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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기능 변동성을 진단하고 영향을 평가하는 과

학적 정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황해 및 동해 생태계의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음. 또한 국제해

사기구의 선박선체부착물 수중제거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함

1. 황해 환경 및 생태계특성 연구

Ÿ 춘계 황해의 환경과 생태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4월 우리나라 EEZ 및 한 중 중첩

수역을 포함한 광역 해양 조사를 수행함

Ÿ 수온, 염분 등 물리변수, 영양염과 유기물 농도를 포함한 해양화학 변수 그리고 일차생산자

부터 자치어에 이르는 하위영양 단계의 생물 그룹과 저서동물에 대한 광역 분포 특성을 파

악할 수 있었음

2. 동해 아열대화 진단 기반 연구

Ÿ 한반도 최고 수준의 아열대화가 진행 중인 동해 해역에서의 주요 핵심연구거점으로 왕돌초

-울릉도-독도를 설정하고, 핵심연구거점에서 서식생물과 서식환경에 대한 장기생태모니터링

을 통해 동해 아열대화 최적감시체계 구축 및 국가차원의 동해 해양생태계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하였음

3. 선박선체부착물 수중제거 관리기술 개발

Ÿ 국제해사기구 주도 선박선체 수중청소 배출물 미래규제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 과학적 대

응을 위해 위해성 평가 및 관리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함.

Ÿ 수중청소 배출물 내 활성물질 분석법 정립과 지침서 발간, 그리고 부착 주요생물의 분석과

생존성 평가 그리고 독성평가를 수행했고, 배출물 관리를 위한 주요 구성요소를 확인 후 위

해성 평가 시범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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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한국 주변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목적

○ 한국 주변해역의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동 진단 기반 구축
- 황해 생태계의 특성 규명과 주요 생태학적 과정의 이해를 통한 황해 생태계 

변동 진단 기반 자료 확보 및 주요 변동 요인 규명
- 저서생태계 모니터링체계 수립 및 관련 기술 확립을 통한 동해 장기 아열대

화 감시 기반 구축

○ 인위적 생태계 교란에 대응한 생태계 보호 기술 개발
- 국제해사기구 미래 해양환경규제에 근거한 선박선체부착물의 수중제거 배출

물 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및 수중제거 통합관리 프로세스 제시

2. 연구 필요성

○ 해양생태계 구조 및 기능 연구를 통한 기후변화 추적 및 대응 기반 구축
- 한반도 주변해는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한 해역의 하나로 알려져 있어, 지속가

능한 생태계 보전 및 이용을 위해 기후변화를 추적하고 대응하기 위한 단계
적이고 해양과학적인 연구체계 수립이 절실함

- 동해안의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해저 서식지(사질-수중암반) 생태계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속적인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화 분석이 필요함

○ 선박선체부착물 수중제거관리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 요구 대응 및 기술 우위 확보 
- 국제사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현장생물 보호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현장서식종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요소기술개발 및 평가기법의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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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 연구 개발 내용 및 범위

○ 한국 주변해의 생태계 변동 진단 기반 구축
- 황해생태계 특성 파악을 통한 황해생태계 변동 이해 기반 구축
- 다학제적 4계절 광역 조사를 통한 황해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특성 파악
- 황해의 주요 해양학적 과정(조석혼합; 저염수, 하천수 및 쿠로시오분지류 유

입)에 따른 생태계 변동성
- 중장기 황해생태계의 주요 변동 요인 규명
- 아열대화 진단을 위한 저서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연안 및 외해역 저서 생태계 정밀해양환경생태도 작성
- 기초환경 및 저서생물의 계절적 변동 연구
- 동해 아열대화 지표 생물 파악

○ 선박선체부착물 수중제거 배출물 위해성 평가 기법 및 관리 프로세스 개발
- 선박방오처리(Antifouling systems) 활성물질 분석 및 거동평가기술
- 선박선체표면 수중제거기술 대응 생물 및 환경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 미래규제대응 수중제거기술 운용 국가통합관리 프로세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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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1. 황해 환경 및 생태계 특성 연구

가. 황해 물리해양학적 특성

  춘계 황해 해수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총 28개 정점에 대해 CTD 조사를 
수행하고, 표층 해류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 총 10대의 표층 뜰개를 투하하였다. 해
수 물성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 방면의 연안에서는 저온저염수가, 중국 방면의 외해
에서는 고온고염수가 관측되었다. 수온은 상층에서 약한 성층이 형성되었으며 외해에
서 연안으로 수온약층이 상승하는 구조를 보인다. 염분은 연안과 외해 모두 연직으로 
거의 균일한 분포를 보였다. 황해 중앙부에서 중국 방면 해역으로 황해난류수의 흔적
으로 판단되는 고온고염수가 관측되었으며, 황해 중앙골의 동쪽 사면에서 저온의 핵
이 관측되었다. 
  표층 해류의 거동을 분석한 결과, 황해 북부(37°N) 정선에서는 한반도 방면의 연
안을 따라 남하하는 흐름이 관측되었다. 남부(35°N) 정선에서는 연안에서 외해방면
으로는 서향의 흐름이, 황해 중앙골 부근에서는 남서향의 흐름이 관측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황해 저층 냉수의 장기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관측
된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 자료도 함께 분석하였다. 최근 20년간(2000-2019)의 수
온의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4
월은 이전 시기보다도 높은 수온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성은 겨울철 수온 변동
과 일치하고 있어, 황해 저층수는 겨울철 수온 변동이 춘계 수온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황해 화학해양학적 특성

  황해 해수 중 영양염은 연안에 위치한 정점의 표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여 우리나라의 강을 통한 유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량원
소 역시 영양염과 마찬가지로 표층은 연안에서 농도가 높고 외해역으로 갈수록 농도
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저층에서는 연안에 인접한 정점보다는 황해의 중
앙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양염과 미량원소 농도를 보였고 특시, 규산규소는 중국
측에 인접한 지역에서 매우 높은 농도를 보여 우리나라 측보다는 중국의 연안 혹은 
강을 통한 인위적 유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황해 생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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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계 구조 특성: 생물량 및 다양성

(가) 식물플랑크톤

  본 연구는 20219년 4월 춘계기간동안 우리나라 황해의 18개 정점에 대하여 
식물플랑크톤 군집 생체량, 개체수, 군집구조, 다양성 등을 조사하였다. 식물플랑
크톤 생체량은 연안역에서 높고, 외해역에서 낮은 전형적인 공간 분포를 나타내
었다. 외해역에서는 뚜렷한 엽록소 최대층(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layer)을 형성하였다. 또한 크기가 20~2 ㎛인 미세식물플랑크톤의 평균 기여도
가 52.1%로 조사해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황해의 식물플랑크톤 
군집 확인을 위해서 분석한 지시색소 중 fucoxanthin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해당 지시색소의 대상 군집인 Bacillariophyceae가 가장 크게 우점하며,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에 가장 높은 기여도(36.4%)를 나타냈다. 그 뒤를 이어 
Cryptophyceae가 31.9%의 기여도를 보였으며, 특징적으로 Dinophyceae가 
35-15정점에서 최대 61.1%의 비율을 차지하는 분포특성을 보였다.
  FlowCAM 분석 결과 조사해역의 연안역에서는 Thalassiosira eccentrica, 
Thalassionema nitzchioides, Ditylum brightwellii 등의 식물플랑크톤 종들이 
우점 하였으며, 외해역에서는 Hemiaulus sinensis, Thalassiosira sp., 
Chaetoceros sp., Corethron penatrum, Ditylum brightwellii가 우점 하였다.
  NGS 분석 결과 광합성초미소진핵생물은 위도에 따라서 조금씩 분포의 차이를 
보였지만 Mamiellophyceae, Prymnesiophyceae, 그리고 Cryptophyceae가 순
으로 조사해역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우점 하였다. 초미소남세균은 
Synechococcus Clade I과 Clde IV가 조사해역에서 넓게 우점 하였으나, 생태
적 특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빈영양 해역과 높은 수온을 선호하는 
Prochlorococcus와 Synechococcus Clade II가 36도 정선의 저층에서 상대적
으로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나) 동물플랑크톤

  2019년 봄철 황해의 중형동물플랑크톤 밀도는 1,542–7,367 ind. m-3 범위, 생
체량은 3-42 mg C m-3 범위를 보였다. 중형동물플랑크톤 군집은 연안과 외해
로 구분되었으며, 연안은 외해역에 비해서 중형동물플랑크톤의 밀도, 생체량, 
chl-a 농도가 높았고, 요각류 Acartia hongi를 포함하는 소수종에 의한 우점도가 
높았다. 반면에 외해는 연안에 비해 다양한 종이 골고루 분포하였다. 전체 중형
동물플랑크톤 생체량은 chl-a 농도와 대체로 양의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봄철 
중형동물플랑크톤 분포와 출현량 및 종 구성은 수온이나 염분보다는 chl-a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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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더 받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DNA metabarcoding 분석법을 활용하여 2019년 춘계 황해에 
서식하는 동물플랑크톤 종 조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트를 이용한 채집에
서는 총 21개의 분류군이 동정되었으며 18개가 종 수준으로, 2개가 속 수준, 1
개가 하목 수준으로 동정되었다. 또한 eDNA를 분석한 결과 총 38개의 분류군이 
동정되었으며 종 수준으로 31개, 속 수준으로 7개가 분석되었다. 전체 출현종의 
DNA reads를 비교하여 상위 5종을 분석한 결과 네트에서는 Centropages 
abdominalis, Euphausia pacifica, Acartia hongi, Paracalanus parvus, Acartia 
omorii, eDNA에서는 Centropages abdominalis, Acartia omorii, Euphausia 
pacifica, Oithona similis, Undinula sp.가 분석되었다. 두 채집 방법 중 
Centropages abdominalis, Euphausia pacifica, Acartia hongi, Paracalanus 
parvus, Acartia omorii, Oithona similis, Calanus sinicus, Corycaeus affinis, 
Paraeuchaeta elongata, Thysanopoda sp.는 공통 출현한 분류군으로 분석되었다.

(다) 원핵생물

  원핵생물 연구는 20219년 4월 춘계기간동안 우리나라 황해에서 원핵생물 개체
수 및 다양성 등을 조사하였다. 평균 원핵생물 개체수는 5.84±3.45×105 cells 
ml-1로 나타났으며, 36°N 정선의 표층에서 27.4×105 cells ml-1로 가장 높은 개
체수를 나타냈다. 연안보다 외해역에서 더욱 높은 개체수를 보인 36°N과 37°N 
정선과는 달리, 35°N 정선에서는 SCM층을 형성한 식물플랑크톤 생물량 분포특
성과 유사한 분포 특성을 보였다.
  원핵생물 NGS 결과 Alphaproteobacteria가 조사해역에서 가장 우점 하였으
며, 이 중 Pelagibacter에 속하는 종들이 대부분 우점 하였다. Flavobacteria 및 
Gammaproteobacteria가 그 뒤를 이어 우점 하였으며, 이들은 정점 및 수심에 
따라 뚜렷한 종 간 분포 차이를 보였다.

(라) 원생생물

  섬모충플랑크톤 크기별 분포는 먹이생물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성 보였다. 춘계 
황해생태계에서 섬모충플랑크톤의 분포특성은 초미소와 미소 플랑크톤의 포식자
로 중형동물플랑크톤 먹이생물로 중요한 역할이 암시되었다.

(마) 어란

  2019년 4월은 어란이 출현하지 않았다. 어란 종도정을 위한 COX1 염기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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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74,685건을 수집하였다.

(바) 자치어

  봄철 자치어는 7목 11과 10속 13종이 출현하였다. 출현량은 0.8∼141.8 
ind./1,000m3 범위였으며, 연안역과,  35° 라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우점종은 
Lipiaris tanakae, Pholis fangi, Clupeidae spp.로 전체 출현량의 86.5%를 차지하
였다. 출현종 수는 35° 라인의 연안에서 높게 나타났다. 출현량은 조사해역의 염
분이 낮을수록, 출현종수는 수온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치어 출현량
은 요각류(copepoda)의 생체량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안역에서 출현량이 높았던 Lipiaris tanakae, Pholis fangi, Ammodytes 
personatus의 체장을 고려해 볼 때, 요각류가 자치어 주요종의 먹이원으로 이용
되고 있었다. 따라서 봄철 황해 연안역이 자치어의 성육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 중형저서동물

  중형저서동물 서식밀도는 44.7 ± 5.8 ~ 732.3 ± 168.4 inds./10㎠로 나타
났다.  조사된 중형저서동물 중, 선충류가 가정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다(선충류
는 전체 서식밀도의 약 82%, 저서성 요각류는 약 8%를 차지함). N/C ratio 값
은 연안 정점인 St.35-1이 다른 정점에 비하여 유독 높았고, 36번, 37번 정선
은 연안에서 외해역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MDS 분석 결과, 연안 정점인 정점 
35-1과 정점 37-2을 제외한 모든 정점의 군집구조가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황해 35°N 라인 7개 정점의 춘계 저서성 요각류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총 
11과 27속 35종이 출현하였으며, 정점 35-11에서 15종으로 가장 다양한 종이 
출현하였으며, 정점 35-9에서 42개체/㎠으로 서식밀도가 가장 높았다.

(아) 대형저서동물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와 생체량은 수온이 가장 낮은 정점 37-5, 37-6에
서 가장높고, 외해역으로 갈수록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형저서동
물의 우점종은 14종이었으며, 얼굴갯지렁이가 가장 우점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는 크게 3지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군집구조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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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수심, DO, Gravel로 나타났다. 36도, 37도 라인의 전선역에서 연안쪽으로 
용존산소와 평균입도가 조립해질수록 대형저서동물의 부유물식자 및 육식자의 서
식밀도가 증가하였다. 우점종은 수심, DO, 염분과 깊은 연관을 보였으며 입도, 
TOC는 우점종 서식에 높은 영향을 주었다.

(자) 생물음향

  황해 저층 냉수대 해역에서 음향 산란층(Sound scattering layer)의 시·공간 
분포 특성 및 동물플랑크톤 종 중 하나인 난바다곤쟁이(Euphausia pacifica)의 
밀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음향 및 채집 조사를 수행하였다.
  난바다곤쟁이의 밀도 분석 결과 황해 중부 해역은 15.78 g/m2, 서부 해역은 
1.33 g/m2, 동부 해역은 10.26 g/m2 로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총 조
사 면적을 고려하면 생체량은 458 × 103 톤으로 계산되었음

(2) 생태계 기능 특성: 생산력 및 먹이망 특성

(가) 일차생산력

  2019년 4월 조사해역 전체의 평균 일차생산력은 510.0±281.4 mg C m-2 d-1

이었으며, 각 정선에서 평균 일차생산력은 각각 412.1±209.9 mg C m-2 d-1, 
663.4±418.9 mg C m-2 d-1, 513.1±188.0 mg C m-2 d-1로 36°N 정선에서 가
장 높은 평균 일차생산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연안역에서 높은 일차생산력이 
나타나며,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 분포와 비슷한 패턴을 나타냈다. 일차생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해서 분석하였을 때, 연안역에선는 광소광율이 낮아 유
광층이 깊지는 않으나, 높은 동화계수로 인한 높은 일차생산력이 나타났으며, 이
와 반대로 외해역의 경우 낮은 동화계수로 인하여 낮은 일차생산력 값을 보였다. 
또한 조사해역의 초미소식물플랑크톤의 일차생산력 기여도는 전체 일차생산력의 
23.9%를 차지하였다.

(나) 원핵생물 생산력

  조사해역에서의 원핵생물 생산력은 96.0±18.5 mg C m-2 d-1 이었으며, 원핵생
물 개체수와 마찬가지로 외해역 정점의 원핵생물 생산력이 약 2.8배 높았다. 일
차생산력에 대한 원핵생물 생산력의 비율 또한 연안역에서는 11.9±14.5%로 나
타난 반면, 외해역에서는 31.0±10.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안역에서는 섭식 
및 다른 요인들에 의한 생지화학적 순환의 기여가 원핵생물 생산력보다 많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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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반면 상대적으로 외해역에서는 원핵생물에 의한 생지화학적 순환의 
기여도가 높게 작용함이 사료된다.

(다) 먹이망 구조 특성

  황해 춘계조사 시 모든 정점에서 동물플랑크톤 영양단계는 크기가 작은 그룹
(0.2-0.5 mm)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크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냉수대가 확인된 정점(35-05)에서 저층 먹이원에 대한 동물플랑크톤의 의존도는 
높지 않았으며, 다른 정점과 구별되는 먹이망 구조 특징이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조석혼합이 활발했던 북위 35도 정선 연안정점에서는 동물플랑크톤 크기가 증가
할수록 영양단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0.2-0.5 mm 크기의 동물플랑크
톤과 0.5 mm 이상 크기의 동물플랑크톤 간 먹이원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3) 생태계 모형

  기존 POLCOMS-ERSEM 기반 해양시스템모형 결과 분석을 통한 황해의 기후
평균장 재현성 평가와 소청초 과학기지에서의 춘계 대번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WOA13 자료와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황해의 표층 수온, 표층 염분, 표층 엽록소a 
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현성이 좋았다. 국립수산과학원 정선관측자료와 수
온, 염분, 영양염 등을 비교하였고 계절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북위 35N, 36N, 
37N 에서의 봄철 생태계 변수들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소청초 과학기지 해역에
서의 월별/수심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2. 동해 아열대화 진단 기반 연구

가. 동해 핵심 연구거점의 서식환경 특성 연구

(1) 핵심 연구거점 주변 물리 환경요소 파악

  동해안 아열대화 핵심 진단 지역중의 하나인 울릉도 남쪽 능걸 주변의 2019년 
물리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능걸에서 북동쪽 약 3 km 해상에 위치한 기상청 
울릉읍 파고 부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9년 1 ~ 3월에는 표층수온이 예년에 비
해 3 ~ 4℃정도 비교적 높았으며, 6 ~ 8월에는 예년에 비해 2 ~ 3℃ 낮았다. 그
러나 25℃ 이상일수는 연간 42일 정도로 최근 5년 동안 2번째로 많았으며, 반면
에 20℃ 이상일수는 최근 5년간 가장 작은 111일 수준이었다. 즉, 2019년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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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수온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25℃ 이상 고수온일수가 비교적 많았으며, 1 
~ 3월에는 예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수온이 높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물리 환경인자(수온, 파고, 바람, 강수량, 염분) 특성 분석

  지난 100여년간(1900 ∼ 2018년) 울릉도(독도)를 포함하는 동해 중부 해역의 
해수면 온도 상승률은 1.70℃/100년로, 전 세계 평균 상승률(0.54℃/100년)보다 
크고,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 중 가장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울릉도 조위 관측소에서 관측된 표층 수온은 0.023℃/년의 비율로 증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상청 울릉도 해양기상부이의 월별 평균 최대 파고 분포는 연중 6월에 최소, 
12월에 최대를 보였다. 바람 분포는 4 ~ 8월에는 주로 남서풍 혹은 남동풍의 바
람이 불었으며, 9 ～ 10월에는 북동풍이, 11 ~ 3월에는 북서풍의 바람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울릉도의 연 평균 강수량은 1386.38 mm 였으며, 1953 ~ 1964, 2002 ~  
2014년 사이에 평균 보다 상회에는 연 강수량 분포를 보였다.
  대마난류 표층수(염분 33.8 미만, 수온 20℃이상)는 평균적으로 6월 하순 혹은 
7월 무렵부터 독도 해역에 출현하여 10월까지 나타나며, 11월에 접어들면서 표층 
수온은 20℃미만으로 낮아진다. 평균적으로 표층 수온은 8월에 가장 높지만, 표층 
염분은 평균적으로 9월에 가장 저염수가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3) 핵심 연구거점 주변 서식지 지형 및 지질특성 파악

  동해 왕돌초 지역은 동해 중부 해역의 대표적인 고지대인 후포퇴의 중심에 속해 
있다. 조사지역은 울진 후포항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 25 km 떨어져 있으며 왕
돌초 전체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약 4.3 km x 7.9 km)과 왕돌초 해양과학 등부
표 주변 지역이다(약 1 km x 1 km). 해양과학 등부표는 왕돌초의 중심부에 설치
되어 있으며 주변 수심은 약 6 ~ 7 m 정도이다. 연구지역에서 수행한 정밀 해저 
지형은 수심 약 6 ~ 180 m까지 다양한 수심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밀 해저 지형 자료로부터 예상된 수중 암반 지대는 조사지역에 불규칙하게 형
성되어 있으며 주로 큰 3개의 봉우리 지대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수중 암반 지대
들 사이로 평평한 지대들이 나타나며 이는 주변 암반지대에 비해 수심이 깊어 퇴
적물이 쌓이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은 한반도 동쪽 대륙주변부에 속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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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대의 지구조 운동을 받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포퇴의 기반암은 한반도 동
부지역에 노출된 캠브리아전기 편마암, 고생대의 퇴적암, 쥬라기부터 백악기 시대
에 관입한 화강암 등 복잡한 화성암체가 연장된 지역으로 해석된다.
  동해 울릉도 능걸 지역의 정밀 해저 지형은 수심 약 4 ~ 190 m까지 수심이 매
우 급변한다. 연안지역은 수심 약 25 m까지 약간 평평한 구릉지대를 이루면서 수
심이 깊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이후 수심 약 125 m까지 연안지역보다 경사가 좀 
더 급격해지면서 수심이 변화한다. 수심 약 125 m보다 깊은 지역은 경사가 조금 
완만해진다. 조사지역 동쪽 해역에 능걸 지역이 나타나며 능걸의 전체 수심은 약 
4 ~ 50 m까지 형성된 거대 절벽 지형이다.

