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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를 비롯한 물질순환은 해양생태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

절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탄소를 비롯한 여러 생지화학 물질순환은 극심한

변동을 보였으며, 이는 해양산성화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기후조절자로

서 해양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양 탄소 순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시계열 퇴

적물 트랩을 이용한 해양 탄소플럭스 연구는 1990년대부터 전 대양에서 활발히 수행하였다. 최

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태평양 해역에서 탄소플럭스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한반도 주변 해양은 지구 해양시스템

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해역이다.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해양환경 변화는 탄

소 순환과 해양생태계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를 진단하고 해양생태계의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탄소 순환 연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해양 및 연안에서 탄소플럭스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드리프팅 트랩을

개발하고 이를 제주연안에 활용하여 탄소플럭스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제주연안에

서 탄소흐름을 측정하고, 연안 퇴적물로 제거되는 탄소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제주연

안 월별 표층해양 일차생산력은 397～1,235 mgC m-2day-1의 범위를 보였다. 수심 10 m에서 측

정된 유기탄소 플럭스는 0.82～200 g m-2day-1의 변화 범위를 보였다. 제주연안에서 드리프팅 트

랩과 퇴적물 트랩 운용을 통해 침강 탄소플럭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된 결과는 학회 및 논문

통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 글 탄소플럭스, 침강입자 플럭스, 탄소순환, 퇴적물 트랩, 제주연안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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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드리프팅 트랩을 활용한 탄소플럭스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 제주연안에서 탄소순환의 정량적 파악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기간
○ 2021년 6월 14일~2021년 12월 31일

2. 연구개발의 내용
○ 드리프팅 트랩 제작
- 다중퇴적물 트랩 기술 기반, 표층 드리프팅 트랩 제작
- 드리프팅 트랩을 활용한 제주연안에서 시기별 고해상도 침강입자 포집
- 제주연안에서 운용 및 해양환경측정 센서 부착 가능성 평가

○ 제주연안 환경에서 퇴적물로 제거되는 탄소량 측정
- 원격탐사 기반, 식물플랑크톤 생산력(일차생산력) 추정
- 드리프팅 트랩을 활용한 침강 유기탄소 플럭스 측정
- 푸쉬 코어로 획득한 퇴적물에서 동위원소 분석, 탄소퇴적율 측정
(벤틱챔버 실험으로 추정한 유기탄소 분해율 측정)

Ⅳ. 연구개발결과

1. 원격탐사 기반, 제주연안 일차생산력
○ 제주연안 보목 인근 해역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측정
된 일차생산력은 397～917 mgC m-2day-1의 변화범위를 보였으며,
최대값은 2020년 5월, 최소값은 2020년 1월에 관측되었다. 제주연안
성산 인근 해역에서 측정된 일차생산력은 406～1,235 mgC
m-2day-1의 변화범위를 보였으며, 최대값은 2020년 5월, 최소값은
2020년 1월에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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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리프팅 트랩을 활용한 침강 유기탄소 플럭스 측정
○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인근 해역에서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드리
프팅 트랩을 활용하여 약 2주 간격으로 침강입자를 획득하였다. 제주
연안 보목 인근 해역 수심 10 m에서 측정된 침강입자 플럭스는 0.
9～200 mgC m-2day-1의 변화범위를 보였으며, 최대값은 2021년 8
월에 최소값은 2021년 7월에 측정되었다. 제주연안 성산 인근 해역
수심 10 m에서 측정된 침강입자 플럭스는 3.6～3.7 mgC m-2day-1

의 변화범위를 보였다.

3. 벤틱챔버를 활용하여 추정된 제주연안 유기탄소 분해율
○ 제주 성산과 보목 연안에서 2021년 11월에 벤틱챔버를 수심 15 m
지점에 각각 설치하여 24시간 동안 퇴적물 산소 소모율을 측정하였다.
성산에 설치한 벤틱챔버에서는 퇴적물 산소 소모율이 0.72 mmol
m-2day-1 이었고, 보목에 설치한 벤틱챔버에서는 2.30 mmol
m-2day-1이었다. 벤틱챔버 실험으로 측정한 퇴적물 산소 소모율로 유
기탄소 소모율을 계산한 결과 성산과 보목에서 각각 17.67 mgC
m-2day-1과 56.42 mgC m-2day-1로 추정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드리프팅 트랩을 활용한 연안 탄소플럭스 측정 기반 마련
○ 드리프팅 트랩 개발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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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및 KEYWORDS

(영 문 요 약 문)

Ⅰ. Title
Carbon flux using a drifting sediment trap

Ⅱ. Purpose of the study
We evaluated quantitatively carbon flux using a drifting
sediment trap in a shallow coastal area of the Jeju Island.

Ⅲ. Research scope
1. Period of the study
○ June 14, 2021 ~ December 31, 2021

2.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 Development of drifting sediment trap
- Development of drifting sediment trap based on multiple
sediment trap
- Collection of sinking particles using a drifting sediment trap

○ Estimation of particulate organic carbon flux in shallow
coastal area of the Jeju Island

- Satellite-derived net primary production
- Particulate organic carbon flux using a drifting sediment
trap
- Turnover rate of particulate organic carbon using a benthic
chamber

Ⅳ. Results
1. Satellite-derived net primary production
○ The net primary production (monthly resolution) was
estimated from the chlorophyll-a satellite data and
vertically generalized production model (VGPM). The
monthly VGPM-derived NPP values at the BM station
varied between 397 and 917 mgC m-2day-1, with lower
values in winter and higher values in spring and fall



- 6 -

seasons. The monthly VGPM-derived NPP values at SS
station varied between 406 and 1,235 mgC m-2day-1, with
lower values in winter and higher values in spring and fall
seasons.

2. Particulate organic carbon(POC) flux
○ The measured POC flux at station BM for 4 months of
deployment period ranged from 64 to 3,312 mg m-2day-1 in
10 m water depth, with a duration-weighted average of 944
mg m-2day-1. The POC content ranged between 2% and
11%, with an average of 6.6±4.2%.

