 작성

⦁조사 방법 및 분석 방법 정립

- 선정해역 예비조사

- 실험실, 메조코즘 시스템

설계

2009년도

목표 내용 연구범위

기후/해양환경변화

추이 평가 및 주요

생물종 기후변화 반응

연구

⦁남해권 수심별 장기수온변화 양상 분

석

⦁남해권 수온 및 산성화 변화 전망 제

시

⦁수온상승, 산성화에 따른 대표 생물종

반응 연구

⦁연안역을 중심으로 기초 해양환경/생

태계 조사

- 수과원의 정선해양관측자료

분석(1980-2007)

- 평균 수온과 성층 자료 분

석

- IPCC 모델 활용

- 실험실 생물 반응 실험

- 실해역 현장관측

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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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내용 연구범위

기후/환경변화 남해

해황 및 부유생태계

영향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장기 모니터링

기반 구축

⦁남해 해양환경/생태계 중장기 변동 추

이 및 기후변화 영향 진단 분석

⦁기후/환경변화 해양환경/부유생태계

영향 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 및 장기

모니터링 기반 구축

⦁기후변화인자(수온상승, 산성화) 주요
생물 반응 및 기후변화 지표종 탐색

및 선정

- 기존 관측자료 활용 남해

장기 해황 및 수괴변동 추

이 분석 및 고해상도 모델

이용 남해 순환 및 수온분

포 평가

- 해양관측부이 설치 및 운용

을 통한 실시간 연속 관측

자료 습득

- 주요 해역(대한해협, 제주

근해)의 격주(또는 월별)

현장조사 수행

- 현장자료를 통한 위성 알고

리즘 개발 및 위성해색자

료 활용

- 기후변화의 생물 간접적(먹

이 영향 실험

목표 내용 연구범위

남해 해양환경/생태계

시공간적 변동 양상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평

가 및 기후변화 영향

진단/감시/예측기술 정

립

⦁남해 및 동중국해 해양환경 및 부유

생태계의 시공간적 scale에 따른 이질

성과 주기/비주기적 변동성 규명

- 기후변화모델(IPCC AR5)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대한해협 수송량의 변화

평가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생태

계모델 결과 비교 분석을

통한모델 신뢰성 향상

목표 내용 연구범위

(계속)
⦁기후변화인자(수온상승, 산성화) 주요
부유생물 및 먹이사슬 반응 실험 연구

- 기후변화 영향(수온상승,

산성화) 주요 생물 생리/생

태 반응 및 종내 형태변화

분석과 식물-동물플랑크톤

포식 영향 실험

- 주요 연안역의 산성화 모니

터링 및 다른 환경인자(빈

산소)와의 상관성 분석

2011년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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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내용 연구범위

(계속)

⦁기후/환경변화 해양환경/부유생태계

영향 평가를 위한 주요 연안역 현장

조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후변화인자(수온상승, 산성화) 주요
생물반응 평가 및 기후변화 해양 지

표종 선정 방법론 제시

⦁후속 연구기획 (EAST-2 프로그램과

연계한 동중국해에서 기후/환경변화

해양생태계 영향)

- 주요 연안역 현장조사와 실

시간 관측부이 및 위성 모

니터링을 통한 해양환경/부

유생태계 월, 계절, 연 변동

성(주기/비주기적) 분석

- 기후/해황변화 광역감시를

위한 위성알고리즘 개발

및 해색자료 활용

- 기후변화 해양 지표종(식물

플랑크톤, 유공충, 원생동

물, 동물플랑크톤, 패류, 산

호 등) 선정 방법론 및 생

화학적 프록시 개발

- 후속 연구기획: 연구 로드

맵 작성 및 세부과제 개발

3.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연구 성과 요약

2008년도

구 분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연 구 성 과

1차년도

⦁문헌조사 및 위성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해역

과 장기 환경/생태계

모니터링 해역 선정

⦁현장조사 및 시료분석

방법의 정립

⦁해양생물의 생리/생태

기후변화 반응연구를

위한 대표생물종 선정

⦁GIS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한 적지선정

- 모니터링 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예비 조사(5개 정점)를

실시함(2009.06.17.∼19)

- 탐사결과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가 지나가는 정점(CC2)

과 연안 정점(CC1-4)이 부유환경 및 동⋅식물플랑크톤

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 기존 자료 및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생리/

생태 반응 식물플랑크톤(Synechococcus), 동물플랑크톤

(Calanus sinicus)을 우선 실험 대상종으로 선정하고 실

험 방법을 정립함

- 해양 원생동물 군집의 생리/생태를 연구하기 위한 실험

종 선정(빈섬모충류) 및 수온 증가에 따른 빈섬모충류

군집에 미치는 영향 예비 실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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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구 분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연 구 성 과

2차년도

⦁남해권 수심별 장기

수온변화 양상 분석

⦁남해권 수온 및 산성

화 변화 전망

⦁연안역 중심으로 기초

해양환경/생태계 모니

터링 조사: 남해 주요

연안역의 격월별(2010

년 1, 3, 5, 7월) 현장

조사

⦁수온 및 산성도 상승

에 대한 생물 반응 연

구(주요 식물플랑크톤

종의 생리/생태 반응

실험)

- 남해역 수층별 수온의 장기 변화 패턴:

・표층, 10m층: 전 지역 높은 수온 상승

・20, 30m층: 전 지역 낮은 수온 상승, 제주도 서부 해역

은 하강

・50m층: 전 지역 낮은 수온 상승, 남해 연안역은 하강

- 계절별 연간 수온 변화율 패턴:

・겨울철(2, 12월): 전 지역 높은 수온 상승

・여름철(8월): 제주 동부해역을 제외하고 높은 하강

・봄(4월), 가을(10월): 지역별로 높고 낮은 수온 상승과

하강

- 일본의 MIROC, 미국 NOAA/GFDL, 독일 MPI 모델을

이용 대기 이산화탄소농도 증가(A1B 시나리오)에 의한

남해의 수온변화전망은 2100년에 약 2 - 3.5℃ 상승하며

NOAA/GFDL 모델을 제외하고는 성층강도도 변화됨을

예측함

- 산업혁명 이전과 현재의 탄산칼슘 포화도 변화를 비교

한 결과 탄산칼슘 종류에 따라 방해석(calcite)의 포화도

는 0.44~0.96, 선석(aragonite)의 포화도는 0.26~0.62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정점PS2)과 제주 정점은 전형적인 해양 특성(고온

고염)을 보이는 반면 섬진강 하구역은 강(담수)의 영향

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생물, 화학적 특성

도 이러한 물리적 환경특성에 따라 시․공간적으로 변

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종의 식물플랑크톤(규조류, 와편모조류)을 다른 온도조

건(15℃, 20℃, 25℃, 30℃)에서 배양한 후 식물플랑크톤

의 성장률과 지방산 조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수온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감소하고 지방산 함량, 특히 필수 지

방산 함량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이산화탄소 분압(산성화)에서 C. debilis 의 성장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복합적인 기후변화 반응(산성화+수

온상승) 실험결과 C. debilis 는 산성화보다는 수온에 영

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남



- 10 -

2010년도

구 분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연 구 성 과

3차년도 

⦁남해권 장기수온변동

추이 및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동중국해 중장기 해양

환경/생태계 변동 추

이 분석

- 광역해역 춘, 하, 추계

해양환경/생태계 현장

조사 및 수 년간의 조

사자료 비교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감시를 위한 광역/

연안역 해양환경/생태

계 모니터링

- 주요 연안역 격월별

해양환경 및 부유생태

계 현장 조사

⦁수조 및 반자연조건

(메소코즘)하에서 기

후변화인자(수온상승,

산성화) 주요부유생물

및 생태계 반응 실험

⦁IBM 모델을 이용한

북부 동중국해에서의

살오징어 유생의 가입

기작 규명 및 기후변

화 시나리오에 따른

가입량 변동 예측

- 수온약층의 정량화를 통해 수온약층의 장기 시계열 변

동패턴 분석 결과,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혼합층은

얕아지고 수온약층의 두께도 얇아지는 경향을 보이다

2000년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약해지거나 반대의 경

향이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 함

- 수온 수괴의 3D 입체모델을 제작을 통해 체적과 무게

중심점에 대한 과거 시공간 변화를 선형회귀모형으로

수온 수괴 체적 및 무게중심의 변동패턴을 분석한 결

과 동계 남해역의 온수괴의 체적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무게중심점의 위치는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여, 기준수온 이상의 온수가 남해역에서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기후모델에 따르면 미래 북부 동중국해는 수온이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수괴의 성층이 강화되면서 일차생산

이 감소하며, 산성화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 2100년이

되면 pH는 0.2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됨

- 북부 동중국해 및 제주 근해에서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은 1990년대초부터 꾸준히 증가함.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우점종인 요각류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0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

gelatinous zoopl.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북부 동중국해를 포함한 남해 광역 현장조사를 춘, 하,

추계(2010년 9월, 11월 그리고 2011년 4월)에 걸쳐 실

시 및 관측/분석자료 DB 구축

- 장기위성해색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2

-2009) 하계 엽록소 a 농도와 일차생산력이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기존자료 분석을 통해 서식환경(수온)에 따라 형태적

차이가 나타나는 부유성 원생 생물종 Helicostomella

subulata를 기후변화 지시자로 잠정 선정

- Picocyanobacteria 다양성을 분석하였으며, 생태형을

구분 지표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음

- 쿠로시오 지표성 중심규조목을 파악하여, 장기생태계

변화 연구에 기후변화 감시 지표종으로 활용 가능성

제시

- 기후예측 모형을 활용 미래 살오징어의 산란장 변동패

턴을 살펴본 결과 산란장이 북상 경향이 뚜렷하게 나

타나며, 특히 가을 산란군의 경우, 모델에 따라 2030년

에는 1990년대에 대비해서 약16-94%의 산란장 규모의

감소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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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구 분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연 구 성 과

4차년도

⦁남해권 장기수온변동

추이 및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제주연안 관측부이 구

축 및 활용연구(해류

및 표층 해수 물성 변

동성 분석 및 기후변

화 영향 평가/감시)

⦁남해 및 북부 동중국

해 해양환경/생태계

장기변동 추이 및 기

후변화 영향 분석

- 제주 연안의 중형동물

플랑크톤 생체량 모니

터링 및 북부동중국해

의 동물플랑크톤 시계

열 자료의 변동성 분

석

- 기후변화에 따른 동중

국해 부유성소형요각

류 분류군의 종조성

및 분포 변화

⦁생태모형을 이용한 용

승에 의한 플랑크톤번

성의 재현

- 수온약층 탐지 및 추출 알고리즘을 개발

・수온약층 주요 파라미터의 상관성 분석: 수온약층의 두

께와 수온약층의 온도차 양의 상관, 수온약층의 두께와

최대 수온구배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1994년 이후 수온약층의 두께는 얇아지고, 혼합층의 두

께는 두꺼워지며, 최대수온구배는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선형회귀분석과 GIS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 표층 수온

의 시·공간 변동패턴: 동계와 하계 모두 수온이 장기적

으로 상승하는 추세, 동계 제주 서부해역에서 수온이

상승하며 따뜻한 수괴의 중심이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확인함

- 동중국해 북부 저층냉수 변동성 분석-기후지수(NPI,

PDO, AO, WPI)와 상관성 제시

・CTD 격주 시계열자료 처리 및 초기 분석

・부이 관측 시계열자료 초기 분석

- 해양환경관측등부표 설치 및 운용

- 부이 관측 시계열자료(5월 9일-29일)를 활용한 온실가

스 플럭스 초기 분석

・표층 이산화탄소는 278~373 μatm (평균 333 μatm)로서

대기에서 해양으로 유입(3.41 mmol m-2 day-1)로 나타

남

- 제주연안에서 격주로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총 생체량과

크기별 생체량의 변동성 파악:

・총 생체량은 가장 바깥쪽(정점 3)에서 가장 높았고, 가

장 연안(정점 1)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크기그룹별 생체량은 1-2mm 크기그룹의 기여도가 가장

높음

・중형동물플랑크톤 생체량 변동은 엽록소-a 보다는 수온

의 변동과 양의 상관성을 보임

- 제주남부해역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및 우점 종의 장기

변화

・2005년부터 동물플랑크톤의 총 습중량은 증가한 반면,

요각류, 단각류, 크릴, 화살벌레의 개체수는 감소함

・난류성 소형요각류의 종수는 2004년에 비해 2008년 이

후 점차 증가, 연안종이며 냉수종인 Corycaeus affinis의

개체수는 매우 감소

- 모델결과와 관측결과를 비교하여 모델이 해황을 잘 재

현하고 있음을 확인함

・용승에 의해 식물플랑크톤이 번성함을 확인하고 적합한

모델 변수를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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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연 구 성 과

4 차년도

(계속)

⦁남해권에서 해색위성

을 이용한 장/단기 기

후변화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

⦁수온변화 지시종

H e l i c o s t o m e l l a

subulata의 형태변이

개체의 유전자 변이

분석 및 비교

⦁산성화 환경에서 형태

적 변이가 나타난

S c r i p p s i e l l a

trochoidea의 사망률

측정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거품돌산호(Alveopora

japonica)의 분포 및

생태에 관한 연구

⦁제주도 서귀포 해역

이매패류 유입종 검색

및 모니터링

⦁제주근해 및 대한해협

에서 출현하는 유공충

종 동정 및 산성화 지

표종(유공충) 탐색

- 위성/관측기지를 이용한 장/단기 해양환경/생태계 자료

획득

・해양환경/생태계 변화 관측 항목 선택 및 식별 가능한

인자에 대한 위성을 이용한 알고리즘 개발

・GOCI 및 기타 해색위성 결과를 이용한 단기/중장기 남

해권 종조성 변화 관측을 통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

경 변화 이해

- 뷰유성 섬모충 H . subulata 는 수온에 따른 형태변이가

존재

・유전자 분석(SSU rDNA, ITS2)결과 두 형태변이 군은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됨

- Scrippsiella trochoidea 시스트의 산성화 환경에서의 형

태적 변이(Spiny에서 Naked type)는 사망률을 증가시킴

- 제주연안에 확산되는 거품돌산호의 군집분포 양상과 형

태적 특성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북부 금릉리의 거품돌산호 군집과 북부 귀덕리/남부 신

흥리의 군집사이에 분포도와 크기에 차이가 나타남

・북부 귀덕리의 거품돌산호 완전 제거 후 약 1년 4개월

후 재가입된 거품돌산호의 밀도 10.4 colonies/m2, 군집

크기 평균 10 cm2로서 재가입률은 약 7.8

colonies/m2/year로 확인됨

-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발견된 흑진주조개(P inctada

margaritifera)에 대한 기원 및 종 동정 확인

・유전자 분석 결과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종과 동일종으

로 확인됨

・패각의 화학조성(Mg/Sr)분석 결과, 2007년 여름철에 제

주도 연안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됨

- 제주근해 및 대한해협에서 유공충 시료 채집 및 종 동

정

・현생 유공충에 대한 종 동정 (7속 16종 확인)

・아열대 종 출현 확인: 기후변화 지표종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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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구 분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연 구 성 과

5차년도 

⦁남해 수온약층 정량화

를 통한 수온약층과 기

후변동 패턴과의 연관

성 분석

⦁남해 및 북부 동중국

해 해양환경/부유 생태

계 장단기 변동 추이

및 기후변화 영향 분석

⦁남해 주요 연안역(제

주 근해 및 대한해협)

의 해양환경/부유생태

계 현장 모니터링

⦁안정적인 관측부이 유

지 관리 및 운영 S/W

개발

⦁ 제주근해 산성화 인

자 변동성 감지 및 원

인 규명

- 수온상승과 수온약층의 상관관계 파악

・기후변화 인자에 민감한 표층수온과 혼합층의 깊이, 수

온약층의 두께는 양의 상관관계, 표층수온과 최대수온구

배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혼합층의 깊이와 수온약층의 두께는 1996∼2000년을 기

준으로 2001∼2005년에 증가 후 2006∼2010년에 감소하

는 경향, 최대수온구배는 2001∼2005년에 감소 후 2006

∼2010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식물플랑크톤 생체량/군집구조 분석

- 중형동물플랑크톤 군집 및 생체량 분석

・계절/연간 변화가 크게 나타남

・크기그룹별 조성률의 변화 패턴이 뚜렷하지 않음

・해수온 상승과 총 생체량 증가는 뚜렷한 직선 회귀관계

를 보임

- 난류 지표종(규조류, 와편모조류)의 출현양상 분석을 통

한 아열대 지수화 방법제시

- 제주(격주간격)/부산(월간격) 남동해역의 식물플랑크톤

과 동물플랑크톤의 출현양상 및 생체량 분석

- 난류 지표종의 출현양상 파악

・난류성소형요각류는 쓰시마난류의 세력이 강한 9월부터

12월에 높은 개체수밀도를 나타남

・현생 유공충에 대한 종 동정(7속 16종) 및 아열대지역

출현(난류 지표) 종 파악

- 해양관측부이 기본 관리 (월 1회 이상) 수행 및 웹서비

스 기반의 운용 S/W 개발함

- 시계열 관측 자료를 활용한 제주 남동해역 산성화도 파

악

・해수 내 CO2 분압은 대기 CO2 분압보다 낮음

・대기로부터 해양으로 유입된 CO2 양은 2012년 5-7월에

는 5.92 mmol m-2 day-1, 2013년 5-6월에는 5.48

mmol m-2 day-1이었음

・CO2가 대기로부터 해양으로 유입된 것으로 예상됨

・선석 포화도는 1.42-2.82의 범위를 보여, 현재로는 제주

도 연안 표층해수가 아라고나이트에 대해 과포화상태임

・선석 포화도는 관측 정점 및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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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연 구 성 과

5차년도

(계속)

⦁위성을 활용한 장단기

해양화경/생태계 모니

터링 및 해색 알고리즘

개발

⦁기후변화인자(수온상
승, 산성화) 주요생물

반응 연구 및 기후변화

해양 지표종 탐색 및

모니터링

⦁기후모델(CMIP5)에
나타난 대한해협 수송

량 변화와 그 영향

⦁기후변화가 동물플랑

크톤과 소형부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상향 및

하향조절방식에 의해

재현 및 예측

⦁후속과제 기획 (동중

국해에서 기후/환경변

화 해양생태계 영향)

- 클로로필 계절별 차이: 위성에서 추정한 클로로필 농도

의 계절별 차이 현상 제시 및 원인 규명

- 유기탄소 알고리즘 검증: 한반도 근해 및 제주도 부이

현장관측 자료 이용 위성 알고리즘 검증

- 해양산성화에 의해 변형된 와편모조류의 생태학적 기능

변화 유발 파악

・산성화로 인해 형태적 변이가 나타난 종자개체군(seed

population)이 생물섭식과 같은 2차적 요인에 의해 생리

적 기능을 상실할 수 있음을 확인

- 특정 관심해역 (산성화 및 저산소)에서의 요각류 알생산

력 규명

・무산소 환경에서 90% 이상의 난 부화율 확인

・pH 8.1(정상조건)∼pH 7.7에서는 난 부화율 90% 이상

・pH 7.1에서는 난 부화율 50%, pH 6.5에서는 20%, pH

6.1에서는 0%로 확인

- 고위도 돌산호류 생태연구

・거품돌산호의 서식 밀도 및 크기 분포를 통한 확산 경

향 파악

・거품돌산호 서식지역과 비서식지역의 저서생물상 비교

- 기후변화 남세균/규조류 지표종 탐색

・P rochlorococcus가 쿠로시오로부터 유입되는 난수성 지

표종

・동중국해에 출현하는 고온고염성 규조류 22종 선정

・규조류 지표종의 기후변화와 연결된 생태계 현상 연구

이용 및 적용 방법 고찰

- 미래기후에서 해양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순표층열속은

지속적 증가하여 해수온 감소가 유도될 것으로 전망

-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된 열수송량의 증가로 한반도 주

변해역의 수온 상승이 유도될 것으로 전망

- 식물플랑크톤∼동물플랑크톤∼소형부어류(멸치)∼포식자

소규모로 구성된 가상의 먹이망에서 부어류 영양단계에

집중하여 상향/하향조절방식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 파

악함

- 후속과제 기획 사업명: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동중국해

의 기능변화 평가 및 예측 연구

- 연구개발 목표: 우리나라 환경/자원/영토 문제 대으으이

역량강화를 위한 동중국해 해양변화 이해 및 근미래 예

측 능력 제고

- 연구 기간 및 예산: 총 10년(3단계) 약 20억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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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내 연구동향

1. 중장기 해양 관측 및 분석 분야

지속적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전 지구적인 기후 및 환경변화가 가속화되

면서, 자원변동/자연재해 예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그

리하여 국내에서도 여러 기후변화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965년부터 어업자원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양환경생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연근해 수온이 대략 0.5℃정도 상승했

고, 수온변동(난류영향)과 동물플랑크톤의 계절주기, 군집구조, 생물량 변동이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남측의 동중국해 해역(한반도 외해대양의 기후변화

민감 지역)에서는 지난 수 십 년간 약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해오고 있으

며, 이 자료는 기후변화에 의한 한반도 연근해 장기수온 및 해수면 변화를 평가하는데

활용해오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중장기 기후변화에 따른 동중국해 해양생태계 변동 예측 연구

(2003∼2010)’ 사업을 통해 동중국해 북부해역의 대륙붕해역에서 대기-해양 이산화탄소

플럭스와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반응을 연구하였다. 조서 결과에 따르면, 동중국해 대

기-해양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연간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기-해양 이산화탄

소 플럭스 관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중국해는 한중일 3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과 관련된 해역으로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 관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

지만, 국내는 현재 연구사업이 종료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동중국해의 해양환경 및 생

태계 관측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기 중 CO2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해양산성화) 양상과 이러한 변화가 하위영양단계의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

구 진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포항공대와 한국해양연구원은 2005년부터 ‘온실 가스(CO2)

증가에 의한 미래 해양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기술’과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시체제 구축’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메조코즘을 활용한 용존 CO2 조

절 및 생물반응실험 기반기술 확립과 기후변화 관련 해양환경 변화(해수 성층화/산성

화, 대기-해양 CO2 변동)에 따른 생태계 장기 변동을 파악하고, 미래 해양 생태계를 예

측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동해로 유입된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율을 규명하였고, 수온 상승과 CO2 유입으로 인해 동해에서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동해로 녹아들어간 이산화탄소가 급

격히 감소되었고, 이것이 지구온난화(해수온상승) 또는 지역적 원인인지는 분명하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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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실시간 해양 관측 및 분석 분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수온, 염분 등 물리요소를 장기적으로 관

측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Argos 부이자료를 이용한 대양모니터링을 진

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동해(EAST 프로그램), 동중국해 남부(KOGA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인근 북서태

평양(GAIA 프로그램) 해역 등에 실시간 해양관측시스템인 파랑관측부이, 해양기상부이,

ARGO부이 운영을 통해 해양환경의 시계열자료를 획득하고 있다.

3. 기후변화와 생물반응 연구 분야

⋅최근 유공충을 이용하여 과거-현재-미래의 기후변화 관련 해양환경 변동 양상을 이해

하기 위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퇴적물중 유공충화석을 이용하여

과거의 환경변화를 파악하는 연구만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생유공충을 직

접 채집하고 이를 이용한 환경변화의 추이를 연구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탄산칼슘 성분의 외피를 지닌 플랑크톤의 휴면포자는 해저 환경의 산성화도가 상승하

면, 생존에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씨앗(seed)으로써의 휴면포자 고유

기능이 상실되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탄산칼슘성 외피를

가진 휴면포자 연구를 통해, 향후 해양산성화에 의한 해양생태계 구조의 변동을 예측하

고 플랑크톤 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거품돌산호(Alveopora japonica)는 제주도 연안에만 분포하며, 일본 큐슈, 오키나와, 대

만 및 홍콩 등, 아열대에 서식하는 돌산호류이다. 제주연안에서 A. japonica는 최근 10

년간 급격히 그 수가 증가하여 연안의 기질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

japonica의 급격한 증가는 수온상승 및 수온상승에 따른 연안 생태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산 연안에서도 A. japonica의 출현에 관한 보고

가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향후 수온상승과 동반하여 A. japonica의 분포영역은

과거 연중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우리 나라 남해안 지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

되며, 이에 따른 생태계 교란도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연안의 A. japonica의 현존량 및

연간 성장률 등 이 종의 개체군생태(population dynamics)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와 더불어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A. japonica를 이용한 지화학성분 분석을 통해

과거 수온추적자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A. japonica의 Sr/Ca와 Mg/Ca 값을

이용하여 해수온도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종과 연구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Sr/Ca-SST 및 Mg/Ca-SST 관계식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수온상승, 해양산성화 등)에 대한 해양생태계 반응연구는 먹이망 개념의 도입,

생물과정, mesocosm을 이용한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팀이 개발한 mesoco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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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대기 CO2 증가에 따른 해양산성화에 의한 생물 영향 연구의 핵심 기술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 기술로 확보하게 될 연구결과들은 전 세계 기후변화 프

로그램 중 아시아지역 해양생태계반응 예측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

4. 기후 및 해양생태계 변동 예측 모델링 분야

⋅기후 변화 및 장주기 기후 변동을 예측 파악할 수 있는 전 지구 고해상도 기후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으로부터 얻게 될 기후변화 결과를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IPCC) 기후변화 6차 보고서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통합 기

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및 대양 관측(2010∼)’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제 2 절 국외 연구동향

1. 일본, 중국

⋅CREAMS/PICES 의 EAST(East Asian Seas Time Series)-2 프로그램을 한국, 일본,

중국 참여하에 시작하여 일본은 2010년부터 각국 연구팀의 동중국해 조사에 공동 협력

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서 동해역에 PM Line을 설정하여 197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양

관측을 실시하고 있고, 홋카이도 대학 및 홋카이도 수산연구소를 중심으로 홋카이도 주

변해역과 대양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모니터링을 통하여 얻어진 하위영양단계의 생물자료를 기초로 수십년간에 일어

난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양생태계의 반응 과정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외해역의 변화나 기후변화에 대한 연안역의 물리환경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

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환경변화 기후변화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연안재해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동중국해의 위치가 대륙으로부터 물질 유입의 경로가 되기 때문에 개발(삼협댐

등), 기후변화(대륙의 변화 포함) 및 환경변화의 직, 간접적인 영향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해파리, 녹조 등) 연구를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지속 수행하여 동중국해의 영양염

수지에 대한 기초적 개념모델을 개발하고 있다(Matsuno 등, 2010).

⋅중국의 경우 최근까지 국가차원의 GLOBEC 연구에 이어서 중국 IMBER 프로그램을

출범하여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변화, 수산자원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미국, 캐나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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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해양산성화에 대한 연구수행 및 지원에 관한 법안(Federal Ocean

Acidification Research and Monitoring Act of 2007, FOARAM Act)이 2007년 미국상

원을 통과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를 조사

하고, 이러한 장기 조사를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및

수산자원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는 1949년부터 지금까지 CalCOFI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동․

식물플랑크톤, 어란, 자치어의 장기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또는 ENSO와

같은 단기 변동과 관련하여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Line P와 이곳의 한 정점인 Station PAPA에서 1956년부터 매년 3회

의 해양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얻어진 동․식물플랑크톤 자료를 이용하여 기

후변화가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9개 국가 27개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00명 이상의 전문 연

구원들이 참여한 EPOCA (European Project on Ocean Acidification)가 2008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6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해양산성화 과정, 산성화가 biological process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EU는 2008년부터 30억원을 투자

하여 기후변화가 식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PhytoChange project’

연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영국해역의 깊은 바다의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어류의 종 다양성을 증가시

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Global Change Biology에 발표되었다. 이번 연구결과

에 따르면 장기관측조사에 따르면 1985년부터 깊은 바다 밑의 온도가 섭씨1.5도가 증가

되었으며 북해도의 저서어류들의 다양성이 50%가 증가하였다.

3. 국제연구프로그램

⋅전 세계 대양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후변화, 해양순환모델링 등을 포함한 다양

한 목적으로 전 세계 해양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수온, 염분 등 물리요소를 장기적으로

관측해오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적인 Argos 부이자료를 이용한 대양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으나 수년전 전 세계적으로 목표로 한 3000개의 부이를 투하

완료한 바 있으며 이들 자료는 최근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핵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대기-해양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SOLAS (Surface

Ocean-Lower Atmosphere Study), 육지-연안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LOICZ

(Land-Ocean Interaction in the Coastal Zone), 해양 생태계 및 생지화학적 연구를 수

행하는 IMBER(Integrated Marine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프로그

램이 있다.

⋅전지구해양생태계연구 (GLOBEC) 프로그램은 1998년부터 세계 주요해역 (Southern

Ocean, Bering Sea, Georgia Bank, Barent Sea, Northeast Pacific Ocean 등)에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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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를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

구를 활발히 수행하였다. GLOBEC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IMBER 프로그램

은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 먹이망 (end-to-end food web) 구조/기능 및 생지화학적 순

환에 미치는 영향과 구성요소/연구결과 간의 상호관계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에 의한 과학프로그램이 2008년도에 끝나고 2009년 부

터 기후변화 관련 국제해양프로그램인 FUTURE (Forecasting and Understanding

Trends, Uncertainty and Responses of the North Pacific Marine Ecosystems)가 출범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따른 북태평양 해양생태계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

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PICES에서는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동중국해의 변화를 파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해양물질순환의 상호영양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해색 위성을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기능 그룹별 분석 기슬에 대한 연구는 최근 미국과 유럽 등의 선

진과학국가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우주항공연구소 (NASA)와 유럽 우주

항공연구소 (ESA)는 PFTs연구를 위한 차세대 해색 위성을 계획 중에 있다.

4. 실시간 관측 및 분석 분야

⋅1990년부터 시작된 전세계 해양관측망(GOOS)을 포함하여 인접 국가간 지역적 협력관

측체제, 국가기관 및 대학 등의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규모로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

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OOPC(http://ioc-goos-oopc.org/)와

OceanSITES(http://www.ocean sites.org/)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

으로 전 지구 해양의 시계열 관측망 정보를 취합⋅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BATS(Bermuda Atlantic Time-series),

HOT(Hawaii Ocean Time-series) 등 해양의 고정관측점에서의 연속 관측이 시작되었

으며, 현재 20년 이상 고정점에서의 해양 이산화탄소 관련 요인의 관측 자료가 누적되

어 대양에서의 이산화탄소 교환량 변동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추세, 이산화탄소 흡수로

인한 해양의 산성화 등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 BATS (Bermuda Atlantic Time-Series): 1980년대부터 버뮤다 해역에 설치되어

운용되기 시작한 시계열 해양관측프로그램. 기본 해황뿐만 아니라, 해수 중 이산화탄소

관련 요소에 대한 연속측정을 수행중이며 약 30년간 누적된 연속관측자료로 해수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pH 감소(산성화)를 자료로 확인시켜준 대표 정점중 하나이다.

※ HOT (Hawaii ocean time-series): 1988년부터 하와이 인근해역에서 20년 이상 연

속적이면서 정기적인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관측하고 있다. HOT 프로그램의 목적은

1) 일차생산력, 신생산력(new production), 표층에서의 입자플럭스 (particle flux)의 계

절 및 연간변화를 파악하고, 2) 표층 200 m에서 영양염이 순환하는 메카니즘을 밝히고,

3) 표층해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를 계산하는

것이다.



- 20 -

⋅전 세계 대양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후변화, 해양순환모델링 등을 포함한 다양

한 목적으로 전 세계 해양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수온, 염분 등 물리요소를 장기적으로

관측해오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적인 Argos 부이자료를 이용한 대양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으나 수년전 전 세계적으로 목표로 한 3000개의 부이를 투하

완료한 바 있으며 이들 자료는 최근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핵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위성을 이용한 해양관측 기술은 해양의 기후 및 환경변화 감시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

술로 인식되고 있다. 선박 또는 기지/부이 관측에 비하여 위성관측은 넓은 지역을 거의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르면서도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변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위성자료는 매우 효과적이다.

현재까지 해수면온도(SST) 자료는 25년이상, 해색(Ocean Color) 자료는 13년 이상 축

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는 단기 또는 중기 기후 변동 및 변화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 3 절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1960대 이후, 우리나라 연근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측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괴의 특정과 계절적 변동에 대한 기본 정보는 파악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현장 관측

이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광범위한 해역에서 단기 현장 관측에 의존하여 자료를 획득

하고 있어, 한반도 연근해의 기후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시간 해양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부이시스템은 이미 보편화된 단계이며, 시

스템 성능과 활용성의 향상은 모니터링 목적에 따른 체계적 모니터링 방안 설계, 무인

환경관측시스템의 발달, 자료의 관리와 정보 해석 기술 발전이 관건이다. 최근의 실시

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방향은 초기단계의 해양기상 및 물리환경 중심 모니터링에서

업그레이드하여 해양생태계의 변화, 자원량 변화, 유해생물의 급증 등 해양생태계의 변

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해양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이를 포함한 연안해양 실시간 관측 시스템은 대부분 풍

향, 풍속, 기온, 습도, 수온, 염분, 조류, 해류 등 물리·기상 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용존 산소, 엽록소 등 생물화학적 요소에 관한 모니터링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

러므로 선진기술의 도입 및 국내 기술 개발로 인해 부이 등을 통한 실시간 관측 시스

템의 하드웨어 구축 기술은 국내적으로도 선진국의 기술 수준에 근접한다고 판단되나

기 구축된 관측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예방정비에 대한 인식은 다소 미미한 실정이다.

⋅1990년대 후반, 한중일 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해양과학조사법 선포로 인해 상

대국 EEZ 내 조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는 3국의 EEZ로 분할되어

있어 해양조사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해역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큐슈대,

나가사키대 등 연구팀)의 공동연구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삼협댐을 건설한

이후 외국과의 공동관측이나 자료 공개를 매우 꺼려하던 중국이 CREAMS/PICES의

EAST-2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국제협력이 용이한 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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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있다.

⋅GIS 공간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해역 선정 및 환경변화도 작성 기술은 국내외 모두

시작단계이다.

⋅외해의 변화에 대한 남해권 반응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남해권의 해양환경 변화에 대

한 평가와 예측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지역별 산성화 속도 및 향후 산성화과정 분석 연구는 개념정립단계이며, 해수산성

화에 따른 해양생물의 생리/생태에 미치는 반응 지표 검증을 위한 신기술 개발은 시작

단계이다.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진행되는 시작은 식물플랑크톤 기능 그룹별 분석 기술은 향후

해양생태계의 구조 및 생지화학적 순환 등의 기능 연구를 위한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

으로 판단된다. 국내 위성을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기능 그룹별 생체량 및 일차생산력

분석은 시작단계로써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해역의 과거 물리/생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는 있으나, 남해권 물리특성

(수온, 순환, 성층)의 구체적 변화 예측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물리환경

변화를 고려한 해양생태계 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국내 전문 인력의 부족과 지역해 적

합 모델링 프로그램 부재로 아직까지 거의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일부 과학자

가 외국의 해양생태계 모델링 프로그램(예, NEMURO)을 이용하여 제한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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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남해 및 북부 동중국해의 장기 변동 추이

1. 수온의 장기 변동성

1-1. 북부 동중국해

가. 서론

동중국해의 해양 환경변화의 요인으로 해양온난화와 양자강 삼협댐 건설, 육지로부터

오염물질 배출, 연안 양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 IPCC(유엔 정부간기후협의체)는 4차보고

서(2007)에서 지구온난화가 진행 중임을 공표하였고 인위적인 온실기체의 증가가 원인

임을 제시하였다. 지구적 변화의 특징으로 변화 속도에 지역별 편차가 있어 수온 증가와

해수면 상승의 경우 우리나라 해역을 포함한 서태평양이 전지구 평균보다 높은 해역으로

나타나 있다. 해양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의 수립에는 이러한 장기적인 변화 경향을 전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보다 근접한 미래(예, 10-30년)에 대한 해양 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는 소위 대기와 대양에서의 자연적 변동성에 대한 동중국해의 반응을 이해하

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동중국해 수온변화의 연구는 1980년대까지 주로 남해안 연안정

지 수온관측 자료를 이용한 표층수온의 연주기 및 반년주기의 주기성 분석이 대부분이며

일부 영년변화의 분석이 있었지만 변동성과 기작의 연구는 거의 없었고(김 2002), 해양생

태계까지 포함한 다학제적 변화 연구는 최근 들어서야 연구가 수행되었다(예, 국토해양부

2010). 동중국해 수온의 년 변화 이상의 장기 변동성 진단은 상대적으로 장기자료가 확보

된 표층수온에 치중된 경향이며 국내 연구자들의 분석은 동중국해 북부(남해)에 한정된

경우가 많으며 국내외 다양한 논문집에 산재 발표되어 연구 결과들의 정리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나. 재료 및 방법

국내외 논문집에 발표된 동중국해 표층수온의 장기 변동성에 관련된 논문들을 취합하

여 정리하고 이들의 결과로부터 일반화 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본

연구사업의 결과를 논문화한 것들이다. 문헌마다 해수면온도, 해표면수온, 표면수온, 표면

온도, 표층수온 등 다르게 표현되는 관계로 용어의 일관성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서 표현된 것과 관계없이 표층수온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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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고찰

(1) 표층수온의 변동성

동중국해에서의 해양 조사는 장기적인 변화 탐지 관점에서는 체계적이지 못하였지만

수온은 오랜 기간 동안의 현장 관측 자료 누적과 인공위성 관측 자료 및 수치모델링에

의하여 생산된 과거의 재분석 자료 활용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다.

Table 3.1.1에 검토된 전체 문헌 자료를 요약하였으며 각 문헌에서 제시된 내용을 다음에

설명하였다.

(가) 연안역 관측 자료 분석

우리나라 도서를 포함한 연안역 정점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 매일 표층수온의 관측 자

료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있어 이로부터 수온의 변화 경향의 분석이 수행되었다.

Kang (2000)은 우리나라 연안과 도서 18개 지점에서 매일 1회 관측된 1936～1995년의

60년 동안 관측된 표층수온 자료로부터 수온 변화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전 기간인 60년

동안 남해 연안 정점들의 표층수온은 0.004～0.015℃/년의 증가율을 보였고 후반 30년 동

안에는 -0.003～0.032℃/년으로 후반 30년 동안이 전체 60년 동안 증가율보다 평균 2배

정도 높은 증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양온난화가 최근에 강화되었음을 보여주었

다.

민과 김(2006)은 우리나라 연안과 도서의 27개 지점에서 1969～2004년의 36년 동안 관

측된 표층수온 자료에 기초하여 겨울철 최저수온과 여름철 최고수온 및 연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선형회귀의 분석 결과 최저 해면수온은 대부분의 정점에서 0.02℃/년 이상의

수온 증가율을 보였다. 동해안의 정점에서 서해안의 정점으로 향할수록 최고 표층수온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남해안은 중간 정도로 나타나 평균 수온 변화 경향은

Kang(2000)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여름철 최고 표층수온은 민과 김(2006)의 결과에서

는 뚜렷한 변화 경향이 없었던 반면 Kang(2000)은 하강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결과를 보

여주었다. 한편, 최고 및 최저 표층수온의 차로 정의된 표층수온 연변동폭은 0.03～0.05℃

/년 정도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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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료 성격 자료 기간 분석영역 결과 (-: 감소, +: 증가)

Kang(2000)
연안 및 도서

관측자료
1936-1995

우리나라

연안

최근 60년 표층수온 변화율 (남해):

+0.004～+0.015 ℃/년

최근 30년 표층수온 변화율 (남해):

-0.003～+0.032 ℃/년

민과 김

(2006)

연안 및 도서

관측자료
1969-2004

우리나라

연안

표층수온 변화율 (남해):

+0.02 ℃/년 이상

표층수온 연변동폭 변화율 (남해):

-0.05～-0.03 ℃/년

Hahn(1994)

도면독취자료,

국림수산과학원

정선관측자료

1881-1990 한국근해
2월 10 ℃, 8월 25 ℃ 15～30년 평균

등온선 분포 북상

정 등(2003)
국립수산과학원

정선관측자료
1968-2002

동중국해

북부

표층수온 변화율: +0.027 ℃/년

표층염분 변화율: -0.006 psu/년

수심 100 m 염분변화율: +0.003 psu/년

성 등(2010)
국립수산과학원

정선관측자료
1968-2008

동중국해

북부

표층수온:+1.27 ℃(변화율:+0.031 ℃/년)

수심 100m 수온 변화율: +0.008 ℃/년

국토해양부

(2010)

세계해양자료집

(WOD01)
1961-2000

동중국해

북부
표층수온 변화율: +0.01 ℃/년 이상

Park et al.

(2011)

국립수산과학원

정선관측자료
1967-2008

제주도

서부해역
저층냉수 수온변화 변동성 분석

민 등(2010) NOAA/AVHRR 1985-2009
동북아

해역

동북아해역 표층수온 변화율 (전,후기):

+0.0628 ℃/년, -0.0559 ℃/년

손 등(2012)
NOAA/AVHRR,

JPL 합성자료
1985-2010 동중국해

연, 월평균 표층수온: +0.2～+1.0 ℃

표층 등온선 분포 북상

Yeh & Kim

(2010)

재분석자료

(HadISST)
1950-2008

황해,

동중국해

1970년대 중반이후 겨울 표층수온:

+1.5℃

김 등(2011)
재분석자료

(HadISST, ERSST 외)
1880-2009 동중국해

겨울 표층수온: +1.5 ℃

(전지구평균의 3배)

김 등(2012)
재분석자료

(HadISST)
1950-2010

동중국해

동부,남부

겨울 표층수온 변화율:

+0.027～+0.028 ℃/년

Park et al.

(2012)

재분석자료

(ERSST)
1970-2005 북태평양

동중국해 표층수온 변화율:

+0.03～+0.05 ℃/년

Tang et al

(2009)
일본, 중국 자료 1957-1996

동중국해

중부
후반기-전반기 표층수온: +0.46 ℃

Ning et al.

(2011)
일본, 중국 자료 1975-1995 북위32도

표층수온, 저층수온: +0.71, +1.1 ℃

(변화율: +0.034, +0.053 ℃/년)

표층염분, 저층염분: -0.21, +0.13 psu

Table 3.1.1. Summary of results shown in reviewed references

(나) 동중국해 북부 해역 관측 자료 분석

대부분의 분석들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선해양관측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Hahn(1994)은 국내 최초로 1881년～1990년 기간 동안 초기의 도면에서

독취한 자료와 함께 정선해양관측 수온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역 표층의 등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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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형태를 도시하였다. 2월의 10℃ 등온선 분포로 남해에서 등온선의 북상하였으며 하

계에도 기간에 따라서 등온선의 연안측 접근 정도에 변동이 보이지만 1881～1910년의 평

균 위치에 비해 1976～1990년의 평균 위치가 30′～60′ 정도 연안 쪽으로 접근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해역 전체 평균값은 2월에 2℃, 8월에 1℃의 온도 증가를 보였다. 성 등

(2010)은 1968～2008년 동안의 정선해양관측 수온 자료를 분석하여 남해 표층수온 변화

는 동해보다는 작고 황해보다는 높은 1.27℃ 증가와 0.031℃/년의 증가율을 제시하였다.

이는 2002년까지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정 등(2003)의 결과인 0.027℃/년 증가율보다는

높은 것으로 최근의 수온 상승 정도가 높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해양 내부에서의 변화

경향은 100 m 수심의 경우 0.008℃/년의 상승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여름철 수온 상승이 강하여 동해나 황해와는 달리 겨울보다 여름의 수온상승이 장기 수

온변화 경향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국토해양부,

2010)에서는 세계해양자료집(WOD01)의 자료를 이용한 1961～2000년 사이의 40년간 동중

국해 북부해역의 해면수온 변화 경향을 분석 도시하여 대부분 해역에서 표층수온이 0.0

1～0.03℃/년의 증가율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1990년대와 1960년대의 평균

표층수온을 비교하여 2월에는 전체해역에서 1～2℃ 증가하였고 8월에는 -1℃ 감소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저층 해수의 수온 변화 연구로 Park et al.(2011)은 1967～2008년 사이

의 한국해양자료센터(KODC) 자료로부터 황해에서 제주도 서쪽 해역까지 포함된 해역의

저층냉수의 변동성을 분석하여 저층냉수의 수온 변화가 2～7년 및 10～20년 주기성이 있

으며 1967～1971년, 1983～1988년 및 1996～1998년 사이의 냉각시기와 1972～1980년 및

1990～1995년의 온난시기가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동중국해 북서부 저층냉수의 수

온 변화가 장기적인 온난화와 같은 전지구적인 변화보다는 보다 짧은 주기의 지역적 또

는 자연적 변동성이 우세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수 물성의 주요 성분인 염분의 변화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자료의 양과 신뢰도 문

제로 연구가 매우 드물었다. 정 등(2003)은 1968～2004년 기간의 정선관측자료에 의한 염

분의 장기 변화를 분석하여 연변화율은 남해에서 표층은 -0.006 psu/년, 50 m 수심에서

는 0.001 psu/년, 그리고 100 m 수심에서는 0.003 psu/년으로 표층은 저염화 경향임에 반

해 저층은 고염화 경향임을 보고하였다. 이는 동중국해는 여름철에 수온의 변화와 마찬가

지로 염분의 변화도 성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항이다.

(다) 인공위성 관측 자료 분석

인공위성으로부터 해면수온의 관측은 종관적이고 반복성이 확실하여 시계열 자료로서

매우 유용하다. 민 등(2010)은 1985～2009년 사이의 미국 NOAA/AVHRR 위성 관측 자

료로부터 동중국해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7개 해역으로 구분하여 표층수온의

시공간적 변화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동북아시아 해역의 평균 표층수온은 8～

26℃ 변화를 보였고 연진폭은 7～24℃로 나타났다. 표층수온의 연진폭은 저위도에서 고

위도로 갈수록 연변화폭이 커지는 경향으로 쿠로시오 해역에서는 11℃ 이하, 그리고 황해

북부에서는 22℃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위상은 연진폭의 경향과는 반대로 동중국해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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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본 주변해역보다 빠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양성 기후를 보이는 해역이 대륙성

기후를 보이는 해역보다 빠른 위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수온변화는 일관적인 경향을 보

이지는 않았으나 1985～1998년에 0.063℃/년의 증가와 1998～2009년에 -0.056℃/년으로

감소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소 경향은 관측 자료에 근거한 대부분의 분석 결과와

는 상이한 것으로 이는 분석 해역과 정량화한 기간이 다른 이유로 판단된다. 인공위성 자

료를 분석한 다른 예로서 손 등(2012)은 동중국해의 1985～2010년 동안 NOAA/AVHRR

위성 관측 자료와 NASA/JPL 월별 합성자료로부터 표층수온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26년

간 월평균 해면수온은 약 0.2～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해면수온도 증가

율은 0.025℃/년이었다. 공간적으로 표층수온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고 연평균 20.3℃ 등온

선을 예로 그 분포 위치가 점진적으로 북상하고 있음을 도시하였다. 1998년의 경우 연구

해역의 연평균 표층수온이 가장 높았던 해로 제주도 남동쪽 및 대마도 북쪽까지 북상하

였다. 등온선 위치가 북상하는 정도는 서쪽인 중국 연안 부근에 비하여 대한해협에 근접

할수록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온 상승의 신호가 동해 쪽으로 잘 전달 될 수 있음을 시

사해준다.

(라) 재분석자료 분석

선박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현장 관측 자료는 자료의 기간이 짧아 기후적 변화를 분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해양순환 및 기후모델의 실험 결과로부터

과거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재분석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외국의 기상관련 기관에서

는 다양한 재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장기간의 변화 연구가 수행되었

다. Yeh and Kim(2010)은 국토해양부(2010)에 제시된 연구 내용을 확대하여 영국 기상청

Hadley 센터의 HadISST 자료로 1950～2008년 기간 동안의 황해 및 동중국해의 겨울철

(12, 1, 2월) 표층수온 변화를 분석하고 대기 순환과 관련하여 해석하였다. EOF 분석결과

로부터 표층수온은 1970년대 후반 이후 2008년까지 약 1.5℃ 정도로 지속적인 상승 경향

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 등(2011)은 HadISST, 미국 GISS SST 및 미국

국립기후자료센터 ERSST의 1880～2009년의 130년간 관측 및 재분석자료로부터 우리나

라 주변해역의 수온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근해의 표층수온은

약 1℃ 이상의 증가를 보였고 겨울철 남해의 해면수온은 Yeh and Kim(2011)의 결과와

일치하여 약 1.5℃ 증가로 전지구 평균수온 증가보다 약 3배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등(2012)은 1950～2010년 동안의 HadISST 자료를 이용하여 동중국

해와 동해 남부 해역의 살오징어 산란장 해역에 대한 표층수온의 변동성을 가을철과 겨

울철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해면수온 증가율은 가을과 겨울에 각각 동중국해 대륙붕과

대륙사면 해역에서 0.024℃/년, 0.028℃/년, 북부 동중국해 및 제주도 해역에서 0.021℃/년,

0.027℃/년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마) 중국 및 일본 자료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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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분석자들에 의한 분석 결과들은 관측 자료의 경우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국한되

어 동중국해 전체의 변화 경향을 정량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본 학술지에는

동중국해의 장기적인 수온 변화 연구 논문은 거의 없었고, 중국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대부분 중국어로 발표되어 일부 영문으로 발표된 논문만 본 검토에는 포함하였다. Tang

et al.(2009)은 국내 학자들의 관측 자료 분석의 경우에 비해 보다 넓은 해역인 동경

122-128도, 북위 28∼32도 범위에서 1957～1996년 기간 동안 관측 자료로부터 온난화 경

향을 분석하였다. 평균 표층수온의 변화는 자료의 후반기인 1977～1996년의 평균치가 전

반기인 1957～1976년의 평균치보다 약 0.46℃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양자강 부

근의 연안역은 0.53℃로 증가 폭이 분석해역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

기의 수온변화가 전반기보다 우세한 점은 국내 학자들의 분석과 일치한다. 한편, Ning et

al(2011)은 북위 32도, 동경 122∼127도의 1975～1995년 기간의 정선관측자료를 분석하여

동 기간 사이에 표층 및 저층수온이 각각 0.71℃ 및 1.1℃ 증가하였고 연증가율은 각각

0.034℃/년 및 0.053℃/년으로 저층에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염분은

21년 사이에 표층에서는 0.21 psu 감소한 경향인 반면 저층에서는 0.13 psu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전반적인 변화 경향이 정 등(2003)의 결과와 일치하며 여름철에 동중국해의

성층 강화가 일반적인 경향임을 시사해준다.

(2) 표층수온의 변화의 기작

장기적인 수온 변화의 기작에 대한 연구의 경향을 보면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경우 관

측 해역만의 해양 변화와 바람을 포함한 규모가 큰 외력 변화 등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

하였거나 가능성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고(민과 김 2006; 성 등 2010; Park et al. 2011),

재분석자료를 분석한 경우는 북서태평양을 포함한 광역에서의 해양 변화와 해양 및 대기

의 기후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종관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았다 (Yeh and Kim 2011;

김 등 2011; Park et al. 2012).

동중국해 대부분은 수심이 얕은 대륙붕 해역이기 때문에 바람과 같은 대기로부터 외

력 변화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쉽게 전달되며 반응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동중국해 대

륙붕역에서의 장기 수온변화의 기작을 해석하는데 대기의 기후지수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Yeh and Kim(2010)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겨울철 해면수온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도하는 가능한 기작으로 북태평양진동(North Pacific Oscillation) 형태의 해면기압 변화

를 제시하였다. 이는 북태평양에서 시계방향 대기순환이 강화됨에 따라 겨울철 북풍이 약

해지고 따라서 동중국해에서 해양-대기 사이의 열교환이 감소 경향을 보이게 됨을 의미

한다. Park et al.(2011)은 제주도 서부해역의 저층냉수(황해저층냉수의 일부) 수온 변화

는 주로 겨울철 대기의 외력에 기인되고 냉각 시기는 겨울철 시베리아고기압 강화, 알류

샨저기압, 태평양수십년진동(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 및 극진동(Arctic

Oscillation; AO) 상태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면기압 증가 및 쿠로시오 표층수온의 상승

과도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겨울철 황해난류수를 통하여 북서태평양의 신호가

동중국해를 통하여 황해 내부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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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황해와 동중국해 대륙붕 해역에서 장기적인 수온 변화가 해양보다는 대기의 변화에

더 영향을 받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김 등(2011)의 분석에서는 동중국해를 포함한 우

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양 변화가 북태평양의 해양 변동성과 관련이 있으며 1970년대 중반

까지는 PDO 역할이 지배적이었고 최근의 수온변화는 여름과 가을의 쿠로시오 난류의 강

화와도 연관이 있을 것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PDO와 ENSO 등의 해양에서의 변동성과

지역적 순환 변화와 같은 해양 내부 되먹임(feedback) 작용이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수온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수온변화의 정확한 기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양-대기 상호작용 등의 역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Park et al.

(2012)은 북서태평양의 높은 수온 상승 경향과 NCEP-NCAR 재분석자료에 기반한 해양-

대기 플럭스 변수 등을 AO, PDO, 서태평양형태(Western Pacific mode), 남방진동

(Southern Oscillation) 등 다양한 해양 및 대기의 기후지수와 비교 분석하여 1970～1989

년 기간에는 시베리아고기압의 약화에 의한 시베리아고기압과 알류산저기압 사이의 기압

경도 변화로 동아시아 겨울계절풍이 약화되어 해면수온이 상승하였고, 1990～2005년 기

간의 해면수온 변화는 바람장 변화와 아울러 해양역학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

하였다. 특히, 시베리아고기압 강도(약화)나 알류산저기압의 위치(북쪽 이동) 변동은 바람

장 변화뿐만 아니라 아열대 해양순환계의 형태의 변화를 수반하여 수온이 높은 난류수가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포함하는 서태평양 중위도 해역으로 더 공급될 기작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기로부터의 영향이 우리나라 주변해역 수온 변화의 요인이 된다는 Yeh and

Kim(2010), 성 등(2010) 및 Park et al.(2011)의 주장과 일치하는 해석이다. 한편, Park et

al.(2012)이 제시한 1990～2005년 기간의 해양역학의 중요성 부분은 구체적으로 일관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대기로부터의 동중국해 해양에 대한 영향은 인근 연해 및 열대-중위도 해역간의 원격

상관도 중요한 변수인바 Park and Oh(2000), Chang et al.(2002) 및 윤과 예(2009)는 엘

니뇨와 동중국해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표층수온과의 상관성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Park and Oh(2000)는 1951～1996년 기간의 COADS 표층수온 자료로부터 동중국해

표층수온 이상치(anomaly)의 5～6년 주기 경년변화는 동해남부에서의 변화와 일관성이

높고 엘니뇨와 지연 상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윤과 예(2009)는 겨울철 엘니뇨

시기에는 황해를 포함한 동중국해 해역에서 계절풍의 약화로 표층수온은 양의 편차를 보

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기후변동성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할 때 열대 태평양

에서 엘니뇨의 공간적 특성 차이(EP-엘니뇨 또는 CP-엘니뇨 등)를 반드시 고려해야함을

주장하였다.

(3) 토의 및 결론

동중국해 표층수온의 경년 변동성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발표한 논문은 2000년대

들어 발표되기 시작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였다. 최근까지 발표 문헌에 제시

된 결과들은 시계열 자료의 기간이 기후적 장기 변화 경향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

고 대부분 동중국해 북쪽 해역만 대상으로 하여 동중국해 전체를 대상으로 정량화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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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었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획득 방법(승선 조사, 인공위성 관측 또는 재

분석 자료 등)에 따라 산출된 수온변화의 크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논문에서는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중요한 단주기 변화에 의한 변화 영향 제거 등 통계적

인 자료 처리과정의 기술이 누락되어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편차도 있었다. 검토한 문헌

들에서 제시된 결과들의 상이점을 고려하여 공통적 또는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표층수온 상승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두드러졌다. 연평균 증가율은 분석 영역과 자료

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약 0.03℃/년 정도로 나타났다. 영역을 구분하여 비교

하면 동중국해 서쪽 중국연안역의 수온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다.

⦁ 동중국해 표층수온 증가의 경향은 계절적으로는 겨울철에 우세하다는 것이 대부분이

지만 극히 일부 상반된 주장이 있다.

⦁ 인공위성 관측 자료로 분석한 표층수온 등온선의 공간적 변화에는 북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여름에 표층수온 증가가 저층수온 변화보다 크고, 표층염분은 감소 경향인 반면 저층

염분은 증가 경향이다. 이는 표층 및 저층의 수온과 염분 차이가 모두 증가하는 방향

으로 변화하여 성층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 수온 변화의 기작에 대하여 대부분 해면 기압계 배치, 즉 대기 순환의 변화에 따른 북

풍 약화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서태평양으로부터 해양을 통한 온난화 시그

널의 유입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해양역학의 일관적인 해석

은 나오지 않았다.

동중국해 해수 물성 변화 경향을 추정하는 데는 동중국해 일부 해역의 분석보다는 동

중국해 전체 해역이나 황해를 함께 포함한 광역의 동시 분석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국내 관측자료 뿐만 아니라 일본 및 중국의 관측 자료를 모두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할 것이다. 특히, 동중국해가 지리적으로 중위도에 위치하고 육지와 대양의 경계 해역

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료 분석의 영역이 좁을 경우에는 특정한 기후지수가 강조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수온변화의 기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태평양까지 포함한 해역을 대상

으로 해양-대기 변화 상관성과 동아시아-태평양의 물순환과 열수지 분석을 포함한 해양

과 대기 현상 사이의 되먹임작용 분석이 요구된다. 최근 Park and Jang(2012)이 모델연

구를 통하여 양자강유출수와 동중국해 표층염분 변화가 엘니뇨 등 기후지수와 관련성 있

음을 제시한 점은 하나의 예다. 또한, 동중국해 해양 내부 변동성과 관련된 주요 지표의

하나인 대한해협에서의 해수 물성 시계열 자료(예, 2006년 이후 격월 해수 물성 관측; 민

등, 2011)와 수송량에 시계열 자료(예, 1997년 이후 선박 장착 음파유속계 관측;

Fukudome et al. 2010) 등의 분석 결과도 함께 해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해양의 기후적 변화는 매우 긴 시간(예, 100년)의 틀에서 다루며 그 보다 짧은 주기의

변화는 지구온난화 경향에 수반된 장기 변화보다는 변화의 폭이 훨씬 큰 자연적 변동성

(예, 태평양수십년진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생태계 변화와 연안역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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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과 같은 해양 변화에 대한 적응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반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자연적 변동성과 관련된 근미래의 예측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10∼20년 후

또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내의 변화를 고려한 적응정책이 50년 후를 보는 것 보다 현실

적이고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동중국해의 수온변화 기작의 분석에서 연 주기의

대기 외력(계절풍 등) 변화를 주로 고려하였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동중해상의 태풍이나

중국 대륙에서 저기압의 발달 변화 경향 등 불규칙적인 단주기성 기상 변화의 경향도 고

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쿠로시오 해류와 마찬가지로 동중국해 경계역 (중

국연안과 남부)에서 동중국해로의 열 유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Yamamoto 2012).

또한, 동중국해의 육지로부터 담수 유입이 표층의 해수 물성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해수 물성 변화를 분석할 때 육상에서의 인위적 경제활동에 의한 영향이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최근 동중국해에서 환경 및 수산업의 문제가 되는 해파리, 적조, 녹조

현상들이 나타난 요인은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발생원인 물질이

중국으로부터 강물로 유입되었거나 중국 연안에서의 양식 활동에 의한 영향이 해양온난

화 영향과 겹친 결과일 수도 있다.

1-2. 남해 (수온의 시․공간적 장기 변동성)

가. 서론

해양에서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온의 변동요

소가 정량적인 수치로 추출될 필요가 있다. 수온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 회귀분석으로

시계열적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수행되어 왔으나, 공간적인 변동요소와 더불어

해양 수온의 3차원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해권

수온에 대한 수평적 접근, 수직적 접근, 입체적 접근을 통해 수온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우리나라 남부해역의 수온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위해 수평적, 수직적, 입체적 관점

으로 접근하였으며, 이와 같은 3가지 접근방법의 연구대상 해역은 Figure 3.1.1과 같다.

또한 각 연구의 접근 방법에 따라 사용한 자료와 분석 기법은 Table 3.1.2과 같이 요약하

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평적 접근

① 연구지역

연구지은 Figure 3.1.1의 A와 같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해 해역으로 선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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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역을 제주도의 서측해역과 동측해역으로 구분하였다.

② 연구자료

31년간(1980∼2010)의 정선해양관측 자료(국립수산과학원, 2011) 중 동계(2월)와 하계

(8월)의 표층 수온자료를 사용하였다.

③ 분석방법

지역별 수온의 시간적 변동성 분석은 회귀분석을, 공간적 변동성은 공간통계분석기법

을 이용하여 수온의 가중평균중심점을 추출하여 수온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에서부터 시·공간적 변동성 분석에 이르는 제반 연구 절차는 Figure 3.1.2와 같

다.

정선해양관측 수온자료를 수집하고 DB로 구축한 후, 포인트 및 래스터 형식의 GIS

공간자료를 제작하였다. 수온이 속성 값으로 저장된 공간자료를 3개 해역(Fig. 3.1.1의

A-1, A-2, A-3)으로 분할 후 수온의 시간적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도 별로 지역 평

균수온 값을 계산한 후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온의 공간적 분포패턴 분석을 위해 ArcGIS를 이용하여 수온의 가중평균중심

(weighted mean center of seawater temperature; WMCST)을 계산하고 이를 지도에 표

시하여 연구지역의 기하학적 평균중심(mean center; MC)을 기준으로 공간적인 분포 패

턴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수온의 시간적, 공간적 변동성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해역 별 연평균 수온과

수온 가중평균중심과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온 변동에 따른 수온 가

중평균중심의 공간적 변동성을 파악하였다.

Fig. 3.1.1. Study areas. A, B, C shows horizontal, vertical and

three dimensional study approaching are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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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pproaching

Analysis

method

Spatial

range.

Temporal

range

Numbers

of stations

Horizontal

- Linear regression

- Weighted mean center

- Correlation analysis

33°∼35°N,

124°∼129°E

31 years

(‘80∼ ’10)
61

Vertical

- Quantifying thermocline

- Cluster analysis

- IDW interpolation

- Correlation analysis

32°∼34°N,

123°∼128°E

17 years

(‘94∼ ’10)
45

3 dimensional

- 3D interpolation

- Volume rendering

- Centroid of volume

- Linear regression

32°∼35°N,

127°∼129°E

30 years

(‘78∼ ’07)
28

Table 3.1.2. Three kinds of study approaching methods for the spatio-temporal

variation analysis of seawater temperature

Fig. 3.1.2. Overall work procedure for the horizontal study

approaching

(2) 수직적 접근

①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Figure 3.1.1의 B와 같이 제주도를 포함한 제주 남부해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해역은 하계에 고온 고염의 쓰시마 난류가 지나는 해역으로, 계절수온약층(seasonal

thermocline)이 존재함에 따라 수온의 수직구조가 세 가지 층(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으로 형성되는데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은 중국의 양자강에 의한 담수 유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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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계절풍의 강도와 해저지형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수온 수

직구조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② 연구자료

17년간(1994∼2010) 하계(8월)의 표준 수층(표층, 10, 20, 30, 50, 75, 100, 125m)에서 관

측된 45개 정점의 정선해양 수온관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제주 남부해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해역이 적절한(125m 이상) 수심층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 중 수온약층 형성 유무의 판단을 탐지하는 기법을 적용하여 혼합층, 수온약층, 심

해층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17년 중 5개 미만인 정점 314_01, 314_02, 315_21,

315_22, 316_12, 316_22, 400_27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8개 정점을 분석 대

상으로 선별하였다.

③ 분석방법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성층화되어 있는 전형적인 해양 수온의 수직구조에서

수온약층 형성 유무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러한 수온약층의 주요 파라

미터(혼합층의 깊이, 최대수온구배, 수온약층의 두께)를 정량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이용하였다(윤과 최 2012a). 이 알고리즘을 통해 수온의 수직구조를 정량화하여,

수온의 수직구조 전체의 공간적인 분포 특성 및 수온 수직구조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된 수온의 수직구조 파라미터 추출 기법은 Figure 3.1.3a와

같이 쌍곡탄젠트함수(hyperbolic tangent function)의 구조가 수온의 수온약층 구조와 유

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Figure 3.1.3b와 같이 미분된 쌍곡탄젠트함수(differential

hyperbolic tangent function)의 개념을 수온구배의 수직구조에 도입한 것이다. 미분된 쌍

곡탄젠트함수의 x 성분은 수심, y 성분은 ΔT를 의미하며 쌍곡탄젠트함수 1의 미분 값인

0.42를 수온약층의 윗점과 아랫점으로 정의하여 수온 수직구조의 파라미터를 추출하였다.

Fig. 3.1.3. Concept of extracting vertical temperature profile parameters

using a) hyperbolic tangent function, b) differential hyperbolic tangen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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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에서부터 수온의 수직구조 파라미터 추출과 공간분포 특성 및 시계열 변동

특성 분석에 이르는 제반 연구절차는 Figure 3.1.4와 같다.

정선해양관측 자료는 수심 층의 간격이 넓고 균등하지 않은 표준 수심 층 자료이기

때문에 수온 수직구조의 주요 파라미터를 추출하는데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보간

방법 중 monotone cubic interpolation(Fritsh and Carlson, 1980) 방법으로 표준 수심 층

의 수온자료를 보간하여 1m 간격 수심의 수온 자료 셋을 재 제작하였다. 또한, 수온의

수직구조를 대표하는 파라미터를 추출하기 위해 수심 1m 간격의 수온구배(ΔT ℃/m) 값

도 함께 산출하였다.

수온약층의 형성 유무는 각 수층마다의 수온구배 임계치를 설정하여 판단하였으며, 세

가지 층으로 형성되었다고 판단된 수온의 수직구조에 대한 주요 파라미터인 혼합층의 깊

이(mixed layer depth: MLD), 최대수온구배(maximum temperature gradient: maximum

ΔT), 수온약층의 두께(thickness of thermocline)를 추출하였다. 17년 중 수온약층이 형성

되었다고 판단된 시기의 주요 파라미터에 대한 각 정점별 평균값이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자료이다.

주요 파라미터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서로간의 상관성을 일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

후변화에 민감한 인자인 표층수온(sea surface temperature: SST)이 수온의 수직구조 형

성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였다. 또한, 수온 수직구조의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ArcGIS 9.3의 IDW(inverse distance weighted) 공간보간 기능을 이용하여 세 가지

파라미터의 래스터 데이터를 제작하였다.

조사정점들 간의 유사성을 찾아 지역적인 분류를 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파라미터를

표준화한 후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파라미터들 간의 차이는 euclidean distance로 계

산하였고, unweighted pair-group average 방법으로 군집화하여, 수온 수직구조의 지역별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군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각 파라미터들의 5년 단

위 시계열 변동특성을 파악하였다.

Fig. 3.1.4. Overall work procedure for the vertical study

appro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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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체적 접근

①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Figure 3.1.1의 C와 같이 제주도 동쪽과 쓰시마섬 서쪽을 포함하는 남해역

으로 선정하였다. 이 해역은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마난류수가 지나는

지역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변화를 파악하는데 적합다고 판단하였다.

② 연구자료

30년간(1978∼2007) 28개 정점에서 격월별로 관측한 정선해양 수온관측 자료를 사용하

였다. 수직적으로는 각 정점에서 관측한 표준 수층(표층, 10m, 20m, 30m, 50m, 75m,

100m, 125m, 150m)의 수온자료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미관측 시기의 수온자료는

해당 시기 전·후 수온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고, 미관측 지점이 많이 나타난 시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③ 분석방법

3차원으로 관측된 수온 자료에 대한 3D 수온모델을 제작한 후, 기준 수온 이상의 체

적에 대한 변화와 그에 따른 질량중심의 공간적 변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수

집에서부터 입체적 해수 수온질량 중심의 공간적 변동 특성 분서에 이르는 제반 작업절

차는 Figure 3.1.5와 같다.

Fig. 3.1.5. Overall work procedure for tree dimensional study appro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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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양환경은 계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별로 자료를 정리한 다음

ArcGIS 9.2(ESRITM)를 이용하여 수심별 수온정보가 속성자료로 포함된 2차원 GIS 포

인트를 제작하였다. 이 자료를 다시 EVS 9.4(C-TECHT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심

이 수직 방향(Z)이 되는 3차원 포인트 자료로 변환한 후, 3차원 공간보간인 3D 크리깅

보간법을 수행하여 Figure 3.1.6과 같은 3D 수온모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3D 수온모델에서 따뜻한 수괴의 장기 체적변화를 탐지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수온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준수온은 30년 동안 연구대상 해역 최저수심인 30m에서의 평

균수온을 기준수온으로 정의한 결과, 2월 13.77 ℃, 4월 14.09 ℃, 6월 16.54 ℃, 8월 19.9

℃, 10월 22.05 ℃, 12월 17.27 ℃로 각각 나타났다. 이 값을 기준으로 격월별 기준수온 이

상의 체적을 산출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체적변화 및 질량중심점(X, Y, Z)의 공간적 변

동을 회귀분석으로 산출하였다.

Fig. 3.1.6. Result of 3D interpolation and volume rendering of seawater

temperature a) GIS pont data converted from standard depth seawater

temperature data b) 3D volumetric rendering (example of August, 1978)

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2차원적인 수온 수평분포의 특성을 분석함은 물론, 수온의 수

직 구조를 파라미터화함으로써 수직적인 변동성도 분석하였다. 덧붙여 3차원 구조의 수온

을 체적화하여 수온 수괴의 시․공간적 변동성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남해 해역

수온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수평적, 수직적,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접근 방법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평적 접근을 통한 수온의 시․공간적 변동성 분석

(가) 지역별 표층수온의 시계열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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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해역을 Figure 3.1.1과 같이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동계와 하계에 각 지역

별 연평균 수온 값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Figure 3.1.7과 같다.

동계 수온의 연간 상승률은 연구지역 전체인 A-1 지역은 0.032℃/year, 제주 서쪽해역

인 A-2 지역은 0.034℃/year, 제주 동쪽 해역인 A-3 지역은 0.028℃/year로 세 지역 모두

약 0.03℃/year의 수온상승률을 보였다.

하계 수온의 연간 상승률은 연구지역 전체인 A-1 지역은 0.052℃/year, 제주 서쪽해역

인 A-2 지역은 0.057℃/year, 제주 동쪽 해역인 A-3 지역은 0.045℃/year로 세 지역 모두

약 0.05℃/year의 수온 상승률을 보였다.

따라서 동계와 하계 모두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수온 상승률이 동계보

다 하계에 약 0.02℃/year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계에는 연구지역 전체에서 수온

값이 유사한 반면, 동계에는 지역별로 수온 값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Fig. 3.1.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annual seawater temperature in

winter and summer

(나) 지역별 표층수온의 공간적 변동

수온의 공간적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도 별 대상해역(Fig. 3.1.1의 A-1, A-2,

A-3)의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수온 값과 수온가중평균중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도 및

해역 별 수온 관측지점의 기하학적 단순 공간중심점과 수온 값을 가중치로 둔 수온가중

평균중심점 계산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하계에는 관측지점의 공간중심점과 수온가중 평균중심의 위치가 비슷하였지

만, 동계에는 그 차이가 뚜렷하였다(Fig. 3.1.8). 즉, 동계에 수온가중 평균중심의 위치가

A-1, A-2 지역에서는 평균중심점의 동남쪽에, A-3 지역은 서남쪽에 위치하였다. 수온가

중 평균중심의 분산 정도는 A-1, A-2, A-3 지역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수온의 공간

적 변동 방향은 A-1 지역에서는 동-서 방향, A-2 지역에서는 남동-북서 방향, A-3 지역

에서는 남서-북동 방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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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Weighted mean center of seawater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standard ellipse

pattern referencing by geometric mean center

(다) 연 평균수온과 수온가중평균중심의 상관성

수온가중 평균중심은 수온 값을 가중치로 부여하여 중심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온가중

평균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은 연구지역내에서 따뜻한 수온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연 평균수온과 수온가중평균중심의 상관성 분석 결과 Table 3.1.3와 같이 동계 A-1

지역과 A-2 지역에서 상관성이 있게 나타났다. 동계 A-1 지역의 연 평균수온과 수온가

중평균중심의 X 성분(동-서)과의 상관계수는 -0.67(p-value <0.001), Y 성분(남-북)과의

상관계수는 0.56(p-value <0.01)으로 나타났으며, A-2 지역에서는 X 성분과의 상관계수

는 -0.70(p-value <0.01), Y 성분의 상관계수는 0.66(p-value <0.01)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A-1과 A-2 지역에서는 수온이 상승하면 따뜻한 수온의 중심이 북서쪽으로 이

동함을 의미한다. 반면, A-3 지역은 같은 남부해역에 속하지만 수온 상승과는 무관하게

따뜻한 수온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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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Variable
Region

A-1

Region

A-2

Region

A-3

Winter

number of observation 27 27 27

T vs.

X

correlation coefficient (r) -0.668 -0.704 0.095

p-value 0.0001 <0.0001 0.639

T vs.

Y

correlation coefficient (r) 0.556 0.664 0.196

p-value 0.003 0.0001 0.328

Summer

number of observation 29 29 29

T vs.

X

correlation coefficient (r) -0.119 -0.115 0.087

p-value 0.538 0.551 0.653

T vs.

Y

correlation coefficient (r) -0.233 -2.203 0.158

p-value 0.224 0.292 0.413

Table 3.1.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nnual seawater

temperature and WMCST (weighted mean center of seawater temperature)

location by region

* T indicates annual average of SST (℃), X, Y indicates X and Y components of
weighted mean center of seawater temperature

(2) 수직적 접근을 통한 수온 수직구조의 특성 파악

(가) 수온의 수직구조 파라미터의 상관성

수심 1m 간격의 연속적 수온자료로부터 수온약층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해 추출된 각

파라미터의 기술통계량과 서로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1.4과 같다.

이 기술통계량에 의하면, 하계 제주 남부해역 혼합층의 깊이와 수온약층 두께 평균은

각각 14.58m와 12.47m로 혼합층의 깊이가 수온약층의 두께보다 크게 나타났다. 수온약층

을 형성하는 최대수온구배의 조건은 0.70 ∼ 1.60 ℃/m 범위였으며, 평균값은 1.07 ℃/m

로 나타났다. 혼합층 깊이의 범위는 11 ∼ 24m, 수온약층 두께의 범위는 8 ∼ 15m로 나

타났다.

Parameter Min. Max. Mean S.D.

Mixed layer depth (m) 11.00 24.00 14.58 2.44

Maximum ΔT (℃/m) 0.70 1.60 1.07 0.24

Thickness of thermocline (m) 8.00 15.18 12.47 1.87

Table 3.1.4. Statistics of main parameters of vertical temperatur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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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를 포함한 위의 세 가지 파라미터들에 대한 상호 상관 분석 결과는 Table 3.1.5와

같이 모든 인자가 유의수준 0.05에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층의 깊이와

최대수온구배는 음의 상관관계, 수온약층 두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혼합층이 깊어

지면 최대수온구배는 작아지고, 수온약층의 두께는 두꺼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수

온구배와 수온약층 두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최대수온구배가 커지면 수온약층의 두

께는 얇아지는 관계를 보였다. 표층 수온과 혼합층의 깊이, 수온약층의 두께는 양의 상관

관계, 표층 수온과 최대수온구배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이 표층수온은 수온

의 수직구조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Mixed layer

depth (m)

Maximum △T

(℃/m)

Thickness of

thermocline (m)

SST (℃) 0.446** -0.719** 0.343*

Mixed layer depth (m) -0.492** 0.436**

Maximum △T (℃/m) -0.403*

Table 3.1.5.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ain parameters (N

= 38, p-value **<0.01, *<0.05)

(나) 수온의 수직구조 파라미터의 공간분포 특성

수온의 수직구조를 구성하는 3가지 주요 파라미터의 공간분포도는 IDW 공간보간 기

능을 사용하여 1 × 1㎞ 공간격자 규모로 제작하였다(Fig. 3.1.9).

공간분포도 제작을 위해 각 파라미터의 속성은 3가지 구간등급(전체 자료의 0∼30%,

30∼70%, 70∼100%)으로 정의하였다. Figure 3.1.9와 같이 혼합층의 깊이는 제주도를 기

준으로 서쪽보다 동쪽이 깊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대수온구배는 동쪽보다 서쪽

이 높게 나타났다. 수온약층의 두께는 공간적으로 뚜렷한 분포 패턴을 보이지 않았지만,

북서쪽과 남서쪽 지역이 북동쪽 지역과 남동쪽 지역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정점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 지역적인 분류하고, 수온 수직구조의 지역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수온약층의 세 가지 파라미터를 변수로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에 앞서 각 파라미터의 단위가 달라 Z-score로 표준화하였다. 두 집단의 차이

는 Euclidean distance로 계산하였으며, unweighted pair-group average 방법을 사용하여

군집화 하였다. 각 조사정점들을 군집한 결과 Figure 3.1.10a와 같이 A, B, C, D의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군집분석 결과를 공간상에 표현하면 Figure 3.1.10b와 같이

군집 A는 정점 315_12 하나로 지역적으로는 연구해역의 동쪽(일본 방향)이고, 군집 C는

정점 313_07, 08, 09, 10로 연구해역의 북서쪽 지역이며, 군집 D는 정점 316_19, 20, 21로

연구해역의 남서쪽이었다. 한편, 군집 B는 가장 많은 30개 정점으로 제주 근해를 대표하

였다. 한편, 제주 근해를 대표하는 B 지역을 기준으로 다른 3개의 지역에 대한 수온 수직

구조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각 지역에 속하는 정점별 세 가지 파라미터의 평균값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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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Figure 3.1.11과 같이 각 지역별 특성을 수온 수직구조로 도식화하였다. 또한, 네

지역에 대한 세 가지 파라미터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지역별 각 파라미터의 표준화 점

수(Z-score)의 평균을 계산하였다(Table 3.1.6). B 지역과 나머지 3개 지역을 비교한 결과

A 지역은 혼합층의 깊이가 깊고, 최대수온구배는 작으며, 수온약층의 두께는 두껍게 나

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C 지역은 혼합층의 깊이가 얕고, 최대수온구배는 크며, 수온

약층의 두께는 얇게 나타났다. D 지역은 C 지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최대수온구배

가 C 지역보다 작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렇게 지역별 수온 수직구조의 특성이 다

른 이유는 각 지역의 수심 및 표층수온의 영향뿐 아니라, A 지역은 일본 연안류의 영향

을, C 지역은 중국 양자강의 담수 영향을, D 지역은 대마난류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3.1.9. Spatial distribution of three

main thermocline parameters in

summer. (a) mixed layer depth (MLD)

(m) (b) maximum vertical ∆T (℃

/m), ⒞ thickness of thermoclin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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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 (a) The outcome (dendrogram) of cluster

analysis using three main parameters in summer and

(b) spatially distribution of grouped stations based on

the outcome of the cluster analysis.

Fig. 3.1.11. Regional

characteristics grouped by the

cluster analysis of vertical

temperature profile in summer

Parameter
Clustered region

A B C D

Mixed layer depth (m) 3.86 0.04 -0.54 -1.01

Maximum ΔT (℃/m) -1.54 -0.17 1.93 -0.36

Thickness of thermocline (m) 1.26 0.33 -1.31 -1.92

Table 3.1.6. The average Z-score of vertical temperature profile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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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온 수직구조의 시계열 변동 특성

제주 남부해역을 대표하는 B 지역을 대상으로 1996∼2010년 기간을 5년 단위로 나누

어 세 가지 파라미터의 시계열적 변동 특성을 분석하였다(Fig. 3.1.12).

혼합층의 깊이와 수온약층의 두께는 처음 5년(1996∼2000)을 기준으로 2001∼2005년에

증가 후, 2006∼2010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최대수온구배는 처음 5년을 기

준으로 2001∼2005년에 감소 후, 2006∼2010년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1.12. Scattergram of time series

analysis of vertical temperature profile in

summer. Red point denotes mean value

during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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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온 수괴(water mass) 체적의 변동성

(가) 3차원 수온 수괴의 시계열적 변동 특성

매 시기별 3D 공간보간을 수행하여 제작된 3D 수온모델에 대한 기준수온 이상의 체

적을 계산하였다. 격월별 기준수온은 30년 동안 연구대상 해역 최저수심인 30m에서의 평

균 수온 값으로 설정하였다. 각 격월별 시계열적 기준 수온 이상의 체적변화를 파악하고

자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3.1.7).

Month N CST※ Y-intersect Gradient R2 p-value

February 25 13.77 -5060.38 2.95 0.168 0.042

April 26 14.09 75.54 0.35 0.005 0.748

June 30 16.54 -10741 5.76 0.083 0.123

August 30 19.92 1627.44 -0.42 0.001 0.863

October 26 22.05 -8282.57 4.61 0.261 0.008

December 26 17.27 -12946.08 6.88 0.563 <0.0001

※ CST stands for cirieria of seawater temperature

Table 3.1.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volume

이 결과에 의하면, 4월, 6월, 8월의 회귀모형은 유의성(p-value)이 0.05보다 높아 회귀

모형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결정계수(R2)의 값이 2월은 0.168, 10월은 0.261로 설명

력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모형에 대한 유의성이 있고, 결정계수 또한 0.5 이상인

12월의 회귀분석 결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12월 자료의 회귀분석 결과

기준수온 이상의 수온에 해당하는 체적은 연평균 약 7㎦ 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1.13).

Fig. 3.1.13.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volume in December from 1978 t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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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차원 수온 수괴의 공간적 변동 특성

3D 수온 수괴의 시계열적 회귀분석에 의해 선정된 연구대상 시기인 12월의 3D 수온

모델에 대한 연도별 기준수온 이상 체적의 질량중심 좌표(X, Y, Z)를 산출하였다.

3가지 방향성분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3.1.8과 같다. 3가지 성분

모두 회귀분석식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낮게 나타나 회귀모형으로 적합하였다. 하지만

결정계수의 값이 Z축은 0.252로 다소 낮게 나타나 질량중심에 대한 수직적인 변화를 파

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X축과 Y축은 각각 결정계수가 0.4 이상

으로 나타나 공간적 변동 특성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Coordinate N Y-intersect Gradient R2 p-value

X 25 -568232.3 468.29 0.476 0.0001

Y 25 2672482.1 514.57 0.534 <0.0001

Z 25 -88.1 0.03 0.252 0.011

Table 3.1.8.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centroid in December

이와 같은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한 시간에 따른 질량중심의 공간적인 변화는 Figure

3.1.14와 같다. 12월에 기준수온 이상의 체적을 나타내는 모델의 질량중심은 연중 동쪽으

로 468m, 북쪽으로 514m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30년 동안의 질량중심 좌표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한 결과는 Figure 3.1.15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질량중심이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차원적 수온 수괴의 공간적 변동 특성을 종합하면, 12월에 연구해역의 수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따뜻한 수괴의 질량중심이 북동쪽으로 약

700m/년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1.14.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a) X-coordinate, b) Y-coordinate

in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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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 Annual locations of volume centroid in

December

라. 토의 및 결론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권 수온에 대한 수온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고자 공간적 차원에서 수평적, 수직적, 입체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

해 통계적으로는 전통적인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비롯해 공간통계(가중평균중심) 분석

도 수행하였다. 기술적으로는 3차원 공간보간을 통한 3D 볼륨 렌더링과 GIS 기술을 적용

하였다. 아울러 수직적 수온구조의 정량화를 위해 수온약층 추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

용하였다.

• 표층 수온 수평분포의 시․공간적 변동

연도별 연구해역의 평균 수온에 관한 선형회귀분석 결과, 동계와 하계 표층수온의 연

간 상승률은 각각 0.03℃/년, 0.05℃/년으로 동계보다 하계의 수온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

다. 지역적으로 제주 서쪽과 동쪽 해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1) 두 지역 모

두 수온 상승률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두 지역이 하계에는 수온 값의 차

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동계에는 차이를 보였다.

수평적 차원에서 수온의 공간적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기별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수온 값과 수온가중평균중심 분석 결과, 하계에는 기하학적 공간중심점인 평균중심

점(mean center)과 수온가중평균중심의 위치가 비슷하지만, 동계에는 그 차이가 뚜렷하였

다. 즉, 동계에 수온가중 평균중심의 위치가 제주 서쪽 지역에서는 평균중심점의 동남쪽

에, 동쪽 지역에서는 평균중심점의 서남쪽에 위치하였다. 또한, 수온의 공간적 변동 방향

은 제주 서쪽 지역에서는 남동-북서 방향, 동쪽 지역에서는 남서-북동 방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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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균수온과 수온가중평균중심의 상관성 분석 결과, 제주 서쪽 지역에서는 수온이

상승하면 따뜻한 수온의 중심이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동쪽 지역은 같은 남부해역에

속하지만 수온 상승과는 무관하게 따뜻한 수온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온 수직구조의 특성 및 시․공간적 변동

수온의 수직구조를 정량화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였다. 하계 혼합층의 깊이와

최대수온구배는 음의 상관관계, 수온약층 두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혼합층이 깊어

지면 최대수온구배는 작아지고, 수온약층의 두께는 두꺼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수

온구배와 수온약층 두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최대수온구배가 커지면 수온약층의 두

께는 얇아지는 관계를 보였다. 표층 수온과 혼합층의 깊이, 수온약층의 두께는 양의 상관

관계, 표층 수온과 최대수온구배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온약층을 구성하는 파라미

터를 추출함으로써 남해역 수온수직구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수온약층의 주요 파라미터에 대한 시간적 변동을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하계 혼합

층의 깊이와 수온약층의 두께는 1996∼2000년을 기준으로 2001∼2005년에 증가 후 2006

∼2010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최대수온구배는 1996∼2000년을 기준으로 2001∼

2005년에 감소 후 2006∼2010년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수온 수직구조의 특성 및 시․공간적 변동

표준 수심층의 수온 자료를 3차원 보간을 통해 입체적 구조를 제작함으로써 체적의

변동성을 분석 가능하였다. 동계(12월)에 기준수온(수심 30m, 30년 평균 17.27℃) 이상의

수온에 해당하는 해수 체적은 연평균 약 7㎦ 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수괴의 질

량중심은 북동쪽으로 약 700m/년 이동하는 패턴을 보였다.

1-3. 대한해협

가. 서론

동중국해로부터 동해로 유입되는 대마난류수의 이동 통로인 대한해협은 대마도를 경

계로 동수도와 서수도로 나뉜다. 동수도는 120 m보다 얕은 것에 비해 서수도의 깊은 골

에서는 그 수심이 200 m에 이른다(Fig. 3.1.16). 대마난류수를 수송하는 대마난류는 동수

도를 통과하는지 서수도를 통과하는 지에 따라 그 경로가 다르다. 동수도를 통과하는 대

마난류는 일본의 북서해안을 따라 흐르지만 서수도를 통과하는 대마난류는 대마도 북쪽

에서 일부가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울릉분지 쪽으로 흐른다(Teague et

al. 2002의 Fig. 6, Takikawa et al. 2005의 Fig. 2). 따라서 울릉분지의 상층부 해양 환경

은 대한해협 서수도를 통과하여 유입되는 대마난류수의 분포에 의해 좌우된다.

대마난류의 지류인 동한난류는 울릉분지에 대마난류수를 공급하는 주된 해류로서 그

형성이 대한해협 서수도에 나타나는 냉수의 구조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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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be 1997; Cho and Kim 2000). 대한해협 서수도에서 따뜻한 대마난류수 아래에 존재

하는 이 대한해협저층냉수는 여러 연구의 관심 주제였다(Lim and Chang 1969; Cho and

Kim 1998; Johnson and Teague 2002; Na et al. 2010). 대한해협저층냉수는 여름에 가장

많이 확장되고 그 수온도 여름에 가장 낮다는 보고(Lim and Chang 1969)가 있는 반면

Johnson and Teague(2002)는 1999년 5월∼2000년 3월 동안 관측한 바닥수온 자료에서

대한해협저층냉수가 여름에 가장 발달하고 겨울에 약한 연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5

월∼6월과 12월∼1월에 대한해협저층냉수의 지속적인 관입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Johnson and Teague(2002)의 주장은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관측을 토대로 한 것

으로 여러 해 동안 관측한 결과에서 보이는 평균적인 대한해협저층냉수의 변동과는 거리

가 있다. 대다수의 저층냉수에 대한 연구가 격월로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비해

Min et al.(2006)은 1982년∼1992년의 11년 동안 해저케이블로 매월 관측된 바닥수온을

분석하여 서수도의 바닥수온이 평균적으로 4월 무렵에 하강하기 시작하여 9월 무렵에 최

소가 됨을 밝혔다. Min et al.(2006)은 4월∼9월 동안 보이는 바닥수온의 하강 외에 11월

경에 보이는 하강을 근거로 대한해협저층냉수가 여름에만 발달하지 않고 겨울에도 다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Kim et al.(2006)은 대한해협저층냉수의 계절변화를 대한해협에

서 보이는 해류의 순압 성분과 경압 성분의 변화와 연관지었다. 즉 대한해협저층냉수가

여름에 발달하는 것은 남서향 경압 성분이 여름에 최대인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

하였고 성층이 약한 겨울에 대한해협저층냉수가 다시 발달하는 것은 대마난류의 수송량

이 최소인 점과 관련된 순압적 반응으로 해석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격월 간격보다 시간적으로 조밀하게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대한해협저층냉수의 시간적 변화와 수직 구조를 조사하였다. 대한해협 서수도로 유입되는

대마난류수의 물성도 조사하였다.

다. 결과

(1) 2006∼2010년 수온·염분 구조

대한해협 서수도의 깊은 골의 서쪽 사면(Fig. 3.1.16의 ●)에서 2006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5년 동안 CTD(SBE 911plus)를 이용하여 관측한 해수 물성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측점의 수심은 약 110 m이며 CTD를 100 m보다 깊게 내려 CTD와 바닥과의 거리가

10 m 이하가 되도록 바닥 가까이까지 관측하였다. 관측 간격은 격월보다 조밀하도록 한

달에 1회 이상 관측하였으나 2006년 12월, 2008년 2월과 11월∼12월, 2009년 2월∼3월과

7월, 2010년 5월과 8월에는 관측을 하지 못하였다. 관측된 자료는 CTD 후처리과정(Kim

et al. 2000; 최 등 2010)을 거쳤으나 2008년 1월 관측 자료는 CTD 이상으로 인해 후처

리과정을 통해서도 자료의 질이 개선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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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Hydrographic station (solid

circle) and bottom topography of the Korea

Strait. Areas deeper than 140 m are shaded

(가) 12월∼5월의 수온·염분 구조

대부분 해에서 5월까지는 표층부터 바닥까지 수온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염분도 표층

에 저염수가 나타나는 여름에 비해서 연직 차이가 크지 않았다(Fig. 3.1.17, Fig. 3.1.18).