나. 동해 핵심 연구거점의 생물군 생태특성 연구

(1) 핵심 연구거점 주변 저서환경 특성 파악

  왕돌초 조사해역의 평균 수심은 61.6 m(43.8 ~ 78.8 m)였으며, 평균 저층 염
분은 34.3 psu (34.0 ~ 34.6 psu)였다. 계절에 따른 저층 염분은 많은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여름철 평균 저층 수온(14.5℃)과 겨울철 평균 저층 수온(14.4℃)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여름철 평균 용존산소는 4.6 mg/l 였으며, 겨울철 평균 
용존산소는 6.8 mg/l 으로 1.2 mg/l 차이를 보였다. 저층 ph 농도는 평균 10.41 
이였으며 가장 낮은 정점은 6월에 WD-6(10.01)이였고, 가장 높은 정점은 9월에 
WD-9(10.78) 이였다.
  울릉도 능걸 조사해역의 평균 수심은 71.3 m 였으며, 평균 저층 염분은 34.2 
psu (33.6 ～ 34.5 psu)였다. 여름철 평균 저층 수온(11.8℃)과 겨울철 평균 저층 
수온(22.9℃)로 10.1℃ 차이를 보였다. 저층 용존산소는 평균 6.8 mg/l 였으며, 
5.0 ~ 8.7 mg/l 범위를 보였다. 저층 ph 농도는 평균 10.3 이였으며 가장 낮은 정
점은 6월에 UL-6 (10.01)이였고, 가장 높은 정점은 9월에 UL-8 (11.2) 이였다.

(2) 핵심 연구거점 주변 중형 및 대형저서동물 생태특성 연구

  동해안 핵심 연구거점인 왕돌초에서 출현한 중형저서동물 그룹 중 가장 우점한 
분류군은 선충류와 저서성요각류로 나타났으며, 두 분류군은 전체 서식밀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우점률을 나타냈다. 
  왕돌초 해역에서는 다른 천해역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의 계절별 분포 경향과
는 다르게 겨울, 봄, 가을의 서식밀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하게 서식밀도
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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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동안 왕돌초에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총 출현 종수는 361종/8.8m2이
었으며, 2019년 2월과 6월에는 각각 169종/2.2m2과 186종/2.3m2이었으며, 9월과 
12월에는 175종/2.2m2과 150종/2.1m2이 출현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겨울
철보다 여름철에 높은 경향을 보였다. 
  조사 시기 별 대형저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2019년 2월과 6월에 각각 평균 
2.88, 3.03이었으며, 9월과 12월에는 2.95과 3.04를 나타냈다. 대형저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계절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자갈의 비율과 염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종 다
양도 지수는 pH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서식밀도는 자갈과 염도, 용존산소
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반면에 pH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울릉도 능걸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중형저서동물의 총 서식밀도는 37 ~ 1,047 
개체/10㎠로 나타났으며, 계절별로 추계에 가장 낮은 서식밀도 값을 나타내고 춘
계에 가장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냈다. 정점별로는 수심이 낮은 정점 st. 3과 st. 6
에서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냈고, 능걸 암반 주변 정점인 st. 12에서 가장 낮은 서
식밀도를 나타냈다.
  중형저서동물 그룹 중 가장 우점한 분류군은 선충류와 저서성요각류로 나타났으
며, 두 분류군은 전체 서식밀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우점률을 나타냈다.
  울릉도 능걸 연구지역에서출현한 연체동물과 극피동물을 제외한 대형저서동물의 
총 출현 종수는 218종/9.3m2이었으며, 2019년 2월과 6월에는 각각 129종/2.3m2

과 114종/2.2m2이었으며, 9월과 12월에는 102종/2.4m2과 115종/2.4m2이 출현하
였다.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2월에 가장 높았지만, 계절적인 차이는 크지 않았다.

(3) 핵심 연구거점 주변 경성 안반생태계 특성 연구

  동해 핵심연구거점 중에 하나인 울진 왕돌초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무척추동물의 
종목록을 구축한 결과 아래와 같이 39종이 출현하였다. 
  동해 핵심연구거점 중에 하나인 울진 왕돌초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해조류의 종
목록을 구축한 결과 아래와 같이 40종이 출현하였다. 현재 왕돌초 해역은 과거에 
비해 감태와 같은 대형 갈조류의 심각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대형 갈조류
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해 핵심 연구거점인 울진 왕돌초의 수중생태계 서식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가
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돌초 수심 30 m 지역의 10 m x 10 m 구역을 수중과
학잠수조사를 통해 사진 900 ~ 2,000장을 합성하여 수중암반 서식지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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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구현하고 이를 정밀해저지형과 mapping하여 입체
적인 서식지영상합성지도를 제작하였다. 해조류의 서식밀도가 매우 낮고 대부분 
무절석회조류가 피복한 상태를 나타냈다. 
  서식지영상지도와 더불어 수중 암반서식지와 서식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
중생태지도를 제작하여 연구자 뿐만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수중암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였으며, 지역거점 기반의 공동
연구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해 핵심연구거점 중에 하나인 울릉도 능걸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무척추동물의 
종목록을 구축한 결과 아래와 같이 43종이 출현하였다.
  동해 핵심연구거점 중에 하나인 울릉도 능걸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해조류의 종
목록을 구축한 결과 아래와 같이 106종이 출현하였다. 왕돌초 해역과 비교하여 해
조류의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았으며,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미기록 잘피류가 대
량으로 서식하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동해 핵심 연구거점인 울릉도 능걸 지역의 수중생태계 서식지를 보다 입체적으
로 가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능걸 수심 25 m 지역의 10 m x 10 m 구역을 수중
과학잠수조사를 통해 사진 900 ~ 2,000장을 합성하여 수중암반 서식지의 구체적
인 실제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구현하고 이를 정밀해저지형과 mapping하여 입
체적인 서식지영상합성지도를 제작하였다. 왕돌초 지역에 비해 암반 표면에 갈조
류와 절지동물인 따개비가 높은 밀도를 유지하며 서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다양한 무척추동물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4) 동해안 및 아열대 해역 생물다양성 파악

  동해안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의 생물다양성 파악을 위해 과거 1960년대부터 
2000년대 까지 보고된 문헌, 저서, 보고서 분석을 통해 972종의 Inventory를 구축
하였다.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 서식하는 어류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의 서식형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연안 정착성 어종으로 쥐노래미, 노래미, 혹돔, 자리돔, 인
상어, 망상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종들은 독도와 울릉도 연안이서 년중 서식이 
확인되고 산란을 하는 어종들이다. 둘째 그룹은 난류를 따라 회유하는 어종들로서 
고수온기에 출현하는 방어, 부시리, 잿방어, 돌돔, 연어병치, 참치방어, 전갱이, 만
새기 등으로 대마난류를 따라 울릉도, 독도 연안으로 이동해 오는 수산어종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운동성이 강하고 비교적 몸집이 큰 어종들이다. 셋째는 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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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운반되어 온 어린 유치어들로서 파랑돔, 줄도화돔 등 고수온기에 출현하였다
가 겨울이 되면 사라지는(사망) 종들이다. 
  울릉도(사동항 인근 2개 정점)는 사동항 인근 연안에 괭생이모자반과 미역, 감
태 등 해조숲이 잘 발달해 있었고 이 숲에서 다양한 어린 해양생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6월의 독도와 오끼섬 연안의 어종은 총 36종, 37종으로 유사하였다. 오끼섬
에서는 여름, 가을의 고수온기에 확인된 적이 있는 독도 연안의 자바리, 붉바리, 
말쥐치, 어렝놀래기, 전갱이, 벤자리(유어), 줄도화돔(유어), 그물코쥐치 등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어 독도 연안에선 저수온으로 5월에 확인이 어려운 종들이 오끼섬 
연안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5, 6월 독도와 오끼섬의 확인어종의 생태형을 비교하면 독도에서는 온대성 
61%, 아열대성 19%, 열대성 어종이 17%, 심해어 1종이었고 오끼섬 연안의 어종
은 온대성 46%, 아열대성 22%, 열대성 32%로 독도보다 열대와 아열대 어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동해 자료활용 정보 생산

(1)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자료 DB 구축

  동해 해양자료의 활용을 위한 정보생산은 당해연도 울릉도 능걸, 왕돌초 연구해
역의 현장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였으며, 해수환경정보, 서식생물정보, 해저환
경정보로 데이터 세트를 분류하였다.

(2)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주제도 작성

  연구해역은 울릉도 능걸과 왕돌초 해역으로 2 곳이며, 조사시기는 2019년 동계
와 춘계에 해당되며, 하계와 추계 조사데이터는 분석중이거나 조사예정이어서 당
해연도에는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수환경정보 데이터 세트 주제도는 수온, 
염분, 용존산소, pH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서식생물정보 데이터 세트 주제도는 대
형저서동물의 환형동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연체동물에 대한 서식밀도와 생체량 
정보를 작성하였고, 중형저서동물의 선충류, 편모충류, 다모류, 저서성요각류에 대
한 서식밀도와 생체량 정보를 매핑하였다.
  해저환경정보 데이터 세트 주제도는 표층퇴적물의 평균입도, 분류도, 총유기탄
소, 퇴적유형에 대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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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선체부착물 수중제거 관리기술 개발

가. 선박방오처리(AFS) 활성물질 평가기술개발

(1) AFS 활성물질 표적분석기술 정립

(가) 선박선체 부착파생물 시료채취법 정립

  선박선체부착물 청소 시 발생하는 고농도의 복합파생물 시료채취를 위한 방법
론을 정립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선체부착파생물 시
료 채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시료의 대표성 및 일관성, 항상성 유지, 시료
에 대한 사전정보의 확보, 보호장구의 착용, 시료채취 도구 및 용기의 선정, 시료
채취 용기의 세척, 시료의 오염방지, 비교시료의 확보, 시료의 종류, 육상 청소 
중 시료채취, 수중제거 중 시료채취, 시료의 보관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선박 선저 청소 시 배출되는 복합파생물 내 활성물질 분석을 위한 지침
서’에 포함하여 발간하였다.

(나) 선박선체 부착파생물 시료분석법 정립

  선체부착물 제거 시 발생하는 고농도의 복합파생물 내 활성물질 분석 표준화를 
위한 시험기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박 선저 청소 시 배출되는 복합
파생물 내 활성물질 분석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본 지침서는, 복합파생
물 또는 세척폐수 내 잔존하는 활성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결과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높이고 분석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료의 채취 및 분
석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체 청소 시 발생하는 고농
도의 복합파생물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시 고려사항,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 
전처리 방법, 정도보증 및 관리, 그리고 유기살생물제 및 금속류 활성물질의 분
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AFS 활성물질 표적분석기술 확대 정립

  분석지침서에 포함된 유기계 활성물질 외에 국제적인 활성물질 사용 동향 및 
규제를 바탕으로 대상 활성물질 8종을 추가 선정하여 분석기술을 정립하였다. 대
상 유기계 활성물질의 질량분석에 필요한 질량스펙트럼을 분석하고 질량분석기 
최적화 상수를 산출하였으며, 최적화된 질량분석 조건 하에서 대상 활성물질 혼
합물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상 검출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Dichlofluanid, 
octhilinone, TCPM, thiram, tolylfluanid, ziram은 positive ionizatio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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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othalonil, TCMS pyridine은 negative ionization으로 이온화하여 각 화합
물을 90% methanol elution 조건과 gradient elution 조건에서 분리 검출하였
으며, 각 조건에서 정량분석을 위한 검정선을 작성하였다.

(2) 선체부착물 수중제거 배출수 시험적용

  다이버를 활용한 선체부착물 수중제거를 실시하고 이 때 발생하는 배출수 시료
를 채취하여 배출수 내 부유물질, 금속류, 유기계 활성물질의 잔존 특성을 분석하
였다. 배출수 내 총부유물질 농도는 95.3-251 ㎎/L, 평균 157 ㎎/L이었으며, 청
정지역 배출기준에 비해 최대 6.3배,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대비 최대 
25배 높은 수준이었다. 배출되는 대부분의 입자는 8-20 ㎛ 구간에 분포하였으며 
전체 입자량의 53.8-60.9%를 차지하였다. 배출수 내 용존금속 중 구리
(63.6-208 ㎍/L), 아연(221-3,820 ㎍/L)이 가장 높은 농도 분포를 보였으며, 
아연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3.8배를 초과하였다. 배출수에 다량 함유된 
입자성 금속을 포함한 총 금속의 농도는, 총 구리의 경우 556-8,250 ㎍/L, 아연
은 1,490-5,710 ㎍/L로서 용존상에 비해 입자상의 형태로 매우 많은 양의 금속
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용존상만으로도 해양생태계에 상당히 높은 독성영
향을 미칠 수 있음과 입자상으로부터 금속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으로 추가 유출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배출수 내 입자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수중제거에 따른 활성물질 배출의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선체 단위면적당 금속류
의 release rate는 이어도호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용존 구리는 2.84 ㎍/㎝2, 
용존 아연은 13.4 ㎍/㎝2로 산출되었다. 입자성 금속을 포함한 총 구리의 
release rate는 115 ㎍/㎝2, 총 아연은 79.6 ㎍/㎝2으로 매우 높게 산출되었다. 
유기계 활성물질의 경우, zinc pyrithione, copper pyrithione, diuron (DCMU)
이 모든 배의 세척수에서 검출되었으며, Sea-Nine(DCOIT)과 Irgarol은 모든 경
우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Zinc pyrithione과 copper pyrithione 농도는 각각 
0.78–30.7 ㎍/L, 0.24–9.89 ㎍/L의 범위를 보였으며, 독성 데이터베이스에 보고
된 전체 독성시험생물종의 약 6–21%(zinc pyrithione), 6–20%(copper 
pyrithione) 생물종에 치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박부착물 수중제거 시 발생하는 배출수에 의해 수중제거 인접해역 서식 해양생
물 및 서식처에 뚜렷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 xviii －

나. 국제시험종/연안종 독성영향평가

  본 연구에서는 Diver Brushing을 통해 배출된 수중제거파생물과 주상용 biocide
인 Tralopyril에 노출된 시험종(넙치, 곤쟁이, 플랑크톤, 성게, 곤쟁이)에 대한 독성 
파라미터를 산출하였고 생물독성영향을 규명하였다. 노출된 모든 시험종에서 수중제
거 파생물의 독성은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공통적으로 실험실에서 필터
로 입자를 제거한 후 독성이 매우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Tralopyril(Econea)의 LC50
값은 넙치, 요각류, 곤쟁이, 단각류에서 24.4 µg/L 1,024 µg/L, 1.7 µg/L, 2.7 µg/L로 
확인되었다. 국제독성 Data Base와 본 연구결과를 취합하여 Tralopyril의 HC5 
(Hazardous concentration 5%)값을 산출한 결과 0.23 µg/L로 나타났으며, 실험 생물
종간 독성민감도는 요각류> 곤쟁이> 단각류> 넙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독성파라미터는 수중제거파생물을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서, 연안서
식 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부착생물 판별 및 탈리 후 재성장 평가

(1) 부착 미세조류

(가) 선저 부착미세조류의 판별: 선체 부착미세조류의 최우점종은 온누리호에서 

Halamphora cf. coffeaeformis(27.4%), 이어도호에서 Halamphora cf. 

coffeaeformis (80.8%), 그리고 이사부호에서 Amphora biggiba (74.1%)로 확

인되었다.

(나) 수중청소 배출물 내 부착미세조류의 생사판별:　선체에서 제거 및 탈리된 미

세조류의 재성장 평가결과, 온누리호의 부착미세조류의 생체량은 감소하다

가 증가 및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Halamphora cf. coffeaeformis는 초기

에 감소하다가 실험 종료 시에 다시 증가하였고, 실험 후기에는 Chaetoceros 

contortus와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가 우점하였다. 이어도호의 

미세조류 역시 감소하다가 증가 및 유지하였고, 최우점종인 Halamphora cf. 

coffeaeformis는 증가하였다가 감소 및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높은 우점

율(평균 88.1%)을 나타냈다. 이사부호의 미세조류는 실험기간동안 지속적으

로 감소하였다. 최우점종인 Amphora biggiba는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대체적

으로 감소하였고, 실험 종료 시에는 Halamphora cf. coffeaeformis가 우점하

였다(71.8%).

(2) 부착 원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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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V 이사부호 선체 파생물과 파생물의 희석액을 2주간 배양한 결과, 파생물 원
액에서는 원생생물 섬모충이 미검출되었으나, 1/2농도 이하 희석된 파생물에서 
Euplotes vannus 1종이 검출됨으로 재성장이 확인되었다. 부착성 섬모충 
Diophrys 종의 배양주를 이용한 방오제 Sea-Nine 211에 노출 실험을 수행하여 
농도별 사멸률과 세포 반응을 추적하였다. 저농도 구간(1.0-250 ppb)에서는 
Diophrys의 생존에 영향이 없었고, 중농도 구간(500, 1,000 ppb)에서는 포자를 
형성했고, 최고농도(10,000 ppb)에서는 포자 미형성 및 빠른 사멸을 나타냈다. 

(3) 부착 대형저서생물

(가) 선체부착생물 수중청소 후 종 판별 및 위해성 분석 결과 온누리 호와 이어

도 호에서 제거된 출현 종 중 부착 대형무척추동물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이사부호의 경우 전체 출현 개체수의 50% 미만으로 부착 무척추동물이 출

현함. 출현한 종의 위해성은 나타나지 않음.

(나) 수중청소 후 탈리된 선체부착생물의 생사판별 실험결과, 실험 1일 후 생존율

은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2일째 모든 생물이 사망하였음.

라. 수중제거 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

(1)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절차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생물학적 위해성 평가절차를 분석하였고, 수중제거 시나
리오별 이론적 생물학적 위해도 산정 및 화학적 위해성 평가수행을 위해 
MAMPEC 모델의 주요 구성요소의 결정인자를 확인하였음. 개발된 위해성 평가기
법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감천항을 대상으로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화학적 위해도가 높아서 항만 내에서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는 불가
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2)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수행

  우리나라 감천항을 대상으로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를 수행한 결
과, 생물학적 위해도 (RPN: Risk Priority Number) 값이 <10,000 로 낮게 확
인된 반면, 화학적 위해도는 PEC/PNEC 비가 1보다 높아서 감천항에서 선체부착
생물 수중제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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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황해 생태계 현황 및 변동성 파악을 위한 기반 연구 사업 추진 근거 및 어획량 
변동, 하구역 복원,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과학적 현안 문제 평
가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

○ 국가 해양·수산 현황의 파악 및 황해 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의 합
리적 정책 수립에 이용

○ 동해 아열대화 진단을 위한 동해 저서생태계 장기모니터링 체계 수립
- 동해안 생물다양성 연구를 위해 구축된 동해안 Inventory와 본 과제의 연구수행을 
통해 출현한 서식생물의 종 목록을 종합한 동해안 종합 Inventory 구축을 통해 향후 
동해안의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생물 변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것임
- 서식지 환경의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서식지별 환경요인의 결과물을 가시화하는 
환경특성도 제작을 통해 서식지의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 자료로 향후 서
식지 변동 모니터링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임
- 서식생물과 서식환경의 종합적인 결과물을 하나의 “정밀환경생태도” 저서 발간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동해안 환경 변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홍보자료로 
활용 될 것임

○ 국제해사기구 2011년 guideline 근거하여 선박선체 수중제거기술 관리협약 논의 
시 국가 대표제안으로 활용가능
- 수중제거 배출수 내 활성물질의 잔존특성, 배출입자 크기별 분포특성 자료는 향후 
수중제거 통합관리에 필요한 위해요소의 배출제어 및 처리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
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임.
- 국내 주상용 AFS의 연안종 노출에 대한 위해성평가 기초자료 생산.
- 수중청소 배출물의 연안종서식종(넙치, 곤쟁이, 단각류, 성게, 요각류)의 독성평가 
자료 생산을 통한 연안생태계 과학적 데이터기반 보호기준 마련.
- 선박에 부착하는 미세조류의 판별을 통하여, 선박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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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오도료 등과 같은 물질의 소재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이들 미세조류의 재성
장 평가를 통하여 선박의 도킹(docking) 및 표면세척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
리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선박 기인 원생생물 출현종 목록화 및 방오제에 대한 독성 내성 및 생리적 반응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체 파생물로 인한 한반도 연안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진단하
고, 위해성 평가 관리 기준 설립 시 초석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수중제거에 의한 부착생물 생태계 및 생물 위해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선체부착생물의 수중제거 생물/화학적 위해성 평가 선행연구 분석 및 수행 연구를 
통해 국내 항만 환경조건에 부합하는 위해성 평가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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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및 KEYWORDS

(영 문 요 약 문)

  A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scientific data for diagnosing and evaluating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around Korea due 
to climate change. In the Yellow Sea,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volving marine 
physics, chemistry, and biolog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wide-area 
environment and ecosystem characteristics. In the East Sea, where 
subtropicalization is known to be in progress, the basic data were established to 
diagnose and evaluate subtropicalization through the study of the rocky 
ecosystems of Wangdolcho-Ulleungdo-Dokdo.
  In April 2019, a wide-area survey of the Yellow Sea was conducted.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CTD, nutrients, and organic carbon were 
investigated at three research survery lines on 35°, 36°, and 37°N. Biomass and 
community composition data of each biological group composing of a lower trophic 
level (prokaryotes, phyto- and zoo-plankton, fish larvae and meio- and 
macro-benthos) were obtained in the study. In addition, primary productivity, 
prokaryotic productivity, and food web structure using stable isotopes technique 
were also studied. Bioacoustic studies were also conducted to access the 
wide-area distribution and biomasses of krill and Calanus, which are important as 
food resources for fish and live mainly in Yellow Sea Bottom Cold Water.
  In adddition, this study conducted long-term benthic ecosystem monitoring to 
establish a coastal observatory system, and aimed to evaluate subtropical in the 
coastal habitat of East Sea. Three study sites, i.e. Wangdolcho, Ulleungdo and 
Dokdo, was selected as the main study area. During 2019,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water temperature, wave height, wind, precipitation, salinity were 
analyzed as seawater variables, and habitat topography and sediment 
characteristics as habitat variables. Biodiversity of benthic marine organisms (both 
meiofauna and macrofauna) in underwater rocky habitat systems were also 
analyzed to identify temporal changes in marine biodiversity and to detect 
influences of warm waters on benthic marine ecosystems in the study areas. For 
visualizing and promoting our results of benthic habitat characteristi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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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iversity, an Eco-mapping technique was applied. All our research results were 
deposited at web DB system for future comparison.
  In order to deal with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led GloFouling 
Partnerships project in advance, parameters considering risk assessment for 
scientific management of hull cleaning wastewater have been developed.   
Acquisition and analysis about active substances of in-water cleaning effluents 
were established. And, negative effects of wastewater from in-water cleaning to 
coastal organisms and international test species were shown in terms of 
developmental toxicity and mortality. Biofouling species from the effluents could 
not survive after 2 day incubation. The biological risk assessment on ships 
biofouling was carried out considering in-water cleaning scenario and 
IMEA(Infection modes and Effects Analysis) components modified based on the 
domestic port condition.