○ The POC flux at station SS varied between 188 and 301
mg m-2day-1, with a duration-weighted average of 254 mg
m-2day-1. The POC content ranged from 5% to 11%, with an
average of 3.2±0.4%.

3. In situ benthic chamber incubations
○ In situ benthic oxygen (O2) fluxes were determined using a
benthic chamber. To estimate benthic oxygen flux, we
depolyed an in situ benthic chamber with the assistance of
a scuba diver. The O2 concentration in the overlying water
of the incubation chamber was measured using an O2 sensor
during 24 hours.

○ The sediment oxygen demands at station BM and SS were
2.3 mmol m-2day-1 and 0.72 mmol m-2day-1, respectively.

Ⅴ. Applications
○ Estimation of carbon budget using a drifting sediment trap
in the coastal area of the south Korea

○ Developing the coastal monitoring technology with the high
temporal and spatial resolution

(KEYWORDS : 탄소플럭스, 침강입자 플럭스, 탄소순환, 퇴적물 트랩, 제주연

안, Carbon flux, Particle flux, Carbon cycle, Sediment trap, Coastal

area of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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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양 탄소순환 변화 가능성
- 탄소를 비롯한 물질순환은 해양생태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며,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임

- 산업혁명 이후 탄소를 비롯한 여러 생지화학 물질순환은 극심한 변동을 보였

으며, 이는 해양산성화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함

- 기후조절자로서 해양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양 탄소 순환 연구의 필요

성이 증가됨

- 서태평양 해역에서 탄소플럭스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 한반도 주변 해양 및 연안 탄소플럭스 연구 부재
- 한반도 주변 해양은 지구 해양시스템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

는 해역임

-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해양환경 변화는 탄소 순환과 해양생태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진단하고 해양생태계의 반응을 예

측하기 위해 탄소 순환 연구는 필수적임

- 하지만 한반도 주변 해양 및 연안에서 탄소플럭스 연구는 미미한 실정임

2. 연구개발의 목적

드리프팅 트랩을 활용한 탄소플럭스 연구 목적은 제주연안환경에서 탄소순환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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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드리프팅 트랩을 활용한 제주연안 탄소순환 정량화

2. 연구개발 세부목표 및 내용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드리프팅 트랩 제작

드리프팅 트랩 제작

드리프팅 트랩 활용, 제주연안 침강입자 획득

제주연안에서 운용 및 해양환경측정센서 부착가능성 평가

제주연안 퇴적물로 제

거되는 탄소량 측정

원격탐사 기반, 제주연안 식물플랑크톤의 일차생산력 측정

드리프팅 트랩 활용, 제주연안 유기탄소 플럭스 측정

퇴적물에서 방사성탄소와 납 동위원소 분석, 제주연안 탄소 퇴적율 측정

(벤틱 챔버를 활용한 퇴적물 산소 소모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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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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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 수행방법

○ 드리프팅 트랩 제작
- 다중퇴적물 트랩 기술 기반, 표층 드리프팅 트랩 제작

- 드리프팅 트랩을 활용한 제주연안에서 시기별 고해상도의 침강입자 포집

- 제주연안에서 운용 및 해양환경측정센서 부착 가능성 평가

○ 제주연안 환경에서 퇴적물로 제거되는 탄소량 측정
- 원격탐사 기반, 식물플랑크톤 생산력(일차생산력) 측정

- 드리프팅 트랩 활용, 침강 유기탄소 플럭스 측정

- (다이버)푸쉬 코어로 획득한 퇴적물에서 동위원소(탄소와 납) 분석, 탄소 퇴

적율 측정(벤틱 챔버를 활용한 퇴적물 산소 소모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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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탄소플럭스 연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내 최초로 드리프팅 트랩을 활용하여 제주연안에서
침강입자와 탄소플럭스 자료를 생산하였다.
- 양식장 배출수를 통해 제주연안으로 유입되는 입자플럭스를 정량화하기 위해

제주시 구좌읍 한동 인근해역에서 퇴적물 트랩을 활용하여 침강입자 플럭스를

측정하였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황해 저층냉수역 인근해역에서 드리프팅 트랩을 활용하
여 침강입자를 포집하였다.
- 드리프팅 트랩을 단기간(약 24시간) 운용하여 황해 저층냉수역과 황해 연안에

서 침강입자 플럭스를 산출하였다.

2. 퇴적물 트랩을 활용한 침강입자 플럭스 연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퇴적물 트랩을 활용한 태평양 침강입자 플럭스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북동태평양 망간단괴 광구해역에서 2003년부터 2014년

까지 장기간 월별 침강입자 플럭스를 관측하였다(Kim et al., 2019).

- 서태평양 마젤란 해저산 지역 망간각 광구해역에서 퇴적물 트랩을 약 1년간

설치하여 시기별 침강입자 플럭스를 관측하였다(Kim et al., 2018).

- 남서태평양 통가 해역 내 후열도 화산대에서 퇴적물 트랩을 활용하여 후열도

화산대에서 열수기원 침강입자 플럭스와 금속원소 지화학 특성을 조사하였다

(Kim et al., 2016).

- 남서태평양 북피지 분지 내 후열도 화산대에서 퇴적물 트랩을 이용하여 활동

성 열수분출공으로부터 거리별 침강입자를 획득하였다.

- 북서태평양 쿠로시오 확장역 인근해역에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퇴적물 트랩을 수심 약 800m에서 침강입자 플럭스의 시기적 변동을 측정하였

다.

- 서태평양 난수역(warm pool) 주변해역에서 퇴적물 트랩을 설치하여 침강입자

플럭스를 측정하였다(Kim et al., 2014).

- 북극 척치해에서 퇴적물 트랩을 설치하여 침강입자 플럭스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의한 물질순환 변동을 평가하였다(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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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퇴적물 트랩을 이용하여 동해 울릉분지에서 물질순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엘니뇨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플럭

스 값을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탄소플럭

스 변화를 규명한 바 있다.