12월 관측은 2007년에 2회(6일, 20일), 2009년에 1회(22일) 수행되었다. 2007년 12월 6일

관측에서는 표층부터 약 55 m까지 수온과 염분이 일정한 구조가 보였고 75 m 아래에서

다시 수온과 염분이 일정한 구조가 보였다. 2007년 12월 20일에는 수온과 염분이 일정한

층이 14일 전인 6일보다 깊게 표층부터 약 95 m까지 나타났으며 그 수온은 16.8℃로 1℃

정도 낮았다. 또한 6일 관측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구조인 바닥 근처 95 m 아래에서 바닥

까지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이 증가하는 구조가 보였다. 2009년 12월 22일에는 표층부터

50 m까지 수온이 약 17.7℃, 염분이 34.4인 매우 균일한 해수가 존재하였고 그 아래로 수

심이 증가할수록 수온과 염분이 감소하는 구조가 나타났다.

1월에 관측이 수행된 2007년, 2009년, 2010년에 표층의 수온은 16℃ 이하이고 바닥수

온은 12℃ 이상으로 연직 수온 차이가 4℃ 이하였다. 위 3년 중에는 2007년의 1월 표층

수온이 15℃ 이하로 가장 낮았다. 특히, 2007년 1월에는 관측이 2회(10일, 18일) 수행되었

는데 1월 10일에는 수온이 표층부터 약 60 m까지 14.7℃로 거의 일정하고 그 아래에서는

깊어질수록 약간 감소하는 구조가 보였다. 1월 18일의 수온은 표층부터 60 m까지는 1월

10일(8일 전)의 수온과 거의 동일하지만 60 m 아래에서는 수온이 더 감소하여 바닥에서

약 12℃였다. 염분은 표층에서 60 m까지는 약 34.1로 1월 10일과 18일에 거의 같았으나

1월 10일에는 60 m 아래의 염분이 상층보다 약간 낮은 반면 1월 18일에는 60 m 부근을

경계로 하층의 염분이 34 이하로 상층과 하층의 차이가 더 뚜렷해졌다. 1월 10일과 18일

의 수온과 염분이 60 m 위에서는 같지만 60 m 아래에서는 다르고, 1월 18일의 수온과

염분 구조가 60 m를 경계로 2층 구조인 점으로 미루어 60 m 아래의 해수가 염분이 낮고

수온이 낮은 해수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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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8일에 나타난 상층과 하층의 뚜렷한 2층 구조(수온과 염분이 높은 상층

과 수온과 염분이 낮은 하층)는 2008년 3월에도 나타난다. 2008년 3월에는 70 m를 경계

로 두 층으로 나뉘며 상층의 수온은 하층보다 1℃ 이상 높고 염분은 0.1 정도 높다. 관측

된 3월 수온 중에서는 2006년의 수온이 가장 낮고 2007년의 수온이 가장 높은데 2006년

3월 8일의 수온이 2007년 3월 13일의 수온에 비해 상층에서는 1.5℃ 정도 낮고 하층에서

는 1.5℃ 이상 낮다. 그렇지만 2006년 3월 17일의 수온 구조는 바닥 근처의 수온은 3월 8

일의 수온과 거의 비슷하지만 표층에서 약 20 m까지 1℃ 이상 높고 65 m에서 약 95 m

까지는 0.5℃ 정도 높아 9일만에 상층 수온이 1℃ 이상 변했다. 따라서 이 관측 자료만으

로 해에 따른 3월의 상층 수온의 높고 낮음을 논하기는 어렵다.

Fig. 3.1.17. Temperature profiles for the period of weak stratification

(December∼May); a) 2006, b) 2007, c) 2008, d) 2009, e) 2010

2006년 4월에는 3회(6일, 17일, 27일) 관측이 있었다. 4월 6일에는 깊이가 40 m보다 깊

고 수온이 15℃보다 낮은 표면혼합층이 관측되었는데 4월 17일에는 표면혼합층의 깊이가

25 m 정도로 4월 6일에 비해 얕고 수온도 0.5℃ 이상 높았으며 4월 27일에는 표면혼합층

이 더 얕아 그 깊이가 20 m 정도였으나 수온은 4월 17일에 비해 낮았다. 그 반대로 50

m보다 깊은 수심에서 수온은 4월 6일에 가장 높았고 4월 17일에 낮아졌다가 4월 27일에

다시 높아졌다. 연직 수온 구배는 4월 17일에 가장 컸다. 한편 염분은 4월 6일에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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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4월 17일에 가장 낮았다.

2006년 4월 6일에 관측된 것처럼 표면혼합층이 40 m보다 깊은 구조는 2007년 4월 6일

과 2008년 4월 28일, 2010년 4월 30일 관측에도 나타났다. 2008년 4월 28일의 표면혼합층

수온은 2006년 4월 6일의 수온과 비슷하지만 2007년 4월 6일과 2010년 4월 30일의 수온

은 14℃ 이하로 1℃ 정도 더 낮았다. 시기적으로 20일 이상 차이가 남에도 2006년 4월 6

일과 2008년 4월 28일, 2007년 4월 6일과 2010년 4월 30일의 표면혼합층의 수온이 비슷

하고 오히려 더 늦게 관측된 2010년 4월 30일의 수온이 2006년 4월 6일의 수온보다 1℃

정도 낮은 것은 유의할 만하다. 대부분 70 m(2006년 4월 6일에는 85 m)부터 바닥까지 수

온이 일정한 층이 관측되었으며 그 층의 수온은 2006년 4월 17일에 11℃ 정도로 가장 낮

았고 2008년 4월 28일에 13℃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염분은 전 층에서 34 이상이었으며

2006년과 2008년이 2007년, 2009년, 2010년에 비해 전 층에서 높았다.

해에 따른 5월의 표층 수온은 그 차이가 1℃ 이하로 작은 데 비해 저층에서의 수온은

2℃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2009년 5월에는 수온과 염분의 구조에서 특이한 형태가

보인다. 즉, 60 m부터 수심이 깊어지면서 수온과 염분이 계단 형태로 같이 감소하는 모

습이 보이다가 바닥 근처에서 수온과 염분이 증가하는 형태가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저

층에서 활발한 해수의 유동이 있음을 암시한다.

Fig. 3.1.18. Salinity profiles for the period of weak stratification

(December∼May); a) 2006, b) 2007, c) 2008, d) 2009, 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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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월∼11월의 수온·염분 구조

표층부터 저층까지 수온 차이와 염분 차이가 크지 않는 겨울에 비해 여름에는 상층에

고온저염의 해수가 존재하여 수온과 염분의 연직 구배가 컸다(Fig. 3.1.19, 3.1.20). 즉, 여

름으로 가면서 상층의 수온은 올라가고 염분은 낮아졌다. 6월의 상층 수온은 2006년에

가장 낮았고 염분도 표층에서 33psu 이하로 2006년에 가장 낮았다. 수온이 높고 염분이

낮은 상층 아래 약 50 m부터 90 m까지의 중층에서는 연직으로 수온과 염분이 상대적으

로 일정한 구조가 모든 해에 있었다. 이 층의 해에 따른 수온 차이는 1.5℃보다 작았고

염분 차이는 약 0.4정도였다. 90 m 수심 아래 저층의 수온과 염분은 2006년과 2008년에

는 90 m 수심 위 중층의 수온이나 염분과 유사함에 비해 2007년, 2009년, 2010년에는 바

닥 근처에서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조가 있었다.

7월, 8월에는 6월보다 상층의 수온이 더 올라가고 염분은 낮아져 성층화가 심해졌다.

8월 관측이 결여된 2010년을 제외하면 모든 해에 표층 수온은 8월이 1년 중에 가장 높았

다. 8월 다음으로는 9월에 표층 수온이 높았으며 10월은 9월보다 낮았다.

Fig. 3.1.19. Temperature profiles for the period of strong stratification

(June∼November); a) 2006, b) 2007, c) 2008, d) 2009, 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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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0. Salinity profiles for the period of strong stratification

(June∼November); a) 2006, b) 2007, c) 2008, d) 2009, e) 2010

2006년 8월 29일과 9월 4일에 95∼100 m 부근에서 수심이 증가할수록 수온이 5℃ 이

상 급격하게 감소하여 바닥 근처에서 수온이 9℃ 이하였다. 2006년 9월 28일에는 수온이

약 11.5℃로 8월말∼9월초보다 수온이 높은 대한해협저층냉수가 90 m부터 바닥까지 존재

했으며 10월 10일에는 8월말∼9월초보다는 높지만 9월말보다는 낮은 9.5℃ 정도의 수온

을 보이는 대한해협저층냉수가 85 m부터 바닥까지 존재하여 두께가 가장 두꺼웠다. 10월

10일에는 염분도 34 이하로 낮아 관측 기간 동안 여름에 관측된 대한해협저층냉수의 염

분 중에 가장 낮았다. 한편 10월 10일에는 표층의 저염수 밑에 수온이 15℃ 정도이고 염

분이 34.5 정도인 대마난류중층수가 관측되지 않았고 대신 60 m 부근의 저염수 밑 70∼

80 m 부근에 염분이 33.2인 해수가 관측되어 수온-염분 관계가 대한해협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수온-염분 관계에서 벗어나는 형태를 보였다(Fig. 3.1.21a).

2006년 7월 7일에는 바닥 근처에서 중층보다 1.5℃ 정도 낮은 수온이 관측되었으나 6

월 20일과 7월 24일에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2007년 7월 26일에는 95 m보다

깊은 수심에서 중층보다 2℃ 정도 낮은 수온이 관측되었으나 8월 16일에는 관측되지 않

았고 8월 26일에 다시 관측되었다. Johnson and Teague(2002)는 1999년 8월∼10월 기간

동안 바닥수온이 짧은 주기로 변하는 것을 관측하였으며 그 이유로 냉수의 경계에서는



- 54 -

수온의 수평 구배가 매우 크고 이 수평 구배를 조류나 짧은 주기의 해류 변화가 관측 기

기를 가로질러 이송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경계의 이동에 의해 수온이 짧은

기간 안에 변하는 것처럼 2006년 6월∼7월과 2007년 7월∼8월에 중층보다 낮은 수온이

바닥 근처에서 관측되거나 관측되지 않거나 한 이유는 용승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의 해수가 관측점의 바닥 근처에서 유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9월∼10월에 바닥 근처의 수온은 7월∼8월보다 4℃ 이상 낮은 9℃ 이하였다. 7

월∼8월에는 저층의 염분은 중층과 거의 비슷하였지만 9월∼10월에는 수온이 낮아지는

수심에서 염분도 같이 낮아져 저층의 염분이 중층보다 낮았다. 9월∼10월에 관측된 바닥

근처의 냉수는 뚜렷하게 낮은 수온과 중층과의 염분 차이로 보아 대한해협저층냉수라고

판단된다. 11월에도 바닥 근처에서 수온이 감소하는 구조가 보이지만 수온은 10월에 비

해 높아 13℃ 이상이었다. 한편 2007년 10월에는 20℃ 이상 되는 수온 범위에서 수심에

따라 수온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수온 역전 구조가 여러 번 보인다. 수온-염

분 관계도(Fig. 3.1.21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수온이 증가할 때 염분도 같이 증가하여

수온 역전에 의해 밀도 역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비교적 단순한 수온-염분 구조를 보이

는 대마난류중층수와 달리 대마난류중층수 위의 상층에서 보이는 이러한 복잡한 수온-염

분 구조는 상층에서 물성이 다른 여러 해수가 섞이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이러한 구조

(수심에 따라 수온과 염분이 같이 증가했다가 같이 감소하는 형태를 반복하는 구조)는

2007년보다 2006년에 더 오랫동안 관측되었는데 2006년에는 8월∼11월 관측에서 이러한

구조가 보였다.

2008년 6월부터 9월초까지 표층의 고온저염수 아래에 대마난류중층수가 약 50 m부터

거의 바닥까지 차지했으며 대한해협저층냉수가 관측되지 않았다(Fig. 3.1.21c). 9월 23일

에 비로소 대마난류중층수 아래 바닥 근처에 수온이 12℃ 이하인 해수가 관측되었다. 10

월 6일에는 대마난류중층수 아래 저층수의 수온이 9월보다 1℃ 정도 높고 두께도 얇게

관측되었다.

2009년에는 6월에 대마난류 중층수 아래 바닥 근처에서 대마난류중층수의 수온보다

낮은 수온이 관측되긴 하였으나 12℃ 이상으로 수온이 비교적 높았다(Fig. 3.1.19d). 8월,

9월에는 대마난류중층수가 바닥까지 차지하고 있어 저층의 냉수가 관측되지 않았다. 10

월에 95 m 부근부터 수온이 감소하여 바닥에서 11℃ 정도의 수온이 관측되었으며 11월

에는 10월보다 10 m 정도 얕은 85 m 부근에서 수온이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6월에 대마난류중층수 아래 수온이 감소하는 구조가 보인 이후 계속해서

저층의 냉수가 관측되었다(Fig. 3.1.21e). 7월에는 다른 해의 7월에 관측되지 않은 낮은

수온인 10℃ 정도의 냉수가 95 m 정도까지 존재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9월에는 7월보다

더 낮은 수온인 8℃ 정도의 수온을 갖는 대한해협저층냉수가 90 m 아래에 존재하는 것

이 관측되었다. 10월과 11월에는 바닥 근처에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 관측되었으나 그 수

온은 9월에 비해 높았고 두께도 얇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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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salinity for the period of

strong stratification (June∼November): a)2006, b)2007, c)2008, d)2009, 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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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온-염분의 시간 변화 특성

수온과 염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Figure 3.1.22-23에 나타내었다. 표층부터 110 m까

지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변화를 표시하였으며 CTD 관측 수심이 110 m보다 얕은

경우는 가장 깊은 관측 수심까지만 표시하였다. 또한 연속된 두 관측이 60일 이상 차이가

나는 기간은 도시하지 않았다. 17℃ 이상이 되는 수온은 5월 이전에는 보이지 않고 6월

이후에 나타났다. 표층 수온은 3월 이후에 꾸준하게 증가하여 8월에 최대를 보였다. 표층

수온이 올라갈 때 표층 염분도 낮아져 5월 이후에는 표층 염분이 34 이하로 되며 8∼9월

에 최소였다.

20℃ 등온선의 수심은 대부분 10월까지 깊어져 수온이 20℃ 이상인 해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10월까지 커짐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복잡한 구조가 나타난 2007년 10월

을 제외하면 수온이 20℃ 이상인 해수의 염분은 34 이하였다. 즉, 상층에 수온이 높고 염

분이 낮은 표층수가 10월까지 증가했다. 10월 이후에 관측이 실시된 2007년, 2009년, 2010

년에서 10월 이후에는 상층의 수온이 감소하고 염분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12월

에는 고온저염의 표층수가 사라졌다.

여름에 보이는 대한해협저층냉수의 발달은 해에 따라 차이가 컸다. 2008년과 2009년에

는 냉수가 바닥 가까이에서만 보였고 그 수온도 높았으나 2006년, 2007년, 2010년에는 1

0℃ 이하인 냉수도 관측되었으며 특히 2006년 10월과 2010년 9월에는 냉수의 두께가 20

m 이상이었다. 2009년 9월에 대한해협저층냉수가 관측되지 않은 점을 제외하면 대한해협

저층냉수는 8월∼10월에 수온이 가장 낮았다. 이는 Min et al. (2006)이 대한해협 서수도

에서 바닥수온이 9월에 가장 낮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대마난류중층수가 관측되지

않았던 2006년 10월 10일을 제외하면 여름철 대한해협저층냉수는 대마난류중층수 아래에

존재하였고 염분이 대마난류중층수보다 낮았다. 대체적으로 대한해협저층냉수의 염분은

냉수의 수온이 낮을수록 더 낮았다. 이는 대한해협저층냉수가 상대적으로 염분이 낮은 해

수임을 의미한다.

매월 관측한 자료를 이용한 경우와 격월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한 경우를 비교하기 위

하여 격월 관측 수온의 시간 변화를 조사하였다(Fig. 3.1.24). 조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

해양자료센터(KODC)에서 제공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207 관측선의 3번 정점의 수온이

다. 207 관측선의 3번 정점은 관측점과 수심이 비슷하고 관측점에서 북동쪽으로 약 20

km 떨어진 곳이다. 표층의 대마난류표층수의 수온이 8월에 최대인 점은 격월 관측 자료

에도 나오지만 9∼10월경에 대마난류표층수 하부의 수심이 깊은 형태가 2006년과 2008년

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2010년에는 파악되지 않는다. 대한해협저층냉수 부분에서는 여

름에 저층에서 수온이 낮은 형태가 일부 보이긴 하지만 대한해협저층냉수의 수온과 발달

시기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 즉, 대한해협저층냉수의 수온은 9월에 가장 낮은데 8월

과 10월에 관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9월의 발달 형태가 파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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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depth and time; a)2006, b) 2007, c)

2008, d) 2009, e) 2010. The time period

between two consecutive observations

longer than 60 days is blanked.

Fig. 3.1.23. Salinity as a function of

depth and time; a) 2006, b) 2007, c)

2008, d) 2009, e) 2010. The time

period between two consecutive

observations longer than 60 days is

bla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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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depth and

time based on KODC data; a) 2006, b) 2007, c)

2008, d) 2009, 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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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측과 모형 비교

관측점의 위치가 서수도 깊은 골의 서쪽 사면에 해당하여 깊은 골의 해황과 약간 차

이가 있겠지만 깊은 골에서 대한해협저층냉수가 발달할수록 관측점의 저층에 발달된 냉

수가 관측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부산-하마다 간 해저에 매설된 해저

케이블에서 관측된 바닥수온의 변화에서 서수도 깊은 골 근처 관측점들의 바닥수온의 변

화 양상이 비슷함은 이를 뒷받침한다(Min et al. 2006).

여름철 대한해협저층냉수는 그 낮은 수온으로 인해 동중국해에서 유입된 해수가 아니

라 동해 내부에 그 기원을 둔 해수로 생각되어 왔다(Yun et al. 2004). Chang(2004)은

1993년 5월부터 1995년 5월까지 서수도의 깊은 골에서 수행한 해류 관측에서 1994년 2월

과 3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기에 거의 항시적으로 남향하는 바닥해류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 Camellia호에 장착된 ADCP를 이용하여 관측한 해류를 보고한 Takikawa(2005)에

서는 1997년 2월∼2002년 8월 기간 동안 월평균 해류 분포에서 2월∼4월을 제외한 다른

달에 수심 150 m보다 깊은 수심에서 해류가 남향임이 보인다.

서수도의 깊은 골에서 남향류가 강할수록 대한해협저층냉수가 잘 발달하고 관측점의

저층에서도 대한해협저층냉수의 발달된 형태가 파악될 것으로 유추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측에 나타난 대한해협저층냉수의 변화와 해류를 비교하기 위해 자료동화모형

결과를 사용하였다.

자료동화모형 자료는 자료동화모형 컨소시움(Consortium for Data Assimilative

Modeling)이 제공한 일일 간격 HYCOM(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Chassignet

et al. 2007) 결과이다. 자료동화에 사용된 해양 관측 자료는 위성에서 관측된 해수면 수

온 및 해면 고도, Argo profiling float에 의해 관측된 연직 수온과 염분, 그리고 정선 관

측 자료 등이다(www.hycom.org 참조).

관측점에 인접한 격자점(동경 129.36도, 북위 34.90도)에서의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해

류 수온을 Figure 3.1.25에 도시하였다. 겨울에 표층부터 바닥까지 수온이 거의 일정한 형

태는 관측에서 나타난 형태와 유사하고 여름에 표층에 보이는 고온의 해수가 다른 해에

비해 2006년과 2007년에 더 깊은 수심까지 존재하는 점도 관측과 유사하다. 2006년과

2007년 여름에 대한해협저층냉수가 나타나고 2007년에 비해 2006년에 더 발달된 형태도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되었다. 그러나 관측에서는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대한해협저층

냉수의 수온이 낮았으나 모형에서는 2010년 여름의 대한해협저층냉수가 제대로 모의되지

않았다. 대한해협 서수도의 지형이 복잡하여 모형의 격자 설정이 지형을 얼마나 잘 반영

하는 가에 따라 대한해협저층냉수의 모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 격자점의 위치와 수심이

관측점과 다름에도 모형이 어느 정도 대한해협저층냉수의 발달을 모의했다고 판단된다.

2006년과 2007년 여름에 저층에서 수온이 낮은 시기에 저층의 염분도 낮게 모의되었

으며 해류는 남향으로 모의된 반면, 저층에 냉수가 모의되지 않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염분이 낮은 형태도 보이지 않고 남향하는 해류도 모의되지 않았다. 이는 모형에서 모의

된 여름에 대한해협 서수도의 저층에 나타나는 냉수는 염분이 낮은 해수이고 남향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에서 모의된 이런 연관성을 고려하면 대한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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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5. Temperature (a), salinity (b), and along-strait current ⒞,

as a function of depth and time from the ocean reanalysis of the

HYCOM.

저층냉수의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고 두께도 두꺼웠던 2006년과 2010년 여름에 대한해협

서수도의 저층에서 강한 남향류가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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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해협의 수온 연변동 특성

대한해협 서수도의 골에 해당하는 지점의 자료동화모형 결과에서 여름철 대한해협저

층냉수가 발달한 시기에 남향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대한해협저층냉수가 발달

한 시기가 관측과 다르지만, 이는 남향류가 강할 때 대한해협저층냉수가 발달함을 의미한

다. 따라서 2006년∼2010년 동안 관측에서 보이는 대한해협저층냉수의 발달이 해에 따라

다름은 대한해협에서 남향하는 해류의 세기가 해에 따라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

다. 그렇지만 관측점이 서수도의 깊은 골에 해당하지 않고 서쪽 경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측점으로 직접 냉수가 남향하지 않아도 깊은 골의 대한해협저층냉수가 용승 등에 의해

관측점으로 확장되어 관측점에서 대한해협저층냉수가 존재할 수 있다. 즉, 대한해협저층

냉수의 두께, 용승, 남향하는 해류의 차이 등에 의해 관측점에서 대한해협저층냉수의 발

달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

라. 요약 및 토의

관측 기간 동안 17℃ 이상의 수온이 관측된 시기는 6월 이후로, 5월까지는 표층부터

바닥까지 수온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상층의 수온은 3월 이후 증가하여 8월에 최대였으

며 상층의 수온이 올라갈 때 염분은 낮아져 8∼9월에 염분이 최소였다. 수온이 높고 염분

이 낮은 대마난류표층수의 양은 10월에 가장 많았다.

바닥 근처 수온은 연변동이 크고 단기간 변이현상이 있지만, 대체로 3월 이후 높아지

고 9월경에 최소였다. 여름에 가장 잘 발달하는 대한해협저층냉수의 수온과 두께도 연변

동 커 2008년과 2009년에는 대한해협저층냉수가 바닥 가까이에서만 관측되었고 그 수온

도 높았으나 2006년과 2010년에는 대한해협저층냉수가 바닥에서 20 m 이상까지 존재함

이 관측되었고 그 수온도 낮았다.

수온과 염분의 연직구조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해협 서수도를 통해 동해로 유입

되는 대마난류수의 물성은 한 달 이내의 짧은 간격에도 변화가 있다. 2007년 10월 관측

자료에서 수온과 염분이 복잡한 연직 구조를 보이듯이 여러 해수가 섞여서 동해로 유입

되는 형태를 띠기도 하고 2006년 10월에서처럼 대마난류중층수가 존재하는 수온 범위에

서 낮은 염분이 관측되기도 하였다.

대한해협저층냉수는 기존 보고와 같이 9월경에 가장 발달하며 수온도 가장 낮은 것으

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격월 관측에는 9월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격월 관측 자료로는

대한해협저층냉수의 발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대한해협에서 대한해협

저층냉수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바닥 가까이까지 관측을 해야 하며, 변동성

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측 간격이 한 달 이내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대한해

협저층냉수의 발달 과정과 이동, 기작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물성 관측과 더불어 직접

관측한 해류와 더욱 정확한 자료동화모형의 결과 등을 이용한 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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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성자료를 활용한 광역해역의 장기 변동성

가. 서론

동중국해는 북쪽 경계인 대한민국의 남해와 연결되고, 서쪽의 중국, 동쪽의 일본 남부

열도, 남쪽으로 대만의 북쪽 해안에 둘러싸인 바다이다(Fig. 3.1.26). 중국 대륙에서 유입

되는 장강(또는 양자강)의 영향 및 연안 용승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나

타내는 해역과 고온·고염의 쿠로시오 본류와 대만난류 해역의 빈영양 해양환경으로 (정

등 2000; Chen et al. 2001; Chai et al. 2006), 육지뿐만 아니라 외해의 영향도 받는 복잡

한 해양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동중국해의 영양염 주요 공급원은 대륙붕단을 따라 대륙

붕역으로 용승하는 쿠로시오 중층수와 중국대륙 연안수로 나누어진다(정 등 2000). 여름

철 장강에서 유출된 담수는 장강희석수(Changjiang Diluted Water: CDW)를 형성하여 제

주도 및 대마도를 거쳐 동해까지 이동하면서 주변 해역의 생산성 및 성층구조 변화를 초

래한다(Lie et al. 2003; Park et al. 2011). 최근 장강 상류에 완공된 산샤댐으로 인한 인

위적인 수량 통제로 해류 순환계의 변화(Chen 2000) 및 생지화학적 원소들의 거동 및 분

포의 변화로 심각한 해양생태계 변화가 예상된다(Gong et al. 2006; Jiao et al. 2007; 한

국해양연구원 2011; Kannan et al. 2012).

동중국해에서 이런 해양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감지하

고 평가하기 위해서 광역적이고 장기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요구되고, 최근 이런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현장관측, 모델과 위성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다(Kang and Choi

1985; Kang 2000; 민과 김 2006; Kim et al. 2009; 손 등 2010, 2012, 2013; 한국해양연구

원 2011; 박 등 2012; Yamaguchi et al. 2012). 손 등(2010)은 해색위성을 이용하여 입자

성 유기탄소를 추정하여 동중국해에서 여름철 분포가 변화하는 원인에 대해서 규명했다.

Kim et al.(2009)은 위성으로 추정한 엽록소를 이용하여 여름철 장강희석수의 영향을 받

는 해역을 구분하고, Yamaguchi et al.(2012)은 장강하구에서 대한민국 남해안까지 장강

희석수가 이동하는데 최대 2개월이 소요됨을 밝혔다. 손 등(2012)은 해양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물리적 요소인 수온이 동중국해에서 26년간 0.2∼1.0 °C 상승했음

을 보고했고, Kang(2000)과 민과 김(2006)은 현장관측 수온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해역

에서 수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박 등(2012)은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를 모델에 적용하여 동중국해에서 수온과 일차생산성 변화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같이 동중국해는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뿐만 아니

라 주변 육상으로부터 복합적이고 복잡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중

국해를 포함한 남해 광역해역에서의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현상에 대한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장기적인 위성자료를 통해 추정된 표층수온, 엽록소,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구

성, 표층풍속과 현장관측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계절 및 연/월 변화를 분석하

고, 광역해역의 전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변화 및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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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6. Study area and nutrient sampling
stations (marked with diamond symbols in red)

in the East China Sea and South Sea of Korea.

Nutrient data are collected from Korea Ocean

Data Center (KODC).

나. 재료 및 방법

NOAA AVHRR(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표층수온 자료는 1985

년부터 2010년까지 NASA JPL(Jet Propulsion Laboratory) Pathfinder 5.0 BSST(best

sea surface temperature) 4 km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월별 합성 자료를 이용했다

(http://podaac.jpl.nasa.gov/index.html). Level 3 월평균 표층수온 자료는(312개월) 연구지

역에 맞도록 SMI(Standard Mapped Image) 처리되어 계절, 연, 그리고 월변화 계산에 사

용했다.

해색 위성센서인 SeaWiFS(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와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의 표준 산출물인 엽록소-a 농도

(O’eilly et al. 2000)와 반사도 자료는 NASA Ocean Biology Processing Group(OBPG)

(http://oceancolor.gsfc.nasa.gov/)의 자료를 사용했다. 1998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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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iFS 일 자료를, 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MODIS 일 자료를 이용하여 연

구해역에 맞도록 SeaDAS(SeaWiFS Data Analysis System)를 사용하여 1 km 해상도의

SMI(Standard Mapped Image) 격자 자료로 처리 후 월평균 엽록소 자료를 만들었다(손

등 2012, 2013). 두 해색센서의 중복되는 시기인 2003년과 2004년의 자료는 산술 평균하

여 월평균 자료를 생성하였다.

기존의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구성 방법(Hirata et al. 2008; Brewin et al. 2011)은 지

역해보다는 전 지구적 규모에 적용된 방법으로서 본 연구지역과 같은 복잡한 해양환경에

서는 좋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위성으로 추정된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구

성 자료는 동중국해 현장관측에서 얻어진 엽록소 자료와 식물플랑크톤의 크기별 엽록소

농도와의 상관관계식으로부터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이것은 엽록소 농도를 알고 있을 경

우 크기별 식물플랑크톤의 엽록소 농도 또는 구성비(%)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월별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구성 자료는 SeaWiFS와 MODIS 해색위성의 엽록소 자료

를 입력자료로 이용했다. 식물플랑크톤은 크게 미세(micro-size: >20μm), 미소(nano-size:

2-20μm), 그리고 초미소(pico-size: <2μm)로 구분하고, 그 결과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56개월) 월별 구성비(%)로 나타냈다.

표층풍속은 QuikScat과 ASCAT에서 관측한 자료로 IFREMER(ftp://ftp.ifremer.fr)에서

제공하는 Level 3 자료의 해상도는 25 km이다(2000년-2012년, 156개월).

본 연구에서는 엽록소 농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매년 격월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정선 관측에서 얻어진 자료들 중에서 황해, 동중국해,

남해의 염분, 수온, 그리고 영양염(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자료(http://kodc.nfrdi.re.kr/)를

이용했다. 현장 관측 자료는 전체 자료 중에서(1998년∼2012년) 4월, 8월, 10월 표층자료

를 분석에 이용했다.

위성으로 추정한 월평균 표층수온, 엽록소,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구성, 표층풍속은 월,

계절, 연평균값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선형경향(linear trend)을 계산했다. 공간적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해서 재격자(50×50km) 자료를 이용하여 선형 변화 경향을 같이 계산했다

(손 등 2012, 2013).

다. 결과

(1) 해역별 표층 수온 및 엽록소의 계절적 변화

1985년부터 2010년까지 계절 평균 표층 수온은 북서-남동방향의 기울기를 보이고, 해

역에 따라 5.0∼30.0 °C 변화를 나타냈다(Fig. 3.1.27a). 겨울철 표층수온은 높은 편차를

보이고,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편차가 줄어들었다. 봄(3월∼5월) 표층수온의 변화는 북서

쪽이 남동쪽보다 낮았다(7.0∼24.0 °C). 여름(6월∼8월) 표층수온의 편차는 계절 및 지역

구분한 모든 자료에서 감소하고 공간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다(19.0∼28.0 °C). 가을

(9월∼11월) 표층수온의 변화는 공간적으로 북서-남동방향의 기울기를 가지고, 10월과 11

월로 가면서 편차가 증가했다(16.0∼28.0 °C). 겨울(12월∼2월) 표층수온의 변화는 해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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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5.0∼23.0 °C, 손 등 2012).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계절 평균 엽록소(Fig. 3.1.27b; 0.1∼>10.0 mg/m3)은 봄에 증

가하고, 여름에 감소하지만 가을과 겨울에 다시 증가했다. 엽록소 농도는 서쪽 해역인 장

강 하구역 부근에서 연중 높고, 쿠로시오 및 대만난류의 영향을 받는 남동쪽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보였다. 봄철 엽록소 농도는 지역에 따라 0.1∼8.0 mg/m3 편차

를 나타낸다. 4월 엽록소의 농도는 황해남부와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까지 확

장되면서 전체 평균에서 가장 높았고, 5월에는 점차 감소했다. 여름 엽록소 농도의 변화

는 0.1∼10.0 mg/m3으로 장강 하구를 제외하고는 외해로 가면서 점차 감소했다. 손 등

(2010)의 연구에서 하계 높은 농도의 유기탄소는 장강 하구에서 출현하여 동쪽으로 확장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고, 엽록소 농도 변화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Kim et al.

2009; Yamaguchi et al. 2012). 가을 엽록소의 농도 변화는 0.1∼5.0 mg/m3이고, 여름에

동쪽으로 확장되었던 높은 농도의 엽록소는 남동쪽 방향으로 혀 모양(tongue-shaped) 구

조를 보이며 봄까지 지속되었다. 겨울 엽록소는 0.2∼6.0 mg/m3으로 중국연안에서 높으

며 외해로 가면서 감소했다.

표층수온의 계절변화는 지역에 상관없이 8월에 가장 높고, 엽록소는 해역에 따라 다른

변화를 보였다(손 등 2012). 표층수온은 쿠로시오 및 대만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계절별 수온 변화의 폭이 작고(8.0∼10.0 °C), 중국 연안 및 황해중부 해역에

서 수온의 편차(15.0∼19.0 °C)가 크게 나타났다. 엽록소 농도는 쿠로시오의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늦겨울이나 초봄(2월∼4월)에 증가하지만, 나머지 계절에는 감소한다(0.2∼0.9

mg/m3). 황해중부 및 제주도 남부 해역은 봄철 식물플랑크톤 대번식(phytoplankton

spring bloom)과 연관되어 봄에 농도가 증가하고(Son et al. 2006), 1.3∼1.6 mg/m3의 편

차를 보인다. 중국 연안 및 강의 영향을 받는 해역은 봄과 여름에 증가한다(1.7∼5.6

mg/m3 편차).

a) b)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a) Sea Surface Temperature (°C) (b) Chlorophyll-a (mg/m3)

Fig. 3.1.27. Seasonal variations of (a) sea surface temperature (°C) and (b)

chlorophyll concentration (mg/m3) averaged over 26-year and 13-year monthl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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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층수온의 장기 변화

Figure 3.1.28a-b는 1985년∼2010년(26년)동안 표층수온 연평균 변화, 선형변화의 기울

기와 그 기울기가 90% 신뢰도에서 유의한 해역을 나타냈다. 전체해역 연평균 표층수온은

관측을 시작한 1985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1998년에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했지만, 연

평균 20.3 °C 보다는 높았다(Fig. 3.1.28a). 연평균 표층수온은 매년 0.025 °C 증가하여 26

년간 약 0.7 °C 상승했다. 표층수온은 중국 연안 및 제주도 남부 해역에서 0.8∼0.9 °C 상

승했고, 쿠로시오 및 대만난류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0.2∼0.4 °C의 상

승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위성과 현장관측을 이용한 과거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위성으

로 추정한 표층수온 변동 연구에서는 동중국해 북부와 남부가 각각 평균 0.029 °C/년과

0.026 °C/년 상승함을 보고하였고(민 등 2010), 연안의 현장관측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

에서는 연평균 표층수온이 매년 0.024 °C 상승하며, 겨울이 여름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Kang 2000). 민과 김(2006)의 연구에서도 해역에 따라 다르지만

표층수온은 상승했고(0.01∼0.06 °C/년 상승), 남해안이 동해보다는 증가폭이 낮았다고 보

고하였다.

(a) Sea Surface Temperature (°C)

연평균 20.3 °C

(b) (d)

(c) Chlorophyll  Con. (mg/m3)

연평균 1.54 (mg/m3)

Fig. 3.1.28. (a) Inter-annual variations and trends of annual mean value for sea

surface temperature. (b) The slope of linear trends (per year) in annual mean for

sea surface temperature. (c) Inter-annual variations and trends of annual mean

value for chlorophyll concentration. (d) The slope of linear trends (per year) in

annual mean for chlorophyll concentration. Red line indicates 26-year and 13-year

mean value of sea surface temperature and chlorophyll concentration (20.3 °C and

1.54 mg/m3). The dotted area indicates the linear trend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90 %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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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9는 표층수온의 연평균 20.3 °C 등온선을 연도별로 도식화했다. 표층수온의

등온선은 북서-남동방향으로 변화하고, 특히 1985년부터 1989년까지 평균 등온선은 제주

도 및 대마도 남쪽에 위치했지만, 점점 북상하여 연평균 표층수온이 가장 높았던 1998년

의 경우 제주도 남동쪽 및 대마도 북쪽까지 북상했다. 연평균 표층수온의 변화는 연구지

역 서쪽보다는 동쪽으로 가면서 증가 폭이 커졌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5
2006
2007
2008
2009

1985
1986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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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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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f)

50-100 km 북상

평균 20.3 °C

Fig. 3.1.29. An isothermal line of sea surface

temperature (20.3°C) for (a) 1985, 1995, 2005,

and 2009, (b) 1985～1989, (c) 1990～1994, (d)

1995～1999, (e) 2000～2004, and (f) 2005～2009.

(3) 엽록소의 장기 변화

Fig. 3.1.28c-d은 1998년～2010년(13년)동안 엽록소 연평균 변화, 선형변화의 기울기와

그 기울기가 90% 신뢰도에서 유의한 해역을 나타냈다. 전체해역 연평균 엽록소 농도는

1.54 mg/m3 이다(Fig. 3.1.28c). 엽록소 농도의 공간적 변화(Fig. 3.1.28d)는 전체평균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해역에 따라 다른 증/감의 경향을 나타냈다(손 등 2012). 13

년 동안 엽록소의 선형 변화 경향에서 황해남부는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이 지역을 제

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전체 평균한 결과에서 엽록소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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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mg/m3 감소하여 13년동안 ≈0.3 mg/m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해남부는 상대

적으로 높은 증가(0.5～1.0 mg/m3)를 보인 반면, 연구지역 북동쪽 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0.9～1.0 mg/m3)를 나타냈다. 쿠로시오 영향을 받는 해역의 엽록소는 0.1～0.4

mg/m3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 경향을 나타냈다.

Fig. 3.1.30는 엽록소 농도의 1.6과 0.6 mg/m3 등농도선을 연도별로 도식화했다. 연평

균 엽록소 농도의 1.6 mg/m3 등농도선은 연안 지역에서 형성되고, 남쪽보다는 북쪽에서

연도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황해 중부의 엽록소 농도 변화는 1998년∼2002년보다

2006년∼2010년에 1.6 mg/m3 등농도선이 외해로 확장되었다(Fig. 3.1.30a). 연평균 엽록소

농도의 0.6 mg/m3 등농도선은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고 쿠로시오 및 대만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형성되고, 연구해역 남서쪽보다는 제주도 및 대한해협 부근에서 연도별 변

화가 크게 나타났다. 1998년∼2006년의 0.6 mg/m3 등농도선은 제주도 남동쪽에 위치하지

만, 2010년의 등농도선은 제주도 북쪽으로 확장 또는 이동되어 나타났다(Fig. 3.1.30b).

1998
2002
2006
2010

1998
2002
2006
2010

1.6 mg/m3 0.6 mg/m3

(a) (b)

Fig. 3.1.30. An iso-chlorophyll concentration line of 1.6 mg/m3(a)

and 0.6 mg/m3 (b) for annual mean of 1998, 2002, 2006, and 2010.

(4)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구성의 장기 변화

Figure 3.1.31에 총 엽록소 농도와 미세, 미소, 초미소 플랑크톤의 구성비를 전체해역

월평균과 경향을 나타냈다. 총 엽록소 농도와 미세, 미소 플랑크톤의 구성비는 전반적으

로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초미소 플랑크톤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세 플랑크

톤은 봄에 증가되고 여름에 감소했다(Fig. 3.1.31b). 미소 플랑크톤은 복잡한 경향을 보이

지만, 2월에서 5월에 증가되고 여름에 감소한다(Fig. 3.1.31c). 초미소 플랑크톤은 여름에

증가되고, 겨울에 감소한다(Fig. 3.1.31d).

식물플랑크톤의 크기별 조성의 공간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Figure 3.1.32은 연평균

자료의 선형변화의 기울기와 그 기울기가 90% 신뢰도에서 유의한 해역을 표시했다. 미세

ze 플랑크톤은 황해남부 해역과 일부해역에서는 증가 경향을 보이고, 나머지 해역에서 뚜

렷한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Fig. 3.1.32a). 미소 플랑크톤은 제주도 주변 해역을 포함하는

연구해역 중앙 부분에서는 증가했지만, 나머지 해역에서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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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b). 초미소 플랑크톤은 황해 남부 해역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서 증가 경향이 나타

났다(Fig. 3.1.32c). 특히 쿠로시오 영향을 받는 해역과 남해안 해역은 뚜렷한 증가 경향

을 보였다.

Fig. 3.1.31. Inter-annual variations and trends of monthly

mean value for (a) chlorophyll concentration(mg/m3), (b)

microplankton(%), (c) nanoplankton(%), and (d)

picoplantkon(%) with whol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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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 The slope of linear trends for (a) micro-, (b)

nano-, (c) pico-size plankton. The dotted area indicates the

linear trend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90%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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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엽록소 및 표층바람의 선형경향의 계절별 차이

연구해역인 동중국해의 전반적인 시간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해역 전체에

대해 공간 평균한 엽록소 농도의 선형경향을 살펴보았다. 엽록소 농도 선형경향은 공간적

으로 차이가 있지만, 봄철(3월∼5월)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름(6월∼8월)과

가을(9월∼11월)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3.1.33). 봄철 증가 경향은 여름과 가

을의 감소 경향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봄철의 엽록소 농도는 4월에 증가하고, 여름의 경

우는 7월과 8월에 감소되고, 가을에는 10월보다는 11월에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 경향을

보였다.

선형경향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계절별 엽록소 자료를 재격자하고 평균하여

선형변화의 기울기와 그 기울기가 90 % 신뢰도에서 유의한 해역을 나타냈다(Fig.

3.1.34a-c). 북서쪽인 황해 남부 해역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엽록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연구해역 남동쪽인 쿠로시오가 영향을 미치는 해역에서는 세 계절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봄철 엽록소는 장강 하구역과 연구해역 남동쪽 해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해역에서 증가했다(Fig. 3.1.34a). 여름과 가을철 엽록소는 북서쪽 해역과 장강 하구를 제

외하고 대부분의 해역에서 감소했다(Fig. 3.1.34b-c).

성층 또는 영양염 공급에 영향을 줌으로써 엽록소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층

풍속의 선형경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봄의 엽록소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봄의

표층풍속 대신에 겨울철 표층바람을 이용하여 13년 동안(2000년∼2012년) 연구해역 전체

에 대해 평균한 계절별 월평균 표층풍속과 선형경향을 계산했다. 표층풍속은 겨울과 여름

에 증가했고 가을철에는 감소했다(Fig. 3.1.35). 선형변화의 공간 분포에서 겨울철 표층풍

속의 선형 변화는 유의한 해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해역 남동쪽을 제외한 나

머지 해역에서 대부분 증가했다(Fig. 3.1.34d). 여름철 변화는 중국 연안 일부 해역을 제

외하고 대부분의 해역에서 증가했고, 특히 연구해역 동쪽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ig.

3.1.34e). 가을철은 모든 해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연구해역 남쪽보다 북쪽

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Fig. 3.1.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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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 Inter-annual variations and linear trends (solid

lines) in monthly-mean values of spring, summer and fall for

chlorophyll concentration. All values are averaged over the

whol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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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 The slope of linear trends (per

year) in spring, summer and fall for (a-c)

chlorophyll concentration and in winter,

summer and fall for (d∼f) SSW. The dotted

area indicates the linear trend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90%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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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 Inter-annual variations and linear trends (solid

lines) in monthly-mean values of spring, summer and fall for

wind. All values are averaged over the whole study area.

(6) 영양염의 계절적 차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영양염 자료를 연도별로 평균하여 나타내었다(Fig. 3.1.36). 특히, 산

샤댐 이차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2006년 이후 엽록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함(Fig.

3.1.33)을 고려하여, 2006년 전과 후로(1998년∼2005년과 2006년∼2012년) 나누어서 평균

을 계산했다. 가을의 영양염 분포는 엽록소가 증가한 황해 남부와 엽록소가 감소한 북부

동중국해 및 남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Fig. 3.1.34c).

연도별 봄의 영양염 변화에서 2006년 이후의 질산염 평균 농도는 2006년 이전보다 1.4

배 높았고(5.23 μmol/L vs. 3.76 μmol/L), 인산염은 1.3배(0.44 μmol/L vs. 0.34 μmol/L)

그리고 규산염은 1.2배(6.5 μmol/L vs. 5.58 μmol/L) 높았다(Fig. 3.1.36a).

여름의 영양염 변화에서 여름의 질산염의 평균 농도는 2006년 이후가 2006년 이전보

다 1.1배 높았고(3.22 μmol/L vs. 2.85 μmol/L), 인산염은 0.8배(0.15 μmol/L, 0.20 μmol/L)

낮아졌고, 그리고 규산염은 0.9배(5.04 μmol/L vs. 5.25 μmol/L)로 낮았다(Fig. 3.1.36b).

두 개의 해역으로 구분된 가을철 영양염 분포에서, 황해 남부의 질산염 평균 농도는

2006년 이후가 2006년 이전보다 1.2배(2.75 μmol/L vs. 2.33 μmol/L) 높았고, 인산염은

0.7배(0.20 μmol/L vs. 0.27 μmol/L) 낮아졌고, 그리고 규산염은 1.1배(6.17 μmol/L vs.

5.77 μmol/L) 높았다(Fig. 3.1.36c). 북부 동중국해의질산염과 인산염 평균 농도는 2006년

을 전후로 큰 변화(질산염 : 3.64 μmol/L vs. 3.65 μmol/L; 인산염 : 0.191 μmol/L vs.

1.194 μmol/L)가 없었지만, 규산염은 2006년 이후가 이전보다 0.9배(6.21 μmol/L vs 6.86

μmol/L) 낮았다(Fig. 3.1.3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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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ring

(c) Fall : west coast

(b) Summer

(d) Fall : northern ECS

Fig. 3.1.36. Area averaged nutrients for (a) spring, (b) summer, (c∼d)

fall(solid lines are mean values of each nutrient between 1998 and 2005, and

between 2006 and 2012). 

라. 토의 및 결론

(1) 표층수온과 엽록소의 장기 변화

표층수온의 계절 변화는 전체 및 지역구분한 자료에서 위상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편

차만 관측되었다. 그러나 엽록소는 지역에 따라 위상 및 편차가 다르게 나타났다(Fig.

3.1.28). 표층수온의 편차는 연구지역의 북서쪽(중국연안)이 쿠로시오/대만난류(연구지역

남쪽 또는 남동쪽)의 영향을 받는 해역보다 크게 나타났다. Kang(2000)과 민 등(2010)의

연구에서도 연구해역 남쪽이 북쪽보다 연진폭이 작고, 연위상도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보고했다. 이런 결과는 연구해역에서 표층수온이 여름에 높아지고 겨울에 낮아지는 전형

적인 계절 변화를 나타내지만, 연평균 수온, 연진폭 값, 그리고 연위상 등은 해역별 영향

이 다름을 지시한다. 엽록소의 변화는 계절적으로 봄에 증가하고 여름에 감소되고 가을에

증가하지만, 지역을 구분한 결과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Fig. 3.1.29d). 엽록소 변화는 쿠

로시오 및 대만난류의 영향을 받는 연구해역 남동쪽에서 늦겨울 또는 초봄에(2월∼4월)

증가되고, 여름으로 가면서 감소했다. 황해중부 및 제주도 남쪽의 엽록소는 봄철 식물플

랑크톤 대번식이 일어나는 시기와 비슷하게 봄에 증가하고(Son et al. 2006), 여름에 감소

하지만 가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강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는 중

국연안과 연구해역 북동쪽의 엽록소 농도는 봄보다 여름에 높고 연중 편차가 크게 나타

났다. 본 연구결과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 해역의 수온과 엽록소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것은 봄철 증가된 수온으로 식물플랑크톤 대번식이 일어나 한 번의 엽록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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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를 보인 이후, 여름에 증가된 강의 방류량에 의한 직/간접적 영향 및 연안 용승으로

공급된 영양염으로 인하여 다시 엽록소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Chen et al. 2001;

Chai et al. 2006; Lu et al. 2006; Isobe and Matsuno 2008; 손 등 2010). 그러나 쿠로시

오 영향을 많이 받는 해역에서 수온과 엽록소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것은 하계

에 상승한 표층수온으로 인하여 수층의 성층이 강화되면서 아표층으로부터 영양염의 공

급이 제한되어 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서는 상대적으로 엽록소의 농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연구해역에서는 뚜렷한 표층수온의 증가와 총 엽록소 농도의 감소가 관측되었고,

이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구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Fig. 3.1.31-32).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구성에서 미세 플랑크톤은 전체 평균한 선형변화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공간적으로 황해남부 해역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소 플랑크톤은

전체 월평균 자료에서는 감소 경향을 나타냈지만 해역에 따라 다른 변화를 보였다. 초미

소 플랑크톤은 전체 평균한 선형변화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공간적으로 황

해남부 해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포와 차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공간적으로 표층수온의 변화

는 엽록소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이는 Behrenfeld et al.(2006)와 박 등(2012)의

연구에서 언급한 표층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해양의 성층화이 강해지면서 아표층에서 영

양염 공급이 제한되면서 나타나는 생산성 감소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인하여 연구해역에서 봄과 여름에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구성에 있어서 큰

크기(미세와 미소)의 플랑크톤이 감소되고 작은 크기(초미소)의 플랑크톤이 우점하는 환

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Walther et al. 2002; Behrenfeld et al. 2006).

(2) 엽록소 선형변화의 계절적 차이

최근 15년(1998∼2012년)간 위성으로 추정한 월평균 엽록소 선형경향 분석 결과, 봄

철 식물플랑크톤 대번식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엽록소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여름과

가을철에는 감소하였다(Fig. 3.133, 3.1.34a-c). 이는 엽록소 변화경향이 계절에 따라 다름

을 나타낸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 원인에 대한 모든 결

과를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위성으로 추정된 엽록소의 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

는 표층풍속과 영양염 자료를 이용하여 원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봄철 엽록소의 선형변화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Fig. 3.1.33), 공간적으로 중국 장

강 주변 해역과 연구해역 남동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증가했다(Fig. 3.1.34a). 봄

철 식물플랑크톤 대번성은 겨울 동안의 연직혼합에 의해서 제공된 영양염, 상대적으로 얇

아진 혼합층과 증가된 일사량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중에서 겨울철 연직혼합과 관련 있

는 겨울철 표층풍속은 엽록소의 공간적 변화와 유사하게 엽록소가 증가하는 해역에서는

표층풍속도 증가했고, 엽록소의 농도가 감소한 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표층풍속도 감소했

다(Figs. 3.1.34a, d). 증가한 엽록소의 농도는 증가된 겨울철 바람으로 인하여 연직혼합이

증가하면서 표층으로 영양염 공급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반면 약해진 바람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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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직혼합이 감소하면서 표층으로의 영양염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엽록소의 농

도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양염 자료는 연구해역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봄철 영양염 농도는 2006년 이후가 평균 농도가 2006년 이전보다 높았다(Fig.

3.1.36). 이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겨울철 풍속 증가로 기대되는 영양염 증가와 일치한다.

그러나 수심이 얕은 황해에서는 퇴적물 재부유에 의해 엽록소 농도가 실제보다 과대 평

가될 수 있다(Kiyomoto et al. 2001; Yamaguchi et al. 2012). 따라서 봄철 엽록소 증가

가 부유물질의 증가와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부유물질 농도와 관계가 있는

Rrs(555)의 공간적 선형변화에서 봄철 Rrs(555)는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해역에

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봄 엽록소의 증가 원인이 부유물질에 의한 위성 알

고리즘 오차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여름철 엽록소의 선형변화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Fig. 3.1.33), 공간적으로 중국

장강 주변 해역과 연구해역 북동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감소했지만 바람은 증가

했다(Fig. 3.1.34b, e). 따라서 여름철 엽록소 감소는 바람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또한 여름의 강한 성층을 극복하고 혼합을 증가시켜 더 많은 영양염을 상층으로

공급할 정도로 바람이 크게 증가하였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바람에 의한 영향을 제외한 다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 해역의 영양염

과 장강희석수(염분)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Fig. 3.1.37). 여름철 장강희석수의 직접적 영

향을 받는 남해안과 제주 근해에서 발생한 여름철 엽록소 농도 감소 현상의 원인을 파악

하기 위해서 중국 산샤댐 2차 물막이 토목 공사 완료 시점(2006년)을 전후로 나누어 영

양염 변화를 분석했다(1998년∼2005년과 2006년∼2012년). 질산염의 농도는 2006년 이후

에 저염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Fig. 3.1.12a) 반해, 인산염과 규산염은 저염에

서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3.1.12b-d).

Yuan et al.(2007)은 장강 하구에서 엽록소 농도가 2003년 1차 물막이 공사 전후로 뚜

렷한 변화가 없었음을 보고했고, 이는 장강 하구에서는 감소한 부유물과 장강 주변 도시

에서 공급되는 높은 영양염의 부하에 의해서 해조류 대번식 또는 적조가 빈번이 발생하

면서 공급된 영양염의 대부분이 연안에서 소비되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설

명하였다. 산샤댐 물막이 공사 이후 바다로 공급되는 육상 기원의 규산염 농도는 감소했

고(Chai et al. 2009), 댐 건설의 직접적 영향으로 부유물질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부유물

질과 연관이 있는 Rrs(555)의 여름철 선형변화는 대부분 해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손 등 2013). 한국해양연구원(2011)의 조사에 의하면 부유퇴적물은 일차 물막이 공사

이후 여름철 동안 1995년∼2002년 평균한 값보다 56%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산샤댐의 일차 물막이 공사 후에 줄어든 방류량으로 인해 장강에 인접한 동중국해는 영

양염의 유입이 제한되면서 공사 전에 비해 일차생산력이 86% 가량 감소하였을 뿐만 아

니라, 생물 군집에서도 작은 크기의 미세조류가 우점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Gong et

al. 2006; Jiao et al. 2007; Dai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인산염은 이차 물막이 이후 저염

에서 낮은 농도를 보이는(Figs. 3.1.36b, 3.1.37b) 반면 질산염은 증가되었다(Figs. 3.1.36b,

3.1.137a). 이것은 장강 하구역에서 질산염은 주변 지역의 산업화 등으로 인위적 공급이

증가되었지만, 인산염은 적조/녹조 등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 되면서 대부분 소모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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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만이 북부 동중국해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Chai et al. 2009; 한국해양연구원 2011;

이 등 2012; Chen et al. 2012; Son et al. 2012).

가을철 엽록소의 선형변화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Figs. 3.1.33, 3.1.34c), 공간적

으로 중국 장강 주변 해역과 연구해역 북동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감소했다(Fig.

3.1.34c). 가을철 식물플랑크톤 대번성은 바람이 증가하면서 연직혼합에 의해 혼합층이 깊

어지고 영양염 공급이 증대되면서 일어난다. 가을철 표층풍속은 대부분의 해역에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임으로 가을철 엽록소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3.1.34c, f). 즉

바람 약화로 연직혼합이 감소하면서 표층으로 영양염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한편 황해남부 해역에서 표층풍속이 감소하였으므로(Fig. 3.1.34f) 바람 이외

의 주요한 요소가 엽록소의 선형변화 증가(Fig. 3.1.34c)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가을철 황해남부의 영양염 변화는 봄철과 유사하게 질산염과 규산염은 2006년 이후가

2006년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높았다(Fig. 3.1.36c). 북부 동중국해 영양염은 2006년 전과

후의 평균 농도에서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2010년과 2011년에 질산염 농도는 상대적으

로 낮았다(Fig. 3.1.36d). 연구해역에서 표층풍속이 감소되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황해남부

는 상대적으로 질산염과 규산염이 증가했고 엽록소 농도도 증가를 했지만, 북부 동중국해

는 영양염의 변화는 없었지만 엽록소 농도는 감소했다. 이것은 가을철의 엽록소 감소 경

향이 단순한 요인에 의해서 조절되기 보다는 복잡한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판단

되지만, 엽록소 농도가 감소한 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표층풍속의 감소에 의한 영향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Fig. 3.1.34c, f).

동중국해 엽록소는 표층바람과 연직혼합 이외에 육지에서 공급되는 영양염 및 일사량,

강우량, 황사 등 대기환경 요소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엽록소 선

형변화의 계절적 차이의 원인을 표층바람의 변화 및 영양염 자료만으로 추정하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황해남부 해역은 엽록소의 선형변

화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동쪽 해역은 모든 계절에 엽록소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름과 가을에는 표층풍속이 증가 및 감소하였으므로 바람 이외의 요소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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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0.02x + 3.32, R2=0.01
-- y=-0.48x + 18.06, R2=0.12

-- y=-0.006x + 0.39, R2=0.01

-- y=0.006x – 0.03, R2=0.01

-- y=-0.37x + 16.59, R2=0.04

-- y=0.13x + 1.13, R2=0.01

-- y=0.03x + 30.8, R2=0.01
-- y=-195.9x + 6283, R2=0.15

(a)

(b)

(c)

(d)

Fig. 3.1.37. Comparison between nutrient and salinity for summer in nitrate (a),

phosphate (b), silicate (c) and N/P ratio (d). Blue circles denote the data

between 1998 and 2005, and red boxes between 2006 and 201

(3) 동중국해에서의 장강과 기후변화(수온변화) 영향의 상대적 기여도

장강 방류량은 여름에 최고를 보이고, 겨울로 가면서 감소하는 계절적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손 등 2010). ENSO 현상과 관련하여 1997년에 강우량이 줄면서 방류량도

같이 감소했고(Lau and Wu 1999), 1998년과 1999년에 대홍수가 있었던 시기로 상대적

높은 방류량을 나타냈고(Bell et al. 1999),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3년에 일차 물막이

공사 후의 방류량은 1997년 건기보다 상당 부분 감소되었다(Delcroix and Murtugudde

2002). 그러나 2006년 이후 방류량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2006

년이 다른 해에 비하여 심한 가뭄이 있었던 시기로 최근 관측된 값 중에서 가장 낮은 값

을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가뭄의 영향뿐만 아니라, 산샤댐의 건설로 인한 방류량의 감소

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Dai et al. 2008).

연구해역에서 장강에서 연안으로 유입된 장강 희석수는 표층에 잔류하면서 하계

남풍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제주도 및 남해안 연안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동한

다. 일반적으로 연안에 유입된 저밀도 담수는 주변 해수보다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표

층에 분포하고, 특히 하계 증가된 복사량은 수온을 상승시키면서 주변 해수보다 밀도를

더욱 낮게 만든다(Walker et al. 1994). 이로 인하여 표층의 성층화는 증가되고 혼합층의

깊이는 얕아지고, 수직적 혼합보다 수평적인 확장이 증가되게 된다. Park et al. (2011) 연

구에서 여름철에 장강 희석수의 발달은 주변 해역의 수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했고,

1998년 대홍수 있었던 시기에 동일하게 연구해역의 표층수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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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2). 결론적으로 연구해역에서 해수면 표층수온의 증가는 다른 계절에 비하여 장강

방류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계절,

특히 겨울의 장기적인 수온증가추세로 볼 때 이지역에서의 표층수온 상승은 장강수의 영

향보다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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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플랑크톤의 장기 변동성

가. 서론

남해 동물플랑크톤 생체량과 주요 그룹 개체수의 장기변화를 보면 1980년대 후반의

regime shift 이후 1990년대부터 점차 증가하였으며, 동중국해의 수온 증가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ebstock and Kang 2003).그러나 이 보고는 2000년 초까

지의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로 수온의 영향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북부 동중국

해의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변동은 수온의 증가뿐만 아니라 쿠로시오저층해류의 용승 강

도 및 장강으로부터의 담수의 유입 등에 따른 영양염 증가로 인한 식물플랑크톤 증가와

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김 등 2009; 최 등 2011), 장강의 담수 방출량이나 북부

동중국해의 엽록소-a 양의 장기변화와 연계해서 최근까지 이 해역의 동물플랑크톤 생체

량과 주요 그룹의 개체수의 장기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 재료 및 방법

북부동중국해 동물플랑크톤의 장기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정선관측

314라인(Fig.3.1.38)의 1979년부터 2009년까지 동물플랑크톤의 습중량, 4개 분류군(요각류,

화살벌레, 단각류, 크릴)의 개체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중형동물플랑크톤은 NORPAC 네

트를 사용하여 수직 채집된 것이다. 동물플랑크톤의 장기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으로서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장강댐의 방류량(www.cjh.com.cn)과 SeaWiFS와

MODIS의 월평균 엽록소-a 자료(SeaWiFS: 199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MODIS:

2003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를 사용하였다. Cumulative Sum plot을 통하여 환경변

수와 동물플랑크톤 생체량과 개체수의 양적인 변화 시기를 파악하였다.

Fig.3.1.38. The sampling stations on

314-line of NFRDI for mesozooplankton

from 1979 to 2009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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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고찰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관측 314라인의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중형동물플랑크톤 총

습중량, 요각류, 화살벌레, 단각류, 크릴의 개체수 시계열 자료를 보면(Fig.3.1.39), 대체로

중형동물플랑크톤 총 습중량은 2000년 중반부터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4개 그룹의 개체수

는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양적인 변화 시기를 보다 분명

하게 알기 위해서, 조사기간의 시계열 자료의 평균과 비교해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시기

를 잘 보여주는 Cumulative Sum plot 결과를 보면(Fig.3.1.40),장강 방류량은 샨사댐이 완

공된 2006년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SeaWiFS와

MODIS에 의한 평균 엽록소-a 양은 2005년부터 증가하였다. 한편,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총 습중량도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4개 분류군(요각류, 화살벌레, 단각

류, 크릴)의 개체수는 2005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5년 이후 갑각류 계통의 중형동물플랑크톤과 화살벌레의 개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형동물플랑크톤 총 습중량이 증가한 것은 중형 또는 대형의 젤라틴성 동물플

랑크톤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대한해협의 고정정점에서 격주간 중형동물플랑크

톤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예, 미충류, 관

해파리류, 살파류)이 중형동물플랑크톤 전체 개체수의 1∼88%(평균 16%)를 차지하였다

(장, 미발표 자료). 북부동중국해에서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예, 살파류)의 대번식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먹이경쟁 관계에 있는 요각류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고등어와 같은 어류 생산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강 등,

2000).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은 다양한 섭식 모드(Mills 1995; Purcell 1982)를 갖고 있기 때

문에,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 개체수 증가가 갑각류 계통의 중형동물플랑크톤을 포식함으

로써 개체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식물플랑크톤 대번식과 관련한

먹이 경쟁에서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이 더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북부동중국해의 경우 장기적으로 표층 수온이 증가하였는데(국토해양부 2010), 표층 수온

의 증가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 개체수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남획에 따라 주요 수산 어류의 양이 크게 감소됨과 동시에 어류보다 먹

이 경쟁에서 유리한 대형의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예, 대형의 해파리류)이 더 번성할 수

도 있을 것이다(Xian et al. 2005; Boero et al. 2008). 그러나 남획이 중형의 젤라틴성 동

물플랑크톤(예, 미충류, 관해파리류, 살파류)의 양적인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남획과 중형의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 증가와의 관련성 해석에는 주의

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부동중국해의 1979년부터 2009년 사이의 동물플랑크톤 자료를 근거로 볼 때,

2005년을 기준으로 갑각류 계통의 중형동물플랑크톤이 감소하고, 전체 동물플랑크톤 습중

량이 증가한 것(예,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의 증가에 의해)이 장강 방류량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수온 상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남획에 의한 것인지는 본 연구에서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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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9. Mesozooplankton biomass and

abundance from 1979 to 2009. (a) total wet

weight, (b) copepods, (c) chaetognaths, (d)

amphipods, (e) krill.

Fig.3.1.40. Cumulative Sum plot. (a) Changjiang River discharge (m3

s-1), (b) chlorophyll concentration (mg m-3), (c) total wet weight, (d)

copepods abundance, (e) chaetognaths abundance, (f) amphipods

abundance, (g) krill abundance. The units are the same as Fig.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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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후/환경변화 영향 진단 및 감시를 위한 남해역 현장

모니터링

1. 북부 동중국해 광역 현장 관측

가. 서론

동중국해의 해황은 쿠로시오로부터 공급되는 고염수, 중국에서 유입되는 담수와 혼합

되어 형성된 장강희석수, 황해저층냉수 등과 이들 사이의 혼합수 분포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해수 물성 분포의 계절적 변동이 뚜렷하여 수괴들 사이의 경계인 전선의 분포위치

가 여름철 남동 방향에서 겨울철 북서방향으로 왕복 이동하는 특성을 보인다. 상층은 여

름철에 장강희석수의 분포가 지배적이며 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그 분포의 연변화가 크

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선행 동중국해 관측연구 (예, 국토해양부, 2010)에서 주로 하계

에 광역 조사를 수행해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 관측 라인(북위 32도, 33도)을 유지하

여 지속적인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관측이 여름철에 집중되

어 겨울철과 봄철의 관측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고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계절적 특성

으로 전선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해역은 보다 조밀하게 관측정점을 설정하였다.

북부 동중국해는 동쪽으로는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분리된 쓰시마난류와 경계를 이루

고 있으며, 쿠로시오 저층수가 대륙붕으로 올라오는 용승작용이 일어나 물질교환이 이루

어지고 있다(김 등, 2009). 또한, 서쪽으로는 중국대륙으로부터 장강을 통해 담수와 부유

물질이 유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기원의 해류와 물질이 만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

고, 이 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는 아직도 매우 제한적이다(최 등,

2011).

그리고 최근에는 동중국해의 지속적인 수온상승이 확인되고 있다. 그 결과 식물플랑크

톤의 군집변화 및 적조 발생시기의 변화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수온상승은 다량의 외

래종(가시파래) 및 아열대종의 출현률을 높이며 종다양성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Beaugrand et al. 2008; Hiddink and Hofstede 2008; Göbel 2010).

특히, 해양 생태계에서 기초생산자와 상위포식자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동물플랑크톤의 크기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는 총 생체량보다 생태적인 정보의 수준

및 활용성이 높다. 생태계 내의 종 다양성이 높을 경우, 각각의 종 개체를 확인하는 것보

다 생태계에서 동물플랑크톤의 잠재적인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동물플랑크톤 군

집의 대략적인 생산력을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동물플랑크톤의 대사과정의 대부

분이 동물플랑크톤 크기에 의하여 설명되기도 한다(Ikeda and Motoda 1978; Dam et al.

1993; Hirst and Sheader 1997; Madin et al. 2001; Huo et al. 2012).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과 염분상승은 각 위도 별 식물플랑크톤과 동물플랑크

톤의 종 다양성을 증가시켰으나, 부유성 요각류의 평균크기는 감소하고 있다(Grégory et

al. 2010). 이런 현상은 꾸준한 수온상승을 보이고 있는 동중국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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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난류성 소형 요각류(cyclopoida목)의 분포양상을 통하여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동

중국해의 지역별 수괴 특성 및 해류의 흐름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북부 동중국해에서 중형 동물플랑크톤의 생체량과 크기그룹 생체량 특성과 부

유성 소형 요각류인 cyclopoida목의 Corycaeids와 Oncaeids의 종조성 및 분포특성을 조

사하여 동중국해에서의 해양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 개요 및 방법

환경조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선행 동중국해 사업(국토해양부 2010)에서 수행되어

오던 현장조사 정점을 기준으로 하여 북부 동중국해의 광역조사는 동계(2010년 11월 29

일 - 12월 3일)와 춘계(2011년 4월 14일-18일)에 H, D, B line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의 연구선 이어도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Fig. 3.2.1).

수온 및 염분 측정에는 Seabird사의 SBE 911 CTD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관측은 9일

이내에 관측을 완료하여 자료의 동시성을 유지하였다.

해수의 입자유기탄소(pariculate organic carbon; POC)량은 채수기로 채수한 해수 1-3

리터를 GF/F(사용전 450 °C에서 5시간 건조)로 여과하여 해수 중의 입자를 GF/F로 채

집한 후 분석전까지 냉동보관하고 분석 전에 해동하여 건조한 후 1M HCL을 가하여 무

기탄소를 제거하고 오븐에서 80 °C로 건조 후 CNS anaylzer(Carlo Erab CNS elemental

analyzer 1106)로 분석하였다.

(1) 식물플랑크톤

① 조사 시기

미생물 먹이망 연구를위한 현장조사는 동중국해 북동부 해역의 광역 조사(2005년 11

월, 2007년 7월, 2008년 8월, 2009년 2월과 8월, 2010년 4월, 8월과 12월, 2011년 4월, 8월

과 9월)에서 수행되었다.

② 엽록소 농도

식물플랑크톤의 엽록소 측정은 현장에서 채수한 해수 500㎖을 직경 25 ㎜의 GF/F

여과지로 거른 후 20 ㎖ 유리 vial에 담고, 90% 아세톤을 7 ㎖ 넣어 냉장상태를 유지해

주며 24시간 동안 색소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시료는 입자를 제거한 뒤 Turner

fluorometer (Turnerdesigns model, 10-AU)을 이용 Parsons et al. (1984)의 형광법으로

엽록소 농도를 구하였다.

③일차생산력

해수 600㎖를 채수하여 14C (bicarbonate, Amersham Inc.)을 첨가하여 잘 섞은 후 10

개의 플라스크에 55㎖ 씩 주입한 후 Babin et al.(1994)의 radial photosynthetron 방법으

로 배양하여 P/E 특성을 구하였다. 광원으로는 Osram HQI/D 150W 램프를 사용하였다.

배양은 2시간을 유지하였으며 각 플라스크의 광량은 QSL 100 scalar quantum meter

(Biospherical Co)를 써서 측정하였다. 수온의 조절을 위하여 표층 시료의 경우 조사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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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수를 배양상자 내로 순환시켰고 저층 시료일 경우 circulation bath를 사용하여 현장

의 수온을 유지하였다. 배양이 끝난 시료는 여과 후 염산을 이용한 훈증을 한 후 즉시

scintillation cocktail 15㎖를 첨가하여 냉암소에 24시간 보관한 뒤 Scintillation Counter로

측정하였다.

P/E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Platt et al.(1980)의 모형에 적합화하여 매개변수화 하였

다. 광 저해 현상이 있을 경우 3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 Platt et al.(1980)의 모델

을 사용하였다.

④ 박테리아 생산력

박테리아 생산력은 3H-thymidine 고정법으로 측정하였다(Ducklow et al., 1992). 현장

에서 채수된 시료 10 ml을 멸균된 배양 용기에 넣은 후 3H-thymidine (Specifoc activity

79~85 Ci/mmol)을 최종농도 10 nM이 되도록 넣어 현장온도에서 1~2시간 정도 배양하였

다. 이때 blank로는 최종농도 2%의 포르말린으로 처리한 시료를 이용하였다. 일정 시간

배양한 시료에 최종농도가 2%가 되도록 포르말린을 넣어 배양을 중지시키고 15분 정도

냉장 보관하였다. 냉장된 시료는 0.2 ㎛ cellulose nitrate filter (Whatman)에 여과하였다.

여과지는 5% ice-cold TCA로 5 ml씩 3번, 80% ice-cold ethanol로 2번 넣어 헹군 후

scintillation vial에 보관하였다. 그 후 ethylacetate 1 ml과 LumagelⓇ 9 ml을 넣어 섬광

계수기로 방사능량을 측정하였다. 박테리아에 의한 thymidine 고정율로부터 생산된 박테

리아 세포수의 계산은 1.1 x 1018 cells (mol TdR)-1의 전환상수(Riemann et al., 1987)를

이용하였으며 탄소량으로의 계산은 20 fg C cell-1 (Lee & Fuhrman, 1987)의 전환상수를

이용하였다.

(2) 동물플랑크톤

중형 동물플랑크톤의 생체량 측정을 위한 시료는 동물플랑크톤 네트(망목 크기 200㎛,

망구 크기 60㎝)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채집되었다. 선상에서 0.2, 0.5, 1.0, 2.0, 5.0㎜ 망목

크기의 스테인레스 체(sieve)를 이용하여 4개 크기그룹(0.2∼0.5㎜, 0.5∼1.0㎜, 1.0∼2.0㎜,

2.0∼5.0㎜)으로 나눈 후, 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GF/C 여과지를 사용하여 선상에서 습

식 여과를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증류수로써 여분의 해수를 세척하였다. 시료를 포함한

여과지를 플라스틱 페트리 접시에 넣은 후 -20℃ 냉동 보관하였다. 실험실에서 여과지를

60℃ 건조기에 넣고 24시간 건조 후,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건중량

의 45%(Ara 2001; Peterson et al., 2002)를 탄소량으로 가정하여 건중량을 탄소량으로 환

산하였다. 한편 중형 동물플랑크톤 총 생체량은 네트 시료의 일부를 포르말린으로 고정

(최종 농도 5%)하여, 생체량이 안정되는 한 달 후부터 실험실에서 GF/C 여과지를 사용

하여 습식 여과 후,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포르말린 고정에 의한 유기물 손실을 25%로

하였으며(McLaren et al., 1989), 건중량의 45%를 탄소량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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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The sampling stations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for

mesozooplankton and marine environments (Kim et al., 2009). TWC:

Tsushima Warm Current.

소형 동물플랑크톤은 원추형 네트(망구직경: 45 cm, 망목크기: 100 또는 200 µm)를 이

용하여 수직 채집되었다. 종 조성 및 출현특성 파악을 위한 시료는 5%의 포르말린으로

선상에서 즉시 고정시킨 후 실험실로 이동한다. 포르말린 고정시료는 종의 분포 및 출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Folsom 분할기에서 500 개체 이상이 되도록 분할한 후 각 종의

개체수를 확인한다. 각 종의 동정은 해부현미경 (Nikon, JP/E200)하에서 종 수준으로 이

루어지며, 미기록종 및 신종은 슬라이드 글라스에서 해부하여 액체고정액 CMC-10

(Masters Company, Inc., Wood Dale, IL)으로 고정시킨 후 형태적 분석 및 연구를 수행

하였다. 본 광역해역조사에서 얻어진 동물플랑크톤의 결과는 동물플랑크톤 생체량과 군집

의 계절적 변동 및 장기변동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선행연구 자료를 함께 사용하

여 그 이해도를 높였다.

다. 결과 및 고찰

(1) 수온 및 염분

(가) 수평분포

Figure 3.2.2는 5 m와 50 m 수심에서의 수온과 염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수온과

염분 모두 제주도 남서해역에서 두 층 모두 남북방향으로 전선이 형성되어 있어 전형적

인 겨울철 분포특성에 근접해 있음을 보여준다. 상층(수심 5 m)의 분포 형태는 전형적인

겨울철 분포특성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으나 50 m 층의 열염전선은 상층에 비하여 보다

서쪽 해역에서 북서-남동 방향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층의 성층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Fig.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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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Horizont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in 5 m and 50 m depths in November 2010.

Fig. 3.2.3. Horizont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in 5

m and 50 m depths in April 2011.

(나) 수직분포

Figure 3.2.4은 북위 32도와 33도 동서방향 단면상의 수온 및 염분 수직분포도이다.

34.2 psu 이상의 고염수가 동쪽 관측 점 전층에 분포하며 특히 약 60 m 이심의 해저층에

서 보다 서쪽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저층의 분포구조는 북위 32도 선상의 수온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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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더욱 뚜렷하여 18 ℃ 이하의 저온수와 상층의 고온수 사이에 약층이 형성되어 있음

을 보여준다. 북위 33도 선상의 저층 분포구조는 장강퇴 방향의 천해와 단절되어 있어 저

층의 저온수는 대륙붕단에 출현하는 대마난류저층수로 판단된다. 수온과 염분 분포의 형

태가 굴곡이 심하여 수괴 사이에 혼합 과정이 활발함을 시사하고 있다.

Figure 3.2.5는 북위 32도와 33도 동서방향 단면상의 수온 및 염분 수직분포도이다. 저

층에서는 9 ℃ 이하의 저온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황해 저층의 저온수와 연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위 33도에서는 수심 약 30 m부터 해저면까지 열염전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북위 32도에서는 수심 30 m를 경계로 상하층의 전선구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염분 34.5 psu 이상, 수온 16 ℃ 이상의 고온고염수는 북위 32도 동쪽에서만 나타나

상층의 난류수 축이 제주도 동쪽을 통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3.2.4. Vertical temperature and salinity sections

along 33°N (upper panels) and 32°N (lower panels)

in November 2010.

(2) 입자유기탄소 분포

유기탄소 농도는 2010년 11월 조사에서 연구해역 서쪽 및 남해안 연안이 상대적으로

높고 나타났고, 동쪽으로 가면서 낮은 농도를 보였다. 2011년 4월 조사에서는 2010년 11

월의 농도보다 증가했다(Fig. 3.2.6). 두 계절의 관측으로 연구해역에서 유기탄소의 계절

적 변화를 관측할 수는 없지만, 손 등(2010) 연구에서 유기탄소의 농도는 연구해역의 서

쪽인 장강 하구 역에서는 연중 높은 값을 보이고, 쿠로시오 및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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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쪽 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유기탄소의 계절

적 변화는 봄에 최대를 보이고, 여름에 감소되지만, 가을과 겨울로 가면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전체 연구해역에서 4월의 증가된 유기탄소 분포는 11월의 분포와는 달

리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까지 확장되고, 이런 분포는 여름으로 가면서 줄어

들고 농도도 감소한다(손 등 2010).

Fig. 3.2.5. Vertical temperature and salinity sections along 33°N

(upper panels) and 32°N (lower panels) in April 2011.

~140 - >250 mg/m3

2010/11/29 – 12/3

~170 - >350 mg/m3

2011/04/14 –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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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Distribution of particulate organic carbon (mg/m3) collected from two

different hydrographic cru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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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플랑크톤

① 엽록소 농도의 계절 변화

2005～2011년 사이 동중국해 북수수역에서 측정된 표층의 정점평균 엽록소 농도를

Figure 3.2.7에 나타냈다. 동계 조사가 진행된 2009년 2월의 정점평균 엽록소 농도가

0.45±0.43 ㎍ℓ-1로 가장 낮았으며, 2010년과 2011년 4월이 1.46±1.13 ㎍ℓ-1와 1.46±1.00

㎍ℓ-1으로 가장 높았다. 수온이 높은 시기인 7-9월 사이에는 총 6회의 조사가 수행되었

으며, 2010년 8월에 표층 평균농도가 0.56±0.47 ㎍ℓ-1로 낮았으며, 2008년 8월에

1.20±0.45 ㎍ℓ-1로 정점 평균농도가 가장 높았다. 2005년 11월과 2010년 12월의 정점평균

농도는 1.080.±0.78 ㎍ℓ-1와 0.88±0.67 ㎍ℓ-1으로 하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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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Average surface chlorophyll concentrations
for different sampling period.

② 일차생산력의 계절 변화

2005～2011년 사이 동중국해 북수수역에서 측정된 표층의 정점평균 엽록소 농도를

Figure 3.2.8에 나타냈다. 2009년 2월 조사시 정점 평균 일차생산력 144.9±86.5 mgC

m-2d-1로 전체 조사시기 중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춘계 일차생산력은 2010년 4월에

577.2±580.4 mgC m-2d-1를 나타낸데 비해 2011년 4월은 1,446±626.8 mgC m-2d-1로 크게

증가하였다. 정점 평균 엽록소 농도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일차생산력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식물플랑크톤 증식이 나타낸 수역에 따라 소광계수와, 최대동화계수가 차이를 나타

낸데 기인한다. 8월의 일차생산력은 조사년도에 따라 490.6±430.8 ～693.4±315.9 mgC

m-2d-1의 변화를 나타냈다. 9월엔 1,191.5±732.0 mgC m-2d-1로 7-8월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 11월과 12월은 504.7±477.5 mgC m-2d-1 와 498.8±478.mgC m-2d-1 의 일차생

산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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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Average primary production of different

sampling points for sampling periods.

③ 박테리아 생산력과 일차생산력 관계

2006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수행된 조사

의 유광대층에서 적분된 박테리아 생산력은 0.8~234 mgC m-2 d-1 범위로 100배 이상의

큰 변동을 나타내어, 시·공간적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Fig. 3.2.9). 이러한 박테리아

생산력의 변이는 해수의 표층 수온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Fig. 3.2.9A), 수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박테리아 생산력은 일차생산력과도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으며(Fig. 3.2.9B), 일차생산자로부터의 유기물 공급이 동중국해 해역의

박테리아 성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이는 다중 회귀 분석에서도 나타났는데,

박테리아 생산력은 해수 표층 수온과 일차생산력에 의해 54%의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Eqn. 1), 동중국해 해역의 박테리아 생산력의 조절에 수온과 일차생산력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Equation 1: Log(BP) = 0.62 log(PP) + 0.036 log(SST) -0.923

(adj. r2 = 0.54, p < 0.001, n=103)

일차생산자로부터 박테리아로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는 박테리아 생산력과 일차생산

력의 비(BP/PP ratio)도 해수의 표층 수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Fig.

3.2.9C), 해수의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미생물 먹이망을 통한 에너지 흐름이 증가하는 반

면, 상대적으로 동물플랑크톤을 통한 전통적인 섭식먹이망을 통한 에너지 흐름이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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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Plots showing inter-relationships among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alinity, bacterial production (BP)

and primary production (PP) in the East China Sea.

동중국해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해가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 수온 증가가 매우 빠

르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박테리아 생산력과 일차생산력의 비(BP/PP ratio)

도 해수의 표층 수온 증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수온 상승으로 미생물 먹

이망을 통한 에너지 흐름의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미생물 먹이망을 통한 에너

지 흐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섭식 먹이망, 즉 동물플랑크톤을 통한 에너지 흐름을 감소

시킴으로써, 이차 생산성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중해 연안 해역에서 수행된

연구는 수온이 약 2.5℃ 상승함에 따라 박테리아의 탄소 요구량이 20%까지 증가하며, 박

테리아 생산력과 호흡이 모두 증가함을 보였다(Vazquez-dominguez et al.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동중국해 해역에서 수온 증가에 따른 미생물 먹이망의 강화는 해수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시키는 양의 feedback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박테리아 생산력은 27 psu 이하의 저염 유입시에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Fig. 3.2.9D), 이는 저염수에 의해 유입된 기수성 박테리아와 해양성 박테리아가 25 psu

정도의 염분에서 상대적으로 성장이 감소한 결과로 사료되며, 강한 양자강 희석수의 유입

에 의해 박테리아 군집의 생산성이 저해 받을 수 있고, 동중국해 해역의 탄소 순환에 저

염수의 영향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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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형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북부 동중국해에서 2004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중형 동물플랑크톤 총 생체량의

계절/연 변화를 보면(Fig. 3.2.10), 계절에 따른 생체량의 차이가 나타나며, 동일한 계절이

라도 조사년도에 따라 생체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연 1∼2회와 제한된 정점에서의 조사로

이 해역에서 중형 동물플랑크톤의 계절/연 변화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

로 겨울(5.19 mgC m-3)의 생체량이 가장 낮았고, 봄(24.5 mgC m-3)이 가을(18.4 mgC

m-3)이나 여름(16.0 mgC m-3)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계절변화 패턴은 우리나

라 주변해역의 중형 동물플랑크톤 생체량의 계절변화 패턴과 유사하다(강, 2008).

Fig. 3.2.10. Seasonal/annual variation of mesozooplankton total

biomass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북부 동중국해 중형 동물플랑크톤의 4개 크기그룹의 생체량 조성률을 보면(Fig.

3.2.11), 2010년 11월(예, 0.2∼0.5mm)을 제외하면 대체로 크기그룹의 계절/연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1mm 크기그룹의 생체량이 47.1%를 차지하였다. 조성률은 0.2∼0.5mm 크기

그룹이 7.7∼22.4%, 0.5∼1.0mm 크기그룹이 19.9∼33.1%, 1.0∼2.0mm 크기그룹이 23.1∼

35.3%, 2.0∼5.0mm 크기그룹이 21.1∼24.5% 범위를 보였다. 2.0∼5.0mm 크기그룹은 주로

대형 요각류, 크릴 유생, 단각류 유생, 소형의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예, 살파류)로서, 4

월의 경우만 비교하면 2008년에는 21.7%, 2010년에는 23.1%, 2011년에는 24.5%로서 최근

에는 이 크기그룹의 조성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1mm 크기 그룹의 경우

도 4월만 비교하면, 2008년에는 49.9%, 2010년에는 52.0 2011년에는 52.4%로서 작은 크기

그룹의 동물플랑크톤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형 동물플랑크톤 4개 크기그룹별 종 구성을 보면(2006년 8월 결과), 0.2∼0.5mm의

경우, Paracalanus copepodite와 Paracalanus spp. 및 Paracalanidae copepodite가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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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초식성 또는 잡식성 요각류들이다. Oithona spp.와

Corycaeus spp.도 16.5%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잡식성이거나 육식성 요각류인 것으로

추정된다. 0.5∼1.0mm의 경우, 0.2∼0.5mm와 비슷하게, Paracalanus 또는 Paracalanidae

의 성체 또는 copepodite가 44.8%를 차지하였고, Oithona spp.가 14.8%를 차지하였다. 1.0

∼2.0mm의 경우, Paracalanus spp.가 22.6%, Calanus sinicus와 copepodite (초식성 또는

잡식성)가 22.6%를 차지하였다. 2.0∼5.0mm의 경우, 육식성의 화살벌레(37.6%), 초식성

또는 잡식성의 크릴 유생(20.3%), Calanus sinicus 성체 또는 copepodite(20.0%)가 우점하

였다. 화살벌레를 제외하면, 대부분 초식성이거나 잡식성의 섭식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북부 동중국해 4개 크기그룹을 점유하는 대부분의 요각류는 식물플랑크톤 뿐만 아니

라 동물성 먹이인 원생동물도 섭식할 수 있다(Saiz and Calbet, 2011). 따라서 중형 동물

플랑크톤 크기그룹의 섭식 특성과 이들의 먹이선택성에 따라 trophic cascading을 통하

여,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에 대한 Top-down 조절의 강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Chen et

al., 2013).

Fig. 3.2.11. Variations in composition of size-fractionated

mesozooplankton biomass (mgC m-3)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크기가 작은 요각류(<1mm)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 되었다(Turner,

2004; Nielsen and Sabatini, 1996; Zervoudake et al., 2007). 연안에서 부영양화가 진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요각류에서 작은 크기의 요각류(예, Paracalanus, Oithona

등)로 대체되기도 한다(Uye, 1994). 특정 해역에서는 작은 크기의 요각류가 생체량 또는

생산력에 있어서 큰 크기의 요각류보다 높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작은 크기의 요각류가

원생동물에 대한 높은 포식압과 함께, 이들과 미세생물 먹이망과의 강한 연결성을 보이기

도 했다(Zervoudake et al., 2007). 크기가 작은 요각류(예, Paracalanus, Acartia, Oith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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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aea, Corycaeus 등)는 전 세계 해양에서 개체수가 많으며, 섭식 특성이 매우 다양(주

로 잡식성)하기 때문에, 작은 크기 요각류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 해양생태계 먹이망의

구조나 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Turner, 2004).

본 연구에서 북부 동중국해의 계절 또는 연간 생체량(2004년부터 2009년까지)은 평균

엽록소양과 양의 상관관계(r=0.33, p<0.01)를 보였다(Fig. 3.2.12). 4개 크기그룹의 중형 동

물플랑크톤 생체량의 경우, <1mm 크기그룹의 생체량은 엽록소양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0.2∼0.5mm의 경우: r2=0.35, p<0.01; 0.5∼1.0mm의 겨우: r2=0.12, p<0.1; Fig.

3.2.13). 북부 동중국해의 경우 크기가 작은 중형 동물플랑크톤(대부분 요각류)은 잡식성

으로서 식물플랑크톤 외에 원생동물을 섭식할 수 있으며, 종속영양 원생동물은 미소 식물

플랑크톤을 섭식할 수 있다. 이 해역에서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은 전체 식물플랑크톤 현존

량의 22∼55%(엽록소기준)를 차지하였으며, 종속영양 원생동물의 개체수가 엽록소와 양

의 상관을 보였으며, 종속영양 원생동물이 일일 엽록소생산량의 49∼90%를 제거하였다

(국토해양부, 2010). 식물플랑크톤과 <1mm 크기그룹의 중형 동물플랑크톤 생체량과의 양

의 상관관계는 초미소 또는 미소 식물플랑크톤-종속영양 원생동물-중형 동물플랑크톤으

로 연결되는 미세생물 먹이망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향후 북부 동중국해에서 수

온상승이나 부영양화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작은 크기의 잡식성 중형 동물플랑크톤

(예, 요각류)의 비율이 증가한다면, 미소 또는 소형 식물플랑크톤-중형 동물플랑크톤으

로 연결되는 고전적인 먹이사슬보다는 미세생물 먹이망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먹이망의

구조도 더 복잡, 다양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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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Total mesozooplankton biomass as a

function of mean chlorophyll-a concentration from

2004 to 2009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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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Size-fractionated mesozooplankton biomass as a function

of increasing chlorophyll-a concentration from 2006 to 2009.

(5) 부유성 소형 요각류의 분포양상

(가) 계절별 수괴의 변동양상

조사정점은 고온고염의 특성을 보이는 난류의 영향이 미치는 수괴(TWC: 수괴 1)와

장강의 유입으로 인해 저온저염수가 존재하는 수괴(CDW: 수괴 2) 및 이 두 수괴가 혼합

되는 수괴(MW: 수괴 3) 등 세 수괴로 구분하였다(Fig. 3.2.1 및 Fig. 3.2.14 참조). 각 수

괴의 공간적 분포는 계절적 차이를 나타냈다. 2004, 2008, 2010, 2011년 4월에 수괴 1은

제주 남쪽 외해(정점B)를 거쳐 북상하는 쓰시마난류가 제주도 남서쪽연안과 제주도 북동

쪽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형성되었으며, 수괴 2는 제주도 서쪽 및 남서쪽 외해에 존재했

다. 2007년 7월은 수괴 1과 수괴 2의 구분이 뚜렷이 나타났다. 수괴 1은 제주도 남동쪽과

북동쪽에 세 정점에 국한되었으며, 제주도 북서쪽부터 제주도 남서쪽 외해까지 수괴 2가

형성되었다. 2004년 10월에 수괴 1은 제주도 남동쪽부터 북동쪽까지 형성되었고, 수괴 3

이 제주도 남서쪽 연안부터 외해에서, 수괴 2는 제주도 서쪽과 남서쪽 외해에서 나타났

다. 이는 여름에 비해 난류의 세력이 제주도 서쪽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2010년 11월에 수괴 1은 제주도 남서쪽 외해부터 제주도도 서쪽과 북동쪽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수괴3은 2004년 10월에 비해 서쪽과 남서쪽으로 더 이동하였다.

2009년에는 제주난류가 제주도 서쪽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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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Study periods’ variation of warm current area and low

temperatures area in northern East China Sea.