(KEYWORDS : Climate change, Ecosystem, in-water cleaning technique, subtropicalization,  

Korean seawaters, 기후변화, 생태계, 수중제거 기술, 아열대화, 한국 주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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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1.1 과학기술적 필요성

○ 해양생태계 구조 및 기능 연구를 통한 기후변화 추적 및 대응 기반 구축

  한반도 주변해는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한 해역의 하나로 알려져 있어,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 및 이용을 위해 기후변화를 추적하고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해양과
학적인 연구체계 수립이 절실함
  연안역은 수산업, 휴양 및 레저 등 인간 활동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보존가치가 
높은 해역이지만, 외부로부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태계 교란 위협이 큰 해역임. 따
라서 다양한 위협 요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생태
계를 보존할 필요성이 큼  
  황해는 우리나라, 중국, 북한에 함께 접한 반폐쇄성 바다로 얕은 수심과 큰 조차로 
수산자원 확보에 중요한 핫스팟으로, 동중국해와 함께 전세계 어획량의 11%를 차지
하여 인접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해양생태계임. 그러나, 대형 하천 등
으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에 취약하며, 최근에는 녹조·갈조류의 유입 경로로 중요함
  황해에는 조석운동이 활발하여 혼합이 잘 되어있는 연안 수괴와 성층형성으로 인
해 비교적 안정된 외해의 수괴가 만나면서 조석전선이 형성되며, 이는 해역의 물리·
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분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처럼 상이한 특징을 
가진 수괴의 이동 및 교차에 의해 조석 전선역에서는 복잡한 생태계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통합적 이해는 매우 부족함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황해는 급격한 수온 상승, 인 및 규산 영양염 감소 등 
환경 변화가 보고되어 이에 따라 생태환경, 생태계 뿐만 아니라 어업 등 경제·산업
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황사/미세먼지의 유입 통로로 많은 양의 대기 유래 입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
요한 시점임
  현재 SCI 저널에 발표된 황해에서 수행된 연구 논문의 수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
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파악됨. 해양 영토, 환경 문제 및 자원 개발 등의 외교 전략
적 차원에서도 황해의 해양 기술력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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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가 위치한 북위 37° 주변의 동해안은 동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난류가 북쪽에서 남하하는 북한한류를 만나면서 연안으로 이안되
는 지역으로 일종의 한·난류의 경계면으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해역이나 서식
환경과 서식생물의 상호관계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의 수온과 해수면 상승은 침식과 생태계 변화를 유발시키므
로 중장기적인 해양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 그리고 연안 지형 및 퇴적환경 변화 등의 연구가 
종합적인 차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음
  동해안의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해저 서식지(사질-수중암반) 생태계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속적인 해양생태계 시계열 변화 분석이 필요함

○ 선박선체부착물 수중제거관리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 요구 대응 및 기술 우위 확보

  기존 AFS (antifouling systems)시장과 달리 수중제거기술의 위해성 평가법 전무
한 상황에서 선박기인 외래종 유입방지의 인식이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채택과 
발표로 강화되었음
  선박부착생물에 의한 외래종 유입이 무시 못 할 정도임이 보고되었고, AFS처리가 
오랜기간 적용되었음에도 여전히 문제임. 궁극적으로 수중제거기술법이 시행되고 그 
제거파생물의 위해성이 방조되어 왔으나 국제해사기구가 ‘환경친화적인 처리’ 라
는 카드를 꺼냄
  위해성 평가기법을 통한 환경친화적 처리를 제시하였으나, 대응하는 평가기법이 전
무하며, 특히 국제시험종을 포함한 현장 서식종에 대한 평가연구도 이루어지지 못함
  국제사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현장생물 보호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현장
서식종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요소기술개발 및 평가기법의 구축이 필요함

1.1.2 경제, 사회문화적 필요성

○ 해양 생태계 변동 대응 기반 마련을 통한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최근 기후 및 해양 환경 변화로 황해의 수온, 영양염, 생태계 구조 등의 변화를 야기
된 것으로 보고됨. 이는 해양이 제공하던 해양·수산 자원 및 서비스의 변화를 의미함
  황해 연근해의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어획량(12만 5천톤)은 80년대 
초반 5년간(1981-1985년)의 연평균 어획량(25만톤)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
며, 어종별 어획량도 변화(감소-꽃게, 대구, 참조기, 증가-고등어와 갈치 등 난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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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생태계의 반응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현재 가장 중요한 해양학적 이슈
중 하나로 이에 대한 기반 연구가 반드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 및 산업적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수산업, 휴양, 레저 및 운송 등 다양한 경제, 
문화적 활동의 해양 의존도가 높음. 기후변화 및 인위적 생태계 교란에 따른 생태계 
변동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것은 경제, 사회문화적 해양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필수적임

○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황해는 64개의 광역해양생태계 중 하나로, 국제적인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
하여 국제프로그램(YSLME)이 가동되고 있음. 또한 주변국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 
및 해양쓰레기 그리고 남획 등으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변동이 나타나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해양 환경 및 생태계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 마련이 필요함. 이는 국가 정책 입안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해양 생태계보전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 부응하고 관련 신산업 창출에 기여

  해양 생태계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다양한 국제 협약에 부응하여 해양 생태계 보
호를 위한 관리 방안에 실질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국제해사기구는 2016년 ‘선박부착생물 관리협약’ 작업을 예고함에 따라 선박부
착생물 수중제거기술 통합프로세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적용기술의 성능 평
가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화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기존 및 신규 수중제거기술의 신규규제 미달 혹은 달성여부를 사전대응 유도하여, 
공공분야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개발품의 신규시장 도입 지원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기술 운용요건’ 에 근거한 
‘수중제거 파생물을 환경위해성 없는 수준 내에서 제거 및 회수할 수 있는 수중제
거기술 도입으로 해양환경 훼손을 미연에 방지 가능함
  미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아국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부착
생물의 수중제거 파생물의 회수율을 고려한 수중제거장치의 표준화된 위해성 평가기
법 필요성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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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 한국 주변해역의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동 진단 기반 구축

  황해 생태계의 특성 규명과 주요 생태학적 과정의 이해를 통한 황해 생태계 변동 진
단 기반 자료 확보 및 주요 변동 요인 규명
  동해 저서생태계 모니터링체계 수립 및 관련 기술 확립을 통한 동해 장기 아열대화 
감시 기반 확보

○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선박선체표면 수중제거기술 위해

성 평가기법 개발 및 국가 수중제거 통합관리 프로세스 제시

1.2.2. 연차별 연구 목표

○ 1차년도 – 2019년 (당해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국주변 해양생태계 변동성 이해 기반 구축 및 선체부

착물 수중제거 관리기술 개발 

세부 성과지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춘계 황해생태계 및 

춘계대번성 특성 규명

광역적 물리 환경요인 조사(춘계)

광역적 화학적 환경요인(영양염, 유기탄소 및 미량금속) 조사

(춘계)

광역적 수층/저층 생태계 구조 특성 조사(춘계)

조석전선에서의 생태계 특성 변동

기존 모형 결과 분석을 통한 황해 기후평균장 재현성 평가

동해 핵심 연구거점 

설정 및 기반연구

동해 핵심 연구거점의 생물군 생태특성 연구

동해 핵심 연구거점의 서식환경 특성 연구

동해 자료활용 정보 생산 

선체부착물 

수중제거 파생물 

위해성 평가기법 

및 관리프로세스 

개발 

선박방오처리(AFS) 활성물질 표적분석기술 확대 정립 및 수중

제거 배출물 시험적용

현장 수중제거파생물과 booster AFS처리 활성물질의 국제시험

종/연안종 독성영향평가  

선체부착생물 판별 및 수중제거 후 생존위해성 탐색

수중제거 위해성평가 영향요인 탐색 및 평가기법 정립 

수중제거기술 시료획득 및 기술지원 그리고 정부와 국제기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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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 2020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국주변 해양생태계 변동성 이해 기반 구축 및 선체부

착물 수중제거 관리기술 개발

세부 성과지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하계 황해생태계 특성 

및 하천수/양자강 

저염수 영향 연구

광역적 물리 환경요인 조사(하계)
광역적 화학적 환경요인(영양염, 유기탄소 및 미량금속) 조사

(하계)
광역적 수층/저층 생태계 구조 특성 조사(하계)
하천수/양자강저염수의 생태계 영향 조사

기존 모형 개선 실험 및 황해 중장기 환경변화 시나리오 개발

동해 서식생물 및 

서식환경요인 

계절변동성 분석

서식생물의 계절변동성 파악
서식환경 요인 계절변동성 파악
서식생물, 서식환경 DB 구축, 

생물다양성 생물지리특성 파악

선체부착물 

수중제거 파생물 

위해성 평가기법 및 

관리프로세스 개발 

AFS 활성물질 비표적 분석기술 개발 및 수중제거 현장 배출물 

내 활성물질평가
현장 수중제거파생물과 booster AFS처리 활성물질의 국제시험

종/연안종 독성영향평가   
선체부착생물 판별 및 수중제거 후 생존위해성 탐색
수중제거 위해성평가 기법 적용 평가 및 세부관리 tool개발

수중제거기술 시료획득 및 기술지원 그리고 정부와 국제기구 대응

○ 3차년도 – 2021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국주변 해양생태계 변동성 이해 기반 구축 및 선체부

착물 수중제거 관리기술 개발

세부 성과지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추계 황해생태계 특성 

및 쿠로시오 분지류 

영향 연구

광역적 물리 환경요인 조사(추계)
광역적 화학적 환경요인(영양염, 유기탄소 및 미량금속) 조사(추계)
광역적 수층/저층 생태계 구조 특성 조사(추계)
쿠로시오 분지류의 유입 특성 및 생태계 영향 조사
황해 생태계의 계절변동성 파악
황해 기후환경 변화의 3개 시나리오 설정 및 모형 실험

동해안 

서식생물/서식환경요

인 상관관계 분석 

및 연변동 파악

서식생물의 연변동 파악

서식환경의 연변동 파악

서식생물, 서식환경 GIS/DB 구축, 생물다양성 생물지리 연변동 

특성 파악, 서식생물/서식환경요인 상관관계 분석

선체부착물 

수중제거 파생물 

위해성 평가기법 및 

관리프로세스 개발 

수중제거기술 활성물질 유출평가기법 개발 및 활성물질 분포 

초기모델 구현
유출 시나리오별/연안종 기반 생물별 수중제거 파생물의 위해

영향 평가  
선체부착생물 판별 및 위해성 탐색정립 그리고 수중제거 후 생

존위해성 평가기술개발
수중제거관리 절차 작성 및 수중제거기술 포집기준 도출

수중제거기술 시료획득 및 기술지원 그리고 정부와 국제기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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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년도 – 2022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국주변 해양생태계 변동성 이해 기반 구축 및 선체부

착물 수중제거 관리기술 개발

세부 성과지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동계 황해생태계 특성 

및 황해 생태계 

중장기 변동 유발 

중요 기후/환경 요인 

규명

광역적 물리 환경요인 조사(동계)

광역적 화학적 환경요인(영양염, 유기탄소 및 미량금속) 조사(동계)

광역적 수층/저층 생태계 구조 특성 조사(동계)

쿠로시오 분지류의 유입 특성 및 생태계 영향 조사

황해 생태계의 계절변동성 파악

3개 시나리오에 따른 중장기 생태계 변화 시험 평가 및 전망 

동해안 

서식환경/서식생물의 

기후/환경인자 파악

아열대화에 따른 환경 반응 지표생물 파악

아열대화에 따른 기후/환경인자 파악

선체부착물 

수중제거 파생물 

위해성 평가기법 

및 관리프로세스 

개발 

AFS활성물질 거동평가 기술개발 및 수중제거기술 활성물질 통

합관리요소 도출
유출 시나리오별/생물별 수중제거 파생물의 위해영향 평가기법

의 체계화 및 통합 framework제시
선체부착생물 판별 및 위해성 평가기법 그리고 수중제거 후 생

존위해성 평가기술 정립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 통합관리 체계제시 및 배출물 포집기준 마련

수중제거기술 시료획득 및 기술지원 그리고 정부와 국제기구 대응

1.2.3. 연구 추진 계획 및 체계

1.2.3.1. 연구추진계획

□ 해양과기원의 역량을 집결한 연구 수월성 확보 
○ 다학제적 융합 연구 

- 생물, 물리 및 화학 분야가 참여한 융합 연구 기획을 통해 연구 성과 극대
화하기 위한 연구 내용 및 체계 수립

○ 거대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인 연구
- 소청초 과학기지, 천리안 위성 및 연구선을 활용한 3차원적인 연구 체계 수립
- 시·공간적인 연구 규모의 유연성을 고려한 연구 추진 (과학기지 활용-짧

은 시간 규모, 위성활용-광역적 공간규모 등)
○ 최신 연구기법을 활용한 양질의 연구 자료 확보 및 DB화

- 대량 자료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신 연구 기법 및 분석 기술을 활용
한 우수한 자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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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 이후 연구결과 및 성과의 냉정한 평가를 통해 생산성과 수월성 있는 연
구에 집중할 수 있게 연구를 추진

□ 국내외 기관 및 연구사업과의 협력 방안 모색
○ 국립수산과학원, 대학 등에서 수행중인 타 연구사업과의 협력 및 차별화 방안 마련

- 자료 공유 및 협력 연구 방안을 마련하거나, 차별화된 연구전략을 수립하며 
해양과기원의 우수성과 독창성 확보

○ 지리적으로 황해에 접한 중국 연구기관과의 자료 공유 및 연구 협력 방안 모색
- 황해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해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중국연구기

관(IOCAS, FIO 등)과의 교류·협력 방안 모색
○ 선박방오처리(AFS) 활성물질 분석 및 평가 기법 개발과 현장자료생산 병행 추진

- 핵심 요소기술인 AFS활성물질 분석기술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중제
거 활성물질 유출 및 거동 평가기법을 개발하며, 개발된 분석기술과 평가기
법을 다양한 조건에서 회수된 선박부착파생물 시료에 적용·검증함으로써 
개발된 요소기술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각 단계 간 지속적인 상호보완
을 통해 개발기술의 완성도를 높임

○ 위해성 평가기술개발은 다양한 수준의 수중제거파생물을 대상으로 국제시험종과 
연안종을 대상으로 독성평가를 수행하고(1-2차년도), 3-4차년도 연구를 통해 관
리기준안 마련을 위한 수중제거 파생물의 독성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 처리활성물질 분석기술 및 평가기법 개발과 현장 자료생산 병행 추진
- 핵심 요소기술인 선박방오처리(AFS) 처리활성물질 분석기술을 정립하고 이

를 기반으로 수중제거 활성물질 유출평가기술을 개발하며, 개발된 분석기술
과 평가기법을 선박부착 파생물, 수중제거기술 모사시험 파생물, 수중제거 
처리해역 현장 파생물 등 다양한 조건에서 회수된 현장 시료에 적용·검증
함으로써 개발된 요소기술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각 단계 간 지속적인 
상호보완을 통해 충실히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추진

○ 선체부착생물에 대한 수중제거는 생물확산 및 수생환경으로의 화학물질 방출을 
수반하므로, 생물학적 위해성평가와 화학적 위해성평가를 별개로 수행한 후 이 둘
의 평가를 종합하여 수중제거 수용 여부를 평가한다.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성평가
는 수중제거 시나리오에 대한 RPN(Risk Priority Number: 위험우선순위) 스코
어 산정 및  Copper(Cu) 용출 농도 기준의 MAMPEC 모델 구동을 통해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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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립된 위해성평가 기법을 토대로 ‘수중제거관리 체계 제시’와 ‘수중제거
기술 포집기준 도출’을 추진한다.

□ 국제프로그램과 연계 협력 및 국제해사기구(IMO) 미래 환경규제협약 대응
○ ICMCF(International Congress on Marine Corrosion and Fouling), ICB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ne Bioinvasions) 등의 국제프로그램 참여와 
국외과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국제적 연구 능력을 확보

○ IMO 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규제강화 정도/일정을 파악하고, 국제대응
방안 및 대응의제를 검토

○ 해양수산부 담당부처, IMO GESAMP 국제전문가, IMO MEPC 전문가, 수중제거
기술 개발사와 요구수준 레벨을 점검 및 조정하여 위해성 평가기법과 수중제거기
술 통합관리 프로세스를 구축

1.2.3.2. 추진체계

Fig. 1.2.1. A schematic diagram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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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동향

2.1.1. 한국 주변해 생태계 특성 규명과 변동 추적 및 예측 기술

- 우리나라 주변해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역 중 하나로 보고되었으나, 기후변화에 따
른 생태계 변동을 추적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함

- KIOST에서는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남해 및 동중국해 생태계 특성 연구를 통해 
중규모 해양학적 과정에 따른 생태계 변동성을 파악하여, 중장기 생태계 변동 추적
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음

- 황해 및 동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현재의 생태계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는 확보되지 못한 실정임

- 황해에서 생태계 특성에 대한 연구는 KIOST에서 수행된‘황해저층냉수의 거동 연
구’가 있었으나, 황해 전반적인 해양학적 과정의 영향 및 계절 변동 연구는 수행되
지 못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구조 및 기능 변동을 위한 기반 자료로는 부족함

- 특히, 우리나라의 황해조사는 중간선 내측으로 제한되어 황해 전반적인 해양 생태환
경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왔음

- 연근해 암반 등 저서생태계는 누적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추적하기 위한 연구 최적
지임. 최근 KIOST에서는 사질-수중암반 생태계를 대상으로 서식환경과 생물의 상
호관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Eco-mapping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동해는 대마나류의 유입 통로로 이용되고 서남해역에 왕돌초, 중부해역에 울릉도, 
독도 등 저서생물상의 변동을 추적하기 적합한 연구 장소가 있으나, 저서생물의 정
량적 분포 및 지시종 등 아열대화를 추적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음

- 황해생태계 연구는 주로 연안역에 한정되어 수행되었으며, 2015년부터 근해역에서 
법정조사인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단편적인 항목에 한정되
어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자료 생산에는 미
치지 못함

-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주요 항만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형도 작성을 위한 조사는 수
행되고 있으나, 생태 환경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음

- 해양수산부에서 왕돌초 해역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왕돌초 해역 해양생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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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으나, 단편적인 연구에 
그쳤으며, 연안 해양환경을 동시에 조사를 하여 정량적인 분석과 상관성 연구를 한 
사례는 전무함

- 해양수산부에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를 통해 독도의 해저지형, 지질 연
구, 주변 수중 생태계 진단 결과 등을 결합한 서식지 매핑을 통해 독도 연안역을 중
심으로 한 해양 생태계 보전 관련 국가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책 수립에 활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내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울릉도에 독도 현장연구거점인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운영함에 따라 기존의 동해연구소와 함께 왕돌초-울릉
도-독도를 연결하는 삼각 거점을 마련하여 동해 기후변화 및 해양생태계 변동 연구
의 핵심 인프라를 마련함

2.1.2. 선박선체부착물 수중제거 관리기술 개발

- KIOST를 포함한 산·학·연의 연구를 통해 최근 선박평형수를 통한 생태계 관리 
및 대응기술 개발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관련 기술의 사업화도 매우 활
발히 진행중임

- 그 후속으로 국제해사기구에서 ‘수중제거관리기술’ 관리 가이드라인(2011)을 채
택하였으나, 여기에 명시된 위해성 평가기법에 대한 공인된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 국내에서 선박부착생물의 수중제거와 관련된 위해성평가 및 관리기법 개발은 시도
된 바 없으며 관련 연구도 전무함

- 주요 방오 도료의 시판이전에 성능평가는 있었으나 선박표면 도포 후 수중제거과정 
파생물에서의 평가는 국내에서 전무함

- 위해성평가기법 구축에 필요한 개념인 수중제거파생물 내 활성물질과 분해산물 농
도 분석기술 및 독성평가기술 그리고 거동 평가 또한 전무함

- 수중제거기술 운용시 파생되는 배출물에 포함될 수 있는 활성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이 안되어 있음