- 해양과기원을 중심으로 황해에서 사계절에 걸쳐 해수 이산화탄소 분압을 조사

하였다. 황해는 대기 이산화탄소의 흡수원 역할을 하였으며, 평균 2.8 mmolC

m-2 day-1의 흡수율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황해 내 다른 해역에서 보고된 이

산화탄소 방출량과 크게 대조되었으며, 이는 황해에서 해수 이산화탄소 분압

은 시공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Choi et al., 2020).

○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하와이 인근해역 ALOHA 정점에서 퇴적물 트랩을 설
치하여 매월 침강입자 플럭스를 측정하고 있다(Karl et al., 1996).

○ 미국 JGOF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태평양 열대해역에서 1992년 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약 12개월간 퇴적물 트랩을 운용하여 엘니뇨/라니냐 현상에
의한 탄소플럭스 변화를 관측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엘니뇨 영향으로 북동태
평양 해역 탄소플럭스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Honjo et al., 1995).

○ 미국 몬테레이베이 해양연구소(MBARI)에서 동태평양에 퇴적물 트랩을 설치
하여 침강입자 플럭스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동태평양 해
양생산성과 탄소플럭스는 대기를 통해 유입된 먼지의 영향을 반영한다는 연구
결과 발표하였다(Bishop et al., 2002).

○ 중국 제1해양연구소를 중심으로 황해 북부에서 1976년부터 2006년까지 용존산
소 농도의 장기변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황해 북부 표층에서 용존산소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저층 용존산소 농도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Wei et
al., 2019). 황해 저층 용존산소 감소 현상의 원인으로 황해 일차생산성과 탄소
플럭스 증가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 중국 연구진은 해저면 고정식 퇴적물 트랩을 이용하여 2002년 9월 황해에서
침강입자 플럭스를 측정하였다(Guo et al., 2010). 침강입자 분석결과, 황해 침
강입자의 약 76%는 수평으로 이동된 입자로 구성되었음을 보고하였다.

○ 일본 세토 연안 인근에서 퇴적물 트랩을 수심대별로 설치하여 입자상 유기탄
소 플럭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연안에서 해양생산성에
기반한 유기탄소와 재부유에 기인된 유기탄소플럭스의 정량적인 기여율을 산
출하였다(Yamaguchi et al., 2003).

○ 서태평양 난수역 위치변화가 해양생산성과 탄소플럭스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퇴적물 트랩을 이용한 연구가 서태평양 적도해역과 중
위도 해역에서 활발히 수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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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순 일차생산량(Net primary production, NPP)은 식물플랑크톤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을 의미한다. 식물플랑크통이 광합성을 통
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생산하는 유기물의 총량을 총 일차생산량(Gross
primary production, GPP)이라 하고 여기에서 식물플랑크톤의 호흡에 의한 유
기물 소비를 뺀 값을 NPP로 정의한다(Hong et al., 2011).

1.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인근해역에서 위성 자료 기반 2020년 1월부터 2021년 6
월까지 월별 일차생산력 자료를 획득하였다.

Figure 3-1-1. Location map of sediment trap deployment stations in a

shallow coastal area in the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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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결과

○ 원격탐사를 기반으로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인근해역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차생산력은 봄과 가을에 높고 여름과 겨울에 낮은 계절변동
을 보였다.
○ 제주연안 보목 퇴적물 트랩 설치 정점 인근해역에서 추정된 월별 일차생산력

은 397～917 mgC 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평균 657±187 mgC

m-2day-1이었다.

○ 이 해역에서 일차생산력은 봄과 가을에 높고 여름과 겨울에 낮은 계절변화를
보였다.
○ 제주연안 성산 퇴적물 트랩 설치 정점 인근해역에서 추정된 월별 일차생산력

은 406～1,235 mgC m-2day-1의 범위에서 변화하였으며, 평균 681±201 mgC

m-2day-1이었다.

○ 이 해역에서 일차생산력은 봄과 가을에 높고 여름과 겨울에 낮은 계절변화를
보였다.

○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해역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추정된 일차
생산력의 시기적 변동은 모두 봄과 가을에 높고, 여름과 겨울에 낮은 계절적
변동을 보였다.

○ 이는 중위도 해역에서 보고된 계절변동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보목과 성산 인
근해역에서 추정된 평균 일차생산력도 유사한 값과 범위를 보였다. 이에 두 해
역에서 일차생산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주연안에서 추정된 일차생산력은 북동태평양 빈영양 해역(Low Nutrient

Low Chlorophyll)에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정된 일차생산력(180～524

mgC m-2day-1)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 북서태평양 쿠로시오 확장역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추정된 일

차생산력은 200～1,200mgC m-2day-1의 변화범위를 보였다. 이는 제주연안 일

차생산력과 유사한 변화범위를 보였다.

○ 퇴적물 트랩을 이용하여 제주연안 두 해역에서 침강입자를 포집한 시기의 일
차생산력은 전 처리 등의 이유로 추후에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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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를 비롯한 물질순환은 해양생태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며,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탄소를 비롯한 여
러 생지화학 물질순환은 극심한 변동을 보였으며, 이는 해양산성화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기후조절자로서 해양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양 탄소 순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시계열 퇴적물 트랩을
이용한 해양 탄소플럭스 연구는 1990년대부터 전 대양에서 활발히 수행하였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태평양 해역에서 탄소플럭스는 2009년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 한반도 주변 해양은 지구 해양시스템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
는 해역이다.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해양환경 변화는 탄소 순환과 해양생태계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진
단하고 해양생태계의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탄소 순환 연구는 필수적이다. 하
지만 한반도 주변 해양 및 연안에서 탄소플럭스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드리프팅 트랩을 개발,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주연
안에서 침강입자 플럭스와 탄소플럭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 이 연구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내 처음으로 제주연안에서 탄소플럭
스를 측정하였다.

1. 연구수행 내용

○ 드리프팅 트랩은 해양상층부에서 부유하며 침강입자를 포집하는 장치이다. 이
는 기존 해저면에 고정하여 침강입자를 포집하는 퇴적물 트랩 방식
(Bottom-tethered sediment trap)에 비해 경제적이다.