(나) 계절별 출현 종과 개체수 밀도

봄: 2004년 4월에 oncaeid 요각류 8종과 corycaeid 요각류 2종이 출현하였다(Table

3.2.1). 이중 저온저염수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corycaeus affinis 와 corycaeid

copepodites 가 각각 464.5 개체/㎥ 와 364.7 개체/㎥ 의 매우 높은 개체수 밀도를 나타내

었다. oncaeid 요각류는 모두 난류성 종으로서 낮은 개체수 밀도를 나타냈다. 2008년 4월

에 난류성 종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C. affinis와 C. copepodites의 개체수는 다소 감소하였

다. 모든 oncaeid 요각류의 수는 증가하였고, 난류종인 Oncaea waldemari와 Oncaea

minuta, Triconia hirsuta가 새롭게 출현하였다. 2010년 4월에 C. affinis와 C. copepodites

의 개체수는 2004년과 2008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런 양상은 2011년 4월에도

나타났다. oncaeid 요각류의 개체수 밀도가 2008년 4월보다는 감소하였지만 2004년에 비

해서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난류종인 Oncaea umerus, Corycaeus dahli, Corycaeus

crassiusculus, Corycaeus flaccus가 새롭게 출현하였다. 2011년 4월은 2010년 4월과 비교

할 때 oncaeid와 corycaeid 요각류 모두 비슷한 출현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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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07년7월은 15개 정점에서 채집이 이루어졌으며, 수괴는 저온저염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괴 2와 고온고염의 수괴 1이 공간적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났다. C.

affinis와 corycaeid copepodites 매우 높은 개체수 밀도(357.9 개체/㎥과 356.9 개체/㎥)를

보였으며, 쓰시마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주도 남동쪽 정점 D9와 G6를 제외한 모든

정점에서 출현하였다.

가을: 2004년 10월은 9개의 정점에서 채집이 이루어졌고, oncaeid 10종과 corycaeid 15

종이 출현하였다. O. venusta가 가장 높은 개체수 밀도(255.3 개체/㎥)를 나타냈으며, O.

venella, O. clevei의 순으로 높은 개체수 밀도를 나타냈다. C. affinis의 개체수 밀도는

38.1 개체/㎥를 나타내며 매우 낮아졌고, 난류성 종인 corycaeid species(C. dahli, C.

subtilis, C. asiaticus, C. andrewsi, C. erythraeus, C. lubbocki, C. agilis, C. pacificus,

C. catus, C. crassiusculus, C. speciosus, Farranula gibbula, F . concinna가 새롭게 출현

하였다. 2005년 11월 초에 11개 정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13 oncaeid종과 17

corycaeid종이 출현하였다. O. venusta가 가장 높은 개체수 밀도를 보였고, O. clevei, O.

venella, O. media의 순으로 높은 개체수 밀도를 나타냈다. 이 시기에 출현한 대부분의

oncaeid종들은 개체수가 증가하였고, O. waldemari, T. minuta, T. denticula가 새롭게 출

현하였다. C. affinis는 2004년 10월에 비해 개체수 밀도가 감소하였으며, C. furcifer, C.

viretus, C. agilis, F . carinata가 새롭게 출현하였다. 반면 2004년에 낮은 개체수밀도를

나타내었던 C. asiaticus, C. andrewsi는 출현하지 않았다. 2010년 11월말에 8개의 정점에

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11 oncaeid종과 18 corycaeid종이 출현하였다. O. venella가 가장

높은 개체수 밀도(453 개체/㎥)를 나타냈으며, O. scottodicarloi의 개체수 밀도가 증가하

였다. 반면, O. venusta, O. clevei의 개체수는 매우 감소하였다.

(다) 소형 요각류의 수괴별 출현특성

북부 동중국해에 형성되는 수괴는 계절별로 일정한 변동양상을 보였고, 출현하는 소형

요각류 또한 수괴 또는 해류의 흐름에 따라 각각 다른 출현양상을 보였다(Fig. 3.2.15).

연안 및 냉수종의 특성을 나타내는 Corycaeus affinis는 낮은 표층수온을 나타내는 4월

(봄)에 모든 정점에서 출현하였고, 난류종은 TWC와 MW지역에서 출현하였다. 2월에는

표층온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서쪽을 지나 제주해협으로 우회하는 제주난

류의 형성으로 난류종이 제주도 서쪽근해까지 출현하였다. 7월에는 난류역이 형성된 제주

도의 남동쪽에 제한되어(TWC) 난류종이 나타났고, 장강의 유입에 의한 저온저염수

(CDW)의 특성을 보이는 수괴에서는 C. affinis만 출현하였다. 4) 가을에는 표층수온의 상

승과 쓰시마난류의 세력이 가장 강한시기이므로, 모든 정점에서 난류종이 출현하였고, C.

affinis는 CDW지역에서만 출현하였다.

(라) 각 조사시기별 주요 난류종의 출현율 변화

Figure 3.2.16은 각 조사기간 동안 우점(≥ 5%)하였던 종들의 상대적 출현율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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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명 / 조사시기
Apr.

2004

Oct.

2004

Nov.

2005
Jul. 2007

Apr.

2008

Feb.

2009

Apr.

2010

Nov.

2010

Apr.

2011

Oncaeidae

Oncaea clevei 1.1 109.0 434.6 17.6 11.0 2.6 100.0 5.9

O. media 5.3 35.3 197.7 13.7 245.9 28.0 53.0 117.6 52.8

O. venusta 52.2 255.3 455.0 36.9 274.9 44.2 94.8 171.7 57.4

O. venella 12.0 191.9 360.1 87.6 348.5 45.6 129.6 453.0 126.4

O. mediterranean 3.7 9.8 12.2 8.6 31.0 25.8 23.0 23.0 11.1

O. scottodicarloi 6.1 25.6 52.3 9.0 107.4 25.9 19.6 77.7 28.6

O. waldemari 14.5 8.6 1.9

Triconia hirsuta 12.7 80.9 12.3 1.4 3.7 20.3 1.4

T. conifera 0.6 1.3 4.6 1.7 4.7 6.6 2.9 1.8

T. minuta 0.6 13.0

T. denticula 2.3

T. umerus 0.6 6.8 1.9 2.0 2.3 2.9

O. copepodites 11.3 0.6 221.1 23.4 89.9 37.9 35.5 29.6 29.2

Corycaeidae

Corycaeus affinis 464.6 38.1 16.1 357.9 286.3 33.7 44.8 6.2 68.7

C. copepodites 364.7 20.0 72.0 356.9 302.7 25.0 94.5 39 46.5

C. dahli 6.9 45.3 14.1 16.5

C. subtilis 4.8 9.6 1.1

C. asiaticus 3.2 1.1

C. andrewsi 1.6

C. erythraeus 7.0 6.8 0.6

Corycaeus sp. 6.6

C. lubbocki 19.1 2.9 1.4

C. agilis 7.2 2.8 5.1

C. pacificus 11.0 10.3 0.6 11.7

C. giesbrechti 0.3

C. catus 9.7 19.5 1.0 2.8

C.crassiusculus 6.5 28.8 3.4 1.1 12.3

C. viretus 0.8 32.0

C. speciosus 3.6 19.1 5.6

C. clausi 1.4 4.8

C. furcifer 0.8

C. flaccus 1.0 2.6

C. limbatus 0.6

Farranula gibbula 14.5 72.1 21.8

F . concinna 1.5 5.2

F . carinata 6.6 2.8

F . curta 1.1

Table 3.2.1. Species compositon and abundance (ind./㎥) of oncaeid and corycaeid

copepods occurring from northern East China Sea from 2004 to 2011.

고 있다. 2004년 2004년 4월에 비해 C. affinis와 corycaeid copepodites의 우점율은 매우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2008년부터 2011년 4월에는 매우 낮은 출현율을 나타냈다. 반면, 난

류종은 이와 반대양상을 보이며,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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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Distribution pattern of warm- and

cold/coastal-speices occurring from northern East

China Sea in 2004 to 2011.

Fig. 3.2.16. Appearance ratio of dominant species during

study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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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안역 현장 관측

가. 서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양상과 유사하게 한반도 주변해에서도 수온이 뚜렷하게 상승함

을 현장 관측자료와 위성자료를 통해 감지하고 있으며(민과 김 2006; 민 등 2010), 특히

식물플랑크톤의 일차생산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인 수온 변화는 연안 및 하구역과

같이 영양염 재생 및 공급이 빠른 지역에서 엽록소의 계절적 변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

으며 또한 식물플랑크톤의 대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 등 2000; Wang and

Tang 2010). 해양 산성화는 해양의 탄산염 화학종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바다 먹이

사슬의 기초적인 형태인 식물 및 동물플랑크톤의 많은 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사업에서의 초기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남해역과 동중국해역에서 뚜렷한 수

온상승이 진행되고 있다(손 등 2012). 이러한 해수온 상승은 연구 지역의 연근해 해양생

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항을 줄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러한 영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감

시를 위해 과거자료를 활용하여 남해 연안역에서 기후변화 인자(수온상승, 산성화) 취약

해역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해양기초자료의 확보와 장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였

다. 추가적으로 다른 환경요인이 산성화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빈산소 해

역인 마산, 진해만에서 추가적인 산성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부 연안역(광양만과 제주 연안역) 현장 조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변경, 조정되었다.

나. 연안역 현장 모니터링 적지 선정

기후변화 인자인 수온상승과 산성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국립수산과학원의 국

가해양환경측정망 중 남해 32개 해역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대상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간 2, 5, 8, 11월의 표층수온 및 pH 자료이며, 해역을 대표하는 값은 각

해역마다 2∼10개의 조사정점의 값들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각 해역마다 계절별 수온 변화와 pH 변화 정도는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결정계수 R2 < 0.2 또는 유의수준 p-value >0.05 인 경우, 잔차가 큰 순서부터 표

본을 제거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획득하기까지 회귀분석을 반복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표본의 개수가 전체 개수의 2/3 미만이 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계절별 수온상승과 산성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수온과 pH 회귀식의 기

울기(변화율)를 5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등급별 연 변화율 값의 범위와 점수 부

여 기준은 Table 3.2.2와 같다. 점수가 음의 값인 경우는 수온이 하강하거나 pH가 높아지

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은 양의 값일수록 수온이 상승하거나 pH가 낮아져 종합적으

로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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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sensitivity score

Changing rate range of sea

water temperature

(℃/yr.)

Changing rate range of pH

( /yr.)

4 > 0.3 < -0.03

3 0.2 ∼ 0.3 -0.03 ∼ -0.02

2 0.1 ∼ 0.2 -0.02 ∼ -0.01

1 0.0 ∼ 0.1 -0.01 ∼ 0.00

-1 < 0.0 > 0.00

Table 3.2.2. Scoring criteria of climate sensitivity.

연중 수온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사계절의 점수를 합하여 Figure 3.2.17와 같이 계

절 통합 점수지도를 제작하였다. 수온 및 pH의 각 점수는 사 계절을 합산하여 계산하였

다. 따라서 수온 점수의 범위는–4∼12점이고, pH는 –8점∼24점이 된다.

분석결과 수온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은(계절 통합 점수 4점 이상) 지역은 여자만, 진주

만, 행암만, 제주연안, 조천연안으로, 산성화가 빠르게 진행(계절 통합 점수 6점 이상)된

지역은 광양만, 자란만, 진해만, 행암만, 마산만, 낙동강하구, 부산연안, 기장연안, 온산연

안, 조천연안으로 나타났다.

Fig. 3.2.17. Seasonal integrated score map for the changing rate

of sea surface temperature (left) and pH (right).

이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통합점수 8점 이상)은 행암만, 진해만, 조천

연안, 기장연안, 낙동강하구, 부산연안, 마산만 등으로 나타났다. 비록 15년이라는 짧은 기

간 동안 수온 및 pH의 변화율 분석에 따른 것이지만, 남해 연안역에서 기후변화에 민감

한 지역을 파악한데 그 의미가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취약 해역 및 이전 또는

현재 타연구와의 연계성/연속성을 고려하여 부산 앞바다, 섬진강 하구역, 제주 연안역을

기후변화 평가 및 감시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적지로 선정,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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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관측 재료 및 방법

(1) 일반 환경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감시를 위한 환경모니터링 적지로 선정된 연안역(제주도 근해,

부산앞바다, 섬진강 하구역)에서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격월 또는 매월 주요

연안역 조사가 1차로 수행되었다. 제주도 연안은 성산(J1), 차귀도 (J1), 섬진강 하구 연안

은 하동(G1), 섬진강 하구(G2), 광양(G3), 광양1(G4)로 선정하였으며, 부산 연안은 부산외

해(P1), 부산연안(P2)을 선정하였다(Fig. 3.2.18). 일반 환경요인의 관측 수심은 표층, 중

층, 저층으로 하였다. 2차 연구 지역은 진해만 외만(R)과 1차 연구 지역과 동일한 부산

외해(P1)에서 2011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2차 연구 지역으로 설

정된 정점 R은 2006년 3월부터 계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정점이다. 추가적으로 정점

R과 정점 P1 이외에 대한해협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정점 M의 자료를 본 보고서에 같

이 언급하였다. 대한해협 정점인 정점 M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006년부터 장기모니

터링 계획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이 우리나라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의해서 수행되어졌다. 2차 연구 지역에서의 이들의 관측 수심은 주로 10m

간격으로 채수하였으며 저층은 바닥에서 3m 위 수심에서 채수하였다.

Fig. 3.2.18. Map of the study area

showing locations of sampling stations in

the Jeju Island, Sumjin estuary and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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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온 및 염분

수온 및 염분의 현장 관측은 Sea-Bird 43(Sea-Bird Electronics Inc., USA)을 이용하

여 수직적으로 실시하였다.

(나) 영양염

영양염의 시료 채취는 현장에서 Watman GF/F 여과지로 거른 다음 시료의 일정량을

채취하여 50㎖의 플라스틱 튜브에 넣어 냉동 보관하였다. 영양염류는 발색법(Parsons et

al, 1984)을 수정 보완한 방법으로 시료를 발색시켜 발색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FIA

(Flow Injection Analyzer, QuAAtro 8000, SEAL Analytical Co.)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분석 원리는 다음과 같다 (Parsons et al. 1984).

① 규산염(SiO3)

해수 시료 중의 규산염은 일차적으로 산성의 몰리브덴산암모늄(Ammonium

molybdate solution)을 가하여 노란색의 몰리브덴산 규산화합물을 만든 후 이차적으로 옥

살산(Oxalic acid solution)과 스테이노우스 클로라이드 환원시약(Stannous chloride

reducing solution)에 의해서 발색된 시료를 820nm 필터로 측정하였다.

② 인산염(PO4-P)

해수 시료중의 인산염을 산성의 몰리브덴산과 안티 모니가 첨가된 시약(Molybdate

color reagent)으로 일차적으로 방응 시킨 후 아스코르빈산(Ascorbic acid)으로 환원 시켜

나타난 푸른색의 용액을 880nm 필터로 측정하였다.

③ 질산염(NO3)

해수 중의 질산염을 측정하기 위하여, 금속구리를 입힌 카드늄으로 채운 칼럼을 통과

시켜 아질산염으로 전환 시킨 후 일차적으로 슬퍼니아미드(Sulfanilamide)와 반응하여

디아조늄 이온을 형성한 후 이차적으로 염화나플틸에틸렌디아민 용액 (C12H14N2․2HCl)

과 반응시켜 분홍색 용액으로 만들어 520nm 필터로 측정하였다.

④ 암모니아(NH4-N)

암모니아 시료를 sodium hypochloride와 반응 시킨 후 phenol과 촉매인 sodium

nitroprusside을 가해 청녹색의 인도페놀의 형성하여 발색강도를 630nm 필터로 측정하였

다.

⑤ 산성화 지표

남해 주요 연안역(부산 연안, 제주도 연안, 섬진강 하구역)에서 격월별로 채수된 해수

시료의 총무기탄소와 총 알카리도를 측정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남해역 해수

중의 방해석과 선석의 탄산칼슘 포화도를 계산하였다. 측정된 알칼리도와 산업혁명 이전

(280ppm)과 현재(390ppm)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이용하여 열역학적 모델을 통해 산업혁

명 이후 현재까지의 총 탄소 변화량을 계산하였으며, 이 값을 현재 조사지역에서 측정된

총 탄소 농도에서 빼게 되면 산업혁명 이전의 총 탄소 농도 값을 알 수 있으므로, 이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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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업혁명 이전의 해수 중의 방해석과 선석의 탄산칼슘 포화도를 계산, 산업혁명 이전

과 현재의 포화도 변화를 비교하였다.

다른 환경요인(용존산소 농도)이 산성화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여름철

빈산소 수괴(oxygen deficient water mass)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남해 연안역에서 산

성화에 가장 취약한 해역(Fig. 3.2.17 참조)인 마산-진해만에서 2010년 7월 15-16일 양일

간 연구선 장목호를 이용하여 약 50여개의 정점에서 표층 및 중·저층의 수심별 해수시료

를 채취하여, 용존산소 및 총알칼리도와 총무기탄소를 측정하여 탄산칼슘 포화도와 용존

산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 엽록소

전체 엽록소(total chlorophyll)는 채수된 해수시료의 일정 양을 유리 섬유 여과지

(GF/F filter, 직경 47mm, Whatman, pore size 0.7㎛)로 여과하였다. 여과지는 15㎖ 원심

분리용 튜브에 넣고 호일로 감싸 빛을 차단시킨 후 냉동 상태로 운반하였다. 분석 전에는

냉동보관을 하고 분석 시 90% 아세톤(Acetone) 10㎖을 넣은 후 교반 시킨 다음 빛을 차

단시킨 냉장고에서 12 시간 이상 용출 시켰다. 용출 과정에서 최소한 한번은 교반 시킨

다음 다시 냉장 보관하였다. 추출된 용액 중에 섞여 있는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1000g에

서 5분 동안 원심분리 시킨 후 상등액 만을 취하여 형광광도계(Turner Designs 10-AU

Fluorometer)로 측정하였다.

(2) 식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의 계절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제

주도 동부연안 성산(J1)과 서부연안 차귀도(J2)에 각각 1개의 모니터링 정점을 선정하여

격월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남해권과 대한해협에 관한 식물플랑크톤은 2010년 1월

부터 2011년 7월까지 격월로 섬진강 하구역의 하동(G1), 섬진강(G2), 광양(G3), 광양

1(G4) 및 부산연안(P2), 부산외해(P1), 2011년 8월부터는 매월 간격으로 부산 외해 정점

P1과 대한해협 정점 R 및 정점 M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Fig. 3.2.18). 샘플은 각 정점의

표층, 중층, 저층에서 500mL 취수하였으며, 루골용액을 이용하여 최종농도가 4%가 되도

록 고정하였다. 고정된 샘플은 50mL이하로 농축시킨 후 0.1-1mL 분주하여 200배율로 동

정 및 계수 하였다. 광학 현미경하에서 동정이 극히 어려운 종은 속 수준으로 동정하였

다.

(3) 원생생물 정량 및 정성분석

부산과 제주 연안은 2개 정점에서 섬진강 하구 지역은 3-4개 정점을 선정하여 2010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2011년 1월, 3월, 5월에 걸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원생생

물 섬모충 분석시료를 확보하였다(Fig. 3.2.18). 각 조사정점에서 SCM층을 포함한 수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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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직으로 20um mesh 플랑크톤 네트를 사용하여 채집하여 중성 포르말린으로 최종농

도 5%로 고정한 후 실험실에서 시료를 분석하였다.

정량 분석을 위해 시료는 Sedgwick-Rafter Chamber를 사용하여 광학현미경하(×200)

에서 계수하였으며 종동정을 위해 고배율(x400) 검경을 병행하였다. 섬모충플랑크톤은 수

괴의 지표성이 우수한 유종섬모류 군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관찰된 종류는 크게 연

안종, 외양성 난류종(구로시오 지표종), 기타 범분포종과 냉수종으로 구분하였다 (Pierce

and Turner, 1993; Hada 1938, 1957; Kato and Taniguchi 1993).

(4) 동물플랑크톤

대한해협을 포함한 남해권에 대한 동물플랑크톤의 조사는 부산 외해 정점 P1(2010년

1월부터), 진해 외해의 정점 R(2011년 8월부터), 그리고 대한해협의 정점 M(2006년 3월부

터)에서 2013년 6월까지 1개월 또는 2개월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제주 동쪽 연안의

3개 정점(정점 A, B, C)에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2주 간격으로 총 39에

걸쳐 동물플랑크톤 조사를 실시하였다(Fig. 3.2.18).

동물플랑크톤 채집은 표준형 네트(망구 60 cm, 망목 200 μm) 또는 원추형 네트 (망구

직경: 45 cm, 망목크기: 100 또는 200 µm)를 이용하여 바닥 5 m 위에서 표층까지 0.5-1

m s-1의 속도로 수직 예인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선상에서 즉시 중성포르말린으로 최종

농도가 5% 가 되도록 고정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정량분석을 위해 네트 입구에 유량

계(Hydro-Bios model 438115)를 부착하여 여과된 해수량을 측정하였다. 실험실에서 우점

종의 개체수가 200-500개체 이상 계수될 정도의 시료를 취하여 Bogorove 계수판에서 해

부현미경(Zeiss Stemi SV11)과 광학현미경(Zeiss Axioskop) 하에서 형태적 동정 및 계수

하여 단위체적 당 개체수(ind. m−3)로 환산하였다.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생태환경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군집지수로 Shannon and

Weaver (1963)의 종 다양성 지수 (H’)를 구하였다. 동물플랑크톤의 군집구조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k-dominance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시 월별로 평균된 자료를 이용하였

다. 조사시기에 따른 중형 동물플랑크톤 출현양상의 유사도를 파악하기 위해

Bary-Curtis의 유사도지수를 근거로 비가중 산술평균(UPGMA)에 의한 dendrogram을 작

성한 후, 계층적 군집방법(Hierarchical clustering)으로 집괴분석(CA: 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집괴분석에 이용된 출현종의 개체수 자료는 정규분포를 위해 loge(x+1)로 변환하

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집괴분석의 결과를 40-60%의 유사도 수준에서

MDS(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배열법으로 나타내어 조사시기의 구분을 결

정하는데 사용하였다. CA, MDS, k-dominance 분석은 Clarke and Gorley (2006)의 매뉴

얼을 참고하여 PRIMER(version 6.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5) 중형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측정

제주도 남동부 연안의 3개 정점(Fig. 3.2.18)에서 2011년 10월 9일부터 2013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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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격주 간격으로 플랑크톤 네트(망목크기 200㎛, 망구크기 60㎝)를 사용하여 2회 수직

채집으로 중형 동물플랑크톤을 채집하였다. 채집한 시료는 현장에서 중성포르말린(최종

농도 5%)으로 고정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실험실에서 한 달 지난 중형 동물플랑크톤

시료를 스테인레스 체(sieve)를 이용하여 5개 크기그룹으로 나누었다(0.2∼0.5mm, 0.5∼

1.0mm, 1.0∼2.0mm, 2.0∼5.0mm, >5.0mm). 5개 크기그룹의 시료를 사전에 무게를 측정

한 GF/C 여과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여과(마지막에는 증류수로써 린스하여 염분을 제거)

한 후, 건조기에서 60℃ 조건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건중량을 측정

하였다. 포르말린에 의한 유기물 손실을 25%(McLaren et al., 1989)로 가정하였으며, 건

중량의 45%(Ara 2001; Peterson et al., 2002)를 탄소량으로 가정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1) 제주, 섬진강 하구, 부산 연안에서의 해양환경 및 부유생물 모니터링

(가) 해양환경 변화

① 수온과 염분 변화

제주 연안의 수온 변화를 보면, 성산(J1)은 7.1∼26.3℃ (평균 16.6℃±4.3), 차귀도(J2)는

13.5∼25.5℃(평균 17.5℃±3.9) 범위를 보였으며, 겨울철에 낮고 여름철에 높은 계절적 변

화를 보였다(Fig. 3.2.19a). 2010년 7월에 두 정점 모두 표층과 저층의 수온 차를 나타내

어 수온 약층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시기에는 수층간의 수온 차가 뚜

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조사 지역의 수층 혼합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층의 수

온은 겨울철에도 13℃ 이상을 나타내어 이 시기에 연안수보다는 고온고염의 특성을 보이

는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섬진강 하구 연안의 수온은 2.6∼25.2℃(14.8℃±6.8)의 범위를 보였으며, 염분은 0.1∼

32.7 psu (23.7 psu±3.9)의 범위를 보였다(Fig. 3.2.19b). 최저 및 최고 수온은 G2에서 1월

과 7월에 나타났으며 이는 수심이 낮아 대기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섬진강

정점들도 겨울철에는 저온 고염의 특성을 보이고 여름철 고온저염의 특성을 보였다. 특

히 이러한 현상은 표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여름철에 G1을 제외한 G2, G3, 그리

고 G4에서 표층과 저층 사이에 성층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염분에 의한 밀도 차가

수온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수심이 5m 이내인 정점 G1은 낮은 수심

때문에 민물과 썰물에 의해서 수층 혼합이 발생한 반면 10m 보다 깊은 수심을 가진 다

른 정점은 조석에 의한 수층 혼합이 전체 수층을 혼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산 연안 정점 중 외해에 위치한 정점 P1의 수온은 7.0∼25.5℃(평균 15.4℃), 염분은

26.1∼34.5 psu(평균 33.7 psu)의 범위를 보였다(Fig. 3.2.19c). 부산 연안에 위치한 정점

P2의 수온은 11.6∼22.8℃(평균 15.8℃), 염분은 30.9∼34.5 psu(평균 33.5 psu)의 범위를

보였다. 정점 P1은 외해에 위치한 곳이지만 정점 P2보다 여름철에 저층에서 최저 수온을

나타내고 표층에서는 최고 수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외해에 위치하고 있는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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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이 여름철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괴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마

난류는 고온고염의 특성을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겨울철에는 상대

적으로 주위의 수체보다 고온고염을 보이지만, 여름철과 초가을에는 동중국해의 영향을

받아 고온, 저염의 특성을 보인다(Jang et al. 2013). 이는 대마난류의 표층수 기원이 겨울

철과 여름철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이다. 겨울철은 쿠로시오에서 분주되어진 수체

가 대마난류의 기원인 반면, 여름철은 타이완 난류에서 기원한 수체가 대마난류의 주를

이룬다(Isobe, 1999: Guo et al. 2006). 특히 여름철 대마난류는 장강희석수의 영향을 받아

저염의 특성을 보이는 수체와 어울러져 대한해협을 통과한다. 이 때문에 외해에 위치한

정점 P1이 연안에 위치해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P2보다 더 낮은 염분 값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2010년 7월에 정점 P1에서 26.1 psu로 정점 P2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하지만 2011년 7월은 정점 P2와 유사한 표층 염분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한해협으로의 장강희석수 유입량이 장강의 방류량뿐 만 아니라 바람에 영향을 받기 때

문이다(Kim et al. 2009). 정점 P1에서 7월과 9월에 저층 수온이 10℃이하를 나타내었다.

아직까지 이 저층냉수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해로부터 냉수

가 대한해협의 저층으로 유입된다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 수괴는 여름철부터 가을

철까지 대한해협으로 유입되고 겨울철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민 등

2011).

Fig. 3.2.19. Temperature(℃) and salinity (psu) at surface, middle and

bottom in the costal areas of A) Jeju , B) Sumjin and C) P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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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외만에 위치한 정점 R은 2006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현장 조사가 수행되었

으며, 수온 10.5∼26.8℃(평균 15.9℃±3.56), 염분은 25.5∼34.7 psu(평균 33.7 psu±0.81) 범

위를 보였다(Fig. 3.2.20).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관측한 부산 외해 정점

P1의 수온은 6.94∼26.8℃(평균 14.7℃±3.54), 염분은 31.3∼34.6 psu(평균 33.9 psu±0.61)

의 범위를 보였다. 대한해협 가운데에 위치한 정점 M은 정점 R과 같은 기간동안 현장관

측이 수행되었다. 이 기간동안 정점 M의 수온은 5.6∼29.4℃(평균 15.7℃±3.53), 염분은

27.9∼34.8 psu(평균 34.0 psu±0.71)의 범위를 보였다. 조사 정점들 모두 겨울철에는 수층

혼합이 발생하고 여름철에는 성층이 뚜렷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점 R의 경우

각 연도마다 1월과 3월 사이에 수온 변화가 2010년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2010년 이후에는 수온이 이전의 수온보다 낮은 값을 보여준다. 정점 M은 정점 R

보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층의 수온을 보면 정점 P1

과 정점 M에서 10℃ 이내의 냉수괴가 여름철과 가을철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

지만 이 들의 세기와 확장 범위는 연도 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 지역 중 동해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냉수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정점 P1도 2011년이 2012년보다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2006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정점 M도 2010년과 2011년이 다른

해보다 강하게 나타났고 2008년에는 10℃이하의 냉수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정점 M

은 대한해협에서 냉수괴가 유입될 수 있는 골의 가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저층냉수괴

의 세기가 약할 경우 냉수괴가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민 등, 2011).

이들 정점에서의 수온과 염분의 물리적인 특성은 유입되는 수괴에 따라서 결정되며,

이 들 수괴의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표층의 수온과 염분의 변화를 temperature

-salinity(TS) diagram으로 나타내었다(Fig. 3.2.21). 겨울철에는 모든 정점이 염분 34 psu

이상을 나타내어 대마난류수(Tsushima Current Warm Water, TCWW)의 영향을 받았

다. 봄철에는 정점 P1과 M은 대부분 시기에 TCWW의 영향을 받았지만 정점 R은 3월까

지는 34 psu 이상을 나타내어 TCWW의 영향을 받지만 4월부터는 연도에 차이가 있지만

연안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5월부터는 34 psu 이하의 값을 보여 연안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외해에 위치하고 있는 정점 P1는 2010년 7월과 9월, 정점 M은 2006년과

2010년 8월, 2007년과 2010년 9월에 표층에서 31 psu의 이하의 낮은 염분을 나타내었으

며, 정점 R은 2006년 7월과 8월, 2007년 9월, 그리고 2010년 8월과 9월에 나타내었다. 정

점 R과 M의 장기적인 모니터링 결과 연안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시기가 연도마다 다

르게 나타났으며 7월과 9월 사이에 나타난다. 장 등(2013)은 이 시기에 연구 지역에 영향

을 주는 수괴가 정점 R은 남해 연안수이고, 정점 P1와 M은 장강희석수의 영향을 받은

대마난류수로 규정했다. 앞에서 1차 년도에도 언급했듯이 장강희석수는 패치 형태로 대한

해협으로 유입되며, 장강의 강수량과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2010년 9월에 나타나는 저염 특성의 수괴는 8월 장강의 방류량이 높은 것도 이유가 되겠

지만 바람이 강한 태풍의 방향도 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2010년 9월에는 1일부터 11일

까지 이례적으로 세기가 다른 3개의 태풍이 남해안을 통과하면서 소멸되었다. 향후 기후

변화에 따라 기상이변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상이변 중

에 태풍, 홍수, 가뭄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해양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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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Jang et al, 2013).

Fig. 3.2.20. Vertic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salinity(psu) at A) station

R from March 2006 to June 2013, B) station P1 from August 2011 to June 2013,

and C) station M from March 2006 to June 2013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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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Temperature and salinity diagram for surface waters

at A) station R from March 2006 to June 2013, B) station P1

from January 2010 to June 2013, and C) station M from March

2006 to June 2013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② 영양염 변화

제주 연안에서 총 무기 질산염은 0.10∼8.05 μM(평균 4.64 μM), 인산염은 0.02∼0.95 μ

M(평균 0.29 μM)의 값을 보였다(Fig. 3.2.22a). 총 무기 질산염과 인산염은 겨울철에 증

가하다가 여름철에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뚜렷한 계절적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겨울철 영양염이 풍부한 쿠로시오 난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만난류가 이 지역을

통과하여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유입되면서 계절적 수층 혼합으로 인해 수층 전체에 높은

영양염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름철이 되면 강한 성층의 형성으로 밀도약층 이하

수층으로 부터 풍부한 영양염이 상층부로 공급되지 못하여 낮은 농도를 나타낸다. 규산염

은 2.99∼14.95 μM(평균 8.51 μM)의 값의 범위를 보였으며, 2011년 성산 정점(J1)의 3월

저층과 5월 중층의 규산염 값을 제외하면 뚜렷한 계절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규산염

농도의 분포가 총 무기 질산염과 인산염의 계절적 분포 양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대략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여름철 장강하구에서 유입되는 장강희석수의

영향을 직접 받는데, 장강희석수는 장강 하구에서는 모든 영양염 농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먼 거리를 이동한 후에는 규산염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 시기에 유

입되는 대마난류 상층부 영양염 특성도 질산염과 인산염은 고갈된 반면 높은 규산염 농

도를 가지는 특성을 나타낸다(Jang et al. 2013). 이로 인해 규산염은 질산염과 인산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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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와는 다른 분포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섬진강 하구역의 영양염 농도는 총 무기 질산염 2.2∼123.0 μM(평균 29.2 μM), 그리고

인산염은 0.02∼1.36 μM(평균 0.49 μM), 규산염 1.3∼124.0 μM(평균 24.0 μM)을 나타내

었다(Fig. 3.2.22b). 전반적으로 섬진강 하구에서 외만으로 갈수록 영양염 농도가 낮아지

고 있으며, 또한 담수의 유입이 많은 여름철 영양염 농도의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염분

과 총 무기 질산염이 높은 음의 상관성(r=-0.77, p<0.001)을 나타내었다(Fig. 3.2.23). 이는

섬진강 하구역의 영양염 공급원이 담수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강에서 유입되

는 담수에는 규산염의 농도가 질산염 농도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조사 지역에서는 상류에

위치한 정점 G1에서 총 무기 질산염(평균 77.4 μM)이 규산염(평균 31.58 μM)보다 상대

적으로 높았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동 정점에서 엽록

소가 겨울철에 최고치를 나타내었는데, 이 때 우점한 종이 규조류이기 때문에 규산염의

소모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정점 G1에 인위적인 점공급원

또는 오염원(point source)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는 갈수기인 1월에 암모니아 농도가

총 무기 질산염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일 수 있다. 그리고 봄철과 여름철

에는 질산염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시기에 인산염 농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

였다.

부산 연안 정점에서 총 무기 질산염 0.01∼12.54 μM(평균 5.26 μM), 인산염은 0.02∼

1.21 μM(평균 0.35 μM), 규산염은 0.96∼29.80 μM(평균 9.92 μM)의 범위의 값을 보였다

(Fig. 3.2.22c). 표층의 영양염 분포는 가을철부터 증가하여 겨울철에 높은 값을 보이다가

봄철부터 감소하여 여름철에는 질산염과 인산염 농도가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을 제한할

정도까지 낮아진다. 외해 정점 P1과 연안 정점 P2에서 조사시기동안 평균 영양염 농도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공간적인 분포 특성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정점 P2

의 표층 영양염 농도는 가을철에 P1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낸 반면, 정점 P1은 여름철부

터 가을철까지 저층에서 높은 영양염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입되는 수괴의

차이로 보인다. 연안 정점 P2는 표층이 여름철 강우에 의한 담수의 유입에 영양을 받는

반면, 외해 정점 P1은 여름철 빈영양 특성을 보이는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아 질산염과

인산염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점 P1이 저층에서 높은 영양염을 보이는 것은

동해로부터 유입되는 영양염이 풍부한 저층냉수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

점 P1의 영양염 농도가 높고 질산염과 인산염의 비도 redfield ratio(N:P=16:1)보다 낮은

값을 보인다(김과 이 2004). 봄철 두 정점의 영양염 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식물플랑크톤

의 봄철 대발생으로 영양염이 활발히 소모되어 고갈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정점 P1

에서는 봄철이후 여름철 상층부 규산염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인산염은 계

속해서 낮은 농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앞선 언급된 봐와 같이 상대적으로 규산염의 농도

가 높은 장강희석수의 유입과 강한 성층으로 인한 저층의 영양염이 상층으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006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정점 R에서 질산염은 0.10∼23.2 μM(평균 4.64 μ

M±3.59), 인산염 0.02∼1.16 μM(평균 0.28 μM±0.24), 규산염은 0.10∼32.3 μM(평균 9.46

μM±5.44)의 범위를 나타내었다(Fig. 3.2.22a).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정점 P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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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질산염 0.10∼15.60 μM(평균 5.34 μM±4.28), 인산염 0.02∼1.09 μM(평균 0.37 μ

M±0.27), 규산염 0.60∼25.90 μM(평균 9.36 μM±5.72)의 범위를 보였다(Fig. 3.2.22b). 두

정점 모두 각각의 영양염 농도의 시공간적인 분포가 유사하게 관찰되어 영양염의 공급과

소모가 각 정점마다 같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정점 모두 겨울

철 수층 혼합으로 식물플랑크톤 성장에 용이한 상층부로 영양염을 공급하고 공급된 영양

염은 봄철 식물플랑크톤에 의해서 소비된다. 여름철이 되면 정점 R은 연안수로부터 표층

영양염을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값을 나타낸 반면, 정점 P는 외해에 위치하

고 있어 연안수의 공급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름철 강한 성층은 성층아래에 있는

영양염이 상층부로 공급되는 것을 방해한다. 결과적으로 여름철 상층부에 영양염 농도가

제한수준까지 도달한다. 그러나 2010년 7월과 2012년 6월에 영양염 농도가 임계농도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다. 장 등(2013)은 정점 P1의 경우 대마난류의 세기가 약해지거나 연안

수의 세기가 강해져 남해안에 형성되는 수온전선이 외해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정점 P1

도 연안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점 M도 외해에 위치하고 있어 정점

P1과 유사한 계절적 변동을 보인다(Fig. 3.2.22). 2007년 9월에 영양염이 상층부에 도 높

게 존재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는 태풍이 대한해협을 지나가고 난 직후 조사가 이루어져

강한 바람에 의해서 성층아래에 영양염이 상층부로 공급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상층부아래에 영양염 분포를 보면 5월 이후에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정점 R

에서 질산염은 2010년과 2011년에 가을철에 높은 농도를 보이고 인산염은 2006년, 2007

년, 2011년에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였다. 정점 P1은 여름철 성층아래 높은 영양염이 존

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점 P1이 대한해협저층냉수가 유입되는 초입에 있기 때

문이며, 저층냉수의 영양염 농도는 대한해협의 성층 아래로 유입되는 영양염이 풍부한 대

마난류수보다 영양염 농도가 높은 수괴이며, 상대적으로 인산염 농도가 높아 NP 비가 낮

은 수괴로 보고되었다(Jang et al. 2013). 정점 M도 상층부 아래 영양염이 여름철에 증가

하고 가을철에 높은 값을 보인다. 강한 성층 때문에 영양염이 상층부로 공급되지 않고 집

적되기 때문에 높은 영양염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점 M까지 대한해협저층냉수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을철에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해협저층냉수는

겨울철에도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겨울철 수층 혼합은 대한

해협의 저층냉수괴가 연구지역의 봄철 식물플랑크톤 대발생에 기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결과적으로 연구지역의 영양염 수직적 분포는 유입되는 해수의 특성과 식물플랑크톤

의 소비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겨울철에 유입되는 대마난류수의 주된 수괴는 영양염이

풍부한 쿠로시오에서 분주된 수괴이며, 여름철은 상층부로의 빈영양의 특성을 보이는 타

이완난류에서 기원하는 수괴이다. 또한 중층부에서는 쿠로시오 특성을 보이는 수괴가 존

재하고 있고, 저층부에서는 여름철부터 겨울철까지 영양염이 풍부한 대한해협저층냉수괴

의 영향을 받는다. 즉, 이러한 수체들의 유입이 계절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지역의 영양염 분포가 계절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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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 Total inorganic nitrogen(μM), phosphate(μM), and silicate(μM) at surface,

middle and bottom in the costal areas of A) Jeju , B) Sumjin and C) Pusan.

Fig. 3.2.23. Relationship between salinity and total

inorganic nitrogen in the coastal areas of Sumjin,

Jeju , and Pusan.

③ 엽록소 변화

제주도 정점 중 J1의 엽록소농도는 0.09∼1.69 μgL-1(평균 0.58 μgL-1)의 범위를 보였

으며, 정점 J2는 0.11∼0.79 μgL-1(평균 0.40 μgL-1)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Fig. 3.2.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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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 엽록소의 평균 농도는 정점 J1이 0.61 μg L-1, 정점 J2는 0.42 μg L-1로 다소 정점

J1이 정점 J2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2010년 5월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

다. 이는 동중국해와 마주한 정점 J2가 남해안과 마주하고 있는 J1이 보다 더 외해로 확

산이 쉽게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다른 연안 지역에 비해 낮은 평균값을 보이

며, 특히 최고치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다른 두 지역은 여름철 연안수에

의한 영양염 공급이 발생하여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제주도

지역의 성산(J1)과 차귀도(J2) 정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외해와의 교류가 활발하여 연안

에서 영양염이 공급되어도 쉽게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섬진강 하구역의 엽록소 농도는 0.65∼30.30 μgL-1(평균 4.72 μgL-1)의 범위를 보였다

(Fig. 3.2.24b). 정점 G1은 2010년 1월과 9월에 높은 값을 보이고, G2는 같은 해 1월과 7

월에 10 μgL-1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다. 겨울철에 식물플랑크톤의 대발생은 간혹 나타나

는 현상이다(Jang et al. 2011).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강한 바람 때문에 표층의 영양염

농도는 증가하지만 수층의 강한 수직혼합으로 인해 빛이 식물플랑크톤의 성장 제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겨울철 바람의 세기가 일시적으로 약해지고 기온이 올라간다면 수

심이 낮은 연안에서는 충분히 식물플랑크톤의 대발생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지역의 상류에 위치한 G2에서의 엽록소농도가 G3와 G4에 비해

여름철에 높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여름철 강우에 의한 담수의 영향을 이 두 정점보다

더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산 연안의 엽록소는 0.04∼14.42 μgL-1(평균 1.62 μgL-1)의 폭 넓은 범의를 보였으며,

특히 2010년 여름철에 10 μgL-1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다(Fig. 3.2.24c). 여름철은 강우가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담수에 의한 영양염 증가와 여름철 높은 수온 및 강한 성층에

의한 수층의 안정도 증가가 식물플랑크톤 성장에 최상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외해 정점 P1은 2차 조사 시기 월별 모니터링에서는 1차 조사 시에는 관측되

지 않은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장 등(2013)은 정점 P1이 여름철이라도 시기에 따라

서 연안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추정하였다. 이 시기에 정점 P1은 정점 P2에

비해 높은 수온(25.4 ℃)과 낮은 염분(26.1 psu)을 보인다. 이는 외해에 위치한 정점 P1이

연안에 위치한 정점 P2의 수괴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차 조사에서 조사 연

구 대상으로 포함된 정점 R과 대한해협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정점 M의 자

료를 보면 정점 P1보다 수온은 낮고 염분은 높은 값을 보인다. 하지만 이 조사 시기가

정점 P1은 7월 26일인데 반해 정점 R과 M은 7월 10일에 이루어져 직접적인 비교를 하

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름철 대한해협을 지나는 장강희석수는 패치 형태로 지나가기 때문

에 조사 시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 정점 M의 경우 2010년 8월 조사에

서는 고온 저염의 수괴가 지나가 장강희석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2010

년 7월의 정점 P1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또한 이 시기에 정점 M은 고온 저염의 특

성을 보이지만 엽록소농도(0.44 μgL-1)는 낮게 관측되었다. 하지만 질산염 농도는 다른 연

도에는 제한 농도(1 μM 이하)로 나타났지만 ,이 시기에는 높은 값(3.16 μM)을 보였다.

유입된 수괴가 정점 R과 P2를 고려해 볼 때 낙동강 연안수의 유입으로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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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장강희석수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과연 장강희석수가 대한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Jang et al. 2013),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수괴

내에 영양염이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을 지속 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추후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 3.2.24. Chlorophyll concentrations(μg L-1 )at surface, middle and bottom in

the costal areas of A) Jeju , B) Sumjin and C) P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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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정점 R에서는 0.09∼10.10 μgL-1(1.29 μgL-1±1.28),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정점 P1에서는 0.07∼5.19 μgL-1(0.95 μgL-1±0.81), 정점

M에서는 0.03∼7.09 μgL-1(0.75 μgL-1±0.77)의 엽록소농도범위를 나타내었다 (Fig. 3.2.25).

상층부에서의 엽록소분포를 보면 연안에 가까이 위치한 정점 R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높은 값이 자주 관측되었지만, 연도마다 규모의 차이가 있다. 봄철 대발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시기는 2007년이며, 약한 시기는 2006년이었다. 2006년 7월과 2007년 8월에는 6 μ

gL-1이상의 높은 값을 여름철에 보였으며, 2008년과 2012년 여름에는 다른 연도마다 낮은

값을 보였다. 정점 P1의 엽록소의 수직적 분포를 보면 2월과 3월 사이에 상층부의 엽록

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봄철 식물플랑크톤 대발생 기작의 주요 원인은 수온과 수층의

안정도로 볼 수 있다. 대한해협의 경우 겨울철 수온은 대마난류의 세기가 강해져 엽록소

가 자주 높게 관측되는 3, 4월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대한해협은 수온 때문에 봄철 식

물플랑크톤 대발생이 시작되기보다는 수층의 안정도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은 여름철에 상층부에서 엽록소농도가 1 μgL-1보다 높은 값을 보였지만,

2012년 여름은 낮은 값을 보였다. 정점 M을 보면 두 연도 모두 여름철에 엽록소농도가

낮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같은 외해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점 P1은 이 시기에 연안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Fig. 3.2.25. Vertical distribution of chlorophyll concentrations(μgL-1) at A) station

R from March 2006 to June 2013, B) station P1 from August 2011 to June 2013,

and C) station M from March 2006 to June 2013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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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자주 태풍이 발생하고 9월에 발생하는 태풍의 강도가 큰 경우가

많다. 태풍은 강우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층혼합을 유발하여 저층의 고영양염

을 표층으로 공급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 10일 이내에 식물플랑크톤을 번성하게 한다

(Chang et al. 1996; Jang et al. 2013). 본 조사 시기에도 9월 17일 15호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 9월 27일에 조사가 이루어져 모든 정점에서 영양염 증가와 엽록소의 증가 및 규조

류 우점이 관측되었다. 가을철 2차 식물플랑크톤 대발생은 일반적으로 바람의 세기가 강

해지면서 수직혼합이 활발해지며 성층 아래에 있던 고영양염이 상층으로 공급되면서 발

생한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의 정점 M의 조사 결과를 보면 봄철에 식물플랑크톤의 대

발생이 일어난 후 2차 대발생은 주로 수직혼합층이 60m까지 확장되는 11월에 나타났고,

그 규모는 봄철에 나타나는 1차 대발생보다는 적은 규모로 발생하였다(한국해양과학기술

원 2011). 하지만 2012년 조사에서는 10월에 정점 P1과 M에서 오히려 봄철보다 높은 값

을 보였으며, 이는 다른 연도와 달리 9월과 10월에 수직혼합층이 수심 60m 부근까지 확

장된 것과 관련이 있다(Fig. 3.2.26). 가을철 수직혼합층의 확장은 여름철 성층아래에 존

재하던 영양염이 상층부로 수월하게 공급됨으로써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2012년 수직혼합층이 확장된 것은 가을철 태풍의 빈도가 잦은 것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2012년에 8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7개의 태풍이 조사 지역의 인근을 지나갔다.

특히 8월 30일 (14호 태풍)과 9월 17일 (15호 태풍) 대한해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태풍

이 통과함으로 수직혼합층이 수심60m 부근까지 확장되었고, 그 이후에도 태풍들이 일본

남쪽 해역을 통과함으로써 조사 지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수직혼합층이 수심 60m

부근까지 확장/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직혼합층의 확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외해

수의 세기가 강해져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Polovina et al. 1995).

Fig. 3.2.26. Vertical profiles of density at station M in September and

October from 2006 t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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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는 성층이 형성되는 곳에 SCM(subsurface chlorophyll maximun)층이 발견된

다. 이는 성층이 형성되는 깊이에는 표층에서 성장한 식물플랑크톤이 가라앉으면서 밀도

의 차이에 의해서 집적될 수 도 있지만, 밀도 약층이 발생하는 곳에는 두 수층의 경계면

에서 진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작은 진동으로 상층부로 영양염 공급이 가능하고 이로 인

해 식물플랑크톤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SCM층이 형성된다. 연구지역에

서 여름철과 가을철 SCM층은 20～40m 부근에서 형성되었다. 조사 지역에서 표층 엽록

소와 깊이별로 합산한 엽록소농도의 상관성을 Figure 3.2.27에 나타내었다. 정점 P1은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모든 계절에서 상관성이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2006년 3월부터 월 모니터링을 한 정점 R과 M에서 이들의 관계를

보면 연안 정점인 R에서 여름철을 제외한 다른 계절은 이 들의 관계가 좋은 양의 상관성

을 보였으며, 정점 M은 봄철과 겨울철에 상관성이 좋은 반면, 성층이 형성되는 여름철과

가을철에 이들 간의 상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위성 자료로 성층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차생산력을 추정하면 이 값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현장 자

료는 위성 자료를 이용한 일차생산력을 추정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Fig. 3.2.27. Surface chlorophyll vs. depth intergrated chlorophyll at A)

station R from March 2006 to June 2013, B) station P1 from January 2010

to June 2013, and C) station M from March 2006 to June 2013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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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양염 제한과 비

영양염과 식물플랑크톤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최초 이론은 19세기 Carl Sprengel과

Justus von Liebig가 제안한 Liebig’s 최소량의 법칙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식물플랑

크톤의 성장이 하나의 영양염에 의해 제한되며, 담수에서는 인산염, 해양에서는 질산염이

주요 성장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de Baar 1994). 또한 Office and

Ryther(1980)는 영양염 제한이 식물플랑크톤의 일차생산력뿐 만 아니라 군집구조에도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Tilman(1982)은 영양염의 절대적인 농도보다는 영양염의 구

성비가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영양염 제한이 식물플랑크톤 일차생산력 및 종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한 식물플랑크톤 종마다 영양염 비에 대한 특이성이 보고되었다(Arrigo, 2006). Dortch

and Whiteledge(1992)은 영양염 제한을 영양염 농도와 영양염 비의 조합으로서 언급하였

다. 이 논문은 식물플랑크톤 성장에 제한을 주는 영양염 임계농도(threshold)를 각각 질산

염 1 μM, 인산염 0.2 μM, 규산염 2 μM 이하로 규정하였다. 또한 영양염 농도가 임계농

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NP 비가 30 이상, SP 비가 3 이상이면 잠재적인 인산염 제한(P

potential limitation), NP 비가 10 이하, SN 비가 1 이상이면 잠재적인 질산염 제한(N

potential limitation), SN 비가 1 이하 SP 비가 3 이하면 잠재적인 규산염 제한(Si

potential limitation)으로 규정했다.

연구 지역의 영양염 비에 대한 도표는 Figure 3.2.28에 나타내었다. 제주 연안은 영양

염 제한 농도 측면에서 보면 질산염과 인산염 제한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양염 비로 보면

잠재적인 질산염 제한이 보인다. 특히 대부분 SN 비가 1 이상이기에 상대적으로 질산염

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섬진강 하구의 경우에는 영양염 농도 제한 측면

에서 인산염 제한이 월등이 많이 나타나고, 영양염 비의 측면에서도 인산염의 잠재적인

제한이 많이 나타나 인산염이 식물플랑크톤의 제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부산 지역은 영

양염 농도 측면에서는 인산염 제한이 주로 발생하였으며, 영양염 비로 보면 제주와 마찬

가지로 NP 비가 10 이하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SN 비가 대부분 1 이상의 값을 보여 잠

재적인 질산염 제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영양염 제한은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인산염 제한이 주로 일어나고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질산염 제한이 주

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점 R에서 표층 영양염 농도가 임계농도 이하로 내려가는 시기는 주로 여름철에 나

타났으며, 외해 정점인 P1과 M은 여름철부터 가을철까지 나타났지만, 정점 M에서 더 자

주 관측된다(Fig. 3.2.29). 연구 지역에서 계절별 영양염 비를 보면 정점 R은 주로 여름철

에 질산염의 잠재적인 제한이 나타나고 정점 P1과 M에서는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질산염

의 잠재적인 제한이 나타나 연구 지역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일차생산력은 주로 질산염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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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8. Scatter diagrams of atomic nutrient ratios for the surface water in the

costal areas of A) Jeju , B) Sumjin and C) Pusan. Nutrient limitation defines threshold

concentration (nitrate <1, phosphate < 0.2, and silicate < 2): red circle means N P Si

co-limitation, Yellow circle means Si and P co-limitation, and green circle means N

and P co-limitation, and cyan circle means P limitation. P potential limitation defines

NP ratio >30 and SP ratio >3, and N potential limitation defines NP ratio <10 and

SN ratio <1 (Dortch and Whitledge 1992).

Fig. 3.2.29. Scatter diagrams of atomic nutrient ratios for the surface water

at A) station R from March 2006 to June 2013, B) station P1 from January

2010 to June 2013, and C) station M from March 2006 to June 2013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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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성화 지표

주요연안역의 월별 탄산칼슘 포화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탄산칼슘포화도 값은 섬진강

< 광양, 광양1 < 부산, 제주(차귀도, 성산) 순으로 나타났다(산성도로 표현하면: 섬진강>

광양, 광양1 >부산, 제주 순으로 나타남) (Fig. 3.2.30).



- 122 -

Fig. 3.2.30. Distributions of bimonthly degree of seawater saturation with respect to

(left) aragonite and (right) calcite.

그리고 Figure 3.2.31에 보여진 지역에 따른 탄산칼슘 포화도의 월별 변화를 살펴보면,

부산지역에서는 9월에 포화도가 가장 높고, 제주지역에서는 7월의 포화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섬진강지역의 포화도는 이들과 반대로 7월에 가장 낮은 포화도를 보이며, 광양은

2011년 1월의 포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7월과 9월이 전월에 비해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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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 The regional distributions of the degree of seawater saturation with

respect to (left) aragonite and (right) calcite.

Figure 3.2.32은 2011년 3월 조사지역에서 산업혁명 이전과 현재의 탄산칼슘 포화도를

비교한 결과로서, 방해석(calcite)의 경우 0.57∼1.13, 선석(aragonite)의 경우는 0.35∼0.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진강하구지역(특히 섬진강)의 탄산칼슘포화도 감소변화(delta)

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나타났고, 탄산칼슘포화도 감소변화(delta)는 지역별로 섬진강

< 광양, 광양1 < 부산 < 제주(차귀도, 성산)로 나타나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

역이 대체로 적은 변화를 보이며, 담수의 영향이 적은 지역일수록 큰 폭으로 포화도가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미래의 지역별 산성화 진행 경향을 추정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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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담수 영향이 많은 연안보다는 담수의 영향이 작은 연안(제주도 근해)에서 탄산칼슘

포화도가 더 급격하게 낮아져 이러한 해역에서의 해양 산성화 영향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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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Distributions of the degree of seawater saturation with respect to

(left) calcite and (right) aragonite for both present (blue lines) and preindustrial

(red lines) levels.

⑥ 빈산소 해역의 산성화 지표

현장조사에서 관측된 마산-진해만의 저층수괴의 용존산소농도와 산소포화도의 수평분

포에 따르면 특이하게도 일부 정점에서 용존산소가 과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33). 이지역에서 탄산칼슘 선석의 포화도와 용존산소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Fig. 3.2.34) 용존산소농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산성화 지표인자인 탄산칼슘 선석의 포

화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기에 용존산소 농도와 같은 다른 환경요인이 산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빈산소 해역과 같이 다른 환경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해역일수록 해양산성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Fig. 3.2.33. Distributions of (left) oxygen concentration and (right) degree of

seawater saturation with respect to oxygen in bottom of Masan-Jinhae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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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 Correlation between oxygen concentration and degree of seawater

saturation with respect to aragonite in Masan-Jinhae Bay.

(나) 식물플랑크톤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정점 J1과 J2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 출현한

식물플랑크톤의 개체수를 표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각각 나타내었다(Fig. 3.2.35). 식물플

랑크톤의 개체수는 하계와 동계에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여름철 강우가 급증하는

시기에 담수에 의한 영양염의 증가와 여름철 높은 수온 및 강한 성층에 의한 수층의 안

정도 증가가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최상의 조건을 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겨울철에는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식물플랑크톤의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듯 보여 진다. Figure 3.2.37와 Table 3.2.3에서는 2010년에서 2011년 표층에 출현한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 및 우점종을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겨울철에는 Skeletonema

속과 같은 광온 광·염성종들이 많은 출현을 하여 규조류가 우점을 하였다. 
정점 G1에서는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점 G2, G3 및 P2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정점 G4의 경우,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실시하였다. 조사해역에서의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표층, 중층, 저층으로

나누어 각각 나타내었다(Fig. 3.2.36). 정점 G1, G2, G3, 및 G4의 경우, 수심에 따른 식물

플랑크톤 현존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점 P2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식물플

랑크톤의 현존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섬진강 하구역 정점은 동계에 대증식이 관찰

된 반면, 부산 연안 정점에서는 2010년 하계에 대증식이 관찰되어 섬진강 하구역 결과와

는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섬진강 하구역 정점에서 겨울철 식물플랑크톤 대증식은 섬진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육상 기원 유기물 공급에 의한 결과라 판단되며, 부산 연안 정

점에서의 여름철 대증식은 강우로 인한 영양염 공급이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증가에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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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1년 표층에 출현한 식물플랑크톤의 종 조성 및 우점종을 Figure

3.2.38와 Tables 3.2.4-5에 표시하였다. 섬진강 하구역(정점 G1, G2, G3, G4)의 경우, 전반

적으로 겨울철에는 Skeletonema 속과 Thalassiosira 속이 많이 출현을 하여 규조류가 우

점을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강우가 많아지는 여름철로 갈수록 섬진강 상류지역의 담수종

우점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산 연안정점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규조

류와 크기가 작은 은편모조류가 우점을 해서 계절에 따른 식물플랑크톤이 군집 및 우점

종이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ig. 3.2.35. Bimonthly variations of total phytoplankton

abundance in the coastal areas of Jeju .

Fig. 3.2.36. Bimonthly variations of total phytoplankton

abundance in the coastal areas of Sumjin (Gl, G2, G3, G4)

and Pusan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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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Relative composition(%) of phytoplankton groups in the costal

areas of Jeju .

Fig. 3.2.38. Relative composition(%) of phytoplankton groups in the costal

areas of Sumjin and Pusan. (a) G1, (b) G2 (c) G3, (d) G4, (e) P2.

시간 (월) 성산 (J1) 차귀도 (J2)

7월 Chaetoceros didymus (13.5)
Chaeroceros decipiens (17.0)

Chaetoceros paradoxus (17.0)

9월 Skeletonema costatum (27.6) Skeletonema costatum (22.2)

11월 Skeletonema costatum (14.0) Thalassionema nitzschioides (26.7)

2011년 1월 Skeletonema costatum (83.9) Skeletonema costatum (53.1)

3월 Skeletonema costatum (27.6) Skeletonema costatum (27.5)

5월 Chaetoceros debilis (40.0) Chaetoceros debilis (17.9)

Table 3.2.3. The list of dominant phytoplankton species at the

coastal areas of Je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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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월) 하동 (G1) 섬진강 (G2) 광양 (G3) 광양1 (G4)

2010년 1월
Skeletonema sp.

(97.15)

Skeletonema sp.

(96.44)

3월
Navicular spp.

(10.94)

Detonula pumila

(12.82)

Skeletonema sp.

(69.98)

　
Paralia sulcata

(12.50)

Skeletonema sp.

(69.23)

Thalassiosira minima

(13.21)

　
Skeletonema sp.

(17.19)

Thalassiosira minima

(11.54)
　

　
Unidentified Crytophyceae

(39.06)
　 　

5월
Phormidium spp. (freshwater)

(25.96)

Asterionella formosa

(10.47)

Eucampia zodiacus

(47.95)

　
Pediastrum duplex sp. (freshwater)

(13.46)

Cryptomonas spp.

(12.79)

Unidentified Crytophyceae

(15.07)

　
Unidentified Crytophyceae

(14.90)

Unidentified Crytophyceae

(50.00)
　

7월
Fragilaria spp. (freshwater)

(27.01)

Skeletonema sp.

(17.95)

Chaetoceros curvisetus

(13.98)

　
Phormidium spp. (freshwater)

(23.75)

Cryptomonas spp.

(32.48)

Fragilaria spp.(freshwater)

(10.57)

　
Scenedesmus spp. (freshwater)

(10.92)

Phormidium spp. (freshwater)

(11.11)

Nitzschia spp.

(24.73)

　
Unidetified Cryptophyceae

(15.71)
　

Skeletonema sp.

(11.83)

9월
Skeletonema sp.

(76.72)

Skeletonema sp.

(65.35)

Unidetified Cryptophyceae

(87.06)

Unidetified Cryptophyceae

(61.24)

　
Unidetified Cryptophyceae

(14.44)

Unidetified Cryptophyceae

(24.75)
　 　

11월
Chaetoceros debilis

(31.43)

Cryptomonas spp.

(34.16)
　

Dictyocha speculum

(19.57)

　
Skeletonema sp.

(16.19)

Unidentified Crytophyceae

(24.84)
　

Unidentified Crytophyceae

(43.84)

2011년 1월 　
Skeletonema sp.

(63.86)

Skeletonema sp.

(51.68)

Skeletonema sp.

(61.34)

　 　
Thalassiosira nordenskioldii

(19.29)

Thalassiosira minima

(11.03)

Thalassiosira minima

(11.40)

　 　 　
Thalassiosira nordenskioldii

(16.97)

Thalassiosira nordenskioldii

(18.37)

3월 　
Skeletonema sp.

(13.61)

Skeletonema sp.

(39.97)

Skeletonema sp.

(52.76)

　 　
Thalassiosira sp.1

(20.14)

Thalassiosira sp.1

(12.13)

Unidentified Crytophyceae

(16.11)

　 　
Unidentified Crytophyceae

(42.22)

Thalassiosira spp.

(11.98)
　

　 　 　
Unidentified Crytophyceae

(15.40)
　

5월 　
Unidentified Crytophyceae

(76.81)

Chaetoceros debilis

(15.15)

Skeletonema sp.

(48.15)

　 　 　
Fragilaria spp. (freshwater)

(24.24)
　

Skeletonema sp.

(12.12)

7월
Skeletonema costatum

(15.9)

Skeletonema costatum

(67.5)

Chaetocercos curvisetus

(27.5)

Synedra sp.

(24.8)

Skeletonema costatum

(46.1)

Cryptomonas spp.

(39.4)

Table 3.2.4. The list of dominant phytoplankton species at the coastal areas

of Sum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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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월) 부산 연안 (P2)

2010년 1월 Skeletonema sp. (10.39)

Cryptomonas spp. (11.69)

　 Unidentified Crytophyceae (55.84)

3월 Cryptomonas spp. (15.49)

Unidentified Crytophyceae (56.34)

5월
Thalassiosira nordenskioldii

(15.72)
Heterosigma akashiwo (18.87)

Unidentified Crytophyceae (33.49)

7월 Chaetoceros radicans (61.67)

Skeletonema sp. (17.06)

9월
Unidentified Crytophyceae

(76.84)
11월 Cryptomonas spp. (10.57)

Unidentified Crytophyceae (57.36)

2011년 1월 Unidentified Crytophyceae (76.92)

3월 Cryptomonas spp. (13.51)

Unidentified Crytophyceae (35.14)

5월 Cerataulina dentata (16.67)

Pseudo-nitzschia spp. (15.77)

　 Alexandrium tamarense (21.62)

7월 Chaetoceros curvisetus (16.1)

Skeletonema costatum (25.2)

Table 3.2.5. The list of dominant phytoplankton

species at station P2.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정점 R의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을 살펴보면, 2012

년 3월 표층에서 가장 높은 현존량을 보였으며, 2011년 11월에 가장 낮은 현존량을 보였

다(Fig. 3.2.39). 조사기간 동안 연구해역에서 중층과 저층의 현존량보다는 표층에서의 현

존량이 대체적으로 높게 관측되었으며, 추계와 동계에 비해서 춘계와 하계에 식물플랑크

톤이 대증식이 관찰되었다. 2012년 3월 높은 현존량은 Chaetoceros socialis의 개체수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조사기간 동안 연구해역에서 규조류와 와편모조류, 은편모조류,

황갈조류, 유글레나류 등이 주요 분류군으로 출현하였으며, 대부분의 정점에서 규조류와

와편모조류가 우세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3.2.40a; Table 3.2.6).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정점 P1의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분포를 보면, 2010년

7월 정점 P1의 표층에서 최대 현존량이 관찰되었으며(Fig. 3.2.40b), 전반적으로 중층과

저층보다는 표층에서 높은 현존량 분포를 보였다. 2010년 7월 정점 P1 표층에서의 높은

현존량은 Chaetoceros radicans 개체수 증가에 의한 결과라 판단된다. 정점 R과 마찬가

지로, 춘계와 하계에 식물플랑크톤이 대증식하였으나, 2012년에는 낮은 개체수를 보였다.

조사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규조류와 크기가 작은 은편모조류가 우점을 하였고, 2010년 5

월 Heterosigma akashiwo 증식으로 인한 침편모조류의 기여율 증가 현상도 관측되었다

(Fig. 3.2.40b; Table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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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9. Monthly variation of total phytoplankton

abundance at stations R, P1 and M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2006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정점 M 표층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을 조사해본 결과,

전 조사 기간 동안 봄철 대증식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2.40c). 이러한 결과는 봄철

수온 상승과 함께 수층 혼합에 의한 저층의 풍부한 영양염이 상층부로 이동하여 식물플

랑크톤의 일차생산력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식물플랑크톤의 총 개체수는 춘계에

높고 하계에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유광상층부인 표층부에서 높게 관찰되었고, 수심의

깊이에 비례해서 식물 플랑크톤의 총 개체수는 점차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춘계 대증식

때에는 대부분 규조류와 사이즈가 작은 nanoplankton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Table 3.2.7). 와편모조류는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출현하였으나, 조사해역에서 전체

식물플랑크톤 대비 현존량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Fig. 3.2.40c).

본 연구에서는 남해권 연안 정점(G1, G2, G3, G4, P2)과 외양정점(P1, M)을 선정해서

기후변화가 남해권 해양 식물플랑크톤 군집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

였다. 연안 정점에서 식물플랑크톤은 강우 및 육상으로부터 공급되는 각종 영양염, 그리

고 하구역 특성(염분, 유속)에 의해서 군집 구조가 변화는 것으로 나타나서 겨울철에는

Skeletonema 속이 극 우점을 하였지만 강우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섬진강 상류정점에서

담수 종의 우점율이 증가하였다. 외양 정점 P1과 M에서는 계절에 따른 수층 혼합으로

풍부한 영양염이 표층으로 상승하여 매해 춘계 대증식이 일어났으며, 하계에는 계절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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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약층으로 인하여 저층으로부터 충분한 영양염이 공급이 안 되어서 식물플랑크톤의 현

존량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춘계 외양 정점 대증식 시기에는 Chaetoceros 속

과 nanoplankton 이 우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연안정점(G1, G2, G3, G4, P2)은 육

상 기원 영양염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반면, 외양정점(P1, M)은 계절에 따른 수층 혼합

을 통한 저층수의 표층 유입에 따른 영양염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Fig. 3.2.40. Relative composition(%) of phytoplankton groups in at

stations (a)R, (b)P1 and (C)M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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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월)
진해 외만 (R) 부산 외만 (P1)

2010년

1월

Chaetoceros decipiens (19.57)

3월 Skeletonema costatum (14.57)
5월 Heterosigma akashiwo (42)
7월 Chaetoceros radicans (70)
9월 Unidentified Cryptophyceae (72)
11월 Unidentified Cryptophyceae (45)
2011년

1월

Unidentified Cryptophyceae

(84.2)
3월 Chaetoceros spp. (31)
5월 Pseudo-nitzschia spp. (34)
7월 Pseudo-nitzschia punges (31)
8월 Chaetoceros curvisetus (27.7) Chaetoceros curvisetus (41)
9월 Nitzschia spp. (11.3) Cryptomonas spp. (35.2)
10월 Chaetoceros curvisetus (11.5) Chaetoceros curvisetus (22.5)
11월 Cryptomonas spp. (52.6)
2012년

1월
Skeletonema costatum (20) Chaetoceros socialis (19.1)

2월 Chaetoceros socialis (42.3) Chaetoceros socialis (43.6)
3월 Chaetoceros socialis (44.6) Chaetoceros socialis (30.2)
4월 Thalassiosira pacifica (18) Cryptomonas spp. (35.5)
5월 Scrippsiella trochoidea (24.2) Chaetoceros socialis (21.1)
6월 Chaetoceros curvisetus (21.4) Chaetoceros curvisetus (40)
7월 Chaetoceros curvisetus (45.2) Chaetoceros lorenzianus ( 22.2)

Chaetoceros didymus (22.2)
8월 Chaetoceros curvisetus (18.4) Chaetoceros compressus (20)
9월 Chaetoceros curvisetus (25) Chaetoceros curvisetus (17.1)
10월 Ceratium furca (27.8) Thalassiosira subtilis (23.3)
11월 Chaetoceros debilis (15.8) Gymnodinium sp. (17.6)
12월 Skeletonema costatum (27.8) Skeletonema costatum (44.1)
2013년

1월
Paralia sulcata (65.9) Chaetoceros socialis (34.37)

2월 Chaetoceros didymus (29.4)
Thalassiosinema frauenfeldii

(33.3)

3월 Nitzschia spp. (48.5) Chaetoceros socialis (86.4)
4월 Chaetoceros spp. (26) Cryptomonas spp. (25)
5월 Leptocylindrus danicus (89.4) Leptocylindrus danicus (89.4)
6월 Nitzschia spp. (25) N itzschia spp. (27)

Table 3.2.6. The list of dominant phytoplankton species at station R and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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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월) 부산외만 (M) 시간 (월) 부산외만 (M)
2006년 3월 Chaetoceros socialis (48.1) 2010년 1월 Eucampia zodicus (40.7)

3월 Skeletonema costatum (31.5) 2월 Chaetoceros socialis (63.3)

4월 Chaetoceros socialis (24.6) 3월 Cryptomonas spp. (38.8)

4월 Chaetoceros socialis (61.5) 4월 Detonula pumila (55.7)

4월 Chaetoceros socialis (66.5) 5월 Cryptomonas spp. (35.3)

5월 Leptocylindrus danicus (44.4) 6월 Cryptomonas spp. (87.0)

6월 Nanoplankton (94.6) 7월 Cryptomonas spp. (48.7)

6월 Nanoplankton (96.5) 8월 Guinardia flaccida (20.7)

7월 Nanoplankton (96.7) 9월 Heterocapsa circularisquama (29.9)

8월 Nanoplankton (87.9) 10월 Cryptomonas spp. (35.2)

8월 Nanoplankton (95.8) 11월 Cryptomonas spp. (64.0)

9월 Nanoplankton (91.3) 2011년 1월 Skeletonema spp. (22.7)

9월 Chaetoceros compressus (42.6) 2월 Cryptomonas spp. (41.7)

10월 Nanoplankton (60.1) 3월 Chaetoceros socialis (33.1)

10월 Nanoplankton (62.5) 4월 Skeletonema costatum (95.9)

11월 Nanoplankton (71.6) 7월 Heterocapsa spp. (13.7)

12월 Nanoplankton (81.5) 8월 Cryptomonas spp. (46.4)

2007년 1월 Nanoplankton (57.5) 9월 Skeletonema costatum (28.6)

1월 Chaetoceros socialis (44.3) 10 Chaetoceros didymus (16.9)

2월 Chaetoceros socialis (84.4) 2012년 1월 Chaetoceros socialis (20.9)

2월 Chaetoceros socialis (63.6) 2월 Chaetoceros socialis (55.6)

3월 Nanoplankton (50.9) 3월 Chaetoceros socialis (32.2)

4월 Chaetoceros socialis (73.2) 4월 Chaetoceros spp. (31.8)

5월 Nanoplankton (80.9) 5월 Cryptomonas spp. (30.0)

5월 Nanoplankton (48.3) 6월 Cryptomonas spp. (30.8)

6월 Nanoplankton (84.4) 7월 Gymnodinium spp. (17.6)

6월 Nanoplankton (75.3) 8월 Cryptomonas spp. (21.1)

7월 Nanoplankton (78.7) 9월 Chaetoceros socialis (20.7)

8월 Nanoplankton (42.4) 10월 Chaetoceros curvisetus (10.6)

8월 Nanoplankton (96.9) 11월 Cryptomonas spp. (32.9)

9월 Nanoplankton (77.8) 12월 Lauderia delicatula (20.0)

10월 Nanoplankton (24.8) 2013년 1월 Chaetoceros socialis (50.7)

11월 Nanoplankton (81.3) 2월 Chaetoceros socialis (63.4)

12월 Nanoplankton (62.5) 3월 Chaetoceros socialis (52.4)

12월 Nanoplankton (63.6) 4월 Cryptomonas spp. (43.5)

2008년 1월 Nanoplankton (50.5) 5월 Leptocylindrus danicus (83.3)

3월 Chaetoceros socialis (62.9)
6월

Thalassiosinema nitzschioides (23.1)

4월 Chaetoceros socialis (35.0) Dictyocha speculum (23.1)

5월 Chaetoceros socialis (61.4)

6월 Nanoplankton (35.3)

7월 Nanoplankton (50.0)

8월 Nanoplankton (37.5)

9월 Nanoplankton (87.0)

9월 Nanoplankton (42.2)

10월 Nanoplankton (58.3)

2009년 1월 Skeletonema costatum (28.6)

2월 Chaetoceros debilis (30.8)

4월 Chaetoceros danicus (47.7)

5월 Cryptomonas spp. (12.9)

9월 Cryptomonas spp. (50.0)

7월 Heterocapsa rotundata (27.6)

8월 Nanoplankton (18.9)

9월 Chaetoceros atlanticus (24.0)

10월 Nanoplankton (53.8)

11월 Cryptomonas spp. (52.6)

12월 Cryptomonas spp. (20.4)

Table 3.2.7. The list of dominant phytoplankton species at statio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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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유성 원생동물(유종섬모류)의 시공분포 특성

유종섬모류 외양성 난류종의 출현종수는 9월에 가장 다양하게 출현하였으며 제주도

정점에서 난류종이 출현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부산해역의 정점에서도 9월에 난류종의 출

현이 급증하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광양만 주변 해역의 경우 대부분의 시기에

출현한 종은 연안종으로 구성되어 해역 간의 차이가 뚜렷하였다(Fig. 3.2.41). 따라서 한

반도 남해역의 경우 제주도와 남동부 연안해역은 서부연안해역 보다 쓰시마난류의 영향

을 크게 받고 있으며 향후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해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

Fig. 3.2.41. Appearance of oceanic and netric species of ciliates from January 2010

to May 2011 in study areas.

(마) 동물플랑크톤

① 진해 외만과 부산 외만의 동물플랑크톤 모니터링

진해 및 부산 외만의 정점 R과 P1, 대한해협의 정점 M에서 조사기간동안에 출현한

동물플랑크톤과 요각류의 개체수 변동 양상을 Figure 3.2.42에 나타냈다. 동물플랑크톤의

평균 개체수는 대한해협의 정점 M에서 2,795 ind. m-3로 남해 외만의 정점 R과 P1에 비

해 높았다. 모든 조사정점에서 이벤트성의 일시적인 개체수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조사월

에 따른 특징적인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요각류의 개체수 변화양상이 모든 조사정점

에서 동물플랑크톤과 매우 유사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종다양성 지수는 정점 M에서 평균 2.2로 1.7 내외의 값을 보인 남해

외만의 정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여 동물플랑크톤 군집구조의 안정 정도가

정점 M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3.2.43). 조사월에 따른 종다양성지수의 변화양상에

대해 살펴보면, 남해 외만의 정점들에서는 특징적인 변화양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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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에서는 전반적으로 7-11월에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남해 외만의 정점들에서는 특징

적인 변화추세가 감지되지 않았으며, 반면에 대한해협의 정점 M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추

세를 보여 군집구조의 안정 정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해에서

동물플랑크톤의 종 다양도 지수는 수괴 변동, 난류종 유입, 기회종 창궐 등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문 등 2010). 대한해협의 정점 M이 조사정점 중 가장 외해역이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종다양성지수의 감소 추세는 수괴의 변동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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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2. Variations in abundance of total zooplankton and

copepods at stations R, P1, and M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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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3. Variations in diversity index of zooplankton at

stations R, P1, and M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주요 분류군의 점유율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3개 정점 모두에서 요각류가 전체 동물

플랑크톤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Fig. 3.2.44). 다음으로 대부분의 유생을 포

함하는 meroplankton과 gelatinous zooplankton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gelatinous zooplankton의 경우 부산 외만의 정점 P1과 대한해협의 정점 M에서 간헐적으

로 이벤트성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특히 정점 M에서 그 양상이 더욱 뚜렷하였다.

몸체가 겔(gel)을 형성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gelatinous zooplankton에는 해파리류

(hydromedusae, siphonophores, ctenophores), 익족류(pteropods), 척삭동물

(appendicularians, salps, doliolids) 등이 주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Hamner et al. 1975).

이 가운데 척삭동물의 Oikopleura spp.와 doliolids, 그리고 작은 크기(<5 mm)의

hydromedusae가 3개 조사정점에서 우점하는 gelatinous zooplankton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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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kopleura spp.는 먹이망 내에서 소형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섭식률이 요각류와 유사한

정도로 높은 bottom-up control을 보임과 동시에 요각류의 먹이로 제공됨으로써

top-down control도 보이는 대표적인 초식성 동물플랑크톤으로 보고되어 있다(Sommer

et al. 2003; Vargas and Gonzalez 2004). 또한, hydromedusae도 원생동물에서부터 요각

류까지 포식하는 뛰어난 잡식성(omnivory) 생물로 표영생태 먹이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

향 정도가 대형 해파리류에 뒤지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Colin et al. 2005). 이와같이

gelatinous zooplankton 주 구성원들의 먹이망내에서 수행하는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직접적인 포식행위와 먹이경쟁을 통해 조사해역에서 출현하는 다른 동물플랑크톤

의 개체수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조사기간 동안에는

간헐적인 이벤트성의 gelatinous zooplankton의 개체수 증가가 관찰되었지만, 향후 기후변

화 진행과 더불어 개체수가 증가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이에 대비한 개체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생태학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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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4. Variations in relative composition of

zooplankton major taxa at stations R, P1, and M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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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정점의 각 조사기간 동안에 출현한 동물플랑크톤의 우점종을 Table 3.2.8에 나타

냈다. 소형 calanoid 요각류인 Paracalanus parvus가 3개 정점 모두에서 최우점종으로 출

현하였다. 그 다음의 차우점종으로 cyclopoid 요각류인 Oithona spp.가 진해 외만의 정점

R에서, 그리고 gelatinous zooplankton에 속하는 미충류 Oikopleura spp.가 부산 외만의

정점 P1과 대한해협의 정점 M에서 출현하였다. Table 3.2.8에서 언급된 8종이 전체 동물

플랑크톤의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비율은 정점 M에 비해 정점 R과 P1에서 높았다.

Taxon / Station

St. R St. P1 St. M

Mean

(ind.

m-3)

%

Mean

(ind.

m-3)

%

Mean

(ind.

m-3)

%

Paracalanus parvus 919 52.9 519 32.8 929 33.2

Oithona spp. 283 16.3 274 17.3 328 11.7

Oikopleura spp. 82 4.7 377 23.8 344 12.3

Corycaeus affinis 59 3.4 45 2.8 5 0.2

Calanoid copepodites 50 2.9 120 7.6 191 6.8

Oncaea spp. 32 1.9 28 1.8 93 3.3

Nauplii 15 0.9 8 0.5 98 3.5

Paracalanus aculeatus 9 0.5 10 0.6 80 2.9

Sum 1450 83.5 1383 87.2 2066 73.9

Table 3.2.8. Dominant species contributing >70% to the relative abundance

during the study period at stations R, P1, and M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동물플랑크톤 군집구조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k-dominance curve의 결과를 보면,

남해 외만의 정점 R과 P1에서는 상위 10종 기준으로 대부분의 조사월에서 80% 이상의

누적우점도(%)을 보였다(Fig. 3.2.45). 반면에 대한해협의 정점 M의 경우 상위 10종의 누

적우점도가 남해 외만의 정점들에 비해 낮아 조사정점 가운데 군집구조의 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특히, 남해연안의 정점 R과 P1에서는 6월과 9월이, 그리고 대한해협의 정점 M에

서는 8∼11월에 다른 조사월에 비해 상위 10종의 누적우점도가 낮았는데, 이는 대마난류

확장에 따라 다양한 외양성 난류종들이 조사정점에 유입된 결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남해 연안은 주로 여름철과 가을철에 대마 난류의 영향을 받으며(Seung et al. 2007), 난

류의 세기는 10월 전․후에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Ostrovskii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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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5. The k-dominance curves of the

zo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during the

study period at stations R, P1, and M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수괴의 특성에 민감하는 반응하는 요각류에 대해 Kim(1985), 강(1992), Hsieh et

al.(2004)의 문헌을 참고하여 연안성 요각류(neritic copepods)와 외양성 요각류(oceanic

copepods)을 구분하여 이들의 출현양상을 Figure 3.2.46에 나타냈다. 대표적인 외양성 요

각류에는 Canthocalanus pauper, Cosmocalanus darwini, Paracalanus aculeatus,

Scolecithrix danae, Temora discaudata, Undinula vulgalis, Acrocalanus 속, Candacia

속, Clausocalanus 속, Eucalanus 속, Euchaeta 속 등이 포함된다. 분석결과, 남해연안의

정점 R, P1에서는 전반적으로 연안종의 비율이 외양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외양종의

출현양상에 뚜렷한 주기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대한해협의 정점 M의 경우 남해연

안의 정점들에 비해 외양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안종은 주로 1∼5월에 우점

한 반면에 외양종들은 8∼12월에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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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플랑크톤의 종조성 및 개체수 자료에 근거한 MDS 분석 결과, 남해 연안의 정점

R과 P1에서는 각 조사월이 유의수준 45% 및 50%에서 각각 2개와 5개의 그룹으로 구분

되었다(Fig. 3.2.47). 그러나 조사월이 포함된 각 그룹간에 동물플랑크톤의 출현양상이 반

영된 특징적인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대한해협의 정점 M에서는 유의수준 58%에서

13개의 그룹들로 구분되었지만, 크게 8-12월을 포함되는 그룹과 나머지 조사월들이 포함

되는 또 하나의 그룹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위에서 언급한 k-dominance, 연안성

및 외양성 요각류의 출현양상, MDS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남해 연안

의 정점 R과 P1에서는 전반적으로 연안 수괴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가을철의 일부 시기

에만 난류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해협의 정점 M의 경우에는 7월부터 본격

적으로 난류 수괴가 유입되어 12월까지 영향을 미치며, 8-10월에 난류 세기의 강도가 가

장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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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6. Variations in relative composition of neritic and

oceanic copepods at each sampling station at stations R, P1,

and M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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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7. Two-dimensional non-metric MDS

ordination plot of zooplankton abundance during

the study period at stations R, P1, and M in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② 부산 남동해역의 각 조사시기별 부유성 소형 요각류의 종조성 및 출현량 변화

2011년 8월과 9월에 부산 남동해역에서는 연안 및 냉수종인 C. affinis 와 Corycaeid

유생만 출현하였고, 이들의 개체수 밀도는 조사시기 중 가장 높았다. 난류성 종인

oncaeid 요각류는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2011년 10월에는 8종의 난류종(Oncaeid 요각류

5종과 corycaeid 요각류 3종)이 출현하였고, 연안·냉수종 1종(C. affinis), 한류종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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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onia borealis)이 각각 출현하였다. O. clevei가 가장 높은 개체수 밀도를 나타냈으

며, O. venusta, T. borealis, O. venusta 또한 풍부하게 나타났다. 2011년 11월에는 11종

의 난류종 (oncaeid 요각류 9종, corycaeid 요각류 2종)과 연안·냉수종 1종(C. affinis)이

출현하였다. 2012년 1월 6일에는 8종의 난류종(oncaeid 요각류 6종과 corycaeid 요각류 2

종)과 1종의 연안·냉수종 1종(C. affinis)이 출현하였고, 2012년 2월에는 9종의 난류종

(oncaeid 요각류 8종과 corycaeid 요각류 1종) 과 C. affinis가 출현하였다(Table 3.2.9). C.

affinis의 수는 다시 증가하였고, 난류종의 개체수는 감소하였다. 2012년 3월에는 10종의

난류종 (oncaeid 요각류 8종과 corycaeid 요각류 2종)과 C. affinis가 출현하면서 가장 많

은 종수를 나타냈다. C. affinis의 개체수는 다시 감소하였다. 2012년 4월에는 6종의 난류

종(oncaeid 요각류 5종과 corycaeid 요각류 1종) 과 C. affinis가 출현하였다. 5월은 4월보

다 종수가 감소하였다(8종).

난류종수는 8월부터 증가하여, 2013년 4월까지 많은 종수를 나타냈다.2011년 8월과 9

월에 비해 2012년 8,9월의 종수는 뚜렷이 증가하였고, 2012년 1월∼4월에 비해 2013년 같

은 시기의 출현종수 또한 증가하였다(Fig. 3.2.48). 이러한 결과는 또한 난류종의 종수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Fig. 3.2.49). 각 조사시기별 총 개체수 밀도는 Oithona spp.

의 출현량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로서, 2012년 11월에 가장 높았으며 (16,185 개체/m),

2013년 3월에 가장 낮았다 (335 개체/m).

2011년 8월과 9월에는 모든 정점에서 난류종이 출현하지 않았다(Fig. 3.2.49). 주요 난

류종은 2011년 10월과 11월에 높은 출현량을 나타냈으며, 10월에는 정점 P에서, 11월에는

정점 M에서 가장 높은 개체수 밀도를 보였다. 2012년 1월에는 주요난류종의 개체수가 모

든 정점에서 감소하였고, 정점 P에서 가장 높은 개체수 밀도를 나타냈다. 2012년 2월에는

난류종의 출현량은 매우 적었으며, 2012년 3월∼8월의 주요난류종의 개체수 밀도는 8월

의 정점 M을 제외한 모든 정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2012년 9월과 10월에 난류종의

개체수 밀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개체수 밀도를 보였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난류종 및 냉수·연안종의 개체수 밀도는 매우 낮았다.

이는 제주에서 보여준 출현량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제주에 비해 개체

수 밀도는 매우 높았고, 그 이유는 제주의 조사정점 세 곳 모두 난류의 세력이 약하게 미

치는 곳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다 더 정확한 난류종의 출현량 및 종조성 파악과 해류의

이동변화를 알기위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조사정점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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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9. Species composition and total abundance of oncaeids and conrycaeids occurring from Korea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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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8. Monthly variation of species number of small copepods in the

Korea Strait.

Fig. 3.2.49. Monthly variation on abundance of small copepods in the Korean

Strait.

라. 결론 및 고찰

연안 지역의 현장 조사는 1년 반 동안 이루어져 기후 변화에 따른 변화를 언급하기에

는 부족하지만, 섬진강에서 2010년 1월에 나타난 겨울 식물플랑크톤의 대발생은 앞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겨울 기온이 상승한다면 연안에서 이 들의 대발생이 여

름인 아닌 겨울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안에서 겨울철 식물플랑크톤의

대발생은 저층에 유기물 증가를 가속화시킴으로서 여름철에 발생하는 hypoxia의 발생 시

기를 더 앞당기거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에 의

해서 산성화되는 지역이 확대되면 저층에서 공급되어지는 영양염 구성비가 변화할 수 있

다. Arrigo(2006)는 해양에서 식물플랑크톤이 저층으로 가라앉을 때 평균적으로 NP 비가

16:1의 비율을 가지지만 재영양염화가 될 때는 암모니아가 질소 가스로 변해 대기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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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되는 anammox 과정을 통하는 denitrification 때문에 NP 비가 낮아 질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hypoxia가 발생하는 지역에 더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연안에서의 산성화의 진행은 hypoxia의 진행과 변

형될 수 있어 연안에서의 NP 비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초 생산자인 식

물플랑크톤의 그룹 및 종의 우점종 천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해양의 먹이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영양염 구성비 변화와 denitrification에 관련

된 미생물, 식물플랑크톤 우점종 천이 등은 현장의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실험실에

서의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진해 외만을 포함하는 외해의 장기 해양환경 모니터링한 결과, 외해 지역에서 물리화

학적인 환경요인은 유입되는 대마난류 및 대한해협저층냉수와 같은 수괴의 특성에 영향

을 지대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해협에서 식물플랑크톤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수

체인 상층부에 영양염은 가을철부터 겨울철까지 영양염이 풍부한 대마난류수의 영향을

받으며, 봄철 식물플랑크톤 대발생이 일어난 이후부터 성층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빈영양

인 타이완 난류수의 영향을 받아 식물플랑크톤 성장 및 제한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 또한 태풍의 발생은 식물플랑크톤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홍수 및 가뭄은

연안뿐아니라 외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가 대한해협

으로 유입되는 대마난류수의 세기에 영향을 준다면, 대한해협에 형성되는 수온 전선 형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한해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의 장기모니터링은 현장 관측, 위성의 활용, 그리고 관측 부

이의 활용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장 관측의 단점은 현재까지 정점 R과 M에서 8년

정도의 관측이 이루어졌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대마난류의 세기가 변화고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는 조사 시점에 따라서

관측 자료가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그 달을 대표한다고 말

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연안이 아닌 외해의 현장 관측은 연구자의 의지에 따라서 현장 조

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도 초기에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까지 조사를 나

가고, 매년 월초에 조사 시기를 한정하여 샘플의 대표성을 부여하려 했지만, 해황 및 연

구 조사선의 일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단점은 관측부이나 위성자료를 이용

하면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향후 기후변화는 궁극적으로 해양먹이생태계에 어

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인간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현재의 관측부이나 위성의 활용은 현장에서 물리적인 변화 및 일부 화학

적인 변화를 관측할 수 있고, 해색을 이용한 식물플랑크톤의 일차 생산력을 추정할 수 있

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층 엽록소자료로는 해양의 식물플랑크톤의 일차생산력을

추정은 그 값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기술 수준은 관측부이나 위성 자료의

활용으로 영양염 구성비의 변화 및 동⦁식물플랑크톤의 군집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현장에서의 해양환경 모니터링은 현재로서는 부유생태계 변화

를 추적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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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이활용 제주 근해역 현장 모니터링

3-1. 격주 현장 관측

가. 서론

동중국해 북부해역은 쿠로시오로부터 공급된 대양의 해수와 중국에서 유입되는 담수

그리고 황해저층냉수가 해황을 지배한다.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이들의 분표 경향을 감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들 해수의 통과 길목에서 시계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과제

에서는 대양의 해수가 통과하는 해역을 고려하고 관측과 관측부이 관리의 용이성 및 연

구비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관측 부이를 제주도 표선항에서 남동쪽 5.5km 앞바다에 설

치하였으며, 부이 정점을 중심으로 3개 정점을 설정하여 격주간격의 고빈도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Fig. 3.2.50).