제2절 국외 동향

2.2.1.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특성 규명과 변동 추적 및 예측 기술

- 중국은 지난 50여년동안 황해 근해역을 포함한 해역에서 해양생물다양성, 해양생태
계 군집구조 및 인접 환경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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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비해 4배 이상의 황해 생태계 관련 논문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 결과 황해 저층냉수대 및 전선 등 황해 고유 환경이 근해역 생태계 특성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중국은 가상중간선 우리측 해역에 1개를 포함하여 황해에 5개의 대형부이를 

설치하여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의 해양 조사도 중간선 외측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

-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의한 해양 물리역학, 탄소 및 영양염 플럭스 변동, 어획활
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국제프로그램(Integrated Marine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이 운영된 바 있음

- 유럽연합의 habitat mapping 기반 해양환경/생태계 관리를 위해 해저면의 퇴적물과 
지형에 대한 표준화 시도를 2009년부터 수행하여 매뉴얼 초안을 발간하였으며, 기
후변동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의한 연안 취약성 평가, 용존산소 고갈 모니터링, 연
안 물질순환 및 모델링 연구 등 연안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프로세스 연구를 활발히 
수행 중임

- 최신 기후모형을 사용하여 전 세계 해양에서 공급하는 먹이의 양적 변화를 예측하
고 이를 이용하여 전 지구 해양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정한 생체량과의 관
계를 구해 해양생물 변화에 대한 전망이 해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생물의 크기도 줄 것으로 전망함

- NOAA는 해양 및 연안 자원 관리국 등과 오레곤 대학 등 미국의 연구기관들은 국
가 연안역 관리 효율성 연구(National Coastal Zone Management Effectiveness: 
CZME)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서식지 손실, 생물다양성의 훼손과 환경파괴, 해수
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가의 취약성 증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각종 자료를 활용하
고 있는데 자료의 활용은 서식지 보전, 기후변화적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갯벌의 저서생태계를 구분하여 지도화 함으로써 복원사업 및 연안관리에 큰 기여를 함

2.2.2.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박부착생물 관리기술 연구

- 양국은 상호 협력연구를 통해 선박부착생물의 위해성 평가기법 및 수중제거 관리 
가이드라인을 최근 완성하였으며, 2018년 5월에 자국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함

- 양국은 수중제거장치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에 자국의 
가이드라인을 주도적으로 연계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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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타 선행 연구 분석

2.3.1.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특성 규명과 변동 추적 및 예측 연구

○ 쿠로시오, 양자강 저염수 유입에 의한 동중국해/남해역 생태계 변동성 연구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동중국해/남해역의 계절 조사를 통해 쿠로

시오 난류와 양자강 저염수의 유입이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이를 통해 주요 해양학적 과정이 생물량, 생물 다양성 및 생산성의 변동과 밀접
히 연관되며, 영양염 이용 특성과 먹이망 구조의 변동을 야기함을 규명함

- 영양염 조사를 통해 쿠로시오 분지류가 동중국해의 대륙붕으로 영양염을 공급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장강 저염수에서 16:1보다 높은 N/P 
비를 나타내, 인이 생산성을 제한하고 있음을 파악함

○ 황해 저층냉수대에서 동물플랑크톤의 서식 특성 및 먹이원 연구
- Calanus, Euphausia 등의 수직 이동, 하계 냉수대에서의 분포 특성 및 먹이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통해 저층냉수의 분포가 황해 생태계의 구조 및 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함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

17

○ 2000 ~ 2003년 “연안역에서의 육지와 해양 상호작용 연구”
- 남해 동부 연안역의 영향물질 유입과 생물생산력 개발 환경조성 기반 기술 연구

○ 2008 ~ 2010년 “동해 중부 연안 환경 변동성 연구”
- 동해 중부 연안 해역의 개괄적인 환경변동 특성이 연구 수행되었음
- 동해연구소 주변의 개괄적인 물성 분포 및 퇴적상, 저서 생태계가 파악되었으

나, 사업 중단으로 인해 지속적인 자료 획득이 수행되지 못했음
- 연안의 서식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보다는 연안역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환경변

화 특성 규명 연구를 통해 연안의 과거 해안선 변화 및 퇴적물 이동에 관한 연
구가 수행되었음

- 기존 수행된 동해 연안 생태계 변동에 대한 연구는 울진, 월성, 고리 원자력 발
전소 주변 조하대를 중심으로 몇 정점에서 계절별 대형저서생물 군집구조 변동
에 관한 연구만 수행되었음

○ 2015 ~ 2018년 “동해 연안 환경 변동성 연구(Eco-mapping 연구)”
- 동해 연안의 대표적 연구거점(Model station)을 북부(강릉), 중부(울진), 남부

(울산)으로 선정하고 서식환경과 서식생물의 상호관계를 연구함
- 서식환경과 서식생물의 연구결과를 가시화는 기법적인 측면의 성과가 우수하였

으나, 계절별 모니터링 연구는 수행되지 못했음
- 동해안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절별 서식환경과 서식생물의 장

기 모니터링 연구가 필수적임

○ 2014 ~ 2018년 “기후변화와 인위적 교란에 따른 울릉도 해양생태계 반
응”(2014-2016) 및 “해양환경변화가 울릉도독도해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2018)

- 울릉도 연안의 기준선 구축 및 울릉도·독도 해역의 핵심 정점 구축을 통해 기
존의 울릉도·독도 연구에 비해 획기적인 해양환경 및 서식생물 정밀 시계열 
변동 연구 및 해양환경과 서식생물 변동의 종합적 해석을 시도하였지만, 연구 
항목이 크게 제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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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선박부착생물 관리기술 연구

○“친환경 양친매성 방오 코팅제 실용화 기반기술개발” (수행기관: KIOST, 참여연
구원: 최진우 박사, 2015,08~12)과제에서 강재표면에 적용가능한 방오코팅제 실
용화 기반연구를 수행함.

- 신규 방오코팅제 성능평가의 일환으로 해양생물의 부착정도를 판단하는 실험 
수행됨.

- 장기간 노출실험으로 생물부착정도를 비교분석함
- 위해성 평가시험은 수행되지 않음
- 본 과제에서 제안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연안 산란어류의 배아를 활용하여 유류오염 및 개별 PAHs 독성영향규명
- 넙치배아에 다양한 원유, 원유추출분획, PAHs등 노출
- 발생독성, 유전독성 등의 위해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함

○ 연안 산란어류의 배아를 활용하여 부착파생물의 성분으로 예측되는 주상용AFS의 
발생독성영향평가
- Diuron, Irgarol 1254, Sea-Nine 211등 실험실 노출 및 위해성 평가
- 이사부호, 이어도호의 고압용출수 노출 및 영향평가
- 전사체분석을 이용한 AFS 노출배아의 독성 기작 발굴 및 생체지표 규명

○‘요각류 난 부화에 대한 산성화 영향 평가 연구' (연구기관: KIOST)
- 연안 동물플랑크톤의 란(eggs)의 부화가능란, 휴면란 구분평가
- 빈산소 조건하에서 부화구분 평가

○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13차): 저서생물유해성 평가 (연구기관: 
KIOST,  발주처: 해수부)

- 무척추 동물(성게) 수정과 발생 평가연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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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춘계 황해 환경 및 생태계 특성 연구

3.1.1. 서론

가. 물리적 환경 특성

  황해의 해양구조는 기본적으로 황해와 동중국해의 경계면을 통해 황해로 유입하는 
동중국해 해수와 황해의 대기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Lie, 1984), 이로 인해 해
수순환은 뚜렷한 계절적 변화를 보인다. 겨울철에는 쿠로시오에서 기원한 고온고염의 
황해난류수가 황해 중앙골을 따라 유입되고, 연안을 따라 연안수가 남하하는 구조를 
보인다. 여름철에는 황해 중앙부 저층에 냉수괴(10℃ 이하)가 존재하며(Uda, 
1934), 역풍류에 의해 남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1986).
  황해 내부에서 수온과 염분은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분포 구조를 보인다
(Lie, 1986; Chu et al., 1997). 봄철 황해의 해수 특성은 겨울철 특성과 유사하다. 
강한 연직 혼합으로 인해 연직으로 거의 균질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복사에너
지가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표층수온이 상승하면서 성층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상층
과 하층의 밀도차가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황해저층냉수가 저층에 위치하기 시작한다.
  황해저층냉수의 핵은 일반적으로 황해 북부와 산둥반도 아래에 위치한 황해 남부
의 서쪽, 그리고 황해 남부 중앙골 등 3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황해저
층냉수는 새롭게 형성된 해수가 아니라 동계에 형성된 냉수가 변질되지 않고 저층에 
남아서 형성된 것이다(과학기술부, 1998). 황해냉수괴는 황해에 서식하는 가장 중요
한 동물플랑크톤의 일종인 Calanus sinicus의 서식 사이트로 알려지면서 해양생태계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ang and Kim, 2008; Wang 
et al., 2003). 따라서 황해냉수괴의 분포와 변동을 이해하는 것은 황해의 해양환경
과 생태계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나. 화학적 환경 특성

  해수 중 영양염은 인위적인 인간활동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차 
생산 및 생지화학적 순환과정에서 중요한 물질이다(Galloway et al, 2003). 영양염 
중 질소, 인 및 규소는 생물성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외골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생물
제한 원소(bio-limiting elements)로 불린다(Basturk et al, 1986). 황해는 우리나
라와 중국에 위치한 약 30여개의 강과 대기를 통하여 영양염류가 공급되고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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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유입은 하구지역에 국한되며, 대기입자를 통한 영양염 공급은 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황해 중앙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u et al., 
2003). 일부 미량금속은 영양염과 유사하게 1차 생산자를 위한 미량 영양소로 작용
한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황해의 제한된 지역에서 독립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들 영양염과 미량원소에 대한 광역적인 환경조사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 생태계 특성

(1) 원핵 생물 및 식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은 전지구적 일차생산량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며(NRC, 2001), 
해양생태계의 하위영양단계를 이루는 먹이망의 기본 구성요소이다(Field et al., 
1998; Niu et al., 2021). 또한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과 군집구조, 다양성, 일차
생산력 등은 해양생태계 환경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그 변
화는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augrand et al., 
2010). 이러한 식물플랑크톤 군집은 빛, 수온, 혼합층 등 환경적 요소에 다양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의 계절적 변화와 공간적 분포
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Dewi et 
al., 2018; Liu et al., 2019; Dang et al., 2020, Lu et al., 2021). 또한 춘계
의 경우,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이 일시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춘계 식물플랑
크톤 대증식(phytoplankton spring bloom)이 발생하며, 대증식의 발생 시기, 크
기, 지속기간과 대증식 단계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구성은 연구해역에서 
시·공간적인 변동을 보이며, 해양생태계의 탄소순환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
한다(Cushing, 1990; Schweigert et al., 2013).
  세균과 고세균을 포함하는 원핵생물은 미생물 먹이망을 통한 에너지 전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의 이용을 통하여 해양의 생지화학적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종속영양 원핵생물은 용존 유기물을 이용하여 
입자성유기물을 형성하고 상위 먹이망에 전달함으로써 에너지 전달에 중요한 역
할을 하나, 미생물 먹이망의 강화는 섭식에 의한 섭식 먹이망을 통한 에너지 흐름
을 감소시킴으로써 해역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원핵생물 
군집은 높은 생리적 유연성을 통해 탄소, 질소, 인 등 해양의 주요 원소 순환뿐만 
아니라, 황 및 메탈 등의 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춘계동안 우리나라 황해역에서 식물플랑크톤과 원핵생물 
군집의 생물량, 군집구조 및 다양성, 일차생산력, 먹이망 구조 등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위도별 환경요인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황
해역에서 원핵생물 및 식물플랑크톤 생태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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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은 표영생태계 먹이망에서 일차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이 생산한 
유기물을 상위 영양 단계의 포식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물플랑크
톤은 운동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물플랑크톤 분포와 밀도는 서식 해역의 
물리적 환경이나 먹이 농도, 포식압과 같은 환경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황
해는 수심이 얕고 담수가 많이 유입되며 계절적 해류 변동이 있어, 그에 따른 동
물플랑크톤 군집의 변동도 일어난다. 황해에서 봄은 식물플랑크톤의 대번성으로 
인해 이를 먹이로 하는 동물플랑크톤 출현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황해
에서 다양한 어류의 중요한 먹이원이 되는 요각류 Calanus sinicus는 봄철에 높은 
밀도로 출현하면서 활발하게 산란하여, 동물플랑크톤 군집과 상위 먹이망에 영향
을 준다. 또한, 황해에서 우점하는 요각류 Acartia hongi를 포함한 여러 소형 요각
류들도 봄철에 다수 출현하기 때문에, 봄철 환경의 변동에 따른 동물플랑크톤 군
집에 대한 연구는 황해 생태계 변동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에서 동물플랑크톤은 1차 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을 섭식하고 보다 
상위영양단계의 수서생물에게는 먹이로 작용하여 미소생물환(Microbial loop)의 
구성생물과 상위 영양생물간의 에너지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
물플랑크톤은 해양생태계 먹이망 안정성에 기여한다(Steinberg, D. K. et al., 
2008). 동물플랑크톤 군집은 수온, 염분, 해류와 같은 물리적인 요인과 먹이, 포
식, 경쟁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다(Beyst et al., 2001) 
따라서 동물플랑크톤 군집 조성은 기후변화, 화학 및 유기오염과 같은 환경변화의 
유용한 지표로 이용된다(Beaugrand et al., 2002). 또한 동물플랑크톤 군집 조성, 
출현양상, 개체 수 변동 등의 대한 자료 축적은 해당 지역의 어류 생산량 및 수자
원 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Hwang et al., 2011). 따라서 해양생
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물플랑크톤 군집 종 조성에 대한 연
구가 필수적이다. 동물플랑크톤 군집 조성 연구는 현미경을 이용하는 형태학적 동
정에 의존하고 있다(Pan 2008). 하지만 종 간 형태학적 특징이 유사한 동물플랑
크톤의 특성상 정확한 동정에는 어려움이 있다(Bucklin 2011). 또한 분류자의 전
문성과 분류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대규모 조사 및 장기간 모
니터링에 한계가 있다(Münkemüller., 2012). 최근에는 형태동정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분석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인 검출이 가능한 분자 동정이 이용되고 있으
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NGS분석법이 동물플랑크톤 군집 분석에 효과적임이 입증
되었다(Yang et al., 2017). 미토콘드리아 DNA COI 유전자는 종내, 종간의 유전
거리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동물플랑크톤 군집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 
종 다양성 연구에 가장 흔하게 분석되는 영역이다(Hebert et al., 2003).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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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연구에서는 DNA metabarcoding 분석법을 활용하여 황해에 서식하는 동물
플랑크톤 종 조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원생생물

  섬모충플랑크톤은 미세동물플랑크톤(microzooplankton)의 주요 구성원으로 소
형(pico and nano) 플랑크톤은 섭식하고 중형동물플랑크톤의 먹이생물로 해양생
태계의 먹이망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부유생물군이다.

(4) 어란

  어란은 산란장과 산란시기를 지시하는 직접 증거로 산란생태 연구의 핵심 정보
이다. 어란은 형태형질만으로는 종 수준의 동정이 어려워 1965년부터 시작한 오
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공간 분포가 축적된 종은 멸치와 앨퉁이 등 소수
에 불구하다. 최근 이러한 어란 종 동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분자마커를 종
동정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도 어란 종동정에 분자마커를 이용한 종 
동정을 시도하였다.

(5) 자치어

  어류의 초기생활사 시기인 난·자치어의 생존율이 성어자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산란 및 생태에 관한 정보는, 어류자원의 효율
적 관리와 지속적 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환경변화에 민감한 난․자치
어의 지리분포는 기후변동 연구를 위한 생물학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6) 중형저서동물

  중형저서동물은 해양의 거의 모든 곳에 분포하면 살아가는 생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널리 분포하며 살고 있다. 또한 중형저서동물이 살아가는 퇴적 환경도 입자
가 작은 뻘부터 거친 조개껍질로 구성된 입자가 큰 퇴적상까지 다양한 곳에 살아
간다. 일반적으로 중형저서동물은 퇴적물 상층 2 cm 이내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
  중형저서동물은 대형저서동물에 비하여 몸의 크기가 작고, 생활사가 짧으며, 퇴
적물 내에서 유생 시기를 보낸다. 또한 이들은 높은 서식밀도로 살아가기에 밀도
변화의 감지가 쉽고,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군이 많기 때문에 생태적 
연구에 효율적인 생물 그룹이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극히 적은 양의 퇴적물 시
료만 채집하여도 분석이 가능하여 시료채집으로 발생되는 자연 환경 훼손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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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 and Bett, 1989). 중형저서동물은 그 크기가 대단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빈 영양 해역에서도 평방미터 당 104 ~ 105 개체를 나타내고, 중형저서동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 조건에서는 10만에서 1억 개체 이상의 높은 서식밀도로 존
재하기도 한다(Giere, 1993). 이러한 중형저서동물 개체 수는 퇴적물 내의 저질 
간극의 공간, 유기물의 양, 간극수 내의 산소량 등에 의해 결정이 된다.
  중형저서동물 중 주로 우점하는 분류군은 선충류 (Nematodes)와 저서성 요각
류 (Harpactocoids)로 대부분의 해양 저서생태계 내에서 높은 서식밀도로 출현
을 한다. 두 분류군은 중형저서동물 중 대부분의 해역에서 가장 우점하여 나타나
는 분류군이며, 높은 서식밀도로 출현하기 때문에 생태적 및 통계적 분석에 용이
하다 (Vincx and Heip 1987). 또한 선충류와 저서성 요각류는 환경 변화를 파
악하는데 중요한 분류군이다.
  중형저서동물은 환경 변화로 인한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동물로 
제안되고 있으며 (Coull and Chandler, 1992), 환경 변화가 중형저서동물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Coull and 
Chandler, 1992; Guerrini, et al., 1998; Moreno et al., 2011).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은 중형저서동물이 저서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형저서동물의 특성을 활용한 모니터링 연구는 여러 연구자
들에 의해 많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황해 동남부 해역의 환경 
변화에 따른 중형저서동물 군집 영향 연구를 위한 사전 조사로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7) 대형저서동물

  황해에서의 대형저서동물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중국측 해역에서 
종 다양성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까지 중국측 황해에서 출현한 대형저서
동물의 종수는 약 850여종이 넘으며, 북측에서 남측으로 갈수록 종 다양성은 증
가하였다 (Li 2011). 최근 연구 결과에서 냉수대 저서동물 종 조성의 안정적인 
유지는 냉수대 해역의 안정성과 관계가 나타났다(Zhang et al 2016). 그러나 향
후 기후 변화에 따라 냉수대의 변동이 나타나면, 저서생태계의 종 조성과 군집특
성이 바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역의 황해 저층냉수대를 포함하는 해역에서의 대형저
서동물의 종 조성과 군집구조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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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태계 모형

  춘계 황해 환경 및 생태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선 탐사는 시공간적인 한
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자 예측 도구로서 수치모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치모형을 새로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자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한 POLCOMS-ERSEM 기반 해양시
스템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기존 모형의 황해 하위생태계 재현성을 계절별로 살
펴보고 위도별 재현 특성과 소청초 과학기지 위주로의 분석을 통해, 모형의 활용
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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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재료 및 방법

가. 물리적 환경 특성

(1) 광역적 물리 환경요인 조사(춘계)

  겨울철 황해에서는 북서계절풍에 의한 해수의 혼합과 동중국해에서 유입되는 
난류수와 연안에서 남하하는 연안수의 흐름에 의해 해수 특성이 좌우된다. 수심이 
얕은 천해역인 황해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해 봄철까지도 겨울철 특성이 유
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봄철은 태양복사에너지의 증가로 인해 표층 수온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성층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더불어 bloom이 일어
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황해 전 층에 걸쳐 발달하던 저온수
가 표층 수온의 증가함에 따라 저층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춘계대번성(spring bloom)이 일어나는 시기인 봄철
의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2019년 4월에 황해 전반에 대한 해수 물
성 광역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양생태계의 특성과 환경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성 구조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황해 광역 조사는 Fig. 3.1.2.1.1과 같이 한반도 연안에서 중국 방면으로 최대 
122.5°E 영역까지 확장하여 수행되었다. 관측 해역은 황해저층냉수의 저온 핵이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요 냉수괴 분포 영역과 황해 입구 해역을 포함하
고 있다. 황해 북부 해역에 위치하는 저층냉수의 특성과 함께 동중국해에서 황해
로 유입되는 해수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다.
  황해저층냉수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총 28개 정점에 대해 CTD (SBE 911 
plus)를 이용하여 정밀 해수 물성 관측을 수행하였으며, 표층 해류의 흐름을 파악
하기 위해 총 10대의 표층 뜰개를 투하하였다(Table 3.1.2.1.1). 황해저층냉수의 
장기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관측된 국립수산과학원 정선자료에 대한 분
석도 실시하였다.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28

Fig. 3.1.2.1.1. Study area with CTD measurement and 

drifter launch stations in April, 2019 by KIOST.