○ 이러한 드리프팅 트랩은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와 몬테레이베이 연구소 등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양상층부 탄소플럭스 연구
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특허 등록된 ‘다중퇴적물 트랩’ 기반, 제주연안 특성과 운용 방식을 고려하여
표층 드리프팅 트랩(Surface drifting trap)과 퇴적물 트랩(Sediment trap), 해저
면 퇴적물 트랩(Bottom sediment trap)을 제작하였다.

○ 표층 드리프팅 트랩은 부력재(부이)와 퇴적물 트랩, 위성 트랙커 등으로 구성
된다.

○ 제주연안 탄소플럭스 측정을 위해 성산과 보목 인근 해역에 정점을 선정하여
표층 드리프팅 트랩과 퇴적물 트랩, 해저면 퇴적물 트랩을 운용하였다.

○ 표층 드리프팅 트랩은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인근해역에서 2021년 11월에 운
용하였다.

○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인근해역 한 정점(Trap site)에서 수심 10 m에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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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랩을 설치하였음. 퇴적물 트랩을 설치한 해역의 수심은 약 15 m이었다.
○ 서귀포 보목 인근해역에서 퇴적물 트랩은 2021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운
용하였으며, 성산 인근해역에서 퇴적물 트랩은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
지 운용하였다. 퇴적물 트랩에서 침강입자 획득을 위해 다이빙을 통해 시료 용
기를 교체하였다.

○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인근해역 퇴적물 트랩을 설치한 정점 수심 15 m에 해
저면 퇴적물 트랩을 설치하였다. 보목 한 정점에서 해저면 퇴적물 트랩은 2021
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운용하였으며, 성산 인근해역에서 퇴적물 트랩은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운용하였다. 수심 15 m에 설치된 해저면 퇴
적물 트랩에서 침강입자 시료 획득을 위해 다이빙을 통해 시료 용기를 교체하
였다.

○ 퇴적물 트랩을 설치하기 전에 붕산나트륨(Sodium borate)으로 중화된 약 10%
포르말린 용액을 시료병에 넣어 침강입자 시료가 수층 내에서 부패되지 않도
록 하였다.

○ 획득한 침강입자 시료는 지화학 분석을 위해 McLane 사의 WSD-10(Wet
sample divider-10)을 이용하여 다섯 등분하였다. 이 중 두 개의 시료는 지화
학 분석을 위해 증류수로 세 번 세척하였고, 원심분리한 후 동결건조 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무게를 측정하여 총 입자 플럭스(Total particle flux)를 계산하
였다.

○ 총 탄소(Total carbon) 함량은 CNS 원소분석기(Carlo-Erba EA1112)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분석의 정밀도는 분석 시료 사이에 약 3개의 표준시료를 사
용하여 약 3% 이하로 유지하였다.

○ 무기탄소(Inorganic carbon) 함량은 UIC 사의 CO2 coulometer 무기탄소 분석
기(CM5014, UI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의 정밀도는 약 0.2% 이하로 유
지하였다. 탄산칼슘(CaCO3) 함량은 무기탄소 농도에 탄산칼슘의 분자량 비
(CaCO3/C)인 8.33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 유기탄소(Organic carbon) 함량은 총탄소 함량과 무기탄소 함량의 차로 계산
하였으며, 유기물질 함량은 유기탄소 함량의 두 배(CH2O/C 분자량)로 계산하
였다.

○ 퇴적물 트랩에 해양환경인자(수온, 염분, 용존산소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로거
를 부착하여 운용 기간 동안 수온 등의 자료를 획득하였다.

○ 퇴적물 트랩과 해저면 퇴적물 트랩에 호보 수온 기록계(Hobo sensor)를 부착
하여 일별로 수온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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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 Illustration of three sediment traps.

Sediment traps collect gravitationally sinking particles.

Figure 3-2-2. Surface

drifting sediment trap
Figure 3-2-3. Sediment trap

Figure 3-2-4. Bottom

sediment trap



- 24 -

2. 연구수행 결과

○ 제주 연안 보목과 성산 인근 해역 수중 퇴적물이 설치된 주변, 수심 15 m에서
저서 서식상을 파악하기 위해 방형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 각 정점별 저서 서식상을 대표할 수 있는 4개 지점을 선정하여 0.5 m X 0.5
m 방형구를 설치하여 고해상도 수중 카메라(Sony Alpha a6000)로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 확보된 이미지는 photoQuad (ver.1.4)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서식지별 면적을
계산한 후, 백분율 분포도(%)를 산출하였다.

○ 그 결과 보목 인근 해역 수심 15m에서 돌산호류가 피도 82.7%로 우점하는 서
식상을 보이는 반면, 성산 인근 해역 수심 15m에서는 해조류가 피도 95.7%로
우점하는 서식상을 보였다(Figure 3-2-5).

Figure 3-2-5. Average coverage(%) of benthic community estimated on 1

m2 quadrat at a depth of 15 m of Bomok and Seongsan in Octo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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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드리프팅 트랩 운용

○ 표층 드리프팅 트랩을 활용하여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인근해역에서 침강입자
시료를 획득하였다.
- 보목: 2021년 11월 17일 10시부터 2021년 11월 18일 10시까지 운용함

- 성산: 2021년 11월 25일 10시부터 2021년 11월 26일 14시까지 운용함

○ 표층 드리프팅 트랩은 약 24시간 동안 보목 인근해역 내의 이동궤적을 보였으
나, 성산에 설치한 드리프팅 트랩은 우도까지 광범위한 이동 궤적을 보였다.
○ 제주연안 보목인근 해역 수심 5 m에서 약 24시간 동안 측정된 침강입자 플

럭스는 3.5～14.8 g m-2day-1의 변화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9.18±7.99 g

m-2day-1이었다.