Fig. 3.2.50. In-situ observation stations

and the location of mooring buoy.

나. 재료 및 방법

CTD 관측은 Figure 3.2.50에 표시된 3개의 정점(A, B, C)에서 2011년 10월부터 매월

2회씩 관측중이며 7월 중순까지 41회의 관측을 실시하였으며 기상악화로 2012년 2월, 8

월 및 12월중 3회는 관측이 취소되거나 부분 관측을 수행하였다. 전반적인 관측 실적은

Table 3.2.10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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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부 후반부
횟수 비고

년 월 일 일

2011 10 10 27 1, 2

11 12 28 3, 4

12 7 21 5, 6

2012 1 10 26 7, 8

2 6 X 9 #후반부 취소(기상악화)

3 7 29 10, 11

4 9 24 12, 13

5 8 23 14, 15

6 4 29 16, 17

7 7 23 18, 19

8 14 X 20 #후반부 취소(기상악화)

9 7 21 21, 22

10 13 27 23, 24

11 9 27 25, 26

12 7 25 27, 28 #27: 정점 A 취소 (기상악화)

2013 1 8 24 29, 30

2 6 25 31, 32

3 7 26 33, 34 #34: 염분샘플, 교정을 위한 CTD회수

4 9 25 35, 36

#35: 동일모델 대체용CTD투입 (염분

샘플),

#36: 교정완료, CTD투입

5 7 22 37, 38

6 7 26 39, 40 #39: 염분샘플

7 11 41, #41: 염분샘플

Table. 3.2.10. Dates of bi-weekly in-situ observation.

사용한 장비는 Idronaut OS304 CTD (Italy)이며 2013년 4월에는 염분센서의 이상으로

장비 교체가 1회 있었고, 이후 현장에서 해수의 채수를 4회 실시하고 실험실에서 Autosal

장비로 염분을 측정하였다. Autosal 측정결과 CTD의 염분이 약0.02 높은 값을 보여 이를

보정하였다. 그 외 화학적 특성(영양염, 산성화 지표) 분석과 부유 생물시료(식물, 동물

플랑크톤)에 대한 채집 및 분석방법은 앞선 주요 연안역 현장조사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특별히 본 현장조사에서는 식물플랑크톤 색소분석

과 부유성 유공충에 대한 채집이 추가되었다.

HPLC를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색소분석은 Zapata et al. (2000)의 방법을 기초로 사용

하였다. 색소분석을 위한 추출은 여과지를 Freeze-dry 시킨 후 3 ㎖의 95% Aceton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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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4℃에서 24시간 추출하였다. 추출물에 포함된 식물플랑크톤이나 여과지 조각들을

제거하기 위해 직경 25㎜의 teflon(PTFE) syringe filter(MFS. 0.2 ㎛ pore size)를 이용

하였다. 색소 Peak의 변형을 막기 위해 여과된 추출물 1 ㎖에 증류수(milie-Q water)

400 ㎕를 넣고, 내부표준물질(Trans-β-apo-8'-carotenal)을 50 ㎕를 넣어 잘 혼합하여

Shimadzu LC-20A system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중 column 온도는 항온순환기를 이용

25℃를 유지하였다. Chromatogram의 peak에 대한 동정은 표준색소(DHI water &

Environment, Hørsholm, Denmark.)의 retention time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유공충 연구는 선상에서 50μm 플랑크톤 네트를 이용하여 약 2미터 수심까지 수

직으로 내린 다음 약 5분간 해류에 네트를 흘려보내고 끌어올려 일반 해수로 포집병에

유공충을 채집하였다. 약 해수 1리터가 될 때까지 수 회 반복하여 채집하였으며 알코올로

고정하고 봉인 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현장조사 초기 6개월(2011년 10월∼2012년 3월)

은 채집시 유량계를 장착하지 않아 유공충의 정성적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그 외 기간에

는 채집된 유공충의 전체 개체수를 계수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량적 산출양(개체

수/m3)을 계산하였다.

  개체수 산출량 (individual/m3) = 출현 개체수/(πr2*F*count of flowmeter),

  여기서 π는 원주률 (3.14), r은 반지름(0.225), F는 계수 0.3.

실험실로 옮긴 시료는 채수병 위에 있는 해수를 반 이상 버린 후에 남아있는 해수

시료를 조금씩 뽑아내어 패트리 디시에 옮긴 후 실체 현미경을 통해 유공충만을 선별하

였다. 선별된 유공충은 다시 스미어 슬라이드(smear slide)위에서 Saito at al.(1981)와

Ujiie and Ujiie(2000), Ujiie et al.(2003)를 이용하여 동정이 가능한 종만을 현미경하에서

동정하였다. 성장단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크기가 작은 유공충은 동정의 어려움으로 종 동

정을 하지 않았으며 육안으로 종 동정이 확인된 것은 종 동정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사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300, Topcon; JEOL JSM-5610)

촬영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전자 현미경 관찰은 한양대학교와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의 무츠(Mutsu)연구소에서 수행되었다.

다. 결과 및 고찰

(1) 수온 및 염분

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관측자료를 수온염분도(TS diagram)로 Figure

3.2.51에 나타내었다. 제주도 남동부 연안역의 해수 물성은 수온 14.4∼26.8 ℃, 염분 30.7

∼34.6 psu 변화 범위를 보였다. 고염수의 영향을 받는 겨울철(1∼3월)에는 밀도 차가 거

의 나타나지 않는 균질한 상태로 34 psu 이상이며 난류수 영향은 가장 낮아 약 14 ℃였

다. 봄과 가을철에는 수온이 상승하고 염분이 감소하면서 밀도 차가 발생함을 보여주었

다. 여름철(7∼9월)에는 해수특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층의 해황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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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강희석수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ure 3.2.52는 각 관측 정점 가을철(10월)부터 이듬해 봄철(5월)까지 시간에 따른 수

온과 염분의 수직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가을철까지 존재했던 수온약층은 시간이 지

날수록 깊이가 깊어지면서 약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겨울철에는 수온이 감소하

고 염분은 증가하며, 봄철에는 상층에서 수온이 상승하고 염분이 감소하면서 성층이 발달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51. Temperature vs salinity

diagram of the data obtained in the

period from October 2011 to June

2013.



- 152 -

Fig. 3.2.52. Time series of vertical

temperature (left panels) and salinity

(right panels) at three stations (A, top;

B, middle; C, bottom) in the period from

October 2011 to May 2012.

Fig. 3.2.53과 Fig. 3.2.54에 표시한 관측 단면상 수온 및 염분 단면도를 보면 겨울철에

는 대체로 수직적으로 균질성이 높아 연안(정점 A)과 외해(정점 C)의 수온과 염분 차이

는 미비하지만 외해 쪽이 상대적으로 고온고염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봄철에는 수온약층

과 염분약층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수온약층의 구조는 연안보다 외해쪽이 깊게 나

타나면서 해저면 기울기와 평행하게 나타났다. 여름철에는 장강 희석수의 유입으로 강한

성층이 형성되었으며 정점 C의 저층에 저온수 출현은 성층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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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2.53. Vertical temperature (left) and salinity (right) sections in winter.

a) b)

Fig. 3.2.54. Vertical temperature (left) and salinity (right) sections in summer.

Figure 3.2.55는 2013년 6월까지 관측된 수온과 염분 수직 시계열분포도이다. 봄철(5월

후반)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성층은 여름철(8월)에 가장 강하였으며 가을철(10월)에는 약

화되었다. 가을철에는 수온약층이 깊어지면서 저층 수온이 상승하여 난류수의 영향이 강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12년 9월) 외해(정점C) 저층에서는 저온수 (14 ℃)가 출

현하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다. 겨울철 수온과 비슷하지만, 봄철 수온보다 높음. 겨울철 염

분보다는 낮지만, 염분 33.8 psu로 고염수 특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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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5. Time series of temperature (left panel) and salinity (right panel)

data at St. A (top), St. B (middle), and St. C (bottom).

(2) 영양염 및 산성화 인자

(가) 표층 질산염(NO3
-)

표층해수를 채집하여 질산염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3.2.56에 나타냈다. 정점 A

에서 표층 질산염 농도는 0.07∼5.29 μM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3년 2월 7일

에, 최소값은 2012년 7월 7일에 나타났다. 표층 질산염 농도는 2011년 10월 7일부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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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일까지 0.11∼1.33 μM의 범위로 매우 낮았으며, 12월 7일에 3.60 μM로 급격히 증가

하였다. 표층 질산염 농도는 2012년 12월 7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2.71∼3.98 μM의

범위로 비교적 높았으며, 5월 8일부터 감소하여 5월 23일에는 0.33 μM로 매우 낮았다.

2012년 5월 23부터 9월7일 까지 0.07∼1.78 μM의 범위로 비교적 낮았으며, 9월 21일에

4.92 μM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층 질산염 농도가 9월 21일에 급격히 증가한 것은 육지

로부터 하천을 통해 질산염이 공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0월 13일과 28일에

는 1.0 μM 이하로 낮았으며, 11월 9일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 2월 7일에 최고값에

도달했다. 3월 8일부터 4월 25일까지 2.31∼3.65 μM의 범위를 보였으며, 5월 7일에 0.075

μM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표층 질산염 농도는 겨울에 높았고 여름에 낮았다.

정점 B에서 표층 질산염 농도의 시간변화는 전반적으로 정점 A와 유사하였다. 정점

B에서 표층 질산염 농도는 0.04∼5.11 μM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3년 1월 24

일에, 최소값은 2012년 9월 7일에 나타났다. 표층 질산염 농도는 2011년 10월 7일부터 11

월 28일까지 0.07∼0.69 μM의 범위로 매우 낮았으며, 12월 7일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 2월 6일에 4.83 μM로 피크에 도달한 후 4월 24일까지 다시 감소하였다. 2013년

4월 24부터 9월7일까지 0.04∼0.29 μM의 범위로 매우 낮았으며, 정점 A와 마찬가지로,

9월 21일에 3.33 μM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11월 9일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 1월

24일에 최고값에 도달했으며, 2월 25일부터 다시 급격히 감소하여 5월 7일에 0.043 μM의

매우 낮은 값을 보였다.

정점 C에서 표층 질산염 농도의 시간변화도 정점 A, B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점 C에서 표층 질산염 농도는 0.05∼5.32 μM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3년 1

월 24일에, 최소값은 2012년 6월 4일에 나타났다. 표층 질산염 농도는 2011년 10월 7일부

터 11월 28일까지 0.12∼0.46 μM의 범위로 매우 낮았으며, 12월 7일에 2.48 μM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층 질산염 농도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2.64∼4.29

μM의 범위로 비교적 높았으며, 6월 4일에 급격히 감소하여, 0.05 μM의 최소값을 보였다.

2012년 6월 4부터 10월28일까지 0.05∼1.17 μM의 범위로 비교적 낮았다. 11월 9일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 1월 24일에 최고값에 도달했으며, 2월 7일부터 다시 급격히 감

소하여 5월 7일에 0.06 μM의 매우 낮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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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6. Temporal variations of surface nitrate concentrations (µmol

L-1 = μM) at station A, B and C from October 7th 2011 to May 7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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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층 인산염

인산염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3.2.57에 나타냈다. 정점 A에서 표층 인산염 농

도는 0.030∼0.59 μM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3년 2월 7일에, 최소값은 2011년

5월 23일에 나타났다. 표층 인산염 농도는 2012년 10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0.085∼

0.12 μM의 범위로 비교적 낮았으며, 12월 7일에 0.29 μM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2년

12월 7일부터 2013년 5월 8일까지 0.14∼0.45 μM의 범위로 비교적 높았으며, 5월 23일

에 급격히 감소하여 최소값을 보였다. 2012년 5월 23부터 9월 7일까지 0.030∼0.084 μM

의 범위로 매우 낮았으며, 9월 21일에 0.37 μM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2년 9월 21일부

터 2013년 4월 25일까지 0.26-0.59 μM의 범위로 비교적 높았으며, 5월 7일에 0.11 μM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표층 인산염 농도도 질산염 농도와 마찬가지로, 겨울에

높았고 여름에 낮았다. 특이한 사항은 표층 인산염 농도가 2011년에는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0.1 μM 내외로 낮았은데, 2012년에는 9월 말부터 계속해서 0.3 μM 이상으로 높았

다.

정점 B에서 표층 인산염 농도의 시간변화는 전반적으로 정점 A와 유사하였다. 정점

B에서 표층 질산염 농도는 0.010∼0.64 μM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3년 2월 7

일에, 최소값은 2012년 6월 29일에 나타났다. 표층 인산염 농도는 2011년 10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0.055∼0.11 μM의 범위로 비교적 낮았으며, 12월 7일부터 급격히 증가하

여, 2012년 2월 6일에 0.29 μM로, 피크에 도달한 후 4월 24일까지 다시 감소하였다.

2013년 4월 24부터 9월7일까지 0.010∼0.063 μM의 범위로 매우 낮았으며, 9월 21일에

0.31 μM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3월 8일까지 0.27∼0.64 μM

의 범위로 비교적 높았으며, 4월 10일에 0.084 μM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정점 C에서 표층 인산염 농도의 시간변화도 정점 A, B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점 C에서 표층 인산염 농도는 0.027∼0.52 μM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2년

11월 27일에, 최소값은 2012년 7월 7일에 나타났다. 표층 인산염 농도는 2011년 10월 7일

부터 11월 28일까지 0.097∼0.11 μM의 범위로 매우 낮았으며, 12월 7일부터 급격히 증가

하여, 2012년 1월 10일에 0.35 μM로, 피크에 도달한 후 6월 4일까지 다시 감소하였다.

2013년 6월 4부터 9월7일까지 0.027∼0.063 μM의 범위로 매우 낮았으며, 9월 21일에

0.27 μM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3월 8일까지 0.25∼0.52 μM

의 범위로 비교적 높았으며, 5월 7일에 0.091 μM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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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7. Temporal variations of surface phosphate concentrations (µmol

L-1 = μM) at station A, B and C from October 7th 2011 to May 7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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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층 규산염

규산염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3.2.58에 나타냈다. 정점 A에서 표층 규산염 농

도는 3.76∼14.3 μM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3년 2월 7일에, 최소값은 2012년

5월 23일에 나타났다. 표층 규산염 농도는 질산염, 인산염과는 달리, 뚜렷한 계절변동을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봄에 낮았고 겨울에 높았다. 표층 규산염 농도는 매우 큰 연변동

을 보여, 2012년 1월에 관측한 값(8.04 μM)보다 2013년 1월에 관측한 값(14.3 μM)이 2배

가까이 높았다. 2012년 8월 14일과 9월 21일에 10 μM 이상의 높은 농도를 보였는데, 이

것은 제주도에 강한 강우로 인해 육지로부터 하천을 통해 규산염이 많이 공급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층 규산염 농도는 질산염, 인산염 농도와 달리 여름에도 4 μM

이상으로 유지되어 표층해수에서 고갈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식물플랑크톤 성장이 규산염

에 의해 제한받지 않음을 지시해준다.

정점 B에서 표층 규산염 농도의 시간변화는 정점 A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

점 B에서 표층 질산염 농도는 3.46∼14.8 μM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3년 1월

8일에, 최소값은 2012년 5월 23일에 나타났다. 표층 질산염 농도는 정점 B에서도 뚜렷한

계절변동을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뚜렷한 계절변동을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봄에 낮

았고 겨울에 높았으며, 매우 큰 연변동을 보였다. 정점 A에서는 2012년 8월 14일과 9월

21일에 10 μM 이상의 최고치를 보였는데, 정점 B에서는 이 시기에 8.0 μM의 높은 값을

보였다. 이것은 정점 A가 제주도 연안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하천으로부터 유입

된 규산염이 더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정점 C에서 표층 규산염 농도의 시간변화는 정점 A, B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점 C에서 표층 질산염 농도는 3.25∼14.6 μM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3년 1

월 8일에, 최소값은 2012년 6월 4일에 나타났다. 표층 규산염 농도는 정점 C에서도 뚜렷

한 계절변동을 보이지 않고 봄에 낮고 겨울에 높았으며, 매우 큰 연간 변동을 보였다. 하

지만 정점 A와 B에서 2012년 8월 14일과 9월 21일에 보였던 높은 값은 정점 C에서는 보

이지 않았다. 이것은 정점 C가 제주도 연안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주

도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규산염이 정점 C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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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8. Temporal variations of surface silicate concentrations (µmol L-1 =

μM) at stations A, B and C from October 7th 2011 to May 7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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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층 알칼리도

표층해수를 채집하여 알칼리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3.2.59에 나타냈다. 정점 A에

서 표층 알칼리도는 2120.6∼2323.8 µeq kg-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1년 10월

27일에, 최소값은 2012년 6월 29일에 나타났다. 표층 알칼리도는 규산염과 유사하게, 뚜렷

한 계절변동을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여름에 낮았고 가을에 높았다. 표층 알칼리도는

2012년 6월 29일에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이시기에 홍수로 인해 담수가 많이 유입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알칼리도는 해수에 비해 담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담수 유입은 알칼리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여름에 알칼리도가 낮은 것은 강우에

의해 염분이 다른 계절에 비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계절에서는

2257.5∼2323.8 µeq kg-1의 범위로 뚜렷한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정점 B에서 표층 알칼리도의 시간변화는 전반적으로 정점 A와 유사하였다. 표층 알칼

리도는 2165.4∼2319.4 µeq kg-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1년 10월 7일에, 최소

값은 2012년 6월 29일에 나타났다. 표층 알칼리도는 정점 B에서도 뚜렷한 계절변동을 보

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여름에 낮았고 가을에 높았다. 정점 A에서 2012년 6월 29일에 보

였던 알칼리도의 급격한 감소는 정점 B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정점 B가 정점

A에 비해 제주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계절에서는 2199.7∼2319.4 µeq kg-1의 범위로 뚜렷한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정점 C에서 표층 알칼리도의 시간변화는 전반적으로 정점 A, B와 유사하였다. 표층

알칼리도는 2101.1∼2323.9 µeq kg-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1년 10월 27일에,

최소값은 2012년 6월 29일에 나타났다. 표층 알칼리도는 정점 C에서도 뚜렷한 계절변동

을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여름에 낮았고 가을에 높았다. 정점 B와 달리, 정점 A에서

2012년 6월 29일에 보였던 알칼리도의 급격한 감소가 정점 C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점 C는 제주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된

담수가 정점 C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것은 이 정점에서 매우 강한 강우에 의

한 직접적인 영향이거나 장강에서 유출된 담수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정점 C에서도 여름

을 제외한 다른 계절에서는 2226.9∼2319.4 µeq kg-1의 범위로 뚜렷한 변동을 보이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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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9. Temporal variations of surface alkalinity at station A, B and C

from October 7th 2011 to May 7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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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표층 용존 무기탄소

표층해수를 채집하여 용존무기탄소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3.2.60에 나타냈다. 정점

A에서 표층 용존무기탄소는 1966.9∼2155.0 µmol kg-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1년 12월 21일에, 최소값은 2012년 7월 23일에 나타났다. 표층 용존무기탄소는 알칼리

도와 달리 뚜렷한 계절변동을 보여, 여름에 최소 농도를 보였고, 가을로 갈수록 점차 증

가하여 겨울에 최고 농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용존무기탄소가 뚜렷한 계절변동을 보인 것

은 여름에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용존무기탄소가 섭취되어 농도

가 감소하고 가을로 갈수록 수층 혼합에 의해 용존무기탄소 농도가 높은 심층수가 표층

으로 유입되어 농도가 증가하였다. 겨울에는 혼합층 깊이가 증가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수층 혼합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 표층 용존무기탄소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된

다.

정점 B에서 표층 용존무기탄소의 시간변화는 정점 A와 매우 유사하였다. 표층 용존무

기탄소는 1962.1∼2158.5 µmol kg-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1년 12월 21일에,

최소값은 2012년 6월 29일에 나타났다. 정점 B에서도 정점 A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계절

변동을 보였다. 2012년 겨울에 측정한 값들보다 2011년 겨울에 측정한 값들이 30∼40

µmol kg-1 가량 높아서 경미한 연변동이 관측되었다.

정점 C에서 표층 용존무기탄소의 시간변화는 정점 A, B와 매우 유사하였다. 표층 용

존무기탄소는 1994.8∼2170.4 µmol kg-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1년 12월 21

일에, 최소값은 2012년 7월 23일에 나타났다. 정점 C에서도 정점 A, B와 마찬가지로 뚜

렷한 계절변동을 보였으며, 2012년 겨울에 측정한 값들보다 2011년 겨울에 측정한 값들

이 40∼50 µmol kg-1 가량 높아서 경미한 연변동이 관측되었다. 정점 A에서 평균 용존무

기탄소 농도는 2074.9 µmol kg-1, 정점 B에서는 2071.8 µmol kg-1, 정점 C에서는 2072.1

µmol kg-1로, 세 정점에서 평균 용존무기탄소 농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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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0. Temporal variations of surface dissolved inorganic carbon at

station A, B and C from October 7th 2011 to May 7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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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표층 pH

표층해수를 채집하여 pH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3.2.61에 나타냈다. pH는 수온에 의

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온 25 ℃에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다. 정점 A에서 표층

pH는 7.97∼8.17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2년 7월 23일에, 최소값은 2012년 6

월 29일에 나타났다. 정점 A에서 평균 pH는 8.07로 전세계 대양의 평균 pH(8.10)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층 pH는 뚜렷한 계절변동을 보이지 않았고 시간에 따라 심한

변동을 나타냈다. 2012년 여름에 최소값과 최고값이 동시에 나타났다. 2012년 6월 29일과

9월 7일에 표층 pH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강우 또는 장강희석수의

유입에 의해 pH가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점 B에서 표층 pH의 시간변화는 정점 A와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표층 pH는

7.96∼8.18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1년 10월 27일에, 최소값은 2013년 2월 6일

에 나타났다. 정점 B에서 평균 pH는 8.09로, 정점 A의 평균 pH보다 약간 높았다. 표층

pH는 뚜렷한 계절변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대체로 겨울에 낮았고 여름에 높았다. 정점 A

에서 2012년 6월 29일과 9월 7일에 보였던 표층 pH의 급격한 감소는 정점 B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것은 정점 B에서는 여름에 담수유입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지시해 준다.

정점 C에서 표층 pH의 시간변화는 정점 B보다는 정점 A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표

층 pH는 7.92∼8.19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값은 2012년 4월 24일에, 최소값은 2012년

6월 29일에 나타났다. 정점 C에서 평균 pH는 8.07로, 정점 A에서와 동일하였다. 표층 pH

는 정점 A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계절변동을 보이지 않았고 시간에 따라 심한 변동을 나

타냈다. 정점 C에서도 정점 A와 마찬가지로, 2012년 6월 29일과 9월 7일에 표층 pH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국, 2012년 6월 29일과 9월 7일에 pH의 급격한 감소는 정점 A, C

에서는 관측되었지만, 정점 B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 만약 pH 감소가 강우에 의한 담

수 유입이 원인이라면, 세 정점 모두에서 관측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2년 6월 29일과 9

월 7일에 pH의 급격한 감소는 강우에 의한 담수유입보다는 장강에서 유출된 담수가 제

주도 연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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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1. Temporal variations of surface pH at station A, B and C from

October 7th 2011 to May 7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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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석(aragonite) 포화도

점점 A, B, C에서 2011년 10월 7일부터 2013년 5월 7일까지 15일 간격으로 측정한 알

칼리도와 용존무기탄소 자료로부터 계산한 선석 포화도를 Figure 3.2.62에 나타냈다. 선석

포화도가 1 이상이면 과포화 상태로 선석이 녹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고, 1 이하면

불포화 상태로 선석이 녹는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점 A에서 선석 포화도는 1.60

∼2.82의 범위로서 과포화 상태를 나타냈다. 선석 포화도는 pH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계

절변동을 보이지 않았고 시간에 따라 심한 변동을 나타냈다. 선석 포화도의 시간변화는

pH의 시간변화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선석 포화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 pH이기 때문이다. pH가 감소하면 선석 포화도도 감소하고 pH가 증가하면 선

석 포화도도 증가한다.

정점 B에서 선석 포화도의 시간변화는 정점 A와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선석 포

화도는 1.60∼2.77의 범위를 나타내, 정점 A와 마찬가지로 과포화 상태를 나타냈다. 정점

B에서 선석 포화도는 뚜렷한 계절변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대체로 겨울에 낮았고 여름에

높았다. 일반적으로 선석 포화도는 겨울에 낮고 여름에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겨울에 수

온이 감소하면 이산화탄소 용해도 증가하여 해수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들어

pH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점 B에서 선석 포화도가 겨울에 낮고 여름에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수온에 의한 pH 변화 때문이다.

정점 C에서 선석 포화도의 시간변화는 정점 B보다는 정점 A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

다. 선석 포화도는 1.42∼2.70의 범위를 나타내, 정점 A, B와 마찬가지로 과포화 상태를

나타냈다. 선석 포화도는 정점 A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계절변동을 보이지 않았고 시간

에 따라 심한 변동을 나타냈다. 정점 A와 C에서 여름에 선석 포화도가 낮게 관측된 것은

장강희석수의 유입으로 인한 pH의 감소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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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2. Temporal variations of surface aragonite saturation states at

stations A, B and C from October 7th 2011 to May 7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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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플랑크톤

제주 부이정점의 현장관측에서 측정된 표층 엽록소 농도는 0.09～2.62 ㎍ L-1의 범위를

보였다(Fig. 3.2.63). 동계에는 농도가 낮고 수직변화가 없으며 2012년 3월 중순이후 표층

에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4월말과 5월초사이에는 식물플랑크톤 춘계대증식에 의

해 엽록소 농도의 뚜렷한 증가가 있었다. 6월부터 8월까지 고수온기에는 SCM층이 형성

되었으며 이는 밀도약층의 현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9월 중순과 10월 중순에

엽록소 농도 증가가 나타나는데 수온약층이 사라지며 저층으로부터의 영양염 공급에 따

라 식물플랑크톤 추계대증식의 발생에 따른 현상이다. 10월말부터 3월까지는 일사량이

감소와 저수온등의 환경에 의해 낮은 엽록소 농도를 나냈으며 수층혼합의 영향으로 수직

적으로 유사한 농도를 나타냈다.

Fig. 3.2.63. Vertical distribution of chlorophyll concentrations for different

seasons.

세포 직경이 3 ㎛이하인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이 전체 엽록소 농도에 차지하는 비율을

Figure 3.2.64에 나타냈다.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은 2012년 동계와 춘계에는 약 25～35%의

비율을 나타내다 5월 중순 이후 급격히 증가 하였으며, 2013년에도 유사한 변화를 보였

다.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은 고수온기에 밀도약층이 형성되며 표층의 엽록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 생체량 기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의 전지

구적 분포 경향과 유사한 결과이다(Agawin et al. 1998; Li 1998; Paertensky et al.

1999). 따라서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 기여율은 수온과 밀도약층의 발달을 반영함

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를 감시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이용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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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4. Seasonal changes of pico-fraction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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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역의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를 파악하고자 HPLC를 이용하여 주요 식물플랑크

톤 분류군의 지시색소(Jeffrey and Vesk 1997)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Figure

3.2.65에 나타냈다. Peridinin은 와편모조류의 지시색소로서, 표층에서는 춘계인 5월초와

8～10월에 높은 농도를 보였다. 이는 와편모조류가 춘계와 추계 대증기에 생체량이 증가

하는 특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Fucoxanthin은 규조류, 후각편모조류, 황색편모조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나 규조류의 대표적인 지시색소이다. 춘계에 표층 평균 232.4 ngℓ-1의

높은 농도를 보였다. 추계에 약간의 증가를 나타냈으나 뚜렷하지 않아, 연중 1회의 대발

생을 나타냈다.

착편모조류의 지시색소인 19′-Hexanoyloxyfucoxanthin은 2012년 5월8일에 270.94 ng

ℓ-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저수온기인 1～3월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은편모조류의 지시색소인 alloxanthin은 시기별로 평균 9.6～26.9 ngℓ-1의 범위를

보였다. 춘계와 추계에 높고 하계에 낮아지는 계절 변화가 나타났다. 초미소 남세균인

Synechococcus는 Zeaxanthin을 지시색소로 가지고 있어 색소를 이용한 출현 양상의 파악

이 용이하다. Zeaxanthin의 농도는 저수온기에 낮고 수온의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 다른 지시색소의 계절변화와 차이를 나타냈다. 녹조류의 지시색소인

chlorophyll b는 춘계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2012년과 2013년의 동계에 다른 농

도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지시색소 분포를 통해 와편모조류, 규조류, 은편모조류, 녹조류가 춘계 식물

플랑크톤 대증식을 일으키는 주요 식물플랑크톤 분류군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와편

모조류와 은펀모조류는 추계 대증식기의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반면 하계에는 초미소 남세균인 Synechococcus의 생체량 증가가 뚜렷한 특

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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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5. Distribution of indicator pigment concentrations in the surfac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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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소 남세균인 Prochlorococcus는 chlorophyll a와 함께 divinyl a라는 독특한 지시

색소를 갖고 있다(Goericke and Repta 2992). Divinyl a 는 9∼10월 사이에만 검출되는

독특한 분포를 나타냈다(Fig. 3.2.66). 이러한 분포는 외양의 고염환경에 제한되어 분포하

는 Prochlorococcus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고온이나 장강희석수의 영향으로

저염환경이 나타난 7월과 8월에는 검출되지 않아 Prochlorococcus가 쿠로시온 분지류의

물리특성과 유사한 환경에만 분포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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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6. Emerging characteristics of divinyl-a pigment.  

식물플랑크톤 군집 구조는 수온 변화 와 빛 및 영양염류에 대한 경쟁 등 다양한 요인

들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기인한 환경 요인들의 변화는 식물플랑크톤의 생장

및 군집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결과 생지화학적 순환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조사 정점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 및 군집구조는 계절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온대해역에서 식물플랑크톤은 봄, 가을철에 높은 성장

을 보이고 겨울철에는 낮은 성장을 보인다(Nybakken and Bertness 2005) 본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을 대변할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진 엽록소 농도는 춘계에 표층부터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표층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대치를 보인다. 하계에 성층이 형성됨에 따라 표층에서 엽록소 농도는 감소하

고 SCM(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층이 형성된다. 추계에 다시 표층 엽록소 농

도 증가를 보이는데, 성층이 약화되며 저층으로부터 표층으로 영양염 공급이 활발해짐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추계 대증식에 따른 현상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정점이 전형적인 온

대수역의 계절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계절별 표층 엽록소 농도에 대한 세포직경이 3㎛이하인 초미소 식물플랑크톤 기여율

은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하계에 60% 이상의 높은 기여율을 보였다. 하계의 높은

엽록소 기여율은 추계까지 이어졌으며, 동계에 40% 이하로 감소하였다. 초미소 식물플랑

크톤의 엽록소와 일차생산에 대한 기여율은 빈영양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서 전체 식물

플랑크톤 군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냉대 수역에 비해 열대 해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Odate and Maita, 1988; Iriarte and Purdie, 1994). 박 등 (2008)의 제

주 연안 및 남해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Picoeukaryotes는 수온이 13℃ 이하일 경우

낮은 개체수를 보이며, 15℃ 이상에서 개체수가 증가하여 높은 풍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초미소 식물플랑크톤 중 주로 온대해역에서 우점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Synechococcus의 생장이 가능한 최적 생장 수온은 약 24-28℃이며, 20℃ 이하의 수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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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gawin et al. 1998; Partensky et al. 1999;

Boyd 2010). 이는 본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Synechococcus를 지시하는 색소인

zeaxanthin이 하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강유출수에 기인한 저염수는 다량의

영양염을 함유하고 있어 동중국해에서 주요 영양원이며, 따라서 저염수의 확장은 영양염

공급 측면에서도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의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Gong et al. 1996;

Jiao et al. 2002). 따라서 하계에 계절적인 영향으로 수온이 상승하고, 장강유출수에 의한

영양염의 공급에 의해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엽록소 농도에 대한 초

미소 식물플랑크톤의 기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플랑크톤 군집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를 이용하여 지시색소를 분석하였다. 지시색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각각의 색소들을 분리한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조사 해

역에서 Synechococcus를 지시하는 zeaxanthin을 제외한 나머지 색소들은 춘계에 높은 수

치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사 해역에서는 엽록소 농도가 춘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춘계에는 동중국해 대륙붕수역의 식물플랑크톤 대증식 시기로 거의

대부분의 분류군들의 생체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와편모조류와 은편모조류를 지시

하는 peridinin과 alloxanthin은 춘계 증가 이후 하계 감소하였다가 추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출현 양상은 춘계와 추계에 개체수 증가를 유도하는 환경 조

건이 와편모조류와 인편모조류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규조류는

연안에서 수층의 상하 교반이 원할한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Lavaud,

2007), 본 조사에서도 규조류를 지시하는 fucoxanthin는 춘계 성층이 형성되기 전 표층에

서 높은 생체량을 보이다가 성층이 형성되면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Synechococcus와 함께 해양의 주요 남세균인 Prochlorococcus는 아열대 또는 열대 해

역에서 매우 중요한 일차생산자로 우점하여 출현하며, 15℃ 이하의 수온에서는 생장이 제

한되어 아극 또는 극지방에서는 출현하지 않는다(Cavender-Bares et al., 2001; Johnson

et al., 2006). 따라서 한국 남해 및 동중국해 해역의 동계환경에선 기본적으로 생장이 어

렵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Prochlorococcus를 지시하는 Divinyl chl a는 표층과 SCM층

모두에서 9월과 10월에만 제한적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는

쿠로시오 해류의 분지류인 대마 난류는 가을철에 세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uo et al. 2006). 따라서 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던 Prochlorococcus가 춘계에 쿠로시오

해류의 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해류를 타고 본 조사 해역까지 운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계 수온이 하강하고 쿠로시오 해류의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다시 출현이 제한되는 것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Prochlorococcus가 쿠로시오 분지류의 유입에 대

한 지표종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10년 이후에 대한 해

협을 통한 쿠로시오 분지류의 유입량이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박영규

미발표자료). 따라서 쿠로시오 분지류를 통해 유입되는 Prochlorococcus의 출현 양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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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 플랑크톤

(가) 중형 동물플랑크톤 생체량

조사기간에 중형 동물플랑크톤의 평균 총 생체량(Fig. 3.2.67)은 정점 A는 6.4 mgC

m-3, 정점 B가 9.3 mgC m-3, 정점 C는 9.5 mgC m-3으로서 정점 A의 생체량이 상대적으

로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두 정점의 생체량은 비슷하였다.

중형 동물플랑크톤 총 생체량의 계절변화를 보면(Fig. 3.2.68), 총 생체량의 최대치는

2011년 12월 초와 2012년 9월에 두 번 관찰되었다. 2011년 12월 초의 최대치는 정점 B와

정점 C에서만 나타났으며, 2012년 9월의 최대치는 세 정점에서 모두 나타났다. 중형 동물

플랑크톤 총 생체량은 1월에 가장 낮고 5월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7월말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9월에 최대치를 보인 후 다시 1월의 낮은 생체량 수준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따라서 총 생체량은 대체로 수온이 높은 시기에 증가하였다. 2011년 11월말∼12월

초의 최대치는 다소 예외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더 많은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연간 변동

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Fig. 3.2.67. Mean biomass of mesozooplankton at

three stations in the southeastern coast of Jeju

Island.

Fig. 3.2.68. Bi∼weekly variations of mesozooplankton biomass at three stations

from Oct 9, 2011 to May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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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중형 동물플랑크톤 5개 크기그룹의 평균 생체량의 조성률을 비교하면(Fig.

3.2.69), 정점 A는 0.5∼1.0mm, 1.0∼2.0mm 크기그룹이 비슷하게 우세하였으나, 정점 B와

정점 C는 1.0∼2.0mm 크기그룹의 생체량이 우세하였다. <1mm 크기그룹의 생체량 조성

률은 정점 A가 44.5%, 정점 B가 30.2%, 정점 C는 27.2%로서 정점 A에서 상대적으로 작

은 크기의 중형 동물플랑크톤의 조성률이 높았다.

조사 정점별 중형 동물플랑크톤 5개 크기그룹의 조성률의 계절변화를 보다 쉽게 보

기 위하여 격주 자료를 계절별(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 12∼1월)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먼저 정점 A의 중형 동물플랑크톤 크기그룹 생체량의 조성률의 계절

변화를 보면(Fig. 3.2.70),일반적으로 계절변화의 패턴이 뚜렷하지 않고, 계절/연도에 따라

서 조성률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패턴을 보면, 2.0∼5.0mm 크기그룹의 경우,

2012년 봄에 우세하였고, 1.0∼2.0mm의 경우, 2011년 가을과 겨울, 2013년 봄에 우세하였

으며, 0.5∼1.0mm의 경우, 2011년 겨울, 2012년 여름과 가을에 우세하였다. 그리고 0.2∼

0.5mm의 경우, 2012년 겨울에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다음으로 정점 B의 중형 동물플랑

크톤 크기그룹 생체량의 조성률의 계절변화를 보면(Fig. 3.2.71), 2012년 봄과 여름을 제

외하면 1.0∼2.0mm 크기그룹이 우세하였다. 한편 2012년 여름에는 0.2∼0.5mm 크기그룹

이 우세하였고, 2012년 봄에는 2.0∼5.0mm 크기그룹이 우세하였으며, 2013년 봄에는

>5mm 크기그룹(주로 살파류)이 우세하였다. 끝으로 정점 C의 중형 동물플랑크톤 크기그

룹 생체량의 조성률 변화를 보면(Fig. 3.2.72), 정점 B와 비슷하게, 2012년 봄을 제외하면

1.0∼2.0mm 크기그룹이 우세하였다. 2012년 봄에는 2.0∼5.0mm, 2013년 봄에는 >5mm

크기그룹(주로 살파류)이 우세하였다. 우리나라 남해안의 경우, 1997년 4월과 6월에 살파

류가 대량 출현하여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었으며(강 등, 2000), 최근 대한해협에서도

젤라틴성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Hwang et al., in

press). 살파류의 식성은 다양하여 박테리아부터 대형 규조류 크기의 부유입자를 섭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각류의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살파류가 증가하게 되면,

생태계 먹이망의 영양역학 구조에 영향을 주어, 보다 상위영양단계인 어류의 생산량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강 등, 2000).

중형 동물플랑크톤 총 생체량(3개 정점의 총 생체량을 모두 포함)과 5m와 10m 수심

의 수온과의 관계를 보면(Fig. 3.2.73), 중형 동물플랑크톤 총 생체량은 5m와 10m 수심의

수온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5m 수온:r2=0.248, p<0.001;10m 수온: r2=0.261,

p<0.001), 수온만으로 중형 동물플랑크톤 총 생체량 변동의 25∼26%가 설명이 되었다.

각 정점별 중형 동물플랑크톤 총 생체량과 10m 수심의 수온과의 관계를 보면(Fig.

3.2.74), 모든 정점에서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중형 동물플랑크톤 총 생체량은 증가하였으

며(정점 1과 정점 2: r2=0.295, p<0.001; 정점 3: r2=0.195, p<0.01), 수온에 의하여 중형 동

물플랑크톤 총 생체량의 20∼30%가 설명되었다. 한편, 중형 동물플랑크톤 총 생체량과 5

개 크기그룹의 생체량(정점 B의 경우만 고려)은 수층의 평균 엽록소와 유의한 상관을 보

이지 않았으며(Fig. 3.2.75), 표층, 10m 수층의 엽록소양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

다. 북부 동중국해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mm 크기그룹의 중형 동물플랑크톤 생체

량은 수층의 평균 엽록소와 양의 상관을 보였는데(최 등, 2011), 제주도 남부 연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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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북부 동중국해가 장강의 담수나 쿠로시오 저

층해류의 용승 등(Chen and Wang 1999)에 의하여 증가된 부유성 유기탄소(김 등, 2009)

의 영향을 더 받는데 반해, 제주도 남부 연안의 정점 2와 정점 3은 상대적으로 식물플랑

크톤과 같은 먹이원보다 쓰시마난류의 세기나 유입되는 해수의 수온 변화에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조사에서 2013년 봄의 경우,>5mm 크기그룹(예, 살파류)의 조성률이 다른 계절 또

는 2012년 봄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는데(Figs. 3.2.67-3.2.68), 이와 같이 젤라틴성 동물

플랑크톤인 살파류 조성률의 계절 변화나 연변동은 쓰시마난류의 세기 변화와 함께 먹이

원의 공급도 관련될 것이다(강 등, 2000). 제주 남동부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쓰시마난류

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가을철(예, 10월∼12월)을 제외하면 쿠로시오에서 분지한 쓰시마난

류보다 대만-쓰시마난류 시스템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Isobe, 1999) 쓰시마난류의 기

원에 따라서도 제주 남동부 연안에 출현하는 살파류의 양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보다 정확한 중형 동물플랑크톤 크기그룹 생체량의 장기변화 패턴과 변동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조절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핵심 정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통한 시계열 자료 축적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조사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쓰시마난

류 기원의 변동성이나 수괴 특성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이다.

온대해역에서 수온이 증가할 경우, 식물플랑크톤 가운데는 크기가 작은 초미소플랑

크톤(picoplankton)의 조성률이 높아질 수 있다. 요각류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중형동물플

랑크톤은 초미소플랑크톤을 효율적으로 섭식할 수 없기 때문에, 소형동물플랑크톤(예, 원

생동물)에 의한 식물플랑크톤 섭식압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식물플랑크톤 생산력에

대한 소형동물플랑크톤의 섭식압이 요각류의 섭식압과 비슷할 수도 있으며(Calbet, 2001),

규조류 중심의 고전적인 먹이망보다는 미세생물먹이망의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다.

Fig. 3.2.69. Composition of size∼fractionated

mesozooplankton biomass at three stations. The unit in

the five size group is mill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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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0. Seasonal variation in composition of size∼fractionated mesozooplankton

biomass at station A.

Fig. 3.2.71. Seasonal variation in composition of size-fractionated mesozooplankton

biomass at station B.

Fig. 3.2.72. Seasonal variation in composition of size-fractionated mesozooplankton

biomass at stat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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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3. Mesozooplankton biomass (pooled data from

three stations) related to water temperatures of 5m (left)

and 10m (right) depth.

Fig. 3.2.74. Mesozooplankton biomass at three stations

related to water temperature of 10m depth.

Fig. 3.2.75. Size∼fractionated and total biomass of

mesozooplankton related to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st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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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유성 중형 동물플랑크톤 개체수 및 종조성

조사기간 동안에 제주 연안의 3개 정점에서 출현한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는 평균

1000 ind. m-3 내외로 정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조사시기에 따른 개체수

변화도 모든 조사정점에서 1∼4월에 낮고 7∼11월에 높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Fig.

3.2.76). 요각류의 변화양상은 모든 조사정점에서 전체 동물플랑크톤과 매우 유사하였다.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안정 정도를 지시하는 종다양성 지수는 3개의 조사정점에서 평균

2.1(정점 A)∼2.3(정점 C)의 범위로 유사하였으며, 다른 조사월에 비해 9월에서 12월 사

이에 다소 높은 값을 보였다(Fig. 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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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6. Variations of total zooplankton and

copepods abundance, and diversity index at each

sampling station in the coastal area of Je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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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류군의 점유율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3개 정점 모두에서 요각류가 평균 80%

이상의 점유율로 전체 동물플랑크톤의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3.2.77). 다음

으로 소형 해파리류와 척삭동물 Oikopleura spp. 등을 포함하는 gelatinous zooplankton

이 모든 정점에서 평균 8% 이상으로 우점하는 분류군이었고, 특히 가장 외해역에 위치한

정점 C에서는 이벤트성의 높은 점유율(>30%)이 관찰되었다. 패충류(ostracods) 또한 평

균 4% 내외로 모든 조사정점에서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패충류의 출현

양상을 통해 난류의 유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Tanaka, 2008),

향후 패충류의 분류 및 출현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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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7. Variations in relative composition of

zooplankton major taxa at each sampling station in the

coastal area of Je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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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정점에서 출현한 동물플랑크톤의 우점종은 calanoid 및 cyclopoid 요각류의 미성숙

체, 소형 요각류 3종(Paracalanus aculeatus, Paracalanus parvus, Oithona similis),

Oikopleura spp, Ostracods 등이었다(Table 3.2.11). 이 7종이 모든 조사정점에서 전체 동

물플랑크톤의 75%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calanoid 요각류의 미성숙체가 모든 조

사정점에서 최우점종으로 출현하였다. 다음으로 정점 A와 C에서는 cyclopoid 요각류의

미성숙체가, 정점 B에서는 소형 요각류 P. aculeatus가 차우점종으로 출현하였다. P.

aculeatus의 경우에는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고수온, 고염분의 수괴

특성을 가진 쿠로시오 해류가 유입되는 해역에서 높은 개체수를 보이는 대표적인 난류종

으로 알려져 있다(Hsieh et al. 2004; Liao et al. 2006; Lan et al. 2009).

동물플랑크톤 군집구조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k∼dominance curve의 결과에서 점

유율이 높은 상위 5종을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연안에 인접한 정점 A에서 외해역의

정점 C로 가면서 누적우점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2.78). 이는 외해역의

정점 C에서 동물플랑크톤 군집구조의 안정성이 정점 A, B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점유

율 상위 5종의 k∼dominance curve를 조사월별로 살펴보면, 정점 A와 B의 누적우점도는

6월과 7월에 높고 10월과 12월에 낮은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외해역의 정점 C의 경우에

는 5월과 6월에 높고 4월과 10월에 낮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괴의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각류에 대해 Kim(1985), 강(1992), Hsieh et

al.(2004)의 문헌을 참고하여 연안성 요각류(neritic copepods)와 외양성 요각류(oceanic

copepods)를 구분하여 이들의 출현양상을 Figure 3.2.79에 나타냈다. 대표적인 외양성 요

각류에는 Canthocalanus pauper, Cosmocalanus darwini, Paracalanus aculeatus,

Scolecithrix danae, Temora discaudata, Undinula vulgalis, Acrocalanus 속, Candacia

속, Clausocalanus 속, Eucalanus 속, Euchaeta 속 등이 포함된다. 분석결과, 외양성 요각

류의 점유율이 3개의 조사정점에서 평균 55∼58% 유사하였으며, 외해역의 정점 C에서

다소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정점 A와 B에는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난류종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았으며, 4∼7월에는 연안종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외해역의 정점 C에서 외양성 요각류의 점유율은 8개월(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에 걸쳐

외양성 요각류의 점유율이 60%를 상회하였으며, 5월과 6월에 급격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

여 정점 A, B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동물플랑크톤의 종조성 및 개체수 자료에 근거한 MDS 분석 결과, 정점 A, B에서는

주로 9∼12월과 1월의 조사월이 포함되는 그룹과 나머지 조사월의 그룹으로 대별되는 양

상을 보였다(Fig. 3.2.80). 반면에 외해역의 정점 C의 경우에는 주로 5월과 6월의 조사월

을 포함하는 그룹과 나머지 조사월을 포함하는 그룹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 정점 A,

B와 출현양상이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해역에 유입되는 난류의 유입시

기와 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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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on / Station

St. A St. B St. C

Mean

(ind.

m∼3)

%

Mean

(ind.

m∼3)

%

Mean

(ind.

m∼3)

%

Calanoid copepodites 417 36.1 402 36.9 272 28.7

Cyclopoid copepodites 149 12.9 106 9.7 140 14.8

Paracalanus aculeatus 109 9.4 122 11.2 101 10.7

Paracalanus parvus 87 7.5 91 8.4 66 6.9

Oikopleura spp. 74 6.4 77 7.1 55 5.9

Oithona similis 57 5.0 57 5.3 62 6.5

Ostracods 27 2.3 17 1.6 32 3.4

Sum 921 79.7 873 80.3 728 76.9

Table 3.2.11. Dominant species contributing >75% to the relative abundance

during the study period in the coastal area of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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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8. The k-dominance curves of the

zo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during the study

period in the coastal area of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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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9. Variations in relative composition of neritic and

oceanic copepods at each sampling station in the coastal area of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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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0. Two-dimensional non-metric MDS

ordination plot of zooplankton abundance during

the study period in the coastal area of Jeju .

④ 부유성 소형 요각류의 종조성 및 출현량

제주 남동해역의 3개 정점에서 10월부터 2월까지 격주조사를 통하여 채집된 부유성

소형 요각류의 종조성 및 출현종 변화를 조사하였다.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모든 조사 시기에 난류종이 출현하였다. 연안・냉수종인 Corycaeus affinis은 2011년 10∼

12월, 2012년 1, 2월, 10∼12월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기간 동안 출현하였다. 모든 시기에

출현한 종은 Oncaea venella였고, 대부분의 시기에 출현한 종들은 O. clevei, O. venusta,

O. media, O. mediterranea, O. scottodicarloi, O. waldemari였다. 2011년 10월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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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까지 출현한 종수는 매우 많았던 반면,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출현한 종

수는 적어졌다 (Table 3.2.12).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낮은 출현종수를 보였으나, 2013년 3월부터 출현종수가 17종

으로 증가하면서 4월에 23종으로 2012년 4월에 비해 출현종수는 약 두 배 증가하였다

(Fig. 3.2.81) (수온 및 염분변화 확인 할 것). 100㎛ 와 200㎛의 각각 다른 망목크기의 네

트로 채집하였을 경우 출현종수의 차이는 약간 있었으며, 이는 600㎛이하의 체장을 가진

O. waldemari와 O. sp.의 암수모두, O. scottodicarloi의 수컷, 유생은 200㎛ 망목크기로

채집된 시료에 포함되어있지 않았고 (망목사이를 빠져나갔기 때문임), 100㎛망목일 경우

비교적 큰 체장을 가진 종들의 회피능력 때문에 종수가 다를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종수의 계절별 변화는 거의 유사했다(Fig. 3.4.82)

.

Fig. 3.2.81. Monthly change of species number of small copepods in southeast sea

of Jeju.

Fig. 3.2.82. Change of species number of oncaeids and corycaeids sampled by using

different mesh net (100㎛ & 200㎛).



- 186 -

Table 3.2.12. Species composition and total abundance of oncaeids and conrycaeids occurring from southeast sea of Je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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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요각류는 각각 다른 망목크기의 네트 (100㎛와 200㎛)를 이용하여 격주별로 채집

되었다. 100㎛ 망목일 경우 난류성 소형 요각류는 2011년 10월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1월 말에 가장 높은 개체수밀도를 보였다. 2011년 12월부터 조금씩 감소하여 1월 말부

터 8월까지 매우 적은 개체수밀도를 나타냈다. 2012년 9월부터 다시 증가하여 12월까지

다소 높은 출현량을 나타냈지만, 2011년 같은 시기에 비해 개체수 밀도는 현저히 감소하

였다. 이는 이시기에 전년에 비해 2 ℃이상 낮아진 수온의 영향으로 유추되어진다. 2013

년 3월부터 5월 초에 출현한 난류성 소형 요각류는 2012년 같은 시기에 비해 출현량이

증가하였으며, 6월의 출현양상은 두해 모두 비슷하였다. 연안·냉수종인 C. affinis는 2011

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5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출현하

였으나 5월을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는 매우 낮은 개체수 밀도를 나타냈다. 2013년 1월

말부터 3월초까지 매우 적은 개체수가 출현하였고, 3월말부터 점차적으로 개체수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4월말에 가장 높은 개체수밀도를 보였고 5월과 6월에 다시 감소하였

다. 이는 2012년 1월부터 4월과 전혀 다른 출현양상을 보였다 (Fig. 3.2.83).

Fig. 3.2.83. Change of abundance of warm- and cold/coastal-water species

sampled by using different mesh net (100㎛ & 200㎛).

200㎛ 망목 크기의 네트로 채집했을 경우 2012년 12월초에 출현량이 가장 많았다. 이

러한 차이는 100㎛ 망목으로 채집한 시료에 소형 요각류의 유생과 수컷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 200㎛망목에서는 암컷의 성체와 비교적 큰 체장 (1mm이상)을 가진 수컷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번식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1월말 이후에 성체의 비율이 증

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00㎛ 망목크기일 경우 200㎛보다 1mm 이하의 체장을 가진 O. venella, O. media, O.

scottodicarloi, O. waldemari, O. copepodites의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고 (Fig. 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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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에서는 체장이 1mm이상인 O. venusta의 출현율이 100㎛망목크기로 채집했을 때보

다 높았다 (Fig. 3.2.85).

결과적으로, 유생 및 1mm이하인 소형 요각류의 월/계절별 출현량 및 종조성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100㎛ 망목크기 네트를 이용해야 하며, 1mm 이상의 체장을 가진 종뿐만 아

니라, 생식주기(reproductive period)동안 알주머니(egg-sac)을 달고 다니는 1mm 이하인

종들의 출현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 망목크기의 네트로 채집하는 것이 적합

할 것이다. 특히, 1mm이하의 크기인 유생, 수컷, O. waldemari는 다른 종들에 비해 수온

변화에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2.84. Relative ratio of warm-water

species sampled by using 200㎛ mesh

net.

Fig. 3.2.85. Relative ratio of warm-water

species sampled by using 100㎛ mesh

net.

(라) 유공충

제주 동쪽 연안의 3개 정점(A, B, C)에서 채취된 부유성 유공충을 동정한 결과 전체

출현종수는 16종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에서 비교적 산출정도가 많은 대표적 종을

Figure 3.2.86에 표기하였다. 동정이 확인된 7속 15개종(1종은 속 단위)은

Globigerinoides sacculifer, Globigerinoides ruber, Globigerina bulloides, Globigerina

falconensis, Globigerina quincueloba, Neogloboquadrina dutertrei, Pulleniatina

obliquiloculata, Globorotalia nugulata(menardii), Globorotalia inflata, Globorotalia

anfracta, Globorotalina pakerae,, Globogerinella aequilateralis, Globogerinella calida,

Globogerinita glutinata, Globogerinita uvula이다. 각각의 종들은 열대 및 아열대 해역과

다소 한냉한 지역에서 출현하는 종들로 이번 연구에서는 이들 종이 시간적으로는 다소

출현양상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광범위한 수온 범위에서 모두 출현하는 특징을 가진

다. 전체 종수에서 개별 종에 대해 3%이상 나타나는 종을 우점종(dominant species)으로

간주했을 경우, G. sacculifer, G. ruber, G. bulloides, N. dutertrei, P . obliquiloculata,

G. inflata이 우점종으로 나타났다(Table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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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6. Example of six dominant species and four minor

species in this study.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아열대 종으로 분류된 G. sacculifer는 2012년

9월∼11월 사이에 우점종으로 출현하다 동계가 되면 개체수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G. ruber도 G. sacculifer와 비슷한 출현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두 종은 같은 기간에 우

점적으로 출현하지는 않았다. 아열대에서 극지역까지 비교적 광범위한 위도범위에 서식하

는 G. bulloides는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나타났고, 따뜻한 해류에 의해 동해로 유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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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으로 알려진 N. dutertrei (Oba et al. 1991)는 2011년 1월 하순과 2월초를 제외하고 전

기간 동안 우점종으로 출현하였다. P. obliquiloculata는 10월과 12월에 우점종으로 출현

하고 있으며, 일관되게 출현하는 특징을 보였다. G. inflata는 동계 우점종으로 출현했다.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공충 천이는 기본적으로 수온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며 그

외 영양염, 해수의 탁도, 염분도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emleben et al. 1988).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종 천이

도 조사지역의 수온변화 즉, 계절변화를 포함한 해양환경 변화에 반응하여 일어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Table 3.2.13. Occurrence of modern planktonic foraminifera species, unit is total

number (09 Oct. 2011 to 29 Jan. 2013) and individual/m3 in remaining samples.

3-2. 제주 부이 시계열 관측

가. 해양환경 관측 부이의 개요

부이 제작, 설치 및 운영은 지오시스템리서치에서 위탁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

한 상세사항은 후반부(부이 설치/운용 및 관리)에서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208 페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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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이의 구조는 Figure 3.2.87과 같으며 설치위치와 설치일은 각각 CTD 관측점 B 및

2012년 5월 8일이다 (Fig. 3.2.50). 부이에 장착된 관측센서는 표층(∼2m)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 클로로필 농도, 탁도, pCO2 등 해수특성 및 해양환경에 필요한 항목을 측정장

비와 수심 50m 까지 5m 간격으로 해류를 조사하는 음파해류계 및 기온, 기압, 습도 및

바람자료를 기록하는 기상센서들이다.

Fig. 3.2.87. The buoy system installed at St.

B in May 2012.(Diameter: 2.8 m, height:10

m, weight: 7 ton, chain width: 38 mm,

anchor weight 20 ton).

나. 부이 관측 결과

(1) 표층 수온, 염분, 엽록소, 용존산소, 이산화탄소분압, 탁도 관측

(가) 2012년 5월 자료(관측일: 5월 9일∼31일; Fig. 3.2.88)

표층수온은 16.2∼20.3 ℃의 범위를 보였으며, 관측기간 동안 평균 표층수온은 18.6 ℃

이었다.표층수온은 5월 9일과 14일 사이에 큰 변화를 보여, 3℃ 가량 증가하였으며 그 이

후로는 주기적인 변동을 나타냈지만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표층수온은 1∼2 ℃

가량의 일변화를 나타냈지만 주기적인 일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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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염분은 32.1∼34.0 psu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관측기간 동안 평균 표층염분은 33.4

psu였다. 표층염분은 5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변화없이 거의 일정하였고 23일까지는 0.5

psu 가량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여 5월 30일에는 32.0 psu으로, 23일부터

30일 사이에 1.5 psu 가량 감소하였다. 이렇게 5월 23일 이후에 표층염분이 급격히 감소

한 것은 장강희석수(Changjiang Diluted Water) 영향보다는 현장관측 CTD자료와 비교해

볼 때 부이에 설치된 염분 센서에 문제(biofouling)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Fig. 3.2.101

참조). 층 용존산소는 7.68∼8.96 mg L-1의 범위를 보였으며, 관측기간 동안 평균 농도는

8.01 mg L-1이었다. 용존산소는 간혹 뚜렷한 일변화를 보여 낮에 높은 농도를 보였고 밤

에 낮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이런 일변화는 낮에 광합성에 의해 용존산소가 생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층 엽록소는 0∼3.17 μg L-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고 농도

는 5월 9일에 관측되었고 관측기간 중 평균 농도는 0.81 μg L-1이었다. 5월 9일부터 18일

까지는 뚜렷한 일변화를 보였는데, 낮에는 엽록소 농도가 낮았고 밤에 높은 농도를 보였

다. 일반적으로 광합성이 낮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엽록소 농도가 낮에 높은데, 본 관

측에서는 엽록소 농도가 낮보다 오히려 밤에 높았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이유는 엽록소 센서는 형광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는데 형광이 낮

보다는 밤에 더 잘 측정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식물플랑크톤이 “daily migration"

을 하기 때문이다. 식물플랑크톤도 동물플랑크톤과 마찬가지로, 낮에는 깊은 곳으로 이동

하고 밤에는 표층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밤에 표층 엽록소 농도가 높은 것이다. 이 두 가

지 이유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연속 현장관측과

같은 추가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엽록소 센서의 형광 자료만을 이용하여 표층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많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5월 19일 이후에

는 일변화가 크게 감소하였거나 보이지 않았다. 엽록소 농도가 26일부터 29일 사이에 심

한 분산을 보였는데 이것은 엽록소 센서의 불안정(예, biofouling)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278∼373 μatm의 범위를 보였고 관측기간 동안 평균 분압은

333 μatm이었다. 표층 이산화탄소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0 μatm 가량 점차적으로 증

가하였고 14일부터 23일까지 뚜렷한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24일과 25일에 급격히

증가하여 370 μatm 이상의 높은 분압을 나타냈다. 표층 이산화탄소는 관측기간 내내 대

기 이산화탄소 분압(397.9 μatm)보다 낮은 분압을 보여 5월에는 이 해역에서 상당한 양

의 대기 이산화탄소가 유입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5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 동안 대기

이산화탄소와 표층해수 이산화탄소 분압 차이로부터 계산한 대기에서 해양으로 유입된

이산화탄소 양은 5.58 mmol m-2 day-1이었다.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2004년 봄철에 관

측한 해양으로 유입된 이산화탄소 양은 5.1 mmol m-2 day-1으로 본 연구에서 관측한 값

과 매우 유사하였다. 표층 탁도는 1.6∼24.9 mg L-1의 범위를 보였다. 탁도는 5월 9일부

터 25일까지 대부분 1.6 mg L-1의 일정한 농도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관측해역이 청정해

역이라서 탁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지시해준다. 그런데 25일 이후에는 탁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24.9 mg L-1의 일정한 농도를 보였는데, 이것도 biofouling에 의한 영향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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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2년 6월 자료(관측일: 6월 1일∼30일; Fig. 3.2.89)

표층수온은 19.1∼23.2 ℃의 범위를 보였으며, 6월 동안 평균 표층수온은 21.9 ℃로 5

월 평균 수온보다 3.3 ℃가량 높았다. 표층수온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는 비교적 뚜렷한

일변화를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뚜렷한 일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6월 1일 평균 수온은

20.9 ℃이었고 6월 30일 평균 수온은 21.6로 한달 동안 0.7℃ 증가하였다. 표층염분은 28.7

∼32.5 psu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6월 한달동안 평균 표층염분은 31.5 psu였다. 6월 4일과

29일에 CTD를 이용하여 직접 관측한 표층염분은 각각 33.0 psu와 32.1 psu로서 6월 평

균염분에 비해 0.6∼1.5 psu가량 높았다.

표층 용존산소는 1.09∼9.49 mg L-1의 범위를 보였으며, 6월 한달동안 평균 농도는

6.38 mg L-1이었다. 용존산소는 6월 10일 이후 뚜렷한 일변화를 보여 낮에 높은 농도를

보였고 밤에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용존산소 농도가 6월 21일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였는

데, 이것은 “Biofouling"에 의한 것이 판단된다. 따라서 용존산소 센서도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 적어도 한달 간격으로 세척해야할 필요가 있다. 6월에 관측한 표층 엽록소는 뚜렷

한 경향없이 상당히 분산되었는데, 이것은 엽록소 센서가 “Biofouling"에 의해 제대로 작

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283∼371 μatm의 범위를 보였고 6월 한달동안 평균 분압은

314 μatm로 5월에 비해 19 μatm가량 낮았다.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6월 1일부터 15일

까지 일변화를 보여, 낮에 낮은 농도를 보였고 밤에 높은 농도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낮

에 광합성 통해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고 밤에는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 증가하였기 때문

이다. 표층 이산화탄소는 관측기간 내내 대기 이산화탄소 분압(398.3 μatm)보다 낮은 분

압을 보여 6월에도 이 해역에서 상당한 양의 대기 이산화탄소가 유입되는 것으로 생각된

다. 6월 한달 동안 대기 이산화탄소와 표층해수 이산화탄소 분압 차이로부터 계산한 대기

에서 해양으로 유입된 이산화탄소 양은 7.78 mmol m-2 day-1로, 5월에 관측한 값보다

30%가량 높았다. 6월에 관측한 표층 탁도는 엽록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분산되

었는데, 이것도 “Biofouling"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 2012년 7월 자료(관측일: 7월 1일∼18일; Fig. 3.2.90)

표층수온은 20.1∼25.7 ℃의 범위를 보였으며, 18일 동안 평균 표층수온은 22.6 ℃로

6월 평균 수온보다 0.7 ℃가량 높았다. 표층수온은 7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4 ℃

가량 급격히 증가하였고 7월 16일에도 2일 동안 5 ℃ 가량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층염분

은 27.0∼30.3 psu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평균 표층염분은 29.2였다. 7월 평균 염분이 30

psu 이하로 낮은 것은 실제 담수 유입에 의해 낮아졌기 보다는 “Biofouling"에 의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층 용존산소는 0.06∼6.81 mg L-1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농도는 2.01 mg L-1로

매우 낮았다. 용존산소 농도가 7월에 급격히 감소한 것도 용존산소 센서를 장기간 세척

하지 않아 “Biofouling"에 의한 영향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용존산소 센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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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관측을 위해서 적어도 한달 간격으로 세척해야할 필요가 있다. 7월에 관측한 표층

엽록소도 뚜렷한 경향없이 상당히 분산되었는데, 이것은 엽록소 센서가 “Biofouling"에 의

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287∼397 μatm의 범위를 보였고 6월 한달동안 평균 분압은

341 μatm로 6월에 비해 27 μatm가량 높았다. 7월에 관측한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뚜

렷한 일변화를 보여, 낮에 비해 밤에 40 μatm가량 높았다. 이처럼 7월에 이산화탄소 분압

이 뚜렷한 일변화를 보인 것은 낮에 활발한 광합성에 의해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이 상당

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7월에도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관측기간 내내 대기 이산화탄

소 분압(398.9 μatm)보다 낮은 분압을 보여 이 해역에서 상당한 양의 대기 이산화탄소가

유입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8일 동안 대기 이산화탄소와 표층해수 이산화탄소 분압 차이

로부터 계산한 대기에서 해양으로 유입된 이산화탄소 양은 4.40 mmol m-2 day-1로, 6월

에 관측한 값보다 43% 감소하였다. 7월에 관측한 표층 탁도도 엽록소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상당히 분산되었는데, 이것도 탁도 센서가 “Biofouling"에 의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7월 19일부터는 태풍으로 인한 부이 및 관측 센서에 손상이 생겨 수리 및 재 설치시

까지 관측되지 못하였다.

(라) 2013년 2월 자료(관측일: 2월 1일∼28일; Fig. 3.2.91)

2012년 7월에 태풍으로 인해 센서들이 파손된 후에 2013년 1월말에 이산화탄소 센서

를 제외한 나머지 센서의 보수가 완료되어 2월부터 본격적인 관측을 재수행하였다.

표층수온은 14.1∼16.5 ℃의 범위를 보였으며, 2월 평균 표층수온은 15.3 ℃이었다. 표

층수온은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2 ℃가량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층수온은 겨

울철임에도 불구하고 2월 내내 뚜렷한 일변화를 보였다.

표층염분은 33.3∼34.5 psu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2월 평균 표층염분은 34.0 psu였다.

2월 25일에 염분 센서를 세척하였는데, 세척 후에 염분이 1.0 psu가량 증가하였다. 이것

은 염분 센서 세척을 통해 “Biofouling"을 제거하여 염분을 정상적으로 관측한 것을 보여

준다.

표층 용존산소는 5.06∼10.1 mg L-1의 범위를 보였으며, 관측기간 동안 평균 농도는

7.94 mg L-1이었다. 용존산소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뚜렷한 일변화를 보여 낮에 높은

농도를 보였고 밤에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용존산소가 뚜렷한 일변화를 보인 것

은 이 시기에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 낮에 광합성을 통해 산소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

이다. 2월 15일에는 용존산소 농도가 5.0 mg L-1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실제 일

어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층 용존산소는 2월 동안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층 엽록소는 0.17∼1.39 μg L-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2월 평균 농도는 0.78 μg L-1

이었다. 엽록소 농도도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2월 내내 뚜렷한 일변화를 보였는데, 2012

년 5월과 마찬가지로 낮에 낮은 농도를 보였고 밤에 높은 농도를 보여, 실제 현상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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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는 결과를 보였다. 표층 엽록소 농도도 2월 동안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표층 탁도는 0.5∼1.7 mg L-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2월 평균 농도는 0.91 μg L-1이었

다. 표층 탁도도 2월 동안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마) 2013년 3월 자료(관측일: 3월 1일∼15일, 20일∼31일; Fig. 3.2.92)

표층수온은 14.4∼16.7 ℃의 범위를 보였으며, 3월 평균 표층수온은 15.7 ℃로 2월 평

균수온보다 0.4 ℃ 증가하였다.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자료 전송장비에 문제가 생겨 이

기간 동안 모든 자료가 전송되지 않았다. 표층수온은 3월 관측기간 동안 특징적인 변화양

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3월에도 비교적 뚜렷한 일변화를 보였다.

표층염분은 33.3∼34.6 psu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3월 평균 표층염분은 34.2 psu였다.

3월 26일에 염분 센서를 세척하였는데, 세척 후에 염분이 1.2 psu가량 증가하였다. 2월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염분 센서 세척을 통해 “Biofouling"을 제거하여 염분을 정상적으로

관측한 것을 보여준다.

표층 용존산소는 4.51∼10.4 mg L-1의 범위를 보였으며, 3월 평균 농도는 7.56 mg L-1

이었다. 용존산소는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뚜렷한 일변화를 보여 낮에 높은 농도를 보였

고 밤에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용존산소 농도가 3월 19일 이후부터 26일 사이에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Biofouling"의 영향 때문인 r서으로

여겨진다. 3월 26일 센서 세척 이후에는 분산되는 자료가 많이 감소하였고 뚜렷한 경향성

을 보였다.

표층 엽록소는 0.04∼4.90 μg L-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3월 평균 농도는 0.87 μg L-1

로 2월 평균 농도보다 약간 높았다. 엽록소 농도는 2월과 마찬가지로 3월 동안에도 뚜렷

한 일변화를 보였다. 엽록소 농도는 3월 21일 이후에 점차 증가하였고 일변화도 1 μg L-1

내외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표층 탁도는 0.3∼2.4 mg L-1의 범위를 나타냈으

며, 3월 평균 농도는 0.53 mg L-1로 2월 평균 농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표층 탁도는

2월과 마찬가지로, 3월 동안 특징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바) 2013년 4월 자료(관측일: 4월 1일∼30일; Fig. 3.2.93)

표층수온은 15.1∼17.3 ℃(평균 15.8 ℃)의 범위를 보였으며, 3월과 매우 유사하였다.

표층수온은 4월 8∼11일 사이에 1.5 ℃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4월에도 뚜렷한

일변화를 보였는데, 4월 1일과 27일에는 1 ℃ 이상의 매우 큰 일변화를 나타냈다.

표층염분은 28.5∼34.7 psu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4월 평균 표층염분은 33.3 psu였다.

4월 25일에 염분 센서 세척 후에 염분이 4.0 psu가량 증가하였다.

표층 용존산소는 4.25∼12.6 mg L-1의 범위를 보였으며, 4월 평균 농도는 7.33 mg L-1

로 3월 평균 농도와 유사하였다. 용존산소는 4월 8일 이후에는 뚜렷한 일변화를 보이지

않고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Biofouling"의 영향 때문이다. 4월 25일 센서 세

척 이후에는 분산되는 경향이 많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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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 엽록소는 0.44∼3.0 μg L-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4월에 비해 자료가 상당히 분산

되었다. 4월에 이렇게 자료가 분산된 것은 이 시기에 식물플랑크톤의 봄 번성에 의한 생

물활동이 활발히 일어나, 센서에 대한 “Biofouling" 영향일 수도 있지만 번성한 식물플랑

크톤의 수층에서의 patchness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 원인일 수도 있다. 표층 탁도는

0.2∼3.0 mg L-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센서에 대한 “Biofouling" 보다는 번성한 식물플랑

크톤의 patchness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산의 정확한 원인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관측을 포함한 추가적인 자료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사) 2013년 5월 자료(관측일: 5월 1일∼31일; Fig. 3.2.94)

표층수온은 15.4∼20.0 ℃(평균 17.2 ℃)의 범위를 보였으며, 4월 평균 수온보다 1.4 ℃

가량 높았다. 표층수온은 5월 2일부터 27일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7∼29일 사이

에 2 ℃가량 급격히 감소하였다. 표층수온은 5월에도 뚜렷한 일변화를 나타냈다.

표층염분은 32.7∼34.5 psu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5월 평균 표층염분은 32.7 psu이었

다. 5월에는 기상악화로 염분센서 세척을 하지 못하여 biofouling에 의해 5월 10일 이후

표층염분 값이 점차 감소하였다.

표층 용존산소는 6.05∼16.7 mg L-1의 범위를 보였으며, 5월 평균 농도는 8.48 mg L-1

로 4월 평균 농도보다 1.15 mg L-1 높았다. 용존산소는 5월에는 매우 큰 일변화(6.0 mg

L-1)를 보였는데, 이것은 식물플랑크톤 봄번성에 의해, 광합성이 매우 활발히 일어난 결과

이다. 표층 엽록소는 0.36∼4.0 μg L-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5월 23일부터는 센서 이상으

로인해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월 3일부터 16일까지 매우 큰 일변화(3.0 mg L-1)를

보였는데, 이것은 이식에 식물플랑크톤 번성이 일어났음을 지시해준다.

5월부터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 관측이 수행되었다. 5월에 관측한 표층 이산화탄소 분

압은 214∼487 µatm의 범위를 보였으며, 5월 평균분압은 286 µatm이었다. 5월 1일부터 3

일 사이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300 µatm 이상 높은 값을 보이는데, 이것은 실제 현상이라

기보다는 이산화탄소 센서를 설치한 직후에 센서가 불안정하여 생긴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5월 6일부터 28일까지 비교적 큰 변화없이 250 µatm 내외의 낮

은 값을 보였으며, 28∼30일 사이에 100 µatm가량 증가하였다.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전반적으로 뚜렷한 일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5월 한달 동안 대기 이산화탄소와 표층해수

이산화탄소 분압 차이로부터 계산한 대기에서 해양으로 유입된 이산화탄소 양은 5.76

mmol m-2 day-1으로, 2012년 5월에 관측한 값(5.58 mmol m-2 day-1)과 매우 유사하였다.

표층 탁도는 0.5∼2.4 mg L-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5월 23일부터는 센서 이상으로 인해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2013년 6월 자료(관측일: 6월 1일∼30일; Fig. 3.2.95)

표층수온은 17.3∼23.3 ℃의 범위를 보였으며, 5월 평균 표층수온은 20.4 ℃로 5월 평

균 수온보다 3.2 ℃가량 높았다. 표층수온은 6월 3일 하루 사이에 2 ℃ 가량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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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6월에는 표층수온이 뚜렷한 일변화를 자주

보이지 않았다.

표층염분은 26.6∼33.2 psu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6월 평균 표층염분은 29.7 psu이었

다. 표층염분은 6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염분센서에 대한

biofouling 영향으로서 6월에는 신뢰할 만한 염분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표층 용존산소는 4.61∼15.0 mg L-1의 범위를 보였으며, 6월 평균 농도는 7.39 mg L-1

로 5월 평균 농도보다 1.09 mg L-1 낮았다. 용존산소는 6월 1이부터 7일까지는 큰 일변

화(6.0 mg L-1이상)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뚜렷한 일변화를 보이지 않

았다. 6월 14일 이후에는 “Biofouling"의 영향 때문에 용존산소 자료가 상당히 분산되었

다. 표층 엽록소는 0.39∼5.0 μg L-1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6월 평균 농도는 2.11 μg L-1이

었다. 6월 14일 이후에는 “Biofouling"의 영향 때문에 엽록소 자료가 상당히 분산되었다.

6월에 관측한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231∼373 µatm의 범위를 보였으며, 6월 평균분

압은 292 µatm이었다. 6월 1일부터 18일까지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

았지만 18일부터 25일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후에 다시 감소하였다. 6월에도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은 뚜렷한 일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6월 한달 동안 대기 이산화탄소

와 표층해수 이산화탄소 분압 차이로부터 계산한 대기에서 해양으로 유입된 이산화탄소

양은 5.21 mmol m-2 day-1으로, 2012년 6월 한달동안 관측한 값(7.78 mmol m-2 day-1)보

다 33% 감소하였다. 표층 탁도는 6월 1월부터 13일까지는 1.0 mg L-1 이하의 낮은 값을

보였으며, 14일 이후부터 얻어진 자료는 biofouling 때문에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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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8. Temporal varia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DO), chlorophyll, partial pressure CO2

(pCO2), and turbidity in May 2012.

Fig. 3.2.89. Temporal varia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DO), chlorophyll, partial pressure CO2

(pCO2), and turbidity in Ju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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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0. Temporal varia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DO), chlorophyll, partial pressure CO2

(pCO2), and turbidity in July 2012.

Fig. 3.2.91. Temporal varia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DO), chlorophyll, and turbidity in

Febr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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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2. Temporal varia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DO), chlorophyll, and turbidity in March

2013.

Fig. 3.2.93. Temporal varia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DO), chlorophyll, and turbidity in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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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4. Temporal varia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DO), chlorophyll, and turbidity in May

2013.

Fig. 3.2.95. Temporal varia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DO), chlorophyll, and turbidity in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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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향 및 유속 관측

부이에 설치한 유속계의 제조사, 측정 범위, 정확도 등 센서에 대한 상세사항은 후반

부(부이 설치/운용 및 관리)에서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210-211 페이지 참조). 관측은

2012년 5월부터 시작되었고 7월-8월 태풍들의 직접적인 영향(예, Khanun: Fig. 3.2.96)에

의한 부이 훼손으로 중단되었다가, 2012년 11월 부이 복구 이후 관측이 지속되었으나

2013년 4월 유속계의 compass 오류 발견과 함께 다시 관측이 중단되었다.

Fig. 3.2.96. The moving track of the

typhoon Khanun.

Figure 3.2.97은 관측 자료로부터 얻어진 5 m 간격의 층별 3일 평균 유속을 보여주고

있다. 유속장은 태풍에 의한 관측 중단시까지(하계)의 자료와 11월 관측 재개 이후(동계)

자료 사이에 특성이 확실하게 구분된다. 하계에는 10m 수심까지 상층과 20 m 이심의 하

층이 구분되어 상층은 변동성이 강하며 하층은 남향류가 지속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유속이 50 cm/s 이상까지 기록되었다. 이는 관측 전까지 예상하지 못한 새

로운 관측 결과로서 본 연구의 관측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매년 하계

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속장 형태인지의 여부와 저층반류의 형성 기작을 밝혀야 할 사

항이다. 동계에는 전층에 걸쳐 유향이 동일한 순압적 유속장 특성을 보이며 유향은 북동

향으로 전층에 걸친 난류수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유속장의 변동성을 보기 위하여 하

계(5,6,7월)와 동계(11,12,1월) 각각 3개월씩 동일한 기간을 선택하여 유속 성분별로 주기

분석을 하였다(Fig. 3.2.98). 동계에는 전층에 걸쳐 변동성이 유사하여 5, 10, 30일의 주기

성분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동서방향 유속성분은 상층으로 갈수록 5일 주기 변동성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바람장 변화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 30일 주기는 동서방향 성분은 저

층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약해지지만 남북방향 성분에서 전층에 걸쳐 뚜렷하여 해류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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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동성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하계에는 유속장의 경압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5일

및 10일 주기 변동성은 하층에서도 약하지만 나타나고 있으며 30일의 주기변동성은 동계

에 비하여 두드러지지 않았다.

유속장의 경압성 분석을 위하여 유속 성분별 시계열 층별 anomaly 자료를 Figure

3.2.99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anomaly는 매 관측시 전층의 평균을 제거한 수치이다. 전반

적으로 경압구조는 강한 성층 수심을 경계로 구분되어 유속장이 성층구조와 관련되어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계에는 동서 및 남북성분 모두 약 5일 주기의 변동성이 상하층

모두 뚜렷하며 위상차가 보이고 있다. 2012년 11월 이후에는 동서방향의 경압구조가 남

북방향 성분보다 뚜렷하며 초기에는 5일 변동이 전층에 나타나지만 2013년 1월 이후에는

장주기 변동이 보다 지배적인 구조임을 볼 수 있다.하계의 유속장 경압성을 지배하는 저

층반류는 현장관측(Fig. 3.2.100)에서 나타난 하계 저층의 냉수괴 출현과 관련이 있을 것

이기 때문에 이 저층냉수의 기원과 출현 기작을 밝히는 것은 제주도 주변의 유속장 구조

및 계절적 변동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라 생각된다.

Fig. 3.2.97. Three-day mean velocities in the layers with 5 m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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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8. Power spectra of velocity components, U (east∼west)

and V(north∼south), in the layers with 5 m interval in the in

winter (11, 12, 1) and summer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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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9. Time series of velocity components, U(top) and V(bottom).

Fig. 3.2.100. Vertical profile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in the dates marked by dotten lines in

Fig. 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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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온/염분의 격주 현장관측과 부이관측 비교

부이에서 측정하는 CTD(Aanderaa CT3919, Norway)가 얼마나 정확한지 신뢰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격주로 관측하는 CTD의 수온과 염분자료를 비교하였다. Figure 3.2.101와

Table 3.2.14는 2012년 5월에 설치 후 2013년 5월까지 부이의 표층 수온, 염분 자료와 격

주 간격으로 관측하는 CTD의 수심 2m 자료를 같이 나타낸 것이다. 부이의 수온은 CTD

수온과 차이가 크지 않지만, 염분은 초기 자료에서부터 약 0.2∼0.3 PSU 정도 낮게 측정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도도 센서의 검교정 및

유지/관리에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기적으로 CTD 센서의 교정에도 불구

하고 염분자료의 drifting이 빠르게 진행됨을 보여준다.

Fig. 3.2.101. Time serie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in 3 m depth at St. B in

the period from May 2012 to May 2013. CTD data are marked by red X and

the data observed from the buoy are presented by blue lines.

Model

Sensor

Buoy CTD

Aanderaa

CT 3919

Idronaut

Ocean Seven 304

Temperature 0.1 ℃ 0.005 ℃

Conductivity 0.05 mS/m 0.005 mS/cm

Salinity ∼0.04 PSU ∼0.004 PSU

Table 3.214. Comparison of temperature and conductivity sensors installed in

the buoy and C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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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제주도 연안해역에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해양환경과 기상자료를 얻기 위하여 설치

된 부이에서 다양한 해양환경과 기상자료를 연속적으로 획득하여 각 자료들의 일-월-계

절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연속적으로 측정 제주근

해에서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이관리와 운용에

는 많은 위험요소(태풍)와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특히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센서와 부

이의 파손과 일부 센서에 대한 biofouling 문제 등으로 연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실시간

자료의 획득이 용이하지 않았다. 특히 염분 자료의 경우, 염분센서를 설치하고 10일 후에

는 biofouling에 의해 염분 값이 실제값보다 낮아지고, 엽록소와 탁도 센서는 실제 값보다

높아지는 등 신뢰성 있는 자료 획득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특히

본 연구해역과 같은 연안해역에서는 최소한 15일 이내마다 센서 세척을 비롯하여 정기적

인 센서의 관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부이의 설치이후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세심한 계획

과 예산의 확보가 부이 설치 이전에 좀 더 철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엽록소 관측자료에서 biofouling 이외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본연구

의 엽록소 센서는 형광을 이용하여 수층의 엽록소 농도를 측정하기에, 광도에 따른 식물

플랑크톤 엽록소의 생화학적 특성 때문에 같은 양의 식물플랑크톤의 엽록소라도 형광 값

에 대한 일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엽록소 측정 형광 센서로 부터의 자료는 현장

시료의 엽록소 분석과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보정한 후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부이에 부착되는 센서의 종류와 측정 방식 등이 사전에 비교 분

석되어 관측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적절한 센서를 선택하여 설치하며, 설치 후에도 자료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서 및 자료의 정기적인 검교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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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환경 실시간 관측 부이 시스템 설치/운용 및 관리

가. 서론

해양의 정보를 실생활과 정책 의사결정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 상황 정보와

핵심적인 예측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실

시간 해양관측정보 및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예측력을 향상함으로써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자료를 제공하는 방향(Operational Oceanography)으로 활발한 기술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실시간 해양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부이시스템은 이미 보편화된 단계이며, 시

스템 성능과 활용성의 향상은 모니터링 목적에 따른 체계적 모니터링 방안 설계, 무인환

경관측시스템의 발달, 관측부이 및 실시간 자료의 관리와 정보 해석 기술 발전이 관건이

다.

최근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방향은 초기단계의 해양기상 및 물리환경 중심

모니터링에서 업그레이드하여 해양생태계의 변화, 자원량 변화, 유해생물의 급증 등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해양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성을 중

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실시간 해양관측시스템으로는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성요소 중 일부로 운영되는 파랑관측부이, 해양기상부이, ARGO부이를 운영 중에 있으

며 단위 사업별 목적별로 일부 지역에서 1 ∼ 수개의 모니터링 부이가 운용되고 있다.

국내 부이를 포함한 연안해양 실시간 관측 시스템은 대부분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수온, 염분, 조류, 해류 등 물리·기상 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용존 산소, 엽록

소 등 생물화학적 요소에 관한 모니터링은 극히 제한적이다.

선진기술의 도입 및 국내 기술 개발로 인해 해양관측부이 등을 통한 실시간 관측 시

스템의 하드웨어 구축 기술은 국내적으로도 선진국의 기술 수준에 근접한다고 판단되나

기 구축된 해양부이관측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예방정비에 대한 인식은 다소 미미한 상황

이다.

본 연구과제는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구조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을

위한 시범 기술 개발과제로서 중장기간 해양관측부이를 이용하여 기상 및 다양한 해양환

경 인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남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향후 예측을 위한 기반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관측부이 설치 이후 적절한 예방정비 및 사후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관측자료의

신뢰도 및 관측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웹서비스 기반의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하여 실시간 관측자료의 모니터링 및 DB 구축이 요구된다.

수온상승 등 환경변화에 따라 제주주변 연안역의 해양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

하는 생태계의 연구를 위하여 제주 동남방 연안해역에 해양관측부이를 활용하여 지속적

으로 수온, 염분 및 해양생태계 인자의 중장기적 확보를 모색한다.

장기적으로는 제주 동남연안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 대응시스템 개발의 기반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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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대처가 가능한 종합평가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나. 재료 및 방법

제주 동남쪽 연안 5km 해역 (수심 약 50m)에 종합해양환경관측부이를 구축하고, 관측

인자는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등의 기상관측센서와 층별 유향, 층별 유속, 수온, 염

분, 용존산소, 클로로필, 탁도 및 수중이산화탄소 등의 해양관측센서를 설치하여 CDMA

무선데이터통신을 활용하여 실시간 전송한다. 설치된 해양환경관측부이는 해양수산부 항

로표지법에 의거하여 관련 지방항만청으로부터 관리를 받으며 이에 대한 월간 정기점검

을 수행하고, 관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과 신뢰도 높은 관측자료의 생산을 위해 주기적

(월 1회 이상)으로 관측센서 및 시스템을 정비점검을 수행한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

는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시기별, 인자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검토할 수 있

도록 웹서비스 기반의 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다. 결과 및 고찰

(1) 해양관측부이 설계

제주 연안의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중대형 표준형 등부표인 LL∼28(수심 40∼60m, 유

속 7knot 이하에 적합)을 활용하여 해양관측부이를 구성하고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관련

표준시방서에서 제안하는 계류체인, 침추보다 강화된 설계를 반영하였다.

Name LL∼28

Diameter 2.8m

Hight 10m

Weight 7ton

Chain diameter 38mm

Anker weight 20ton

Power
Solar battery: 80W x 4 each

Battery: 12V 100AH x 6 each

Table 3.2.15. Major dimensions and components of Jeju mooring b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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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부표 본체에 지지대 고정용 Hole을 만들어 해양관측센서 설치 (관측부이 외부 고정

설치보다 안정적이고 유지관리 용이함)하고, 관측부이는 기본적인 해양환경관측 뿐만 아

니라 주변 해역에서 항행하는 어선 및 선박에도 표지부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전원시스템은 태양전지 및 축전지로 구성하여 등명기(LED∼200) 및 관측시스

템의 운영이 일조량 부족시에도 최소 1주일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관측시스템 설계

제주 연안 해역의 해양환경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장기 연속 관측이 가능한 센서

를 설치하여 해양인자 및 기상현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해양환경관측센서는

내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Optical 관측방법이 가능하고 자체 세척이 가능

하도록 Wiper가 부착된 센서를 선택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정비점검을 통하여 Anti∼

biofouling wax 등으로 방오처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회수가 용이한 관측시스템을 설계하

였다.

Parameters Model Observation range Precision Remarks

Temp.
AADI

CT 3919

∼5 ∼ 40℃ ±0.1℃

Conductivity 0 ∼ 7.5 S/m ±0.005 S/m 0∼40 psu

Dissolved oxygen AADI DO 3835 0 ∼ 500 uM ±4 uM 0∼16mg/L

Chlorophyll
WetLabs

ECO FLNTU

0 ∼ 50 ug/L ±0.05 ug/L

Turbidity 0 ∼ 25 NTU ±0.1 NTU

Current direction Nortek

Aquadopp

Profiler 400KHz

0 ∼ 360° ±0.2°
Cell size: 2∼8m

Blank: 1m
Current speed 0 ∼ 10 m/s ±0.5 cm/s

pCO2
Pro∼Oceanus

CO2∼PRO
0 ∼ 600 ppm ±1 ppm 10 min. interval

Table 3.2.16. The list of ocean∼observing sensors on Jeju buoy with detail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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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Model Observation range Precision Remarks

Air∼temp.
Vaisala

HMP155

∼80 ∼ 60℃ ±0.2℃

Humidity 0 ∼ 100%RH ±1%RH

Air∼pressure
Vaisala

PTB210
500 ∼ 1100hPa ±0.3 hPa

Wind direction
RM Young

05106M

0 ∼ 360° ±3°

Wind speed 0 ∼ 100 m/s ±0.3 m/s

Table 3.2.17. The list of atmosphere∼observing sensors on Jeju buoy with detail

description.

통합컨트롤러는 관측센서의 데이터로거 기능과 원격제어 및 항로표지관리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한된 전원의 특성상 자체 소모전력을 최소화하고 관측부이

의 위치, 작동상태 및 전원현황을 원격모니터링할 수 있는 항로표지의 원격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관측장비의 데이터로깅 기능과 관측 interval 및 각종 parameter 원격제어가 가능한

통합컨트롤러를 구성하고, 통신모듈은 연안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CDMA 모듈을 사용하였다.

Fig. 3.2.102. Diagram of the buoy observ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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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측부이 설치

해양관측부이는 연안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해양조사 경험 (수온, 염분, 유향

/유속 등) 및 과거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관측부이의 설치위치를 선정하고, 제주 표선항

남동향 약 5km 전면해상 (수심 약 50m)에 설치하였다. 해양관측부이 설치로 인하여 영

향을 끼칠 수 있는 연안어장, 항로 및 기타 연안구조물 등 기본 요건을 사전에 조사하고,

항로표지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항로표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설치

허가를 득하였다. 항로표지시설물의 설치허가를 위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þ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

þ 항로표지 기준 및 배치의 적합여부

þ 항로표지 구조물 및 설치 안정성 검토서

þ 설치지역 해상교통 및 어업환경 검토서

þ 항로표지위탁관리 계약서

관측부이 규격에 맞는 계류체인, 샤클, 스위블 및 침추를 설계 제작하여 부이 본체에

설치하고, 크레인 바지선을 이용하여 설치위치로 이동한 후 D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설

치 고시 위치에 부이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치하였다.

þ 해양관측부이 현장 설치

þ 기상 및 해양관측센서 설치

þ 관측센서 데이터 송수신 정상 작동 확인

þ 등명기 및 기타 전원설비 정상 작동 확인

Fig. 3.2.103. A written permit of buoy installation from the Jeju office of

the Korea Maritime and Por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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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4. Photos showed the installation process of the main body of

the Jeju buoy.