Table 3.1.2.1.1. Information for deployment of surface drifters

ID#
Location

Time
Duration

(days)
Remark

Longitude (°E) Latitude (°N)

8 125.90022 35.011207 2019. 04. 20 09:16 0.6 ×
9 125.65369 35.008610 2019. 04. 20 11:35 34.1 ○
10 125.50076 35.016667 2019. 04. 20 14:30 31.0 ○
11 125.25191 34.993907 2019. 04. 20 18:23 4.4 ×
12 122.52165 34.969658 2019. 04. 21 22:49 17.1 ×
13 126.05388 37.014292 2019. 04. 23 17:22 28.9 ○
14 125.74875 36.999330 2019. 04. 23 19:11 32.7 ○
15 125.31539 37.097328 2019. 04. 23 23:08 29.1 ○
16 124.75560 37.000148 2019. 04. 24 04:01 20.5 ○
17 123.78573 36.971953 2019. 04. 24 13:10 14.6 ×

나. 화학적 환경 특성

  2019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황해 3개 라인(35도, 36도, 37도)에서 CTD에 
부착된 Niskin sampler를 이용하여 수심별로 해수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해수는 현
장에서 GF/F와 미리 산세척된 PC filter로 여과한 후 분석항목에 따라 냉동 혹은 고
순도의 산(acid)를 첨가하여 실온에 보관하였다. 용존영양염은 자동분석기인 
Smartchem 200 (AMS instruments, France)로 분석하였으며, KANSO에서 판매
하는 영양염류 인증표준물질 (KANSO-BZ)을 이용한 회수율은 95.1~104.3%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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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해수 내 미량원소는 seaFAST SP3 전처리 장비가 결합된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로 분석하였으며, 캐나다 NRC에서 판매하는 인증표준
물질의 회수율은 90.8~108.7%로 나타났다.

다. 생태계 특성

(1) 식물플랑크톤

(가) 시료의 채집

  현장조사는 2019년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 황해 남부해역에서 조
석전선역의 하위생태계 구조 변동 확인을 위해 수행하였다. 위도 35도의 정선에
서 정점01부터 정점 15번, 위도 36도의 정선에서 정점 01번부터 정점 07번, 위
도 37도 정선에서 정점 02번부터 08번까지 총 18개 정점에서 수행하였다. 시료 
획득을 위한 해수 채수는 SBE 911이 장착된 Rosette sampler에 20 L 용량의 
Niskin 채수기를 부착하여 수행되었으며, 아래의 Table 3.1.2.3.1.1에 표기되어
있는 정점의 경우, 유광층 내 0, 10, 20, 30, 50 m의 표준수심과 현장에서 
CTD 프로파일을 통해 결정된 SCM (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layer)층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분석 항목에 따라 시약 및 보존 방법을 
달리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이외의 정점들에서는 표층에 한해 실험이 수행되었다.

Contents
Line 35°N

1 3 5 7 9 11 13 15

Chlorophyll-a ○ ○ ○ ○ ○ ○ ○ ○

HPLC (Major pigments) ○ ○ ○ ○ ○ ○ ○ ○

Primary production ○ ○ ○ ○ ○ ○ ○ ○

Prokaryotic production ○ ○ ○ ○ ○ ○ ○ ○

DNA (phytoplankton and bacterial composition) ○ ○ ○ ○ ○ ○ ○ ○

FlowCAM ○ ○ ○ ○ ○ ○ ○ ○

Flow cytometer (abundances of phytoplankton/bacteria) ○ ○ ○ ○ ○ ○ ○ ○

Foodweb structure ○ ○

Table 3.1.2.3.1.1. Sampling stations and performed experiments in the Yellow Sea.

Contents
Line 36°N Line 37°N

1 2 3 5 7 2 5 6 7 8

Chlorophyll-a ○ ○ ○ ○ ○ ○ ○ ○ ○ ○

HPLC (Major pigments) ○ ○ ○ ○ ○ ○ ○ ○ ○ ○

Primary production ○ ○ ○ ○ ○ ○ ○ ○ ○ ○

Prokaryotic production ○ ○ ○ ○ ○ ○ ○ ○ ○ ○

DNA (phytoplankton and bacterial composition) ○ ○ ○ ○ ○ ○ ○ ○ ○ ○

FlowCAM ○ ○ ○ ○ ○ ○ ○ ○ ○ ○

Flow cytometer (abundances of phytoplankton/bacteria) ○ ○ ○ ○ ○ ○ ○ ○ ○ ○

Foodweb structur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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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엽록소 a 및 주요 지시색소 농도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을 대변하는 엽록소 a 측정을 위해 현장에서 채수한 해
수를 직경 25 mm의  GF/F 여과지로 거른 후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여과
지는 실험실로 옮긴 후, 95% 아세톤 6 ml을 넣어 냉장상태를 유지해주며, 24시
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한 시료는 0.2 μm syringe 여과기를 이용하여 입자를 
제거한 뒤 10-AU Turner fluorometer (Turner designs, USA)를 이용, 
Parsons et al. (1984)의 형광법으로 정량적인 엽록소 a 값을 구하였다.
  HPLC를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색소분석은 Zapata et al. (2000)의 방법을 기
초로 이루어 졌다. 식물플랑크톤은 47 mm GF/F filter (Whatman)로 해수를 
여과 후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여과지는 실험실로 옮긴 후 동결건조 하였
다. 색소 추출은 여과지를 4 ml의 95% Acetone에 넣고, 초음파 분쇄기로 분쇄
한 후 냉장고에서 24시간 추출하였다. 추출물에 포함된 불순물 제거를 위해 직
경 25 mm의 PTFE syringe 여과기(MFS, 0.2 μm pore size)를 이용하였다. 
색소 peak의 shape distortion을 막기 위해 여과된 추출물 1 ml에 증류수
(Sigma aldrich, HPLC grade) 400 μl를 넣어 잘 혼합하였다. 준비된 시료 
200 μl를 HPLC system (Shimadzu LC-10A system dual LC-10AD 
pumps, SIL-10AD autoinjector, SCL-10A system controller, SPD-M10A 
photodiode array detector, RF-10A spectroflorometric detector)에 주입하
였으며 색소 분리는 Waters C8 column (150x4.6 mm, 3.5 μm particle 
size, 100 Å pore size)을 이용하였다. Chromatogram의 peak에 대한 동정 및 
농도의 계산은  표준색소(DHI water & Environment, Denmark)의 retention 
time 및 peak area와 비교하여 결정하였다(Fig. 3.1.2.3.1.1).
  이렇게 측정된 색소의 농도를 CHEMTAX (Mackey et al. 1996) 프로그램을 
통해 분류군별 생체량 조성으로 변환하였다. CHEMTAX 분석에 이용한 initial 
ratio는 Roy et al. (2011)이 정리한 해역별, 분류군별 색소 조성을 우리 연구 
해역의 특성 및 출현 분류군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CHEMTAX 분석에 
사용한 설정은 Latasa (2007)의 방법을 일부 변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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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1.1. HPLC chromatogram of an aqueous mixture of pigment 

standards. Codes to pigment identities are: 1=chl. c3, 2=chl. c2, 

3=peridinin, 4= pheophobide a, 5=19'-but., 6=fucoxanthin, 7=neoxanthin, 

8=prasinoxanthin, 9=violaxanthin, 10=19'-hex., 11=diadinoxanthin, 

12=antheraxanthin, 13=alloxanthin, 14=zeaxanthin, 15=lutein, 

16=cantaxanthin, 17=gyroxanthin-diester, 18=B-cryptoxanthin, 

19=chlorophyll-b, 20=echinenone, 21=divinyl-chl a, 22=chlorophll-a, 

23=pheophytin a, 24=α-carotene, 25=β-carotene. 

(다) 일차생산력

  식물플랑크톤의 P-I 특성은 Marcel et al. (1994)의 radial photosynthetron 
방법을 채용하여 구하였다. 밀폐된 상자에 50 ml Falcon culture flask를 일렬
로 배열하고 한쪽에서 diffused light를 비추어 플라스크 내에 광량의 구배가 생
기게 하였다. 광원으로는 Osram의 HQI/D 150W 램프를 사용하였다. 배양은 1
시간을 유지하였으며 각 플라스크의 광량은 QSL 100 scalar quantum 
meter(Biospherical Co, USA)를 써서 측정하였다. 수온의 조절을 위하여 표층 
시료의 경우 표층 해수를 배양상자 내로 순환시켰고 저층 시료일 경우 
circulation bath를 사용하여 현장 수온을 유지하였다. 배양이 끝나면 즉시 
manifold를 이용하여 0.45 μm mixed cellulose ester(Whatman)로 여과한 뒤 
냉동 보관하였다. 시료를 실험실로 가져 온 후 흄후드에서 여과지에 염산을 넣어 
약 2일간 훈증하였으며, scintillation cocktail 10 ml를 첨가하여 냉암소에 24시
간 보관한 뒤 Tri-Carb 2910TR liquid scintillation analyzer (Perkin Elmer, 
USA)로 방사능량을 측정하였다. 첨가한 방사능량의 측정은 배양이 끝난 직후, 
시료 100 μl를 채취하여 scintillation vial에 넣고 10 ml의 scintillation 
cocktail을 첨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P-I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광 저해 현상이 있을 경우 3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 Platt et al. (1980)
의 모델을 사용하여 적합화 하고 매개변수화 하였다.

P = B PB
s ( 1 - exp [ -αB I/ PB

s]) exp [-βBI/PB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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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B는 생체량, 위첨자 B는 단위 생체량 당 매개변수임을 의미한다. P 포
화 광도 이상에서의 단위 생체량 당 광합성량, 즉 동화율(assimilation number)
이다. α는 광합성의 광량자 효율과 관련된 매개 변수로 광합성-광도 곡선에서 
포화 광도 이하에서의 선형 반응의 기울기를 가리킨다. 광량의 시간별 변화는 조
사 기간 동안 갑판에 설치된 광도계에서 하루 동안 5분 간격으로 측정된 PAR 
(Photosynthetically Available Radiation)의 시간당 평균치를 이용하여 구하였
다. 수심별 시간에 따른 광량 변화는 시간별 평균 광량에 SBE 911에 장착된 
PAR 센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소광계수를 적용 하여 구하였다. 하루 동안의 
일차생산력은 시간과 수심전체에 대한 광과 생체량을 광합성 모델에 적용 광합성
량을 추정한 후 전체의 합을 구하였다.

(라) DNA

  현장에서 채수한 해수를 0.2 μm Supor filter (Pall, 47 mm)를 이용하여 여
과 하였으며, 3 μm 이상 size fraction은 3 μm membrane filter (Whatman, 
47 mm polycarbonate membrane)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이후, 2 ml tube에 
1 ml STE 완충용액을 첨가하여 냉동 보관(-80℃) 하여 보관하였다. 유전자 분
석을 위한 DNA 추출은 PCI (Phenol-chloroform- isoamylalcohol) 추출법으
로 진행하였다. 시료에 lysozyme, proteinase K 및 10% SDS 용액을 넣어 세
포를 용해시켰다. 이후 PCI (25:24:1, Sigma- Aldrich) 용액을 넣어 단백질을 
제거한 뒤, Chloroform-Isoamylalcohol (24:1, Sigma-Aldrich) 용액을 첨가
하여 추가 정제하였다. DNA는 AE buffer (Qiagen)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농
축하였다.
  광합성 초미소진핵플랑크톤의 다양성은 plastid의 16S rRNA 유전자의 MiSeq 
(Illumina) 시퀀싱을 통해 조사하였으며(Choi et al., 2016), 박테리아 다양성은 
16s rRNA 유전자의 MiSeq (Illumina) 시퀀싱을 통해 파악하였다. 초미소진핵
플랑크톤은 491F-907R primer (16S plastid), 박테리아 다양성은 
341F-805R primer (16S), 남세균 군집은 CyanoITSF-CyanoITSR 
(16S-23S 사이의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 를 이용하여 PCR을 
진행하였으며, AMPure XP Beads (Beckman)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이후 두 
번째 PCR을 위한 Linker 서열을 붙인 index primer를 이용하여 증폭하였다
(Illumina, 2013). 마찬가지로 증폭된 산물은 AMPure XP Beads를 이용하여 
정제하였으며, 이 산물을 nanodrop을 이용하여 정량화하였으며, 동일한 양의 
PCR 산물을 혼합하여 MiSeq 분석을 위한 시료를 준비하였다. MiSeq 분석은 
Chunlab (서울)에서 수행하였다. 얻어진 DNA 염기 서열은 각 시료에 해당하는 
Index의 염기서열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Mothu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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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초미소식물플랑크톤 개체수

  초미소식물플랑크톤의 개체수는 flow cytometery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정확한 개체수 산출을 위해 승선기간동안 선상에서 측정을 실시하였다. 초미
소플랑크톤 분석을 위해 층별 해수를 취한 후, 40 μm cell stainer (BD 
Biosciences, USA)를 이용하여 prefilter를 실시하였고 NovoCyte flow 
cytometer (Acea Bioscience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ynechococcus와 Prochlorococcus, picoeukaryotes, nanoflagellates와 같이 
광합성을 하는 미소 및 초미소플랑크톤은 각 분류군의 forward scatter (FSC), 
엽록소에 의한 적색형광(PerCP) 및 phycoerythrin에 의한 오렌지색 형광 특성 
등 flow cytometer 상에서 이용되는 특징들을 이용하여 분리 계수 하였다(Fig. 
3.1.2.3.1.2).

Fig. 3.1.2.3.1.2. An example of 

flow cytometric analyses of 

picophytoplankton. Populations of 

heterotrophic bacteria, 

Synechococcus, Prochlorococcus, 

Picoeukaryotes and nanoflagellates 

were discriminated from each 

other on different fluorescences of 

orange and red.  

(바)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개체수 및 우점 분류군 다양성 분석

  조사해역의 크기별 식물플랑크톤 개체수와 우점 분류군의 종조성 다양성을 파
악하기 위해 각 조사 정점에서 표층과 SCM 층의 정량 시료를 획득하였다. 정성 
분석을 위하여 망목 20 μm인 식물플랑크톤 네트를 이용하여 해수 내 식물플랑
크톤을 농축하여 정성 시료를 획득하였으며, 시료 일부는 현장에서 FlowCAM 
VS-IV (Yokogawa Fluid Imaging Technologies, Japan)의 Trigger Mode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고, 남은 시료는 Lugol’s solution을 이용하여 고정한 
뒤, FlowCAM VS-IV의 Autoimage Mod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lowCAM
을 이용하여 촬영된 식물플랑크톤 이미지를 동정을 위하여 Shim (1994); 
Tomas (1997)와 같은 도감과 AlgaeBase (http://www.algaebase.org), 
World Register of marine species (https://www.marinespecies.org)와 같은 
웹 사이트를 참조하여 동정을 실시하여, 식물플랑크톤 개체수 및 우점 분류군의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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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먹이망 구조

  2019년 4월 황해 하위생태계 먹이망 구조 이해를 위해 5개 정점(35-01, 
35-15, 36-02, 36-05, 37-08 정점)에서 크기를 구분한 동물플랑크톤 및 입
자성 유기물을 채취하였다. 동물플랑크톤 시료는 네트를 이용하여 획득한 동물플
랑크톤 시료의 일부를 취하여 여과해수를 이용해 500 ml로 맞추고 1N HCl 15 
ml를 첨가하여 고정한 후 500 ml 폴리에틸렌 Bottle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였다. 
일부는 망목 크기가 다른 체를 이용하여 5개 크기(>5 mm, 5∼2 mm, 2∼1 
mm, 1∼0.5 mm, 0.5∼0.2 mm)로 구분하여, 미리 태운 GF/F에 여과하여 냉동
보관 하였다. 입자성 유기물 시료는 Rosette sampler에서 채취한 해수와 식물플
랑크톤 네트 (Mesh size: 20 μm/지름: 60 cm)를 이용하여 채집하였으며, 
200/100/20 μm sieve와 hand beaker를 이용하여 샘플을 3가지 크기 그룹
(>200 μm, 200～100 μm, 100-20 μm, >20 μm, 20∼0.7 μm)으로 나누
어 GF/F 여과지를 이용하여 각각 여과한 후 냉동보관 하였다. 실험실로 가져온 
시료는 동결건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안정동위원소 비 측정을 위한 시료는 흄후드 
내에서 HCl을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훈연하여 사용하였다.  탄소 및 질소 안정
동위원소 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EA-IRMS를 이용하여 안정동위원소 13C 및 15N의 양을 측정하였으며, 일반적
으로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는 유기물이나 먹이원의 기원,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
는 영양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동물플랑크톤

  2019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황해의 16개 조사 정점에서 중형동물플랑크
톤을 채집하였다(Fig. 3.1.2.3.2.1). 봉고네트(망구 60 cm, 망목 200 μm)의 입
구에 유량계(Model 438-115, Hydro-bios, Germany)를 부착하여 저층부터 표
층까지 복경사 예인(oblique tow) 하였고, 채집된 시료는 선상에서 5% 중성 포
르말린으로 고정하였다. 실험실로 운반한 시료를 분할하여 최종 300–500 개체를 
해부현미경(Stemi 2000–C, Zeiss, Germany)과 광학현미경(Axioskop, Zeiss, 
Germany)으로 종 동정 및 계수하였고, 네트를 통과한 유량으로 나누어 단위 부피
당 개체수(밀도; ind. m-3)로 변환하였다.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생체량을 측정하기 위해, 선상에서 고정되지 않은 시료를 미
리 무게를 측정한 GF/C여과지(Whatman, UK)에 여과하여 냉동 보관하였다. 실험
실로 운반한 시료는 60℃에서 24시간 건조시키고 건중량을 측정한 후, 생체량(탄
소량)을 건중량의 45%로 가정하여 계산하였고(Ara 2001), 계산된 탄소량은 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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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별 유량(m3)으로 나누어 단위 부피당 탄소량(mg C m-3)으로 표현하였다.
  중형동물플랑크톤 종 다양성 분석에는 Shannon-Wiener 종 다양성 지수(H’)
를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은 전체 출현 종의 밀도를 대상으로 Bray-Curtis의 유사
도 거리 지수를 이용하여 집괴분석(Cluster analysis)을 한 후, 그 결과를 60% 
유사도 수준에서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nMDS) 배열법으로 표
현하였으며, 분석에는 PRIMER(version 6.1.6; Clarke and Warwick 1994)를 
이용하였다. 집괴분석으로 구분된 그룹을 대상으로 지표종 분석(Indicator 
species analysis)을 하였으며, 지표 지수(Indicator value)의 유의성을 Monte 
Carlo test로 검증하여 유의한(p < 0.05) 종만을 제시하였다. 지표종 분석은 
PC-ORD(version 7, MjM Software Design)를 이용하였다.

Fig. 3.1.2.3.2.1 Mesozooplankton sampling stations in the 

Yellow Sea, spring in 2019

  eDNA는 정점 별 표층과 저층에서 4L 해수를 채수 후 0.45㎛ 필터를 사용하였
다. DNA 추출시 에탄올에 고정된 동물플랑크톤 샘플은 PBS로 2회 세척 후 
DNeasy Blood and Tissue kit(Qiagen, USA)를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각 샘
플당 2회 반복 추출을 진행하였다. 추출된 DNA의 양과 질은 NANODROP 
ND-1000 spectrophotometer (NanoDrop Technologies/Thermo Scientific, 
Wilmington, DE,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타겟 유전자 영역인 COI 313bp
를 증폭시키기 위해 추출한 DNA 2 ㎕, 2X DNA Free-Multiplex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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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Cellsafe, Korea) 10 ㎕, forward primer와 reverse primer 각각 0.4 ㎕, 
distilled water 7.2 ㎕를 혼합하여 총 반응 부피 20 ㎕로 각 샘플당 3회 PCR을 
진행하였다. PCR에 사용한 primer set는 universal primes인 mlCOIintF 와 
gHCO2198를 사용하였다. PCR 온도 조건은 95℃에서 5분간 denaturation을 거
친 후 95℃에서 30초간 denaturation, 46℃에서 30초간 annealing, 72℃에서 1
분간 extention 과정을 35회 반복하였으며 끝으로 72℃에서 10분간 final 
extention을 진행하였다. PCR증폭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PCR 증폭 산물을 2 ㎕
를 2% TAE agarose gel상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증폭 결과를 확인한 PCR 산
물은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 (Qiagen, USA)를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NGS sequencing을 활용하였다.

(3) 원핵생물

  박테리아 생산력은 3H-thymidine 고정법으로 측정하였다(Ducklow et al., 
1992). 유광층에서 채수한 20 ml의 해수에 3H-thymidine (Specific activity 
71.5 Ci/mmol)을 최종 농도가 5 nM이 되게 첨가한 후 현장 온도에 약 2～3시
간동안 암소에서 배양하였다. 이 때 blank 시료는 최종농도 2%의 중성포르말린으
로 처리한 시료를 이용하였다. 일정시간 후, 시료에 최종농도 2%가 되도록 중성
포르말린을 넣어 배양을 중지시키고 15분간 냉장 보관하였다. 냉장이 끝나면, 0.2 
μm mixed cellulose ester (Advantec) 여과지에 여과하고, 5% TCA로 3 ml 
씩 3회, 80% 에탄올로 3 ml 씩 2회 여과지를 헹군 후 scintillation vial에 넣어 
보관하였다. 그 후 Ethyl acetate (Sigma-Aldrich) 1 ml을 넣고 scintillation 
cocktail 10 ml을 넣은 후 Tri-Carb 2910TR liquid scintillation analyzer 
(Perkin Elmer, USA)로 방사능량을 측정하였다. 흡수된 thymidine 양으로부터 
생산된 세포수로의 전환상수로는 1.1 x 1018 cells (mol thymidine)-1을 사용
하였으며, 탄소량으로의 계산은 20 fg C cell-1 (Lee & Fuhrman, 1987)의 전
환상수를 이용하였다.
  박테리아의 개체수는 flow cytometry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층별로 해
수를 채수하였으며 40 μm cell stainer (BD Biosciences, USA)를 이용하여 
prefilter를 실시하였고, 해수 1 ml 당 SYBR Green I (Sigma-Aldrich)을 0.01 
μl 씩 넣어 주었으며, NovoCyte flow cytometer (Acea bioscience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시 녹색 형광 특성을 가진 FITC 및 엽록소에 의한 적
색 형광인 PerCP를 이용하여 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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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생생물

  춘계 황해탐사 35, 36, 37 Line의 각 정점에서 2 L를 수심별로 채수하여, 중
성루골용액을 최종농도 2%가 되도록 고정한다(Figure 3.1.2.3.4.1). 고정시료는 
침전시켜 5-50 mL로 농축하여 검경시료로 사용한다. 광학현미경 관찰을 통해 
유종섬모충은 피갑의 특징에 따라 종동정 및 계수를 실시하며, 소모류는 세포의 
크기를 나누어(< 20 μm, 20-50 μm, 50-100 μm, > 100 μm) 계수한다. 
탄소생물량을 축정하기 위해 세포의 크기에 따른 체적을 구하여, 소모류는 체적에  
0.19 pg μm−3를 곱하여 탄소량으로 환산하였고(Putt and Stoecker, 1989), 
유종섬모류는  Verity and Langdon (1984)의 탄소량 환산식 (carbon 
(pg)=444.5+0.053 lorica volume (μm3))을 사용하여 탄소량을 구한다. 초미소
(pico)플랑크톤과 미소(nano)식물플랑크톤의 분석 방법은 앞에서 서술된 내용과 
동일하다.