○ 제주연안 성산인근 해역 수심 5 m에서 약 24시간 동안 측정된 침강입자 플

럭스는 1.8～4.2 g m-2day-1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평균 침강입자 플럭스는

2.98±1.7 g m-2day-1이었다. 서귀포 보목 수심 5m에서 측정된 침강입자 플럭

스는 성산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 서귀포 보목 인근해역에서 2021년 11월에 측정된 유기탄소 플럭스는 350±122

mg m-2day-1로 측정되었으며, 성산 인근해역에서 2021년 11월에 측정된 유기

탄소 플럭스는 112±33 mg m-2day-1로 측정되었다.

Figure 3-2-6. Surface drifting sediment

trap track at station Bomok during

November 17-18, 2021

Figure 3-2-7. Surface drifting

sediment trap track at station

Seongsan during November 25-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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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적물 트랩 운용

○ 퇴적물 트랩을 활용하여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인근해역 정점에서 약 2주 간
격으로 침강입자 시료를 획득하였다.
- 보목: 2021년 7월29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운용

- 성산: 2021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운용

○ 퇴적물 트랩은 수심 약 10 m에 설치되었으며, 퇴적물 트랩 용기는 약 5% 포
르말린 고정액을 충진하였다. 퇴적물 트랩 시료는 다이빙하여 침강입자 포집
용기를 교체하였다.

○ 퇴적물 트랩을 설치한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정점의 수심은 모두 약 15 m 이
었다.
○ 서귀포 보목 인근해역 수심 10 m에서 2021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측정

된 침강입자 플럭스는 0.85～200 g m-2day-1의 범위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보목 퇴적물 트랩 설치 정점에서 해저면 퇴적물 트랩(수심 15 m)을 설치하여

측정된 침강입자 플럭스는 186 mg m-2day-1로 측정되었다.

○ 서귀포시 성산인근해역 수심 10m에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측정된 침

강입자 플럭스는 2.5～3.7 g m-2day-1의 범위로 나타났다.

○ 2021년 11월, 제주연안 성산 인근해역에서 해저면 퇴적물 트랩(수심 15 m)을

설치하여 침강입자 시료를 획득하였다. 해저면 퇴적물 트랩에서 측정된 침강

입자 플럭스는 198 mg m-2day-1로 측정되었다.

Figure 3-2-8. Location map of sampling station in

the Bomok of shallow coastal area, Jeju Island

Figure 3-2-9. Location map

of sampling station in the

Seongsan of shallow coastal

area,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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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저면 퇴적물 트랩 운용

○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인근해역에서 해저면 퇴적물 트랩(수심 15 m)을 설치하
여 침강입자 시료를 획득하였다.
- 보목: 2021년 07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운용함

- 성산: 2021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운용함

○ 매월 다이빙을 통해 제주연안 해저면 퇴적물 트랩의 시료를 획득하였으며, 시
료 획득 후 분석하기 전까지 제주연구소 1층 냉장고에 침강입자 시료를 보관
하였다.

○ 제주연안 해저면 퇴적물 트랩에 호보 로거를 설치하여 연구기간 동안 일별 수
온 자료를 획득하였다.
○ 제주연안 보목 인근해역에서 해저면 퇴적물 트랩으로 측정된 총입자 플럭스

는 3.86 g m-2day-1로 측정되었다.

○ 제주연안 성산 인근해역에서 해저면 퇴적물 트랩에서 측정된 총입자 플럭스

는 3.9 g m-2day-1로 측정되었다.

○ 수심 15 m에서 해저면 퇴적물 트랩으로 측정된 총입자 플럭스는 제주연안 보
목과 성산 인근해역에서 유사한 값을 보였다.

Figure 3-2-10. Bottom sediment trap and Hobo lo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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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의 표층에서 생산된 입자성 유기탄소(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는
해양의 표층에서 저층으로 침강하며 대부분 다 분해되어 재순환되고 일부만
저층으로 이동한다. 저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유기탄소는 재순
환되어 수층으로 되돌려지고 극히 일부만이 퇴적물로 침강하게 된다. 수직적인
유기탄소 플럭스는 입자의 침강 속도에 비례하고, 입자의 크기와 침강속도 또
한 비례한다. 즉 크기가 큰 입자가 빠른 속도로 침강하게 되면 재순환 되어 수
층으로 되돌아가는 유기탄소의 양은 감소하고, 퇴적물로 퇴적되는 양은 상대적
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입자 크기가 충분히 큰 유기물은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퇴적물로 수송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Trull et al. 2001; Coppola et al.
2005).

○ 해양의 저층은 궁극적인 최종의 퇴적물트랩으로 퇴적물이 침강한 후 초기속성
과정(early diagenesis)을 거치게 된다. 초기속성과정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 유
기물 분해과정인데, 여기에는 산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해양퇴
적물에서 산소는 유기물 분해, 저서생물의 호흡 및 화학종들의 산화에 소모된
다. 산소는 대부분 유기물 분해에 소모되지만, 질소순환에서 질산화반응, 망간-
철 환원 화학종의 재산화, 황화수소의 산화 등에도 소모가 된다(Lee et al,
2008; Lee et al, 2010). 그래서 유기물의 공급량이 많고 해수의 유동이 느린 연
안지역에서는 하계에 산소소모율이 증가하고 수층이 성층화되면 빈산소가 발
생하기도 한다(Lee et al, 2019). 그래서 유기물 분해에 의한 산소소모는 연안
해역 저층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퇴적물 산소소모율은 여러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 미세전극을 이용하여 퇴적
물 내 용존산소의 수직분포를 측정하여 산소소모율을 구할 수도 있고, 벤틱 챔
버 또는 벤틱 랜더를 해저 퇴적층위에 설치하여 용존산소의 변화량을 직접 측
정하는 방법이 있다. 미세전극을 이용하여 퇴적물 산소 수직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은 시추기 등을 이용하여 퇴적물을 채취한 후 퇴적물 부시료를 채취하는
등 측정과정에서 시료가 교란되거나 외부 공기와 접촉하여 그 값이 크게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챔버를 해저에 설치하여 직접 산소변화량을 관측하는 것이
산소소모율을 과잉추정하지 않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
연안에서의 탄소플럭스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퇴적층에서 유기탄소가 분해되
어 수층으로 되돌려지는 양을 산소소모율로 측정하기 위하여 벤틱 챔버를 연
안 해저에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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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수행 내용

○ 벤틱 챔버는 성산과 보목 연안 수심 약 15 m 해저에 설치하였다. 성산 챔버
설치 정점은 제주도 동부 연안 성산일출봉 남쪽으로 외해와 이어지고 있다.