Fig. 3.2.105. Photos showed the mounting process of the ocean∼

obeserving sensors on the Jeju buoy.

Fig. 3.2.106. Photos showed the data receiving and sending system on

the buoy and the view of the buoy after the completion of it's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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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간 자료수집 서버

해양관측부이의 실시간 자료수집 서버용 PC는 현장시스템의 통신모듈을 통하여 자료

를 수신하고 관측시스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양방향 통신

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태풍내습 등 해양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할 경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수신간격을 조정하고 각 센서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원격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하

였다. 수신서버에서는 기상 및 해양센서가 설치된 등부표의 기본적인 전원 정보와 등명기

의 점등상태를 원격에서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Fig. 3.2.107. The capture screen of the S/W for data receiving and collection and

virtual maintenance of the buoy system.

사용자가 자료의 수신 현황 및 자료 검색이 용이하도록 관리자용 가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MS∼SQL DB Server를 사용하며 DB서버에 자료처리

테이블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구성하였다.

통계 기법을 적용한 시간단위 자료 필터 및 자료 지연 모드를 적용하고, 가시화 프로

그램에서는 설치된 부이를 지도상의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고 부이의 이동현황과 위치정

보를 제공하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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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관측부이 유지관리

항로표지법 및 사설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설항로표지는 설치업체

의 직접관리 혹은 위탁관리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항로표지의 설치위치, 외부 구조물, 전원설비 및 등명기 정상작동을 매월 1회 이상 정

기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결과를 관할 해양항만청에 통보하였다. 년 2회 지방해양항만청

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장에서 관측부이의 위치 및 구조물 상태 등을 확인하고 예

비용품 및 위탁관리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등에 의하여 설치위치의 이탈, 구조물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직

접 혹은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항로표지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

하고, 관측부이에 설치된 해양센서는 생물부착 등에 의하여 측정값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단위로 해양센서를 점검하고 청소하여 신뢰성 높은 자료를 관리하였

다.

 

Inspection date Remarks Inspection date Remarks

12.08.02
Regular inspection

(normally function)
13.02.25

Government winter

inspection

12.09.07
Sereously damaged by

typoon Bolaven
13.03.26

Regular inspection

(normal)

12.10.17 Main body inspection 13.04.25∼27
Regular inspection with

reinstallation of pCO2 sensor

12.11.16∼19

Reinstallation of the

damaged sensors (T, S)

and partial reoperation

13.05.22
Regular inspection

(normal)

12.12.25
Regular inspection

(normal)
13.06.01 & 26

Regular inspection with the

recovery of malfunctioning

ADCP sensor

13.01.19

Regular inspection &

reinstallation of damaged

sensors (DO, Chl∼a, ADCP,

etc.)

13.07.11

Regular inspection with the

reinstallation of ADCP

sensor

Table. 3.2.18. Dates of monthly buoy inspection and maintenance.

제주해양관측부이는 2012년 여름 부이설치지점 근해를 통과한 태풍들(카눈, 볼라벤)에

의하여 관측부이 본체 및 관측시스템 일부분이 유실 및 손상되어, 동년 11월 시스템 복구

를 수행하였다.

향후에도 관측부이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의 예비용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중단

없는 관측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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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8. Photos of the damaged buoy by typhoon bolaven (top: lost

all atmosphere∼observing sensors).

Fig. 3.2.109. Photos of the damaged buoy by typhoon bolaven (top:

flooded power system, bottom: recovery of damaged underwater ocean∼

observing senors).

Fig. 3.2.110. Reinstallation of atmosphere∼observing sensors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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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1. Reinstallation of ocean∼observing sensors and data logger

(November, 2012).

Fig. 3.2.112. A example of monthly buoy inspection and maintenance report

for Jeju buoy submitted to the Jeju office of the Korea Maritime and Por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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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3. The procedures of monthly buoy inspection and maintenance

of Jeju buoy (top: outside by eyes, bottom: underwater by scobe

diving).

Fig. 3.2.114. Photos showed the temperature & conductivity sensors

before maintenance (top) and, after maintenance (bottom).

Fig. 3.2.115. Photos showed the current sensor before maintenance (top)

and, after maintenanc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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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6. Inspection & maintenance of pCO2 sensor.

Fig. 3.2.117. Inspection and maintenance of data logger and system.

해양관측센서는 수중에서 해양생물의 부착에 의해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예방정비와 함께 센서 검교정이 필요하다. 해양과학기술원의 검교정센터를 통하

여 주요 해양관측센서의 검교정을 수행하여 관측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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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8. Certification of calibration of the salinity &

conductivity sensor mounted on the Jeju buoy.

(6) 웹기반 운영소프트웨어 개발

해양관측부이에서 실시간 수집된 자료는 수집서버 DB에 저장되고, 관리자 및 승인된

사용자에게 관측자료 제공을 위하여 웹기반 모니터링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웹서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 본원)에 설치하였으며, KIOST 관련 규정 등에 의

거 웹취약성 점검을 통해 웹서비스의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웹페이지는 https://Jeju buoy.kiost.ac/ 와 같으며, 관리자에 의해 승인된 사용자에게만

실시간 자료 및 자료검색 서비스가 제공되며, 향후 관계기관 및 일반 사용자에게도 자료

를 제공할 예정이다. 웹페이지의 세부설명과 사용방법은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련

연구자에게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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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9. Diagram of web∼based data service.

 

공통 페이지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페이지

메인페이지 사용자 권한에 따른 자료를 제공

회원가입
사이트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가입 승인은 관리자에 의해 수행

로그인 관리자에 의해 승인된 사용자를 위한 로그인 페이지

사이트맵
사이트 전체 내용 제공

접근 권한에 따라 사이트 내용 제공

사용자 페이지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페이지

자료검색
과거 관측 자료 검색

선형 그래프, 벡터 그래프, 자료검색 및 자료 다운로드

공지사항 관리자가 제공하는 공지 내용 확인

문의 및 질의 관리자에게 문의를 위한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사이트 관리를 위한 관리자 페이지

사용자 관리 사이트 사용자 관리를 위한 페이지

사용자 통계 사이트 사용 현황 관리를 위한 페이지

공지사항 관리 공지사항 작성 및 관리를 위한 페이지

문의 및 질의 관리 사용자에 의해 문의된 내용을 답변하기 위한 페이지

Table 3.2.19. Components of the buoy data service web∼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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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0. The screen capture of the main web∼page (http://Jeju

buoy.kiost.ac) for Jeju buoy real∼time data service.

Fig. 3.2.121. A example of the pCO2 real-time buoy data obtained

through web∼based data management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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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2. A example of the current speed and direction vector graphs obtained

through web∼based data management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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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격탐사 활용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생태계 모니터링 방법

가. 서론

한반도 주변 해역은 시/공간적으로 변화가 커서 외해 및 연안 역에서 제한적인 현장조

사를 통해서는 해양환경 변화를 관측 및 예측하는 양질의 자료를 얻기 힘들고 종합적인

분석이 힘들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해양산성화와 같은 다양한 자연적/인공적 요인들에 의

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에 실적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대응 방향으로

원격탐사 활용 연구가 제안되고 있다. 원격탐사 자료의 활용은 넓은 범위의 지역을 동시

에 관측할 수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연안/해양을 감시 및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물

리적/화학적/생물학적 시계열 자료 확보가 용이하여 해역별 특성뿐만 아니라, 단기 및 장

기적인 변동 및 변화를 관측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해양재난 및 해양환경 변화를 이해하는데 위성활용 연구가 용이하다.

원격탐사 기술은 해수 수질, 생태계, 위기 종들의 관리 및 기후변화, 인구과잉, 국가

해양 영토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성이 있는 생태 지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태계 기반의 주기적이고 효과적인 해양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인

구가 밀집해 있는 연안 해역에 대하여 부유퇴적물의 이용 및 분포, 적조, 녹조 등의 모니

터링 등 수질을 관측함으로써 연안 보호 및 관리에 도움을 준다. 특히 해색위성은 군사적

인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구환경 연구

와 실용적 운용이라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한 원격탐사 임무 중

의 하나가 되었다.

장기적으로 누적된 원격탐사 자료를 통해 연간 변동성을 분석함으로써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분석도 가능하다. 엘니뇨와 라니뇨에 대한 기후 변화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

량화함으로써 해양 생태계 모델링의 초기화 및 검증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 제공될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해양 생태계의 지표뿐만 아니라 해양환경보전과 해양

영토관리의 효율적 수행 및 해양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 재산 피해 저감

이라는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나. 분야별 활용 가능 위성자료 및 센서

기후변화 관련 해양환경/해양생태계를 모니터링을 위한 활용 가능한 위성 센서 및 관

측 항목을 살펴보면(Fig. 3.2.123), 세계적으로 많은 해색 센서들은 대양을 비롯하여 연안

의 많은 해역을 분석할 수 있는 클로로필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있고(O’Reilly et al.

2000),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Kim et al. 2000; Son et al. 2006; Kim et al. 2009;

Martinez et al. 2009; Yamaguchi et al. 2012; 손 등 2012, 2013).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의 해색 센서들인 SeaWiFS나 MODIS를 이용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2010년 6월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색 센서인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이 발사된 이후 천리안 해양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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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을 이용한 클로로필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Lim et al. 2012; Park et al. 2012).

위성 관측항목 활용 위성(탑재체)
국내 수신

가능 (2013 기준) 

해양물리

해수 온도, 수온전선
AVHRR/NOAA

COMS
○

해류 & 조류
SMMR/SeaSat

GOCI
○

풍향 & 풍속 SASS, SMMR/Sea
Sat

○

해일, 파고 ○

표면파(궤적) 내부파
해수면 물체정보

SAR ○

투명도& Visibility
SeaWiFS, MODIS,

GOCI
○

수색
SeaWiFS, MODIS, 

GOCI
○

해수면높이, 와류
TOPEX
Jason

○

위성 관측항목 활용 위성
국내 수신

가능 (2013 기준)

해양환경

해수 염분 Aquarius ○

용해유기물
COD

SeaWiFS, MODIS, 
GOCI

○

POC/PIC
SeaWiFS, MODIS, 

GOCI
○

부유물질
SeaWiFS, MODIS, 

GOCI 
○

생물 클로로필농도
SeaWiFS, MODIS, 

GOCI
○

기
상

기온, 습도, 일사
량, 강우량

TRMM, SSMI, CO
MS

○

황사 & 
에어로졸

SeaWiFS, MODIS, 
GOCI

○

구름분포
SeaWiFS, MODIS, 

GOCI
○

Fig. 3.2.123. Various satellite sensors and products.

해양 일차생산력은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작동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생태계 변수일

뿐 아니라 수산자원의 양적인 변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일차생산 추정을 위해 경험적 알고리즘, 반경험적 알고리즘, 생물

광학 알고리즘 등 여러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Howard and Yoder 1997;

Iverson et al. 2000). 특히 최근에는 지역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으며 각 해역에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한 비교 평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Yoo et

al. 2008; Kameda and Ishizaka 2005). 이렇게 개발된 알고리즘들은 기존의 다양한 해색

위성에 적용하여 지역해는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영역에서 일차생산성을 계산하고 장기

변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해양에서 탄소는 용존 무기탄소(DIC, Dissolved Inorganic Carbon), 용존 유기탄소

(DOC, Dissolved Organic Carbon), 입자성 유기탄소(POC, Particulate Organic Carbon),

입자성 무기탄소(PIC, Particulate Inorganic Carbon)로 존재한다. 이런 탄소량을 시/공간

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해양에서의 전체적인 탄소수지를 정량화하기 위해 원격탐사 자

료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Son et al. (2009)은 멕시코만의 유기탄소 자료를 해색

위성 자료와 비교하여 다중밴드에서의 값을 사용하여 좋은 상관관계를 구했고, 가시광 영

역의 밴드비를 이용하여 유기탄소 함량을 추정하고 장/단기 변화 추적 및 공간적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연구를 진행했다(손과 Gardner 2010).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량적인 한반도 근해의

탄소수지를 계산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물리 분야로는 수온/기온 변화, 해수면, 및 대기변화 탐지를 통하여 지역해의 관련

역학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료 및 연구 분야를 들 수 있다(Walther et al. 2002; Edwards

and Richardson 2004; Martinez et al. 2009; 민 등 2010; Marcos et al. 2012). NOAA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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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20년 이상의 장기 해수면 표층 수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TOPEX/Jason 위성은

해수면 높이에 관련된 장기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해색위성뿐만 아니라

TRMM, SSMI 와 같은 위성들은 기온, 일사량, 에어로졸 등과 같은 대기의 변화와 관련

된 장기 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다.

다. 위성 기반 해양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방법

원격탐사 연구 중에서 해색 원격탐사(ocean color remote sensing)는 가시광 영역의

센서를 이용하여 위성에서 원격으로 해수를 관측함으로서 해수 속에 함유된 구성 성분들

을 분석해 내는 기술이다. 해양에서 일차생산량의 지표인 엽록소 농도에 대한 공간적 분

포는 해색위성에 탑재된 광학 센서에 도달한 파장별 해수신호의 광량을 이용하여 추정된

다. 해색분광 측정기술은 위성원격탐사 기술 중에서도 가장 유익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해색 원격탐사 기술은 넓은 해양의 생태계를 공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며 또한 해양 생물권을 전 지구적 규모로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 해색원

격탐사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해색위성 산출물 중에서 클로로필은 해양의 일차생산자로서 전체 해양 생태계의 기본

이 되는 인자이다. 따라서 클로로필의 양을 분석하는 것은 해양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기

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그리고 해양과 대기는 상호 작용을 통해 변하기 때문에

해양의 장기 변화는 지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의 장기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표층 수온의 변화 및 표층 클로로필 농도 변

화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Walther et al. 2002; Edwards and Richardson

2004; Behrenfeld et al. 2006; Martinez et al. 2009; 손 등 2012, 2013). 기후변화의 측면

에서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구들은 태평양 해역을 대상으로 SST와 클로로필의 변동값

(anomaly)과 El Nino/La Nina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동해를 대상으로 CZCS 자료를 이용하여 클로로필 농도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며(Kim et al. 2000), 바람장과 식물 플랑크톤과의 관련성, 표층 클

로로필∼a 농도 및 일차생산성의 계절 및 경년 변동(Yamada et al. 2004, 2005; Son et

al. 2006; 손 등 2013), 엘니뇨에 의한 영향, 황사시기의 봄철 식물 플랑크톤 번성에 관한

연구(Jo et al. 2007; Tan et al. 2012), 손 등(2012, 2013)은 남해와 동중국해 해역을 대상

으로 표층 수온 및 클로로필의 장기 변화에 대한 연구 등 위성을 이용한 중장기 변동성

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변화 연구에서 해수면 표층수온 상승은 전지구적 변화뿐만 아

니라 지역적으로도 진행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해역에서도 뚜렷한 수온상승이 보고되고

있다(Kang and Choi 1985; Kang 2000; Crowley 2000; Hansen et al. 2006; 민과 김

2006; 민 등 2010; Yeh and Kim 2010). 그러나 이와 김(2013)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분석에 사용된 자료(현장관측, 위성, 재분석 자료 등) 및 분석 방법에 따라서 연구해역에

서 표층수온 변화 크기가 차이를 보이고 것으로 보고했다. 일부 분석 과정에서 단주기 변

화나 통계학적 자료 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했지만, 중요한 결과는 전지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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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온은 1980년 대 이후 급격하게 상승했고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연구해역인 동

중국해도 이와 유사하게 1980년 대 이후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해

역 표층수온 상승과 더불어 해수면도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Marcos et al. 2012).

그러나 중장기 변동성 연구를 위해 최소 10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연구

자들의 관점 및 목적에 따라서 자료의 종류 및 기간 등이 달라지면서 정성적인 결과를

유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현장관측 및 위성자료는 10년∼40년의 DB 구축이

되어 있으며, 재분석 자료는 >50년 이상의 DB 구축이 되어 있다. 현장관측자료(연구선

관측 및 부이)는 정선 관측이나 정점 관측으로 넓은 해역에 대해서 장기간 자료를 축적

하는 것은 힘들지만 수층의 변화를 관측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위성자료는 넓은 해

역에 대해서 장기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표층에 제한된 자

료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표층 아래와 수온 및 해류 변화 관측은 제한된다. 재분석 자료는

현장관측 및 위성자료보다 장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모델 분석

에 의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존의 해색 위성자료는 1997년 발사된 SeaWiFS부터 2002년 발사된 MODIS까

지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고, NOAA AVHRR 위성은 1985년부터 연속적으로 표층수온

자료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위성자료를 통합하여 이용한다면 장/단기 변화뿐

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위성기반 모니터링 방법>

⦁ 일변화 모니터링: 기존의 해색위성은 하루 1∼2회 연구해역을 방문하여 클로로필 및

생산성 변화를 관측할 수 있지만, 최근 운용되고 있는 천리안 해색위성은 1일 8회 관

측으로 일일 변동성을 관측이 가능하다. 또한 NOAA AVHRR 해수면 표층수온 자료

도 이와 유사하게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자료들은 부이나 연안 정점 자료들과 병합

하여 넓은 해역에서 일변화를 모니터링하면 유용할 것이다.

⦁ 월변화 모니터링: 일반적으로 월평균 자료들은 단일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합성되는지

만, 최근 구름에 의해 제거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성의 자료들을

병합하여 넓은 영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모니터링에 이용하

고 있다.

⦁ 계절변화 모니터링: 일일자료나 월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수온 및 생산성 변화의 계절

변동성을 이해하고 장기 변화의 기초 자료로 제공한다.

⦁ 장/단기변화 모니터링: 전체 시계열 자료 또는 월별/계절별 자료로 분리하여 장/단기

변동성을 이해하고, 장기 자료 분석의 경우 동일한 조사 기간을 설정하여 대기∼해양

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화 기작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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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후변화인자 생물반응 및 기후변화 지표종 탐색 연구

1. 기후변화인자(수온상승, 산성화) 생물반응 - 실험실 trial

1-1. 식물플랑크톤

가. 서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해수온 상승 및 산성화는 식물플랑크톤 성장, 생

리, 군집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

실 실험 대상 종 및 실험 조건 선정에 따라 식물플랑크톤은 상이한 반응을 보여 주었다

(Mortenson et al. 1988; Thompson et al. 1992b; Matsude et al. 2001; Tortell et al.

2002).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단일 환경 인자에 대한 단일종의

반응만을 고려하였으며, 복합인자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특정 종 및 분류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Fu et al. 2007, 2008).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변화가 해양 식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직 간접

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적인 영향: i) 수온상승이 식물플랑크톤의 성장 및 지방

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 ⅱ) 복합적 환경변화(수온상승과 산성화)가 식물플랑크톤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실 실험을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후변화인자가 식물

플랑크톤에게 미칠 직접적인 영향(영양성분 변화)등에 따라 식물플랑크톤을 섭식하는 상

위 포식자에게 미칠 간접적 영향(영양 부족 등)에 대해 살피기 위해 ⅲ) 수온 상승에 따

른 식물플랑크톤의 생화학적 성분(지방산 조성 및 함량) 변화가 1차 소비자인 요각류의

난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실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기후변화에 따

른 해양 부유생태계 변동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1) 수온 변화에 따른 식물플랑크톤의 성장 및 지방산 조성 변화 관측 실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seedbank에서 배양하고 있는 규조류 중 생리 활성 상

태가 좋은 종을 선택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용 배지는 대한해협 해수를 membrane

여과지(pore size 0.2um membrane filter, Advantac)를 이용하여 여과를 한 후, 고압멸균

기(autoclave, 15 min, 121°C)로 멸균하여, 대상종 성장에 다른 인자(영양염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염(enriched nutrient: f/2 media and SiO4), 광량 60 µmol

m-2s-1, 광주기(photo period)는 12 light : 12 dark, 영분은 약 31 psu 조건하에서 1L

polycorbonate 재질의 투명한 배양용기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배양실험은 4개의 온도

조건(15°C, 20°C, 25°C, 30°C)에서 각 조건마다 3개의 중복(triplicate)배양을 진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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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대상종의 초기 접종 밀도는 세포의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50∼100 cell

mL-1의 조건으로 접종을 하였다. 식물플랑크톤 세포가 건강한 시점에 샘플링해서 지방산,

DW(dry weight), 셀 부피(FlowcamTM: Fluid Imaging Technologies)를 측정하기 위해 실

험 종의 성장곡선(growth curve)이 늦은 지수성장기(exponential phase) 혹은 이른 정체

기(stationary phase) 시점에 실험을 종료 하였다. 식물플랑크톤 성장률은 1∼2일 간격으

로 2mL을 샘플링 해서 광학현미경(Zeiss, Axioplan Ⅱ) 하에서 Sedgewick-Rafter

Chamber을 이용하여 계수하였다. 성장률은 μmax = (lnNt2-lnNt1)/(t2-t1), 여기서, t: 배양

일수, Nt1:실험초기 세포수, Nt2:실험 종료 시 세포수를 말한다.

(2) 이산화탄소 분압 및 수온 상승이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seedbank에서 배양하고 있는 규조류 중 생리 활성 상

태가 좋은 4종(Akashiwo sanguinea, Alexandrium tamarense, Chattonella ovata,

Prorocentrum minimum)을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용 배지는 대한해협 해수를

membrane 여과지(pore size 0.2um membrane filter, Advantac) 를 이용하여 여과를 한

후, 고압멸균기(autoclave, 15 min, 121°C)로 멸균하여 사용하였다. 배양 용기는 ø115mm

x h65mm(DURANTMborosilicateglass)인 크리스털 라이징 디쉬를 사용하였고, 배양기

(Lab-tech co.)는 실험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가스의 주입이 용이하도록 구조 변경 후 사

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이산화탄소는 가스 공급업체에서 고순도 (±0.0001ppm, air

balance)로 제조된 이산화탄소(400ppm, 1000ppm)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대상종이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영양염이 제한인자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 영양상태

(enriched nutrient: f/2 media and SiO4)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염분은 약 31 psu, 광

량 60 µmol m-2s-1, 광주기(photo period)는 12 light : 12 dark 로 수행하였다.

실험은 하나의 대조구(present pCO2:400ppm,수온: 20°C)와 세 개의 실험구(acidification

pCO2: 1000ppm, 수온: 20°C; global warming pCO2: 400ppm, 수온: 25°C; greenhouse

pCO2: 1000ppm, 수온: 25°C)로 나누어서 3번 반복(triplicate)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대상

종의 초기 접종 밀도는 세포의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50~100 cell mL-1의 조건으

로 접종을 하였다. 실험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실험 시작 전 여과멸균배지에 동일한 농

도의 고순도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해서 pH 값이 안정화 될 때까지 폭기(12hr 이상)를

한 이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든 실험에 관련된 전 처리가 종료된 배양액이 포함된 배양

용기는 w400mm x l400mm x h250mm 인 투명 아크릴 컨테이너로 이동 후 배열되었으

며, 각각의 컨테이너에는 실험 목적에 부합되는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실험 기간 동안 계

속 공급을 해서 미래 대기와 해양의 상황을 재현하였다. 대상종의 성장은 형광측정기

(Turner Designs 10-AU Fluorometer)를 이용하여 실험 시작 후 3일째 이후 매일 측정

하였으며, 배지 내 pH 변화도 pH meter(Orion)를 이용하여 성장측정과 동일한 시기에 수

행하였다. 실험은 성장곡선(growth curve)이 늦은 지수 성장기(exponential phase) 혹은

이른 정체기(stationary phase) 시점에 실험을 종료 하였으며, 매 측정 시 15mL 를 샘플

링 해서 FSU 와 pH 를 측정하였다. 성장률(µ)은 실험 시작일로부터 실험 종료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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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체량을 계산하여 아래의 식에 적용 계산하였다.

µ=(log2N2-log2N0)/T

여기서, T: 배양일수, N0:실험초기 FSU 값, N2:실험 종료 시 FSU 값으로 나타내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대상종의 성장에 따른 pH 급격한 증가 방지를 위해 고농도

이산화탄소(10000ppm)로 과 포화된 여과 멸균 해수를 각각 실험구에 샘플링 후 소량 첨

가하였으며(1∼5mL), pH 값도 초기 조건과 유사하게 조절하였다(Fig. 3.3.1). 실험 종료

시 까지 초기 배양액 부피의 70%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배양액 부족에 따른 영향을 배제

하였다.

Fig. 3.3.1. Changes of pH concentration of four diatom species under present,

acidification, global warming and greenhouse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s. (a)Skeletonema costatum, (b)Chaetoceros debilis, (c)Chaetoceros

didymus, (d)Thalassiosira nordenskioeldii. The arrows indicate the time points

when concentration CO2 was added to phytoplankton culture.

(3) 수온 상승에 따른 먹이생물(식물플랑크톤)의 nutritional quality(필수 지방산 조성 및

함량)변화가 요각류 난 생산에 미치는 영향

선행 실험결과에서 수온상승에 따라 식물플랑크톤의 지방산 조성에 변화가 확인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우점하는 요각류 Acartia omorii 에게 15℃ 및 20℃

수온 조건의 배양 먹이생물(Skeletonema costatum, Prorocentrum minimum)을 공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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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생산력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두 종류의 불포화지방산 즉, EPA와 DHA

를 첨가한 배양액, 그리고 첨가하지 않은 배양액(Control) 등 3가지 조건의 배양액에서

성장한 먹이생물을 요각류에게 공급하여 이들의 난 생산력을 상호 비교하였다. 위 실험에

사용된 A. omorii는 남해 장목만에서 conical type의 네트(구경 45cm, 망목 200㎛)를 이

용, 채집하여 실험실로 옮긴 후 해부현미경(SV11, ZEISS)하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암컷

성체만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암컷(5 개체 씩)을 먹이와 영양조건(먹이생물 및 불포화지

방산 첨가 여부)이 다른 배양액에 주입하여 매일 난의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10일간

진행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1) 수온 변화에 따른 식물플랑크톤의 성장 및 지방산 조성 변화 관측 실험

(가) 수온 상승에 따른 4종의 유해 적조 조류 (Akashiwo sanguinea, Alexandrium

tamarense, Chattonella ovata, Prorocentrum minimum) 의 성장 및 지방산 변화

수온 변화에 따른 4종의 성장률을 보면, A. sanguinea와 P. minimum은 수온이 15oC∼

30oC로 증가한 구간에서 성장률은 약 2배 이상 빨라졌다(Fig. 3.3.2a). A. tamarense는 실

험기간동안 모든 수온 조건에서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30oC 수온 조건에서는 거의 성

장하지 않았다. C. ovata는 수온이 15oC∼25oC 조건에서는 성장률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지만 30°C 수온 조건에서는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식

물플랑크톤의 성장률은 일정 수온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수온 조건에서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으며(Grzebyk et al., 1996; Hamasaki et al., 2001; Matsubara et al., 2007;

Yamaguchi et al., 2010; Sayegh and Montagnes, 2011), 본 실험 결과 또한 이러한 경향

을 잘 반영하였다. 실험기간동안 실험대상 종 중에서 P. minimum만 30oC 조건에서 높

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P. minimum이 광온성 종으로 부영양화 환경에서 여름철 대

발생을 한다는 생태학적 특성과 잘 일치 한다(Rabbani et al., 1990). 결론적으로 본 실험

에 이용되어진 종들에 한해서 이전의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P.

minimum을 제외하면 25℃ 이상의 고수온 조건에서 잘 성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

다.

실험 종료 시점에 수온 변화에 따른 4종의 세포 부피를 측정하였다. 모든 종들에서 수

온이 증가할수록 세포 부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3.2b). 식물플랑크톤 세포

부피 감소는 대상 종을 포식하는 포식자의 크기에 따른 먹이의 선택적 포식을 하는 습성

으로 인해 포식자의 영양 밸런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Atkinson, 1994;

Sayegh and Montagnes, 2011), 전체 해양생태계 군집 먹이사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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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Changes in the growth rate(a) and

cell volume of four HABs at four different

temperatures.

본 연구 대상종 모두 약 20여종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총지방산 함량은 배양

종과 배양 온도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Fig. 3.3.3). 일반적으로 와편모조류는 전체

지방산 중 DHA(22:6(n-3)) 농도가 높은 반면(e.g., Mansour et al., 1999), 침편모조류인

C. ovata 는 EPA(20:5(n-3)) 농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Marshall et al., 2002). 본 연

구에서도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A. sanguinea, A. tamarense, P . minimum은 높은 16:0,

18:1(n-9), DHA 함량이 높았으며, C. ovata 는 16:0, 18:1(n-9), EPA 함량이 높게 나타났

다.

실험 대상종들이 수온에 따른 총지방산 농도 변화를 보면, A. sanguinea, A.

tamarense, C. ovata는 수온 15oC∼30oC로 증가할수록 70% 이상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P. minimum은 수온 증가에 따라서 총 지방산 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룹별

지방산 분포를 보면, 포화지방산(saturated fatty acids, SAFA)은 모든 종에서 높은 함량

으로 검출되었으며, P. minimum을 제외하면 수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3.4). 전체 SAFA 중 알코올 성분인 16:0 가 20% 이상 높은 함량으로 검출되었다.

다중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s, PUFA)은 일반적으로 수온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며(e.g., Renaud et al. 2002), 본 연구에서도 4종 모두 수온이 증

가할수록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상대적 기여율 또한 A. sanguinea를 제외하

면 모두 감소하였다(Fig.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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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Relative contents of grouped fatty acids of

four HABs at four different temperatures.

(a)Akashiwo sanguinea, (b)Alexandrium tamarense,

(c)Chattonella ovata, (d)Prorocentrum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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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Relative proportions of saturated fatty acids

(SAFA), monounsaturated fatty acids (MUFA),

polyunsaturated fatty acids (PUFA), and branched fatty

acids (BrFA) in Akashiwo sanguinea(a), Alexandrium

tamarense(b), Chattonella ovata(c), and Prorocentrum

minimum(d) at four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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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방산(essential fatty acids: 필수지방산)은 오메가-3과 오메가-6 지방산으로 구성

되어지며, EPA와 DHA는 필수지방산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필수지방산은 식물

플랑크톤을 섭이하는 동물플랑크톤의 성장 및 난 생산력에 영향을 미친다

(Műller-Navarra, 2008). 수온 변화에 따른 필수지방산 변화를 보면, A. sanguinea를 제

외한 3종은 모두 수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P. minimum은

15oC에서 30oC로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서 60%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온이

증가할수록 필수지방산이 감소한다는 Renaud et al.(2002)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배양

수온이 증가할수록 P. minimum과 C. ovata의 DHA and/or EPA 감소는 동물플랑크톤의

성장 및 난 부화율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Koski et al., 2011).

Fig. 3.3.5. Relative proportions of essential fatty

acids, EPA and DHA in Akashiwo sanguinea(a),

Alexandrium tamarense(b), Chattonella ovata(c),

and Prorocentrum minimum(d) at four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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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층수온이 20oC∼25oC 인 시기가 길어진다면, 본 연구 대상종

들은 전반적으로 잘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수온 증가에 따른 세포 크기 및 필수

적인 영양요소인 필수지방산의 감소는 먹이망을 통해서 상위 영양단계로 전달되는 필수

지방산양도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상위 영양단계의 필수지방산 결핍 혹은 불균형은

부화율, 생산력 등에 영향을 미쳐서 생태계 생산력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이다.

　 Species
10℃ 15℃ 20℃ 25℃ 30℃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Diatom

Chaetoceros debilis 0.07 0.03 0.37 0.01 0.63 0.06 1.47 0.09 0.63 0.12

C. didymus 0.26 0.02 0.25 0.01 0.30 0.00 0.82 0.07 0.00 0.00

C. socialis 0.91 0.07 0.84 0.08 1.08 0.13 0.95 0.09 0.44 0.13

Odontella longicruris 0.27 0.01 0.42 0.05 0.42 0.03 0.43 0.03 0.63 0.04

Paralia sulcata 0.00 0.00 0.30 0.01 0.39 0.01 0.39 0.02 0.00 0.00

Skeletonema costatum 0.38 0.05 0.57 0.04 0.63 0.05 0.99 0.16 0.83 0.13

Stephanopyxis turris 0.00 0.00 0.26 0.21 0.65 0.04 1.11 0.20 0.53 0.18

Thalassiosira escentrica 0.17 0.01 0.19 0.03 0.23 0.07 0.45 0.05 0.00 0.00

T. nordenskioldii 0.23 0.02 0.40 0.02 0.46 0.03 0.59 0.09 0.39 0.05

T. weissflogii 0.26 0.01 0.37 0.02 0.43 0.01 0.50 0.12 0.42 0.03

Dino-

flagellate

Amphidinium carterae 0.13 0.00 0.17 0.02 0.28 0.01 0.29 0.04 0.01 0.00

Heterocapsa triquetra 0.22 0.01 0.24 0.03 0.27 0.01 0.19 0.19 0.00 0.00

P rorocentrum micans 0.00 0.00 0.20 0.01 0.23 0.04 0.25 0.01 0.26 0.03

P. triestrium 0.05 0.04 0.18 0.01 0.31 0.02 0.42 0.12 0.01 0.00

Other

Chlorella vulgaris 　 　 0.25 0.00 0.34 0.00 0.36 0.01 0.33 0.00

Dunaliella salina 　 　 0.18 0.00 0.32 0.00 0.32 0.01 0.27 0.01

Fibriocapsa japonica 　 　 0.21 0.01 0.34 0.01 0.41 0.01 0.36 0.05

Gloeocystis gigas 　 　 0.33 0.00 0.35 0.00 0.30 0.01 0.34 0.01

Heterosigma akashiwo 0.27 0.01 0.45 0.01 0.52 0.01 0.49 0.01 0.51 0.02

Pavlova luthenii 　 　 0.30 0.01 0.29 0.00 0.29 0.01 0.00 0.07

Rodomonas salina 　 　 0.28 0.00 0.35 0.01 0.44 0.01 0.35 0.03

Table 3.3.1. Changes in the growth rate of phytoplankton species at different

temperatures.

(나) 수온 상승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종의 성장률 변화

수온 변화에 따른 식물플랑크톤의 성장률은 Table 3.3.1과 같다. 규조류에 속하는 종들

은 전반적으로 20℃ 이상의 수온 조건에서 잘 성장을 하며, 20oC에서 최대 성장률을 보

인 Chaetoceros socialis(1.08 d-1)와 30oC에서 최대 성장률을 보인 Odontella longicruris

(0.63 d-1)를 제외하면 모두 25oC 수온 조건에서 최대 성장률을 나타냈다. 본 실험에 이용

된 10종의 규조류 중에서 Stephanopysis turris가 25oC 수온 조건에서 1.11 d-1로 가장 높

은 성장률을 보였다. 와편모조류에 속하는 4종도 20oC 이상의 수온 조건에서 최대 성장

률을 보였고, Prorocentrum triestrium이 25oC 조건에서 0.42 d-1로 다른 와편모조류 종

들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 외 식물플랑크톤 그룹에 속하는 종들이 수온 변화에

따른 성장률 변화를 보면, Heterosigma akashiwo가 20oC 수온 조건에서 0.52 d-1로 다른

종들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수온 변화에 따라서 뚜렷한 성장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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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플랑크톤 21종의 수온 변화에 따른 성장률 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종들이 20oC 이

상의 수온 조건에서 잘 성장을 하였으며, 규조류에 속하는 종들이 그 외 식물플랑크톤 그

룹에 속하는 종들에 비해 빠른 성장률을 보여서, 수온에 민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이산화탄소 분압과 수온 상승이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수온 상승이 국내연안에서 우점하는 규조류 4종

(Skeletonema costatum, Chaetoceros debilis, Chaetoceros didymus, Thalassiosira

nordenskioldii)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 대상종별 및 실험구에 따

라서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험 기간 동안 S. costatum의

성장률은 0.65∼0.87 d-1이며, 현재 조건 실험구에서 최대 성장률을 보였다(Fig. 3.3.6a). 전

반적으로 수온을 25°C 로 상승시켜준 실험구가 그렇지 않은 실험구에 비해 낮은 생체량

을 보였으며,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성장률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3.3.6a과

3.3.7a). Chen and Gao(2003)의 연구에서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S. costatum 성장률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Goldman(1999)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4 µmol L-1이하로 감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조류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고수온 조건

(25°C)에서 낮은 생체량 분포는 S. costatum이 20°C 이하의 온도 조건에서는 배양 온도

가 증가할수록 성장률이 증가를 하다가 25°C 조건에서 성장률이 감소한다는 Montagnes

and Franklin(2001)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S. costatum은 우리나라 및 일본 연안

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출현하는 광온성 종이며, 온도변화에 대한 성장 가능 범위가

2.0∼30°C로 매우 넓다. 이종의 최대 성장속도를 보이는 수온의 범위는 strain에 따라 조

금씩 다르지만 20∼30°C 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Yoder 1979; 오 등 2008). 다양한 수온

조건과 다양한 strain을 가지고 S. costatum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이 종의 수온에 대한

성장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 debilis의 수온 및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따른 성장률은 0.54∼0.63 d-1로 수온이

높은 실험구에서 다소 높은 성장률이 관찰되었으나 실험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률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서 수온 및 이산화탄소 농도가 C. debilis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3.6b). C. debilis와 같은 그룹(genus)에 속하는 C.

didymus의 수온 및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따른 성장률 변화는 0.65∼0.87 d-1이며, 수

온을 5 °C 상승시켜준 실험구에서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Fig. 3.3.6c과 3.3.7c). 일반

적으로 Chacetoceros 속의 종들은 전 세계적으로 연안생태계에서 연중 출현을 하는 종으

로 알려져 있으며(Guiry and Guiry, 2012),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철에 주로 우점하여

출현 하는 종으로 보고되고 있다(박 등 2009).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여름철 통

영 일대 해역에서 C. didymus가 고밀도로 출현했다는 보고가 있으며(백과 김 2010),

Karentz and Smayda(1984)도 실험실 배양 실험에서는 C. debilis 와 C. didymus 모두

연안 환경에서 관측되는 현장 수온 보다 높은 수온 조건에서도 잘 성장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C. debilis 와 C. didymus 가 고수온 조건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점은 이 두 종의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도 출현을 한다는 생태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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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특성과 실험실 배양시 현장 수온보다 높은 수온에서 더 빠르게 성장 한다는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또한 C. didymus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실험구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실험구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여서 이산화탄소 증가가

C. didymus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기간 동안 T.

nordenskioldii 성장률은 0.88∼0.96 d-1로 다른 실험 대상종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였

지만 실험기간동안 실험구간 성장률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서 수온 및 이산화탄소에 대한

영향이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3.6d와 Fig. 3.3.7d).

Fig. 3.3.6. Changes of fluorescence during experimental periods for four diatom

species under present, acidification, global warming and greenhouse conditions.

(a)Skeletonema costatum, (b)Chaetoceros debilis, (c)Chaetoceros didymus,

(d)Thalassiosiranor denskioeld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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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Comparison of growth rate of four diatom species for four different

growth conditions. The vertical bars represent 95% confidence interval (n=2 for

Thalassiosira nordenskioeldii culture in acidification and greenhouse condition, other

all species culture conditions in n=3) (a) Skeletonema costatum, (b) Chaetoceros

debilis, (c) Chaetoceros didymus, (d) Thalassiosiranor denskioeldii.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S. costatum, C. debilis, C. didymus, T. nordenskioldii의 수온

및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에 따른 개별적 반응 및 이 두 환경인자의 복합적인 반응을 알

아보았다. 현재까지 수행된 선행 연구 결과들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해양 산

성화가 진행이 될 경우 규조류의 성장률이 증가(Schippers et al. 2004; Kim et al. 2006;

Egge et al. 2009),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Gao et al. 2012), 감소(Wu et al. 2010) 등

을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실험대상종의 성장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미래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S. costatum, C. debilis, C.

didymus, T. nordenskioldii의 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일한

이산화탄소 농도 조건에서 수온 상승 시 S. costatum은 낮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C.

didymus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C. debilis, T. nordenskioldii는 수온 상승에 따른 성

장률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종만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 해양환경

이 고수온, 고이산화탄소 조건으로 변한다면 C. didymus가 다른 실험 종에 비해 더 잘

적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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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온상승에 따른 식물플랑크톤(요각류의 먹이생물)의 영양요소(지방산)변화가 요각류

의 난 생산에 미치는 영향

S. costatum를 공급하며 A. omorii의 난 생산력을 측정한 결과, 15℃와 20℃에서 각각

10일간 평균 4.7과 4.4 eggs female-1 d-1로 두 수온조건 간에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Fig.

3.3.8). 반면 P. minimum을 먹이생물로 공급한 실험에서는 20℃에서는 25.9 female-1 d-1

로 15oC의 12.5 female-1 d-1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값을 나타냈다. 3가지 배양액 조건

에서 성장한 S. costatum를 공급하며 A. omorii의 난 생산력을 측정한 결과, 10일 동안의

평균 난생산력의 15℃에서 4.7-5.0 female-1 d-1을 20℃에서는 3.9-4.4 female-1 d-1로 불포

화지방산(EPA, DHA)을 첨가한 배양액 조건과 일반 배양액(Control)조건과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Fig. 3.3.9). P . minimum에 대한 실험에서는 15℃에 비해 20℃에서 높은 난 생

산력을 보였지만, 동일한 수온환경의 3가지 배양액 조건의 실험에서는 S. costatum의 결

과와 마찬가지로 불포화지방산을 첨가한 배양액 조건에서 A. omorii의 난 생산력이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요각류 A. omorii의 난 생산력은 불포화지방산을 추가

여부 보다는 수온과 먹이크기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실험에 사용된

A. omorii가 자연먹이를 섭취하고 성장한 암컷 성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실험에

사용된 먹이조건이 단기간에 난생산력 변화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험

에 사용되는 먹이조건이 암컷의 난생산력에 충분히 반영되는 장기간의 실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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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와편모조류

가. 서론

해산 플랑크톤 중 와편모조류는 서식환경조건이 불리한 시기에 휴면포자(시스트)를 형

성하여 해저에 가라앉아 휴식기를 취하며 조건이 회복되면 다시 발아하여 수중으로 돌아

오는 생활사를 가지고 있다. 시스트 중에는 유기물로 구성된 돌기물(organic spine)을 가

지는 종과 석회질 돌기물(calcareous spine)을 가지는 종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석회

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인 Scrippsiella trochoidea는 석회질 돌기물을 가지는 시스트

(spiny type)를 형성한다. 하지만 최근에 빈산소해역의 자연퇴적물에서 돌기물을 가지지

않는 시스트 형태(naked type)가 관찰되었고(Fig. 3.3.10), 그 형태적 변이는 저층 퇴적물

에서 산성화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Shin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산성화

환경에서 형태적 변화가 일어난 naked-type 시스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환경을 구

현하여 시스트의 생리적 특성을 알아보고, 시스트의 사망 확인을 통하여 산성화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Fig. 3.3.10. Light microscopy photographs of spiny-type(A) and naked-type(B)

cysts of Scrippsiella trochoidea,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hy

photographs of vegetative cell (C and D) germinated from the cysts of S.

trochoidea. Scale bars represent 10(A and B) and 5㎛ (C and D).

나. 재료 및 방법

(1)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Scrippsiella trochoidea의 자연퇴적물에 노출

자연 퇴적물에서 형태적 변화가 나타난 S. trochoidea의 naked -type 시스트와 석회질

돌기물을 가진 spiny-type 시스트의 개체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막만(34° 44′

16.8″N, 127° 39′ 47.2″E)의 자연 퇴적물을 채집하고 10㎛ 시브를 사용하여 유기물과

저서생물을 제거하였다. 실험에 사용되는 자연퇴적물은 10㎛ 시브를 통과한 퇴적물을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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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스트는 휴면기간에 따라 발아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채집된

시스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동시기에 현성된 시스트를 채집하기 위하여 trap을 이용

하여 시스트를 채집하였고, 샘플의 절반은 CO2 incubator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naked-type 시스트를 만들어 spiny-type시스트와 구분하였다. 시스트는 수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naked-type 시스트를 인위적으로 만들때에는 저 수온을 유지 하

여야 한다. 그리고 시스트를 접종하기 위하여 자연퇴적물이 포함된 well-plate를 준비 한

후, well-plate에 두 형태의 시스트를 구별하여 접종 한 후, 5∼6 ℃를 유지시킨 배양기에

놓고 30일동안 개체수 변화를 관찰 하였다. well-plate에 있는 퇴적물은 매일 Harvesting

하여, 10㎛ 시브를 통과 시켰고, 시브 위에 남겨진 시스트는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계수하

였다.

(2)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Scrippsiella trochoidea에 대한 저서생물의 섭식영향 평가

산성화 환경에서 형태적 변화가 일어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S. trochoidea에 저

서생물의 섭식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CO2 incubator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Naked-type 시스트로 만들어 spiny-type시스트와 구분하였다. 그리고 저서생물은 4월에

가막만의 자연 퇴적물을 채집한 후, 1mm시브를 사용하여 시브 위에 남겨진 저서생물 중

Capitella sp.만을 분리하여 실험 전까지 20℃ 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섭식실험은

시스트의 발아를 억제하기 위하여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서생물은 실험 시

작 2주 전부터 낮은 온도의 조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5-6℃까지 점진적으로 온도를 낮

추었다.

그리고 저서생물의 반복적 섭식으로 인한 시스트의 형태적/생리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

하여 저서생물의 인공 서식지는 직경 350mm, 깊이 250 mm의 well-plate를 사용하여 행

동반경을 제한 하였다. 준비된 각 well-plate에는 5마리의 Capitella sp.를 접종하였고, 준

비된 시스트 또한 일정 개체수를 분배하여 well-plate에 접종 한 후, 20일간 배양하였다.

well-plate에 있는 퇴적물은 매일 Harvesting하여, 10㎛ 시브를 통과 시켰고, 시브 위에

남겨진 Capitella sp.의 faecal pellets을 분리 한 후, 초음파 처리하여 20일간 형태적 변화

를 관찰하였고 위상차현미경 하에서 시스트를 분리하여 20℃의 배양조건에서 발아능을

관찰 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1) 자연퇴적물에 노출된 S. trochoidea의 Spiny-type과 Naked-type 시스트 개체수 변화

산성화 환경에서 형태적 변이가 나타난 S. trochoidea 시스트(naked-type)가 자연 퇴

적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30일 동안 그 개체수는 최초의 개체수보다 10배정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Fig. 3.3.11), Red body가 사라지고 원형질만 가진 시스트가 주

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석회질 돌기물을 제거하지 않은 시스트의 경우, 자연퇴적물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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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후 개체수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3.3.12).

일반적으로, S. trochoidea 시스트의 돌기물은 수주에서 침강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Anderson 1985).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석회질 돌기물이 시스트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rnarson and Keil(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입자성 유기물과 미네랄의 흡착은 미생물에 의한 분해로부터 물리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조밀하게 연결된 S.trochoidea 시스트의 석회질 돌기물은 퇴적물내에서 유기

물과 미네랄 흡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산성화로 인한 돌기물의 용해는 그러한 보호막

을 제거하기 때문에 naked-type 시스트는 생물학적 분해에 쉽게 노출된다.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naked-type시스트의 개체수가 spiny-type 시스트의 개체수에 비하여 쉽게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산성화 환경에서 유발된 석회질 돌기물의 용해

(dissolution)는 seed population으로서 시스트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3.11. Changes in the

abundances of spiny-type cysts

exposed to natural sediments for 30

days of incubation.

Fig. 3.3.12. Changes in the abundances

of naked-type cysts exposed to

natural sediments for 30 days of

incubation. 

(2) Capitella sp.의 섭식 활동으로 인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Scrippsiella

trochoidea의 spiny-type과 naked-type의 형태적 변화

저서생물의 섭식으로 인한 spiny-type과 naked-type 시스트의 형태적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 한 결과, 배양 1일과 3일째의 faecal pellets에서 대부분의

Spiny-type시스트의 돌기물의 용해가 관찰되었다. 배양 5일째의 faecal pellet에서는 시스

트 외벽에서 crack 함께 분해가 관찰 되었으나 red body가 시스트 내부에서 관찰되었다

(Fig. 3.3.13). 반면, 배양 1일째 faecal pellets에서 naked-type시스트는 표면적으로 손상이

보이지 않았고, 3일과 5일째에는 시스트 내부에 red body를 제외하고 원형질은 보이지

않았으며, 배양 15일재의 faecal pellets에서 시스트는 red body의 탈색과 함께 시스트 외

벽의 손상이 관찰되었다(Fig. 3.3.13).실험결과에서 두형태의 시스트 모두에서 형태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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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관찰되었지만, naked-type 시스트가 spny-type 시스트보다 형태적 변화가 빠르게

관찰 되는 것으로 보아, 시스트의 석회질 돌기물이 저서생물의 섭식으로부터 재빠른 시스

트의 형태적 변화를 늦추는 것으로 생각된다.

Montresor et al. (200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Copepoda의 faecal pellets에서 분리된

S. trochoidea 시스트의 형태는 변화가 없고, 석회질 돌기물 또한 용해가 관찰되지 않았

다. 뿐만 아니라, Kremp et al.(2003)은 S. lachrymosa의 시스트 형태와 돌기물이

Polychaete의 소화기관(gut)을 통과하여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의 결과는 이전의 연구와 다르게 섭식으로 인한 형태적 뿐 만 아니라, 돌기물의 용해를

관찰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전의 연구들이 실험 수행시, 저서생물의 반복적 섭식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즉,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S. trochoidea가 저서생물

에 의해 계속적으로 섭식이 된다면, 시스트의 형태적 변화와 돌기물의 용해가 일어날 수

있지만, 석회질 돌기물은 저서생물의 섭식 영향에 시스트의 형태와 원형질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3) Spiny-type 과 Naked-type 시스트의 발아능(Germination capability)에 Capitella sp.

의 섭식영향

저서생물의 섭식으로 인한 형태적 변화의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는 시스트의 발아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배양 1일째의 faecal pellets에서 분리한

Spiny-type과 naked-type시스트의 발아율은 100%와 50%였지만, 배양 2일째와 4일째 분

리한 faecal pellet에서 두 시스트의 발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5일째에 분리된 faecal

pellet에서 시스트의 발아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Fig. 3.3.14). 최근, 시스트에 대한 저서

생물의 섭식연구 결과에 따르면, Scrippsiella 시스트는 본 연구결과와 달리 저서생물의

소화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나(Kremp et al.2003), 최근에 진행한 섭식

연구들 대부분이 저서생물의 반복적인 섭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만약 시스트가 반복적으로 저서생물에 의해 섭식된다면, 시스트의 형태/생

리적 특성은 손상을 입게 되며, 특히 naked-type시스트은 섭식으로 인한 분해에 저항 할

수 있는 돌기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리적 기능은 쉽게 저해될 것으로 판단된

다.

결론적으로, 산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석회질 돌기물의 용해는 해양생태계에서 seed

population의 역할을 하는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의 생존력을 방해하고, 사망을 유도

하여 플랑크톤 군집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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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Morphological features of spiny- and naked-type cysts of

Scrippsiella trochoidea from faecal pellets of Capitella sp. following the

day of harvesting. Arrows indicate the red accumulation body. Scale barr

represent 10 ㎛.

Fig. 3.3.14. Germination rates of spiny- and naked-type cysts of Scrippsiella

trochoidea from faecal pellets of Capitella sp. following the day of

harv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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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성화 환경 지시자로서 Scrippsiella trochoidea의 Naked-type 시스트

Scrippsiella trochoidea의 유영세포는 전세계 연안해역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이 종의

시스트 또한 전세계 연안에서 쉽게 발견된다. 하지만, naked-type의 시스트는 모든연안에

서 관찰되지 않고, 중국의 Daya Bay, 한국의 가막만, 진해만과 같은 부영양화 된 해역에

서 주로 발견된다. 즉,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의 형태적 변화의 발견은 부영양화 된

해역의 산성화 환경을 의미하고, 산성화 환경의 지표종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시스트는 유영생물과는 달리 해수의 흐름 방향과 유속에 저항 할 수 있

는 유영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의 형태적 변화를 활용하

여 해역의 산성화 정도를 판단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역의 해수의 흐름과 유속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IPCC는 향후 21세기말에는 해수의 pH는 0.3-0.4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Shin et al. (201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S. trochoidea 시스트

의 형태적 변화는 pH 7.3이하의 환경에서 관찰된다. 즉, 석회질 와편모조류 S. trochoidea

시스트의 형태적 변화는 향후 산성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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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인자 생물반응 - 메조코즘 trial

가. 서론

해양식물플랑크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기인한 환경 변화(수온상승, 산성

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전 지구적 C: N: P ratio와 같은 생지화학적 순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oessler 1990, Fu et al. 2007). 해양 수온 상승과 해양 산

성화에 대한 식물플랑크톤의 반응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을 대

상으로 복합인자 반응 실험실 및 현장 실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온 상승 및 이

산화탄소 증가가 해양 식물플랑크톤 군집 및 기후변화조절물질(이메틸황(dimethyl

sulphide: DMS)1) 등)생성에 미치는 영향 예측을 위한 메조코즘(mesocosm) 연구를 수행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반응 인자에 대한 생물반응

연구의 최적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재료 및 방법

(1) 메조코즘 설치 및 시료 채집

해수온 상승 및 해양 산성화에 따른 부유생물 및 생태계의 반응을 보다 자연과 유사한

환경 조건에서 규명하기 위해 메조코즘 이용하여 2011년 3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4

일간 실험을 진행하였다. 메조코즘 내 mesh size가 60μm 인 net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여과한 해수를 집어넣은 후,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로 과포화된 해수와 수온 조절 장치를

하여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 및 수온을 조절하였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 농

도인 280ppm에서부터 1200ppm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조절하였고, 수온은 현장수온

보다 약 3 oC 높게 조절하였다(Fig. 3.3.15). 실험을 실시하는 날(day 0)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영양염(질산염: 15 μM, 인산염: 1.5μM, 규조염: 15μM)을 첨가하였

다. 모든 메조코즘 실험 unit는 20분간 해수 혼합장치를 이용하여 혼합한 후 master flux

pump를 이용해서 수심 1m에서 시료채집을 실시하였다. Kim et al.(2008)의 논문에 해수

혼합장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다. 탄소 및 생물관련인자에 대해서 매일 샘플

링 실시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이메틸황(dimethyl sulfides: DMS)은 휘발성 유기황화합물로서 해양 식물플랑크톤에 다량 함유

된 삼투압조절과 냉각방지를 위한 물질인 DMSP에서 기원된다. DMSP는 해수로 배출되어 미

생물에 의해 DMS로 분해되고 기체형태로 대기로 방출된다. 방출된 DMS는 대기 중에서 산화

되어 구름을 형성하는 응결핵으로 작용하여 에어로졸과 구름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에어로

졸과 구름형성의 증가는 태양복사열을 반사시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

서 최근들어 DMS의 기후변화 조절기능이 알려지면서 높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해양에

서 생성되는 DMS가 생물기원 황화합물의 약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해양에서의

생성기작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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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인자 분석

① 생물 관련 인자 분석

메조코즘 실험시 포항공대 연구진이 참여해서 다양한 생물관련 기후변화 인자를 측정

하였으며, 본 연구팀에서는 전체 및 크기별 엽록소-a 농도와 식물플랑크톤 중 다른 미세

조류에 비해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서 해수 내 엽록소 농도와 좋은 상관성을 가지는 규조

류 및 와편모조류 현존량 및 종조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세조류의 성장에 필요한 영

양염 농도 또한 측정하였다.

② 탄소 관련 인자 분석

해양의 무기 탄소는 다음의 4가지 인자로 구분 된다; Alkalinity, Dissolved inorganic

carbon (DIC), pH, pCO2. 위의 4가지 무기탄소 인자 중 2가지의 값을 알 경우 각 인자간

의 열역학적 관계를 통해 나머지 두 인자에 대해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alkalinity, DIC, pH 는 직접 측정하고, 나머지 CO2 인자는 계산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Dickson and Goyet, 1994). Alkalinity는 pKa 4.5를 기준으로

proton acceptor와 proton donor의 농도차를 통해 얻어지는 값으로, 해양의 proton buffer

capacity를 나타낸다. 일정량의 해수에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HCl을 미량으로 주입하

며 electrode의 e.m.f 값을 기록한 후 non-linear curve fitting approach 방식을 통해 분

석한다. Dissolved inorganic carbon은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bicarbonate, carbonate, CO2

의 합으로, 일정량의 해수에 과량의 인산을 주입하여 bicarbonate와 carbonate를 CO2의

형태로 변화시킨 후 폭기과정을 거쳐 columeter로 CO2를 전달하여 분석한다. pH는 다른

무기탄소 인자들과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소수점 셋째자리의 정밀도가 요구된다. 따

라서 일반적인 electrode 분석이 아닌 m-cresol purple 또는 thymol blue buffer solution

을 일정량 첨가한 후 UV-spectrometer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Fig. 3.3.15. Photograph of the mesocosm and seawater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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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고찰

(1) 메조코즘내 일반 환경 인자

실험구별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면, 실험 초기 각 실험구별 이산화탄소 농도를 각

각 280, 350, 430, 530, 690, 780, 851, 950, 996 ppm으로 조절하였다 (Fig. 3.3.16). 하지만

실험 초기(0∼5일)에 실험구에서 이산화탄소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실험해수가 담긴

polyethylene 재질의 용기에서 일정량의 이산화탄소가 용출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0∼5일 사이에 관측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전 실험기간 동안의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로 설정하였다 (370, 460, 640, 800, 970, 1180, 590, 1090, 1240 ppm). 실험기간 중 식

물플랑크톤의 성장에 따른 이산화탄소 소모, 대기와 해수 간의 가스 교환 등의 요인에 의

해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였으나, 각 실험구간 이산화탄소 농도의 차이는

유지되었다(Fig. 3.3.16a). 실험 초기 해수의 온도는 약 8 °C 정도로 유지되었으며 약 30

여일 후 실험완료시 약 12 °C까지 증가하였다(Fig. 3.3.16b).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식

으로 세 개의 실험구 (590, 1090, 1240 ppm)를 대상으로 항온수조와 열 교환 파이프를 통

해서 온도를 증가시켜서 온도를 올리지 않은 실험구와 온도를 올린 실험구간(blue line:

ambient temperature, red line: high temperature)에 실험 전 기간에 걸쳐 약 2.3°C 가량

의 온도차가 유지되었다.

실험 기간 동안 염분 변화를 보면, 실험 초기 전 실험구에서 약 32.6psu의 농도를 보였

고, 이후 증발에 의해 전체 실험구에서 염분이 1.11 ± 0.16 psu 증가를 하였다(Fig.

3.3.16c). 전체적인 염분 변화 패턴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실험 용기의 파손 등으로 인한

외해수의 유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기간 동안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실험 초기 영양염을 주입해서

질산염과 규산염은 약 15μM, 인산염은 1.5μM로 조절하였다(Fig. 3.3.17). 질산염은 실험

시작 후 10일 이내에 거의 모든 실험구에서 고갈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농도가 370, 460

ppm으로 낮은 농도 조건과 고이산화탄소 농도 및 고수온 조건(590 ppm + 2.3 oC 상승,

1240 ppm + 2.3 oC 상승)에서 T16일 이전에 규산염이 모두 소모되었다. 질산염과 규산염

감소는 식물플랑크톤이 광합성 시 흡수하였기 때문이며, 특정 실험구에서의 규산염 감소

는 그 이후에 규조류의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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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Changes of CO2 production (a), temperature (°C) (b),

salinity (psu) ⒞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Fig. 3.3.17. Changes of nutrient concentration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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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플랑크톤 반응

실험 기간 동안 전체 및 크기별 엽록소-a 농도 변화를 보면, 설정되어진 모든 조건 중

가장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370 ppm) 실험구에 가장 높은 생체량이 관찰되었으며, 상대

적으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조건 실험구에서는 수온 상승에 따른 생체량 증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Fig. 3.3.18). 수온 상승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시, 640 ppm 이상의

실험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체량 분포를 보였다. 크기별 엽록소-a 기여율 변화를

보면, 미세크기(micro-sized) 플랑크톤의 엽록소-a는 낮은 농도의 이산화탄소 실험 조건

에서는 실험 초기 높은 기여율을 보이다가 실험 후반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800 ppm 이상의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 실험구에서는 실험 초기보다 후반부에 높은

기여율을 보였다(Fig. 3.3.19). 미소크기(nano-sized) 플랑크톤의 엽록소-a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실험구보다 640 ppm 이상의 높은 이산화탄소 실험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율을 보인 반면에, 초미소크기(pico-sized) 플랑크톤의 엽록소-a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 실험구에서 높은 기여율을 보였다. 고수온 조건의 실험구에서 미세크기

플랑크톤의 엽록소-a는 실험 초기 비슷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갖는 저수온 조건의 실험구

보다 높은 기여율 보였고, 실험 후반부로 갈수록 미세크기 플랑크톤의 엽록소-a의 기여

율은 미미해지는 반면, 초미소크기 플랑크톤의 엽록소-a의 기여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

다.

Fig. 3.3.18. Changes of chlorophyll concentration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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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Changes of size-fractionated phytoplankton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실험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970 ppm인 실험구에서 가장 높은 식물플랑크톤 현

존량이 관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640 ppm 이상의 고농도 이산화탄소 조건의 실험구에서

높은 현존량 분포를 보였다(Fig. 3.3.20). 이러한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결과는 640 pp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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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 실험구에 높은 값을 보인 엽록소-a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식물플랑크톤 현존량과 수온과의 반응을 보면, 고수온 조건이 저수온 조건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이른 시점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물플랑크톤 주요 우점종 성

장 변화를 보면, 실험기간 내에 가장 높은 현존량 분포를 보였던 Skeletonema spp.는 실

험 후반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640 ppm 이하의 실험구에서 성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800 ppm 이상의 이산화탄소 실험구에서는 실험 종료시까지 성장이 지속되었다

(Fig. 3.3.21a). Skeletonema spp. 현존량은 고수온 조건이 저수온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

로 일찍 성장을 시작하고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3.21b). Leptocylindrus

danicus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성장 반응을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640ppm인 실험

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전반적으로 640 ppm 이하의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3.21c). 또한 L. danicus는 저수온 조건보다 고수온 조건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수온 조건인 1240 ppm에서 최대 현존량 분포를 보였

다(Fig. 3.3.21d). Thalassiosira nordenskioldii는 460 ppm 이하의 저농도 이산화탄소 실

험구에서 높은 현존량 분포를 보였으며(Fig. 3.3.21e), 저수온 조건보다는 고수온 조건에

서 뚜렷한 현존량 증가를 보였다(Fig. 3.3.21f).

Fig. 3.3.20. Changes of total phytoplankton abundance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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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Changes of dominant phytoplankton species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결과를 정리해 보면, 실험 후반부인 T25일 이후 이산화탄소 농도

가 높은 실험구(800, 970, 1180 ppm)에서 높은 현존량 분포를 보였다. 이는 T10일경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 실험구(370, 460 ppm)에서 높은 값을 보였던 엽록소-a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실험기간동안 우점종 현존량 변화를 보면, Skeletonema spp. 현존량은

전체 식물플랑크톤 현존량(Fig. 3.3.22)과 T. nordenskioldii의 현존량은 엽록소-a 농도와

아주 흡사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3.3.23). 따라서 실험기간동안 전체 식물플랑

크톤 현존량은 Skeletonema spp.에 의해서 조절되어진 반면, 전체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은 Skeletonema spp. 보다는 크기가 큰 T. nordenskioldii에 의해서 조절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T. nordenskioldii : 14092±5780㎛3, Skeletonema spp. : 358±35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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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Comparisons of abundance between total

phytoplankton and Skeletonema spp.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Fig. 3.3.23. Comparisons between chlorophyll and Thalassiosira

nordenskioldii abundance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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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간동안 우점하였던 Skeletonema spp., L. danicus, T. nordenskioldii의 수온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반응을 누적 현존량 분포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Skeleotonema spp.는 수온 및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따른 뚜렷한 개체수 증감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에 수온 및 이산화탄소 농도보다는 영양염과 같은 다른 환경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Table 3.3.2와 Fig 3.3.24a-b). L. danicus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유사한 농도의 이산화탄소 농도 조건

에서 수온이 낮은 실험구보다 높은 실험구에서 더 빠르게 성장을 하였기에 수온상승이

L. danicus의 성장을 촉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Fig 3.3.24c-d). T. nordenskioldii인 경우

수온상승은 성장률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성장을 저해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3.24e-f). Chaetoceros spp.는 수온 증가시 성장률 증가가

관찰된 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640 ppm 이상 일 경우에는 Chaetoceros spp.의 성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3.24g-h). 본 연구를 통해서 주요 우점종의 반응에 대해

서 설명을 하였으나,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multi-species의 반응은 주어진 환경

변화 조건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학적 인자들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지속적인 메조코즘 실험을 통해서 각각의 기후변화 인자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3.3.2. Response of dominant phytoplankton species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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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 Cumulative effects of CO2 and temperature on dominant phytoplankton

species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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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온 및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메틸황(DMS) 생성에 미치는 영향

식물플랑크톤은 DMS의 전구물질인 DMSP(dimethylsulfoniopropionate)를 합성하며 일

부 종의 경우 직접 DMS를 발생하기도 한다. 식물플랑크톤 체내의 DMSP 함량은 종에

따라 아주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와편모조류와 석회비늘편모조류(coccolithopore)는 상대

적으로 아주 높은 DMSP 함량을 보이는 반면 규조류, 편모조류,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DMSP 양을 보인다. 박테리아는 용존 상태의 DMSP를 DMS로 분

해하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DMS를 sulfur source로 소모하기도 한다. 동물플랑크톤은

식물플랑크톤을 포식하는 과정에서 식물플랑크톤 체내의 DMSP를 해수 중으로 용출시켜

박테리아에 의한 분해를 촉진시킨다. 메조코즘 실험기간동안 DMS의 농도 변화를 보면,

식물 플랑크톤의 최대번성이 지난 약 T15일 이후부터 DMS의 농도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실험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약 T25일 이후 DMS의 농도가 최대

치에 도달하였다. 특히 온도가 높은 실험구에서 전체 DMS의 발생이 가장 높았으며 이산

화탄소 농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DMS 농도가 낮게 관측되었다(Fig. 3.3.25). 이산화탄소

농도 및 온도 변화에 따른 총 DMS 발생량의 차이를 자세히 보기 위하여 전체 실험기간

에 걸쳐 적분된 DMS의 양을 이산화탄소 농도 및 온도와 비교한 결과, 이산화탄소의 농

도가 증가할수록 총 DMS 발생량이 감소하였으며, 유사한 이산화탄소 농도에서는 온도가

높은 실험구에서 전체 DMS 발생량이 많아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3.26). DMS

의 전구물질인 DMSP의 경우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엽록소-a)과 유사한 패턴으로 증가하

였다(Fig. 3.3.27). DMS의 증가에 앞서 DMSP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식물플랑

크톤의 직접적인 발생량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파악되며, 식물플랑크톤의 성장 과정에서

합성된 체내의 DMSP가 포식 또는 영양염 고갈 등에 의한 식물플랑크톤 소멸 과정에서

방출되어진 후 박테리아 등에 의한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DMS로 전환되어졌을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실험기간에 걸쳐 적분된 DMSP 양의 경우 DMS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

소가 낮은 구간에서 발생량이 높았으며, 유사한 이산화탄소 조건에서는 온도가 높은 구간

에서 총 발생량이 높았다(Fig. 3.3.28). 전체 유기탄소 (POC) 중 DMSP 비율 역시 같은

패턴을 보였다. 즉 온도가 높은 실험구에서 체내 DMSP의 함량이 높은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실험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체내

DMSP함량이 낮은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이 유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Fig. 3.3.29).

전체 실험기간동안의 DMSP와 우점종인 규조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

소 농도가 높은 조건에서 다른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DMSP quota가 낮은 규조류가 전체 DMSP 생산에

기여도가 높아 전체 유기 탄소 중 DMSP의 비율이 낮았으며, 동시에 전체 DMSP의 발생

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수온상승이 DMSP 체내 함량이 높은 특정 식물플랑

크톤의 성장을 촉진시킨 반면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DMSP 함럄이 적은

규조류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으로 DMSP 및 DMS의 발생이 저하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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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Changes of DMS production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Fig. 3.3.26. Changes of DMS production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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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Changes of DMSP concentration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Fig. 3.3.28. Changes of DMSP concentration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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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9. Changes of DMSP:POC ratio under different simulated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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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abed 산성화가 요각류 난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

가. 서론

최근 전 세계 연안역에서 부영영화와 성층 형성에 기인한 빈산소(hypoxia, <2.8 mg

L-1 O2) 및 무산소 수괴(anoxia)가 발생하는 해역(dead zone)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퇴적물의 H2S 농도 상승을 동반한다(Reiffenstein et al. 1992). 또한, 무산소에 기인한 퇴

적물의 H2S 농도 상승은 pH를 낮추어 퇴적물의 산성화를 유발한다. 즉, 해수의 정상 pH

가 7.9∼8.3인 반면에 H2S가 용출되는 퇴적물 공극수의 pH는 6.0∼6.5까지 낮아진다

(Vismann 1996; Wang and Chapman 1999). 결국, 산소가 부족한 빈산소 및 무산소 수괴

의 형성은 해저면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야기한다. 우리나라 연안에도 진해·마산만, 가막만, 시화호 등에서 매년 여름철에 dead

zone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수산과학원 2009).

해저 퇴적물에는 요각류의 난이 104-107 eggs m-2의 범위로서 매우 높은 밀도로 존재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Lindley 1990; Marcus 1995; Uriarte and Villate 2006;

Glippa et al. 2011). 이러한 높은 밀도는 육상식물의 'seed bank'와 동일한 의미에서 ‘egg

bank'로 표현되며, 높은 밀도에 기인한 요각류의 난은 개체군 가입을 위한 잠재적인 중

요한 source 역할을 함과 동시에 benthic-pelagic coupling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먹이망내

에너지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Marcus et al. 1994; Marcus and Boero 1998). 만

약, 요각류의 난들이 밀집된 해저면에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조성되면, 난 들에게 스트레

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화에 실패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난 부화가 실패하면

일차적으로는 요각류의 개체군 가입이 제한될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해양 먹이망의 건강

성에 악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요각류 난에 대한 빈산소의 영향을 평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Marcus et al. 1997; Invidia 2004; Katajisto 2004;

Marcus et al. 2004; Nielsen et al. 2006).

국내의 경우 요각류 난에 대한 연구 자체가 미진한 상태이며, 특히 빈산소와 연관된 연

구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산소 환경에 의해 야기된 seabed 산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실 및 현장(가막만)에서 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미치는 seabed 산성화

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1) 요각류 난 부화율에 미치는 pH의 영향 평가

우리나라 남해 연안에서 우점하는 Acartia omorii와 Paracalanus parvus s.l.의 난을 대

상으로 Seabed의 산소 농도와 pH가 요각류 난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난들은 남해 진해만의 장목항에서 원추형 네트로 채집한 동물플랑크톤

시료에서 위 두 종의 암컷 성체를 선별하여 실험실에서 한시적으로 사육하며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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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해수의 산소 조건과 pH는 해수의 화학적 조성을 유지하기 위해 Air balance CO2

및 N2 balance CO2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조절하였다. pH 영향 실험은 빈산소해역의 여

름철 seabed 산소 농도가 대부분 무산소(anoxia) 환경임을 감안하여 N2 balance CO2 혼

합가스를 사용하여 pH 6.1에서 pH 8.1까지 0.2 간격으로 11가지 구배로 조절하였고, pH

8.1의 산소 포화조건을 대조구(control)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pH 조건에 대한 CO2 농

도, 산소 조건을 맞추기 위한 gas balance 정보를 Table 3.3.3에 나타냈다. 모든 실험은

무독성 밀폐용기에 가스관을 연결하여 일정한 온도 및 광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배양기

내에서 진행하였다. Acartia omorii와 Paracalanus parvus s.l.의 난 부화율 실험은 채집

당시의 현장 수온인 19 ℃에서 실시하였고, seabed의 광조건을 감안하여 배양기의 조명

을 암조건 조절하여 실험하였다. Multiwell plate에 미리 산소 및 pH 조건이 조절된 해수

를 채운 후 실험 난들을 투입하여 용기내에 가스 유량계(KOFLOC, RK1200)로 50∼100

ml min-1의 혼합가스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실험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

다. 실험 조건이 유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Unisense사의 미세전극을 이용하여 산소

농도와 pH를 실험 초기, 중간, 종료시에 측정하였다. 각 실험 조건에서의 난 부화율은

multiwell plate를 해부현미경하에 관찰하여 부화된 유생의 수를 매일 계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실험은 7일간 진행되었다.

Target pH CO2 (ppm) Gas balance Oxygen condition

8.1 400 Air Normoxia(Control)

8.1 400 N2 Anoxia

7.9 800 N2 Anoxia

7.7 1300 N2 Anoxia

7.5 2100 N2 Anoxia

7.3 3300 N2 Anoxia

7.1 5300 N2 Anoxia

6.9 8400 N2 Anoxia

6.7 13300 N2 Anoxia

6.5 21100 N2 Anoxia
6.3 33400 N2 Anoxia
6.1 53000 N2 Anoxia

Table 3.3.3. The experimental condition of mixed-gas for target

pH and dissolved oxygen.

(2) 요각류 난의 현장(in situ) 부화율 측정을 통한 seabed 산성화의 영향 평가

2013년 6월과 7월에 여수 가막만의 빈산소해역(34° 44′ 16.8″N, 127° 39′ 47.2″E)에

서 요각류 난의 현장 부화율에 미치는 seabed 산성화의 영향을 실험하였다. 실험을 위한



- 263 -

빈산소해역은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하였고, 환경요인으로는 수온, 염분, 용존산소

등의 물리적요인과 퇴적물(sediment)과 해수의 pH를 측정하였다. 수온, 염분, 용존산소는

다항목수질측정기(YSI, 6600V)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이 장비를 이용할 경우 Seabed에

최대한 접근하여 측정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용존산소 측정에 이용된 센서는

광촉매 방식으로서 기존의 Winkler 방법과의 높은 상관성(R2=0.96)을 확인한 후에 사용하

였다. Seabed로부터 5m 상부의 pH 측정은 Niskin 채수기로 채수하여 측정하였으며,

Sedbed의 pH는 퇴적물이 교란되지 않도록 고안된 코아 채집기(sediment corer, 면적:

0.003m2)를 이용하여 표층 퇴적물 시료를 채집하여 측정하였다. 퇴적물 시료는 채집 즉시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한 후 현장 수온을 유지시키면서 실험실로 옮겨 2시

간 이내에 측정을 완료하였다. 퇴적물의 pH는 미세전극(Unisense, pH 5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안정화와 검량을 마친 미세전극은 수직 이동 해상도가 10 mm인

micromanupulator(Unisense, LS18)에 장착하여 100 mm씩 퇴적물에 직접 삽입하면서 pH

를 측정하였다. pH의 미세전극에서 검출된 전류는 각각 picoammeter(Unisense, PA2000)

와 디지털 변환기(Unisense, pH/mV meter)를 거친 다음 검량선에 의해 최종 농도를 계

산하였다.

Fig. 3.3.30. The subitaneous eggs and

resting eggs of Acartia erythraea.

Fig. 3.3.31. Setting processes of chamber for in situ experiment of egg

hatching success of copepods.

요각류 난의 현장 부화율 측정은 고안된 chamber를 이용하였다. Chamber는 난을 투입

하는 상부 및 난을 회수하는 하부로 크게 구분되며, 해수 유동이 원활하여 투입된 난이

실험 환경에 노출되도록 45㎛ mesh 구조로 되어 있다. 실험을 위해 우선 가막만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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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플랑크톤을 conical type의 net를 이용하여 채집하였다. 이후 실험 해역과 인접한 여수

전남대 실험실에서 해부현미경 하에서 가장 우점한 요각류 Acartia erythraea의 암컷 성

체를 선별하여 수 시간 사육하여 실험에 사용할 난을 획득하였다. 특히, 난 선별과정에서

수일 내로 부화가 가능한 난(subitaneous egg)만을 선별하였으며 난의 표면에 돌기가 있

는 휴면란(resting egg)은 제외하였다(Fig. 3.3.30). Seabed에 빈산소환경이 조성된 실험해

역의 선상에서 chamber를 조립하여 각 chamber에 선별된 난들을 50-100개 주입한 후

즉시 실험해역에 투입하였다(Fig. 3.3.31). 한 세트의 chamber는 빈산소환경(hypoxic

condition)인 해저면의 퇴적물에 근접한 곳과 정상환경(normoxic condition)인 해저면으로

부터 5m 수심인 곳(실험해역의 수심은 8m)에 투입하여 부화율을 상호 비교하였다. 부화

율 측정을 위한 chamber는 총 5세트를 설치하였고, 다음날 실험해역을 방문하여

chamber를 하나씩 회수하는 방식으로 총 6일간 진행하였다. 회수된 난들은 실험실의 해

부현미경 하에서 주입된 난에서 부화한 유생(nauplii)의 수를 계수한 후 최종 부화율을

계산하였다.

다. 결과 및 토의

(1) 요각류 난 부화율에 미치는 pH의 영향 평가

빈산소 수괴에 의해 야기된 seabed 산성화가 요각류의 난 부화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위해 남해에서 우점하는 요각류 Acartia omorii와 Paracalanus parvus를 대상으

로 실험실 수준에서 pH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난 부화율을 실험하였다.

우선, 산소가 실험대상 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pH 8.1의

동일한 조건에서 정상(normoxia; control) 및 무산소(anoxia) 환경을 설정하여 실험한 결

과, 정상 및 무산소 환경 모두에서 90% 이상의 부화율을 보여 산소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3.32와 33). 결국, 산소 하나의 조건에 의해 난 부화율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Marcus(1997)와 Nielsen et al.(2006)에 의

해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또한 요각류의 난이 무산소 환경을 극복하는 방어 기작

(mechanism)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요각류 Acartia omorii의 난 부화율에 대한 pH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상 조건[대

조구(control): normoxia, pH 8.1]과 무산소 환경 하의 pH 6.1∼8.1 조건에서 실험을 한

결과, pH 8.1에서 pH 7.7까지의 조건에서 90% 이상의 부화율로 대조구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며, pH 7.5와 7.3에서는 80% 내외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3.3.32). 그러나 pH 7.1 이하의 조건에서는 50% 이하로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며,

pH 6.5 이하에서는 20% 이하로 극히 낮았다. 특히, pH 6.1의 조건에서는 전혀 부화가 되

지 않았다(부화율 0%). 따라서 A. omorii의 난은 무산소 환경 하의 pH 7.3까지는 부화

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pH 7.1 이하의 조건에서 부화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pH 6.1∼6.5의 조건에서 부화되지 않은 난들을 대상으로 퇴적물의 환경이 정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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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oxia, pH 8.1)으로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난들의 부화율을 알아보는 회복 실험을 7

일간 진행하였다. 그 결과, pH 6.1∼6.5의 조건에 부화되지 않았던 난들의 15.6∼48.0% 만

이 정상 조건 하에서 부화되어 회복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3.3.32). 또한,

pH 6.1과 6.3의 조건에서 부화된 일부 유생의 경우 형태와 부화과정이 비정상적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즉, 정상적인 유생은 부화된 후 즉시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에 pH 6.1과

6.3에 노출되었다가 정상조건에서 부화된 유생은 부화된 된 후에 자신의 기관(촉수, 다

리)을 펴지 못하고 잠시 후에 사망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Fig. 3.3.33). 또한, 부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만이 난 바깥쪽으로 노출된 채 사망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화 과정은 난들이 pH 6.1과 6.3에 노출되었을 때 이미 높은 스트레스를 받

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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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 Effects of pH on hatching rate of copepod

Acartia omorii eggs and recovery rate of unhatched

eggs in the condition of pH 6.1∼6.5.

Fig. 3.3.33. Abnormal eggs and nauplii of Acartia omorii

occurred in the condition of pH 6.1∼6.5.

남해 연안에 우점하는 요각류 Paracalanus paruvs s.l.의 난을 대상으로 A. omorii의

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pH 8.1에서 pH 6.7까지는 90% 이상의 부화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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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구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3.34). 그러나 pH 6.5의 조건에서 60%의

부화율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pH 6.3 조건에서는 30%의 극히 낮은 부화율을 보였다.

또한, pH 6.1의 조건에서는 부화율이 0%로 A. omorii의 실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

다. pH 6.1과 pH 6.3의 실험 조건에서 부화되지 않은 난들을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난에

서 난의 껍질을 제외한 안쪽 부분이 심하게 손상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또한 부화한 유생

의 경우에도 비정상정인 형태로 관찰되었다(Fig. 3.3.35).

실험결과, 요각류 가운데 우리나라 남해 연안을 대표하는 A. omorii와 P. parvus는 각

각 pH 7.1이하와 pH 6.5이하의 조건에서 부화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난 외벽 두께와 부화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실험대상 종들이 남해 연안에서 가장 우점한다는 점에서 빈산소 및 무산소 수괴가 발생

하는 해역의 퇴적물이 pH 7.1 이하로 낮아질 경우 요각류 난의 부화율이 저해됨과 동시

에 난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빈산소해역의 퇴적물에서는

낮은 pH와 더불어 저서 생물에 치명적인 독성을 유발하는 H2S의 높은 농도가 동반된다

는 점에서 이들 환경요인들이 함께 고려된 복합적인 추가실험(무산소+pH+H2S)이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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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 Effects of pH on hatching rate of

copepod Paracalanus parvus eggs.

Fig. 3.3.35. Abnormal eggs and nauplii of Paracalanus parvus

occurred in the condition of pH 6.1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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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abed 산성화 영향에 대한 요각류 난 부화율의 현장 평가

가막만의 빈산소해역의 seabed(빈산소조건)와 seabed로부터 5m(정상조건) 수층에서

120시간 동안 진행된 요각류 Acartia erythraea의 난 부화율 실험에서, 먼저 각 실험수층

의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실험기간 동안 수온은 빈산소 및 정상조건의 수층에서 각

각 21.4∼22.1 ℃와 22.8∼26.0 ℃의 범위로 정상조건의 수층에서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

내었다(Fig. 3.3.36). 또한, 염분은 빈산소 및 정상조건의 수층에서 각각 33.1∼33.4 psu와

32.9∼33.3 psu로서 비교적 적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실험기간 동안의 용존산소 농도는

정상조건의 수층에서 7.3∼9.5 mg L-1의 범위로 빈산소 조건(<2.8 mg L-1)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seabed는 용존산소가 0.6∼1.2 mg L-1의 범위로서 실험기간 내내 빈산소 조건

이 지속되었다(Fig. 3.3.36). 퇴적물과 저층수의 경계면(sediment-water interface)을 기준

으로 한 빈산소조건의 seabed pH는 7.4∼7.5의 범위로 정상조건 수층의 pH인 8.1∼8.3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Fig. 3.3.36). 특히, seabed 퇴적물의 수직적 pH 변화를 측정한 결과,

퇴적물 하부 5mm까지 pH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pH 7.0∼7.2의 범위까지 낮아졌으며,

그 이후에는 감소 양상이 둔화되었다(Fig. 3.3.37). 따라서 우 빈산소수괴가 형성되면

seabed의 표층 퇴적층은 산성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빈산소 및 정상조건의 수층에 설치한 2개의 chmaber에 요각류 A. erythraea의 난을 주

입한 후 총 120시간(5일) 동안 일일 부화율 변화를 측정한 결과, 정상조건의 수층(seabed

로부터 5m 수층)에서 관찰된 24시간 후의 부화율은 평균 51.8%였으며, 48시간 이후에는

80% 이상의 부화율을 유지하여 120시간 동안 88.6%의 최종부화율을 나타냈다(Fig.

3.3.38). 반면에 seabed의 빈산소 조건에서는 24시간 후의 부화율이 27.5%였으며, 이후 점

진적으로 증가하여 120시간이 경과 후에 49.2%의 최종부화율을 보였다(Fig. 3.3.38). 즉,

seabed 산성화 조건이 정상조건(대조구)보다 약 30% 정도 낮은 부화율을 나타냈다. 선행

연구에서 무산소 조건이 요각류 난의 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Marcus 1997; Nielsen et al. 2006). 따라서 빈산소 조건에서의 낮은 부화율은

seabed의 낮은 pH에 의한 영향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빈산소 환경에 기인한 seabed

의 산성화가 요각류 A. erythraea의 난 부화를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

과는 2차 생산자인 요각류의 개체군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악화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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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6. Varia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and pH

measured in water column of hypoxic and normoxic condition in Gamak Bay.

pH
7.0 7.2 7.4 7.6 7.8 8.0 8.2

D
ep

th
 in

 th
e 

se
di

m
en

t (
m

m
)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0h
24h
48h
72h
96h
120h

Sediment-wat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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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h)
24 48 72 96 120

H
at

ch
in

g 
su

cc
es

s 
ra

te
 (%

)

0

20

40

60

80

100

Normoxic condition (5m from seabed)
Hypoxic condition (Seabed)

Fig. 3.3.38. In situ hatching rate of

Acartia erythraea eggs obtained from

the chamber installed in water column

of hypoxic and normoxic condition in

Gamak Bay.



- 269 -

4. 기후변화 인자 생물반응 연구 - 문제점 및 고려사항

가. 실험실 trial

(1) 실험 대상종 선정 시 유의점

식물플랑크톤을 이용하여 수온 변화 실험을 실시할 경우, 대상종의 실험 온도 조건에서

성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 조사하고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온도 성장 가능성 여

부 조사 시 세포의 상태와 설정온도에서 최소 한번 이상의 성장 곡선 실험을 한 후 본

실험을 수행해야 실제 실험 시 야기되는 문제점을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 과제

에서는 충분한 기간동안 실험 대상종을 실험 설정 온도에서 성장을 관찰하지 못해서 스

트레스가 심한 고수온 및 저수온 조건에서 몇몇 종들의 성장에 문제점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수온변화에 따른 식물플랑크톤을 이용한 실험 계획 시 사전에 예비실험을 통

해 실험조건과 문제점을 개선 또는 대상종 교체 등을 통해 실제 실험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실험 방법상 유의 사항

수온변화 실험시 가장 중요한 점은 실험 대상구들의 설정된 온도를 벗어난 곳에서의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배지 내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다. 따라

서 배양 실험 시 여러 가지 항목 분석을 위해 샘플 병이 배양기에서 밖으로 꺼내질 경우

그 노출 시간을 짧게 해야 배지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생물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식물플랑크톤은 빛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샘플링 시간 또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원활한 샘플링을 위해서는 샘플링 장소는 일정 이상이 조도가 유지

되어야 한다. 따라서 12 시간 광: 12 시간 암의 일조주기로 배양시 광 조건하에서 샘플링

을 해야지 암 조건일 때 샘플링을 할 경우 이 또한 배양생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수온 변화 실험을 할 경우 배양기에 따른 작은 차이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크기의 서로 다른 제품의 배양기

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멀티챔버 인큐베이터와 같은 동일한 환경을 갖지만 한 번에 여러

개의 온도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배양기를 이용하면 보다 동일 한 조건에서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은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

인자로서 실험 전 모든 배양기내의 광조건(조도)을 확인한 후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3)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실험

식물플랑크톤은 광합성 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이산화탄소 요구량은 식물플랑크톤

종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Riebesell 2004). 식물플랑크톤 특히 규조류를 가지고 실험 진

행시 실험 초기 설정한 이산화탄소 조건을 훨씬 상회해서 실험을 진행 할 수 없을 경우

가 발생한다(초기 해양산성화 pH 7.8인 실험구 실험을 진행하면 대조구 pH 조건인 8.2를

상회할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실험 전 실험 대상 종을 설정 한 이산화탄소 농도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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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서 대상종의 이산화탄소 요구량을 사전조사하여 실험을 진행해야 실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실험구간 이산화탄소 농도 간섭 효과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메조코즘 trial

(1) 메조코즘 백(bag) 및 교반기 설치

메조크즘 bag을 계류할 플렛폼 형태에 따라 태양의 일조시간의 달라지기 때문에 부유

성 플랫폼을 일자형으로 함으로서 각 실험구별 일조시간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Fig. 3.3.39). 또한 일반적으로 메조크즘 실험 시 샘플링 방법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

하다. 메조크즘 백 내부에 해수 혼합장치를 설치하여 시험기간동안 시험생물의 침강을 방

지할 수 있고, 또한 수층 간의 충분한 교반으로 샘플링시 수층간 및 시험용 bag 간의 차

이를 줄일 수 있다(Fig. 3.3.40).

Fig. 3.3.39. Photograph of the floating raft.

Fig. 3.3.40. Schematic diagram of an acryl pillar-type seawater

mixer (left) and results of homogeneity tes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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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메조코즘 백 내부 수온 및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시 유의 사항

(1) 해수 이산화탄소 조절방법의 올바른 선택 필요(3가지 방법 중)

① 일정량의 산 (HCl) 추가: 준비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과도한 proton (H+)의

주입으로 인해 해수의 alkalinity가 변화하게 된다. 실제 미래 환경에서의 해양 이산

화탄소 농도 증가는 대기 중 증가된 이산화탄소 농도가 해양으로 주입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과량의 산 주입을 통한 pH 감소 및 이산화탄소 증가는 해양의 탄소 인자 변

화를 정확히 모사하기 힘들 것으로 파악된다.

② 이산화탄소 폭기: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동일한 농도의 이산화탄소 가

스를 실험 해수에 지속적으로 폭기시키는 방법으로, alkalinity의 변화 없이 이산화탄

소를 목표치로 올릴 수 있으나, 공급되는 가스와 해수의 농도가 평행에 도달하기까

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1.6 ton 기준 약 3일). 그리고 장기간의 폭기

과정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세포상태가 악화 될 수 있다.

③ 이산화탄소로 포화된 해수 주입: 여과한 일정량의 해수(∼50L)를 고농도의 이산화

탄소로 폭기 시키는 방법이다. 약 2시간 동안의 포화작업을 거친 후 일정량의 이산

화탄소 포화 해수를 실험구에 주입한다.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주입

량을 달리하여 실험 해수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목표치에 맞게 조절한다. 이 방법의

경우 앞선 두 번째 방식과 마찬가지로 해수의 alkalinity의 변화가 없으며, 실험구에

직접 이산화탄소 가스를 폭기하는 방식에 비해 단기간에 그리고 폭기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없이 실험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목표치로 조절할 수 있

다.

- 이번 메조코즘 실험에서는 앞서 언급한 방법 중 ③번 방법(이산화탄소로 포화된 해

수 주입)으로 각 실험구의 이산화탄소를 조절하였다. 과포화해수의 주입량에 따른 해

수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해수의 초기 온도 및 alkalinity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non-linear 패턴을 보이므로 사전 테스트가 필요하다.