Figure 3.1.2.3.4.1. Sampling stations of ciliate plankton in 

the southeastern Yellow Sea.  

(5) 어란

  어란 종동정을 위한 COX1 reference library 제작을 위해 COI 정보 174,685
건을 NCBI/GenBank 등의 공공 DB에서 수집하였다.
  어란 수집을 위해 2019년 4월에 황해의 17개 조사 정점에서 망구직경 60cm, 
망목 200um네트를 이용하여 수직 예망하였다. 채집한 어란은 현장에서 95%에탄
올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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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치어

  자치어는 조사해역 북위 35°, 36°, 37° 라인의 20개 정점에서 2019년 4월
에  채집하였다. 채집은 RN150네트(망구직경 150 cm, 망목 440 ㎛, 길이 10 
m)를 이용하였고, 정량분석을 위하여 네트입구에 유량계를 부착하였다. 네트의 
궤적이 V자 모양이 되게 경사채집 하였으며 예망은 정점별로 1.5∼2 knot 속도
로 10∼15분 동안 이루어졌다. 채집된 시료는 현장에서 99% 알콜로 고정하여 
실험실로 옮겨 sorting 후 입체해부현미경(Stemi 2000, Zeiss)으로 관찰하였다. 
체장은 Axio zoom v16 (Zeiss)을 이용하여 0.1 mm 단위까지 측정하고, 측정 
후에는 현미경에 부착된 Axio cam 506 (Zen 2)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종 동
정은 Okiyama (1988, 2014), 김 등 (2011), 윤창호 (2002), 김 등 (2005) 등
을 따랐다. 군집분석은 Primer 6을 사용하였다.
  자치어 종 분석은 형태동정과 분자동정을 병행함. 형태형질로 종 분석이 어렵거
나 정확한 종 정보 확인이 필요한 개체는 유전자 마커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
자동정을 위한 genomic DNA는 자치어의 크기에 따라 개체 전부 또는 일부를 취
하여 추출하였다. 분자마커는 COI 유전자를 이용하였으며, 바코드 영역을 PCR 
증폭하여 Sanger sequencing 또는 MiSeq 플랫폼으로 염기서열 확보 후 종을 분
석하였다.

(7) 중형저서생물

(가) 중형저서동물

  중형저서동물 군집 연구를 위해 황해 동남부해역의 9개 정점에서 퇴적물 시료
를 채집하였다(Fig. 3.1.2.3.7.1). 정점은 위도 35도, 36도 37도 정선에서 선정
하였다. 시료의 채집 기간은 2019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되
었으며, 연구선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온누리호를 사용하였다.
  중형저서동물 군집 분석을 위한 퇴적물 채집 지역의 위치와 수심, 수온, 염분 
자료는 아래의 표에 나타냈다(Table 3.1.2.3.7.1). 수온과 염분 자료는 CTD를 
이용하여 측정된 저층 수층의 자료를 나타냈다. 정점 St.35-1는 시료 채집 지역 
중에 육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며, 수심은 약 17.5 m로 측정되었다. 이후 정점
들의 수심은 64.5~84.5 m로 거의 유사한 수심을 보여주었다. 수온은 수심이 가
장 낮은 St.35-1에서 약 11.7℃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정점들에서는 약 
8.8~10.8℃ 범위로 측정되었다. 염분도는 연안 정점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외해역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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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저서동물의 시료 채취는 Smith McIntyre grab을 사용하여 각 정점에서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로부터 직경 3.6 cm 크기의 아크릴로 된 
튜브를 사용하여 부시료를 3개씩 채취하였다 (Fig. 3.1.2.3.7.2). 채취된 퇴적물 
시료는 표층으로부터 깊이 5 cm까지 각각 1 cm씩 자른 다음 rose bengal을 혼
합한 5 %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고 현장에서 연구실로 운반하였다. 운반되어
진 시료는 실험실에서 1 mm 체를 통과하고 37 ㎛체에 남겨진 시료를 
Silica-gel Ludox HS-40에 넣어 원심분리를 하여 밀도차이에 의한 생물 분리 
방법을 이용하여 중형저서동물을 퇴적물로부터 분리하여 해부현미경 하에서 계수 
후 분석하였다(Robert Burgess, 2001). 중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는 퇴적물의 
상층 3 ㎝ 안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3 ㎝까지의 시료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Fig. 3.1.2.3.7.1. Study area location on the meiofa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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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Longitude Latitude Depth (m)
Water temp

(℃)

Salinity

(psu)

st. 35-1 125.5 35.0° 17.5 11.7 32.4

st. 35-11 124.0 35.0° 80.5 8.8 32.9

st. 35-15 122.5 35.0° 64.5 10.0 33.3

st. 36-1 126.3 36.0° 20.6 10.7 32.2

st. 36-5 124.5 36.0° 84.5 9.0 32.4

st. 36-7 123.0 36.0° 72.4 10.8 33.0

st. 37-2 126.0 37.0° 70.5 9.0 31.7

st. 37-6 125.0 37.0° 71.5 9.0 32.2

st. 37-8 123.5 37.0° 77.2 9.0 32.6

Table 3.1.2.3.7.1. Longitude, latitude, depth,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of 

sampling sites.

Fig. 3.1.2.3.7.2. The sampling gear used in the study. 

(Left, Smith McIntyre Grab; Right, subcore)

(나) 저서성 요각류 다양성

  춘계 저서성 요각류 분석을 위해 2019년 4월 황해 해역 북위 35°라인의 7개 
정점(35-1, 35-5, 35-7, 35-9, 35-11. 35-13, 35-15)에서 Smith- 
McIntyre grab (0.1 m2)을 이용하여 저서퇴적물 시료를 확보하였고, 이 중 정량
분석을 위해 subcore인 아크릴코어(10 cm2)를 사용하여 부시료 3개를 채취하였
다. 시료는 현장에서 10%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였다.
  실험실에서 퇴적물과 저서성 요각류를 분리하기 위해 눈금 64 ㎛ 체에 여러번 
거른 뒤 걸러진 상층액을 실체현미경 하에서 정점별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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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3% 글리세린 용액에 2～3일 상온에 두어 글리세린으로 치환한 뒤, 
lactophenol 또는 lactic acid로 마운딩하였다. 또한 형질 분석을 위해 요각류 개
체들을 텅스텐 해부침을 이용하여 중요 형질을 해부하여 슬라이드 표본으로 제작
하였다. 제작된 슬라이드 표본은 고배율(～ 1000X)의 간섭현미경 하에서 동정, 
사진 작성, 분류 하였다. 

 
Fig. 3.1.2.3.7.3. The sampling locations of 

benthic harpacticoids in spring.

(8) 대형저서생물

  2019년 4월 황해 해역에서 출현하는 대형저서동물을 채집하기 위하여 위도 35
도, 36도, 37도 3개 라인의 18개 정점에서 Smith-McIntyre grab(0.1 m2)을 이
용하여 채집하였다(Fig. 3.1.2.3.8.1). 장비에 채집된 퇴적물은 선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1 mm이상 크기의 채로 걸렀으며, 채에 남은 퇴적물과 시료를 10%포르
말린으로 고정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실험실에서 주요 분류군 별로 생물을 고른 
후, 분류군 생체량을 측정한 후, 주요 분류군은 가능한 종 수준까지 동정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서식에 영향을 주는 수층환경과 저서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수
층환경(수온, 염분, DO 등)은 생물채집과 동시에 현장에서 CTD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저서환경(퇴적물 입도, 유기물 등)을 분석하기 위해 퇴적물을 채집한 
후, 냉동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운반된 퇴적물은 50℃에서 48시간 건조
시킨 후 1g 씩 채취하여 10%의 과산화수소로 유기물을 0.1 N 염산으로 탄산염
을 제거한 후 CHN분석기를 통해 총유기탄소량을 구하였다. 퇴적물입도분석을 위
해서는 습식체질을 통해 조립질과 세립질로 분리한 다음 4∅ 이상의 세립질은 입
도 분석기(Sedigraph 5100D)를 통해 입자별 비율을 구하였다.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42

  대형저서동물의 종 분석 및 환경요인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로 대형저서동물
의 종 조성(종수, 밀도, 생체량, 다양도), 우점종분석, 군집구조, 이차생산량, 환경
요인과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Fig. 3.1.2.3.8.2).

Fig. 3.1.2.3.8.1 Sampling area for 

macrobenthos at Yellow Sea

Fig. 3.1.2.3.8.2 Sampling method for macrobenthos

(9) 생물음향

  황해 저층냉수괴 해역에서 생물음향 조사(hydroacoustic survey)를 통한 동물
플랑크톤의 공간, 수직 분포 이해 및 생체량 추정하였다. 현장 조사 및 자료 분석
은 38, 200 kHz 음향 장비를 이용한 예인체 운용 조사하였으며, 총 3개 정선에서 
조사 수행 (일출 1, 일몰 2회, 총 50 n mile 조사) 하였다. 조사 정선은 다음과 
같이 한중 중간수역 가운데 한국측 수역 1 정선, 중국측 수역 1 정선, 한국측 
EEZ 1 정선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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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9.1. Acoustic system and sample echogram for hydroacoustic 

surveys around Yellow Sea 

  황해 저층냉수괴 해역에서의 E. pacifica 생체량은 황해 저층냉수괴 해역에서 
생물음향 자료와 채집 자료 이용하였으며, 음향 자료를 이용하여 △
MVBS200kHz-38kHz 기법 적용으로 종 분리 및 생체량을 계산하였다.

마. 생태계 모형

  기존 POLCOMS-ERSEM 기반 동아시아 해양시스템모형(Fig 3.1.2.5.1)을 이용
한 30년(1981~2010) 적분 결과로부터 2001~2010년 10년간의 결과를 분석하여 
모형의 재현성을 평가하고 소청초 과학기지 해역을 대상으로 춘계 봄번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3.1.2.5.1 Schematic view of marine system model based on POLCOMS-ERSEM 

coupl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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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순환모형인 POLCOMS는 영국 POL(Proudman Oceanography Laboratory, 
현 National Oceanographic Center Liverpool)에서 개발한 3차원 해양순환모형으
로서 수평적으로는 아라카와 B 격자체계를 사용하고 연직으로는 S-좌표계를 사
용한다. 특히 연직확산모듈을 GOTM(Generalized Ocean Turbulence Model) 난
류확산 모형을 채택하였으며, 연안역 및 대륙붕 해역과 심해와의 상호작용 연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모형이다.
  하위생태계모형인 ERSEM(European Regioanl Seas Ecosystem Model)은 
1995년부터 유럽의 다양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현재는 영국 
PML(Plymouth Marine Laboatory)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ERSEM은 탄
소를 계산 단위로 사용하는 NPZD (Nutrients, Phytoplanktons, Zooplanktons, 
and Detritus) 기반의 하위생태계 모형으로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과 철을 영양염
으로 다룬다. 식물플랑크톤은 기본적으로 규조류와 비규조류로 나누고 비규조류는 
다시 크기에 따라 초미세(Pico-Phytoplankton), 미소(Nano-Phytoplankton), 소
형(Micro-Phytoplankton) 플랑크톤 등 세 기능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동물플랑
크톤 역시 크기에 따라 이종섭식자(Heterotrophs), 소형동물플랑크톤(Micro- 
Zooplankton), 중형동물플랑크톤(Meso-Zooplankton) 등 세 기능군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유기물 분해자이자 미생물순환고리(microbial loop) 구성의 핵심 기능군
인 박테리아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기체변수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며 해
양탄산염화학과정도 포함한다.
  한국해양연구원(2018, 한반도 해역 생태계 미래변화 예측 I, 연구책임자 소재
귀)에서는 POLCOMS 해양순환모형과 ERSEM 해양생지화학모형을 결합한 해양시
스템모형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역해 모형을 수립하고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의 과거 변동성을 재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변화를 시범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Fig. 3.1.2.5.2). 동아시아 지역해 모형의 영역은 황해, 동중국해, 동해, 
오호츠크해 및 쿠로시오 해류와 오야시오 해류역을 포함하고 수평적으로는 1/5도 
(약 22 km)의 해상도와 연직으로는 40개의 S-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조건
은 WOA13 자료의 수온 및 염분 그리고 영양염을 사용하였으며, 해양경계조건으
로 전지구 해양순환모형으로부터 수온, 염분, 유속,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부여하였
고, TPXO7.2 전지구 조석모형결과로부터 8개 분조의 조위 및 조류 자료를 부여
하였다. 영양염의 해양경계조건은 WOA13 월평균장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하
천경계조건으로 총 31개의 하천 유량을 GRDC(Global Runoff Data Center) 연평
균 자료로 부여하였으나,  우리나라 주변 해양순환 및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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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장강의 유량은 중국 장강수문망(www.cjh.com.cn) 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계절 및 경년변동성을 고려하였다. 한편 강을 통해 유입되는 영양염 등은 Global 
NEWS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기강제력은 ERA-interim 재분석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해저경계조건은 단순 영양염 환원 방식을 사용하였다.

Fig. 3.1.2.5.2 Marine system model domain and bathymetry of 

East Asian Marginal Seas

3.1.3. 결과

가. 물리 환경 특성

(1) 정선별 해수 물성 구조

  황해저층냉수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황해 전반에 대한 광역적 물리 환경 
조사를 수행하였다. 정선별 수온과 염분, 밀도의 연직 구조는 각각 Fig. 3.1.3.1.1 
(37°N), Fig. 3.1.3.1.2 (36°N), Fig. 3.1.3.1.3 (35°N)에 제시하였다.

http://www.cjh.com.cn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46

Fig. 3.1.3.1.1.  Vertical distributions of potential temperature, salinity 

and potential density along 37°N

  전반적으로 연안에서는 저온저염의 해수가, 외해에서는 고온고염의 해수가 분포
하고 있다. 표층 수온이 증가하면서 수온 분포에서는 상층에서 약한 성층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외해에서 연안으로 갈수록 수온약층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연안의 수온 분포는 연직으로 비교적 균질한 특성을 보인다. 수온에 비해 염분은 
연안과 외해 모두 연직으로 거의 균질한 분포를 보이며, 연안에서 외해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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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2. Vertical distributions of potential temperature, salinity 

and potential density along 36°N.

  연안에서는 혼합층이 발달한 반면 외해에서부터 표층에서 약한 성층이 시작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동계 특성에서 하계로 천이되는 춘계의 일반적인 해수
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층 수온이 증가하면서 저층냉수괴 (10℃ 이하)는 성층 아래에서 분포하고 있
다. 각 정선의 황해 중앙골 부근에 저층냉수괴가 위치하고 있으며, 황해 중앙골의 
동쪽 경사면에 해당하는 해역(124.8°E∼125.8°E)에서 저온의 핵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방면으로 갈수록 수온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며, 저층냉수괴의 최저 
수온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 정선 37°N에서 약 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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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3. Vertical distributions of potential temperature, salinity and 

potential density along 35°N.

  표층 수온은 황해 입구 해역인 35°N 정선의 외해에서 약 1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전 관측 결과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1996년 4월에 
관측된 자료를 보면 (Lie et al., 2019), 이 지점에서는 약 9℃의 수온 값을 보인
다.
  각 정선의 연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온저염수가 분포하고, 외해 방면인 서쪽 해
역에서는 고온고염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고온고염수는 동중
국해에서 황해로 유입되는 황해난류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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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층 해수의 물성 분포

  표층 해수의 물성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선박의 이동 경로에 따라 실시간으로 
관측되는 thermosalinograph (SBE 21)의 수온과 염분 특성을 살펴보았다 (Fig. 
3.1.3.1.4). CTD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연안에서는 저온저염의 해수 특성이 나타
나고, 외해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온고염의 해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난류수
로 판단되는 제주해협 부근의 고온고염의 해수를 제외하면 35°N 정선의 가장 
서측 정점에서 가장 높은 수온과 염분 특성을 보인다. 이 고온고염수는 동중국해
에서 황해로 유입되는 황해난류수의 흔적으로 판단된다.

Fig. 3.1.3.1.4. Distributions of surface temperature(left) and salinity(right) along the ship 

route of the R/V Onnuri in April, 2019.

(3) 표층 해류의 거동

  표층 해류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표층 뜰개 실험을 수행하였다. 뜰개는 높이
가 약 1 m 정도이며, 4개의 날개가 달려있어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Fig. 3.1.3.1.5). 북위 37°N와 35°N 해역에 각각 5대씩 총 10
대의 표층 뜰개를 투하하였다 (Fig. 3.1.2.1.1, Table 3.1.2.1.1). 10대의 뜰개 
중 일부는 선박 등에 의해 소실되었고, 총 6대의 뜰개만이 약 20일에서 최대 34
일 동안 표류하였다. 가장 서쪽 외해에 투하된 3대의 뜰개 (ID# 11, 12, 17)는 
투하 후 수 일 만에 (중국의) 어선에 의해 유실되었고, 가장 연안 가까이에 투하
된 뜰개 (ID# 8)는 투하 후 1일 미만에 섬 인근에서 유실되었다. 나머지 가용한 
6대의 뜰개 자료를 이용하여 25시간 이동평균을 통해 조석 성분을 제거하고 일평
균 해류를 분석하였다 (Fig. 3.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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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5. Surface drifter deployed to observe the surface currents during the cruise.

Fig. 3.1.3.1.6. Arrows denote trajectories of surface 

drifters deployed during the cruise.

 
  북위 35°N 정선에서 투하된 뜰개는 대체적으로 서향 또는 남서향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 투하해역에서는 서향으로 흐르다가 약 125.5°E 해역에서 남향 또
는 남서향으로 이동하며, 124.8°E 해역에서는 34°N-34.5°N의 영역 내에서 
북서향으로 거동하고 있다. 대체로 이 시기에는 열염전선이 34°N 부근에 위치하
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위 37°N 정선에서 투하된 뜰개는 대체로 남향 또는 
남동향의 거동을 보이면서 연안방면으로 남하하고 있다. 거리적인 차이가 있지만 
4대의 뜰개가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으며, 연안 가까이 보다는 외해 쪽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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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순환 구조를 봤을 때 황해 중앙골의 동쪽 
사면을 따라 저온의 연안수가 남하(37°N 정선)하지만, 황해 남부의 열염전선역
의 북측 해역(35°N)에 도달하면 서향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4) 춘계 조석 전선역의 물성 구조

  각 정선에서 조석 전선의 구분은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관측 기간
에 수온약층이 강하지 않아 조석 혼합이 연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기 때
문인 것을 판단된다. 뜰개의 궤적에서도 조석 전선의 영역과 외해의 차이가 명확
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5) 황해저층냉수의 장기변동성 

  2019년 4월에 황해에서 비교적 높은 표층 수온이 관측되었는데, 이때 관측된 
수온은 이전에 관측된 수온보다도 높은 특성을 보였다. 겨울철 황해의 표층 수온 
상승은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보고되고 있다(Yeh and Kim, 2010). 그러나 최근 
보고에 의하면 겨울철 SST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여
름철 SST는 199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Han and Lee, 2020). 이는 
시기별 자료에 따라 표층 수온의 변동 경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겨울철 황해의 표층 수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온의 장기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NIFS 
KODC)에서 관측한 황해의 정선 자료를 분석하였다. Fig. 3.1.3.1.7은 정선자료에
서 가장 외해의 황해 중앙골에 위치한 평균 수온 자료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2월과 4월 달의 표층과 50m 층에서의 수온 분
포를 나타낸다. 표층 수온의 분포를 보면, 2월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4월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층 수온과 달리 저층 수온은 2
월과 4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원에서 관측한 2019년 4월 자료에서는 황해 중앙부의 서쪽 해역에서 고온
이 관측되었으며, 이 수온 값은 이전 수온 값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국립수산과학
원의 정선 자료에서도 가장 외해 쪽 자료만을 보면 2019년에는 표층에서는 
2018년도보다 0.3℃, 저층에서는 0.8℃ 증가하였다. 표층과 저층 모두 2월과 4월
의 수온 변화가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겨울철 수온 변화가 봄철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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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7. Time series of averaged temperature in sea surface (upper) and 50m depth 

layer (lower) of the 5 stations in the Yellow Sea Central Trough during 2000 to 2019.