○ 보목 챔버 설치 정점은 제주 남부 연안 서귀포항과 보목항 사이에 만 형태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Figure 3-2-11).

○ 성산 정점의 해저는 자갈과 모래가 혼합된 퇴적층이었고, 보목 정점은 성산보
다 상대적으로 세립한 모래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 보목 정점 주변에는 하수처리장 방류구가 위치하고 있는데, 방류구에서 배출된
방류수가 벤틱 챔버 설치 정점까지 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 2021년 11월에 제주 성산과 보목 연안 수심 약 15 m 해저에 벤틱 챔버를 설
치하여 상층수의 용존산소 농도의 감소 기울기로서 퇴적물 산소 소모율
(sediment oxygen consumption rate; SOCR)을 측정하였다.

○ 벤틱 챔버는 내경 200 mm, 길이 270 mm의 둥근 아크릴로 제작하였다. 다이
버가 벤틱 챔버를 해저로 이동시켜 퇴적물 깊이를 170 mm 정도로 챔버를 해
저에 설치하고, 상층수는 약 4 L 가 되도록 하였다.

○ 상층수는 특수 제작한 수중 펌프를 이용하여 순환을 시켰는데, 분당 약 2 L의
속도로 상층수를 순환시켰다. 챔버에는 용존산소기록계(dissolved oxygen
logger, HOBO)를 장착하여 매 15분 가격으로 용존산소의 농도를 기록하였다
(Figure 3-2-11).

Figure 3-2-11. Map of benthic chamber installed site in Seongsan

and Bomok,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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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틱 챔버는 설치 후 24시간 동안 운용한 뒤 회수하여 용존산소기록계의 자료
를 다운로드 하였다. 퇴적물산소소모율은 식(1)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SOCR (mmol·m-2·day-1) = 


× V/A (1)



 : 용존산소의 감소기울기(mmol·L-1·day-1)

V : 벤틱 챔버 내 상층수량(L)

A : 챔버의 수평 면적(m2)

○ 유기물의 분해는 아래의 반응식 순서대로 진행된다. 유기물 106몰(mole)을 분
해하는데 산소는 138몰이 소모된다. 산소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약 90%이고
나머지는 질산성질소, 망간-철 산화물, 황산염에 의해 분해된다. 이때 산소는
유기물 분해 후 발생하는 화학종의 재산화에도 소모가 되므로 산소소모율은
유기물 분해율을 대변할 수 있다. 그래서 산소소모:유기탄소 분해 비율을
138:106으로 하여 유기탄소분해율(organic carbon regeneration rate; OCR)을
계산하였다.

106CH2O + 138O2 =106CO2 +122H2O

106CH2O + 84.4NO3 =106CO2 + 42.2N2 +148.4H2O

106CH2O + 236MnO2 = 106CO2 + 236Mn2+ +366H2O

106CH2O + 212Fe2O3 =106CO2 + 424Fe2+ + 530H2O

106CH2O + 53SO42− =106CO2 + 53S2− + 106H2O

Figure 3-2-12. Benthic chamber moored at stations BM and SS during Nov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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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가. 산소소모율

○ 성산에 설치한 벤틱 챔버에서는 초기 3시간 동안 설치 시 교란으로 인해 용존
산소의 값이 안정적이지 않다가 그 이후로 안정되며 감소하기 시작하여 24시
간 뒤에는 200 μmol L-1까지 감소하였다(Figure 3-2-13). 보목에 설치한 벤틱
챔버에서는 초기 4시간 동안 설치 시 교란으로 인해 용존산소의 값이 안정적
이지 않다가 그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2시간 후에는 거의 고갈
되었다(Figure 3-2-14).
○ 용존산소 감소기울기를 계산할 때 배양초기 교란에 의한 용존산소 농도는 제

외하고 기울기를 구하였다. 벤틱 챔버 내 용존산소의 감소기울기를 구하여 계

산한 퇴적물산소소모율은 성산과 보목에서 각각 0.72 mmol m-2day-1, 2.30

mmol m-2day-1로 계산되었다. 보목에 설치한 챔버에서 산소소모율이 성산보다

약 3배 높게 나왔는데, 이는 유기물함량과 퇴적물 입도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Figure 3-2-13. Changes of dissolved oxygen

concentrarion and sediment oxygen consumption

rate in Seongsan



- 32 -

나. 유기탄소 분해율

○ 제주 성산과 보목 연안에서 저층챔버 실험으로 측정한 퇴적물산소소모율로

유기탄소 분해율을 계산한 결과 성산과 보목에서 각각 17.67 mgC m-2day-1과

56.42 mgC m-2day-1로 계산되었다. 보목 퇴적물에서의 유기탄소 분해율이 성

산 퇴적물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지역의 수온과 퇴

적물 유기탄소 함량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목에 설치한 벤틱

챔버 내 상층수의 온도가 성산보다 약 1℃ 높게 유지되었다(Figure 3-2-15).

온도가 높을수록 유기탄소 분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온이

두 지역의 유기탄소 분해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두 지역

퇴적물의 유기탄소 함량에서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유기탄소 함량

차이가 유기탄소 분해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두 지역 퇴적물의

유기탄소 함량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 보목 퇴적물이

성산 퇴적물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게 보였다. 이는 보목 정점 주변에 하수처

리장 방류구가 위치하고 있어 인위적인 유기물의 공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Figure 3-2-14. Changes of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and sediment oxygen consumption

rate in Bo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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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5. Temperature change of overlying water in the
benthic chamber of Seongsan and Bomok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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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CO2)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
키고 있다. 태평양 해양환경과 CO2 흡수율은 기후변화에 의해 큰 변동을 보인
다.