(2) 시너지 영향(산성화+수온상승)을 실험하기 위한 메조코즘 내 수온증가 방법

메조코즘 실험구안에 담긴 1.6 ton의 해수를 주위 온도 보다 2 ℃ 이상 높이기 위해

서 열전도도가 높은 열교환 파이프를 실험구의 하단 약 0∼1m 사이에 촘촘히 설치

한 후 이를 항온 수조와 연결한 후 항온 수조의 온도를 주위 해수의 온도보다 10 ℃

가량 상승시킨 후 지속적으로 열교환 파이프를 통해 주입하였다. 약 2m 깊이의 실험

구 하단과 상단에 각각 thermocouple을 설치하고 이를 temperature logger와 연결하

여 약 1분 간격으로 온도의 변화를 logging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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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변화 지표종 탐색 연구

5-1. 남세균

가. 서론

Synechococcus와 Prochlorococcus는 해양의 수층 환경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대표적

인 초미소남세균(picocyanobacteria)으로 알려져 있으며(Partensky et al. 1999), 매우 중요

한 일차생산자로 알려져 있다(Li 1994; Liu et al. 1997; Jardillier et al. 2010). 이 두 속

(genus)의 초미소남세균은 생태적 기능 측면에서 중요함에도 그 생태적 niche는 매우 대

조적인 특성을 갖는다(Partensky et al. 1999). Synechococcus는 Prochlorococcus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질소 요구량을 가져 중영양의 연안 해역에서 수온이 높은 하계에 높은

밀도로 나타나거나(Moisan et al. 2010), 외양의 용승 해역에서 높은 밀도를 나타내는

(Partensky et al. 1999) 분포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생태적으로 선호하는 환경이 있고

해역에 따라 수적인 분포 차이가 크지만, Synechococcus는 열대에서 극지, 외양에서 연안

에 이르는 대부분의 해역에 산재하여 분포하는 범존성(cosmopolitan) 생물로 알려져 있다

(Partensky et al. 1999)

반면 Prochlorococcus는 높은 수온의 빈영양 해역에 높은 수도로 분포하는 반면, 연안

역과 고위도 해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제한적 분포 특성을 나타낸다(Partensky et al.

1999). 일반적으로 대양의 빈영양 해역에서는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염(특히

질소)의 농도가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크기가 큰 대부분의 생물들에게는 매

우 열악한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rochlorococcus는 빈영양 해역에서 효율적인

성장에 적합하도록 유전적, 생리적으로 진화함으로써(Garcia-Fernandez & Diez. 2004),

다른 생물 그룹에 비해 경쟁적으로 우월하다. 빈영양 해역에 적응한 생리적 특성으로

Prochlorococcus는 외해역 일차생산력의 50%를 차지하며(Liu et al. 1997; Jardillier et al.

2010), 전체 해양 중 빈영양성 외양 해역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고려하면, 지구적 규모

의 일차생산성에 매우 높은 기여도를 갖는 단일 생물 그룹으로 여겨진다. 16S rRNA 유

전자 및 16S-23S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계통분류학적

연구는 이들 Prochlorococcus가 크게 두 개의 생태형(ecotype)으로 나눠지며, 두 개의 생

태형이 빛의 이용성에 의해 구분됨이 밝혀졌다(Moore et al. 1999; Rocap et al. 2002). 이

러한 특성으로 HL(high light) 생태형은 높은 광을 선호하여 유광대의 상층에서 우점하는

반면, LL(low light) 생태형은 낮은 광에 적응하여 유광대의 저층부에서 우점하여 분포한

다(Zwirglmaier et al. 2008). 위도별 분포 양상을 볼 때, Prochlorococcus 군집은 저위도

의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서 높은 개체수로 나타나는 반면, 남․북위 40도 이상에서는 거

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러한 분포 특성은 Prochlorococcus의 성장 수온 범위와 연관된 것

으로 보인다(Zwirglmaier et al. 2008).

우리나라 주변해는 계절적으로 다양한 해류의 영향으로 매우 큰 계절적 변동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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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chikawa & Beardsley 2002; Chang et al. 2004; Mitchell et al. 2005). 북서태평양 해

역의 표층수와 동중국해 및 동해의 유광대층에서 계절에 따라 수행된 초미소남세균 다양

성 연구 결과는 쿠로시오의 난류에 의해 Prochlorococcus가 동중국해 뿐만 아니라 동해

까지 유입될 수 있고, 이들의 출현 양상이 계절적으로 크게 변화하며, 쿠로시오 지류의

세기와 연관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Choi et al. 2011; Choi et al. 2013). 이상의

Prochlorococcus의 생리적 특성, 지구적 분포 양상과 동해 및 동중국해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Prochlorococcus는 쿠로시오 난류를 통해 우리나라 주변해로 유입되는

난수 지표종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의 분포 양상의 연구를 통해 쿠로시

오 난류의 영향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들 분포 양상의

이해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류 순환의 변동 및 생태계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쿠로시오 지류의 영향 범위를 포함한 동중국해 북동부 해역에서 초미소

남세균의 공간적 다양성을 조사하여 Prochlorococus의 공간적 출현 양상을 파악함으로

써, 동중국해에서 계절에 따른 Prochlorococus의 분포를 이해하고, 쿠로시오의 영향을 생

물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1) 조사 시기 및 채수

초미소남세균의 다양성 분석을 통한 Prochlorococcus의 공간적 분포 양상의 연구는 11

번의 동중국해 북동부 해역의 광역 조사(2005년 11월, 2007년 7월, 2008년 8월, 2009년 2

월과 8월, 2010년 4월, 8월과 12월, 2011년 4월, 8월과 9월)로부터 수행되었다. 해수는 표

층과 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SCM)의 두 층에서 rosette sampler에 장착된

Niskin 채수기로 채수되었다.

(2) 초미소남세균 다양성 연구

초미소소남세균의 다양성 분석을 위해 2 ℓ의 해수를 0.2 ㎛의 여과공을 갖는 여과지

또는 GF/F 여과지에 여과한 후, 여과지를 2 ml cryovial에 넣고 1 ㎖의 STE 완충용액을

넣어 냉동 보관하였다. 유전자 분석을 위한 DNA는 Somerville et al.(1989)의 방법에 따

라 세포를 용해한 후, phenol-chloroform 방법이나 DNeasy blood and tissue kit

(Qiagen)을 이용하여 추출 및 정제하였다.

초미소남세균의 다양성은 16S-23S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의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대량의 염기서열을 얻기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인

pyrosequenc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PCR 증폭을 위한 forward primer의 5'

말단에 barcoding 염기서열(10 bps)을 추가하였다(Choi et al. 2011). 초미소남세균에 특이

적인 primer는 ITS-af(5'-GGA TCA CCT CCT AAC AGG GAG-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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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ar(5'-GGA CCT CAC CCT TAT CAG GG-3')을 이용하였으며(Lavin et al. 2008),

PCR 증폭을 통해 251∼325 bp 길이의 amplicon을 얻었다. PCR 반응은 1∼10 ng의

DNA, Takara Ex Taq (2 units), 0.2 mM dNTP, 0.5 μM primers, Takara Ex Taq

buffer와 멸균된 증류수를 총 부피 50 μl가 되게 넣고, Choi et al. (2011)의 방법에 따라

PCR을 수행하였다. 얻어진 PCR 산물은 DNA QuantLadders (Lonza Rockland Inc.)를 이

용하여 1% agrarose gel에서 정량하였다. 동일한 양의 PCR 산물을 한 tube에 모은 후

AccuPrep PCR purification kit (Bioneer)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이후 AMPure XP를

이용하여 정제된 산물에서 200 bp 이하의 DNA를 제거하였고, GS-FLX Junior (454 Life

Sci)를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얻어진 염기서열은 barcode 염기서열에 따라 각

시료별로 분류하였으며, Mothur 프로그램 (Schloss et al., 2009)을 이용하여 얻어진

filtering, denoising, chimera screening, alignment와 clade-assignment 등의 과정을 수행

하였다. 이때, 배양체와 cloning을 통해 얻어진 1700여개의 ITS 염기서열을 계통분석을

위한 레퍼런스 database로 이용하였다. 계통분석을 통해 얻어진 염기서열은

Synechococcus 5.1 subcluster에 속하는 18개의 clade, 5.2 subcluster에 속하는 2개의

clade, 5.3 subcluster에 속하는 6개의 clade 및 11개의 Prochlorococcus clade 중 하나의

clade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염기서열 수 중에서 Prochlorococcus에 속하는 염기서열의

비율로 Prochlorococcus의 분포 양상을 파악하였다.

다. 결과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초미소남세균의 다양성을 연구한 11번 조사의 293개의 시료로

부터 총 373,348개의 염기서열이 얻어졌다. 각 시료에서 초미소남세균 중

Prochlorococcus가 차지하는 비율은 0∼88%까지의 큰 변이를 보였으며, 71개 시료에서만

1%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각 조사에서 1% 이상의 Prochlorococcus 점유율을 보인 시

료의 비율은 12월부터 4월까지 약 20% 내외로 낮고, 하계와 가을에 높은 경향을 나타내

었다(Fig. 3.3.41). 특히 11월에는 표층과 SCM 층 모두에서 약 80% 내외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7월에도 약 60%로 높았다. 8월에는 조사년도에 따라 약 10∼35%까지 큰 변이

를 보이며 7월에 비해 낮아졌다. 한편, 표층과 SCM 층 모두에서 Prochlorococcus 공간

적 출현 양상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초미소남세균 중 Prochlorococcus의 비율도 시기에 따라 큰 변이를 나타내었다(Fig.

3.3.42). 표층에서는 9월의 시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7월에도 60%정도로 높

았다. 8월에는 조사년도에 따라 큰 변이가 있지만, 2011년 8월 조사를 제외하면 비교적

높은 비율을 갖는 시료들이 있었다. 반면, 가장 많은 시료에서 Prochlorococcus가 나타난

11월의 표층 시료에서는 20% 미만의 비율로만 나타났다. 동계의 표층 시료에서는 2010년

4월의 한 시료를 제외하면, 10% 미만이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아 뚜렷한 계절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SCM 층에서도 대체적인 경향은 유사하였다. 다만, 8월에 일부 시료에서 9월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표층과 유사하게 11월 시료에서는 약 10% 이하의 낮

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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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1. Percentage of samples with Prochlorococcus sequences over

1% among total picocyanobacterial sequences.

Fig. 3.3.42. Percentage of Prochlorococcus sequences among total

picocyanobacterial sequences obtained from samples of each investigation.

Prochlorococcus의 공간적인 분포 양상은 절대값에 있어서는 큰 변이가 있지만, 대부분

의 경우 수심이 깊고 쿠로시오 지류의 통로에 인접한 연구 해역의 동쪽에서 높고 수심

얕은 서쪽 해역에서 낮거나 나타나지 않는 뚜렷한 분포 양상을 보였다(Fig. 3.3.43).

라. 고찰

동중국해의 북동부 해역에서 초미소남세균 중 Prochlorococcus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공간적으로 매우 큰 변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총 시료중 25%에서만 1% 이상의 비율

로 Prochlorococcus가 나타났으며, 쿠로시오 지류가 흘러가는 주요 통로에 인접한 연구

해역의 동쪽 해역에서 서쪽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나, Prochlorococcus가 쿠로시오로부

터 유입되는 난수성 지표종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Prochlorococcus는 주로 하계와 추계에 연구 해역의 동쪽 정점들에서만 나타나,

쿠로시오 난류의 세기 및 동중국해 대륙붕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계절적으로 크게 변동

함을 시사하였다(Fig. 3.3.43). 월별로 볼 때, 7월에는 제주도 남서쪽 해역까지 비교적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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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역에서 53%까지의 높은 비율로 Prochlorococcus가 나타나 쿠로시오의 영향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8월에는 표층과 SCM 층에서 각각 30% 내외 및 87%까지의 높은 비율

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현 범위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어 양자강 희석

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다시 Prochlorococcus는 9월에 표층과 SCM

층에서 제주도 남서쪽 해역까지 약 40% 이상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가장 높게 분포하였

다. 이러한 하계에 높은 Prochlorococus의 비율을 보인 것은 빈영양성 난수종으로서

Prochlorococcus의 생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하계에 수층의 성층으로 인

한 영양염 공급의 제한과 높은 수온으로 쿠로시오를 통해 유입된 Prochlorococcus가 다

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여 성장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2011년 8

월에는 모든 시료에서 낮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때 양자강 저염수의 영향으로 연구 해

역의 표층 염분이 24∼31 psu 범위로 다른 조사에 비해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

에 저염수의 영향으로 Prochlorococcus의 성장이 저해되었거나, 상대적으로

Synechococcus가 빠르게 성장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하계 쿠로시오

난류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양자강 저염수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Prochlorococcus의 분포

가 제주도 동쪽으로 더 멀리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11월에는 가장 많은 시료

에서 Prochlorococcus가 나타나, 쿠로시오의 영향 범위가 추계에 동중국해 중부 대륙붕

해역으로 크게 확장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그 비율은 8월과 9월에 비해 높지 않았는데,

이는 이 시기의 낮은 수온과 수층 혼합으로 인한 영양염의 공급으로 Prochlorococcus에

비해 Synechococcus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동

계에는 2월에 제주도 남동쪽 정점의 SCM 수심에서의 높은 값을 제외하면 거의 나타나

지 않아, 쿠로시오 난류의 직접적인 영향이 동중국해의 동쪽에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특히 수온이 낮은 동계에 Synechococcus의 성장이 느려 개체수가 여름에 비해

천배까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rochlorococcus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동

계에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춘계인 4월 조사도 제주도

남동 해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해역에서 Prochlorococcus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쿠로시

오 난류의 영향 범위가 동부 해역에 제한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Prochlorococcus의 분포 양상으로 판단할 때, 쿠로시오 난류는 하계와 추계

에 동중국해 대륙붕으로 넓게 확장하여 유입되는 반면, 동계에는 그 영향 범위가 제주도

동쪽으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rochlorococus가 쿠로시오 난류의 영

향을 생물학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종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Prochlorococcus의 분포는 빈영양성 난수의 영향 범위를 파악함으로써 동중국해 해역의

영양 상태를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의 물리 해양학적 연구를 통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쿠로시오 난류의 유입이 증가하여, 10년 이후에 대한 해협을 통

한 수송량이 1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최 등 2013). 정량적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분자생태학적 방법(예를 들어 qPCR 방법; Zinser et al. 2006)의 적용을 통한 지속

적인 주변 해역의 모니터링과 Prochlorococcus 공간적 분포 연구는 기후 변화에 따른 우

리나라 주변해의 물리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생태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효

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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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3. Contours showing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 of the

percentage of Prochlorococcus sequences among picocyanobacterial sequences

in the East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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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규조류

가. 서론

동중국해 북부수역과 한국주변해의 표영생태계에서 식물플랑크톤 다양성은 계절에 따

른 물리환경 변화와 쿠로시오로부터 분지한 난류의 영향에 따라 큰 변화를 나타낸다. 온

대지방에 서식하는 고착종들의 계절별 천이와 함께, 난류수로부터 유입되는 열대와 아열

대성 식물플랑크톤은 온대해역 주변해의 다양성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된다.

식물플랑크톤중 규각이 발달한 규조류는 동중국해와 동해에서의 고기후 연구에 주요

지표종으로 이용된다. Koizumi (1989)는 동해 대마난류에서 서식하는 규조류의 출현양상

을 이용하여 diatom temperature values를 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후빙기(post-glacial

period)에 대마난류의 세력이 강했던 시기가 4회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해수면의 변화

및 산소동위원소비율(oxygen isotope ratio)과 비교하여 고기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박 등 (2009)은 동해에서 퇴적물내 규조류의 군집 변화를 분석하여 고해양 환경 해석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규조류를 서식 형태 및 서식 환경에 따라 지표종을 분류하고 이

들의 출현 양상을 통해 3개의 규조군집대를 발견하여 해수면 및 기후변화를 해석하였다.

동중국해에서는 Chang et al. (2009)이 규조류 지표종을 이용하여 지난 10만년의 고기후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4만5천년전 연안수의 영향이 커졌으며, 빙하기에 강

우량이 감소했었을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고기후 변화와 열대성 종, 임시부유성 종의 출

현 양상이 유사함을 밝혔다. 이와같이 해류나 수괴의 지표종은 지후변화를 포함한 해양환

경 변화를 이해하는 유용한 자료로 이용된다.

산업혁명이후 대기로 방출된 CO2로 인해 전지구적으로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 한반

도 주변해도 1961-2007년 사이 수온 증가율이 외해에서 평균 0.03℃/year로 전구평균 증

가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박 등 2012). 이러한 수온증가로 인해 아열대에 서식하

던 어류나 산호등이 한반도 주변해로 분포가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식물플랑크톤도

열대와 아열대에 분포하는 종의 출현을 통해 한반도해역의 아열대화를 주장하기도 하였

다(김 등 2008). 그러나 식물플랑크톤 지표종을 이용 근래에 진행되는 기후변화를 논하기

에는 축적된 자료와 논리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해양 환경변화가 아닌 근미래에 나타날 기후변화를 지시할 수 있

는 지표종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북서태평양의 열대와 아열대 해역, 동중국해 그리고 동

해에서의 분포를 통해 고착종이 아닌 난류의 흐름에 의해 분포가 가능한 종들을 파악하

고자 하였으며, 이들 종의 시기별 분포 과정과 수온과 염분의 내성범위를 파악 지표종으

로 적절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연구의 적용방법을 논하고자 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1) 지표종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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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와 아열대 환경에 서식하는 고염고온성 규조류는 해류의 흐름에 따라 한반도 주

변해로 유입된다. 그러나 염분과 수온의 내성범위가 좁은 고온고염종은 우리나라 주변해

에 연중서식하지 못하고 저수온기에는 사라진다. 이들의 한반도 주변해의 유입 및 분포시

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고온고염성 규조

류는 해류에 의해 이동하므로 한반도 해역중 쿠로시오 분지류의 영향을 받는 수역에는

지속적인 유입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고온고염성 규조류는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내성범위가 좁아, 수괴와 함께 이동중에 환경변화가 크지 않아야 성장

에 따른 분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선 한반도 주변해에 출현하는 고온고염성 지표종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ⅰ) 북서태평양의 열대와 아열대에 해역에 분포하며, 쿠로시오 분지류에 의해 동중국

해와 한반도주변해로 이동

ⅱ) 저수온기엔 쿠로시오 분지류의 수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제주도 남동해역에

제한된 분포를 보이며 동중국해 대륙붕수와 북위 32∼33도 북쪽의 수역에선 출현이 급격

히 감소.

ⅲ) 하계의 형성되는 저염 환경에선 분포가 제한됨

위와 같은 선정기준을 통해 난류수에의해 이동되나 물리적 특성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분포하는, 환경에대한 내성범위가 좁은 종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성법위가 좁은

종들은 난류의 영향 정도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며 환경해석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지표종의 기후변화 연구 적용

고온고염성 규조류들은 고기후 변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지표로서 이용되어 왔다. 그러

나 최근의 기후변화와 근미래에 진행될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변화는 수천년-수만년 사이

에 나타난 환경변화에 비해 환경 변동 폭이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고온고

염성 지표종 선정 및 생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확립되어야, 이들의 분포를 통한 기후변

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증가, 성층의 강화, 해류의 변화, 지역적 용승의 세기변

화, 강수량 변화 등 일련의 환경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고온고염성 외양종의 분포 변화

는 수온증가나 해류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나, 다른 환경요인도 이들의 분포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강수량 변화는 동중국해의 염분환경을 변화시켜 고염에 분포하

는 난수종의 한반도 주변해의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난류수에의해 이동된 고온고염성 규조류 지표종의 분포 범위 파악, 난류수

괴의 물리특성과 지표종의 출현 빈도 관계, 지표종의 출현과정의 생태적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동중국해와 한반도 주변해에 분포하는 고온고염 규조류의

분포과정을 밝히고 해역별 출현 정도와 출현 시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함으로서 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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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나타날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온고염성 지표종

으로 선정된 규조류들의 생태적 특징을 파악하여 한반도 주변해의 고해양 환경의 정밀복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조사해역 및 분석 방법

본 조사에 동중국해 및 한국 남해에서 난류성 지표종을 선정하기 위해 동중국해 및

남해, 쿠로시오, 열대 해역조사에서 획득한 시료를 분석하였다(Fig. 3.3.44).

고염난수종 선정을 위해 식물플랑크톤 중 비교적 크기가 크고 해양생태계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규조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2010년 5월 시료를 이용 동중국해 및 한

국 남해에 영향을 미치는 쿠로시오 해류와 북적도해류가 통과하는 열대해역에 출현하는

종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열대와 아열대 핵역에 분포하는 특징과 동중국해의 이어도 관측

기지 수역의 출현종을 비교하여 고온고염성 규조류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종들의 분

포를 문헌조사를 통해 생태적 특성과 분포를 확인하였다(Garcia and Odebrecht 2012;

Esper et al. 2010)

식물플랑크톤 정성적 분석을 위해 식물플랑크톤 네트를 이용하여 샘플을 획득하였으

며, 획득한 시료는 Lugol’s solution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고정된 시료 중 일부를 취하

여 세정(cleaning)과정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표본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400∼1000배 배율에서 검경하였다.

 

Fig. 3.3.44. Sampling stations in the North Pacific study area

(East China Sea, Kuroshio Current, Tropical Open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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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사의 시기 및 정점별 표층의 수온과 염도 자료는 Table 3.3.4에 나타냈다.

Temp. Salinity Temp. Salinity

(℃) (PSU) (℃) (PSU)

E1 20.73 33.92 B1 10.42 32.95

Io 19.16 32.14 Io 10.61 32.23

E2 21.38 32.44 C1 9.26 32.74

E3 20.05 32.63 C2 13.11 33.88

K1 24.16 34.3 C3 16.96 34.68

K2 26.88 34.66 C2 28.95 29.52

K3 25.91 34.71 C3 28.61 31.76

T1 28.84 34.74 B1 23.95 31.57

T2 28.23 34.42 Io 24.89 33.83

T3 30.25 34.76 C1 22.34 31.3

T4 30.3 34.86 C2 26.11 34.11

T5 29.63 34.84 C3 26.65 34.00

Io 9.86 32.4 B1 17.84 33.32

C1 11.6 33.42 Io 16.88 31.96

C2 14.68 34.18 C1 17.03 32.06

C3 16.5 34.49 C2 18.78 34.1

C3 21.71 34.48

2010.122009.02

2011.04

Cruise Station Cruise Station

2010.05 2011.08

2011.09

Table 3.3.4. Surface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for sampling stations.

다. 결과

(1) 북서태평양의 규조류 분포 및 고온고염성 지표종 선정.

2010년 5월 한국 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쿠로시오 해역을 거쳐 열대 해역까지 이어진

정점들에서 규조의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총 137종이 출현하였다. 쿠로시오 해역의

정점들(K1∼K3)에서는 평균 67종으로 높은 다양성을 보였으며, 열대 해역의 정점(T1∼

T5)들에서는 평균 29종으로 낮은 출현종수를 보였으며 동중국해 해역에서는 평균 40종의

출현이 관찰되었다 (AppendixⅠ).

각 종들의 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고염고온성의 생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종은 Asterolampra marylandica, Azpeitia africana, Climacodium frauenfeldianum,

Hemidiscus cuneiformis, N itzschia marina, P lanktoniella sol, Roperia tesselata 등 총

35종으로 나타났다(Table 3.3.5). Asterolampra marylandica와 Azpeitia 속의 종들(A.

africana, A. barronii, A. neocrenulata, A. nodulifera)은 전형적인 열대성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Azpeitia 속의 종들은 36 PSU의 이상의 고염과 20℃ 이상의 고온의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Garcia and Odebrecht, 2012). Hemidiscus cuneiformis와

Roperia tesselata 또한 대표적인 열대성 종 열대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sper et al., 2010). 그 외의 종들 또한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열대 해

역에서 주로 출현하는 종으로 보고되어 있다(Romero and Hensen, 2002). 이 종들의 출현

양상을 보면, 열대 및 쿠로시오 해역의 정점들에서 출현이 빈번하나 동중국해 정점에서

출현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열대 해역과 쿠로시오 해역 정점들의 표층 평균 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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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29.4±0.8℃와 25.6±1.1℃로 나타났으나 동중국해 해역에서는 20.3±0.8℃로 감소하

였다(Table 3.3.4). 염도 또한 열대 및 쿠로시오 해역에서는 34.5 PSU 이상으로 나타났으

나 동중국해 해역에서는 평균 32.8±0.7 PSU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온 및

염도의 감소로 인해 동중국해 정점들에서 고온고염성 종의 출현이 전반적으로 제한된 것

으로 보인다.

E1 I o E2 E3 K1 K2 K3 T1 T2 T3 T4 T5
Asterolampra marylandica 1 1 1 1 1 1 1
Asteromphalus arachne 1 1 1 1
Asteromphalus elegans 1 1 1 1
Azpeitia africana 1 1 1 1 1 1 1 1
Azpeitia barronii 1 1
Azpeitia neocrenulata 1 1 1 1 1 1
Azpeitia nodulifera 1 1 1 1 1
Bacteriastrum comosum 1 1 1 1 1 1 1
Chaetoceros aequatorialis 1 1 1
Chaetoceros atlanticus 1 1 1 1 1
Chaetoceros didymus 1 1 1 1
Chaetoceros diversus 1
Chaetoceros messanensis 1 1 1 1 1 1
Climacodium frauenfeldianum 1 1 1 1 1 1 1 1 1
Coscinodiscus janischii 1 1 1
Coscinodiscus reniformis 1 1 1 1 1
Fraglariopsis doliolus 1 1
Gossleriella tropica 1 1 1 1 1
Hemidiscus cuneiformis 1 1 1 1 1 1 1
Lioloma pacificum 1 1 1 1
Mastogloia lanceolata 1 1 1 1
Mastogloia rostrata 1 1 1 1 1 1
Nitzschia marina 1 1 1 1 1 1 1
Nitzschia ossiformis 1 1 1 1
Palmeria hardmaniana 1 1 1
Planktoniella sol 1 1 1 1 1 1
Pleurosigma directum 1 1 1 1 1 1
Pleurosigma planctonicum 1 1 1 1
Pseudotriceratium punctatum 1 1 1 1 1
Roperia tesselata 1 1 1 1 1 1 1 1
Thalassiosira intrannula 1 1 1 1 1 1
Thalassiosira leptopus 1 1 1 1 1 1 1
Thalassiosira punctifera 1 1 1 1 1 1 1
Thalassiosira sackettii f. plana 1 1 1 1 1 1
Thalassiothrix spathulata 1 1 1 1 1

Total species number 11 1 2 3 17 24 31 28 22 16 10 16

ECS Kuroshio Tropical waters
Stations

Species name

Table 3.3.5.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for warm-water alophilic indicator

diatom species of May, 2010.

동중국해 내에서도 고온고염성 종들의 출현 양상은 달리 나타난다. E1 정점은 동중국

해 정점들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하여 대마 난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장강저염수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 이는 염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정점의 염도는 33.9 PSU로 다

른 정점에 비해 높았다. 고염고온성 종 또한 11종이 출현하여 다른 정점에 비해 높은 수

치를 보였다. 나머지 정점들은 대륙붕수의 영향을 받으며 고온고염성 지표동이 1∼3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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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여 극히 낮은 값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정점에 따라 고온고염성 종들의 출현 양상

은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계절별 또는 정점별로 대마난류수와 장강저염수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동중국해의 고온고염성 규조류의 분포 특성

동중국해 및 한국 남해의 식물플랑크톤 분포 및 동태는 장강 유출수, 쿠로시오 분지

류, 대만난류 등 다양한 해수의 유동과 계절적 환경 요인의 변화 등과 같은 대상 해역의

해양학적 특징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앞서 분석된 고온고염성 규조류의 정점 및 조사

시기에 따른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조사기간 동안 한국 남해 및 동중국해 해역에서 출현한 규

조류는 총 155종으로, 조사 시기 및 정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Appendix Ⅱ). 2011년

9월 C3정점에서 규조류 출현종수는 66종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1년 8월 C2정점에서 17

종이 출현하여 가장 낮았다. 출현종들 중 Actinocyclus octonarius, Ditylum brightwellii,

Paralia sulcata, P leurosigma delicatulum, Thalassiosira eccentrica 등의 종들은 정점에

관계없이 연중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종들은 전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sle, 1976; Witkowski et al. 2000).

본 조사 정점들의 표층 수온 및 염도 분포는 계절에 따라 크게 양분되어 나타난다.

하계에는 장강 하구의 영향을 받아 제주 서남 해역의 염도는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 계절

적 영향으로 수온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이 때 지역에 따른 수온의 구배는 크지 않게

되며 염도의 구배는 심해지게 된다. 반대로 동계에는 장강 유출수의 감소와 더불어 쿠로

시오 분지류의 세력이 증가하여 염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지역별 구배가 줄어들며, 수

온은 계절적 영향을 받아 낮아지며 지역별 구배가 커지게 된다(Pang and Oh, 2000). 본

조사 정점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B1정점의 경우 수온과 염도는 10.4∼24.0 ℃와 31.6∼

33.3 psu의 범위로 나타나는 반면 가장 동쪽에 위치한 C3정점의 경우에는 수온과 염도가

각각 16.5∼28.6 ℃와 31.7∼34.7 psu의 범위를 보여 정점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C3정점의 경우 2011년 8월을 제외하고 연중 34.0 psu 이상의 염도를 보여 연중 고

염의 쿠로시오 분지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쿠로시오의 분지류인 대마 난

류는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며 세력이 가을철에 가장 강하고 겨울철에 가장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uo et al. 2006).

이와 같은 환경 특성은 고온고염성 규조류 지표종의 출현양상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쿠로시오 분지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정점C3에서 높은 출현종수를 나타냈다(Fig. 3.3.45).

북서태평양 조사에서 선정된 35동의 고온고염성 지표종중 동중국해의 계절조사에선 22종

이 출현하였으며, 계절에 따라 4∼20종의 출현종 변화가 나타났다(Table 3.3.6). 동계에는

고온·고염의 대마 난류의 세력이 약해지고 기온 하강에 따른 수온 하강에 의해 난수성

종들의 출현이 줄어들다가, 9월부터 세력이 강해지면서 출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B1 정점에서 고온고염성 종은 2011년 9월에 Chaetoceros didymus가 유일하게 출

현하였으며, 나머지 조사 시기에는 고염고온성 종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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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정점의 경우 9월 대마난류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수온 및 염분이 증가함에 따

라 Bacteriastrum comosum Cheatoceros didymus, C. messanensis 등 고온고염성 종들

의 출현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2월부터 다시 급감하여 춘계까지 낮은 출현 양상을 보였

다. 장강으로부터 저염수가 유출되어 북동쪽으로 확장되고 제주 서부해역에서 제주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제주 동부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Lie et al. 2003). 제주도의 남서부에 위

치한 C2정점은 장강저염수와 쿠로시오 분지류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정점으로 이어도 정

점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하계에 장강에서 유출되는 저염수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이어도 및 제주 남부 해역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오 등, 2006), 본 조사에서도 2011년 8월

에 장강저염수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C2정점에서 염도가 29.5 psu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고염 난수성 종의 출현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월

쿠로시오 분지류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Azpeitia africana, Chaetoceros messanensis,

P lanktoniella sol, Thalassiosira leptopus 등이 10종이 출현하였으며, 12월 이후 다시 급

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45.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 of warm-water halophilic indicator

species numbers in the East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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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C1 C2 C3 B1 Io C1 C2 C3 C2 C3 B1 Io C1 C2 C3 B1 Io C1 C2 C3
Azpeitia africana 1 1 1 1
Azpeitia neocrenulata 1 1 1 1
Azpeitia nodulifera 1 1 1 1
Bacteriastrum comosum 1 1 1 1 1 1 1 1 1
Chaetoceros atlanticus 1 1 1 1
Chaetoceros didymus 1 1 1 1 1 1 1 1 1
Chaetoceros diversus 1 1 1 1
Chaetoceros messanensis 1 1 1 1 1 1 1 1
Climacodium frauenfeldianum 1
Fraglariopsis doliolus 1 1 1
Hemidiscus cuneiformis 1
Lioloma pacificum 1 1 1 1
Mastogloia rostrata 1
Nitzschia marina 1 1 1 1
Nitzschia ossiformis 1
Planktoniella sol 1 1 1
Pleurosigma directum 1 1
Roperia tesselata 1 1 1 1 1 1 1
Thalassiosira leptopus 1 1 1
Thalassiosira punctifera 1
T. sackettii f, plana 1 1
Thalassiothrix spathulata 1 1 1 1 1

Total species numbers 0 0 2 4 0 4 2 2 6 0 5 1 6 0 10 20 0 0 2 10 13

SPECIES NAME
STATIONS

DecemberFebruary April August September

Table 3.3.6. Seasonal distribution of warm-water halophilic indicator diatom species in the East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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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찰

(1) 고염고온성 규조류의 생태특성

북서태평양의 열대해역, 쿠로시오와 동중국해의 광역조사 결과를 이용해 35종의

고염고온성 규조류 35종을 지표종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35종중 22종은 동중국해

조사정점에서 출현하였으나 13종은 출현하지 않았다. 출현하지 않은 종은

Asterolampra marylandica, A arachne, A. elegans, Azpeitia barronii,

Chaetoceros aequatorialis, Coscinodiscus janischii, Coscinodiscus reniformis,

Gossleriella tropica, Mastogloia lanceolata, Palmeria hardmaniana, P leurosigma

planctonicum,, Pseudotriceratium punctatum, Thalassiosira intrannula로 열대수역

에 분포하는 종이며 아열대 환경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거나 드문종으로 관찰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이들종의 출현은 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을 나타내나 관찰이

힘들어 지표종으로 이용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동중국해에 출현하는 고온고염성 규조류 22종이 분포하는 표층수의 수온과 염분

을 이용 군집 분석을 한 결과 크게 2그룹으로 나뉘었다(Fig. 3.3.46). 첫 번째 그룹

은 고염고온성 종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온 및 염도를 요구하는 종들이며

Azpeitia africana, Azpeitia neocrenulata, Climacodium frauenfeldianum

Hemidiscus cuneiformis, Mastogloia rostrata, Nitzschia ossiformis P lanktoniella

sol, P leurosigma directum, Thalassiosira leptopus Thalassiosira punctifera, T.

sackettii f, plana등 12종이 이 그룹에 속한다. 이 그룹의 종들은 전형적인 열대성

종들로 알려져 있지만 종에 따라 온대 해역에서도 종종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Hemidiscus cuneiformis는 전형적인 열대 종이지만 난류와 관련되어 위도 30°

이상에서 출현하기도 하며 11℃ 이상의 수온에서 생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Romero et al. 2005). P lanktoniella sol은 기본적으로 열대성 종이지만 수온에 대

한 내성 범위가 높아 난류의 영향을 받는 온대 해역에도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lkis 2008). 본 조사에서 이 그룹의 종들은 쿠로시오 분지류의 세력이 가장

강한 9월 C3 정점에서 주로 출현하였고, C2 정점에서도 일부종이 출현하였다. 12월

에 C3 정점에서 출현은하나 출현종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수온

이 하강함에 따라 출현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시기에는 거의 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종들은 쿠로시오 분지류의 세력이 가장 강하고 물리적

특성이 쿠로시오와 유사한 추계에 출현이 두드러진다. 이 그룹의 정점별 출현 양

상을 분석하여 추계 쿠로시오 분지류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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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6. Grouping of warm-water halophilic

indicator diatoms.

두 번째 그룹은 고온고온성 종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과 염도를 요구하는

종들로서 Bacteriastrum comosum, Chaetoceros atlanticus Chaetoceros didymus,

C. diversus, C. messanensis, Fragilariopsis doliolus, Lioloma pacificum,

Nitzschia marina , Roperia tesselata Thalassiothrix spathulata등의 종들이 포함된

다. Chaetoceros didymus와 C. messanensiss는 열대 및 아열대 종으로 알려져 있

으나 북위 42° 이상의 고위도에서도 출현하였으며, Roperia tesselata는 북위 57°

의 아극 지역에서 출현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7∼14 ℃의 수온에서 생육이

확인되었다(Hasle 1976; Hasle and Syvertsen 1996; Romero et al. 2005;

Shevchenko et al. 2006). 이 그룹의 종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종에 따라 C3 정점에

서 출현이 확인되었으며, 4월과 9월에는 C2정점과 Io정점에서도 출현하였다. 이들

종은 염도와 수온에 내성이 보다 강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종들의 출현 유무를 이

용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쿠로시오 분지류의 세력 및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지표종을 이용한 기후변화 연구

고온고염성 규조류는 고해양 환경의 해석에 중요한 지표생물로 이용되어 왔다

(Koizumi 1989; 박 등 2009). 현재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환경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지표종을 이용한 환경변화 연구는 축

적된 자료의 부족으로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규조류의 분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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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문헌자료를 이용 35종의 고온고염종을 선정하였으며 동중국해에서 출현한 22

종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들 종을 이용한 기후변화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

야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ⅰ) 한반도 주변해의 식물플랑크톤 다양성변화 원인 규명: 한반도 주변해는 난류

의 유입에 의해 식물플랑크톤의 다양성이 증가하나, 쿠로시오 분지류에 의한 다양

성 변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에서 고온고염성 지표종의

분포 변화는 기후변화에 따른 쿠로시오 분지류의 생태계 영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ⅱ) 쿠로시오 분지류의 세력변화에 의한 생태계 영향 : 본 과제의 물리 해양학적

연구를 통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쿠로시오 난류의 유입이 증가하여, 10년 이후

에 대한해협을 통한 수송량이 1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최 등 2013). 실

제 쿠로시오에서 분지한 대마난류의 동해유입이 증가하면 고온고염종의 출현도 변

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온고염성 지표종에 대한 기초자료는 대한해협의 난류수송

량 변화가 동해 생태계이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ⅲ) 장강저염수의 세력변화에 의한 생태계 영향 : 하계 장강저염수의 확장이 고

온고염종의 분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수온이 높은 하계에 장감저

염수는 쿠로시오 분지류로부터 이동되는 고염고온성 지표종이 한반도 주변해로 확

산되는데 큰 제한요인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량의 증감이나 성층 강

화는 장강저염수의 동태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난수성 규조류의 다양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고해양 환경 해석: 고온고염의 난수성 지표종은 고해양 환경의 중요한 지시자

로 이용된다. 이들 지표종의 대양으로부터 한반도 주변해의 분포와 이동과정 및 생

태적 특성자료는 동해의 고해양 환경 복원 연구의 정밀도를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

용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규조류 지표종은 기후변화와 연결된 다양한 생태계 현상을 연구하

는데 적용이 가능하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자료를 더욱 축적하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동중국해 및 한국 남해의

변화 양상에 대해 안정적인 모니터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5-3. 유종섬모충류

가. 서론

원생생물은 수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한 단세포 생물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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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물특성을 이용하여 수환경의 변화 양상을 감시하기 위한 생물학적 도구로 활

용되고 있다. 특히 수온의 변화에 따라 종구성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며 동일 종

내에서도 수온의 변화에 따라 형태학적 차이를 보이는 종들도 보고되어 있다. 부유

성 유종섬모류 (Helicostomella subulata)는 피각의 형태가 long form과 short form

의 두 가지로 존재하고 두 형태군은 출현시기가 서로 다름이 최근에 확인되었다.

H . subulata는 섬모충 플랑크톤에 속하며 long form과 short form의 두 가지의 형

태로 존재하고 두 형태군은 출현시기가 서로 다름이 최근에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H . subulata 두 가지 형태종의 계절별 출현 양상 및 유전학적 분석을 통해 종

분화의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국내연안의 수온상승에 따른 유사종내 종 천이의 양

상을 파악하여 생태학적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1) 원생생물 수온 지표종 선별을 위한 보유시료 분석

수온 지표성 원생생물을 선별하기 위해 마산만과 장목만의 과거 채집시료를 재분

석 및 기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산만 시료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주간

격으로 채집한 시료를 사용하였고 장목만 시료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일간격으로 채집한 시료를 재분석하였다.

마산만 기존 시료는 수심 0.5m에서 Van Dorn 채수기를 이용하여 해수를 채취하

였고, 장목만 기존 시료는 수심 5m에서 플랑크톤 네트 (망목 20μm)를 사용하여 수

직으로 여과 시료를 채집하였다. 두 기존시료는 모두 Lugol's solution으로 최종 농

도 2%로 선상에서 고정한 후, 냉암소에 보관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존 시료는

섬모류의 개체수 분석을 위해 시료는 Sedgwick-Rafter Chamber를 사용하여 광학

현미경 하(×200)에서 계수하였으며 종동정을 위해 고배율(x400) 검경을 병행하였다.

(2) Helicostomella subulata의 분자유전학적 특징 분석

(가) DNA 추출, PCR 증폭, 염기서열 결정

거제 장목만에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매주 수심 5m에서 식물플랑크

톤 네트 (망목 20μm)를 이용하여 섬모충 시료를 채집하여 분자생물학적 분석 시료

를 확보하였다. 채집된 시료로부터 10∼20 개체의 섬모충을 분리하여 멸균된 해수

(30 psu)로 이를 씻어낸 후 게노믹 DNA를 추출하였다 (Clamp & Williams 2006).

이로부터 SSU rDNA, ITS1, 5.8S, ITS2, 5'-end LSU rDNA 유전자를 PCR을 통해

증폭하여 (Medlin et al. 1988; Goggin & Murphy 2000), 그 부산물을 정제한 후 염

기서열 결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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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통분석

염기서열 결정을 통해 획득된 정보는 Clustal 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렬시킨

후 (Thompson et al. 1997), 염기 치환 모델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Nylander 2004).

최적합 모델로 GTR+I+G가 선택되어 이를 통해 Bayesian (Ronquist &

Huelsenbeck 2003)과 Maximum likelihood (Guindon et al. 2005) 분석을 진행하였

다. 또한 Maximum parsimony 분석을 PAUP 4.0b10 프로그램 (Swofford 2002)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 ITS2 유전자 이차구조 예측

기존에 알려진 Oligotrichia 아강의 이차구조를 토대로 H . subulata유전자 염기서

열의 이차구조를 예측하였으며, 이들 치환된 염기의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

하였다 (Zuker 2003).

다. 결과 및 고찰

(1) 수온변화와 부유성 원생생물의 형태변이의 관계

(가) 섬모충 Helicostomella subulata 형태 변이의 수온 지표성

장목만에 출현하는 H . subulata는 수온이 15 ℃ 이상의 고수온기에 주로 관찰되

었으며 2009년 9월 초에 최대 개체수 (5.3x104 cells m-3)를 기록하였다(Fig.

3.3.47). H . subulata는 두 가지 형태로 출현하고 있었으며 장목만의 고수온기에는

피갑(lorica)의 길이(68-79 μm)가 상대적으로 짧고 구경(17.9-18.9 μm)도 좁은 형태

를 보였다. 고수온기 6월에서 10월까지는 크기가 작은 종류가 우점하였고 2월에서

4월까지 저수온기에는 크기가 큰 형태가 주로 출현하였다 (Fig. 3.3.48).

(나) 마산만 수온과 유종섬모류 H . subulata의 개체수 변화

마산만에 출현하는 H . subulata는 피갑(lorica)의 길이(170 μm)가 상대적으로 길

고 구경(22 μm)도 넓은 long form 형태를 보였다. 이들의 출현은 수온이 15 ℃ 이

하의 저수온기에 개체수의 우점적으로 관찰되었고 2005년 3월 초에 최대 개체수

(6.4x103 cells L-1)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주로 고수온기에 short form으로

우점적인 출현을 보이는 장목만의 H . subulata 과 대조적인 양상으로 주목되었다

(Fig. 3.3.49).



- 291 -

(다) 수온과 H . subulata의 크기 분포의 관계

장목만과 마산만에 출현하는 H . subulata 피갑의 길이와 구경의 넓이와 수온의

변화와의 관계는 유의성 있는 음의 상관관계를 각각 보였다 (Fig. 3.3.50). 즉 수온

이 증가함에 따라 피갑의 길이와 구경이 감소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Fig. 3.3.47. Daily variation in water temperature and

abundancess of Helicostomella subulata at the study

site from August to November 2008.

Fig. 3.3.48. Light photomicrographs of two morphotype

(long form and short form) of Helicostomella subulata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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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9. Monthly variation in water temperature and abundancess of

Helicostomella subulata at the study site from October 2005 to December 2006.

Fig. 3.3.50. Relationship between water temperature and lorica length of

Heilicostomella subu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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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유성 원생생물 Helicostomella subulata의 형태적 변이와 유전적 변이의 관계

H . subulata의 Small subunit (SSU) rDNA의 분석결과 long form과 short form

은 8개 염기서열만 차이를 보여 두 형태종은 0.5%의 비유사성을 나타냈으며, 두 형

태종은 monophyletic clade(단일계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지만 (Fig. 3.3.51),

ITS2 분석결과 4개 염기서열의 차이를 보였다 (Fig. 3.3.52). 즉, 두 형태종의 SSU

rDNA, ITS1-5.8S-ITS2, ITS2의 염기서열은 각각 0.5%, 3.5%, 5.6%의 비유사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로 H . subulata의 두 형태 종은 현재까지는 서로 다른 종

으로 분리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Xu et al., 2012), 향후 기후변화의 지속화에 따

른 국내해역에서 수온상승의 영향을 반영하는 생물학적 근거로 두 형태종 분포양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로 향후 원생생물 형태변이의

수온 지표성은 기후변화를 고감도도 감지할 있는 생물학적 센서로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두 형태종은 크기 차이에서 유발되는 먹이 섭식 특성의 변화로 생태학적

기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예측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실내실험을 위해 본 종의 배양기술을 정착함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련 기술개발

또한 요구된다.

Fig. 3.3.51. Consensus tree formed from trees

constructed with Bayesian, maximum likelihood, and

Neighbor-Joining methods using small subunit

(SSU) rDNA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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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2. ITS2 secondary structures of the short form and long

form of Helicostomella subulata.

5-4. 거품돌산호

가. 서론

거품돌산호(Alveopora japonica)는 산호충강(Class Anthozoa) 돌산호목(Order

Scleracitinia)에 속하는 경산호류(stony or hard coral)의 산호이다(Hong 2006). 산

호초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돌산호류는 산호초(coral reefs)를 형성하는 조초 산호

(hermatypic coral)로, 조초산호의 공간적 분포는 겨울철 최저 수온과 밀접한 관계

를 갖는다. 조초 산호의 분포는 연중 최저 수온이 18 ℃이하인 지역에는 분포하지

않으며, 수온이 14 ℃이하로 내려가면 성장 및 번식에 제한을 받게 된다(Johannes

et al. 1983; Veron 1995). 따라서 고위도 지역 중, 산호의 석회질 골격 구성 유지가

실패하는 지역을 조초 산호 생존의 한계선으로 평가하고 있다(Woodroffe 2011). 일

본의 경우, 열대지방(20.42°N)부터 온대지방(45.55°N)까지 넓은 범위의 위도에 걸쳐

국토가 위치하여 있고,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30°N이상의 고위도 지역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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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도에 위치한 다른 지역에 비해 산호가 생존 할 수 있는 적합한 수온을 유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Veron 2000; Denis et al. 2013b). Veron(1995)은

일본에 서식하는 산호의 집단을 tropical reefs, temperate non-re필수지방산l

communities와 outlying communities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Yamano et

al. (2011)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의 상승으로 tropical reef corals의 분포가

북상 하고 있으며, 그 확장 속도가 14 km/yr이라 보고 한 바 있다.

환경 변화로 인한 생태계 우점종의 변화는 그 생태계의 에너지 순환과 생물 다

양성의 변화를 초래하며(Sousa 1984; Pickett and White 1985), 열대 지방에서의 이

러한 우점종의 변화는 주로 산호초 우점에서 해조류 우점으로의 “phase shift” 현상

을 예로 들 수 있다(McManus and Polsenberg 2004; Bruno et al. 2009). 반면, 고

위도 지역의 경우, 열대 지방과 반대로, 수온의 증가로 대형 해조류의 분포가 줄어

들고 돌산호의 분포가 확산되는 결과(Cook et al. 1990; Logan and Tomascik 1991;

Yamano et al. 2011; Denis et al. 2013b; Yamano et al. 2013)가 보고되고 있어, 고

위도 돌산호류의 성장 및 분포, 확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Burgess et al. 2009; Yamano et al. 2011; Hamanaka et al. 2012; Yamano et al.

2013).

돌산호류의 석회질 골격(calcium-carbonate skeleton)은 수온에 따라 생성되는

골격의 밀도가 환경 조건에 따라 성장속도가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골격의 성장 속도는 높은 밀도와 낮은 밀도의 다른 bending pattern 으로 골격에

기록되게 되며, soft X-ray를 이용하여 이들의 banding pattern과 연령 산정이 가능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ogan and Tomascik 1991; Hyeong et al. 2008; Burgess

et al. 2009). 또한 골격내의 Sr 및 Ca의 비율은 담수의 희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축적되며, 수온에 따라 이들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Sr/Ca 비율을 이용하여 산호 골격 형성 당시의 수온 혹은 강수량 등, 과거 기후 복

원 연구에 이용 될 수 있다(Hendry et al. 2002; Shen et al. 2005). 조초 산호의 경

우, 수명이 수백 년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한 지역의 기후 변화

에 대한 수온 기록자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Hyeong et al. 2008).

제주는 북위 33.06 °N∼34.00 °N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으로,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아 아열대 기후에 속하며, 연중 최저 수온이 12∼14 ℃로(국토지리

정보원 2013) 아열대성 돌산호류가 서식할 수 있는 한계선에 위치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열대 및 아열대 해역 유래

외래종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Denis et

al.(2013a)은 제주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비양도 해역에서 거품돌산호의 분포가

67%에 이르는 등, 제주 연안의 거품돌산호의 급격한 확산을 보고 한 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연안 생태계에 있어 해조류의 감소와 같은 특정 생물

의 소멸 및 기회종의 폭발적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감소 및 증가의 원인

이나 기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 연안의 조하대 경성암반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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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경우 미역, 모자반 및 감태와 같은 대형 갈조류가 군락을 이루고 서식하였

으며, 이런 대형갈조류 군락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로서, 또는 먹이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온상승은 이러한 대형 갈조류의 감소를

야기하였으며, 갈조류가 자라던 조하대 경성암반을 다양한 돌산호나 분홍멍게, 말미

잘 등이 차지하는 현상이 제주 전역에 걸쳐 관찰되고 있다. 거품돌산호(A.

japonica)는 주로 대만이나 홍콩 연안에 널리 분포하여 왔으며, 과거의 경우 이들의

분포는 서귀포 문섬이나 범섬, 숲섬 등지에 국한적 이었다. 이러한 거품돌산호의 분

포영역 확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되나,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거품돌산호에 관한 연구는 경산호 공생 와편모조류의

분자생물학적 다양성 조사(Rodriguez-Lanetty et al. 2003; Chang et al. 2011)와 산

호 골격을 이용한 수온 지시자로서의 가능성 연구(Hyeong et al. 2008) 등, 거품돌

산호의 번식 및 분포, 생태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거품돌산호의 골격성장(skeletal growth) 및 개체군 생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가 제주연안 조하대 경성 저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1) 거품돌산호 (Alveopora japonica) 채집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거품돌산호의 분포 양상과 서식밀도를 조사하기 위해, 2011

년 3월 9일에 제주도 북서부 지역인 귀덕리와 남동부 지역인 신흥리에서 수심 10m

지역에 가로 10 m × 세로 1 m의 방형구를 설정하여, 방형구내 모든 생물을

SCUBA를 통해 모두 채집하였다. 이때, 채집된 거품돌산호 중 가장 큰 개체의 단면

을 절단하여 거품돌산호의 연령 및 성장률 측정에 사용하였다. 또한, 제주연안에 서

식하는 거품돌산호의 확산경향과 재 가입률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기간 동안 (2011

년-2013년) 채집된 거품돌산호의 면적 크기의 분포를 비교 하였으며, 2010년 귀덕

리의 10 m × 1m 넓이의 거품돌산호를 제거하고, 1년 4개월 후인 2012년 재가입된

거품돌산호의 면적 크기 분포를 비교하여 재 가입률을 조사하였다. 또한 거품돌산

호의 분포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2년 5월 28일 제주

도 북서부 지역인 금릉리에서 10 m × 1 m 넓이의 거품돌산호 단괴에 공생하는 저

서생물상을 조사하였다. 또한 2013년 5월 23-24일 제주 북서부 해역에 거품돌산호

가 서식하는 금릉리, 비양도, 귀덕리와 거품돌산호가 서식하지 않는 동귀리에서 거

품돌산호 단괴 1 m × 1 m 넓이에 분포하는 저서생물상을 비교 조사하였다. 본 연

구에서 채집한 거품돌산호(A. japonica)의 채집지 정보는 Fig. 3.3.5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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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3.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s.

(2) 거품돌산호 서식 밀도 및 단괴 크기 조사

채집된 거품돌산호들은 즉시 실험실로 옮겨와 각 단괴별로 분리, 세척한 후, 분

포 밀도를 파악하고 단면적을 측정하였다. 거품돌산호 콜로니의 단면적은

Marsh(1970)의 방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호일로 콜로니의 모든 단면적을 감싼 후

호일의 무게를 측정하였고, 표준 단면적의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이

용하여 각 콜로니 별 단면적을 계산하였다.

(3) 거품돌산호 연령 및 골격 성장률 측정

거품돌산호의 연령 및 골격 성장률 측정은 2011년 3월 9일에 귀덕리와 신흥리에

서 채집된 거품돌산호 중 크기가 가장 큰 개체를 선별하여 실시하였다. 거품돌산호

의 연령 측정과 Sr/Ca 비율을 이용한 성장률 측정은 Hyeong et al.(2008)의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분석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그 절차를

기술하면, 선별된 거품돌산호를 5 mm 두께로 성장 방향에 평행하게 절단하고,

X-ray 사진을 촬영하여 Cora lXDS software를 이용해 Density band를 분석, 연령

측정을 하였다. 또한 해수 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하는 거품돌산호 골격 내

Sr/Ca 비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core XRF

scanner를 이용, 산호 골격내의 Sr/Ca 비율을 측정하였다.

(4) 거품돌산호 단괴 주변에 분포하는 저서생물 조사

거품돌산호 단괴 주변에 분포하는 저서생물상을 조사하기위해, 2012년 거품돌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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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량 증식이 보고되고 있는 제주 북서부 연안 금릉리 조하대에 10 m × 1 m 방

형구를 설정, SCUBA를 이용하여 방형구 내에 존재하는 거품돌산호를 비롯한 저서

생물을 채집하였다. 또한 거품돌산호에 의한 저서생물상 분포 비교를 위해, 2013년

제주 북서부 연안 금릉리, 귀덕리, 비양도의 조하대(수심 5-10 m)에 1 m × 1 m 방

형구를 설치, 방형구내에 분포하는 저서생물을 채집하였다. 또한 대조구로 거품돌산

호가 분포하지 않는 동귀리에서도 동일하게 저서생물을 채집하였다. 채집된 저서생

물은 Gwon et al.(1993)과 Okutani(2000), Min et al.(2004), Zhongyan(2004)의 도감

을 참고하여 종(species) 분류를 실시하였다.

다. 결과

(1) 제주연안에 확산중인 거품돌산호의 분포 및 서식밀도

2011년 제주 북서부 해역 귀덕리와 남동부 해역 신흥리에서 채집된 거품돌산호

의 밀도는 제주 남동부 해역인 신흥리에서 117.6 colony/m2으로 북서부 해역인 귀

덕리의 55.2 colony/m2 보다 서식밀도가 약 2.1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3.7). 신흥리에 분포하는 거품돌산호의 크기는 0.4-170.6 cm2, 평균 25.5 cm2으로,

귀덕리 거품돌산호 크기 (2.3-217.6 cm2, 평균 32.5 cm2)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Table 3.3.7. Density of A. japonica colonies investigated in this study over a

three year periods.

크기별 분포는 귀덕리 거품돌산호의 경우, 10∼30 cm2의 크기가 전체의 약 43%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신흥리 거품돌산호는 0∼20 cm2의 크기가 약

5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Fig. 3.3.54). 또한 두 지역 모두 주로 평균 30

cm2 미만의 작은 크기 개체가 주를 이룬 반면, 대형 개체들의 분포는 낮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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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4. Colony size distribution of A. japonica collected in this study

from 2011 to 2013. Total number of A. japonica colonies: Gwidock (2011),

552 colonis, Sinhung (2011), 1176 colonies, Keumneung (2012), 690 colonies,

Gwidock (2013), 166 colonies, Keumneung (2013), 94 colonies, Biyang-do

(2013), 133 colonies.

(2) 거품돌산호의 연령 및 성장률

귀덕리 거품돌산호 단괴의 지름은 평균 69.1 mm이며 평균 142개의 density

band가 관찰되었고, 신흥리 거품돌산호는 평균직경 59.6 mm였으며 평균 125개의

density band가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두지역 산호의 성장률을 추정해보면 4.8

mm/year 이었다. 그리고 Sr/Ca 비율 분석, 2011년 귀덕리와 신흥리에서 채집된 거

품돌산호는 연간 4.7 mm의 성장률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X-ray density band 측정과 Sr/Ca 비율 결과, 귀덕리와 신흥리의 거품돌산호는

3∼6년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거품돌산호 개체는 두 지역

에서 모두 10∼13년생으로 추정된다(Fig.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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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5. Age class distribution of A. japonica collected from

Gwidock and Sinhung in 2011.

(3) 제주연안에 분포하는 거품돌산호의 확산경향 및 재 가입률

(가) 2011년에서 2013년 동안 제주연안 거품돌산호의 확산 경향

이 연구의 시작 시점인 2011년 채집된 거품돌산호의 서식 밀도는 북서부 해역보

다 남동부 해역에서 약 2배 많은 거품돌산호가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3.3.7). 2012년 제주 북서부 지역인 금릉리에서 채집된 거품돌산호의 경우, 서식밀도

가 69.0 colony/m2으로 2011년 채집된 귀덕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금릉리 거품

돌산호의 평균 colony 크기는 75.9 cm2으로 귀덕리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개체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3.7). 또한 이 연구 시작 2년 후인 2013년도에

채집된 거품돌산호의 서식밀도와 크기는 각각 귀덕리에서 166.0 colony/m2, 평균

66.2 cm2, 금릉리에서 94.0 colony/m2, 평균 90.2 cm2, 비양도에서 133.0 colony/m2,

평균 54.8 cm2으로 2011년도 남동부에 위치한 신흥리 거품돌산호 서식밀도 및 크기

와 유사하였다(Table 3.3.7).

Fig. 3.3.54은 이 연구기간 동안 조사된 거품돌산호의 크기별 분포도이다. 2011년

귀덕리와 신흥리에서 채집된 거품돌산호는 대부분의 크기가 30 cm2 이하의 개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2012년 금릉리와 2013년 귀덕리, 비양도에서 채집

된 거품돌산호는 60-70 cm2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2013년 금릉리에서 채집된 거

품돌산호의 경우 평균 90 cm2의 크기로 점점 그 크기가 큰 개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현재 전 제주연안에 거품돌산호의 개체가 그 크기와

개체수가 증가하며, 남부에서 북부로 점차 퍼져나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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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품돌산호의 재가입률

2010년 귀덕리 조하대에서 가로 10 m × 세로 1 m의 영구 방형구를 SCUBA를

이용하여 설치하였으며, 방형구내에 분포하는 거품돌산호 및 모든 저서생물을 제거

하였다. 이 후, 2012년, 약 1년 4개월 후 귀덕에 설치하였던 영구 방형구를 재 방문,

방형구내에 분포하는 모든 저서생물을 제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Fig. 3.3.5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거품돌산호의 재가입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3.56. Underwater photographs showing the recruitment rate

analysis. Left: removal of A. japonica, right: recruitment of A. japonica

one year four months after the removal. 

2012년에 측정된 재가입 거품돌산호의 서식밀도는 10.4 colony/m2으로, 그 크기

가 1.9∼42.3 cm2, 평균 10.0 cm2 이었다(Table 3.3.8과 Fig. 3.3.57). 따라서 재가입된

거품돌산호의 개체수를 바탕으로 재 가입률을 계산하면 약 4.1 colony/m2/year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3.3.8. Density of A. japonica measured in 2011 and estimated

recruitment rate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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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7. Colony size distribution before removal of A. japonica

(black) and recruitment of A. japonica (white) one year four months

later. The number of A. japonica colonies analyzed were 552 colonies

in 2010 and 104 colonies in 2012.

(4) 거품돌산호 단괴 주변에 분포하는 저서생물상

2012∼2013년에 조사된 거품돌산호 단괴 서식 저서동물은 이매패류 26종과 17종

의 복족류가 확인되었다(Table 3.3.9). 거품돌산호가 서식하고 있는 금릉리, 비양도,

귀덕리의 경우, 동정된 저서생물이 대부분 이매패류인 반면, 거품돌산호가 서식하지

않는 동귀리의 경우 동정된 저서생물 대부분이 복족류로, 거품돌산호의 서식에 따

른 저서생물상이 달랐다. 거품돌산호 서식 지역에 분포하는 이매패류는 홍합과

(Family Mytilidae)와 돌조개과(Family Arcidae)에 속하는 이매패류가 주로 관찰되

었고, 애기돌맛조개(Lithophaga curta)와 꼬마돌조개(Barbatia stearnsi)의 개체수가

가장 높았다. 반면, 복족류는 바퀴고둥(Astralium haemairagum)이 가장 높게 출현

하였다. 거품돌산호 집단과 연계하여 출현한 이매패류와 복족류는 일반적으로 보고

된 동일 종 들의 크기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품돌산호 단괴에 분포하는

저서생물은 서식 방법에 따라 천공형(borer), 부착형 (encruster or crevice dweller)

및 자유형(vagile)의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출현한 이매패류는

대부분 족사(byssus)를 이용한 부착(encruster) 혹은 거품돌산호의 갈라진 틈에 은

신(crevice dweller)하여 서식하는 종이 대부분 이었고, 천공하여 서식하는 이매패류

는 애기돌맛조개(L. curta)와 L. malacanna, Gastrochaena cuneiformis 3종이었다.

거품돌산호 단괴에 분포하는 저서생물들의 지리적 분포특성(zonal-geographical

grouping)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 tropical-subtropical의 고수온에 서식하

는 종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반해 거품돌산호가 서식하지 않는 동귀리 지역의 저서

생물들은 대부분 subtropical 혹은 subtropical-low boreal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

에 서식하는 종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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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9. Assemblage of mollusks associated with A. japonica sampled from north-west Jeju Island in

2012-2013. Life characteristic: Cd, crevice dweller, B, borer, E, encruster, V, vag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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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적인 결론

제주 연안 거품돌산호의 연령측정 결과, 가장 오래된 거품돌산호 단괴의 나이는 12.4

년생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단괴 나이가 3∼6년생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 측정 결과

로부터 추정된 거품돌산호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4.8 mm/yr이었다. 제주 연안 거품돌산

호의 확산 경향 조사 결과, 2011년 제주 남부 해역인 신흥리에 서식하는 거품돌산호의

서식 밀도는 117.6 colony/m2으로 북부 해역의 귀덕리에 서식하는 거품돌산호 서식 밀도

(55.2 colony/m2)보다 약 2배 높은 서식밀도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 제주 북부 해역 귀

덕리의 거품돌산호 서식 밀도가 166.0 colony/m2으로 약 3배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귀덕리와 근접한 금릉리와 비양도에서도 각각 94.0 colony/m2, 133.0 colony/m2으

로, 제주 북서부 해역의 거품돌산호 서식 밀도가 남부 해역과 비슷해졌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거품돌산호 단괴의 크기도 2011년에는 대부분이 평균 25∼32 cm2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55∼90 cm2로 증가하였고, 재 가입률 조사 결과 약 4.1 colony/m2/year로,

거품돌산호의 확산은 일시적인 증가가 아닌, 기후변동에 따른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것

으로 판단된다. Veron(1995)과 Sugihara et al.(2009)의 산호 서식지 분류에 따르면, 거품

돌산호의 경우, 주로 temperate non-re필수지방산l 분류군으로 조초 산호류 서식 한계선

에서 주로 관찰되는 종으로 판명되었다. 비슷한 위도의 일본 Tatsukushi, Shikoku Island

(32.75 °N)의 경우, 조초산호류의 분포가 이 해역의 약 60% (총 73 종의 경산호류로 구

성)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호초 형성에 초석이 될 수 있는 Acropora hyacinthus와 A.

solitaryensis와 같은 조초 산호류가 6%정도 분포 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Denis et al.

2013b). 또한, Denis et al.(2013b)은 산호초 형성에 초석이 될 수 있는 돌산호류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은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 해역의 생태계 변화를 알아보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한 거품돌산호의 분포 및

확산 경향에 대한 결과 자료는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품돌산호 단괴 주변에 서식하는 저서동물은 이매패류 26종과 17종의 복족류가

확인되었다. 거품돌산호가 서식하고 있는 금릉리, 비양도, 귀덕리의 경우, 동정된 저서생

물이 대부분 이매패류(Bivalvia)인 반면, 거품돌산호가 서식하지 않는 동귀리의 경우 동

정된 저서생물 대부분이 복족류(Gastropoda)가 관찰되었다. 이는 거품돌산호 단괴가 이

매패류의 족사와 같은 부착기를 이용하여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거

품돌산호 단괴 사이의 틈이 포식자로부터 은신하여 서식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Zuschin and Piller(1997)는 이집트 Red Sea에 서식하는

경산호류 주변 이매패류에 관한 보고를 한 바 있다. Zuschin and Piller(1997)의 연구에서

도 경산호류 주변에 분포하는 이매패류의 서식 형태는 대부분이 부착 혹은 천공하여 사

는 형태로, 우리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거품돌산호 단괴 주변에 서식하는 이

매패류와 복족류 모두 일반적으로 보고된 동일 종 들의 크기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는 동정된 저서생물들이 유년기(juvenile)의 개체이거나, 거품돌산호 내 제한된

서식공간에 의한 성장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거품돌산호 단괴에 분포하는 저

서동물(crypto fauna)의 분포는 현재까지 국내에 보고된 바 없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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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열대성 흑진주조개

가. 서론

해양의 표층수온은 환경지시자로서 종다양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Tittensor et al.

2010), 기후변화에 의한 온난화는 종의 분포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Hoegh-Guldberg and

Bruno 2010).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해양관측은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는데 필요한

조사이나, 육상관측과 비교 시 해양의 규모, 해양환경 자료의 공급 및 복잡성 등의 상대

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Hoegh-Guldberg and Bruno 2010).

Fig. 3.3.58. Map of distribution of black-lip pearl

oyster, P . margaritifera (red box; Cunha et al.

2011). Blue box indicates the Korean peninsula.

일반적으로 흑진주조개(P. margaritifera)는 캘리포니아 연안과 지중해 동부, 홍해, 아

프리카 동부해안, 인도양, 태평양 지역 등 열대지역에 폭넓게 분포하며, 주로 산호초

(coral reefs)나 환초(atolls)에 풍부하게 분포한다(Sims 1994; Fig.3.3.58). 경제적 측면에

서의 흑진주조개는 흑진주 산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종이며, 태평양 열대․아열대 도서

국가의 해양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P. margaritifera는 열대종

중에서도 19∼32 °C의 광범위한 서식 수온범위를 나타내며, 북반구의 한계 서식 지역은

류큐군도(30 °N∼28 °N)라고 보고되고 있다(Gervis and Sims 1992). 또한 한계 양식 지

역은 일본 오키나와의 Kabira Bay이며 이 지역의 연중 수온은 17∼30°C의 범위이다

(Sugiyama and Tomori 1988). 이러한 수온의 범위는 지역별 흑진주조개의 번식과 패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온대지역의 이매패류와 달리 열대지역에 분포하는 흑진주

조개는 연중 산란의 양상을 보이나 주 산란기는 수온이 높은 여름과 초가을인 7∼9월 기

간이라고 보고되고 있다(Pouvreau et al. 2000a&b, Gervis and Sims 1992). 이 연구는

표층수온 상승이 현저한 제주도 해역의 흑진주조개 착생 시기와 유전적인 계통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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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및 방법

(1) 시료채취 및 처리

유전학적 계통분류에 사용된 흑진주조개들은 2011년 2월 제주도(33°13'N, 126°33'E)범

섬에서 채집한 개체(Table 3.3.10), 2011년 6월 마이크로네시아의 Chuuk lagoon (7°25'N,

151°47'E)에서 채집한 개체 및 2010년 5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IFREMER에서 제공받

은 개체(Takaroa atoll located at 14°27' S and 144°59 W)를 이용하였다. 동위원소 분석

을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채집한 개체를 이용하였다.

Site Sampling Dates SL
(mm)

SH
(mm)

SW
(mm)

SWT 
(g)

TWWT
(g)

Jeju 01Feb2011 105.70 81.61 21.32 68.04 10.629

Chuuk 09Dec2009 103.71 108.74 27.15 78.491 23.040

Tahiti 02Jun2010 116.50 110.80 28.80 155.760 22.546

Table 3.3.10. Biometric data of the pearl oyster collected from Jeju Island,

Chuuk and Tahiti. SL:shell length, SH: shell height, SW: shell width, TWT:

total weight, SWT: shell weight, TWWT: tissue wet weight, SDWT: shell dry

weight.

(2) 제주에서 발견된 흑진주조개의 유전학적 계통 분석

(가) Genomic DNA 추출

흑진주 조개의 조직을 일부 떼어내어 잘게 절단한 후 증류수를 200ul 첨가하고

proteinase K를 최종농도 100ug/ml 가 되도록 첨가하였으며 10% SDS를 30ul 첨가하여

56℃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phenol/chloroform/isoamylalchol (25:24:1)

solution을 동량 첨가하고 vortex 후 12000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을 새로

운 tube로 옮기고 3M Na-acetate를 용액의 1/10 되도록 첨가하여 잘 혼합 후 100%

EtOH을 2배 양으로 첨가하고 -70℃에 2시간 놓아두었다. 이를 다시 4℃, 15000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70% EtOH를 첨가해 4℃, 15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EtOH를 완전히 제거하여 100ul의 증류수로 녹여 genomic DNA를 추출하였

다.

(나) COI 및 28S rRNA 유전자 증폭

Cytochrome oxidase subunit I(COI) 유전자의 증폭을 위해 Folmer 등(1994)에 의해

보고된 forward primer(5'-GGTCAACAAATCATAAAGATATTGG-3')와 reverse primer

(5'-TAAACTTCAGGGTGACCAAAAAATCA-3')를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PCR 반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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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양은 50ul 로 하였으며 약 500ng의 genomic DNA를 template로 하여 50 pmole/ul 농

도의 forward와 reverse primer를 각각 1ul씩 첨가하고 2.5mM의 dNTP 4ul와 10X Ex

Taq DNA polymerase buffer 5ul, 3unit의 Ex Taq DNA polymerase (Takara, Japan)을

혼합하였다. PCR 반응 조건은 최초 denaturation 94 ℃에서 5분을 준 후, denaturation

94℃에서 30초, annealing 50℃에서 30초, extension 72 ℃에서 45초를 30회 반복하였고,

마지막 extension은 72 ℃에서 5분간 반응하였다.

28S rRNA 서열 증폭을 위해 forword primer(5'-GACTACCCCCTGAATTTAAG-3')와

reverse primer(5'-GCTATCCTGAGGGAAACTTC-3')를 제작하여 PCR에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을 혼합해 PCR 반응을 수행하였다. PCR 반응 조건은 최초

denaturation 94 ℃에서 5분을 준 후, denaturation 94 ℃에서 30초, annealing 54 ℃에서

30초, extension 72 ℃에서 1분 10초를 30회 반복하였고, 마지막 extension은 72 ℃에서

5분간 반응하였다. PCR 산물들은 1% agarose gel에서 DNA marker와 비교하여 확인하

였고 마크로젠(주)에 의뢰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다) 유전학적 계통분석

확인된 염기서열은 NCBI의 nucleotide BLAST program을 활용하여 유사 서열들을

검색하였으며, 유전적으로 가까운 종들과의 계통적 확인을 위해 Mega 5.2 program의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Kimura 2-parameter model을 통해 진단하였

다. Bootstrap 값은 1000번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3) 패각의 산소와 탄소동위원소 분석

흑진주조개의 패각성장 및 착생시기를 판정하기 위해 각정 부위를 사용하였다. 각정

패각의 지화학적 분석을 위하여, 먼저 패각을 에폭시로 굳힌 후 단면을 잘라 현미경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패각의 바깥층(outer layer)은 주상 미세구조(prismatic

microstructure), 안쪽층(inner layer)은 벽돌상 미세구조(nacreous microstructure)로 이루

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소와 탄소동위원소 분석은 패각의 미세조직을 고려하여 총

두 부분에서 수행하였다. 하나는 패각의 각정(umbo) 부분에서 성장선에 수직방향으로 패

각의 전 연령층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이 부분의 조직은 벽돌상 미세구조이며,

광물성분은 아라고나이트이다. 다른 하나는 패각의 바깥층 부분에서 약 1년 반 정도 성

장한 구간을 고해상도로 분석하였다. 이 부분의 조직은 주상 미세구조이며, 광물성분은

아라고나이트이다. 분석을 위한 미시료 채취는 micro-mill을 이용하여 패각의 단면에서

최대한 고해상도로 수행하였으며, 패각의 각정 부분에서 총 24개, 바깥층 부분에서 총 80

개의 미시료를 채취하였다. 미시료는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산소(δ18O)와 탄소동위원소

((δ13C)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애리조나대학교의 동위원소 분석실에서 수행하였다. 산소와

탄소동위원소 분석값의 오차는 각각 < ± 0.04‰, < ± 0.02‰이며, 분석값은 Vienna Pee

Dee Belemnite (VPDB) 단위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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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고찰

(1) 계통분석

제주(한국), 타이티(폴리네시아), 축(마이크로네시아)에서 채집된 흑진주조개의 계통분

석을 위해 COI과 28S rRNA 유전자서열을 확인하였다. COI 유전자의 Maximum

likelihood method를 이용한 계통분석 결과 제주에서 확인된 흑진주조개는 축, 타이티,

오키나와에 있는 흑진주조개와 그룹핑 되었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확인된 흑진주조개에

비해 축과 타이티에서 확인된 유전자와 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축과 타이티 흑진

주조개에 둘 다에 99.2%의 상동성을 나타내었고, 오키나와의 흑진주조개에 98.8%의 상

동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폴리네시아 군도에서 발견된 흑진주조개들과는 97.7∼98.6%

의 상동성을 나타내었다(Fig. 3.3.59).

Fig. 3.3.59. Phylogeny of the pearl oyster based on cytochrome oxidase subunit I

(COI) sequences.

28S rRNA 유전자 서열을 이용한 계통분석에서는 제주에서 발견된 흑진주조개가 축,

타이티, 오키나와에서 확인된 흑진주조개에 모두 99.8%의 상동성을 나타내었고 이 세 곳

의 흑진주조개는 모두 100%의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Fig. 3.3.60).

Fig. 3.3.60. Phylogeny of the pearl oyster based on 28S rRNA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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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argaritifera는 일본 남쪽의 오키나와 해역까지 출연이 보고되어져 있으나 한반도

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의 수온상승으로 인해 제주도 남쪽 부근까지 출연한 것으로 보

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에서 발견된 흑진주조개를 COI과 28S rRNA 유전자를 이용해 유

전학적 계통분석을 수행하였으며 COI 유전자가 28S rRNA 유전자에 비해 분류군내의

유전적 차이를 구분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에서 발견된 흑진주조개는

COI 유전자에 의한 계통분석에서 축(마이크로네시아)과 타히티(폴리네시아)의 흑진주조

개에 99.2%의 가장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패각의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착생시기 판정

Fig. 3.3.61은 흑진주조개 각정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탄소동위원소 및 스트론튬의 분

석 결과를 나타낸다. 각정 패각의 미시료에서 측정한 산소동위원소는 약 3.0‰의 계절별

변화를 보이고, 이는 약 12°C도 정도의 수온변화를 지시하는 것인데, 현재 서귀포 지역

의 표층수온의 연변화량이 약 12°C이므로, 수온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ig. 3.3.61. Stable isotopic analysis using chemical proxies of

oxygen, carbon, magnesium and strontium from the umboral

shell of pearl oyster. 

패각 내 산소동위원소와 탄소동위원소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δ18O = -2.17 + 1.87 δ
13C, F=15.22, P<0.01). 따라서 산소동위원소의 주기가 3개 반으로 나타나므로, 범섬에서

채집한 흑진주조개는 3년 반의 연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종은

2007년 여름에 착생한 개체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소동위원소 마지막 주기의 여름철 값

이 -2.5로 더 네거티브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2010년 여름에 강우에 의한 낮은 염분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반대로 각정 패각 내 마그네슘, 스트론튬의 값은 산

소 및 탄소동위원소의 값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P>0.01). 마그네슘과 스트론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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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대체적으로 산소동위원소와 각각 반비례 또는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으나, 이

두 값이 표층수온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제주도 범섬에 부착한 흑진주조개는 3.5년생으로 2007년 여름에 부착한

개체로 파악되었다. 산란 후 약 15일의 수정란 발생기간을 고려한다면 모패 산란군은 오

키나와를 포함한 열대 지역으로 추정된다. 열대지방에서 온대지방으로 이동 또는 확장하

는 종의 패각을 이용하여 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할 경우, δ18O과 δ13C의 값을 이용하는 것

이 연령 및 착생시기 추정 시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결론

이미 기후변화(온난화)에 의해 저위도 지역의 생물종들이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 확산

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Perry et al. 2005; Burrows et al. 2011). 이러

한 저위도 열대 또는 아열대 서식종들의 중, 고위도지방으로의 유입은 이지역의 생태계

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기후변화와 해양생물종 사이의 영향에 관한 연구

들은 수온에 따른 영향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열대 생물종의 온대해역으

로의 확산 또는 이동이 현장에서 종종 관찰되는 현상, 연대측정 등의 지질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자료들도 공히 주목해야 한다(Greenstein and Pandolfi 2008; Precht and

Aronson 2004). 본 연구에서 대상생물종인 흑진주조개는 다년생 종으로 약 7년 정도의

수명(Victor et al. 1995)을 가지기에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지시자

또는 추적자로서 활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흑진주조개의 성체는 고

착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생 착저 후 약 2∼3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서식현장에서 육안으

로 발견이 가능한 종이다. 또한 제주 연근해의 표층수온은 14.2∼25.0 °C 범위(Lee et al.

2000)이므로 흑진주조개가 겨울철에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이기에 제주연근해에서의 겨울

철 수온상승이 흑진주조개의 생존율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른 겨울철 최저수온의 상승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단기간의 서

식환경 변화(수온, 강수량 등)에 대한 추적자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 판단되며, 생태계 구

조 및 기능(토착종과의 경쟁, 종 다양성)적인 측면에서의 외래 유입종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외래 유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외에 이러한 고

부가가치의 외래 유입종의 서식이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도 가능해 진다면 기후변화 적

응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신산업창출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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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델을 활용한 대마난류 재현 및 장기변동 예측

1-1. HYCOM 모델을 활용한 대마난류 재현

가. 서론

대한해협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한 약 200km 의 폭을 가진 수로로 남해

및 동중국해와 동해를 연결하며 대마섬을 기점으로 동수도와 서수도로 나누어진다. 동수

도는 폭이 약 140 km이고 수심은 약 110 m로 비교적 넓고 얕은 평평한 모양이다. 서수

도는 폭은 약 40 km, 수심은 약 150∼200 m로 좁고 깊게 움푹 들어간 모양이다(Fig.

3.4.1). 이 해협을 통과하는 주 흐름은 대마난류로 남해와 동중국해의 열과 염분을 동해

로 전달한다. 대마난류는 가을에 가장 강하며, 서수도를 통과하는 흐름이 동수도를 통과

하는 흐름보다 강하다(Miita and Ogawa 1984; Egawa et al. 1993). 대한해협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해역의 표층에 작용하는 바람응력이 월변동이하의 단주기 수송량의 변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Lyu et al. 2002; Jacobs et al. 2005).

대한해협의 각 수도가 가지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흐름의 영향과 주변 해역과의 시

공간적 상호 관계 등을 수치모델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마섬과 그 주변 지형이 자

세히 포함된 고해상도 격자와 정확도 높은 개방경계조건이 필요하다. Seung et al.

(2007)은 1/36°의 고해상도 Research Institute for Applied Mechanics Ocean

Model(RIAMOM)을 이용하여 대한해협 해류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고찰하였다. 월

평균한 ADCP 관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모델의 결과가 대한해협 해류의 계절적 변동

을 비교적 잘 모사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계절적 변동보다 짧거나 긴 경월 혹은 경

년변동과 같은 다양한 주기의 변동을 재현하기에는 그들의 수치모형에는 개방경계조건에

기인한 한계가 있다.

최근 HYbrid Coordiate Ocean Model(HYCOM) 컨소시엄(www.hycom.org)은 전 지

구 규모의 해황예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위성 및 현장 관측

자료가 동화된 모델결과를 200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간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

료동화는 현장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영을 실제 상태에 가깝도록

재현한다. HYCOM은 위성으로부터 제공되는 해수면의 시·공간적 변화는 물론 여러 가

지 관측 자료를 모델에 동화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해양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HYCOM 컨소시엄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수평해상도는 1/12°로 대한해협의 지형적 특성

을 표현하기 충분하며,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규모의 모델이기 때문에 개방경계

조건에 의한 제약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해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델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해협을 주기적으로 왕복 횡단하는 여객선에서 얻은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ADCP) 유속 관측 자료와 정선 관측된 수온, 염분 자료를

HYCOM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고, 관측 및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대한해협 해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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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간적 변화 특성을 파악하였다.

Fig. 3.4.1. Bottom topography of Korea Strait.

The Ferryboat ADCP observation line is

indicated by orange(Western Channel) and

green(Eastern Channel) lines. Red dots indicate

NFRDI(KODC) observation stations on 208 and

209 observation lines.

나. 재료 및 방법

(1) HYCOM

분석에 이용된 모델 자료는 Navy Coupled Ocean Data Assimilation(NCODA)가 적용

된 HYCOM(Chassignetet al. 2007)을 이용한 전 지구 규모의 실시간 해황 예보　시스템

의 결과이다. 원시방정식을 사용하는 HYCOM은　수평방향 해상도가 1/12o인 Arakawa

C 격자를 사용하며, 수직방향은 혼성격자를 사용한다. 성층화된 대양내부에서는 밀도면

을 따르는 좌표계가,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는 해저지형을 따르는 좌표계가 사용된다. 또

한, 혼합층 혹은 비성층 해양에서는 수심을 따르는 좌표계가 사용된다. 하지만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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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직 좌표는 원시좌표가 아니라, 32개 층의 Levitus 표준 수심이다(Levitus 1982).

바람응력, 바람세기, 열 수지, 강우 등 표층 외력은 Navy Operational Global

Atmosphere Prediction System(NOGAPS)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자료동화에는 기본적으로 위성을 이용하여 얻은 표층수온 및 고도 관측 자료가 사용

된다. 해수면 아래의 물성 특성을 나타내는 XBT, CTD 그리고 Argo 프로파일러로부터

얻어지는 연직 관측자료 등도 사용된다. 해양예보시스템은 미국 Navy DoD

Supercomputing Resource Center에서 하루 간격으로 시행되고 결과물은 마이애미 대학

교, 미 해군연구소(NRL),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간 결성된 HYCOM 컨소시엄

에서 웹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하루 간격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

에 사용이 가능하다.

HYCOM 컨소시엄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V.60.5을 시작으로 자료를 공개하여 현재

는 2011년 1월부터 V.90.8으로 개선된 자료를 제공한다. 분석은

OPeNDAP(www.opendap. org)를 이용하여 대한해협 영역의 일 간격 자료를 획득하여

이루어졌으며 대한해협 ADCP 관측 자료와 동일한 시기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월

평균 자료를 이용하였다.

(2) ADCP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하카타를 주 6∼7회 약 21 knot로 운행한 뉴카멜리아호

에 장착된 ADCP를 통하여 얻은 유속자료가 사용하였다. 선박의 바닥에 설치된 장비는

Multilevel ADCP(VMBBADCP, 300 kHz, RD Instruments)로 표층부터 수심 14 m 사이

의 자료는 획득되지 않았다. Transducer beam의 각도가 20도가량 경사진 탓에 바닥에서

발생하는 반향으로 바닥으로부터 전체수심의 6% 정도 범위의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다.

나머지 부분에서 24초의 시간적 간격으로 연직방향의 수심 14 m로부터 8 m 간격으로

자료를 얻었다. 수평방향으로는 1/96° 간격으로 관측 지점을 따라 130개 정점으로 나누

어 평균하였다(Fukudome et al. 2010).

수송량 계산에서는 관측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계산을 위해서 표층 14 m 범위의 수

송량은 바로 아래의 유속이 관측된 첫 번째 층의 유속과 같은 유속으로 고려하여 포함하

였고, 바닥의 수송량은 ADCP 관측의 최하층과 실제 수심과의 차이가 ADCP의 수직관측

간격(8 m)의 절반보다 큰 경우(difference > 4 m)에는 그 차이만큼을 바로 위층인 유속

이 관측된 마지막 층의 유속과 같은 유속으로 계산하여 수송량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관

측의 최하층과 실제 수심과의 차이가 ADCP의 수직관측간격의 절반보다 작거나 같은 경

우(difference ≤ 4 m)에는 수송량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대한해협은 전체적으로 좁고, 얕기 때문에 조류의 세기가 평균해류와 비슷하다. 평균

해류에 대한 분석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화 분석을 통하여 Takikawa et al. (2003)의 10

개의 분조(Q1, O1, P1, K1, N2, M2, S2, K2, Msf, 그리고 Mf)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4개

분조(μ2, NO1, φ1, 그리고 J1)를 제거한 자료(Ostrovskii et al. 2009; Fukudome et al.

2010)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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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해협 수송량 비교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월 평균된 HYCOM결과와 ADCP 관측 자료를 이용

하여 대한해협 전체와 각 수도에서의 수송량을 분석하여 Figure 3.4.2에 나타내었다. 수

송량은 ADCP 자료에서는 관측선에 수직방향 유속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HYCOM에

서는 위도 34.7°에서의 남북방향 유속을 이용하여 서수도, 즉 대한민국과 대마섬 사이의

수송량을, 위도 34.1°에서의 남북방향 유속을 이용하여 동수도, 즉 대마섬과 일본 사이의

수송량을 계산하였다. HYCOM 자료의 경우 이미 수직적으로 재격자화된 자료이므로

ADCP 관측선에 맞춰 수평적으로 다시 재격자화 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송량 계산시에는 자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획득한 원본 자료를 이용하였다. ADCP

관측선은 대마섬을 가로지르지 않기 때문에 ADCP자료에서 서수도와 동수도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는 Fukudome et al. (2010)에서 수행한 방법과 동일하

게 대마섬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고 이 점과 대한민국 사이는 서수도, 이 점과 일본

사이는 동수도로 정의하여 수송량을 구하였다. 기준점을 ADCP 관측선을 따라 수 km 변

경하면 동수와 서수도 수송량이 5% 미만으로 약간 변하지만 다음에 기술하는 전체적인

경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HYCOM(Fig. 3.4.2a)과 ADCP(Fig. 3.4.2b)에서 2005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대한해

협을 통과하는 평균 수송량은 각각 2.56 Sv와 2.55 Sv(1 Sv = 106 m3 s−1)이다. 이는

Takikawaet al. (1999)의 2.6 Sv, Teague et al. (2002)의 2.7 Sv와 유사한 값이다. ADCP

자료에서 수송량이 최소와 최대인 시기는 각각 1월(1.89 Sv)과 8월(2.91 Sv)이다.

HYCOM에서도 ADCP 자료와 마찬가지로 수송량이 최소인 시기는 1월(1.84 Sv)이고

최대인 시기는 8월(3.08 Sv)이다. 두 자료 모두에서 유량은 겨울에 최소가 된 후 여름까

지 서서히 증가하여 늦여름에 최대가 되었다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다시 줄어드는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두 자료에서 6년 기간 동안의 월별 시계열 상관관계는 매

우 높게 나타났다(Fig. 3.4.3), 상관계수는 0.82이며 95% 신뢰수준 값은 0.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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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Climatological monthly mean volume transport through the Korea Strait

from (a) HYCOM output and (b) ADCP observation during 2005-2010. Black, green

and orange lines indicate total, Eastern Channel and Western Channel volume

transports, respectively.

Fig. 3.4.3. Monthly-mean volume transport time series

through the Korea Strait calculated from HYCOM output

(blue) and ADCP observation (red) during 2005-2010.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two time series is 0.82

with a lower bound of the 95% confidence limit of 0.73.

수송량을 각 수도별로 나누기 위하여 ADCP 자료를 위도 34.75°를 기준으로 북쪽은

서수도, 남쪽은 동수도 정의하며(Fig. 3.4.1) 동수도의 수송량은 1월에 0.93 Sv으로 최소,

4월에서 1.26 Sv으로 최대로 나타났다. 서수도의 수송량은 1월에 0.96 Sv으로 최소, 10월

에 1.88 Sv으로 최대이다. 각 수도의 최대-최소 수송량 차이는 동수도에서 0.33 Sv, 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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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0.91 Sv이다. HYCOM에서는 동수도의 수송량이 1월에 0.92 Sv으로 최소, 8월에

1.41 Sv으로 최대이고, 서수도에서는 1월에 0.92 Sv으로 최소, 10월에 1.71 Sv으로 최대

이다. 동수도의 경우 ADCP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송량이 여름철에 낮게 나타나지만

HYCOM에서는 여름철 최대를 보였다. 각 수도에서의 최소-최대 수송량의 차이는 동수

도에서 0.49 Sv, 서수도에서 0.79 Sv로 나타나며 기존에 보고된 결과(Miita and Ogawa

1984; Mizuno et al. 1989; Egawa et al. 1993)와 동일하게 두 자료 모두 동수도에 비해

서수도에서 더 큰 계절 변동이 나타났다. 이러한 서수도의 큰 계절변동은 제주해협을 통

과하여 연안을 따라 유입되는 해류의 영향으로 판단된다(Fig. 3.4.4). HYCOM 결과로부

터 계산된 동기간 제주해협의 수송량과 서수도의 수송량은 평균적으로 약 1 Sv 차이가

나지만 그 변화 폭은 0.8∼1 Sv로 비슷하며 상관관계도 0.89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동수

도도 수송량의 변화 폭은 비슷하지만 상관관계는 0.55로 낮게 나타났다.

Fig. 3.4.4. Monthly-mean volume transport time series

through the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orange

line), Ea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green line) and

Jeju Strait(blue line) calculated from HYCOM outpu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Jeju Strait and

We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time series is 0.89 with

a lower bound of the 95% confidence limit of 0.83,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Jeju Strait and

Eastern Channel of Korea Strait time series is 0.55 with

a lower bound of the 95% confidence limit of 0.36.