(6) 수온대역전층의 발달

  기존에 관측된 해수 물성 자료를 이용하여 겨울철 황해의 수온 현상을  분석하
였다. 분석한 자료는 겨울철 황해 전역에서 조사된 CTD 자료(1986년 1월과 2
월, 1996년 4월, 1997년 2월)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의 수온은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수심이 깊은 해역의 수온은 얕은 해역보다 높은 수온 역전 현상
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수온 역전 현상은 바다의 혼합 과정과 순환을 이
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직까지는 황해에서 수온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해역과 그 구조에 대해서 명확히 보고된 바가 없었다.  여기서는 황해 수온 대역
전 (수온차가 2℃ 이상) 현상(Fig.3.1.3.1.8)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Lie et al., 2019).
  황해에서는 외해 기원인 고염고온수와 연안수인 저염저온수의 영향에 의해 
열·염전선이 발달하면서 수온대역전층이 발달하였다. 즉, 연안으로 유입하는 제
주난류수와 황해난류수가 밀도가 낮은 저온의 연안수 아래에 위치하면서 역전이 
발생한 것이다. 황해 전역에서 수온역전층을 가로질러 수온차가 2℃ 이상인 대역
전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한국 남서역, 산동반도 동남역, 양자강퇴 북동역 3곳이
다 (Fig.3.1.3.1.9).
  역전발생 해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열·염전선이 잘 발달하였고, 외해 기원인 고
온고염수가 저온저염의 연안수 아래에 자리 잡는 수직 구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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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10). 열·염전선이 동서방향으로 발달하는 한국 남서 해역에서는 고
온의 제주난류수가 전선 남단에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반해, 전선 북단에서는 차가
운 한국연안수가 서쪽으로 흐르는 서향류가 발생한다. 전선이 북동-남서로 발달
하는 산동반도 동남역에서는 고온의 황해난류수가 전선 외측에서 북동진하지만 
연안에서는 차가운 중국연안수가 남서쪽으로 흐른다. 외해난류수가 연안으로 확장
하는 양자강퇴나 한국 중서부역에서는 수온역전이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모
든 열·염전선역에서 고온의 외해수가 저온의 연안수보다 밀도가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겨울철 황해에서는 염분이 밀도에 기여하는 바가 수온에 비해 강하
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수온 역전역에서 등온선, 등염분선, 등밀도선이 모두 
저온의 연안수 쪽으로 하강하게 된다. 황해에서 수온 대역전 발생은 연안으로 유
입하는 제주난류수나 황해난류수가 밀도가 낮은 저온의 연안수 아래에 위치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다.

Fig.3.1.3.1.8. Definition  of  temperature  inversion  and  two  temperature  profiles  
observed  at  37°N,  123.17°E  and  37°N, 123.50°E  in  the  northwestern  

Yellow  Sea  on  20  February  1997.  Dup  and  Ddw  denote  the  upper  and  

lower  depths  of  the effective inversion layer, as newly adopted in this study, and 

Tup and Tdw denote the temperatures at these two depths. ΔD is  the  thickness  of  

the  effective  inversion  layer  between  Ddw  and  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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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9.  Temperature differences across the inversion layers (ΔT; thick blue 

contours) shown over the salinity distribution  at  50‐m  depth  or  near  the  bottom  

where  the  maximum  depth  of  the  conductivity‐temperature‐depth  casts  was  
shal- lower  than  50  m.  Thick  blue  contours  correspond  to  large  temperature  

inversion  areas.  Red  shows  the  northwestward intrusion  of  saline  Yellow  Sea  

Warm  Current  water  from  Jeju‐do  along  the  central  trough,  while  blue  
indicates  the  presence  of  the  fresh  coastal  water  on  the  Chinese  and  

Korean  coastal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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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1.10. Schematic  view  of  the  wintertime  occurrence  of  

large  tempera- ture  inversions  in  thermohaline  frontal  zones  

where  cold  coastal  waters and the Yellow Sea Warm Current (YSWC) 

or Cheju Warm Current (CWC) waters  meet.  The  YSWC  and  CWC  

waters  are  heavier  than  coastal  waters in  winter  and  early  

spring,  so  the  isotherms,  isohalines,  and  isopycnals  in the  frontal  

zones  are  tilted  down toward  the  cold  coastal water  areas. Large 

inversions  occur  in  the  central  frontal  zone  where  the  

YSWC/CWC  waters are  located  below  the  cold  coastal  waters.

나. 화학 환경 특성

  해수 내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NO3+NO2)는 37도 라인에서는 연안에 인
접한 37-2 정점의 표층에서 10.95 μmol/L로 가장 농도가 높았고, 37-5 정점의 
SCM(수심 7m)에서 2.24 μmol/L로 가장 낮은 농도로 보여 정점 및 수심에 따라 최
대 4.8배의 농도 차이를 보였다. 36도 라인에서는 육지와 가장 먼 곳에 위치한 
36-7 정점의 SCM에서 가장 농도가 높았고, 36-3 수심 10m에서 0.11 μmol/L로 농
도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35도 라인은 35-11 정점의 저층과 육지와 가까이 위치한 
정점에서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해 해수 내 NO3+NO2는 표층에서는 연안
인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저층은 중앙부에서 높은 특징을 보였다
(Fig 3.1.3.2.1). 인산인(PO4)은 질산성 질소와 마찬가지로 표층은 연안인근에서 저
층은 황해 중앙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Fig. 3.1.3.2.2). 37도 
라인의 경우, 연안과 가장 인접한 37-2 정점의 수심 20m에서 최대농도(0.75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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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를, 연안에서 가장 먼 37-8 정점의 표층~수심 10m에서 최소농도(0.03 μ
mol/L)를 나타냈다. 36도 라인은 36-7 정점의 SCM인 수심 50m에서 가장 농도가 
높았고, 동일 정점의 표층에서 농도가 93배 낮은 특징을 나타냈다. 35도 라인은 
35-1 정점의 표층에서 0.95 μmol/L로 가장 농도가 높았고, 35-13 정점의 수심 
10m에서 가장 농도가 낮았다. 황해 해수 중 규산규소(SiO2)의 농도는 질산성 질소 
및 인산인과 유사한 수직/수평분포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Fig. 3.1.3.2.3). 37도 라
인은 연안에서 먼 37-8 정점의 저층(수심 74m)에서 8.1 μmol/L로 가장 농도가 높
았고, 37-6 정점의 표층에서 최소농도를 보였다. 36도 라인은 36-7 정점의 저층에
서 최대농도, 36-5 정점의 표층~수심 10m에서 농도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35도 
라인은 35-1 정점의 표층에서 10.2 μmol/L로 가장 농도가 높았으나, 35-5 정점 저
층과 35-11 정점 저층에서도 규산규소의 농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수 내 
용존성 Al의 농도는 3개 라인 모두 연안 인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황해 중앙부로 갈수록 농도가 감소하고 있어 연안의 강이나 하천을 통한 공급이 있
었음을 시사하고 있다(Fig. 3.1.3.2.4). 특히 한강을 통한 유입이 존재하는 37도 라인
의 우리나라 측 연안에서 농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37도 라인은 37-2 정점의 
SCM(수심 10m)에서 2,943 ppt로 최대농도였고, 37-6 정점의 표층에서 421 ppt로 
농도가 가장 낮았다. 36도 라인에서는 가장 연안에 인접한 36-1 정점의 저층(수심 
17m)에서 최대농도, 36-5 정점의 수심 28m에서 최소농도로 보였다. 35도 라인은 
35-1 정점의 표층에서 4594 ppt로 가장 농도가 높았고, 최소농도를 보인 35-9 정
점의 표층 농도와 6배 이상의 농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해수 내 용존성 Cu는 
Al와 유사하게 연안에 인접할수록 점차 농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고, 37도 라인 
중앙에 위치한 37-6 정점의 저층에서 가장 농도가 높았다(Fig. 3.1.3.2.5). 36도 라
인도 마찬가지로 연안과 가까워질수록 농도가 높으며 육지와 가장 먼 곳에 위치한 
36-7 정점의 수심 30m에서 가장 농도가 낮았다. 35도 라인은 35-1 정점의 수심 
10m에서 702.26 ppt로 최대농도였고, 35-15 정점의 수심 50m에서 250.85 ppt로 
가장 농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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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1. Vertical and spatial distribution of NO3+NO2 in seawater from Yellow Sea.

Fig. 3.1.3.2.2. Vertical and spatial distribution of PO4 in seawater from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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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3. Vertical and spatial distribution of SiO2 in seawater from Yellow Sea.

Fig. 3.1.3.2.4. Vertical and spatial distribution of dissolved Al in seawater from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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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5. Vertical and spatial distribution of dissolved Cu in seawater from Yellow 

Sea.

다. 생태계 구조 특성

(1) 식물플랑크톤

(가)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분포

  2019년 4월 조사해역 표층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을 대변하는 total 
chlorophyll-a (이하 Chl-a)의 농도는 1.40±1.16 μg L-1로 35°N, 36°N, 
그리고 37°N 정선 모두 연안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3um 이하의 
pico-sized Chl-a 농도는 0.25±0.20 μg L-1로 total Chl-a 농도의 
24.8±15.8%의 기여도를 보였다. 표층의 식물플랑크톤 크기 분포는 micro, 
nano, pico-sized Chl-a가 각각 23.1±20.3%, 52.1±21.4%, 24.8±16.8%의 
기여도를 보이며, nano-sized Chl-a의 기여도가 조사해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
났다(Fig. 3.1.3.3.1.1).
  조석에 의한 해수의 혼합으로 비교적 표층부터 저층까지 농도의 변화가 작은 
연안역에 비해 외해역에서는 뚜렷한 엽록소 최대층(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layer, 이하 SCM)을 형성하였다. 35°N 정선에서 total Chl-a와 
pico-sized Chl-a는 각각 35-09 정점의 20m에서 8.02 μg L-1와 35-07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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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15m에서 1.85 μg L-1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Fig. 3.1.3.3.1.2). 
36°N 정선에서는 36-03 정점의 15m에서 SCM을 형성하며 total Chl-a 
(5.08 μg L-1)와 pico-sized Chl-a (1.81 μg L-1)의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
다 (Fig. 3.1.3.3.1.3). 37°N 정선의 경우, 다른 두 정선에 비해서 표층 (최대
값 3.31 μg L-1, 37-05정점의 25m) 과 SCM (최대값 0.41 μg L-1, 37-05
정점의 25m)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엽록소의 농도 분포를 보였다(Fig. 
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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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1. The surface variations of Chl-a concentrations (mg m-3; 

total and pico-sized; 35°N: a; 36°N: b; 37°N: c) and size-fraction of the 

phytoplankton (%, 35°N: d; 36°N: e; 37°N: f) in the study reg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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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2. The distribution of the total (top) and pico-sized (bottom) 

Chl-a concentrations in the 35°N survey line.

Fig. 3.1.3.3.1.3. The distribution of the total (top) and pico-sized 

(bottom) Chl-a concentrations in the 36°N surve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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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4. The distribution of the total (top) and pico-sized (bottom) 

Chl-a concentrations in the 37°N survey line.

  조사시기가 포함되는 춘계의 경우, 수온의 증가와 동계기간 동안 유광층 내에 
공급된 충분한 영양염으로 인하여 춘계 식물플랑크톤 대증식이 발생한다. 춘계 
대증식은 수괴 안정도, 사용가능한 빛 에너지, 영양염 등에 따라 발생 시기와 크
기가 변하며, 이로 인하여 조사 시기에 따라 연구해역의 시·공간적인 식물플랑
크톤 생체량,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시·공간
적인 제약을 적게 받는 위성 자료 등을 통해 연구시기가 식물플랑크톤 대증식 전
/중/후 중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GOCI 위성을 이용하
여 2019년 4월의 엽록소 변화를 파악하였을 때, 조사 시기 이전 2019년 4월 
11일부터 2019년 4월 20일 평균 엽록소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를 통해 대증식 이후 단계의 춘계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Fig. 
3.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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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5. The distribution of the surface Chl-a concentrations from GOCI 

data on April 2019 in the Yellow Sea.
 

  또한, 연안역과 외양역의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차이는 조석의 물리적인 효과에 
의한 연안 및 저층수로 부터의 영양염 공급과 높은 탁도에 의한 유광층으로 투과
되는 빛의 감쇄 등의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식물플랑크톤의 분류군별 
지시색소 농도 등의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물리/화학적인 요소들의 변화와 생물
학적인 변화의 관계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나) 분류군별 생체량의 분포

  분류군별 생체량 분포 양상은 식물플랑크톤의 지시색소농도를 이용하여 추론할 
수 있으며, HPLC를 통해 해수의 식물플랑크톤 광합성 색소 및 Chl-a 농도를 
구한 후, CHEMT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분류군이 차지하는 Chl-a 농도를 
계산하였다.
  2019년 4월 35°N 정선에서는 수심이 30m 이하인 연안역에 위치하여 조석
에 의한 활발한 혼합의 영향을 받는 35-01, 35-03 정점을 제외한 모든 정점에
서 SCM이 발달하는 수직 분포를 나타냈다. Chl-a 변동 특성과 마찬가지로 표층
에서는 연안역의 35-01, 35-03, 35-05 정점에서 지시색소 중 
chlorophyll-b, alloxanthin, zeaxantin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SCM층에서
는 외해역에 위치한 35-07, 35-09, 35-15 정점에서 peridin, fucoxanthin 등
의 지시색소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분포 특성을 보였다 (Fig. 3.1.3.3.1.6).
  또한 2019년 4월 35°N 정선의 표층에서는 Bacillariophyceae와 
Cryptophyceae가 각각 338.7±416.1 ng Chl-a L-1, 448.6±490.0 ng 
Chl-a L-1으로 가장 높은 생물량을 나타냈다. 두 분류군은 조사정선의 연안역에
서 높은 농도를 보였다. SCM층에서도 Baciillariophyceae와 Cryptophyceae가 
연안역에서 각각 155.0±803.1 ng Chl-a L-1과 879.1±272.9 ng Chl-a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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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식물플랑크톤의 춘계대증식 시기의 후반부에 높은 생체
량을 나타내는 Dinophyceae가 1600.1 ∼ 3785.8 ng Chl-a L-1의 범위로 높
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35-15 정점에서 3785.8 ng Chl-a L-1로 인접한 다른 
정점에 비해서 수십 배 이상 높은 생체량을 보였다(Fig. 3.1.3.3.1.7).

Fig. 3.1.3.3.1.6. The distributions of the dominant pigments (ng L-1) in the 35°N 

survey line in April 2019.

Fig. 3.1.3.3.1.7. The compositions of the dominant phytoplankton assemblages (ng 

L-1, left: surface; right: SCM) in the 35°N survey line in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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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36°N 정선에서는 35°N 정선과 같이 연안역에 위치한 정점에
서 fucoxanthin, alloxanthin, chlorophyll-b 등의 지시색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나타났으나, SCM층은 크게 발달하지 않은 분포 특성을 보였다. 또한 
zeaxanthin, alloxanthin, chlorophyll-b 등의 지시색소는 중국연안에 가까운 외
측 정점인 36-07 정점에서 다소 높은 농도로 나타났으나, 이는 우리나라 연안
역에 위치한 정점들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Fig. 3.1.3.3.1.8).
  또한 2019년 4월 36°N 정선의 표층에서 식물플랑크톤 군집 중 
Bacillariophyceae와 Cryptophyceae가 각각 881.2±790.0 ng Chl-a L-1, 
865.5±526.3 ng Chl-a L-1으로 가장 높은 생물량을 나타냈으며, 36-02정점
에서는 표층에서 가장 높은 Bacillariophyceae (2181.8 ng Chl-a L-1)와 
Cryptophyceae (1526..4 ng Chl-a L-1) 생물량이 관측되었다. SCM 층에서도 
역시 Bacillariophyceae와 Cryptophyceae가 각각 1710.0±664.5 ng Chl-a 
L-1, 1181.4±627.7 ng Chl-a L-1으로 높은 생물량을 나타냈다(Fig. 
3.1.3.3.1.9).

Fig. 3.1.3.3.1.8. The distributions of the dominant pigments (ng L-1) in the 36°N 

survey line in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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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9. The compositions of the dominant phytoplankton assemblages 

(ng L-1, left: surface; right: SCM) in the 36°N survey line in April 2019.

  2019년 4월 37°N 정선의 식물플랑크톤 주요 지시색소 농도는 연안역과 외
해역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른 조사 정선의 연안역과 마찬가지로 
fucoxanthin이 아주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chlorophyll-b와 alloxanthin 또한 
연안역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19‘-but와 19’-hex, 그리고 zeaxanthin 
등의 지시색소들은 37°N 정선의 중앙에 위치한 37-05정점의 표층에서는 농도
는 낮지만, 같은 정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다(Fig. 3.1.3.3.1.10).
  CHEMTAX를 통한 37°N 정선의 식물플랑크톤 우점 군집의 생물량은 연안에
서부터 외해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정점 별 강 수준 군집조성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표층과 SCM층 모두 Bacillariophyceae (표층: 
555.2±572.4 ng Chl-a L-1, SCM: 1297.4±272.8 ng Chl-a L-1)와 
Cryptophyceae(표층 : 540.7±463.5 ng Chl-a L-1, SCM: 806.4±283.2 ng 
Chl-a L-1)로 가장 높은 생물량을 보이며 가장 우점 하였다(Fig. 3.1.3.3.1.11).

Fig. 3.1.3.3.1.10. The distributions of the dominant pigments (ng 

L-1) in the 37°N survey line in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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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11. The compositions of the dominant phytoplankton 

assemblages (ng L-1, left: surface; right: SCM) in the 37°N survey line in April 

2019.

  2019년 4월 우리나라 황해에서 CHEMTAX를 이용하여 주요 식물플랑크톤 
군집을 분석한 결과 Bacillariophyceae와 그 지시색소인 fucoxanthin이 식물플
랑크톤 생체량에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다 (y=0.02x+2.13, r2=0.94). 해
당 분류군은 식물플랑크톤 전체 군집 생체량의 36.4±11.6%의 높은 비율을 나
타내며 우점 하였다. 그 뒤를 이어 Cryptophyceae (31.9±7.8%)의 기여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Dinophyceae, Chlorophytes, Prymnesiophyceae, 
Synechococcus, Prasinophyceae는 각각 10.1±11.2%, 8.1±3.8%, 
7.0±4.5%, 3.6±1.6%, 2.9±3.0%의 기여도를 보였다. Dinophyceae의 경우, 
35°N 정선의 유광층 하부에서 높은 비율로 우점 하였으며, 35-15정점에서는 
전체 생물량의 61.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Fig.3.1.3.3.1.12).

Fig. 3.1.3.3.1.12. The averaged contribution of the dominant phytoplankton 

assemblages to total Chl-a (%)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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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Flowcytometer를 이용한 EFT별 세포 밀도 분포

  세포 크기가 40 μm 이하인 식물플랑크톤을 Flow cytometer를 이용하여 
cryptomonads, nanoflagellates, pico-eukaryotes, Synechococcus의 4개 
EFT (Ecosystem Functional Type)별로 계수하였다. 2019년 4월 조사해역 
유광층 내의 cryoptomonads, nanoflagellates, pico-eukaryotes, 
Synechococcus의 평균 개체수는 각각 1.9±1.9×102 cells/ml, 2.1±1.9×103 
cells/ml, 4.3±4.2×103 cells/ml, 2.6±4.9×103 cells/ml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35°N 정선에서는 4개 EFT 분류군 모두 연안에서부터 35-09
정점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개체수를 유지하였으며,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분포 패
턴과 같이 조사해역 중앙에서는 감소하다가 가장 외해역에 위치한 35-15 정점
에서 다시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개체수 분포특성은 Chl-a 분
포특성과 같이 수직혼합이 활발한 연안역을 제외한 다른 정점들에서 SCM층에서 
높은 개체수를 보였으며, 특히 35-07 정점의 SCM층에서 35°N 정선 중 가장 
높은 개체수를 나타냈다(Fig. 3.1.3.3.1.13).

Fig. 3.1.3.3.1.13. The vertical contour plots of the abundance in 

EFTs(ecosystem functional types) in the 35°N line in April 2019.

  36°N 정선에서는 연안역과 외해역에서 우점하는 군집이 뚜렷하게 구별되었
다. cryptomonads가 연안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체수를 보였으며, 
pico-eukaryotes와 Synechococcus는 외해역에 위치한 36-07정점의 표층에
서 각각 29.1×103 cells ml-1, 39.4×103 cells ml-1의 개체수를 보이며 2019
년 4월 조사해역 전체에서 가장 높은 개체수를 나타냈다. 이와 달리 
nanoflagellates는 조사해역의 중앙에서는 개체수가 낮았지만, 연안역과 외해역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체수를 나타내는 분포특성을 나타냈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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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1.14).

Fig. 3.1.3.3.1.14. The vertical contour plots of the abundance in 

EFTs(ecosystem functional types) in the 36°N line in April 2019.

  37°N 정선에서는 외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cryptomonads와 
nanoflagellates가 우점 하였다. 특히 nanoflagellates는 37-05정점의 표층에서는 
11.4×103 cells ml-1로 2019년 4월 조사해역 전체에서 가장 높은 개체수를 나타냈
다. 37-05 정점에서는 모든 EFTs 분류군의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었다. 
또한 다른 조사 정선들의 최외측 정점(35-15, 36-07 정점)에서 일부 분류군의 개
체수가 높게 나온 것과 같이 37°N 정선의 최외측에 위치한 37-08 정점에서 
cryptomonads와 Synechoccocus가 상대적으로 높은 개체수를 보였다(Fig. 
3.1.3.3.1.15).