○ 서태평양 열대해역 탄소플럭스(CO2 흡수율)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동태평양 탄소플럭스는 크게 증가하였다.

○ 이러한 태평양 환경 변화는 기후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예를들어, 지구
온난화에 의한 서태평양 웜풀의 성층화는 표층 수온을 더욱 상승시킬 것이고,
해양의 탄소 흡수율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 이는 서태평양 웜풀이 대기로 CO2를 방출하여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하지만 아직까지 한반도 주변해양과 연안에서 해양 탄소플럭스 변동성 관측은
미미한 실정이다.

○ 생물학적 탄소펌프(생물펌프)는 해양의 유광층에서 생물에 의하여 생산된 유
기물과 탄산칼슘이 유광층 하부로 가라앉아 탄소를 해양심층으로 수송하는 기
작을 의미한다.

○ 생물펌프를 정량하는 방법 중 전통적인 방법은 퇴적물트랩을 이용하여 침강입
자를 직접 채취하고 건조 시료의 무게를 측정함으로써 입자의 플럭스를 정량
하는 것이다.

○ 입자유기탄소 플럭스는 입자 플럭스와 유기탄소의 농도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건조시료의 총탄소와 유기탄소는 원소분석기(Elemental Analyzer)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정량이 가능하다. 보통 총탄소와 유기탄소의 차이를 무기탄소로
정량할 수 있다.

○ 퇴적물 트랩을 활용한 수층 내 탄소플럭스 연구와 퇴적물에서 분해되어 다시
수층으로 재순환되는 유기탄소 플럭스, 퇴적물로 저장되는 탄소 플럭스 연구는
제주연안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아 연안환경에서 탄소순환을 이해하는데 한계
가 있다.

○ 따라서 연안 수층과 퇴적물에서 탄소플럭스 연구는 대양 탄소순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나아가 연안 탄소순환을 이해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연안 탄소순환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할 수 있고 다시 연안 탄소순환 변화가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래 기후변화 예측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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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수행 결과

○ 2021년 11월 탄소플럭스를 이용하여 제주 성산과 보목 연안에서 탄소 흐름을
추정하였다.
○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귀포 보목 인근해역에서 평균 일차생산력

은 657±186 mgC m-2day-1이었다. 수심 5 m에서 측정된 유기탄소 플럭스는

350±122 mgC m-2day-1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표층해양에서 생산된 탄소는 수

심 5 m까지 약 40～67%의 전달효율을 의미한다. 표층해양에서 수심 10 m에

서 유기탄소 전달효율은 8～11%로 나타났으며, 수심 15 m에서 유기탄소 전달

효율은 ～28%로 증가했다. 이는 수심 10 m와 15 m 사이에서 수평적인 유기

탄소 유입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층퇴적물에서 유기탄소 소모율은 56.4

mgC m-2day-1로 측정되어 퇴적물에서 수층으로 되돌아가는 탄소는 약 30%로

측정되었다.

○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귀포 성산 인근해역에서 평균 일차생산력

은 681±201 mgC m-2day-1이었다. 수심 5 m에서 측정된 유기탄소 플럭스는

112±33 mgC m-2day-1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표층해양에서 생산된 탄소는 수

심 5 m까지 약 13～20%의 전달효율을 의미한다. 표층해양에서 수심 10 m에

서 유기탄소 전달효율은 37～40%로 나타났으며, 수심 15 m에서 유기탄소 전

달효율은 ～29%이었다. 표층퇴적물에서 유기탄소 소모율은 17.7 mgC

m-2day-1로 측정되어 퇴적물에서 수층으로 되돌아가는 탄소는 약 9%로 측정

되었다. 이는 보목 인근 해역에서 측정된 값보다 낮았고, 그 원인으로 수온과

퇴적물 조성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Figure 3-4-1. Particulate organic carbon flux at two stations in the shallow

coastal area,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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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2. Temporal variation of temperature at a water depth of
15 m at stations Bomok and Seongsan, Jeju Island 

Figure 3-4-3. Photo from a sediment core

taken from Seongsan, a shallow coastal

area in the Jeju Island

Figure 3-4-4. Photo from a sediment core

taken from Bomok, a shallow coastal area

in the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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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연안 보목 인근해역 탄소플럭스 시계열 자료

○ 제주 보목 인근해역 내 한 정점에서 2021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침강입
자 플럭스를 측정하였다.

○ 2021년 8월에 측정된 총입자 플럭스는 다른 시기(10월과 11월)에 비해 약 200
배 높았다.
○ 제주 서귀포 보목 해역 인근에서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공위성

으로 측정된 엽록소-a 농도는 0.1～2.6 mg m-3의 변화범위를 보였다.

○ 특히 총입자 플럭스가 증가된 2021년 8월에 엽록소 농도는 0.45 mg m-3으로

2021년 10월과 11월에 측정된 엽록소 농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 이는 2021년 8월에 급격하게 증가된 침강입자 플럭스는 해양생산성 변화 이외
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 퇴적물 트랩에 부착된 호보로거를 통해 측정된 수심별 수온은 2021년 8월에
급격하게 감소했다. 수심 15m에서 측정된 수온은 2021년 7월에 약 25℃ 내외
의 값을 보였으나 2021년 8월 중-하순에 22℃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기에서 측
정된 기온변화와 유사한 변화경향을 보였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제주 서귀포 인근에서 측정된 월별 강우량은 14～692
mm의 변화범위를 보였으며, 여름철에 높은 강우량을 보였고, 겨울철에 낮은
값을 보였다.

○ 특히 제주 서귀포 여름철(6월-9월) 강우량은 연 강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 서귀포 인근에서 2021년 8월에 기록된 강우량은 약 318 mm로 나타나 평
균보다 높았다.

○ 여름철, 특히 8월과 9월, 폭우로 인해 하천을 통해 육상기원 물질의 해양유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 제주도의 하천은 남-북 방향으로 발달하며, 여름철 폭우로 인해 하천을 통해
다량의 육상기원 물질이 보목인근해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2021년 8월에 분석된 탄산칼슘 함량은 침강입자의 약 72%로 나타났으며, 유기
탄소 함량은 약 1.8%이었다.