서수도에서는 두 자료 모두 전체 해협 수송량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겨울에 최소 수송

이 나타났고, 봄-여름 동안 강해지며 가을에 최대를 보이는 대마난류의 특징이 잘 나타

났다. 하지만 동수도의 경우 HYCOM에서는 서수도와 같은 변화를 보이는 반면, A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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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봄에 가장 강하고 여름-가을 동안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기

(1월∼6월)에 HYCOM에서 나타난 낮은 대한해협 수송량이 동수도 수송량의 차이에 의

한 것임을 나타낸다.

HYCOM은 계절주기가 강한 서수도의 변화는 잘 재현했지만 변화가 적은 동수도의

특성은 잘 재현하지 못하였다. 관측 결과는 서수도와 동수도 수송량의 계절변화 특성이

다름을 보여주는데 각 수도에서 계절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다름을 의미한다. 하지만

HYCOM에서는 두 수도에서 수송량의 계절변화특성이 같게 나타나 모형이 동수도의 미

세한 변화까지는 잘 재현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서수도와 동수도의 계절변화가 다른 원

인을 ADCP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2) 수심별 유속 비교

Figure 3.4.1에 표시된 ADCP 관측선에서 수심별로(20, 50, 75 m) ADCP와 HYCOM

자료의 월별 유속을 관측선과 평행한 방향의 유속 성분(이하 Ut)과 관측선에 수직 방향

유속 성분(이하 Vt)으로 나누어 산점도를 이용하여 비교하고 회귀 직선을 함께 표시하였

다(Fig. 3.4.5).

전체 해협을 비교하면 유속의 세기에서 Ut 흐름의 크기는 유속이 강한 상층에서도 −

0.3∼0.3 m/s 이내의 범위로 Vt의 범위(−0.2∼0.9 m/s)에 비해 약한 흐름이다. 이는 관

측선을 통과하는 흐름인 대마난류가 주로 해협의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강하게 흐름을

보인다. 그리고 Vt도 동수도보다 서수도에서 더 강한 유속이 나타나며 산점도도 서수도

에서 넓게 분포한다. Vt 서수도의 수심는 75 m를 제외한 동수도와 서수도의 모든 수심

에서 두 자료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0.75 이상으로 해협을 통

과하는 흐름을 잘 재현한다. Ut는 모든 수심과 수도에서 0.4 이하로 낮다. 각 지점에서의

Ut는 흐름이 관측선을 통과할 때의 각도를 결정한다. ADCP와 HYCOM 자료에서 나타

나는 Ut의 차이를 모델과 관측간의 오차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마난류는 해협에

평행한 형태로 강하게 나타나고 수직한 방향으로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변화도 작

으므로 관측선을 통과할 때 흐름 방향의 차이는 모형의 경우 그 해상도에 따라 좁은 해

역에서 연안선의 모양이나 국지적인 기상 등 외력의 영향에 따라 생길 수 있다. 산점도

의 형태에서 동수도의 경우 상층에서는 ADCP 자료가 더 넓은 유속 범위를 보이고, 서

수도의 경우 전체 층에서 비교적 HYCOM이 더 강한 유속을 나타낸다. 그리고 동수도의

전 수심과 서수도 수심 20 m에서는 ADCP 유속이 HYCOM 유속에 비하여 음의 유속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HYCOM에서 대마섬 동쪽에 나타나는 남서향의 반류가

관측에 비해 약하게 재현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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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Scatter plots of velocity components (along observation track (Ut), across

observation track (Vt)) between ADCP measurements and HYCOM predictions. Each

couple of columns show (a) total, (b) Eastern Channel, and (c) Western Channel

volume transports. The upper, middle, and lower rows show results at 20-, 50- and

75-m depths, respectively. Red lines represent regression lines. Lb is lower bound for

a 95% confidence limit for correlation coefficient. 

(3) 수직 유속 분포 비교

ADCP 관측선(Fig. 3.4.1)을 따라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월별 평균된 HYCOM과

관측에서 얻은 속도의 수직단면을 Figure 3.4.6에 나타내었다. 두 자료 모두 겨울에서 봄

까지는 수심에 따른 변화가 적은 구조인 순압(barotropic) 구조를 보이고, 여름에는 상층

에서는 강하고 하층에서는 약한 경압(baroclinc) 구조를 갖는 대마난류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대한민국 연안에서부터 서수도 중심까지는 양의 값(북동향), 서수도의

끝부분인 대마섬 오른쪽에서는 음의 값(남서향), 동수도 중심부에서는 양의 값, 일본 연

안에서는 약한 음의 값이 나타난다. 수송량에서도 나타나듯 ADCP 관측과 HYCOM에서

해협의 평행한 흐름인 양의 방향으로의 유속은 겨울철에 약하고, 여름에서 가을이 되면

서 서서히 강해지는 모습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수로에서 가장 강한 유속이 나타나는 위

치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수도에서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역, 동수도에서는 중앙부

로 두 자료 모두에서 해협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ADCP 자료에서는 서수도의 수심 150 m 아래에서 남서향의 흐름이 나타나지만

HYCOM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보고된 결과에서 대한해협 서수도 저층냉수 분석

을 통해 HYCOM 결과가 저층 남서향류를 어느 정도 모의함을 보여 주었지만(Fig.

3.4.10) 전년 월별 평균과 ADCP 관측점에 맞게 재격자화된 HYCOM 결과에서는 150 m

부근의 남서향의 해류의 표현이 잘 되지 않았다(민 등 2011). 민 등(2011)의 연구에서의

지점은 관측 지점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서수도의 깊은 골로 서로 다른 위치에서 A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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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선을 따라 HYCOM 결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차이가 나타나는 다른 요인으로는

수직 단면과 함께 관측선을 따른 실제 지형과 HYCOM에서 표현한 지형의 차이에서 볼

수 있는데(Fig. 3.4.6), 각 Fig.의 검은 실선), ADCP 관측의 실제지형은 서수도에서 150

m보다 깊은 수심을 표현하지만 재격자화된 HYCOM에서 표현하는 해당 위치의 수심은

150 m 정도이며 ADCP 관측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서향의 흐름은 주로 서수도의 150

m보다 깊은 수심에서 나타난다.

Fig. 3.4.6. Six-year-averaged monthly-mean vertical sections of the current normal to

the Ferryboat-ADCP track from (a) HYCOM and (b) observation.

(4) 수평 유속 분포 비교

ADCP와 HYCOM 모두 수심 20 m에서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이 깊이에서

유속의 수평분포를 비교하였다. 수심 20 m에서 월별 평균된 유속 벡터를 Figure 3.4.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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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고, 유속의 시간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타원으로 Figure 3.4.8에 나타내었다.

두 자료 모두에서 수송량과 유사한 계절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서수도에서 HYCOM

의 경우 전 월에 걸쳐 해협의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 존재하며 수도 끝부분

인 대한민국 연안부분에서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ADCP 자료에서는 해협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 나오지만 5월부터 11월에 걸쳐 한반도 연안에 가까운 부분에

서도 강한 흐름이 존재한다. 서수도의 중심에서 흐름이 강한 6월부터 10월까지는 두 경

우 모두 수도의 축과 평행하지만, 흐름이 비교적 약한 1월부터 5월 사이 HYCOM에서는

북동동방향 흐름이, ADCP에서는 북북동방향 흐름이 나타난다. 유속이 강해지는 6월부터

10월 사이 ADCP에서는 서수도 전체에 넓고 강한 흐름이 발견되는데, HYCOM에서는

비교적 좁고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

Fig. 3.4.7. Six-year-averaged monthly-mean currents at 20 m from HYCOM

(blue) and ADCP observation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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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Principal component ellipses at 20 m from HYCOM (blue) and

ADCP observation (red).

또한 주성분분석 결과에서는 두 자료 모두 대부분의 계절에서 그 유속의 변동성은 수

로의 가운데 부분에서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ADCP에 비해 HYCOM의 변동성이 흐름

의 주축방향으로 좁고 긴 형태로 나타난다. 즉 HYCOM에서는 변동이 주로 대한해협의

축을 따라 나타난다. 이런 경향은 동수도에서 더욱 강화되어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차이,

즉 타원의 이심율이 더욱 커진다. 서수도의 가장 서편인 부산근처에서 ADCP 자료에 나

타난 변동성은 겨울철에는 약하지만 봄과 여름철에는 수도의 가운데와 유사하거나 더 커

지기도 한다. 하지만 HYCOM 자료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5) 대마섬 동쪽의 반류(counter current)

월별 수직 분포(Fig. 3.4.6)와 공간적 벡터 비교(Fig. 3.4.7)에서 나타나듯 HYCOM과

ADCP 관측 모두에서 6월∼7월 각 수로에서 유속이 강해질 때 서수도 끝부분인 대마섬

동편 북위 34.5° 부근에서 나타나는 반류(counter current)도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직적 분포와, 수평 벡터장에서도 비슷한 위치에서 반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산점

도를 이용하여 설명한 것과 같이 HYCOM에서는 반류가 약하게 나타난다. 이 반류로 인

해 ADCP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마섬 부근에서 봄과 여름 특히 8월에 큰 변동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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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온 및 염분 비교

HYCOM에서 나타나는 계절별 대마난류의 수온과 염분을 국립수산과학원(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NFRDI)의 해양자료센터(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 KODC)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선해양관측 자료(2005

∼2010)와 비교하였다(Figs. 3.4.9-10). 비교 정점은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대마난류가 동

해로 유입되는 부분인 208, 209 정선(Fig. 3.4.1)이다. 관측결과와 비교하여 모형이 재현한

수온은 전반적으로 약 2°C 정도, 염분은 약 0.3 psu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는 바닥부근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모형이 동해의 심층구조를 잘 재

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민 등 2011). 하지만 모형이 공간분포특성과 계절변화는 비슷하

게 재현하였다. 208 정선에서 겨울과 봄에 관측된 두꺼운 혼합층과 여름과 가을에 수심

50 m 부근에서 관측된 수온약층은 모형에서 재현되었다. 연안으로 갈수록 얕아지는 등

온선의 분포형태도 모형에서 나타났다. 209 정선에서도 겨울과 봄에 관측되는 혼합층, 여

름과 겨울철에 약 50 m 부근에서 형성되는 수온약층이 재현되었다. 모형은 여름철에 수

온약층 아래 100∼150 m 층에서 발견되는 고염의 대마난류도 잘 재현하였다. 하지만 앞

서 언급하였듯이 모형이 재현한 대마난류의 염분은 관측에 비해 0.2 psu 정도 낮게 나타

났다.

Fig. 3.4.9. Seasonal-mean vertical sections of temperature (1st, 2nd column), difference

of temperature (3rd column), salinity (4th, 5th column), and difference of salinity (6th

column) along NFRDI (KODC)-208 observation line shown in Fig. 3.4.1 during

2005-2012 (NFRDI data - 1st & 4th - column, HYCOM data - 2nd & 5th - column,

differences of temperature -3rd column, differences of salinity - 6th column) (MAM:

March-May, JJA: June-August, SON: September-November; DJF:

December-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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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0. Seasonal-mean vertical sections of temperature (1st, 2nd column),

difference of temperature (3rd column), salinity (4th, 5th column), and difference of

salinity (6th column) along NFRDI (KODC)-209 observation line shown in Fig. 3.4.1

during 2005-2012 (NFRDI data - 1st & 4th - column, HYCOM data - 2nd & 5th -

column, differences of temperature - 3rd column, differences of salinity - 6th column).  

라. 요약 및 토론

자료 동화된 전 지구 규모 고해상도 해양예보모델인 HYCOM이 재현한 대마난류의

특성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과 일본 하카다를 왕복하며 얻은 ADCP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HYCOM에서 재현한 대마난류의 수송량과 유속분포는 평균과 계

절변화 모두 전반적으로 관측과 유사하다. 동수도와 서수도에서 수도의 가운데 수심이

깊은 지점 부근에서 수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즉 동해로 유입되는 빠른 흐름이 나타났다.

하지만, HYCOM 결과 분석에 있어 원시자료 형태가 아닌 Levitus 표준 수심으로 제공

되기 때문에 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층에서의 깊이 차이나 실제 지형 등 깊이에 따른

제약이 있다. 그리고 1/12° 격자의 모형이 대한해협이나 남해의 복잡한 지형 및 외력을

세세하게 모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관측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의 양은 유사하지만 각 지점에서의 유속의 세기나 방향에

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고 대마섬 동쪽의 반류, 부산근처의 연안류, 대한해협 서수도 골

에 나타나는 남향류 등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총 수송량(혹은 barotropic transport)은 해수면 높이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Toulany

and Garrtt 1984; Pedlosky 1987). Lyu and Kim (2003)과 Takikawa and Yoon (2005)의

연구결과는 대한해협의 표층 해류는 대한민국 연안과 일본연안의 해수면 고도 차이와 높

은 관계성을 가지고 이 고도 차이를 이용하여 대한해협의 수송량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 결과는 모델에서 대마난류의 수송량과 그 변화가 관측

과 유사하게 재현되는 주된 이유는 HYCOM에 동화된 해수면 고도의 효과로 사료된다.

HYCOM은 대마난류의 수직구조도 잘 재현하였다. 모형에 동화된 수온 염분자료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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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thermal wind) 관계를 통하여 모형의 해류의 수직구조를 재현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면 고도나 수온 염분의 동화가 모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

려면 민감도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목적은 자료동화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화된 각 변수가 모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은 수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감도 분석은 추후에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정선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HYCOM 결과가 대한해협 동쪽에서 수온과

염분의 계절적 변동성도 잘 재현함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모형이 재현한 절대값은 수온

은 2°C, 염분은 0.3 psu 정도 범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HYCOM이 대마난류의 특성을 잘 재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HYCOM 결과를 이용

하여 주변해역의 순환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HYCOM이 재현한 대한해협을 포함하는 남해역(동중국해 북부해역)의 계절별 해수면 수

온과 염분 및 표층 흐름을 계절별로 Figures 3.4.11-12에 나타냈다.

Fig. 3.4.11. Seasonal-mean sea surface temperature and current vectors during

2005-2012.

HYCOM 결과는 해수면 수온과 염분 분포 및 해협을 통과하는 해류나 연안을 따라

흐르는 연안류를 잘 재현한다. 황해와 동중국해는 전 계절에 걸쳐 저온-저염을 나타내

고, 일본 큐슈 서편을 거쳐 북상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해수는 전 계절에 걸쳐 상대적으

로 고온-고염이다. 여름철 중국 연안에서 제주해협과 남해 전역으로 유입되는 저온 저염

의 표층 해수나 겨울에서 봄까지 제주도 서쪽과 동중국해에서 황해로 뻗어나간 혀 모양

의 강한 고온 고염수의 전선도 기존에 알려진 것(Lie et al. 2001)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

다. 겨울철 남해안(127°45.6'E)에 해안선에 평행하게 강한 전선이 발달하며 나타나는 연

안의 저온수가 사면을 따라 하강하는듯한 등온선의 구조도 선행연구(손 등 2003)와 유사

한 모습이다(Fig. 3.4.13). 하지만 HYCOM에 조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석의

영향이 큰 황해 및 동중국해 연안에서의 조류 혼합과 조석 잔차류, 그리고 이와 관련된



- 325 -

현상의 재현은 힘들다. 따라서 HYCOM 결과를 이 해역에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모델의

한계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Fig. 3.4.12. Seasonal-mean sea surface salinity and current vectors during 2005-2012.

 

Fig. 3.4.13. Wintertime-mean (December-February) (a) temperatureand (b) salinity

sections along 127°45.6'E during 200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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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대마난류의 장기변동 예측

가. 서론

동중국해와 남해를 통과하여 동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흐름은 대마난류인데 이를 통하

여 동중국해의 짜고 더운 해수가 남해와 동해로 공급된다(Fig. 3.4.14). 따라서 대마난류

는 한반도 주변해역 해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런 이유로 관측과 모델 등을 통

하여 북서태평양의 순환에 영향을 받는 대마난류의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Isobe 2008).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지구환경에 여러 가지 변

화를 일으킨다. 해들리 순환과 페렐 순환 같은 큰 규모의 대기 순환의 변화는 표층 바람

장의 영향을 주어 북태평양 환류를 강화시키고, 쿠로시오와 쿠로시오 속류의 구조 변화

등 북서태평양에서는 지구 평균보다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Cheon et al.

2012). 이러한 북태평양의 변화는 대마 난류의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마난류에

의한 열 수송은 동해의 열 평형에 기여하는 주요한 요소로 동해의 표층을 통해 대기로

손실된 열은 해류에 의한 열 공급에 의해 열 균형을 이룬다(Han and Kang 2003). 따라

서 대마난류의 강도나 유입되는 해수의 온도 변화에 의해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다.

Fig. 3.4.14. Bottom topography and straits of

East sea. Schematic diagram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TWC). The box represents the

area for heat content and net surface heat flux

calculation shown in the Fig. 3.4.20.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마난류의 반응을 기후변화 예측에 사용되는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 의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의 기후변화 예측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런 기후모델이 대마난류가 통과하는 대한해협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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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세세하게 재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모델들이 북서태평양의 전반적인 특성과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대마난류의 전반적인 변화와 그 영향을 평가하는 데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고해상도 세부모델을 수행하는 경우에

도, 이런 전 지구 기후모델에서 얻은 결과를 경계조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세

부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전반적인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전 지구 기후모델은 해상도 문제로 대한해협과 같은 지역적 구조가 잘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먼저 기후모델 중 한반도 주변해역의 지형이 포함된 모델 4개를 선

택하여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해류의 특성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평가하고, 대마난류의

변화가 동해의 열 함량(heat content) 변화에 미친 영향도 평가하였다.

나. 자료

이 연구에서는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의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의 기후변화 예측모델 결과를 사용하였다. CMIP5 모델 중 대한해협을

포함하고 정규격자로 구성된 4개의 모델(CSIRO-Mk3.6.0, HadGEM2-CC, CanESM2,

MIROC-ESM)을 선택하였다.

대한해협의 특성과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과거기후 모의실험(historical run) 결과와,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농도가 650 ppm까지 상승하고 복사강제력이 약 4.5 W/m²까지

증가한 후 안정화되는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4.5 (RCP4.5) 시나리오를

적용한 미래기후 예측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과거기후 모의실험의 기간

은 1901년부터 2005년까지 이고 미래기후 예측실험은 2006년부터 2099년까지로 월평균자

료를 분석하였다.

다. 결과

(1) 관측 결과 재현 검증

기후변화 예측 모델이 대한해협의 특성을 잘 재현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과거

기후 모의실험의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한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대마난류에 의한 물질수

송량과 1997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부산–하카타를 왕복 운행한 여객선에 장착된

ADCP를 통하여 얻은 유속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수송량(Fukudome et al. 2010)을 비교

하였다. 물질수송량은 대한해협의 경도선(129°E)을 따라 가로지르는 단면에서 동서방향

유속 u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식에서 z는 수직방향을 y는 남북방향을 나타내는데

수직방향의 적분구간은 바닥부터 표층까지, 남북방향의 적분구간은 대한해협의 남쪽 끝

(34°N)에서 북쪽 끝(35°N∼ 37°N)까지로 모델에 따라 적분구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

과 일본을 사이를 통과하는 대한해협 영역에 대해 적분을 실시하였다.

Figure 3.4.15에 나타낸 것은 선택된 4개의 모델(CSIRO-Mk3.6.0, HadGEM2-CC,

CanESM2, MIROC-ESM) 결과를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평균하여 얻은 대한해협

수송량의 월변화와, 1997년 2월부터 2007년 2월 까지 10년간 관측된 ADCP 자료를 평균

한 대한해협 수송량 (Fukudome et al. 2010)의 월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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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5. Climatological monthly mean volume

transport through the Korean Strait from CMIP5

historical run for 100 years and ADCP for 10

years (Fukudome et al., 2010).

Table 3.4.1에는 각 모델이 재현한 연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관측된 대한해협 수송량

은 1월에 최소가 된 후 점차 증가하여 8월과 10월에 두 번의 최대를 보인 후 감소한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모델 결과에서는 2월에 대한해협 수송량이 최소가 되어 관측결과와

는 약 1달의 차이가 나타난다. 4개의 모델 중 CSIRO-Mk3.6.0 과 HadGEM2-CC모델은

ADCP 관측 결과와 유사하게 8월과 10월에 최대를 보인 후 감소하지만, CanESM2과

MIROC-ESM모델은 각각 10월과 11월에 수송량의 최대를 보인 후 감소한다. 관측결과

와 잘 일치하는 계절주기를 보이는 CSIRO-Mk3.6.0 과 HadGEM2-CC의 100년 평균한

대한해협 수송량은 Table 3.4.1에 나타낸 것처럼 2.8Sv (1 Sv = 10⁶m³s⁻¹) 과 2.1Sv으로

최근 보고된 2.4∼2.77 Sv (Fukudome et al. 2010; Isobe et al. 2002; Ostrovskii et al.

2009; Teague et al. 2005; Takikawa et al. 2005) 범위의 결과와 유사하다. CanESM2과

MIROC-ESM 모델 결과는 각각 3.5Sv 과3.8Sv으로 관측결과 보다 크게 나타나, 4개의

모델 중 CSIRO-Mk3.6.0 과 HadGEM2-CC 이 대한해협 특성을 잘 모의함을 알 수 있

다.

Model

Transport (Sv) Temperature (˚C) Heat transport (PW)

Historical

run

RCP4.5 Historical

run

RCP 4.5 Historical

run

RCP 4.5

CSIRO-Mk3.6.0 2.80 3.19 16.6 19.1 0.21 0.27

HadGEM2-CC 2.12 2.28 19.1 21.4 0.17 0.21

CanESM2 3.49 3.67 19.4 20.8 0.29 0.33

MIROC-ESM 3.81 3.63 18.2 20.6 0.31 0.33

Table 3.4.1. Mean volume transport, temperature and heat transport during 20th

Century(1901-2000) and during 2nd half of 21th Century (2050-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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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마난류 장기 변화 특성 및 선형 경향성

미래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각 모델에서 과거기후 모의실험의

1901년부터 2000까지 100년 평균값과 미래기후 예측실험의 2050년부터 2099년까지 50년

평균한 대마난류 수송량과 수송량을 계산한 단면의 평균온도의 월 변화를 Figure 3.4.16

에 나타내었다. 과거기후 모의실험과 미래기후 시나리오의 기후학적 평균값을 Table

3.4.1에 나타내었으며 두 시기의 변화량은 T검증을 바탕으로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미래기후에서 향후 50년간 대한해협의 평균 수송량 변화는 -0.18∼0.39 Sv로 4개의

모델 중 MIROC-ESM만 감소함을 보이고 나머지 3개 모델의 수송량은 증가하였다. 수온

은 모든 모델에서 증가하였으며, CanESM2 모델이 가장 낮은(1.4˚C) 수온 상승을 보였고,

나머지 3개의 모델에서는 2.3∼2.5˚C 사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수송량이 가장 많이 증

가한CSIRO-Mk3.6.0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1월에 0.61 Sv 가장 작은 폭으로 증

가한 9월에 0.25 Sv 증가하였다. HadGEM2-CC의 수송량의 상승폭은 CSIRO-Mk3.6.0과

유사하게 1월에 0.3 Sv으로 최대이지만, 3월에 0.05 Sv으로 최소였다. CanESM2에서는

수송량이 가장 큰 11월에 상승폭이 0.25 Sv로 최대가 되었다. MIROC-ESM에서는 미래

기후에서 대마난류의 수송량이 감소하였는데 겨울철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수

온의 상승률은 2개(CanESM2, MIROC-ESM)의 모델에서 계절에 따라 큰 차이 없이 비

슷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대마난류는 동해에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대마난류의 변화는 동해의 온도를 바꿀 수

있다. 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마난류에 의한 열 수송(Ocean Heat Transport)을 해

양모델의 수온 T와 동서방향유속 u를 이용하여 수송량을 계산한 남북단면을 따라 계산

하였다. Table 3.4.1에 나타낸 과거기후 모의실험의 1901년부터 2000까지 100년 평균한

연평균 열 수송량은 온도가 높고 수송량이 큰 CanESM2과 MIROC-ESM에서 크게 나타

났다. 미래기후에서는 수송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CSIRO-Mk3.6.0에서 열 수송량이

0.06PW 증가하여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수송량이 감소한 MIROC-ESM에서도 온도증

가의 영향으로 열 수송량이 소폭(0.02 PW)증가했다. 열 함량을 조절하는 열 수송은 동해

로 유입되는 열과 동해에서 유출되는 열의 차이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마난류에 의한 열

수송의 변화만으로 해류가 동해의 열 함량 변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다.

과거기후 모의실험에서 20세기 자료를 평균하여 만든 월별 열 수송량 변화와 미래

기후 예측실험의 2050년부터 2099년까지 50년 결과를 평균하여 만든 미래의 열 수송량

월 변동을 Figure 3.4.16에 나타내었다. 평균 열 수송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CSIRO-Mk3.6.0모델의 경우 전 계절에 걸쳐 열 수송량이 미래기후에서 뚜렷하게 증가하

였다. 과거기후 모의실험에서 평균 열 수송량은 2월에 최소를 보인 후 점차 증가하여 8

월에서 10월 사이에 최대가 된 후 점차 감소한다. 미래기후 예측실험에서 평균 열 수송

량은 8월에 최대가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과거모의실험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HadGEM2-CC모델은 미래기후에서 수송량은 증가하였지만 크기는 매우 작은 반면 열

수송량의 뚜렷한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되는 해수의 온도 증가에

의한 영향이다. MIROC-ESM모델은 앞의 3개의 모델 결과와 다르게 미래기후에서 대한

해협 수송량이 감소하나 수온이 증가하여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열 수송량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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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6. Climatological monthly mean volume transport (upper panels),

temperature (middle panels), and heat transport (lower panels) through the

Korea Strait from CMIP5 historical run during 1901-2000 (blue) with standard

deviation, RCP4.5 during 2050-2099 (red), and their difference (dashed line). The

columns represent CSIRO-Mk3.6.0, HadGEM2-CC, CanESM2, and MIROC-ESM

from the left.

대마난류에 의해 공급된 열은 동해의 표층 열 손실에 의해 균형을 이룬다 (Hirose et

al. 1996; Han and Kang 2003). 대마난류에 의해 공급된 열과 쓰가루 해협을 통해 동해

에서 북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차이, 해양-대기 경계면의 열 교환, 즉 순 표층열속

(Net Surface Heat Flux) NSHF는 동해의 평균온도 혹은 열함량(Heat Content)을 변화

시킬 수 있다. 여기서 순 표층열속는 단파복사(shortwave radiation), 장파복사(longwave

radiation), 잠열속(latent heat flux), 그리고 현열속(sensible heat flux)의 합이다.

대한해협 수송량의 계절주기와 크기를 관측결과와 유사하게 모의한 2개의 모델, 즉

CSIRO-Mk3.6.0과 HadGEM2-CC를 이용하여 1901년부터 2099년 까지 대마난류의 물질

과 열 수송량 그리고 수온의 연평균값을 계산하였고,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전반기 40년(2010-2049)과 후반기 50년(2050-2099)의 선형경향성을 Figure 3.4.1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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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7. Time series of annual mean volume transport (upper panels),

temperature (middle panels), and heat transport (lower panels) through the

Korea Strait relative to 1900 from historical run (blue) and from RCP4.5 (red).

Linear trend (black). The left column represents CSIRO-Mk3.6.0, and the right

column HadGEM2-CC.

CSIRO-Mk3.6.0의 수송량 선형경향성은 전반기에 0.046 Sv/decade이고 후반기에는

0.042 Sv/decade로 비슷하였다. 반면 수온과 열 수송량의 선형경향성은 전반기에 각각

0.44 ˚C/decade와 0.009 PW/decade인데, 후반기에는 0.15 ˚C/decade, 0.005 PW/decade로

전반기에 강한 증가경향이 나타난다. HadGEM2-CC의 경우 수송량이 약하게 증가하는데

전반기에는 선형경향성이 0.033 Sv/decade이지만 후반기에는 0.001 Sv/decade로 거의 증

가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수온 선형경향성은 전반기에는 0.32 ˚C/decade이고 후반기에

는 0.23 ˚C/decade이어 CSIRO-Mk3.6.0에서 보다 컸다. 열 수송량 선형경향성은 전반기

에는 0.006 PW/decade인데, 후반기에는 수온은 증가 하지만 수송량의 증가폭은 둔화되

어 0.002 PW/decade 낮아진다. 결론적으로 두 모델 모두에서 21세기 전반기에 비하여

21세기 후반기에 증가경향이 약하다.

(3) 해수면 온도 및 열 함량 변화

대한해협을 통한 대마난류의 수송량과 온도변화가 동해의 온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동해를 포함한 대한해협 표층수온의 20세기, 21세기 후반부 평균

과, 둘의 차이를 Figure 3.4.18에 나타내었다. 미래기후에서 동해 평균 표층수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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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RO-Mk3.6.0에서는 2.48˚C, HadGEM2-CC에서는 2.71˚C 상승하였으며, 공간적으로는

두 모델에서 모두 동해의 북서쪽에서 가장 큰 폭으로 수온이 상승한 것으로 모의하였다.

이는 대마난류의 수송량 증가로 인해 한반도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해류가 강화되어 나

타나는 영향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두 시기의 표층수온 차이의

공간분포는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북서쪽에 큰 상승폭을 보이는 구조는 겨울

철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Fig. 3.4.18. Maps of mean SST (oC) (a,d) during 20th Century (1901-2000),

and (b,e) during the 2nd half of 21th Century (2050-2099). Their differences

are mapped in (c,f). The upper panels represent CSIRO-Mk3.6.0, and the

lower panels HadGEM2-CC.

20세기와 21세기 후반부의 평균 열함량과 그 차이를 Figure 3.4.19에 나타내었다. 평

균 열함량의 최대가 나타나는 위치를 CSIRO-Mk3.6.0에서는 동해의 남동쪽에

HadGEM2-CC에서는 북동쪽으로 다르게 모의하지만, 두 시기의 차이는 표층 수온처럼

공통적으로 동해의 북서쪽에서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열 함량의 상승률은

CSIRO-Mk3.6.0에서 크게 나타나 이 모델에서 하층의 수온 증가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 333 -

Fig. 3.4.19. Maps of mean heat content (1010 J/m²) from top to bottom (a,d)

during 20th Century, and (b,e) during the 2nd half of 21th Century. Their

differences are mapped in (c,f). The upper panels represent CSIRO-Mk3.6.0,

and the lower panels HadGEM2-C.

동해 전 해역에 대한 열 함량과 순 표층열속의 시계열 살펴보기 위해 Figure 3.4.14의

검정색 사각형(129°E ∼ 142°E, 34°N ∼ 48°N)에서 북서태평양의 영역을 제외한 동해

내부 영역만 공간 적분하여 연평균 값을 Figure 3.4.20에 나타내었다. 21세기 동안 두 모

델에서 모두 동해의 열 함량은 꾸준히 증가한다. CSIRO-Mk3.6.0와 HadGEM2-CC의 과

거기후 모의실험의 평균 순 표층열속은 각 -59.4 TW와 -66.9 TW로 Hirose et al.

(1996)가 제시한 -54TW나, Kato and Asai (1983)의 -74TW와 비슷하다. 반면 미래기후

에서 평균 순 표층열속은 각 -60.7TW 과 -67.4TW로 더 많은 열이 대기로 방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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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0. Time series of annual mean heat content relative to 1900 (left

column), and net surface heat flux in the East Sea (right column). The

upper panels represent CSIRO-Mk3.6.0, and the lower panels

HadGEM2-CC.

미래기후에서 열속 변화를 살펴본 결과, 두 모델에서 모두 단복사에 의해 대기에서

해양으로 공급되는 열은 증가하였지만 장복사, 잠열속 그리고 현열속은 해양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열이 증가하여 순 표층열속의 감소를 유도하였으며, CSIRO-Mk3.6.0은 현열속

의 비중이 HadGEM2-CC는 잠열속의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였다. 즉 해양-대기 상호

작용에 의한 열교환이 동해의 수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해 열함량의 증

가는 대기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열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동해의 열

함량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순 표층열속과 해양의 열 수송에 의해 결정된다.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해수와 북쪽에 위치한 쓰가루해협과 소야해협 등을 통

해 유출되는 해수의 온도차에 의해 동해로 수송되는 열량 중 일부는 대기로 방출되고 나

머지가 동해의 수온을 올리는데 사용된다.

격자문제로 모델에 포함된 유속과 온도자료로는 동해에서 유출되는 열량을 정확히 평

가하기 불가능하여 대마난류에 의해 공급된 열과 쓰가루해협을 통해 동해에서 북태평양

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계산하였다. CSIRO-Mk3.6.0와 HadGEM2-CC

의 2010년부터 2099년까지 90년간 증가한 열 함량은 각각 0.03×J 0.04×J 이고, 대

기로 방출된 열은 약 -1.81×J과 -1.90×J이다. 따라서 열의 차이는 각각 1.84×

J, 1.94×J 이다.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되는 열 수송의 증가 원인을 온도 증가에 의한 영향과 수송량

증가에 의한 영향으로 나누어 보면, CSIRO-Mk3.6.0에서는 수송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

온도 증가에 의한 영향에 비해 약 1.5 배 컸고, HadGEM2-CC에서는 수온 증가에 따른

영향이 약 2.2배 컸다. 이러한 결과는HadGEM2-CC에서 수송량의 증가폭이 작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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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및 요약

4개(CSIRO-Mk3.6.0, HadGEM2-CC, CanESM2, MIROC-ESM)의 CMIP5 모델결과를

이용하여 과거기후 모의실험과 미래기후 예측실험에서 대마난류의 수송량과 수온, 열 수

송량 특성을 파악하였다. MIROC-ESM 모델에서는 미래기후에 대마난류의 수송량이

0.18 Sv 가량 감소하였으나, 다른3개의 모델에서는 0.16 Sv 에서 0.39 Sv까지 증가하였

다. 모든 모델에서 수온은 1.4˚C에서 2.5˚C 사이에서, 열 수송량은 0.02 PW 에서 0.06

PW 사이에서 증가하였는데 CSIRO-Mk3.6.0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분석한 4개의 모델 중 CSIRO-Mk3.6.0과 HadGEM2-CC에서 대마난류의 수송량과 계

절주기를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하였기 때문에, 이 두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미래기후에

서 대마난류의 변화와 그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미래기후 예측실험에서 모델에 따

라 차이는 있지만 수송량과 수온 증가에 의해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열이 증

가하였는데, 두 모델에서 모두 후반기(2050-2099)보다 전반기(2010-2049)에 증가율이 컸

다.

20세기와 21세기를 비교하면 두 모델에서 모두 동해의 북서쪽에서 표층수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HadGEM2-CC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수직적분한 열 함량도

동해 북서쪽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지만 상승폭은 CSIRO-Mk3.6.0에서 더 크게 나타났

다. 이는 CSIRO-Mk3.6.0모델에서 하층의 수온 증가가 더 큰 폭으로 올랐음을 나타낸다.

동해의 열 함량의 변화은 순 표층열속과 해양의 열 수송에 의해 결정된다. 미래기후에서

해양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순 표층열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동해의 수온을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하지만,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된 열 수송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동

해의 수온 상승을 일으킨다. 대마난류의 수송량 증가나 온도 증가 모두 동해로 유입되는

열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CSIRO-Mk3.6.0에서는 수송량 증가에 의한 영향이 컸고,

HadGEM2-CC에서는 수온 증가에 따른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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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시스템 모형을 이용한 21세기 남해와 동중국해의 생지화학 변화 전망

가. 서론

지구온난화는 시·공간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현상이 아니므로 특정 지역에 적합한 온

난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자료가 필요하다. 민과 김

(2006)은 과거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역의 수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반도 주변해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자료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반도 주변해역의 구체적인 시공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기후모형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면 IPCC 4차 보고서에 사용된 것과 같은 전 지구 기후모형으로도 한반도 주변의 평균적

인 변화전망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기후모형에서도 전 지구 기후모형을 개방경계조건으

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 지구 기후모형 결과와 지역기후모형에서 얻은 평균적인 변화경향

은 유사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관측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변화를 예측하기에 충분한 장기 자료가 축적되지 않

았다.

기후변화에는 지구온난화 외에도 수년에서 수 십년 주기를 갖는 자연적 변동성이 있

다.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경향을 제시한

다면 매우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변화는 해양생태계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pp et al. 2001; Brodeur et al. 1999; Hill 1995;

Hoegh-Guldberg and Bruno 2010;Ito and Kawamiya 2010; Keller and Klein-MacPhee

2000; Walter et al. 2002). 해수의 수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가 증가하면 식물플랑크톤의

일차생산량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표층의 온난화가 저층보다 빠르게 이뤄진다면 성

층이 강화되어 저층에서 표층으로 유입되는 영양염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식물플랑크톤

의 양이 감소할 것이다. 어업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기후변화에 의해 생

태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책을 세우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

중 하나이다.

동중국해는 서쪽으로 대만해협을 통해서 남중국해와, 동쪽으로는 남해를 통하여 동해

와, 남쪽으로는 쿠로시오를 통하여 북태평양과, 북쪽으로는 황해와 연결되어있어 우리나

라 해양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과 그 변화를 파

악함에 있어 동중국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동중국해는 전체의 약 70%(0.9 ×

106km²)가 수심 200m 이하의 대륙붕인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지역해로 다양한 생지화

학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다(Wong et al. 2000;Gong et al. 2003). 여러 연구결과 동중국

해는 0.013-0.030 PgC yr−C1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륙붕

펌프가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Tsunogai et al. 1997, 1999; Peng et al. 1999;

Wang et al. 2000; Shim et al. 2007; Chou et al. 2009; Zhai and Dai 2009). 하지만 이

런 결론은 제한된 지역의 연구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절로 외삽하여 얻은 것이어

서 동중국해의 해양학적 특성이 매우 다양함을 고려할 때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37 -

자료가 제한적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해양순환모형이다. 지구시스템모형 결

과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동중국해의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pCO2)을 평가하였다.

이 지구시스템모형은 NOAA/GFDL에서 IPCC 4차 보고서에 사용한 CM2.1 모형에

TOPAZ (Tracers for Ocean Phytoplankton with Allometric Zooplankton)라는 해양생태

계 모델이 추가된 것이다(Dunne et al. 2010; Sarmiento et al. 2010). CM2.1 모형은 해

양·대기·해빙·육상모형이 접합된 전지구 기후모형인데, 이 모형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약

1도 정도의 해상도로 표현한다. 물론 1도 정도의 해상도로는 한반도 주변해역을 자세하

게 모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반응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고해상도 지

역해 모델에서도 저해상도 기후모델의 결과를 경계조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해상도

기후모델 상태로도 동중국해 해역에 대한 평균적인 해황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저해상

도 모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고해상도 모델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

다. 우리가 지역 평균에 주안점을 둔다면 지역의 전반적인 변화경향을 파악하는데 저해

상도 모형결과도 활용이 가능하며, 박 등 (2011)은 이미 이 모형이 동중국해의 전반적인

탄소분포를 잘 재현하고 있음을 보였다. 여기에서는 2100년까지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하는 A1B 시나리오 결과 중 2001년부터 2020년 사이 결과를 월별로

평균하여 동중국해 표층의 이산화탄소 분압과 21세기 동안 남해를 포함한 동중국해의 전

반적인 변화경향을 분석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Delworth et al. (2006)과 Gnanadesikan et al. (2006)에 NOAA/GFDL CM2.1의 구성

과 특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이 모형의 수평해상도는 1도

정도이고, 수직해상도는 표층에서 200 m까지는 10 m이고 이후로 증가하여 저층에서는

약 370 m가 된다. 이 기후 모형과 결합된 해양 식물플랑크톤과 관련 동물플랑크톤을 추

적자로 사용하는 생지화학모형(Tracers for Ocean Phytoplankton with Allometric

Zooplankton, TOPAZ)은 적은 수의 관계식으로 해양생태계를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모든 주요 영양염이 포함되었으며(N, P, Si와 Fe),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과

분해가 더딘 유기물을 포함해 미생물 순환계를 반영하는 모수화가 이루어져 있다. 성장

률은 영양염과 광량에 의해 제한받는 엽록소량과 탄소의 비율변화 함수로 모사된다.

광순응과정은 Geider et al.(1997)에 기초했으며, 다수의 영양염과 철에 대한 제한은

식물플랑크톤 생리학(Sunda and Huntsman 1997)에 기초해 모수화하였다. 누락된 항목

은 동물플랑크톤의 섭식과 입자형태의 유기물 손실이다. 쇄설물의 재광물화와 용존유기

물의 순환은 포함되어있다(Dunne et al. 2005). 모형에서는 용존산소와 용존무기탄소

(DIC), 알칼리도, 식물플랑크톤 생리, 엽록소량:탄소 비율 등이 추적자로 활용된다. 모형

의 생태계는 세 종류의 식물플랑크톤으로 구성된다. “작은(Small)” 식물플랑크톤은 우연

히 침강하는 침전물에 끼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미생물

순환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남세균(cynobacteria, Prochlorococcus와

Synechococcus)과 미소진핵생물(picoeukaryotes) 등을 나타낸다. “큰(Large)” 식물플랑크

톤은 좀 더 빠르게 침강하는 종들로 규산염이나 탄산염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어 침강하

기 쉬운 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조류와 기타 진핵생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골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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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자성 유기탄소의보호로 인해 유기탄소가 수주(water column) 내에서 더 깊이 침강

할 수 있게 된다(Klaas and Archer 2002). “질소 고정생물(diazotrophs)”은 질소를 용존

된 형태로 흡수하기 보다는 직접 고정하는 종류를 나타낸다. 모든 식물플랑크톤은 광량

과 다수의 영양염에 의해 동시에 제한을 받지만, 식물플랑크톤 종류에 따라 영양염 생리

와 성장률을 결정하는 인자가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생지화학모형은 여러 화학종(C, N,

P, Si, Ca/Alk과 Fe)과 작은 식물플랑크톤, 큰 식물플랑크톤, 질소고정생물, 유기쇄설물의

재광물화과정과 용존 유기물의 순환 등의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습식과 건식 침

전물 유입량은 Ginoux et al.(2001)의 월별자료에 기초했으며, 다양한 용해도 인자로부터

용해성 철을 구했다(Fan et al. 2006). TOPAZ에는 생물섭식과 재광물화, 입자침강, 소기

(scavenging)와 흡착/용해를 포함한 단순화된 해양 철 순환이 포함되어 있다. 박 등

(2011)은 이 모형이 동중국해의 엽록소분포와 이산화탄소분압분포를 전반적으로 잘 재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 결과

(1) 2001∼2020년 평균 해황 특성

모형이 재현한 표층수온과 염분을 21세기 최초 20년, 즉 2001∼2020년 사이 평균값

으로 나타내었으며, 표층해류를 함께 Figure 3.4.21에 표시하였다. 이 해역의 가장 중요한

흐름인 쿠로시오나 대마난류등을 해상도가 1도인 모형에서는 관측 자료처럼 상세히 재현

할 수 없으나 동중국해 대륙사면에서는 쿠로시오가, 대만해협에서는 대만난류가, 남해에

는 동중국해에서 대한 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대마난류가 발견된다. 수온 은 박

등 (2011)에 설명되어 있듯이 태평양쪽에서 동중국해를 지나 황해쪽으로 감소한다. 염분

도 기본적으로 유사한 분포특성을 보이는데, 양자강입구와 황해 북동부에 서는 양자강과

두만강에 의한 저염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Fig. 3.4.21. (a) Surface temperature and (b) surface salinity with surface flows

averaged between 2001 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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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22에는 표층의 이산화탄소 분압과 알칼리도, DIC,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양의 값은 해양이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경우, 음의 값은 반대의 경우

를 의미함)을 나타내었다. 이산화탄소 분압은 북서태평양에서 동중국해 방향으로 감소하

다가 황해로 접어들면 다시 증가하여 발해만 부근에서 최대값이 나타난다. 양자강 입구

와 황해 북동부에서도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게 나타난다. 알칼리도는 염분과 거의 유사

한 분포를 보여 쿠로시오 해역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황해 쪽으로 가면서 감소한다. 염분

과 마찬가지로 양자강 입구와 두만강 하구역에서 최소값이 나타난다. DIC도 알칼리도와

마찬가지로 염분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 양자강과 두만강을 통한 담수유입이 동중국해와

황해에서 알칼리도와 DIC의 분포를 지배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물질들의 전

반적인 분포 형태는 관측을 통하여 알려진 것과 유사하다. 이산화탄소분압분포는 일차생

산이 아니라 해수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엽록소는 대만해협에서 대

한해협까지 높은 값을 나타내는데 수직혼합에 의한 영양염 공급이 이러한 분포의 주원인

인 것으로 추정된다.

Fig. 3.4.22. (a) Surface pCO2 (b) alkalinity; (c) DIC; (d) air-sea CO2

exchange averaged between 2001 and 2020.

이산화탄소 분압은 수온, 염분 등 해수의 물리적 특성과 DIC, 알칼리도 등 화학적 특

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북서태평양에서 동중국해로 접어들어오면서 수온이 감

소하여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진다. 물론 DIC의 감소도 이에 기여하지만 알칼리도 감소

에 의해 효과가 서로 상쇄되므로 수온의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한다. 염분이나 수온이 낮

아지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지는데 황해로 접어들면 수온, 염분, DIC가 모두 감소하

는데도 이산화탄소분압은 증가한다. 이는 알칼리도 감소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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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양자강 입구와 황해 북동부는 DIC 감소의 영향이 알칼리도의 영향을 뛰어넘어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진다. 즉 동중국해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대양의 특성을 띄는 대

륙사면 부분에서는 수온에 의해, 황해에서 강 하구를 제외한다면 알칼리도에 의해, 강 하

구에서는 DIC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Shim et al.(2007)은 동중국해 북부해역 중 쿠로시

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경 125∼126도 동쪽 해역은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이 주로 수온

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동경 125∼126도 서쪽

해역은 계절에 따른 담수유입 혹은 수층수직혼합 등에 의한 DIC 변화로 인해 표층 이산

화탄소 분압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했다. 연구해역 내에서 대기 이산화탄소 분압은 공

간적인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은 표층 이산화탄

소 분압 분포와 이산화탄소 용해도를 결정하는 수온, 염분 분포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

해역에서 대기에서 바다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대값은 대륙붕 끝

단을 따르는 대만-대마난류계를 따라 나타난다.

Fig. 3.4.23. Comparison of surface

pCO2 (shading), and chlorophyll

averaged between surface and 70 m

(contours). Both values are obtained

from average between 2001 and 2020.

동중국해 이산화탄소 분압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생물활동이다(Zhai and

Dai 2009). Figure 3.4.22에 표시된 이산화탄소 분압의 해역적 차이가 생물활동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Figure 3.4.23에서 엽록소량과 이산화탄소 분압을 비교하였다.

모델에서 모사된 엽록소량은 관측된 값과 유사한 범위에 있다(Son et al. 2005; Kim et

al. 2009). 대륙붕 경계를 따라 황해 쪽으로 대만해협부터 대한해협까지 높은 값을 나타

낸다. 이 해역에서 황해 내부에서 대만해협 쪽으로 남서진하는 흐름과 북동진하는 대만-

대마난류계가 만난다. 이 두 흐름은 서로 방향이 반대이므로 두 물이 만나는 곳에서 강

한 혼합이 생겨 저층의 영양염이 표층으로 공급되면서 생물활동이 높아진다.

Figure 3.4.23에 이산화탄소 분압도 함께 나타내었는데, 이산화탄소 분압이 최소인 해

역과 엽록소가 최대인 해역이 대륙붕 경계를 따라 나타나나, 이산화탄소 분압이 최소인

해역이 엽록소량이 최대인 해역보다 남쪽에 나타나 두 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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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자강 하구역과 황해 북동부에서는 생물활동이 낮으나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게 나

타난다. 즉 연평균 분포에서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생물활동이 아니라 해수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됨을 알수 있다. 이런 경향은 Shim et al. (2007)의 경우처럼 표층 30

m까지만, 혹은 Zhai and Dai (2009)에서처럼 표층 40 m층까지만 비교하더라도 같은 결

과가 나타난다. 남해안에서는 엽록소는 높게, 이산화탄소 분압은 낮게 나타나 생물활동이

이 해역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낮추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이 해상

도가 낮아 연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잘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의 신뢰도는 높

지 않다.

Fig. 3.4.24. pCO2 (shading) and SST (contour) for (a) spring

(March, April and May); (b) summer (June, July and August);

(c) fall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d) winter

(December, January and February).

Figure 3.4.24에는 이산화탄소 분압과 SSS를 계절별로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경향, 즉

이산화탄소 분압이 쿠로시오해역에서 동중국해 쪽으로 감소하다가 황해 내부로 가면서

증가하는 분포는 모든 계절에 유사하게 나타난다. 겨울철에 수온이 낮아 이산화탄소 분

압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는 겨울철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매우 낮

게 나타남을 보고한 Kim et al. (submitted) 등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여름철과 가을철에

양자강 북쪽과 황해 북동부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연평균 분포에

서 설명했듯이 강을 통한 담수유입에 의한 것이다.

(가) 엽록소 및 이산화탄소 분압 특성

Zhai and Dai (2009)는 양자강 외해역에서 4월에서 10월 사이 생물활동으로 이산화탄

소 분압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모델의 해상도가 낮아 양자강 하구역에서 나타나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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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재현할 수 없으나 생물활동이 높아지는 춘계에 생물활동과 이산화탄소 분압간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Figure 3.4.25에서 봄철에 국한하여 이산화탄소 분압과 엽록소량을

비교하였다. 대륙사면 남쪽과 쿠로시오 해역에서는 이산화탄소 분압과 SST가 비슷한 모

양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연평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분압 분포를 결정함에 있

어 SST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엽록소 농도가 최대인 남해연안에서는 이

산화탄소 분압이 최소가 되고 엽록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이 유사하게 분포하므로 생물활

동이 이산화탄소 분압을 낮춤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겨울철 이외 모든 계절에 나타

난다. 양자강 하구 남쪽(북위 28도, 동경 123도 부근)에서도 발견되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해역에서 엽록소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해역에서도 생물활동이 이산화

탄소 분압 분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평균분포에서와 마찬가지로 황해

내부로 들어가면 알칼리도가 감소하여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진다. 즉 동중국해 대륙사

면 부근에서는 온도과 염분 감소에 의한 효과, 생물활동에 의한 효과, 알칼리도에 의한

효과가 섞여서 나타나는데, 염분과 알칼리도가 가장 우세한 요인이고 생물활동은 국지적

으로 작용한다. 생물활동의 영향은 생물활동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봄철 이외에는 큰 영

향을 보이지 않는다.

Fig. 3.4.25. Comparison of surface pCO2 (shading), and (a)

chlorophyll averaged between surface and 70 m; (b) SST;

(c)SSS (contour) during spring (March, April and May)

between 2001 and 2020.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을 조절하는 요인을 좀 더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Figure

3.4.26에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과 표층 수온, 표층 염분, 표층 DIC, 표층부터 70 m까지

평균된 엽록소량을 비교하였다. Figure 3.4.27에서는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 표층부터 70

m까지 평균된 엽록소량을 비교하였다. 표층수온이 18°C 이상이면 이산화탄소 분압과 표

층 수온은 매우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해역은 대마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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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만난류,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는 동중국해 외부해역이다. 수온이 18°C 이하로 낮아

지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지만 열역학적으로 수온은 이산화탄소 분압과

정의 상관성을 가지므로 수온이 이산화탄소 분압을 지배하는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 사이 상관관계도 밀접하지 않다.

염분이 29에서 33사이일 때 염분이 감소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한다. 이런

관계가 나타나는 해역은 황해와 동중국해 내부로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이

범위에서는 염분과 DIC가 감소하지만 알칼리도 감소가 더 커 염분이 감소할수록 이산화

탄소 분압이 증가한다. 염분이 34보다 높은 동중국해 외해역과 쿠로시오 해역에서는 염

분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분압이 연직방향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한다(Fig.

3.4.27b).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해역에서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수온변화에 의해 결

정되는데, 대양의 특성을 띄는 이 해역에서는 수온변화에 비해 염분변화가 매우 작기 때

문에 염분과 이산화탄소 분압을 비교하면 염분에 대해 이산화탄소 분압이 매우 급격하게

변한다.

염분이 28 이하로 떨어지면 DIC 감소 효과가 알칼리도 감소 효과를 상쇄시켜 염분

감소에 따라 이산화탄소 분압이 감소한다. DIC와 알칼리도는 염분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인다. 특히 이산화탄소 분압과 DIC와의 관계는 이산화탄소 분압과 염분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알칼리도와 DIC는 해수 내 이산화탄소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므로, 알칼리도와 DIC의 상대비 차이에 의해 이산화탄소 분압은 변화를 나타

내게 된다.

엽록소량과 이산화탄소 분압은 엽록소량이 약 0.3 mg m⁻³ 보다 작을 때는 엽록소량

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분압이 감소한다. 이런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해역은

생물활동이 큰 동중국해나 황해 내부가 아니라, Fig. 8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수온이

20°C 이상인 외해역이다.즉 수온에 의해 엽록소량과 이산화탄소 분압이 동시에 지배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엽록소량이 0.3 mg m⁻³보다 큰 경우 엽록소량과 이산화탄소 분

압간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국지적으로 높은 생산량이 이산화탄소 분압

을 낮출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동중국해 이산화탄소 분압 분포를 지배하는 주요 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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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6. Comparison of surface pCO2 versus (a) SST; (b)

SSS; (c) surface DIC; (d) chlorophyll averaged between

surface and 70 m.

Fig. 3.4.27. Comparison of SST versus (a)SSS; (b)

chlorophyll averaged between surface and 70 m; (c) SSS

versus chlorophyll averaged between surface and 7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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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엽록소 및 영양염 분포 특성

온난화가 엽록소량의 계절분포나 공간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ure

3.4.28에 동중국해에서 평균한 엽록소량의 계절변화를 나타내었다. 21세기 전반기 20년

(2001∼2020년) 평균과 마지막 20년(2081∼2100년) 평균 모두 3월에 엽록소량이 최대가

되고 10월에 최소가 됨을 보여준다. 두 기간 모두 비슷한 계절변화를 보여주나 절대적인

값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 최대값과 최소값 간 차이는 비슷하게 유지되어 온난

화에 의한 계절주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엽록소량이 최대인 3월의 공간 분

포를 Figure 3.4.28에 나타내었다. 연평균 분포와 마찬가지로 최대값은 대륙붕 부근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공간적인 분포형태는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더라도 유지된다. 즉 비슷한

공간분포형태를 유지하며 전 해역에 걸쳐 엽록소량이 감소한다.

Fig. 3.4.28. Comparison of chlorophyll in mg m
 (a) seasonal cycle from the

average of 2001∼2020, (b) the same for 2081∼2100 averaged over the East

China Sea and South Sea, (c) horizontal distribution in March for 2001∼2020

average, and (d) the same for 2081∼2100. In all cases average between 0

and 100 m are used.

Figure 3.4.29는 21세기 첫 십년과 마지막 십년간 동중국해에서 지역 평균한 엽록소량

의 수직분포와 그 차이를 엽록소량이 최대인 3월 자료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고,

Figure 3.4.30은 연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비교를 위하여 수온의 차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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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표시하였다. 엽록소량은 50 m층에서 최대가 되는데 최대값이 나타나는 깊이는 온

난화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200 m 이심에서는 엽록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온난화

에 의한 영향은 최대값이 나타나는 50 m 층 부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100 m 이심

에서는 엽록소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온난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분포

경향과 변화 경향은 3월 자료와 연평균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수온의 변화는 3월의 경우 표층에서 150 m 사이와 300 m 부근에서 큰 변화를 보이

는데 300 m 층에는 엽록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엽록소 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연평균분포에서는 표층의 수온이 아표층보다 많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혼합층이

얕아져 온난화효과가 표층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여름철의 영향 때문이다. 이런 결과들

은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엽록소량이 감소하는데 엽록소의 공간적(수평과 수직), 그리

고 계절적 분포 특성은 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Fig. 3.4.29 (a) Vertical profile of chlorophyll averaged

between 2001 and 2020 over the East China Sea in

March, (b) the same for 2081 and 2100, (c) the

difference, (d) the same as (c) except fo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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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0. (a) Annual mean vertical profile of chlorophyll

averaged between 2001 and 2020 over the East China

Sea, (b) the same for 2081 and 2100, (c) the difference,

(d) the same as (c) except for temperature.

Fig. 3.4.31. Vertical profiles of (a)DIC, (b)NO3, (c)PO4,

and (d)O2 in March averaged over the East China Sea.

The black and red curves are for 2001∼2020 and 2081∼

2100 average, respectively.

엽록소양이 최대인 3월에 DIC와 질산염, 인산염, 용존산소의 수직분포를 동중국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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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역 평균하여 Figure 3.4.3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검은색 선은 2001∼2020년 평균

값이고, 붉은 색 선은 2081∼2100년 평균값이다. 저층에서의 유기물 분해 등으로 인해

DIC는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21세기 초기 20년과 마지막 20년을 비교하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인해 대기에서 해양으로 공급되는 이

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여 마지막 20년의 DIC가 전 수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용존산소는

대기와 접하고 있는 표층이 공급원이기 때문에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 양이 감소하는

데,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수온이 상승하여 용존산소가 감소한다.

인산염과 질산염은 표층에서는 생물활동에 의한 소모로 낮은 값이 나타나는데 겨울철

수층의 성층이 약해지며 수직혼합이 일어나 심층에서 공급되는 양이 많아져 3월 값은 연

평균 값보다 높게 나타난다. 지구온난화는 성층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21세기 마지막 20

년의 값은 21세기 최초 20년 값보다 작다. 이와 같은 영양염 감소로 인해 앞서 나타낸

것처럼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동중국해의 일차생산은 감소한다.

(2) 생지화학 장기 변화 특성

(가) 동중국해 상층 장기 변화 경향

2001년부터 2100년까지 동중국해의 수심 0∼100 m 사이 평균 수온과 혼합층 깊이, 엽

록소량, 해양의 이산화탄소분압의 변화를 Figure 3.4.3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동중국해

평균은 120∼130°E, 25∼35°N 영역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검은 선은 연평균 값을 나타내

며 붉은 선은 10년 이동평균 값으로 장기변화 경향을 나타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온이 서서히 증가하나, 증가하는 정도는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면 2040년에서 2050년 사이에는 수온 증가가 매우 빠르나 2050년부터 2070년 사이에는

수온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이 장기 변화 경향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수온 증가 이외

에도 십년 단위의 주기를 갖는 장주기 변동성에 의한 수온 변화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연간변동폭도 매우 커 수십년이 지나야 연간 변동 폭 이상으로 장주기 경향이 변한다.

즉 몇 년간의 관측 결과를 가지고 장주기 경향을 판단하는 경우, 현실과는 매우 다른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과 2020년 수온을 관측하여 이를 토대로 장기 경향

을 예측한다면 수온이 감소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2040년 초부터 2050년 사이에

수온을 관측하여 이를 토대로 장기 경향을 예측한다면 수온이 매우 빠르게 상승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장기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장주기 변동성의 주기보다 긴 최소 수 십년 이상 축적된 자료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됨에 따라 해양혼합층은 얕아진다. 하지만 수온과 마찬

가지로 십년 주기 이상의 장주기 변화가 나타나는데, 수온이 증가하면 성층이 강해져혼

합층이 얕아지기 때문에 수온과는 전반적으로 반대의 변화 경향을 보인다. 혼합층은 수

온의 경우보다도 연간변동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수온 이외에도 염분과 바람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층에서 100 m 층까지 평균된 엽록소의 양도 100년간의 경향, 장주기 변동성, 연간

변동을 나타낸다. 100년간의 경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엽록소량이 서서히 감소함을 보

여준다. 수온이 급격히 증가하는 2040∼2050년에는 엽록소량이 다른 시기보다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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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다. 수온과 엽록소량의 시계열에 나타나는 상관성에서 수온 증가가 엽록소 감소의

원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해양의 이산화탄소분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데 수온이나 엽록소량 등과는

달리 장주기 변동성이나 연간변화를 보여 주지 않는다. 이런 특성에서 해양의 이산화탄

소분압은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변화에 의해 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는 시

나리오 실험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림에 나타난 시간축을 실제 시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즉 다음 100년 중 특정 10년 동안에는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10년 동안에는 변화가 작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그림에서 표시한 특정시기

에 강한 혹은 약한 변화가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변화 전망

A1B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증가 시나리오에 의한 21세기 동중국해의 평균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변화 전망을 Figure 3.4.33에 나타내었다. 검은 실선은 연평균값을, 붉

은 실선은 연평균값을 10년 이동 평균한 것을 나타낸다. 대기 이산화탄소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양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된다. 그림에서 붉은 색으로

표현한 장주기변화 곡선은 21세기 전반에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미약하나마 증가하나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여 뚜렷한 증가경향이 발견되지 않는다. 즉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에서는 뚜렷한 증가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동중국해가 전체적으로 수심이

얕아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증가에 빠르게 반응하여 해양의 이산화탄소분압도 함께 높아

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변화폭은 장주기 변화 경향에 비해 매우커서, 동중국

해의 전반적인 해황이 모형에서 재현한 것과 같다면 연간변화가 장주기 변화경향보다 늘

우세하게 나타난다.

(다) 영양염 및 용존산소 변화 전망

A1B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증가 시나리오 하에서 21세기 동중국해 표층에서 100 m까

지 평균된 용존무기탄소(DIC), 질산염(NO3), 인산염(PO4), 용존산소(O2)의 변화전망을

Figure 3.4.34에 나타내었다. 어느 정도 연간변화를 보이기는 하나 DIC는 21세기 동안 계

속 비슷한 정도로 증가한다. 이는 DIC의 양이 기본적으로 해양내부의 현상보다는대기 이

산화탄소 농도에 의해 주로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는 달리 해양순환에

영향을 받는 질산염, 인산염, 용존산소 등은 변화하는 정도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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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 Projection of (a) mean temperature averaged

between 0 and 100 m, (b) mixed layer depth, (c) chlorophyll

averaged between 0∼100 m, (d) partial pressure of CO2 in the

Ocean averaged over the East China Sea between 2001 and

2100. Black lines are for annual means and red lines are for 10

year running mean.

Fig. 3.4.33. Projection of sea-air CO2

exchange under the A1B scenario

over the East China Sea. The black

line is for annual mean and the red

one is for 10 year running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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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4. Projection of (a) DIC, (b) NO3, (c) PO4, and (d) O2 under

the A1B scenario over the East China Sea averaged between 0 and

100 m. The black line is for annual mean and the red one is for 10

year running mean.

라. 결론 및 요약

동중국해는 쿠로시오의 영향을 받아 대양의 특성을 띠는 해수와 연안수, 담수 등이

만나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 해역은 대륙붕 펌프가 작용하는 곳으로도 추정

되어 지구의 탄소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추정되어 이 해역의 해양-대기 이

산화탄소 교환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연구가 일부 해역에만 국한되

어 있어, 성격이 복잡한 이 해역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구시스템모형결과를 이용하여 2100년까지 대기 이산화탄소농도가 현재의 두 배인 약

700 ppm으로 증가하는 A1B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증가 시나리오에 의한 동중국해표층의

이산화탄소 분압 분포와 엽록소량 변화를 연구하였다.

가을철과 봄철 동중국해 이산화탄소 분압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 중요한 요인

이 수직혼합이다 (Shim et al. 2007). 수직혼합에 의해 저층의 DIC가 높은 해수가 표층으

로 올라오면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진다. 모델에도 수직혼합이 포함되어 있어 봄철과

가을철에 성층이 약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 해양에서 나타나는 해저퇴적층에서의 유

기물 분해가 모델에서 제대로 모사되지 않는다. 즉, 모델이 동중국해에서 관측되는 수직

혼합에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를 제대로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이 결과에서 퇴적층과

해수의 상호작용도 천해의 생지화학과정모델에서 중요한 과정이라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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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시오 해역에서 동중국해로 들어오면 수온이 감소하여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지

는데 대만-대마난류계를 지나 황해 쪽으로 접어들면 알칼리도가 감소하여 이산화탄소

분압이 다시 높아진다. 따라서 대만-대마난류계를 따라 이산화탄소 분압이 최소가 된다.

양자강 하구역과 황해 북동부의 두만강 근처에서는 담수유입에 의한 저염화와 낮은 DIC

로 인해 이산화탄소 분압이 다시 낮아진다. 대만-대마난류계의 북쪽 경계에서 황해에서

남서진하는 해류와 혼합에 의해 저층의 영양염이 공급되면서 생물활동이 높아진다. 하지

만 엽록소가 최대인 해역과 이산화탄소 분압이 최소인 해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

물활동이 국지적으로 이산화탄소 분압을 낮출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분압 분

포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아니다.

황해를 포함한 동중국해 내부에서 알칼리도와 DIC는 염분과 매우 유사한 분포특성을

지니고 담수유입이 이 해역의 이산화탄소 분압 분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분석한 모델은 해상도가 낮아 양자강이나 두만강을 통해 유입되는 담수

와 해양이 일으키는 상호작용을 자세하게 재현해내지 못한다. Shim et al.(2007)과 Zhai

and Dai (2009) 등은 양자강 담수가 생물활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동중국해의 생지화학과정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려면 강을 통한 담수유입이 고려된

고해상도 모형이 필요하다.

엽록소량은 일차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엽록소량 변화에서 일차생산

의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 감

에 따라 표층수온이 저층수온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성층이 강화되어 저층에서 표층으로

공급되는 영양염의 양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동중국해의 엽록소량이 감소한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의한 변화 이외에도 십년 이상 주기의 변동성이나 연간변동도 존재하여,

변화가 빠른 시기도 있고 변화가 거의 없는 시기도 있어, 수 십 년이 지나야 지구온난화

에 의한 영향이 자연적 변동성을 압도할 수 있다. 따라서 몇 년간의 짧은 기간의 관측자

료를 이용해서는 올바른 온난화경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해양의 탄소함유량은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나, 해양의 이화

탄소분압도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와 비슷한 정도로 증가하여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

환량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동중국해는 수심이 얕아 대기의 변화에 대한 반응시간

이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의 시계열에서는 연간

변화가 장주기 변화 경향에 비해 훨씬 커서 21세기 내내 연간변화가 온난화에 의한 변화

를 압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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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 모델을 활용한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3-1. 신지도 해역 사례: 수온상승+산성화

가. 서론

영양흐름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해양의 먹이망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해역은 기존에 EwE 모형이 수립된 남해안 신

지도 해역(강, 2011)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수온상승으로 인한 일차생산량

변화 그리고 해양산성화로 인한 저서동물, 갑각류, 연체류 등의 생체량변화를 강제함수로

입력하여 먹이망에 미치는 반응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조건 아래 미래 주요 어

종의 생체량 변화를 제시하였고 민감도 해석에서 다양한 생산량변화에 따른 생태계반응

을 조사하였다. 또한 먹이망 구성의 복잡성과 포식-피식상호 관계 설정이 생태계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특히 생체량, 영양지수 및 생물종다양성 관점에서 결과를

해석하여 제시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연구지역은 전남 완도군 신지도 부근의 해역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해역의 기초 자연

환경과 서식생물의 종조성, 생체량 및 서식분포는 전라남도(1994)를 이용하였다. 기후변

화 영향에 대한 모의실험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기간은 2020년에서 2100

년 80년으로 입력하였고 모의결과는 2100년 예상치를 2020년 값과 비교하였다. 둘째, 모

의결과에 포함된 불확실성을 비교하기 위해 모의조건의 강도를 상, 중, 하 3가지로 입력

하였다. 중의 조건은 기존의 연구결과로부터 참고할 수 있는 최적값인 반면 강과 약 조

건은 중 조건의 ±50%를 의미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일차생산량과 해양산성화 조건에 영

향을 받는 그룹과 생체량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3.4.2에 제시하였다. 셋째, 일차생산량

과 해양산성화 조건의 영향을 각기 독립적으로 모의하였고 양자의 복합적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중첩하여 모의하였다.

Climate change
effect

Functional groups
affected

Impact on group
productivity

Primary
productivity Phytoplankton Decrease

Ocean
acidification

Gastropoda,
bivalvia,
crustacean, echinodermata,
cephalopoda

Decrease

Table 3.4.2. Functional groups affected by climate change effects and direction

of impact on group productivity used in forcing functions.

모의실험에 입력된 일차생산량 자료는 IPCC가 제출한 특별보고서(Nakićenović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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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rt 2000)의 CO2 배출 시나리오 A1B 안을 입력하여 모의한 지구시스템 모형결과를

이용하여 얻었다. 지구시스템모형은 NOAA/GFDL에서 IPCC 4차 보고서에 사용한

CM2.1모형의 결과 가운데 연구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격자에서 21세기 처음 20년과 마지

막 20년 간의 평균온도 변화와 엽록소농도의 변화량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온도는

14.9°C에서 17.7°C로 2.8°C 증가하였고,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은 14.543 gWW/㎡에서

13.078 gWW/㎡로 1.465 gWW/㎡, 즉 약 10%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해양산성화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본 연

구의 모의실험 대상 생물은 Brown et al.(2010)이 호주 연안 해역에 적용한 방법을 설정

하였다. 기존의 자료를 근거로 생물이 산성화 영향을 받는 정도를 생물종에 따라 판단한

후 대, 중, 소로 구분하였다. 연구해역에서 산성화가 영향을 끼치는 그룹은 5개로서 복족

류, 이매패류, 극피동물, 갑각류, 두족류를 포함한다. 각 그룹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산성

화 영향에 취약한 정도를 각기 중, 중, 대, 중, 중으로 설정하였으며 아울러 산성화 영향

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영향의 강도를 강(substantial), 중(moderate), 약(conservative)

으로 구분하여 Table 2와 같이 모의조건으로 설정하였다(Ainsworth et al. 2010; Brown

et al. 2010). EwE 모형에서 산성화에 따른 효과는 해당 그룹의 생체량이 Table 3.4.3에

제시된 백분율 만큼 감소된 양으로 입력하였다.

Organism
susceptibility

Effect size

Conservative (%) Moderate
(%)

Substantial
(%)

Small
Medium
Large

-5
-15
-25

-10
-30
-50

-15
-45
-75

Table 3.4.3. Change in productivity of functional groups after 80 years by ocean

acidification effect.

다. 결과 및 고찰

(1) 생태계 특성 해석

모형의 질량평형을 획득하기 위해 영양효율, 총효율, 순효율, 잡식지수를 점검한 결과

각기 0.00∼0.95, 0.05∼0.28, 0.07∼0.47, 0.01∼0.34의 범위를 보여 모든 지수가 일반적인

한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형의 질량평형은 획득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지도 생태계의 영양구조는 계를 구성하는 17개 그룹을 5개 영양단계로 재구성되었다.

일차생산자와 유기쇄설물에 일단계 그리고 상위포식자에 이단계 이상이며 어류는

3.29∼4.01 범위를 보였다. 연구해역의 총통과흐름은 3440 gWW/㎡/yr 이며 일차생산자

에서 출발한 51%와 유기쇄설물에서 출발한 49%를 포함하며 일차생산자에 더욱 의존적

임을 알 수 있다. 식물플랑크톤은 해조류그룹에 비해 생체량은 작지만 P/B 즉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일차생산의 주 공급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식물플랑크톤과 해조류그룹의 일

차생산량 중 1516 gWW/㎡/yr인 92.8%는 유기쇄설물그룹으로 유입되며 117 gWW/㎡/yr

인 7.1% 만이 상위소비자에 의해 직접 소비된다. 통과흐름은 일, 이, 삼단계에서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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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77, 14 gWW/㎡/yr이다. 한편, 물질 전환효율은 영양단계 이단계 18.3%, 삼단계

15.8%, 사단계 9.8%, 오단계 6.7%, 육단계 4.9%로 계산되었다. 일차생산자, 유기쇄설물

그리고 양자로부터 출발한 물질의 전환효율은 이단계에서 사단계 기하평균시 각기 14.7,

13.1, 14.1% 이다.

시스템 해석에 사용된 항목은 생태계이론, 네트웍흐름 및 정보에 관련된 여러 지수들

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 지수들을 정량화하여 다른 해양 생태계와 비교, 해석하고

자 하였다. 모형실험 결과 다양한 생태특성지수를 3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을 지시하는 네트웍 순환지수인 핀순환지수, 포식순환지수와 평균

경로거리 3가지 모두 만과 하구 다른 해양환경에 비해 모두 작게 산정되었다. 이는 조사

해역의 지형 및 유동특성에 의해 계의 바깥으로 물질유출이 크고 체류시간이 짧다는 사

실을 모형이 비교적 잘 재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계의 성숙도를 지시하는

PP/TR, PP/B, 연결지수, 잡식지수 및 순환지수 산정 결과 연구해역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계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지배용량, 발전용량, 상대지배용량 3가지 정보지수를

이용하여 계의 조직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지배용량은 계의 크기 및 조직화 정도를 지시

하는데 연구해역은 비교 대상에서 중간정도를 지시한 반면, 조직화의 최대를 지시하는

발전용량은 작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계가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 현재 도

달한 정도를 의미하는 상대지배용량은 비교 대상 가운데 가장 크게 산정되었다. 다시 말

해 조사해역은 현재 이미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있으나 향후 조직화가 진행되었을 때 그

한계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에너지 순환, 성숙도, 조직화 3가지 측면에

서 조사해역은 유동특성에 의해 계의 바깥으로 영양물질 유출이 크며, 현재 미성숙상태

이며 향후 조직화가 진행되더라도 계의 에너지 총량 증가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기후변화 영향해석

일차생산량 변화조건(PP) 아래서 상위포식자의 생체량은 복족류를 제외하고는

baseline 조건에 비해 대부분 감소하였다. 감소폭은 동물플랑크톤에서 두족류그룹을 포함

하는 무척류동물의 경우 다모류 2.5%에서 동물플랑크톤 12.6% 범위와 평균 4.8% 감소를

보였다(Table 3.4.4).

해양산성화로 인한 OA 조건에서 첫째, 영향 강도가 약인 경우 입력조건에서 강제함

수로 주어진 만큼 복족류, 이매패류, 극피류, 두족류 그룹은 15% 갑각류그룹은 25% 감

소한 반면 동물플랑크톤과 다모류그룹은 오히려 각기 18.1과 11.4% 증가하여 전체 무척

추동물은 평균 7.1% 감소하였다. 어류의 경우 감소폭은 가자미 6.5%에서 베도라치

54.3% 범위이며 평균 35.8% 이다. 결과적으로 계를 구성하는 전체 그룹은 평균 1.4% 일

차생산자와 쇄설물을 제외한 경우 11.2% 감소하였다. 둘째, 영향 강도가 중인 경우 복족

류, 이매패류, 극피류, 두족류 그룹은 30% 갑각류그룹은 50% 감소한 반면 동물플랑크톤

과 다모류그룹은 각기 39.9와 22.8% 증가하여 무척추동물은 평균 13.9% 감소하였다. 어

류의 감소폭은 가자미 4.3%에서 베도라치 89.3% 평균 58.1%이다. 그룹 전체 평균 3.0%

일차생산자와 쇄설물을 제외한 경우 20.1% 감소하였다. 셋째, 영향 강도가 강인 경우 복

족류, 이매패류, 극피류, 두족류 그룹은 45% 갑각류그룹은 75% 감소한 반면 동물플랑크

톤과 다모류그룹은 각기 111.0과 33.7% 증가하여 무척추동물은 평균 16.6%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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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의 감소폭은 망둑어 4.2%에서 베도라치 100.0% 범위이며 특히 가자미 그룹은 오히

려 0.3% 증가하여 평균 65.8%이다. 감소폭은 전체 평균 4.0%이며 일차생산자와 쇄설물

을 제외한 경우 28.4%이다.

일차생산량 변화와 해양산성화 두 가지 복합적인 CI 조건에서 첫째, 해양산성화 영향

의 강도가 약인 경우 동물플랑크톤은 2.4% 감소하였고 다모류그룹은 5.3% 증가하여 무

척추동물은 평균 10.5% 감소하였다. 어류의 감소폭은 가자미 7.1%에서 베도라치 49.1%

범위이며 평균 33.3%이다. 생체량은 전체 평균 3.5% 일차생산자와 쇄설물을 제외한 경

우 13.8% 감소하였다. 둘째, 해양산성화 영향의 강도가 중인 경우 동물플랑크톤과 다모

류그룹은 각기 18.5와 17.4% 증가하여 무척추동물은 평균 17.2% 감소하였다. 어류의 감

소폭은 가자미 4.9%에서 베도라치 87.8% 범위이며 평균 58.0%이다. 생체량은 전체 평균

5.2% 일차생산자와 쇄설물을 제외한 경우 23.0% 감소하였다. 셋째, 산성화 강도가 강인

경우 동물플랑크톤과 다모류그룹은 각기 82.0과 29.1% 증가하여 무척추동물은 평균

20.3% 감소하였다. 어류의 경우 가자미그룹은 감소에서 0.3% 증가로 바뀌었으며 베도라

치는 더욱 감소되어 100.0%에 이르렀다. 생체량은 전체 평균 6.3% 일차생산자와 쇄설물

을 제외한 경우 26.9% 감소하였다.

무척추동물은 일차생산량 변화의 결과 4.8% 감소하였고 해양산성화의 경우 강도가

약, 중, 강에서 각기 7.1, 13.9, 16.6% 감소폭이 증가하여 일차생산량 단일 요인에 비해

1.5∼3.5배 증가하였다. 일차생산량변화와 해양산성화가 복합된 경우 산성화 강도에 따라

각기 10.5, 17.2, 20.3% 감소하였고 이는 일차생산량 단일 요인에 비해 2.2∼4.2배 증가한

양상이다. 한편, 어류는 일차생산량 변화시 6.0% 해양산성화 약, 중, 강 강도에서 각기

35.8, 58.1, 65.8% 감소하여 해양산성화는 일차생산량변화에 비해 6.0∼11.0배 증가하였다.

한편 복합조건의 산성화 강도에 따라 33.3, 58.0, 66.9% 감소하여 일차생산량 단일 요인

에 비해 5.6∼11.2배 증가한 양상이다. 어류의 생체량은 해양산성화 단일조건과 복합조건

에서 유사한 반면 하위 영양단계인 경우 무척추동물의 생체량 감소폭은 복합조건에서 증

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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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Group

name

Base

line
PP

OA CI

Con. Mod. Sub. Con. Mod. sub

1 B.Algae
84.65
0

84.667
(0.0)

84.646
(0.0)

84.656
(0.0)

84.699
(0.1)

84.673
(0.0)

84.670
(0.0)

84.702
(0.1)

2 Phytopl.
8.813 7.965

(-9.6)
8.377
(-4.9)

7.860
(-10.8)

7.492
(-15.0)

7.529
(-14.6)

7.012
(-20.4)

6.644
(-24.6)

3 Zooplankton
0.996 0.871

(-12.6)
1.177
(18.1)

1.394
(39.9)

2.102
(111.0)

0.972
(-2.4)

1.180
(18.5)

1.813
(82.0)

4 Gastropoda
0.341 0.345

(1.3)
0.290
(-14.9)

0.239
(-29.9)

0.188
(-44.9)

0.290
(-14.9)

0.239
(-29.9)

0.188
(-44.9)

5 Polychaeta
3.291 3.209

(-2.5)
3.665
(11.4)

4.041
(22.8)

4.401
(33.7)

3.466
(5.3)

3.865
(17.4)

4.251
(29.1)

6 Bivalvia
3.615 3.473

(-3.9)
3.073
(-15.0)

2.531
(-30.0)

1.988
(-45.0)

3.073
(-15.0)

2.531
(-30.0)

1.988
(-45.0)

7 Echino.
0.544 0.517

(-4.9)
0.462
(-15.0)

0.381
(-30.0)

0.299
(-45.0)

0.462
(-15.0)

0.381
(-30.0)

0.299
(-45.0)

8 Crustacean
2.702 2.528

(-6.4)
2.027
(-25.0)

1.351
(-50.0)

0.676
(-75.0)

2.027
(-25.0)

1.351
(-50.0)

0.676
(-75.0)

9 Cephalopoda
0.259 0.241

(-6.9)
0.220
(-15.1)

0.181
(-30.1)

0.143
(-45.0)

0.220
(-15.1)

0.181
(-30.1)

0.143
(-45.0)

sub total
11.748 11.184

(-4.8)
10.914
(-7.1)

10.117
(-13.9)

9.796
(-16.6)

10.510
(-10.5)

9.728
(-17.2)

9.357
(-20.3)

10 Goby
0.334 0.319

(-4.6)
0.300
(-10.2)

0.296
(-11.4)

0.320
(-4.2)

0.291
(-12.9)

0.281
(-15.7)

0.303
(-9.3)

11 Flatfish
0.200 0.196

(-1.8)
0.151
(-24.4)

0.109
(-45.6)

0.065
(-67.5)

0.162
(-19.2)

0.119
(-40.3)

0.075
(-62.4)

12
Rays and
Skates

0.164 0.155
(-5.6)

0.104
(-36.5)

0.061
(-62.7)

0.035
(-78.6)

0.109
(-33.5)

0.063
(-61.8)

0.035
(-78.6)

13 Croaker
0.136 0.125

(-8.4)
0.096
(-29.5)

0.073
(-46.1)

0.069
(-49.2)

0.094
(-30.6)

0.068
(-49.9)

0.061
(-55.4)

14 Blenny
0.809 0.746

(-7.8)
0.370
(-54.3)

0.087
(-89.3)

0.000
(-100.0)

0.411
(-49.1)

0.099
(-87.8)

0.000
(-100.0)

15 Conger
0.187 0.176

(-6.1)
0.124
(-33.6)

0.087
(-53.6)

0.070
(-62.7)

0.127
(-32.2)

0.084
(-54.9)

0.064
(-65.7)

16 Flatheads
0.100 0.098

(-2.1)
0.094
(-6.5)

0.096
(-4.3)

0.101
(0.3)

0.093
(-7.1)

0.095
(-4.9)

0.101
(0.3)

sub total
1 . 9 3
0

1.814
(-6.0)

1.239
(-35.8)

0.809
(-58.1)

0.660
(-65.8)

1.287
(-33.3)

0.810
(-58.0)

0.639
(-66.9)

17
Detritus

1391.
007

1360.907
(-2.2)

1372.022
(-1.4)

1349.802
(-3.0)

1336.235
(-3.9)

1342.002
(-3.5)

1317.977
(-5.3)

1302.984
(-6.3)

Total except
group 1,2,17

13.678 12.997
(-5.0)

12.152
(-11.2)

10.926
(-20.1)

9.796
(-28.4)

11.797
(-13.8)

10.538
(-23.0)

9.996
(-26.9)

Total
1498
.148

1466.537
(-2.1)

1477.197
(-1.4)

1453.244
(-3.0)

1438.882
(-4.0)

1446.000
(-3.5)

1420.197
(-5.2)

1404.326
(-6.3)

Table 3.4.4. Biomass variation due to climate change(PP-Primary Production,

OA-Ocean Acidification, CI-Combined Impacts; Con-Conservative,

Mod-Moderate, Sub-Substantial. Baseline indicates projected biomass without

climate change. Unit is gWW/m2, with parenthesis indicating biomass change

rate(=(B2100-B2020)/ B2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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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생산량을 (a),해양산성화 강, 중, 약을 각기 (b),(c),(d), 그리고 일차생산량과 해양

산성화 두 가지 복합조건을 (e),(f),(g)라 명칭하고서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

다.(a)에서 상대생체량은 2100년 동물플랑크톤 0.87에서 복족류 1.01의 비교적 좁은 범위

를 보인 반면,(d)와 (f)의 경우 변화폭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생체량이 증가한 그룹은 동

물플랑크톤과 다모류그룹인데 동물플랑크톤의 경우 (b),(c),(d)에서 각기 1.18, 1.40,2.11

그리고 (e),(f),(g)에서 각기 0.98, 1.18,1.82로 증가하여 (b),(c),(e),(f)에서 비교적 완만히

증가하나 (d)와 (g)에서 2080년을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의 2배를 초과

하거나 가깝게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에 가장 감소한 그룹은 베도라치로서

(b),(c)에서 각기 0.46,0.11 그리고 (d),(e)에서 각기 0.51,0.12로 감소하였고,(d)와 (g)에서

2080년을 지나면서 생체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계의 평균영양단계는 비록 값이 작으나 모형 실험조건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

었다. 일차생산량 변화로 인한 영향은 비교목적을 위해 기후변화가 배제된 기준조건에

비교한 결과 0.04% 감소하였으나 해양산성화 영향으로 0.2에서 0.4% 범위로 감소폭이

증가하였다. 일차생산량 변화와 해양산성화 두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경우 결과는

해양산성화 단일 조건의 결과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섀넌 H지수는 일차생산량 변화시 기준조건에 비해 2.0% 감소하였고 해양산성

화 강도가 약, 중, 강일때 각기 6.6, 14.5, 15.0% 범위로 감소폭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

다. 일차생산량과 해양산성화 두 가지 복합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결과는 해양산성

화 단일 조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7.0, 12.6, 1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캠프턴지수는 일차생산량 변화시 기준조건에 비해 1.9% 증가하였고 해양산성화 강도가

하, 중, 강 일때 각기 +0.2, -2.6, -22.3%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두 가

지 복합적 요인 작용시 해양산성화 단일 조건에 비해 감소폭이 +2.9, -1.4, -18.6%로 다

소 줄어들었지만 산성화 단일조건과 마찬가지로 강도에 따라 감소하는 유사한 양상을 보

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해역의 생태계 속성 가운데 생체량, 평균영양단계와 섀넌지

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일차생산량변화 및 해양산성화 영향의 독립적 그리고 복합적 조건

아래서 뚜렷이 감소하는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켐프턴지수는 비록 해양산성화

영향의 강도에 따라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일차생산량 감소시 기후변화영향이 배제된 기

준조건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2. 광양만 사례: 수온상승과 매립 영향

가. 서론

광양만은 남해안 중앙에 위치하며 1980년대부터 산업화로 인해 극심한 환경변화를 겪

어왔다. 지구규모의 수온변화 외에 대규모 매립, 섬진강 담수유출의 감소, 산단 오폐수유

입 그리고 발전소 온배수 방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에 가까운 남

해안 수역의 수온은 1965년에서 2007년 기간 동안 약 0.93℃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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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발전소가 하루에 방류하는 17.5백만 ㎥ 온배수에 의해 약 0.4℃ 증가하여 도합 1.3

3℃ 수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Table 3.4.5). 만의 수면적은 1993년 기준으로 대

단위 매립사업으로 인해 2004년에는 약 30%가 사라졌다. 섬진강을 통해 만으로 유입되

는 담수는 1991년 상류 주암댐 건설이후 연평균유출의 약 50%가 감소하였다. 아울러 산

단과 도시 오폐수 종말처리장에서 만으로 유입되는 총량 가운데 약 93% 이상은 산단에

서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산단에서 발생한 오염원이 만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만의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1980년대와 2000

년대 저서조류,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그리고 어류의 종조성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포스코, 1983; 전남대학교, 2007; Table 3.4.6).

출 처 수온상승(℃) 내용

지구온난화 0.93(30년) 수온관측 (1965∼2007, 1.3 (0.7∼2.4)℃)

온배수방류 0.4(0.07∼0.57) 17.5M㎥/일 6개 발전소 온배수 (ΔT-7℃)

합 계 1.33(1981∼2010년) 　

Table 3.4.5. Water temperature changes in the Gwangyang bay.

구 분 　 1983 2007 감소율

저 서 조 류

녹조류 24

합 63

6

합 40 77%갈조류 31 9

홍조류 108 25

식물플랑크톤
규조류 162

합 204
56

합 93 54%
와편모류 42 37

동물플랑크톤 　 76　 48　 37%

어 류 　 32　 29　 9%

Table 3.4.6. Species diversity in the Gwangyang bay.

나. 재료 및 방법

광양만 해역의 먹이망해석을 위한 자료는 주로 1982년에서 1985년 현장조사가 이루어

진 포스코(1983, 1985)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연구해역의 먹이망을 유기쇄설물 1개, 일차

생산자 3개, 무척추동물 7개, 어류 6개 총 28개의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룹의 생체량은

위 보고서를 주로 인용하였으며 P/B와 Q/B는 국내외 문헌자료를 인용하였다. 특히 양식

어종인 김과 새고막, 피조개, 굴 등의 이매패류를 입력하였다(Table 3.4.7). 구성그룹의

먹이조성은 Table 8와 같다.



- 360 -

No Group name HA B(t/km²) P/B(/y) Q/B(/y)

1 Benthicalgae 0.4 7038.4 12.9 0

2 Farmedlaver 0.03 5.71 13.7 0

3 Phytopl 1 193.713 73 0

4 Zoopl 1 16.9 90

5 Bivalvia 0.5 13.239 2.3 9.5

6 Farmedbivalvia 0.02 96.837 2 9.5

7 Gastropoda 1 1 4.4

8 Polychaeta 1 20 3.4 13.5

9 Crustacean 1 4.5 3.4 16

10 Cephalopoda 1 0.9 3 23

11 Echinodermata 1 16.8 1 4

12 Anchovy 1 5.2 24.7

13 Searundace 1 0.2 1.2 8

14 Slipmouth 1 3.447 0.9 8

15 Bigeyeherring 1 0.23 2.6 15

16 Liparis 1 0.978 0.6 5

17 Demersalfish 1 1.2 1.5 6

18 Pelagicfish 1 0.11 0.8 6.4

19 Flatfish 1 1.68 0.8 3

20 Goby 1 0.3 3.2 16

21 Whitecroaker 1 0.567 1.3 12

22 Seabass 1 0.175 0.5 6

23 Flathead 1 0.198 0.5 6

24 Redstingray 1 - 0.4 6

25 Conger 1 0.3 0.4 4

26 Lumpfish 1 0.054 0.3 3.5

27 Piscivorefish 1 0.137 0.3 3

28 Detritus 1 180 - -

Table 3.4.7. Basic data for the Gwangyang bay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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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y
Predator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
Benthic
algae

0.3 0.1
0.09
9
0.14
9
0.17
9

0.19
9
0.29
9

2
Farmed
laver

0.00
1
0.00
1
0.00
1

0.00
1
0.00
1

3 Phytopl 0.2 0.050.050.050.050.150.14 0.2 0.35 0.05 0.1

4 Zoopl 0.1 0.150.15 0.1 0.250.250.15 0.3 0.3 0.25 0.5 0.4 0.1 0.05 0.1 0.1
0.0
5

5 Bivalvia
0.01
9
0.09
9
0.09
9
0.09
9

0.04
9
0.01
92
0.09
9
0.09
9
0.09
9
0.04
9

0.09
9

0.09
9

6
Farmed
bivalvia

0.00
1
0.00
1
0.00
1
0.00
1

0.00
1
0.00
1
0.00
1
0.00
1
0.00
1
0.00
1

0.00
1

0.00
1

7
Gastro
poda

0.05 0.05 0.050.010.05 0.150.05

8
Polychaet
a

0.1 0.1 0.2 0.190.05 0.260.010.15 0.3 0.12 0.1

9
Crusta
cean

0.050.05 0.1 0.1 0.2 0.380.150.07 0.1 0.4 0.13 0.2 0.350.15 0.3
0.0
5

10
Cephalopo
da

0.1 0.010.02 0.050.05 0.1 0.1 0.25 0.050.05
0.0
5

11
Echino
dermata

0.010.05 0.1 0.050.01 0.1 0.050.120.15 0.150.05

12 Anchovy 0.050.05 0.2 0.03 0.1 0.25 0.2 0.05
0.0
5

13
Sea
rundace

0.010.010.050.01 0.05 0

14
Slip
mouth

0.060.02 0.1 0.16 0.1 0.2 0.1

15
Big eye
herring

0.01 0.1 0.05 0.2 0.1

16 Liparis 0.150.05 0.2

17
Demersal
fish

0.030.050.15 0.1 0.2

18
Pelagic
fish

0.2

19 Flatfish 0.1 0.1 0.1 0.1 0.05

20 Goby 0.2 0.2 0.3 0.15 0.1

21
White
croaker

0.2 0.1 0.1 0.1

22 Sea bass 0.2

23 Flathead

24
Red
stingray

25 Conger

26 Lumpfish

27
Piscivore
fish

28 Detritus 0.4 0.7 0.7 0.7 0.75 0.4 0.4 0.2 0.2 0.3 0.2 0.1 0.1

30 Sum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Table 3.4.8. Diet composition of groups in the Gwangyang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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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조건은 수온변화와 매립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Table 3.4.9과 같이 설정하였

다. Ecopath모의에서는 1980년대 현재의 먹이망을 재현하였고 그 결과를 Ecosim모의의

입력자료로 이용하여 30년간 수온과 매립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한 결과를 현재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조건에 비교하여 그 영향을 파악하였다.

모형 모의기간 실험내용

ECOPATH 1년
모형질량평형

-영양흐름, 혼합영양영향해석
-ECOSIM 모의조건제공

ECOSIM 30년

수온상승/매립 조건조합

Case temperature rise reclamation

Case0 No No

Case1 Yes No

Case2 No Yes

Case3 Yes Yes

Table 3.4.9. Simulation scenarios based on temperature and reclamation.

만의 수온은 기후변화와 발전소 온배수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해 30년 동안 약 1.33 ℃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모형에서는 수온상승으로 인해 식물플랑크톤의 생체

량이 일정량 감소하도록 강제함수를 이용하여 입력하였다. 이때 감소량은 본 과제에서

시행한 수온과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관계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한편, 발전소 온배수를

위해 취수된 해수는 발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염소와 열 충격으로 인해 취수된 해수

에 포함된 식물플랑크톤의 약 20∼80%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자료(Poorina et al.,

2005)를 이용하였다. 발전소 방류량과 만의 용적을 고려하여 이로 인한 만내 식물플랑크

톤 감소는 약 3% 인 것으로 산정하였다(Table 6).

구 분 내용 모형 입력조건

기후 변화 수온상승 0.93 ℃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 8.8% 감소

(수온과 식물플랑크톤 성장관계)온배수방류 수온상승　0.4 ℃

발전소냉매
염소와 열 충격으로

식물플랑크톤 20∼80% 감소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 3% 감소

(Poorina et al., 2005)

합 계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 11.8% 감소

Table 3.4.10. Simulation condition based on climate change and thermal

discharge. 

한편, 매립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연구해역에서 매립은 주

로 수심이 얕은 조간대와 조하대 경계에서 이루어졌다(Fig. 3.4.35). 조간대는 해양생물의

방란, 서식, 피난처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립은 이곳에서 서식하는 생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모의실험에서는 조간대 서식 생물인 저서조류와 이매패

류의 서식처 면적을 매립조건으로 반영하였다(Table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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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5. Reclamation site and its

role in ecosystem

그 룹 매립전 매립후

저서조류 1.00 0.80

이매패류 0.50 0.05

Table 3.4.11. Bay area change due to reclamation(Unit-dimensionless).

다. 결과 및 고찰

모의실험결과 수온상승과 매립으로 인한 30년간 그룹별 자원량 변동은 Figure 3.4.36

와 같다. 수온, 매립의 독립적 조건과 그리고 수온과 매립의 복합 조건시 자원량은 1980

년대 기준조건에 비해 각기 약 4, 22, 25%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Table 3.4.12).한

편, 조건에 따라 가장 크게 감소되는 그룹은 망둑어, 보구치, 장어, 홍어그룹이며 가장 작

게 감소되는 그룹은 동물플랑크톤, 복족류, 멸치, 부어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3.4.36. Biomass change due to temperature rise and reclamation for 30

years.

구분 수온 매립 수온 + 매립

전체 3.8 22.4 25.4

어류 3.9 21.7 24.9

Table 3.4.12. Comparison of biomass change by temperature rise, reclamation

and both two effects(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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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남해 광역해역 변동 예측

가. 서론

1889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한반도 주변해역의 표층수온 변동의 시계열과 분포 그

리고 평균값은 각기 Fig. 3.4.37과 Table 3.4.13과 같다. 표층수온 변화의 지구평균이 0.

5℃인데 비해 한반도 주변해역은 1.0 ℃이며 특히 남해안의 경우 동해와 서해보다 높은

1.2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김 등, 2011). 아울러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남해안 총어획

량의 시계열 자료를 보면, 어획이 점차 감소함을 알 수 있다(Table 3.4.13).

Fig. 3.4.37. Winter SST along Korean seas between 1880-2009(left) and total

catch in the Southern waters of Korea during 1990 to 2010(right).

Globe
Korea

Mean Southern Eastern Western

0.5 1.0
> 1.2

(0.0092y-1)
< 1.0 < 1.0

Table 3.4.13. Mean SST comparison.

나. 재료 및 방법

남해안 해역의 먹이망해석을 위한 현장자료는 주로 수산어획 통계자료(1990∼2010, 통

계청)와 통영(2007, 해양수산부)과 전남 바다목장사업(2007, 해양수산부)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해역의 먹이망을 유기쇄설물 1개, 일차생산자 2개, 무척추동물 9개, 어류

25개 총 37개의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룹의 생체량(Biomass)은 주로 어획자료(C-어획

량, F-어획사망율)를 이용하여 B=C/F 관계로부터 도출하였으며, P/B와 Q/B는 문헌자료

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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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Group name B(t/km²) P/B(/year) Q/B(/year)
1 Sharks 0.013 0.59 5.2

2 Goosefish 0.314 1.26 3.16

3 Hairtail 1.142 1.59 5.158

4 Cephalopoda 1.6 2.5 7.5

5
Spanish

mackerel
0.963 2.19 6.642

6 Anguilliformes 0.923 0.49 2.449

7 Whales 0.01 0.28 8.331

8 Rockfish 0.25 0.388 1.701

9 Large pelagics 0.201 0.659 2.806

10 Silver pomfret 0.422 1.28 6.4

11 Demersal fish 1.5 2.2 6

12 Grey mullet 0.359 0.433 2.616

13 Benthic fish 0.9 2.7 10

14 Croaker 1.458 1.6 3.4

15 Flatfish 1.4 1.7 5.4

16 Pacific sardine 0.1 1.8 8.796

17 Pacific herring 0.499 0.9 7.96

18 Shad 0.425 0.7 6.4

19 Small pelagics 2.7 2.7 8

20 Jellyfish 0.8 5 25

21 Filefish 0.2 1.184 3.65

22 Sparidae 0.5 1.2 6

23 Mackerel 1.302 2.79 5.881

24 Horse mackerel 0.444 2.15 9.847

25 Anchovy 12.622 3.5 17.341

26 Crabs 1.4 3 9

27 Shrimps 2.7 3.32 7.69

28
Benthic

crustacean
2.5 3.3 16

29 Echinodermata 1.6 1.5 3.1

30 Bivalvia 1.5 2.2 12

31 Molluscs 3.7 3 7

32 Gastropoda 1.5 1.5 6

33 Polychaetes 2.5 3.8 13.5

34 Zooplankton 8 30 190

35 Phytoplankton 11 120 　

36 Benthic producer 10 12 　

37 Detritus 150 　 　

Table 3.4.14. Basic data for the ecosystem of the Southern wat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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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y

Predato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Sharks 0.00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Goosefish 0 0.00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Hairtail 0.023 0.164 0.01 0 0.01 0 0.02 0 0.007 0 0 0 0 0 0 0 0

4 Cephalopoda 0.1 0.015 0.07 0.16 0.01 0 0.02 0.005 0.037 0.07 0.05 0 0.04 0.01 0 0 0

5 S.mackerel 0.05 0.005 0 0 0 0 0.03 0 0.002 0 0 0 0 0 0 0 0

6 Anguilli. 0.002 0.029 0 0 0 0 0.02 0 0 0 0 0 0.009 0 0 0 0

7 Whale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Rockfish 0 0 0 0 0 0 0.001 0.001 0 0 0 0.01 0 0 0 0 0

9 L.pelagics 0 0.017 0 0 0 0 0.015 0 0 0 0 0 0 0 0 0 0

10 S.pomfret 0 0.028 0 0 0 0 0.02 0 0 0 0 0 0 0 0 0 0

11 D. fish 0.013 0.077 0.1 0 0.02 0.2 0.02 0 0 0 0.055 0 0.06 0.1 0.04 0 0

12 G.mullet 0.139 0 0 0 0 0 0.014 0.029 0 0 0 0 0 0 0 0 0

13 B.fish 0 0.05 0.05 0 0.02 0.1 0.01 0.05 0.028 0.075 0.05 0.2 0 0 0.05 0 0

14 Croaker 0 0.42 0.07 0 0.06 0 0.02 0 0 0 0 0 0.02 0 0 0 0

15 Flatfish 0 0 0 0 0.04 0.1 0.02 0.005 0 0 0.085 0 0.003 0 0.1 0 0

16 P.sardine 0 0 0.02 0 0.001 0 0.02 0 0.001 0 0 0 0 0 0 0 0

17 P.herring 0 0 0.02 0 0 0 0.02 0 0 0 0 0 0 0 0 0 0

18 Shad 0 0 0.02 0 0 0 0.02 0 0 0 0 0 0 0 0 0 0

19 S.pelagics 0.04 0.075 0.25 0.26 0.1 0 0.02 0.4 0.005 0.03 0 0.21 0 0.02 0.06 0 0

20 Jellyfish 0.07 0 0 0 0.25 0 0.02 0 0.059 0.3 0 0 0 0 0 0 0

21 Filefish 0.05 0 0.02 0 0 0 0.02 0 0.008 0 0 0 0 0 0 0 0

22 Sparidae 0.038 0 0 0 0.03 0 0.03 0 0 0 0 0 0.02 0 0 0 0

23 Mackerel 0.07 0.036 0 0 0.094 0 0.02 0 0.051 0 0 0 0 0 0 0 0

24 H.mackerel 0.141 0.015 0.05 0 0.02 0 0.02 0 0.165 0 0 0 0 0 0 0 0

25 Anchovy 0.154 0.04 0.04 0.26 0.05 0 0.01 0 0.319 0 0 0 0 0.06 0 0 0

26 Crabs 0.06 0.002 0.02 0.09 0 0.1 0.13 0.06 0.04 0.03 0.1 0 0.066 0.05 0.01 0 0

27 Shrimps 0.03 0.021 0.05 0.09 0.135 0.1 0.13 0.07 0.142 0.01 0.1 0 0.287 0.27 0.02 0 0

28 B.crust. 0.01 0 0.02 0.04 0.12 0.2 0.02 0.14 0.064 0.002 0.3 0.02 0.095 0.05 0.2 0 0

29 Echino. 0 0 0.02 0 0 0.005 0.01 0 0 0.003 0.05 0.07 0.044 0 0.05 0.002 0

30 Bivalvia 0 0 0 0.09 0 0.005 0 0 0 0 0 0.07 0.1 0.05 0 0 0

31 Molluscs 0 0 0.02 0 0 0 0 0 0 0.03 0 0 0 0 0.12 0 0

32 Gastropoda 0 0 0 0 0 0.045 0 0 0 0 0.06 0.07 0.05 0.05 0 0.001 0

33 Polychaetes 0.003 0 0.05 0 0 0.005 0 0 0.072 0.02 0.01 0.07 0.196 0.2 0.05 0 0

34 Zooplankton 0 0 0.1 0 0.04 0.14 0.3 0.24 0 0.42 0.07 0.14 0 0.14 0.01 0.997 1

35 Phytopl. 0 0 0 0 0 0 0 0 0 0.01 0.05 0 0 0 0 0 0

36 B.producer 0 0 0 0.01 0 0 0 0 0 0 0.02 0.07 0.01 0 0.1 0 0

37 Detritus 0 0 0 0 0 0 0 0 0 0 0 0.07 0 0 0.19 0 0

38 Import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9 Sum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Table 3.4.15. Diet composition for groups in the ecosystem of the Southern

wat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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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5. Continued

Prey
Predator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 Shark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Goosefish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Hairtail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Cephalopoda 0 0 0 0 0 0.02 0 0 0 0 0 0 0 0 0 0 0

5 S.mackerel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Anguilli.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Whale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Rockfish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L.pelagics 0 0 0.00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S.pomfret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D.fish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G.mullet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B.fish 0 0 0 0 0 0 0.01 0 0 0 0 0 0 0 0 0 0

14 Croaker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Flatfish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P.sardin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P.herring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Shad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S.pelagics 0 0 0.019 0 0 0.004 0 0 0 0 0 0 0 0 0 0 0

20 Jellyfish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Filefish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Sparida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 Mackerel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4 H.mackerel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5 Anchovy 0 0 0 0 0.024 0.016 0.004 0 0 0 0 0 0 0 0 0 0

26 Crabs 0 0.005 0 0 0.053 0.008 0.002 0 0 0 0 0 0 0 0 0 0

27 Shrimps 0 0.005 0 0 0.06 0.002 0.001 0 0.07 0 0 0 0 0 0 0 0

28 B.crust. 0 0.03 0 0 0 0 0.003 0 0 0 0 0.01 0 0 0 0 0

29 Echino. 0 0 0 0.077 0.15 0 0 0 0 0 0 0.06 0 0 0 0 0

30 Bivalvia 0 0 0 0 0.07 0 0 0 0 0 0 0 0 0 0 0 0

31 Molluscs 0 0 0 0 0 0 0 0 0.3 0.12 0.08 0.06 0 0 0 0 0

32 Gastropoda 0 0 0 0.077 0.05 0 0 0 0 0 0 0 0 0 0 0 0

33 Polychaetes 0 0.02 0 0 0.07 0 0 0 0 0 0.05 0.02 0 0 0 0 0

34 Zooplankton 1 0.9 0.9 0.769 0.2 0.49 0.49 0.52 0 0.2 0.05 0.005 0.1 0.05 0 0 0

35 Phytopl. 0 0 0 0.077 0.173 0.46 0.49 0.48 0 0.03 0.07 0.005 0.05 0.08 0.3 0 0.7

36 B.producer 0 0 0.08 0 0.1 0 0 0 0.2 0.12 0.15 0.55 0.15 0.17 0.65 0 0

37 Detritus 0 0.04 0 0 0.05 0 0 0 0.43 0.53 0.6 0.29 0.7 0.7 0.05 1 0.3

38 Import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9 Sum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기후변화 모의조건은 기후변화와 어획노력을 고려하여 Table 3.4.16과 같이 설정하였

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NOAA/GFDL의 CM2.1 모형결과 가운데 CO2 배출 시나리

오 A1B (IPCC 4차 보고서) 조건에서 획득된 연구해역의 엽록소농도를 생태계 모형에서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의 강제함수로 입력하였다(강 등, 2012). 한편, 어획노력은 2001년에

서 2010년 어획평균자료를 기준값으로 입력하여 기준값의 0.5, 1.0, 2.0배를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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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의기간 실험내용

ECOPAT

H
1년

모형질량평형
-영양흐름, 혼합영양영향해석
-ECOSIM 모의조건제공

ECOSIM
100년

기후변화/어획 조건조합

Case climate change fishery efforts

Case0 - equal

CaseAF1 temperature rise half

CaseAF2 temperature rise equal

CaseAF3 temperature rise double

Table 3.4.16. Simulation scenarios based on climate change and catch.

다. 결과 및 고찰

모의실험결과 기후변화와 어획변화로 인한 구성그룹별 자원량 변동은 Figure 3.4.38와

같다. 어획조건을 무시하고서 수온변화로 인한 효과를 평가한 결과 어류는 13.7% 무척추

동물은 6.4% 감소하였고 유기물을 제외한 전체의 경우 8.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

다(Table 3.4.17). 한편, 동일한 수온변화 조건아래서 어획조건을 비교한 결과 현재 어획

노력의 반으로 감소할 경우 어류, 무척추동물, 전체그룹의 생체량은 13, 2, 5% 증가한 반

면, 어획노력을 현재의 2배로 증가할 경우 각기 7, 5, 3%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Table 3.4.18).

Fig. 3.4.38. Relative biomass change due to climate change

and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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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Case0 CaseAF2

전체(유기물제외) 78.3 71.7 (-8.4%)

어류 31.8 27.5 (-13.7%)

무척추동물 17.5 16.4 (-6.4)

Table 3.4.17. Biomass comparison by temperature effects(Unit-t/km2,()-change

rate).

　 CaseAF2 CaseAF1 CaseAF3

전체(유기물제외) 71.7 75.3 (4.9%) 69.9 (-2.6%)

어류 27.5 31.1 (13.2%) 25.4 (-7.4%)

무척추동물 16.4 16.7 (2.3%) 15.5 (-4.9%)

Table 3.4.18. Biomass comparison by catch effects(Unit-t/km2,()-change rate).

3-4. 남해역 저차생태계 모의

가. 서론

남해역 생태계를 구성하는 해양생물 가운데 유용수산자원은 해조류, 패류, 복족류, 어

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이들의 총량을 살펴보면, 어류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다음이 연체류, 패류, 갑각류이다. 어류 가운데 소형 부어류인 멸치의

경우 20년 연간 평균 어획량을 살펴보면 전체 368704 M/T 가운데 169408 M/T을 차지

하여 전체의 약 46.8%를 구성한다(Fig. 3.4.39).

Fig. 3.4.39. Mean catch during 1990 to 2010.

소형부어류인 멸치는 남해역에서 가장 중요한 수산자원이면서, 동물플랑크톤을 주로

섭식하는 2차 포식자로서 이보다 몸집이 크며 상위의 영양단계를 구성하는 다른 어종의

주요 먹이 역할을 한다. 전체 먹이망에서 소형부어류는 영양단계의 아래에 속하지만 저

차의 영양을 위로 전환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양흐름 관점에서 이들의 역할을 잘 파악하면 이들이 전체 먹이망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할 수 있을뿐더러 기후변화 등의 교란이 기초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이 먹이사슬

을 따라 동물플랑크톤과 소형부어류를 통해 상위 고차 영양 단계에까지 미치는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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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정성,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부어류를 포함한 저차생태계에 집중하여 영양역학 관점에서 기후

및 환경요인에 의한 영양흐름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모의실험은 저차영양단계에 한

정된 비교적 간단한 가상 생태계를 구성하였다: 유기쇄설물-식물플랑크톤-동물플랑크톤-

소형부어류-최상위포식자. 이를 통해 계에 포함된 모든 생물을 대상으로 해석시 발생하

는 복잡성과 난해성을 피하고자 하였다. 모의 내용은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식물플

랑크톤의 강제함수로 입력하거나 동물플랑크톤, 소형부어류 및 최상위 포식자의 생체량

을 직접 강제 입력하는 상향 및 하향조절 방식을 취하였다. 최종적으로 시나리오 별 모

의 결과를 비교하여 영양역학 관점에서 소형부어류의 역할을 해석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생태계 먹이망은 기초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과 이를 포식하는 동물플랑크톤과 소형부

어류인 멸치 그리고 최상위 포식자 1종과 유기쇄설물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멸치는 크기

에 따라 Anchovy_ 9-11cm, Anchovy_6-7cm, Anchovy_3-4cm, Anchovy_Juv 4가지로

분류하였다. 구성그룹의 생체량은 임의로 설정하였고 멸치의 P/B와 Q/B는 남해 생태계

에 적용되었던 3.5와 17.3 yr-1을 사용하였다(Table 3.4.19). 멸치의 위내용물 구성은

Kim et al.(2012)을 참고하여, Anchovy_9-11cm 그룹은 주로 large zooplankton,

amphipods, euphausiids, copepods, Anchovy_6-7cm 그룹은 barnacle의 cyprii, decapods

larvae, Anchovy_3-4cm 그룹은 small copepods, Anchovy_Juv 그룹은 요각류 난과

nauplius 유생을 주로 섭식하는 것으로 입력하였다(Table 3.4.20). 동물플랑크톤은 소형부

어류의 먹이로 포식되는 다음 종을 포함한다: Calanus sinicus, Paraclanus parvus,

Cladocera evadnetergestine, Corycaeus affinis, syprii stage of barnacle 등. 이들은 진

도, 여수와 통영에서 채집된 멸치의 위내용물로 보고(Kim et al., 2012)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크기에 따라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Zoopl_1에서 Zoopl_3으로 명명하였다.

No. Group name B(t/km²) P/B(/y) Q/B(/y) EE

1 predator 0.1 1 3 0.147

2 Anchovy_9-11cm 0.2 3 17 0.250

3 Anchovy_6-7cm 0.2 3 17 0.200

4 Anchovy_3-4cm 0.2 3 17 0.025
5 Anchovy_Juv 0.2 3 17 0.001
6 Zoopl_4 2 30 190 0.046
7 Zoopl_3 2 30 190 0.054

8 Zoopl_2 2 30 190 0.058

9 Zoopl_1 2 30 190 0.067

10 Phytopl 15 120 0 0.844

11 Detritus 100 - - -

Table 3.4.19. Basic data for an artificial lower troph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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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ey

Predator

1 2 3 4 5 6 7 8 9

1 predator 0.049

2 Anchovy_9-11cm 0.500

3 Anchovy_6-7cm 0.400

4 Anchovy_3-4cm 0.050

5 Zoopl_juv 0.001 0.80 0.01

6 Zoopl_4 0.15 0.80

7 Zoopl_3 0.05 0.18 0.01

8 Zoopl_2 0.01 0.80

9 Zoopl_1 0.19 0.99

1 phytopl 0.01 1 1 1 1

11 Detritus 0 0 0 0 0 0 0 0 0

Import 0 0 0 0 0 0 0 0 0

Sum 1 1 1 1 1 1 1 1 1

Table 3.4.20. Diet composition of groups in an artificial lower trophic system.

기후변화 모의조건은 NOAA/GFDL의 CM2.1 모형결과 가운데 CO2 배출 시나리오

A1B (IPCC 4차 보고서) 조건에서 획득된 연구해역의 엽록소농도를 생태계 모형에서 식

물플랑크톤 생체량의 강제함수로 입력하였다(강 등, 2012).아울러 동물플랑크톤, 소형부어

류 및 최상위 포식자 그룹의 생체량을 강제로 변동시켜 상호 영향을 상향 및 하향 조정

방식으로 파악하여 보았다. 이때 변동량은 2000년 현재 각 그룹의 생체량이 100년 주기

동안 약 ±50% 증감하는 사인곡선 형태로 입력하였다(Table 3.4.21).

모형 모의기간 실험내용

ECOPATH 1년
모형질량평형

-영양흐름, 혼합영양영향해석
-ECOSIM 모의조건제공

ECOSIM 100년

기후변화 및 상향/하향 조절 : 생체량 강제함수로 입력
CASE1 - 식물플랑크톤
CASE2 - 동물플랑크톤
CASE3 - 소형부어류
CASE4 - 최상위포식자

Table 3.4.21. Simulation scenario for an artificial lower trophic system.

다. 결과 및 고찰

저차 생태계의 영양구조는 Figure 3.4.40와 같다. 실험 결과 계를 구성하는 11개 그룹

을 4개 영양단계로 재구성되었다. 일차생산자와 유기쇄설물에 1 단계, 동물플랑크톤은 2

단계, 멸치는 3 단계 그리고 최상위포식자는 4.1 단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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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100

Anchovy_9-11cm
B: 0.200

Anchovy_6-7cm
B: 0.200

Anchovy_3-4cm
B: 0.200

Anchovy_Juv
B: 0.200

Zoopl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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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pl_3
B: 2.000

Zoopl_2
B: 2.000 Zoopl_1

B: 2.000

Phytopl
B: 15.00

Detritus
B: 100.00

Fig. 3.4.40. Trophic flow network of

an artificial lower trophic system.

2000년부터 100년간 기후변동으로 인한 해수온 상승을 식물플랑크톤 감소라는 강제함

수로 입력하여 모의한 결과, 동물플랑크톤은 8%, 멸치는 16%, 최상위 포식자는 25% 감

소하였다. 식물플랑크톤 감소로 인한 멸치와 최상위 포식자의 감소폭은 식물플랑크톤의

감소폭 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영양구조의 저차단계에서 상향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동물플랑크톤 zoopl_4 그룹을 100년 기간 동안 ±50% 증감하였을 때, 포식자인

Anchovy_9-11cm 그룹과 predator 그룹은 각기 60∼-47%와 35∼-33%의 변화폭을 보여

동물플랑크톤과 뚜렷한 비례 관계를 보인 반면, 두 가지 그룹의 증감에 따른 포식압 변

동으로 인해 다른 그룹과는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Fig. 3.4.41. Relative biomass changes due

to forcing function of zooplankton.

Fig. 3.4.42. Relative biomass changes due

to forcing function of anchovy.

Anchovy_9-11cm 그룹 증감시, 포식자 predator 그룹이 급격히 반응하면서 200∼

-50% 범위로 증감한 반면 피식자 zoopl_4 그룹은 미약하게 -2∼3% 반응하였다. 한편,

Anchovy_6-7cm 그룹은 Anchovy_9-11cm 그룹과의 먹이경쟁 때문에 상호 반비례 관계

를 보이며 -6∼7% 범위의 변화를 보였다.

최상위 포식자 predator 그룹 증감시, 피식자인 Anchovy_9-11cm와 Anchovy_ 6-7cm

그룹은 각기 -13∼14%와 -10∼11%의 범위를 보였고 다른 그룹은 0.02∼-0.015% 미약한

정도 변화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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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 비록 가상의 저차 생태계가 실제 해양먹이망을 적절하게 재현 하였

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나, 식물과 동물플랑크톤의 상향조절 방식이 최상위포식

자에 의한 하향조절 방식에 비해 중간 단계의 소형부어류인 멸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모의실험 방법과 내용은 향후 남해역에서 장기

기후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모의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5. 고 찰: 생태계 모형 적용성과 주의사항

가. 모형의 적용성

국내에서 적용된 EwE모델은 최근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통영 바다목

장(이, 2008), 동해(장과 윤, 2003), 방죽포 쇄파대(강, 2003), 광양만(Kang, 2005), 낙동강

하류(장, 2008), 남양호(장, 2008). 이 가운데 기후변동과 관련된 연구는 동해(장과 윤,

2003) 연구가 있으며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강(2011), 강 등(2012), Kang et al.(2012

a, b; 2013)이 보고된바 있다. 한편, 국외에서 기후변동과 관련된 EwE모델연구는 태평양

ENSO(El Nino Southern Oscillation)로 인한 생태계변화(Watters et al., 2003), 캘리포니

아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새우 생체량변동(Lluch-Cota et al., 2010), 호주연안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원량 변화(Brwown et al., 2010)에 대해 보고된 바 있다(Fig. 3.4.43).

(a) (b) (c)

Fig. 3.4.43. EwE model studies concerned with climate change.(a): Pacific ocean,

(b): California bay, (c):Australia.

본 연구를 통해 생태 모형의 기후변화 생태계 영향 예측 적용 가능성 및 장단점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기후변화(수온과 pH)를 포함하여 준설, 매립, 오염물 유입, 하천 유량 변동 등의

다양한 외부 충격이 계에 작용하였을 때, EwE 모형은 Table 3.4.22의 6가지 변수(B,

P/B, Q/B, fishery, EE, DC)를 통해서만 외부 충격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 유동이나

수질 모형과 같이 수온이나 pH 등의 항목을 모형에서 직접 취급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EwE 모형의 입력 변수들 가운데 수온과 pH로 인한 영향은 개별 생물 개체의 성장률

P/B 혹은 생체량 B의 강제함수로 입력할 수 있다. 한편, 성장률은 본 과제에서도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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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듯이 실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주로 식물플랑크톤에 한정되어 있다. 수온과

pH가 모든 생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식물플랑크톤 만의 성장률

을 고려하여 상향조절 방식의 모의실험을 실행하였을 때, 수온과 pH가 직접적으로 생태

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결과 해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

입력변수 Ecopath Ecosim Ecospace

B 상수 시간함수 시간함수

P/B 상수 시간함수
시간·공간함수 - 일차생산자

시간함수 - 소비자

Q/B 상수 시간함수 시간함수

Catch 상수 시간함수 시간·공감함수

EE 상수 상수 상수

D.C. 상수 상수 상수

Table 3.4.22. Space and time variables of EwE input data.

ⅱ) EwE 모형은 Ecopath, Ecosim과 Ecospace로 구성되어있다. 계산영역을 하나의 박

스로 처리하는 Ecopath와 Ecosim에서 입력 변수의 공간변화는 무시되는 반면 계산영역

을 다수의 박스로 구분하는 Ecospace에서는 입력 변수의 공간분포를 박스 규모의 한계

에서 반영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계에 미치는 외부 충격 요인은 대부분 시간

과 공간에서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수온의 경우, 2000년부터 10년간 수심 1m 표층

관측 결과 부산해역 0.2 ℃, 여수와 제주북부 해역 1.7 ℃, 제주도 모슬포 0.7 ℃ 상승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국토해양부 2011). 이러한 수온변화를 B나 P/B 강제함수로 입력

할 경우 Ecosim에서 공간 차는 무시되고 오로지 시간변수로 취급된다. 또한 Ecospace에

서 B는 여전히 시간함수로만 취급되고, P/B는 시간과 공간의 변수로 입력된다. 그러나

일차생산자가 아닌 포식자의 경우 P/B는 공간변수로 취급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차생산자가 아닌 생물의 경우 수온이나 pH 등의 공간 변화는 고려할 수 없는

형편이다.

ⅲ) EwE 모형은 위에 언급된 모형 적용의 한계를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

기간 중⋅대 공간 척도의 생태계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다양한 연구사례가 보고되고 있

다. 시간과 공간 관점에서 모형은 다음의 장점을 갖는다.

- 시간 : 유동과 수질 및 저차생태계를 포함하는 모형을 일반모형이라 할 때, EwE

모형은 일반모형과는 달리 생태계 먹이망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일반

모형에서 요구하는 시간척도에 비해 매우 큰 값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유

동과 수질모형은 초에서 분 단위를 사용하는 반면 EwE 모형은 연단위를

사용한다. 따라서 기후변동과 같이 수십에서 수백년 시간 척도에서 발생하

는 생태계 변동을 모의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공간 : EwE 모형은 대상 생태계 영역을 하나 혹은 다수의 박스로 취급할 수 있

다. 모든 구성 생물은 박스 내에 균일한 분포를 보인다고 가정하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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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서식특성에 따라 서식면적을 박스 면적의 분율로 입력할 수 있다.

EwE 모형의 대상 영역은 수십 km2에서 수백 km2에 달할 정도로 크며 경

우에 따라서는 수백 m2로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계의 경계를 회

유 또는 통과하는 생물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모형의

공간적 척도는 남해, 동해, 서해 우리나라 인근해역의 생태계를 모의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ⅳ) EwE 모형은 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을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모형을 구축

한다. 이때 모든 구성그룹의 기초자료는 B, P/B, Q/B, fishery, EE, DC로서 이들에 대한

현장 및 검증된 자료가 필요하다. 실제 모형 적용시 자료가 부재하여 외국의 문헌자료를

국내에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오류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형 기초자료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

ⅴ) 시간과 공간규모 관점에서 EwE 모형은 수백 km2 공간을 수백년 동안 적용이 가

능하다. 우리나라 인근 해역을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형

적용 공간에서 생태계 모든 특성은 평균화되고 일년 단위로 모든 생태계 기구는 평균화

되기 때문에 일, 월, 계절의 특성은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남해역 공간을 연단위로 모

의할 경우 제주도와 부산해역의 공간적 차이와 겨울과 여름의 시간적(계절적) 차이는 무

시되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ⅵ) 일반적으로 수치모형이 모형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현장자료와 예측값

을 비교하여 그 오차가 적절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검증을 시행한다. 따라서 EwE 모형

적용시 미래의 예측에 앞서 연구해역의 과거와 현재 생태계 관측값과 예측값 검보정이

요망된다. Ecopath 적용시 질량평형 과정을 거쳐 모형의 신뢰도를 제시하나 이는 모형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의해야 한

다.

나. 모형 활용시 주의사항

기후변화 영향 생태계 변동 예측을 위해 EwE 모형 활용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

해야 한다.

첫째, 기후변동으로 인한 장기간 생태계 예측에 앞서 현재의 생태계 특성에 대한 이

해와 해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남해역의 경우 수산자원 어획통계에 따르면 소형부어

류인 멸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멸치의 난은 대마난류를

따라 북상하면서 연안에서 성장하여 군집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멸치의 이동

과 성장에 관련하여 물리와 환경 및 생물을 동시에 조사하면 생체량의 시공간적 변화 기

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저차와 고차 영양단계를 연결하는 멸치를 근거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wE 모형은 이러한 생태계 기구에 대한 이

해를 기초로 현상을 재현한 후, 비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 변동을 예측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둘째, EwE 모형은 먹이망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으로서 계의 물리 화학적 환경에 대

해서는 모의가 불가하다. 생태계 모의 방법으로 물리, 수질, 저차생태계와 전체 먹이망을

모두 포함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생태계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EwE 모형의 경우 ICM과

연계하여 적용된 바 있다(Cerco et al., 2009). 두 가지 모형을 연계하면, 기후변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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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이 미치는 영향을 B나 P/B 강제함수를 통하지 않고 수온을 직접 입력하는 모의실험

이 가능하다. 모형 연계 방식을 이용하면, 물리현상에 따른 생물의 이동과 성장 등에 대

한 기구가 매개변수 없이 처리될 수 있어 향후 기후변동 생태계 변동 모의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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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생물자원(살오징어 산란장) 변동 예측 연구

가. 서론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의 수명은 일 년으로, 동중국해, 동해와 일본 남부 태평

양 연·근해를 포함하는 북위 20°에서 60° 해역에서, 표층에서부터 수심 200 m 정도까지

분포하고 있다. 연중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진 살오징어는 산란이 집중되는 계절에 따라

여름(5-8월), 가을(9-12월), 겨울(1-4월) 산란군의 3계군으로 나누어진다(Murata 1989).

산란장은 타이완 북부해역부터 동중국해의 대륙붕과 대륙사면을 따라 동해 남부해역까지

넓게 분포하며, 각 계절별 산란 시기에 따라 산란장의 위치가 북상 및 남하 하는 것이

관찰된다(Shojima 1972; Sakurai et al. 2000).

살오징어의 자원상태는 순년 주기(decadal scale)의 특성을 갖는 기후체제전환(climate

regime shift)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변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kurai et al.

2000). 우리나라의 살오징어 자원 역시 북서태평양에서 1970년대 후반 시작된 한랭한 기

후(Cold regime) 동안 평균 5만 톤 수준의 낮은 어획량을 기록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온난한 기후(warm regime) 이후로는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까지 20만

톤 내외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0-80년대에 연간 10만 톤의 어획량

을 기록하였으며, 90년대 이후에는 20-30만 톤의 높은 어획량을 유지하고 있다(FAO

2010). 1980년대 후반의 온난한 기후체제전환으로 겨울산란군의 산란장이 동중국해 중·북

부에서 대한해협까지 확장하였고, 이후 어획량이 증가하였다(Sakurai et al. 2000, Rosa

et al. 2011). 또한 동해에서의 살오징어 표지방류 및 재포획 실험을 통해 산란회유 경로

가 바뀐 것을 확인하고 보고하였다(Sakurai et al. 2000, Kidokoro et al. 2010, Rosa et

al. 2011). 이처럼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살오징어 산란장의 지속적인 변동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산란장의 변동은 이들의 초기생활사 단계에서 성장률, 유생수송과정, 분포,

색이회유 경로 등을 변화시키며, 이와 더불어 성어시기에서의 성장과 산란회유에도 영향

을 미쳐, 조업어장의 위치와 주어기 변동 등 어업활동 큰 변동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된

다(Fig. 3.4.44).

본 연구에서는 살오징어 산란장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의 경년 변동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살오징어 산란장 형성 가능성이 큰 동중국해의 대륙

붕과 대륙사면 지역, 동해 남서부 및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1950-2010년까지의 장기 표층

수온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살오징어 산란장 변동의 다양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하여, IPCC AR4에 참가한 전 지구 기후모델 예측결과를 해수순환모델의 표층경계조

건으로 이용하여 연구해역에서의 미래해양환경변화를 모의하였고, 해수순환모델로 재연

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살오징어 산란장 변동을 공간적,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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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4. Predicted impacts of climate

changes on Todarodes pacificus life history.

나. 재료 및 방법

(1) 살오징어 산란 예측 해역의 온난화 추세 확인

살오징어 산란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해역 별 특성을 고려하여 5개 지역

(R1-R5)으로 구분하였다(Fig. 3.4.45). 과거 60년간(1950-2010년)의 온난화 추세를 확인하

기위해 Hadley Center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 지구 1° x 1° 해상도 표층수온자료인

HadISST(Rayner et al. 2003)를 사용하여 각 해역에서의 선형 온난화 추세를 살펴보았

다.

(2) 동아시아 지역해 순환 모형 구성 및 실험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는 해양의 지형을 보다 상세히 구현 할 수 있는 해양순환모델을 기반으로,

전 지구 기후예측모형 모의결과의 대기환경 값을 예측실험의 표층조건으로 이용하는 방

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해양대기청(NOAA) 지구물리유체역학연구소(GFDL)의

MOM(Modular Ocean Model) Version 3(Pacanowsky and Griffies 2000)에 기반을 둔

가변격자 동아시아 지역해 순환모형을 수립하였다. 모델의 영역은 동경 100°에서 서경

70°, 남위 20°에서 북위 66°로 설정하였고(Fig. 3.4.46), 모델영역의 서쪽과 남쪽 경계면은

막힌 경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계산시간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중국해와 동해의 격자간격

은 조밀하게, 먼 해역은 성기게 설정하였다. 즉, 동경 115-150°의 영역은 1/6°이고, 동아

시아 해역을 벗어날수록 점차 넓어져 동경 164° 동쪽 영역은 1°이다. 남북으로는 북위

10-52° 영역에서 1/6°이며 동서 격자간격구성과 유사하게 동아시아를 벗어날수록 넓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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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직방향의 격자는 최대 32개 층으로 연직 격자 간격은 상층부(최상층 5 m)에서는

조밀하고 깊이가 증가할수록 성기다. 1990년대 기후조건에서의 해양순환과 미래(2030년

대) 기후조건에서의 해양순환을 비교하기 위하여, 20세기 기후 조건과 2100년에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720 ppm에 도달하는 A1B 시나리오 조건으로 모의한 적분 결과를 각

각 이용하였다. IPCC AR4에 사용된 기후 모형 중 일차로 동중국해 25°N-40°N,

118°E-127°E 해역에서 비교적 모형 품위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한국해양연구원 2010),

MPI_echam5, GFDL_cm2.0, MIROC_hires의 세 모형을 선택하여 각 모형이 모의한 1990

년대와 2030년대의 기후 월평균 대기 강제력과 표층수온, 표층 염분을 동아시아 지역해

순환모형의 표층 경계조건으로 이용하여 20년을 적분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년

적분 중 후반 10년 월 평균 자료이다. 각 기후 시스템 모형을 이용한 모델결과와 관측치

의 비교를 위해, 동중국해 중부 및 북부해역을 포함하는 26-33°N, 124-129°E 지역의

1990년대 가을철(10-12월)과 겨울철(1-3월)의 표층온도 변동성을 이용하여 각 기후시스

템 모형을 이용한 모델 결과와 HadISST간의 동시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Table 3.4.23).

본 연구에서는 살오징어 산란장 추정을 위해, MIROC_hires와 MPI_echam5 모형을 이용

한 모델 결과를 사용하였다.

Fig. 3.4.45. Five study areas used for analysis of

warming trend. R1: continental shelf and slope area;

R2: continental shelf and slope area; R3: southwestern

East Sea; R4: northern area off the Honshu; and R5:

southern area off the Hon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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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6. Model domain and grid resolution. Grid interval is 1/6

x 1/6 degree in the East Asian region and increased into 1 degree

in the outer region.

Model Oct.-Dec. Jan.-Mar.

MPI_echam5 0.51 0.20

GFDL_cm2.0 0.27 0.23

MIROC_hires 0.75 0.79

Table 3.4.2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model simulation and observed SST time

series of central and northern East China Sea

during 1990s.

(3) 산란장 추정 방법

살오징어 산란에 적합한 해역의 범위를 추정하기 위하여, 먼저 산란장과 유생의 분포,

회유경로 등이 비교적 잘 알려진 22-46°N, 121-142E°로 살오징어 산란장의 지역적인 범

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살오징어 난발생 적정수온인 15-23℃(Sakurai et al. 1996), 부화

후 표층근처에서 부화유생의 생존이 가능한 18-24℃(Bower 1997)의 수온조건을 고려하

여, 알과 부화유생의 생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18-23℃의 수온 범위를 산란장 형

성이 가능한 환경조건으로 이용하였다. 한편, 살오징어 산란가능해역에서의 저층트롤 어

획물 분석 시 주로 대륙붕과 대륙사면(100-500 m 수심)에서 산란에 임박한 어미개체와

산란 직후의 어미개체가 발견된다(Hamabe and Shimizu 1966; Yamada 1998)는 보고에

따라, 연구해역에서 100-500 m 수심을 살오징어의 산란이 가능한 수심조건으로 이용하

였다. 산란장 추정을 위한 수온은 동아시아 지역해 순환모형의 표층수온 자료로서 각각

1990-1999년, 2030-2039년의 10년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연구해역의 수심자료는 전 지구

위경도 5분 간격의 ETOPO5(www.ngdc.noaa.mgg/global/etopo5)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살오징어 산란장은 22-46°N, 121-142E°의 지역범위와 표층수온 18-23℃,

100-500 m 수심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역으로 정의되었다. 산란장 추정은 살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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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가을산란군과 겨울산란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계절

산란군의 전형적인 산란장 분포를 보이는 11월(가을산란군)과 2월(겨울산란군)을 대상으

로 1990년대와 2030년대의 산란장 분포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계절 산란군의 주요 산란

시기로 알려져 있는 1-3월과 9-11월의 산란장 면적을 비교하여 산란장 면적에 대한 정

량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 결과

(1) 산란장 주변해역의 온난화 추세

살오징어 산란장 추정에 대한 이전 연구(Murata 1989; Nasu et al. 1991; Sakurai et

al. 2000)를 바탕으로, 산란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해역을 각 해역 별 특성을 고려하여 5

개 해역으로 구분하였다. 살오징어 산란장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알

려진 표층수온의 장기적인 변동성을 가을철(10-12월)과 겨울철(1-3월)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Fig. 3.4.47). 먼저 연구해역의 가장 남방에 위치하여 동중국해 대륙붕과 대륙사면

을 포함하는 R1의 경우 지난 60년간 0.024℃/year의 상승률로 표층수온이 증가하는 경향

이 뚜렷하였다. R1의 겨울철은 0.028℃/year의 상승률로서 가을철보다 겨울철의 상승폭

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 동중국해 및 제주도와 큐슈 서부해역을 포함하는 R2

에서는 가을철이 0.021℃/year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겨울철은 이보다 약간 높은 0.027℃

/year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국 측 동해 연안 및 대한해협 북부해역을 포함하는 R3에

서는 가을철과 겨울철 각각 0.0003℃/year 와 0.0078℃/year로서 상승추세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일본 혼슈의 동해 측 연안 및 근해를 포함하는 R4의 경우는 가을철과 겨울철

각각 0.005℃/year와 0.008℃/year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률을 보였다. 일본 혼슈의 태평양

측 연·근해를 포함하는 R5는 가을철에 0.014℃/year의 온난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겨울철 또한 0.017/year의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종합적으로 연구해역에서 위도가 낮은

R1과 R2, R5지역에서의 온난화 경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R3와 R4

의 경우는 비교적 수온의 상승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표층수온 장기 변동성 분석

의 전 해역에서 가을철에 비해 겨울철의 수온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살오징어 산란장 변동이 현재까지 주로 동중국해 지역에

서 큰 변동성을 나타내었으며, 가을산란군에 비해 겨울산란군에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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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7. Long-term (last 60 years) trend in SST change at each subarea(R1-R5).

Blue and red lines indicate the linear trend and 7-year running mean time series,

respectively.

(2) 1990s vs. 2030s 가을철 산란장의 공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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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48은 MPI_echam5와 MIROC_hires, 두 기후시스템 모델의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된 가을산란군(11월)에 대한 1990년대와 2030년대의 산란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산란장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두 모델에서 산란장 범위의 국소적인 차이는 있

으나, 전반적으로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일본 혼슈의 동해 측 연·근해를 따라 형성되는

가을철 산란장의 분포(Sakurai et al. 2000; Rosa et al. 2011)를 잘 나타내고 있다.

MPI_echam5의 경우, 1990년대와 비교해 2030년대에는 대한해협 주변과 큐슈 서부 연·근

해에서의 산란장이 소실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북위 40° 이북의 쓰가루 해협 부

근에서 새로운 산란장이 형성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MIROC_hires의 경우는 제주도 남

방과 큐슈 서부해역을 포함한 북부 동중국해와 혼슈 남부의 동해 측 연·근해에서 대규모

산란장 소실이 모의되었다. 또한 혼슈 중부에서도 동해 및 태평양측 연안을 따라 산란장

의 소실이 관찰된다. 반면 우리나라 동해 측 연안과 혼슈 북부 주변해역에서는 산란장의

범위가 소규모 확장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2030년대 각 모델의 의해 추정된 산란장은

전체적으로 위도 상에서 북상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두 모델에서 공통적

으로 북부 동중국해 및 큐슈 서부해역에서의 산란장이 대부분 소실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Fig. 3.4.48. Inferred spawning area for November (autumn spawning group) of 1990s

and 2030s using optimal spawning condition by MPI_echam5 and MIROC_hires

models. Last column represents differences between 1990s and 2030s. Red and blue

color indicate the gain and loss of spawning ground, respectively.

(3) 1990s vs. 2030s 겨울철 산란장의 공간적 변화

Figure 3.4.49은 기후시스템 모델결과를 활용하여 추정된 겨울산란군(2월)의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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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30년대 살오징어 산란장 분포를 나타낸다. 1990년대 겨울철 산란장의 분포를 살펴

보면, 동중국해 대륙붕과 대륙사면을 따라 북부 동중국해 및 대한해협 남부해역까지의

산란장 형성이 두 모델 실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980년대 후반 겨울산란군에서

나타난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의 산란장 확장과 일치하여 나타났다(Sakurai et al. 2000).

MPI_echam5에 의해 예측된 산란장의 변화는 주로 산란장 범위의 최남단인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는 산란장의 소멸이, 최북단인 대한해협부근에서는 혼슈 남부의 동해 측 연·근

해로 산란장이 확장하는 결과가 관찰된다. MIROC_hires의 경우는 타이완 북부해역에서

부터 대륙붕 및 대륙사면을 따라 동중국해 남부 및 중부해역에서 산란장의 대규모 소실

이 모의되었으며, 대한 해협과 제주 서부, 그리고 혼슈 남부의 동해 측과 태평양 측 연·

근해에서 새로운 산란장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각 모델에 의해 추정

된 산란장은 가을철과 마찬가지로 산란장 범위가 북상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MPI_echam5에 비해 MIROC_hires로 추정된 산란장의 공간분포가 동중국해 중부 이북으

로 크게 수축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Fig. 3.4.49. Inferred spawning area for February (winter spawning group) of

1990s and 2030s using optimal spawning condition by MPI_echam5 and

MIROC_hires models. Last column represent differences between 1990s and

2030s. Red and blue color indicate the gain and loss of spawning ground,

respectively.

(4) 1990s vs. 2030s 산란장 변동의 정량적 변화

각 계절 산란군 별로 주 산란기인 9-11월(가을산란군), 1-3월(겨울산란군)을 대상으로

추정된 1990년대와 2030년대 산란장면적의 변화를 Fig. 8과 9에 나타내었다.

MPI_echam5에 의해 예측된 산란장 면적의 변화는 1990년대에 비해 2030년대에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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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로 나타났으며(Fig. 3.4.50), MIROC_hires의 경우 2030년대에 30.8%의 큰 폭으로 산

란장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산란군의 경우 MPI_echam5에서는 1990년대

와 비교해 2030년대에 3.0%의 산란장 면적 감소의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3.4.51). 한편,

MIROC_hires의 경우는 산란장 면적에서 18.2%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두

계절 산란군에서 1990년대와 비교해 2030년대 산란장 감소의 일관된 모의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산란장 면적의 감소는 두 계절 산란군에서 MPI_echam5에 비해 MIROC_hires에

서 그 감소폭이 크게 모의되었다. 또한 가을산란군에 비해 겨울산란군의 산란장 면적이

2-3배 넓게 나타났으며, 각 기후시스템 모형에 따라 추정된 산란장 면적은 특히, 겨울철

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Fig. 3.4.50. Sum of inferred spawning

area calculated by MPI_echam5 and

MIROC_hires models using 1/6° grid

during September to November.

Fig. 3.4.51. Sum of inferred spawning

area calculated by MPI_echam5 and

MIROC_hires models using 1/6° grid

during January to March. 

라. 고찰

우리나라 연안과 근해에서의 온난화 경향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으나, 우리나라로 내유

해오는 다양한 수산자원(오징어, 멸치, 고등어, 전갱이 등)이 주로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동중국해에서의 온난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Yeh and Kim(2010)은 동중국해와

황해를 포함하는 25°N-40°N, 118°E-127°E의 해역에서의 1950-2008년의 온난화 경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해역의 전반에 걸쳐 온난화가 진행 중이며, 특히 타이완

북부에서 북동방향의 동중국해 서부지역에서 0.04℃/year의 높은 선형추세를 나타내었다

고 보고하였다. 해당해역은 동중국해 북부와 우리나라, 일본 주변해역으로 해수가 수송되

는 상류에 해당되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해역의 표층수온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R1-R5의 선형적인 수온상승 경향과 더불어, 1950-2010년간

수온 값의 7년 이동평균(Fig. 3.4.478)은 수온의 연변동성보다 더 긴 주기의 변동성을 나

타내는데, 특히 R3를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표층수온이 급격하게 상

승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북서태평양에서의 1980년대 후반 기후체제전환(Minobe

1997)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되며, 산란장 주변해역의 표층수온상승은 과거 60년 동안의

선형적인 변화 추세와 함께 순년 주기의 기후체제 전환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서 해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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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를 비롯한 I llex illecebrosus, Illex argentinus,

Dosidicus gigas 등 Omaastrephid 과(family)에 속하는 두족류 계체군의 변동은 직접적

인 환경변동성의 영향, 초기생활사 단계에서의 먹이 이용에서의 변화, 포식과 질병, 기생

충의 영향 그리고 포식자의 개체군 변동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Rodhouse 2008). 개체군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

변동성과 개체군 크기변동의 관계는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아왔다. 남동태

평양의 캘리포니아만과 페루 연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Dosidicus gigas의 경우 엘리뇨의

발생과 어획량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며(Anderson and

Rodhouse 2001), 또한 적정 부화 수온(24-28℃)을 이용한 부화장의 추정을 통하여 환경

변동으로 인한 부화장의 면적변화가 어획량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고 하였다(Waluda

and Rodhouse 2006). 남서 대서양에서는 I llex argentinus의 자원량과 산란장에서의 표층

수온 변동이 높은 상관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Waluda et al. 1999). 또한 적정 산란 수온

(표층수온 16-18℃)을 이용하여 추정된 산란장의 범위와 가입량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발견되었다(Waluda et al. 2001). 북서대서양의 Illex illecebrosus는 이들의 가입량과 북

대서양 진동 지수(NAO)의 높은 상관성이 보고 된 바 있다(Dawe et al. 2000).

Sakurai et al(2000)은 살오징어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어획량과 유생밀도의 증가가

북서태평양의 기후체제 전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1980년대 말 이

후 기후체제전환과 관련한 살오징어 산란장 주변의 수온증가는 겨울산란군의 산란장이

기존의 동중국해 중부해역에서부터 동중국해 북부해역으로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산란장의 확장이 살오징어 자원의 증가를 가져왔음을 주장하였다. Rosa et al.

(2011)은 겨울 산란군의 산란장 추정 결과를 통해 타이완 북부에서부터 큐슈 서부해역으

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산란장의 분포가 기후변동성에 따라 동중국해 중부해역에서 불연

속성이 발생하며, 이는 전체적인 살오징어 어획량 감소와 초기 생활사 단계에서의 유생

수송경로를 변화 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9월에서 이듬해 4월의 산란장 면적의

크기와 한국과 일본의 연간 어획량 변동의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히, 한랭한 기후

를 나타낸 1980년대 동안 가장 작은 산란장 면적을 나타내었으며, 이때 살오징어 어획량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1980년대 후반 온난한 기후로의 전환은 살오징어 산란장

면적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같은 시기 살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Kidokoro el al.(2010)은 동해에서의 살오징어 표지방류 실험과 혼슈 남부의 동해 측 연·

근해에서의 유생 밀도조사 통하여, 1980년대 후반 발생한 기후체제전환을 전후로 성어의

색이회유 및 산란회유 경로가 변하였으며, 산란장의 위치가 혼슈 남부의 동해 측 연·근

해에서 대한해협부근으로 이동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예측한 2030

년대 산란장의 지리적 분포의 북상과 면적의 감소가 살오징어 자원량 뿐 만 아니라, 이

들의 회유경로 등, 전반적인 생활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살오징어 자원변동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산란장 변동시나리

오에 따른 유생수송과정 변동과 생존율, 성장률 변동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미래 자원변

동 예측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기후 환경에서의 산란장 추정을 위하여, 22-46°N, 121-142E°의 지

역적 범위와 표층수온 18-23℃, 100-500 m 수심조건이 이용되었다. 적정 산란 수온과 수

심의 의한 산란장 추정방법은 대륙붕과 대륙사면 면적이 연안 가까운 지역으로 제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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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및 일본 남부 태평양 해역에서, 적수온대가 북상함에 따라 산란장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는 정확한 산란장 추정에 있어

서 산란장 형성을 결정하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전체

산란장의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 산란강도(spawning intensity)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 환경변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향후 산란장 추정에 있어

서 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2030년대의 산란장 분포 변화와 산란장 면적의 감소만으로 향후 자원량 변동에 대한 예

측은 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사료되며, 산란장 형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보다 심

도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기후 환경에서의 생물학적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

경의 변화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기후시스템 모형은 과거 수십 년의 평균적인 기

후상태를 모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왔으며(Reichler and Kim, 2008), 이러한 모델은

현재 21세기 기후변화를 예측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기후시스템의 혼란스러운(chaotic)

특성 때문에 미래 기후시스템에서 순년 주기 진동(osillation)의 시기와 형태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Koutsoyiannis et al. (2008)은 20세기에 대한

기후시스템 모형의 결과와 관측 값의 비교를 통해, 순년 주기의 변동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산란장 가능성이 큰 해역에서의 지난 60년간의 온난

화 경향에서도 선형적인 온난화 추세와 함께 순년 주기의 변동성 또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후체제 전환과 같은 특정한 예측은 불가능하더라도, 모델의 확률적인 특성에

기반 한 기후변화의 전반적인 특성에서의 가능한 변화에 대한 탐색은 현재 연구의 접근

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다양한 기후시스템모

형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은 개별적 모델에 내재해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

다. 이런 불확실성은 모델의 자체의 불완전함과 고유한 기후시스템의 변동성에 기인한다.

즉, 단일 모델에 의한 장기간의 기후변동 모의방법은 거대한 시간단위의 범위에서 존재

하는 기후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의미 있는 기후현상을 구분해 내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Raftery et al. (2005)과 Hollowed et al. (2009)은 단일 모델 이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

이는 방법으로서. Quasi-Bayesian 방법을 이용한 단일 모델결과들의 앙상블 기법

(weighted ensemble mean)을 제시한 바 있으며, 향후 이러한 방법의 적용은 보다 신뢰

도 높은 기후변화의 예측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살오징어의 현재와 미래의 산란장변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전 지구 기후모

형(MPI_echam5, MIROC_hires)이 20세기에 대해 모의한 적분결과 중 1990년대 기후와

A1B 시나리오 조건으로 모의한 적분결과 중 2030년대 기후를 표층 경계조건으로 동아시

아 지역해 순환모형의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모델 결과의 표층수온을 이용하여, 기

후변화에 따른 살오징어 산란장 변동을 모의하였다. 그러나 가을, 겨울 산란군의 산란장

추정결과, 각 전 지구 모델 결과를 이용한 모의결과 마다 그 분포 및 면적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구해역에서 기후변화 모의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두 모

형의 적분 결과를 이용하였으나, 미래의 해양순환 변화가 두 모델실험에서 일관되게 모

의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현재의 실험을 통하여 살오징어 산란장 변동을 예측

하는 것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따른다. 동중국해의 미래 해양순환을 신뢰도 높게 예측하

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적분 결과를 이용하여 수치 실험을 수행하고 모의 결과에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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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경향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모델결과의 앙상블 기법을 통한 접근은

전 지구 모델 결과를 통한 미래환경 예측의 불확실성을 경감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궁극

적으로는, 우리나라 주변해 해황을 상세하고도 적절히 표현하는 지역 해양대기 접합 모

형을 개발하여 이를 이용함이 타당하다.

살오징어와 같은 주요수산어종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식량자원의 확보와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 대단

히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수행된 미래 해양환경에서의 산란장 변동 추정방법은 향후 다

양한 수산자원의 기후변화에 따른 종 특이적 반응 연구에 있어서, 기초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389 -

E1 I o E2 E3 K1 K2 K3 T1 T2 T3 T4 T5
Actinocyclus normanii 1
Actinocyclus octonarius 1 1 1 1 1 1 1 1 1 1 1
A. octonarius var. tenellus 1 1 1
Actinoptychus areolatus 1
Actinoptychus fuscus 1
Actinoptychus marmoreus 1 1 1 1
Actinoptychus senarius 1 1 1 1 1 1 1 1
Actinoptychus splendens 1
Asterolampra grevillei 1 1 1
Asterolampra marylandica 1 1 1 1 1 1 1
Asteromphalus arachne 1 1 1 1
Asteromphalus elegans 1 1 1 1
Asteromphalus flabellatus 1 1 1 1
Asteromphalus heptactis 1 1 1 1 1 1 1 1
Asteromphalus hookeri 1 1 1
Asteromphalus roperianus 1 1 1 1 1 1
Azpeitia africana 1 1 1 1 1 1 1 1
Azpeitia barronii 1 1
Azpeitia neocrenulata 1 1 1 1 1 1
Azpeitia nodulifera 1 1 1 1 1
Bacteriastrum comosum 1 1 1 1 1 1 1
Bacteriastrum elongtum 1 1 1 1 1 1
Bacteriastrum hyalinum 1 1 1 1
Bacteriastrun delicatulum 1
Chaetoceros aequatorialis 1 1 1
Chaetoceros atlanticus 1 1 1 1 1
Chaetoceros brevis 1 1
Chaetoceros coarctatus 1 1 1
Chaetoceros curvisetus 1 1
Chaetoceros dadayi 1 1
Chaetoceros densus 1 1 1 1 1
Chaetoceros didymus 1 1 1 1
Chaetoceros diversus 1
Chaetoceros laciniosus 1 1 1 1 1
Chaetoceros lauderi 1 1 1 1
Chaetoceros lorenzianus 1 1 1 1 1 1
Chaetoceros messanensis 1 1 1 1 1 1
Chaetoceros okamurai 1 1 1
Chaetoceros peruvianus 1 1 1 1 1
Chaetoceros pseudocurvisetus 1 1 1 1
Chaetoceros radicans 1 1 1 1
Chaetoceros rostratus 1 1 1
Chaetoceros seychellarum 1 1 1 1
Chaetoceros tetrastichon 1 1
Climacodium frauenfeldianum 1 1 1 1 1 1 1 1 1
Corethron criophilum 1 1
Coscinodiscus asterompharus 1 1 1
Coscinodiscus centralis 1 1
Coscinodiscus concinnoides 1 1
Coscinodiscus curvatulus 1 1 1 1
Coscinodiscus granii 1 1 1
Coscinodiscus janischii 1 1 1
Coscinodiscus jonesianus 1 1

SPECIES NAME
STATIONS

East China Sea Kuroshio Tropical ocean

Appendix Ⅰ. Diatom distribution in the different regions of the North Pacific
Ocean in Ma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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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I o E2 E3 K1 K2 K3 T1 T2 T3 T4 T5
Coscinodiscus marginatus 1 1 1
Coscinodiscus oculus-iridis 1 1 1
Coscinodiscus plicatulus 1
Coscinodiscus reniformis 1 1 1 1 1
Coscinodiscus rothii 1 1 1
Dactyliosolen mediterraneus 1 1 1 1
Diploneis splendida 1
Ditylum brightwellii 1 1
Eucampia cornuta 1 1 1
Fraglariopsis doliolus 1 1 1 1
Fragilariopsis pseudonana 1
Gossleriella tropica 1 1 1 1 1
Guinardia flaccida 1 1 1
Hemiaulus hauckii 1 1 1 1 1
Hemiaulus membranaseous 1 1 1 1 1 1
Hemiaulus sinensis 1
Hemidiscus cuneiformis 1 1 1 1 1 1 1
Lauderia borealis 1 1
Licmophora abbreviata 1
Licmophora gracilis 1
Lioloma elongatum 1 1 1 1
Lioloma pacificum 1 1 1 1
Mastogloia lanceolata 1 1 1 1
Mastogloia parva 1
Mastogloia rostrata 1 1 1 1 1 1
Meuniera membranace 1 1 1 1 1
Neodelphineis indica 1 1
Nitzschia bicapitata 1 1 1
Nitzschia longissima 1 1
Nitzschia marina 1 1 1 1 1 1 1
Nitzschia ossiformis 1 1 1 1
Nitzschia sigma 1
Odontella mobiliensis 1 1
Palmeria hardmaniana 1 1 1
Paralia sulcata 1 1 1 1
Pinnularia sp. 1
Planktoniella blanda
Planktoniella sol 1 1 1 1 1 1
Pleurosigma delicatulum 1
Pleurosigma directum 1 1 1 1 1 1
Pleurosigma planctonicum 1 1 1 1
Podosira stelliger 1 1 1
Porosira glacialis 1 1
Proboscia alata 1 1 1 1 1 1 1 1
Pseudo-nitzschia sp. 1
Pseudotriceratium punctatum 1 1 1 1 1
Rhaphoneis surirella 1
Rhizosolenia acuminata 1
Rhizosolenia bergonii 1 1 1 1 1 1 1
Rhizosolenia calcar-avis 1 1 1 1 1 1 1 1 1
Rhizosolenia castracanei 1 1 1 1 1 1 1 1
R. hebetata f. semispina 1
Rhizosolenia imbricata 1 1 1

SPECIES NAME
STATIONS

East China Sea Kuroshio Tropical ocean

Appendix -Ⅰ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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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I o E2 E3 K1 K2 K3 T1 T2 T3 T4 T5
Rhizosolenia setigera 1 1 1
R. styliformis v. longispina 1
Roperia hustedii 1 1 1 1 1 1
Roperia sp. 1 1 1 1
Roperia tesselata 1 1 1 1 1 1 1 1
Skeletonema costatum 1 1 1
Surirella fastuosa 1 1
Thalassionema frauenfeldii 1 1
Thalassionema nitzschioides 1 1 1
Thalassionema synedriforme 1 1 1 1 1 1
Thalassiosira aestivalis 1
Thalassiosira diporocyclus 1 1 1
Thalassiosira eccentrica 1 1 1 1 1
Thalassiosira hyalina 1
Thalassiosira intrannula 1 1 1 1 1 1
Thalassiosira leptopus 1 1 1 1 1 1 1
Thalassiosira lineata 1 1 1 1 1 1 1
Thalassiosira lundiana 1
Thalassiosira minuscula 1
Thalassiosira nodulolineata 1 1 1 1 1 1
Thalassiosira nordenskioeldii 1 1 1
Thalassiosira oestrupii 1 1 1 1
Thalassiosira punctifera 1 1 1 1 1 1 1
Thalassiosira punctigera 1
Thalassiosira sackettii f. plana 1 1 1 1 1 1
Thalassiosira simonsenii 1 1 1
Thalassiosira tenera 1 1
Thalassiosira sp. 1
Thalassiothrix spathulata 1 1 1 1 1
Triceratium favus 1
Tryblioptychus cocconeiformis 1 1

Total Species Number 48 35 36 36 63 63 74 36 37 29 23 22

SPECIES NAME
STATIONS

East China Sea Kuroshio Tropical ocean

Appendix -Ⅰ  continued 



- 392 -

Io C1 C2 C4 B1 Io C1 C2 C4 C2 C4 B1 Io C1 C2 C4 B1 Io C1 C2 C4
Actinocyclus normanii 1 1 1 1 1 1 1 1
Actinocyclus octonarius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A. octonarius var. ralfsii 1 1 1 1 1
A. octonarius var. tenellus 1 1 1 1 1 1 1 1 1 1 1 1
Actinocyclus sp. 1 1 1 1 1
Actinoptychus areolatus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Actinoptychus fuscus 1 1 1 1
Actinoptychus heliopelta 1 1
Actinoptychus marmoreus 1 1 1 1 1 1 1 1
Actinoptychus senarius 1 1 1 1 1 1 1 1 1
Actinoptychus splendens 1
Amphiprora gigantea var. sulcata 1 1 1 1 1 1 1 1
Amphiprora sp. 1 1
Asteromphalus flabellatus 1 1 1 1 1 1 1 1 1 1 1 1
Asteromphalus heptactis 1 1 1 1 1 1
Asteromphalus hookeri 1 1 1 1 1 1 1 1 1 1
Azpeitia africana 1 1 1 1
Azpeitia barronii 1 1 1
Azpeitia neocrenulata 1 1 1 1
Azpeitia nodulifera 1 1 1 1
Bacillaria paxillifer 1 1 1 1 1
Bacteriastrum comosum 1 1 1 1 1 1 1 1 1
Bacteriastrum elongtum 1
Bacteriastrum hyalinum 1 1 1 1 1 1 1
Bacteriastrun delicatulum 1 1
Bellerochea malleus 1
Biddulphia reticulata 1
Biddulphia rhombus 1 1 1
Caloneis sp. 1 1 1 1 1 1 1 1 1 1 1
Chaetoceros affinis 1 1
Chaetoceros atlanticus 1 1 1 1
Chaetoceros brevis 1 1
Chaetoceros coarctatus 1
Chaetoceros compressus 1 1 1 1 1 1 1 1 1 1 1
Chaetoceros curvisetus 1 1
Chaetoceros danicus 1 1 1
Chaetoceros densus 1 1 1
Chaetoceros denticulatus 1
Chaetoceros didymus 1 1 1 1 1 1 1 1 1
Chaetoceros diversus 1 1 1 1

SPECIES NAME
STATIONS

February April August September December

Appendix Ⅱ. Seasonal distribution of diatoms in the East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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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C1 C2 C4 B1 Io C1 C2 C4 C2 C4 B1 Io C1 C2 C4 B1 Io C1 C2 C4
Chaetoceros laciniosus 1 1 1 1
Chaetoceros lauderi 1 1
Chaetoceros lorenzianus 1 1 1 1 1 1 1 1 1
Chaetoceros messanensis 1 1 1 1 1 1 1 1
Chaetoceros peruvianus 1 1 1 1 1
Chaetoceros pseudocurvisetus 1 1 1 1
Chaetoceros radicans 1 1
Chaetoceros rostratus 1 1 1 1
Chaetoceros seychellarum 1 1 1
Chaetoceros socialis 1 1
Climacodium frauenfeldianum 1
Corethron criophilum 1 1 1 1 1 1 1 1 1 1 1 1
Coscinodiscus asterompharus 1 1 1 1 1
Coscinodiscus centralis 1 1 1 1 1 1 1 1 1 1
Coscinodiscus curvatulus 1 1 1 1 1 1 1 1 1 1 1 1 1 1
Coscinodiscus gigas 1
Coscinodiscus granii 1 1 1 1 1 1 1 1 1
Coscinodiscus jonesianus 1 1 1 1 1 1 1 1 1 1 1 1 1
Coscinodiscus marginatus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Coscinodiscus oculus-iridis 1 1 1 1
Coscinodiscus radiatus 1 1 1 1 1 1 1 1
Coscinodiscus radiosus 1 1
Coscinodiscus reniformis
Coscinodiscus rothii 1 1 1
Coscinodiscus stellaris 1
Cylindrotheca closterium 1 1 1 1 1
Dactyliosolen mediterraneus 1
Diploneis sp. 1
Diploneis splendida 1 1 1 1
Ditylum brightwellii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Ditylum sol 1 1 1 1 1
Eucampia cornuta 1
Eucampia zodiacus 1 1 1 1 1
Fragilaria sp. 1 1 1 1 1
Fraglariopsis doliolus 1 1 1
Fragilariopsis pseudonana 1
Guinardia flaccida 1 1 1
Haslea wawrikae 1 1 1 1 1
Hemiaulus hauckii 1 1 1
Hemiaulus membranaseous 1 1 1 1

SPECIES NAME
STATIONS

February April August September December

Appendix Ⅱ.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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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C1 C2 C4 B1 Io C1 C2 C4 C2 C4 B1 Io C1 C2 C4 B1 Io C1 C2 C4
Hemidiscus cuneiformis 1
Lauderia borealis 1 1 1 1 1 1 1 1 1
Licmophora abbreviata 1 1
Lioloma elongatum 1 1 1 1
Lioloma pacificum 1 1 1 1
Mastogloia parva 1
Mastogloia rostrata 1
Meuniera membranacea 1 1 1 1 1
Navicula sp. 1 1
Nitzschia bicapitata 1
Nitzschia longissima 1 1 1 1 1
Nitzschia marina 1 1 1 1
Nitzschia ossiformis 1
Nitzschia panduriformis 1
Nitzschia sigma 1 1 1 1 1 1 1
Odontella longicruris 1 1 1 1
Odontella mobiliensis 1 1 1
Odontella sinensis 1 1 1 1 1 1
Pachyneis gerlachii 1
Paralia sulcata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Planktoniella blanda 1 1 1 1 1 1 1 1 1 1 1 1
Planktoniella sol 1 1 1
Pleurosigma aestuarii 1
Pleurosigma delicatulum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Pleurosigma directum 1 1
Pleurosigma sp. 1 1
Podosira stelliger 1 1 1 1 1 1 1 1 1 1 1
Porosira glacialis 1 1 1
Proboscia alata 1 1 1 1 1 1
Psammodiscus nitidus 1 1 1
Pseudo-nitzschia sp. 1 1
Rhaphoneis surirella 1 1 1 1 1 1 1 1 1 1
Rhizosolenia acuminata 1 1
Rhizosolenia bergonii 1 1 1 1 1 1 1
Rhizosolenia calcar-avis 1 1 1 1 1 1 1 1
Rhizosolenia castracanei 1 1
Rhizosolenia hebetata f. semispina 1 1 1 1
Rhizosolenia imbricata 1 1 1 1
Rhizosolenia robusta 1 1 1
Rhizosolenia setigera 1 1 1 1 1

SPECIES NAME
STATIONS

February April August September December

Appendix Ⅱ.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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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C1 C2 C4 B1 Io C1 C2 C4 C2 C4 B1 Io C1 C2 C4 B1 Io C1 C2 C4
R. styliformis var. longispina 1 1 1 1 1
Roperia hustedii 1 1 1 1 1 1 1 1 1 1
Roperia sp.(lineata) 1 1 1 1 1 1 1 1
Roperia tesselata 1 1 1 1 1 1 1
Skeletonema costatum 1 1 1 1 1
Stephanopyxis nipponica 1
Stephanopyxis palmeriana 1 1 1
Surirella fastuosa 1 1 1 1 1 1 1 1 1 1 1 1
Surirella sp. 1
Synedra sp. 1
Thalassionema frauenfeldii 1 1 1 1 1
Thalassionema nitzschioides 1 1 1 1 1 1 1 1 1 1
T. nitzschioides var. parvum 1 1 1 1
Thalassionema synedriforme 1 1 1 1 1 1
Thalassiosira eccentrica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Thalassiosira hyalina 1 1
Thalassiosira leptopus 1 1 1
Thalassiosira lineata 1 1 1 1 1 1 1 1 1
Thalassiosira minuscula 1 1 1
Thalassiosira nanolineata 1 1
Thalassiosira nodulolineata 1 1 1 1 1 1 1 1
Thalassiosira nordenskioeldii 1
Thalassiosira oestrupii 1 1 1 1 1 1 1 1 1
Thalassiosira punctifera 1
Thalassiosira punctigera 1 1 1 1
T. sackettii f, plana 1 1
Thalassiosira simonsenii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Thalassiosira sp. 1 1 1 1 1 1 1 1 1 1 1 1
Thalassiosira subtilis 1
Thalassiosira tenera 1 1 1 1 1 1
Thalassiothrix spathulata 1 1 1 1 1
Trachyneis aspera 1 1 1
Triceratium favus 1 1 1
Trigonium formosum 1
Tryblioptychus cocconeiformis 1 1 1 1 1 1 1 1 1 1
Total species numbers 33 40 37 50 40 35 41 36 42 17 40 35 54 20 48 66 24 24 27 44 60

SPECIES NAME
STATIONS

February April August September December

Appendix Ⅱ. continued 



- 396 -

제 1 절 연구목표 달성도

1. 연차별 연구내용 대비 달성도

2008년도

목표 내용 달성도

⋅남해권의 환경/생태

계 모니터링 해역 선

정

- 모니터링 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예비

조사(5개 정점)를 실시함(2009.06.17.∼

19)

100

⋅남해권 해수 온난화

및 산성화 진행 정도

규명

-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영향 평가를 위

한 현장 조사 및 분석 방법의 정립
100

⋅해양생물 생리/생태

반응 연구를 위한 대

표종 선정 및 연구

분석 방법 정립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물 생리/생태

반응 연구 기반 확립 및 실험 대상종

선정: Synechococcus(식물플랑크톤),

Calanus sinicus(요각류), 빈섬모충류

- 수온 증가에 따른 빈섬모충류 군집에

미치는 영향 예비 실험 수행

100

⋅GIS 기법을 활용한

수온 상승 및 산성화

현황도 작성

- GIS 공간 분석 기법을 활용한 남해의

수온 및 산성 변동 파악 및 기후변화

지수화 및 영향 현황도 작성

100

2009년도

목표 내용 달성도

⋅남해권 장기수온변동

추이 및 기후변화와

의 상관성 분석

- 기존자료 및 모델을 활용하여 남해의

장기 수심별 수온변화율 제시

- 기후변화 영향 향후 수온상승 및 산

성화 전망 제시

100



- 397 -

목표 내용 달성도

⋅남해권 수온 및 산성

화 변화 전망

- MIROC, NOAA/GFDL, MPI 모델을

이용 대기 이산화탄소농도 증가(A1B

시나리오)에 의한 남해의 수온변화 예

측 (2100년에 약 2 - 3.5℃ 상승할 것

으로 전망)

- 산업혁명 이전과 현재를 비교한 결과,

탄산칼슘 종류에 따라 방해석(calcite)

의 포화도는 0.44~0.96, 선석

(aragonite)의 포화도는 0.26~0.62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까지의 산성화 진행 정도 진단

을 통한 향후 변동 양상 및 현상 제시

100

⋅기후변화인자(수온상

승, 산성화)에 따른

주요 생물 반응 실험

연구

- 4개의 온도조건과 이산화탄소 분압에

따른 주요 식물플랑크톤(규조류, 와편

모조류)의 성장/생리 반응 실험 수행

90

⋅남해권 기후변화 영

향 평가 및 감시를

위한 광역/연안역 해

양환경/생태계 모니

터링

- 주요 연안역(부산 연안, 제주 연안, 섬

진강 하구)에서의 해양환경/생태계 영

향 파악을 위한 격월별 현장조사 실시

- 관측 지역별로 물리적 환경특성에 따

라 생물, 화학적 특성이 시․공간적으

로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0

2010년도

목표 내용 달성도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남해권 장기수온변동

추이 제시 및 기후변

화와의 상관성 분석

- 수온약층의 정량화 및 장기 수온약층

시계열 변동패턴 제시: 기준수온 이상

의 온수가 남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임

- 지구시스템 모형을 활용한 남해 및

동중국해 해양환경 및 생산력, 산성화

미래 변동 경향 평가

95

⋅동중국해 중장기(10

년) 해양/생태계 변

동 추이 분석 및 기

후변화 영향 진단

- 광역해역 춘, 하, 추계 해양환경/생태

계 현장 조사 및 수 년간의 조사자료

비교

- 미래 북부 동중국해는 지속적인 수온

상승, 수괴의 성층 강화, 일차생산이

감소를 예상함

- 2100년, pH는 0.25 정도 감소하는 것

으로 예상됨

- 살오징어 가입량 변동 예측 (1990년대

vs 2030년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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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내용 달성도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감시를 위한 광역

/연안역 해양환경/생

태계 현장 모니터링

수행

- 주요 연안역 격월별 해양환경 및 부

유생태계 현장 조사 및 분석 자료 DB

구축

- 제주해역에 분포하는 거품돌산호

(Alviopora japonica)의 분포 및 형태

특성

90

⋅기후변화인자(수온상

승, 산성화)에 따른

주요 생물 반응 실험

연구

- 수조 및 반자연조건(메소코즘)하에서

기후변화인자 주요부유생물 반응 실험

수행 및 결과 제시

90

2011년도

목표 내용 달성도

⋅남해 해양환경/생태

계 중장기 변동 추이

및 기후변화 영향 진

단 분석

- 수온약층의 탐지 및 추출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 표층수온 무게 중심점 이동패턴 제시

- 1994년 이후 수온약층의 두께는 얇아

지고,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며, 최

대수온구배는 커지는 경향을 보임

- 고해상도 모형 및 생태계 모델을 활

용하여 남해의 해황평가 및 기후시나

리오에 따른 미래 자원량 변동 예측

100

⋅기후/환경변화 해양

환경/부유생태계 영

향 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 및 장기 모니터

링 기반 구축

- 단기/중장기 해양환경 변화 이해를 위

한 관측 항목 선택 및 인자 식별을 위

한 위성 알고리즘 개발

- 주요 연안역 격주(월)별 해양환경 및

부유생태계 현장 조사 및 분석 자료

DB 구축

- 제주 남동해역 실시간 해양관측부이

설치 및 운용: 시계열 관측자료 획득

90

⋅기후변화인자(수온상

승, 산성화) 주요부유

생물 반응 실험 결과

제시 및 기후변화 지

표종 탐색

- 메조코즘 부유 생태계 기후변화 반

응실험 결과 분석 제시

- 기후변화인자에 따른 해양생물 직간

접적(먹이, 저산소)영향 평가

- 기후변화 지표종(규조류, 유공충, 원

생동물) 탐색 및 활용 가능성 평가

- 제주근해 아열대성 부착생물(거품돌산

호, 흑진주조개)의 분포 및 형태 특성

파악

- 부유성 섬모충 H . subulata는 수온에

따른 다른 형태종의 존재 확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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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목표 내용 달성도

⋅남해 해양환경/생태

계의 시공간적 scale

에 따른 이질성과 주

기/비주기적 변동성

분석

- 수온상승과 수온약층의 상관관계 파

악

- 시계열 관측 자료를 활용한 제주 남

동해역 산성화도 파악

- 위성에서 추정한 클로로필 농도의 계

절별 차이 현상 제시 및 원인 규명

- 해양에서 대기로 순표층열속의 방출

증가로 해수온 감소 전망

-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된 열수송량 증

가로 한반도 주변해역 수온 상승 전망

- 식물플랑크톤∼동물플랑크톤∼소형부

어류(멸치)∼포식자 소규모로 구성된

가상의 먹이망에서 부어류 영양단계에

집중하여 상향/하향조절방식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 파악함

100

⋅기후/환경변화 해양

환경/부유생태계 영

향 평가를 위한 주요

연안역 현장 조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

- 제주(격주간격)/부산(월간격) 남동해역

의 식물플랑크톤과 동물플랑크톤의 출

현양상 및 생체량 분석

-시계열 관측 자료를 활용한 제주 남동

해역 산성화도 파악

- 해양관측부이 기본 관리 (월 1회 이

상) 수행 및 웹서비스 기반의 운용

S/W 개발함

100

⋅해양생물 기후변화

지표종 선정 및 방법

론 제시

- 동중국해에 출현하는 고온고염성 규

조류 22종 선정

- 난류 지표종(규조류, 와편모조류)의

출현양상 분석을 통한 아열대 지수화

방법제시

- 현생 유공충에 대한 종 동정(7속 16

종) 및 아열대지역 출현(난류 지표)

종 파악

- 수온변화에 따른 형태종을 가지는 부

유성 섬모충 H . subulata 지표종 제안

100

⋅기후변화 생물반응

실험 사례 및 결과

요약 및 방법론 정립

- 산성화 환경에서 와편모조류 시스트

의 형태적 변이와 사망률 증가 확인

- 생물반응 실험 방법론 정립하여 제시

100

⋅후속연구 기획보고서

제출

- 후속연구 기획보고서 작성 완료, 최종

보고서와 함께 제출 예정(2013.08.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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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목표 달성도

⋅국내 특허 등록: 2건

⋅논문 발간: 56편 (SCI(SCIE 포함) 21편, 비SCI 35편)

⋅학술회의 논문발표: 102편(국내발표 56편, 국외발표 46편)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8건

⋅저서: 1권

⋅홍보: 9건

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기술적인 측면

⋅GIS와 통계 기술을 이용한 남해권 수온의 시・공간적 변동 패턴 분석 기술 확보

함.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색위성 (GOCI) 및 기타 해색위성 (MODIS, MERIS) 자료

를 이용하여 식물플랑크톤 및 입자성 유기탄소(POC) 모니터링에 의한 한반도 인

근해역의 단기 해양환경변화 감시 및 장기 기후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으로 현장 관측에 의한 제한성 극복함.

⋅해양환경관측부이의 유지관리 기법과 장기간 관측을 통하여, 시스템 운영기술의

노하우를 습득하였으며, 관련 연구자뿐 만 아니라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에게

연안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웹기반 DB 구축함.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감지를 위한 지표종 선별 방법/선정 및 해양환

경 모니터링 방법 제안하였으며, 해수온변화 지표종으로서 소형동물플랑크톤의 중

요성 확인하였음.

⋅기후변화인자(수온, 산성화)에 대한 해양생물(미세조류 및 동물플랑크톤) 반응예

측 및 방법론 정립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감지 신기술 개발

함.

⋅본 연구를 통해 국내의 물리/생태모델링 기술 수준 향상되었음.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의 물리․환경적 변화상에서 수산생물자원의 가입변동을 모델링함으로써, 자

원변동성 예측을 위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 기술 개발함. 해양환경변화 및 해양생

태계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평가․예측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신기술을 보유함으로

써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 제안함.

2. 경제⋅사회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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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정립된 관측부이와 위성을 활용한 해양환경조사 방법은 기존 유

인조사에 비하여 인력/비용 효율성이 높으므로, 해양관측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소형동물플랑크톤의 현존량 변동은 소형어류 및 자치어의 먹이로 먹이사슬 전반

에 큰 영향에 미치므로,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

여함.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생태계 모형을 이용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기후변화로 인

한 남해역 생태계 먹이망과 특히 수산자원 변동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보전 및

복원 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미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는 과거와 현재의 변동 추이를 관측하여 밝힘으로

써 예측이 가능하며, 이는 미래수산자원 관리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 지표로 활용

될 수 있으므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대

한 기후변화 영향 문제는 중요 사안으로 여겨짐. 해양 수온 및 산성도 상승에 따

른 생물반응 연구 결과 등을 국제 저명 학술지 투고 및 미디어에 발표함으로써,

범지구적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음.

3. 산⋅학⋅연 협동연구/사업

⋅국내대학 및 산업체 연구팀의 해양⋅수산학계의 관련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등

을 통해 학연 협동에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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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 활용 계획

⋅우리나라 남해역의 수온/산성도 변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양식어종 변화 예측, 연안역/해양 환경 관리⋅보전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양식 대상종의 육종 개발 또는 고부가가치 아열대 종으로

교체 권고 및 현재 양식장을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향후 변화될 대상종에 맞는 환

경조건의 해역으로 양식장 이동 등 수산자원의 지속이용가능을 위한 대응/적응

정책을 제안함.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해양 환경/생태계 연구 방법론/기술/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타 해역(동해, 황해)의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예측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음.

⋅과거 자료 분석과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남해 연안역 기후변화 취약 지역의 변

화 양상 결과는 기후변화 연구과제 개발/감시지역 선정 및 관측 방법론 구축 등

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함.

⋅과거 자료 분석과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남해 연안역 중 기후변화 변화 양상과

취약 지역의 확인 결과는 기후변화 해양환경/생태계 영향 최전방위 감시를 통한

위험에 대한 경보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음.

⋅본 연구를 통해 향상된 미래 기후변화 예측 물리/생태모델링 기술은 해양환경변

화 및 해양생태계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모델⋅시뮬레이션 및 현장관측 결과는 해양환경/생태계의

보전/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관 국공립 기관의 자료 요청시 협의

하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2. 활용에 따른 기대 효과

⋅한국형 지구시스템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로써 활용할 수 있음.

⋅해양 환경/생태계 변화의 효과적으로 평가․예측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을 통

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 등을

제안하는 활용할 수 있음.

⋅미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는 과거와 현재의 변동 추이를 관측하여 밝힘으로

써 예측이 가능하며, 이는 미래수산자원 관리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 지표로 활용

될 수 있으므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IPCC, UNFCCC 등 국제협상관련 종합보고서 등에 활용을 기대하며, 연안모델링

및 국지 기후시나리오 작성기술을 동남아 등 연안국가에 적용하여 동아시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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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상 제고 가능.

⋅한중일 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접해있는 동중국해는 해양쓰레기, 유해생

물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해역임. 동중국해 인근지역의 지

속적인 자료 확보는 향후 국제 협의 등에서 유용 자료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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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후변화 취약성 정도와 분포를 공간적으로 표출하여 각 분야 전문가가 기후변

화 적응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WEB-GIS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일본).

이를 위해 기후 및 대기환경 예측자료와 사회·경제·지리정보 자료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 DB 구축과, 기후변화의 공간적인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한 GIS 공간

분석기법 개발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

l 2010년 대만에서 개최된 Asia GI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개발을 지원

하기 위한 복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를 수집함. 이 시스템은 위성영상, 항

공사진, 라이다 등의 공간정보를 획득하는 GI (Geospatial Information) 기술, 다

양한 분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초로 정보를 추출·가공·처리 하는데 있어 유

무선 통신과 접목하는 기술인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그리고 3차원 가시화 기술 등 세 가지 기술을 접목하였음

l 우리나라의 많은 수산물이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됨을 고려할 때 동남아시아의 해

양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보다 기후변화에 훨씬

취약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연구도 요구됨.

l 2011년 3월 칠레 푸콘에서 개최된 5th International Zooplankton Production

Symposium에 참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빈산소층 (hypoxic zone)에서 요각류의

난 부화율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연안에서 빈산소층 형성이 빈번

하게 관찰되고 있고, 그 지역도 확장되고 있어서 동물플랑크톤 생산량에 영향뿐

만 아니라 심할 경우 생물이 살 수 없는 지역 (dead zone)으로 심각성이 대두되

었다. 또한 대양에서도 oxygen minimum zone(OMZ)의 확장이 눈에 띄게 나타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플랑크톤의 서식처가 줄어들고 있는 정보들을 습득

함

l 2011년 6월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하 알래스카 수산연구소를 방문하

여 수산생물의 초기수송과정을 모델링하는 IBM(Individual based Modeling) 모

델의 적용원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고 모델 소프트웨어를 수집

l 2012년 2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Ocean Science Meeting에 참가하

여, (1)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 연구팀과 동중국해 음향 및 해양물리 한미 공동

실험 논의: 1차적으로 Scripps 해양연구소의 음향팀 위주로 동중국해에서 수중음

향관련 실험연구를 2013년에 수행 (ONR 프로그램), 장기적으로 2015년부터 해

양물리 분야가 포함된 프로그램 개발 추진 (2) IPCC 5차보고서에 사용될 모델을

이용한 연구결과에서 수괴 분석 연구과 많이 발표되었지만 태평양 수괴분석에

관한 연구결과는 적었음. 동중국해 서해 등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관한 중국측

과학자들의 발표가 많았고, 일본측에서는 북태평양에 관한 발표가 많았음. 이런

경향을 볼 때 중국이나 일본은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에 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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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임.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연구에 대한 전략

적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l 2012년 10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2012년 PICES 연차총회에서 일부 연구자

는 생체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동물플랑크톤 성장률 측정 방법

의 효용성에 대하여 제안하였음. 현재 효율적인 이차생산력 측정방법이 세계적

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며, 향후 동물플랑크톤 이차생산력 측정 방법 개

발을 위하여 국제적인 Working group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음

l 2012년 11월 일본 나고야대학에서 개최된 6차 PEACE Ocean Science

Workshop 참가하여 일본의 동중국해 연구 동향 파악: 일본은 물질 (영양염, 지

화학적 tracer)의 수지문제의 지속적 연구. 특히, 동중국해 입구쪽의 해황 자료

확보를 위하여 타이완 연구팀과 공동 조사 (선박 ADCP 관측을 이용한 대만해

협 북쪽의 해류 시계열 관측)를 하고 있음. 일본은 중국쪽 대륙붕의 조사를 위하

여 중국(중국해양대)과 교류 확대

l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CO2 Storage을 위해 WEB-GIS 다중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인 Multiple Decision Support Systems (MDSS)을 개발하였음(루마

니아). 이 시스템의 특징은 open-source, multiple database connections, desktop

user experience, communication 임. 또한, PostgreSQL과 PostGIS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가시화 모듈, 분석 모듈, 가이드라인 모듈, 리스크 평가 모듈을 제공하

며 온라인상에서 의사결정 지원용 지도 제작이 가능 함

l 유럽 각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뿐 아니라 기온, 강수량의 변화를 예측하

는데 있어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 보다는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주로 사용하는 추세임. 기존의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해 이상치

(outlier)로 판단하였던 극값(extreme value) 들을 재해석함으로써 해양에서 수온

변화 패턴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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