○ 하지만 다른 시기에 분석된 침강입자 내 탄산칼슘 함량은 10～30%의 범위를
보였으며, 유기탄소 함량은 10% 내외의 범위를 보였다.

○ 향후 침강입자 내 육상기원 쇄설물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여름철
하천을 통해 연안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원 쇄설물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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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5. Temporal variations in (a) precipitation and air temperature,

(b) sea temperatures, and (c) chlorophyll-a concentration and total particle

fluxes at station Bomok,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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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목표 대비 달성율(%)

구분

연차별 달성내용 계획대비 
연구실적 
달성율(B)

(%)
성과목표 연구내용

가중

치

(A)

달성실적

과제

기간

1. 드리프팅 트

랩제작

1-1. 드리프팅 트랩 제작

0.7

- ‘다중 퇴적물 트랩’ 기술 

기반, 드리프팅 트랩을 제작

하여 제주연안에서 활용

100

1-2. 드리프팅 트랩을 활

용 제주연안 침강입자 획

득

- 드리프팅 트랩을 활용하여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인근

해역에서 약 2주 간격으로 

침강입자를 획득함 

1-3. 제주연안에서 운용 

및 해양환경측정센서 부

착가능성 평가

-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인

근해역에서 운용하였음

- 드리프팅 트랩에 해양환경 

측정센서를 부착하였으며,

제주연안에서 수온, 염분,

용존산소 시계열 관측을 통

한 변화 분석

2. 제주연안 퇴

적물로 제거되

는 탄소량 측

정

2-1. 원격탐사 기반, 제주

연안 식물플랑크톤의 생

산력 측정

0.3

- 인공위성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의 자료 전처리 지연 

문제로 인해 2021년 7월부

터 12월 자료를 받지 못함.

-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료를 획

득함. 추후 2021년 7월 이후

자료를 확보할 예정임 

60
2-2. 드리프팅 트랩활용,

제주연안 유기탄소 플럭

스 측정

-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인

근해역에서 2021년 7월부터 

침강입자 자료획득

- 유기탄소 플럭스 분석함

2-3. 제주연안 탄소퇴적율 

측정

- 제주연안 보목과 성산 인

근해역에서 2021년 11월 저

층 챔버를 수심 15m엣 설

치하여 약 24시간동안 퇴적

물 산소소모율을 측정함
계 1.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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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적 측면

○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생태계 및 탄소플럭스 변동 탐지 기반 구축
○ 육상-해양 물질이동 탐지 기반 구축
○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연안 탄소순환 정량화 기반 구축
○ 저서생물 서식지 별 탄소플럭스 변화 연구 기반 구축
○ 고해상도 연안환경 탄소플럭스 모니터링 연구에 활용
○ 제주연안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및 탄소중립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 제공
○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 강화 기초자료 활용
○ 플로트형 무인센서를 이용한 해양환경 감시망 기초 기술 확보
○ 연안 탄소플럭스 측정을 위한 퇴적물 트랩 기초 기술 확보
○ 해양상층부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원천 기술 확보
○ 제주연안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파악을 위한 고가의 해양관측장비 대체효과
기대

2. 경제․사회적 측면

○ 드리프팅 트랩 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플로트형 무인 환경 감시망 활용
○ 연안 탄소플럭스 연구를 위한 퇴적물 트랩의 수입 대체 효과
○ 제주연안 생태환경 및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 증대
○ 연안 기초 환경연구 광역-국지적 감시망 활용
○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
수 기능강화 자료로 활용

○ 연안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자연 생태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기반 확립
○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지역주도의 탄소 중립 촉진을 위한 탄소플럭스 관측 기반 확립
○ 국가 계획과 연계한 제주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주연안 해양생태계 조성 전략 수립 기초자료 활용
○ 제주연안 광합성 해양조류의 탄소흡수 잠재력 평가 기초자료
○ 온난화에 따른 연안 해양생태계 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과학 조사 역량 강화
○ 해양 플랑크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및 저감 기작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조절자
로서 해양의 역할을 이해하고 기후변화 대처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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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산업적 측면

○ 기후변화에 의한 제주연안 해양생태계 및 탄소플럭스 변동 탐지 기반을 구축
할 수 있음

○ 육상-해양 간 물질이동을 탐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제주연안 물질 및 탄소순환
정량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제주연안 저서생물 서식지 차이에 따른 수층 내 탄소플럭스 변화 연구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고해상도 연안환경 탄소플럭스 모니터링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
○ 제주연안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

○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및 탄소중립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함
○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 강화 기초자료 활용될 수 있음
○ 플로트형 무인센서를 이용한 해양환경 감시망 기초 기술을 확보함
○ 연안 탄소플럭스 측정을 위한 퇴적물 트랩 기초 기술을 확보함
○ 제주연안 및 해양상층부에서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함
○ 제주연안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파악을 위한 고가의 해양관측장비 대체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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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1. Different ways to sample the downward flux of organic

particles (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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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적 측면

○ 드리프팅 트랩 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플로트형 무인 환경 감시망 활용
○ 연안 탄소플럭스 연구를 위한 퇴적물 트랩의 수입 대체 효과
○ 제주연안 생태환경 및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 증대
○ 연안 기초 환경연구 광역-국지적 감시망 활용
○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
수 기능강화 자료로 활용

○ 연안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자연 생태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기반 확립
○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지역주도의 탄소 중립 촉진을 위한 탄소플럭스 관측 기반 확립
○ 국가 계획과 연계한 제주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주연안 해양생태계 조성 전략 수립 기초자료 활용
○ 제주연안 광합성 해양조류의 탄소흡수 잠재력 평가 기초자료
○ 온난화에 따른 연안 해양생태계 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과학 조사 역량 강화
○ 해양 플랑크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및 저감 기작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조절자
로서 해양의 역할을 이해하고 기후변화 대처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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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2. The biological carbon pump (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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