Fig. 3.1.3.3.1.15. The vertical contour plots of the abundance in 

EFTs(ecosystem functional types) in the 37°N line in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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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FlowCAM을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개체수 및 우점군집의 다양성

  2019년 4월 조사해역의 표층에서 평균 383.7±1000.0 particles ml-1의 입자수
를 보였으며, >20 ㎛, 20∼10 ㎛, 10∼3 ㎛의 사이즈 별 평균 입자수는 각각 
20.6±29.9 particles ml-1, 97.2±178.1 particles ml-1, 266.0±801.8 particles 
ml-1로 10∼3 ㎛ 사이즈 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조사해역 중 35-01 정점에
서 4332 particles ml-1로 가장 높은 입자수를 보였다(Fig. 3.1.3.3.1.16).

Fig. 3.1.3.3.1.16. The variations of phytoplankton abundance (particles ml-1) and 

size-fraction using a FlowCAM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19.

  35°N 정선의 연안역에서는 Thalassiosira eccentrica, Thalassionema 
nitzschioides, Ditylum brightwellii가 우점 하였으며, 외해역에서는 Hemiaulus 
sinensis, Chaetocereos sp., Corethron pennatum이 우점 하였다. 특히 
35-09 정점의 표층에서는 20∼10 µm 사이의 flagellates가 높은 수로 나타났
다(Fig. 3.1.3.3.1.17).
  36°N 정선의 연안역에서는 Thalassiosira eccentrica, Thalassiosira sp., 
Ditylum brightwellii, Odontella obtusa, Meuniera membranacea가 우점 하였
으며, 외해역에서는 Thalassiosira sp.가 우점 하였다(Fig. 3.1.3.3.1.18).
  37°N 정선의 연안역에서는 Thalassiosira sp., Thalassionema 
nitzschioides, Paralia sulcata가 우점 하였으며, 정선의 중앙에서는 Paralia 
sulcata, Thalassiosira sp., Ditylum brightwelli가 우점 하였다. 외해역에서는 
Chaetoceros sp. Corethron pennatum, Ditylum brightwellii가 높은 수로 우
점 하였다(Fig. 3.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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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17. The FlowCAM images of the dominant specie from the 35°N 

line in April 2019.

Fig. 3.1.3.3.1.18. The FlowCAM images of the dominant specie from the 36°N line 

in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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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19. The FlowCAM images of the dominant specie from the 37°N 

line in April 2019.

(바) DNA (식물플랑크톤)

  2019년 4월 Cyanobacteria 군집의 다양성은 Fig. 3.1.3.3.1.20, Fig. 
3.1.3.3.1.21, 그리고 Fig 3.1.3.3.1.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Prochlorococcus
가 나타났으며, Clade II와 우점하는 해역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35°N 정선에
서 Synechococcus Clade II가 연안역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였으나, 다른 정선
에서는 연안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Synechococcus 
Clade II의 우점율이 높은 해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Synechococcus Clade I과 
IV가 우점 하였으나, Synechococcus Clade I과 IV의 생태적 특성은 다르게 나
타났다. 특히, 37°N 정선에서 Synechococcus Clade IV는 냉수대 해역에서는 
낮은 우점율을 보였으나, 36°N 정선에서는 냉수대해역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
였다. 이외 다른 Synechococcus Clade는 5%이상 우점하는 Synechococcus 
Clade는 나타나지 않으며, 빈영양 해역과 높은 수온을 선호하는 
Synechococcus와 Synechococcus Clade II가 36°N 정선의 저층에서 상대적
으로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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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20.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cyanobacteria 

from the 35°N line in April 2019.

Fig. 3.1.3.3.1.21.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cyanobacteria 

from the 36°N line in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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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22.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cyanobacteria from the 37°N line in April 2019.

  Fig. 3.1.3.3.1.21, Fig. 3.1.3.3.1.24 및 Fig. 3.1.3.3.1.525 통해 2019년 4월 
조사해역의 우점하는 Pico-eukaryotes 군집의 공간적인 분포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Mamiellophyceae와 Prymnesiophyceae는 각각 연안역과 외해역에서 우
점하며 서로 상반되는 생태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35°N 정선에서는 연안에서 
Mamiellophyceae가 높게 우점 하였으며, 저층냉수대 해역에서는 
Prymnesiophyceae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6°N 정선에서는 유광층 상부
와 저층냉수대 해역에서 Prymnesiophyceae가 높은 우점을 보였으며, 연안역을 
제외하고 10m에서 20m 사이에서 Mamiellophyceae가 높게 나타났다. 
Prasinophyceae는 모든 정선의 연안역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였으며, 위도가 높
아질수록 외해역까지 넓게 분포하였다. Cryptophyceae는 Mamiellophyceae와 
Prymnesiophyceae와 비교하여 다른 분포 특성을 보였다. 특히, 36°N과 37°N 
정선의 저층냉수대 해역에서 높은 우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광층 상
부에서는 낮은 우점율을 보였다. Dinophyceae는 35°N 정선에서는 외해역의 낮
은 수심에서 높은 우점을 보여주나, 36°N 정선에서는 연안역에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37°N 정선에서는 유광층 상부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였
다. Dictyochophyceae는 대부분 모든 라인의 상층부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여주
었으며, 위도가 높아질수록 높은 우점율이 나타났다. Bacillariophyceae는 
Dictyochophyceae와 비슷하게 상층부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이나, 가장 우점하는 
해역은 서로 다르게 나타남. 특히, 35°N 정선에서는 연안에서 낮은 우점율을 보
였다. Pelagophyceae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낮은 우점율을 보였다. 특히, 37°N 
정선에서는 5%이하로 매우 낮은 우점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Pelagophyceae는 
따뜻한 해역을 더 선호하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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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23.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pico-eukaryotes 

from the 35°N line in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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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24.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pico-eukaryotes from the 36°N line in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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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25.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pico-eukaryotes 

from the 37°N line in April 2019.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78

(2)동물플랑크톤

(가) 중형동물플랑크톤 밀도, 생체량, 주요종의 분포

  황해 조사 해역에서 전체 중형동물플랑크톤 밀도는 1,542-7,367 ind. m-3 범
위로, 정점 36-01에서 가장 높았고, 정점 37-07에서 가장 낮았다(Fig. 
3.1.3.3.2.1). 중형동물플랑크톤 생체량의 경우 정점별로 2.6-41.9 mg C m-3 
범위로, 정점 37-05에서 가장 높았고, 정점 36-05에서 가장 낮았다(Fig. 
3.1.3.3.2.1). 생체량 또한 밀도 분포와 마찬가지로 육지와 가까운 정점들에서 비
교적 높았다.
  출현 종들 중에서는 요각류 Acartia hongi, Oithona similis, Centropages 
abdominalis, A. omorii, O. atlantica와 그 유생 및 난바다곤쟁이의 알과 유생
이 군집에서 우점하였다(Table 3.1.3.3.2.1). Acartia hongi의 분포는 연안 정점
들에 집중되어 외해에는 출현하지 않았고, O. similis는 전 정점에 고루 출현하였
다(Fig. 3.1.3.3.2.2). Acartia omorii는 중간 해역에 분포하였고, 밀도는 정점 
35-07에서 가장 높았다. Oithona atlantica는 연안 정점들에 거의 출현하지 않
았고, Centropages abdominalis는 전 정점에 고루 출현하였으며 특히 36-01 
정점에서 많았다. 상위 우점종은 아니지만 황해에서 중요한 종인 요각류 Calanus 
sinicus도 전 정점에 고루 출현하였으며, 정점 36-01에서 밀도가 높았다.

Fig. 3.1.3.3.2.1 Density (left panel; ind. m-3) and biomass (right panel; mg C m-3) of 

mesozooplankton in the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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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2.2 Spatial distribution of the dominant or important species: Acartia 

hongi, Oithona similis, Centropages abdominalis, Acartia omorii, Oithona atlantica and 

Calanus sinicus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80

   

Species %

Acartia copepodite 15.9
Centropages copepodite 15.4
Acartia hongi 11.9
Oithona similis 9.1
Calanus copepodite 7.1
Centropages abdominalis 7.0
Oithona copepodite 5.2
Euphausiid egg 4.3
Acartia omorii 3.5
Euphausiid nauplius 3.2
Oithona atlantica 2.5
Oikopleuridae 1.9
Calanus sinicus 1.9
Paracalanus copepodite 1.8
Paracalanus parvus s.l. 1.8
Euphausiid calyptopis 1.8
Copepoda nauplius 1.7
Ditrichocorycaeus affinis 1.3

Table 3.1.3.3.2.1 Mesozooplankton species that 
contributed more than 1% to the total density

(나) 중형동물플랑크톤 군집분석

  황해 조사 해역의 중형동물플랑크톤 군집은 출현 종과 밀도를 기준으로 두 개
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는데,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 위치한 35-01, 03, 36-01, 
37-02, 05 정점이 한 그룹, 외해에 위치한 나머지 정점들이 다른 한 그룹이었
다(Fig. 3.1.3.3.2.3). 중형동물플랑크톤 종 다양성과 분류군 수는 외해 그룹에서 
각각 평균 2.47과 22개로 연안 그룹의 1.75와 약 16개 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나
(p <0.01; t-test), 전체 밀도와 생체량은 연안 그룹에서 평균 4,364 ind. m-3

와 23.1 mg C m-3으로, 외해 그룹의 2,351 ind. m-3와 8.0 mg C m-3보다 높
았다(밀도, 생체량 모두 p <0.05; t-test). 이처럼 연안은 소수의 종들이 우점적
으로 출현하고 외해는 다양한 종들이 골고루 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안 그룹에서 요각류 Acartia hongi와 그 유생이 정점별로 전체 밀도의 
23.8-47.0%를 차지하며 다수 출현하였는데, 지표종 분석에서는 연안 그룹의 유
일한 지표종으로 나타나(Table 3.1.3.3.2.2), 연안과 외해 그룹을 구분하는데 크
게 기여하였다. 반면 외해 그룹의 경우 Oithona atlantica가 배타적으로 출현하
는 지표종이었고, 그 외 난바다곤쟁이 유생, 모악류 미성숙체, 미충류 등 다양한 
분류군이 지표종으로 분석되었다(Table 3.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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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형동물플랑크톤과 환경요인

  본 조사에서 중형동물플랑크톤 출현량(밀도)과 생체량은 chl-a 농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Fig. 3.1.3.3.2.4). 중형동물플랑크톤의 chl-a 농도에 
대한 반응은 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특히 최우점 요각류 종인 A. hongi는 
연안역의 지표종으로서 chl-a 농도가 이 종의 밀도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
서 황해 광역의 봄철 중형동물플랑크톤의 분포와 출현량 및 종 구성은 수온, 염
분보다는 chl-a 농도의 영향을 더 받는 것 같다.

 

Fig. 3.1.3.3.2.3 Dendrogram 

for the cluster analysis and 

non-metric multidimensional 

ordination plot of 

mesozooplankton community 

in the Yellow Sea. The solid 

circle indicates stations with 

more than 60% similarity.

Group Indicator species Indicator value

Inshore (35-01, 35-03, 

36-01, 37-02, 37-05)
Acartia hongi 92

Offshore (Others)

Gastropod larvae 67

Oithona atlantica 100

Paracalanus copepodite 79

Oithona copepodite 78

Themisto sp. juvenile 91

Euphausiid egg 71

Euphausiid calyptopis 76

Sagittoidae juvenile 64

Oikopleuridae 73

Table 3.1.3.3.2.2 Indicator values of the indicator species with Monte Carlo 
test of significance (p < 0.05) i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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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2.4 Relationship between chlorophyll-a 

concentration and the total mesozooplankton density 

(above), and the total biomass (below). The filled 

circles (●) represent the chlorophyll-a concentration 

at the surface water at 0 m depth and the empty 

circles (○) are the water column mean chlorophyll-a 

concentration

(라) 동물플랑크톤 종 조성 분석

  네트를 이용한 채집에서는 총 21개의 분류군이 동정되었으며 그 중 18개의 
taxa가 종 수준, 2taxa가 속 수준, 1taxon이 하목(infraorder)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출현 종의 reads를 (reads: 시퀀스 분석으로 나온 출력 데이터로 DNA분
석 빈도 수 를 뜻함) 비교한 결과 Centropages abdominalis, Euphausia 
pacifica, Acartia hongi, Paracalanus parvus, Acartia omorii가 상위 5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출현 분류군 중  Copepoda가 9개로 전체 분류군의 43%
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Eumalacostraca가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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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lass Species
Autobranchia Scrobicularia plana 

Musculista senhousia 
Copepoda Acartia hongi

Paracalanus parvus 
Oithona similis 
Calanus sinicus 
Corycaeus affinis 
Acartia hudsonica
Paraeuchaetae longata 
Centropages abdominalis 
Acartia omorii

Eumalacostraca Euphausia pacifica 
Stylocheiron sp.
Thysanopoda sp.
Brachyura sp.
Crangon franciscorum 
Sadayoshia savali 
Oregonia gracilis 

Myophiuroidea Ophiura sarsii 
Phyllopoda Evadne nordmanni 

Pseudevadne tergestina 

Fig. 3.1.2.3.2.2. 21 taxa analyzed through the net 

(Taxa(subclass), Species numbers, Percentage)

(마) eDNA

  eDNA에서는 총 38개의 분류군이 동정되었으며, 종 수준으로 31taxa, 속 수
준으로 7taxa 분석되었다. 전체 출현 종의 reads를 비교한 결과 Centropages 
abdominalis, Acartia omorii, Euphausia pacifica, Oithona similis, Undinula 
sp.가 상위 5종으로 분석되었다. eDNA에서 분석된 분류군에서도 Copepoda가 
15개로 전체 39%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Eumalacostraca가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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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lass Species

Autobranchia Tagelus sp. 

Mytilus galloprovincialis 

Mactra sp. 

Copepoda Oithona similis 

Undinula sp. 

Paracalanus parvus

Acartia hongi

Cyclops abyssorum 

Acartia negligens 

Pseudodiaptomus  koreanus

Corycaeus affinis 

Calanus sinicus 

Parvocalanus crassirostris 

Lucicutia flavicornis 

Paraeuchaeta elongata 

Centropages abdominalis 

Acartia omorii 

Paraeuchaeta russelli 

Eumalacostraca Euphausia pacifica

Aora sp. 

Thysanopoda sp. 

Lucifer typus

Caprella sp.

Thysanopoda aequalis 

Thecostraca Chthamalus challengeri 

Balanus trigonus 

Perforatus perforatus 

Balanus sp. 

Others Vetigastropoda Conotalopia mustelina 

Actinopoda Sclerodactyla multipes

Caenogastropoda Caecum glabellum 

Coleoidea Amphioctopus kagoshimensis

Myodocopa Metaconchoecia longiseta 

Patellogastropoda Cellana toreuma 

Phyllopoda Pleopis polyphemoides 

Phyllopoda Penilia avirostris 

Euechinoidea Heliocidaris crassispina 

Hemicentrotus pulcherri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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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2.3. 38 taxa analyzed from the eDNA 

(Taxa(subclass), Species numbers, Percentage)

(바) Net sample과 eDNA 비교

  네트와 eDNA에서 출현한 분류군을 비교한 결과 10개의 분류군이 
(Centropages abdominalis, Euphausia pacifica, Acartia hongi, Paracalanus 
parvus, Acartia omorii, Oithona similis, Calanus sinicus, Corycaeus affinis, 
Paraeuchaeta elongata, Thysanopoda sp.) 공통적으로 출현하였다. 두가지 방
법에서 공통 출현한 10개의 taxa를 제외하고 네트에서만 출현한 분류군은 11개
로 Ophiura sarsii, Brachyura sp., Crangon franciscorum, Acartia 
hudsonica, Musculista senhousia, Sadayoshia savali, Stylocheiron sp., 
Oregonia gracilis, Evadne nordmanni, Pseudevadne tergestina, 
Scrobicularia plana가 출현하였다. 반면 eDNA에서만 출현한 분류군은 28개로 
Undinula sp., Aora sp., Chthamalus challengeri, Lucifer typus, Tagelus 
sp., Paraeuchaeta russelli, Caprella sp., Mytilus galloprovincialis, Cyclops 
abyssorum, Acartia negligens, Pseudodiaptomus koreanus, Thysanopoda 
aequalis, Heliocidaris crassispina, Amphioctopus kagoshimensis, 
Sclerodactyla multipes, Balanus trigonus, Perforatus perforatus, 
Metaconchoecia longiseta, Balanus sp., Hemicentrotus pulcherrimus, 
Parvocalanus crassirostris, Pleopis polyphemoides, Caecum glabellum, 
Lucicutia flavicornis, Penilia avirostris, Cellana toreuma, Conotalopia 
mustelina, Mactra sp.가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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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eDNA 공통출현 종 Net 단독출현 종 eDNA 단독출현 종 

Centropages abdominalis Brachyura sp Undinula sp.

Euphausia pacifica Ophiura sarsii Aora sp.
Acartia hongi Crangon franciscorum Chthamalus challengeri
Paracalanus parvus Acartia hudsonica Lucifer typus

Acartia omorii Musculista senhousia Tagelus sp.
Oithona similis Sadayoshia savali Paraeuchaeta russelli
Calanus sinicus Stylocheiron sp. Caprella sp.

Corycaeus affinis Oregonia gracilis Mytilus galloprovincialis
Paraeuchaeta elongata Evadne nordmanni Cyclops abyssorum
Thysanopoda sp. Pseudevadne tergestina Acartia negligens

Scrobicularia plana Pseudodiaptomus koreanus
Thysanopoda aequalis
Heliocidaris crassispina

Amphioctopus kagoshimensis
Sclerodactyla multipes
Balanus trigonus

Perforatus perforatus
Metaconchoecia longiseta
Balanus sp.

Hemicentrotus pulcherrimus

Parvocalanus crassirostris
Pleopis polyphemoides
Caecum glabellum

Lucicutia flavicornis
Penilia avirostris
Cellana toreuma

Conotalopia mustelina
Mactra sp.

Fig. 3.1.2.3.2.4. Comparison of taxa analyzed from Net and e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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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eDNA

C. abdominalis

E. pacifiaca

O. similis

P. parvus

Fig. 3.1.2.3.2.5. Distribution of DNA analysis frequency (reads) of Centropages 

abdominalis, Euphausia pacifica, Oithona similis, and Paracalanus parvus by each 

station using net and eDNA

(사) 선행연구와 metabarcoding 비교

  선행연구 (Kang and Kim, 2008; Chen et al., 2015; Soh and Suh, 2000; 
장과 김 1998)에서는 봄철 황해 우점 종으로 Oithona similis, Calanus 
sinicus, Centropages abdominali, Euphausiid larvae, Paracalanus parvus, 
Acartia biflosa, Corycaeus affinis, Acartia omorii, Oithona  atlantica, 
Acartia hongi가 출현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O. atlantica와 A. hongi가 
출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NCBI database에는 O. atlantica와 A. hong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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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 reference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해 A. hongi의 18S rRNA 및 COI 염기서열은 분석 후 NCBI database에 등록
완료 하였으며 O. atlantica의 COI reference 역시 분석 중 이다.

(아) Net sample과 eDNA를 통해 분석된 위도별 출현 종(우점종)

① Net sample

  위도 35, 36, 37 공통으로 출현한 종은 11종으로 Centropages abdominalis,

Euphausia pacifica, Acartia hongi, Acartia omorii, Paracalanus parvus, Oithona

similis, Corycaeus affinis, Calanus sinicus, Sadayoshia savali, Brachyura sp,

Stylocheiron sp.로 분석되었다. 또한 위도 35에서만 출현한 종은 4종으로 Acartia

hudsonica, Thysanopoda sp., Pseudevadne tergestina, Scrobicularia plana로 분석되었다.

② eDNA

  위도 35, 36, 37 공통으로 출현한 종은 12종으로 Acartia omorii, 
Euphausia pacifica, Oithona similis, Centropages abdominalis, 
Paracalanus parvus, Acartia hongi, Aora sp., Chthamalus challengeri, 
Thysanopoda sp., Caprella sp., Calanus sinicus, Pseudodiaptomus 
koreanus이 출현하였다. 
  각 위도별 단독 출현한 종은 위도 35에서 Amphioctopus kagoshimensis, 
Perforatus perforatus, Parvocalanus crassirostris, Caecum glabellum, 
Penilia avirostris, 위도 36에서 Paraeuchaeta russelli, Pleopis 
polyphemoides, Cellana toreuma, 위도 37에서 Lucifer typus, Tagelus sp., 
Cyclops abyssorum, Acartia negligens, Thysanopoda aequalis, Lucicutia 
flavicornis, Paraeuchaeta elongata, Mactra sp. 분석되었다.

Latitude Net eDNA

35 Centropages abdominalis* 

Euphausia pacifica*

Acartia hongi*

Acartia omorii*

Acartia omorii* 

Euphausia pacifica* 

Oithona similis* 

Centropages abdominalis* 

Table 3.1.2.3.2.1. Taxa analyzed by each latitude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89

Paracalanus parvus* 

Oithona similis* 

Corycaeus affinis* 

Calanus sinicus* 

Acartia hudsonica

Sadayoshia savali 

Brachyura sp.

Paraeuchaeta elongata 

Stylocheiron sp.

Thysanopoda sp.

Oregonia gracilis 

Evadne nordmanni 

Pseudevadne tergestina 

Scrobicularia plana 

Ophiura sarsii 

Crangon franciscorum 

Musculista senhousia 

Undinula sp. 

Paracalanus parvus* 

Acartia hongi* 

Aora sp. 

Chthamalus challengeri 

Corycaeus affinis* 

Amphioctopus kagoshimensis 

Perforatus perforatus 

Thysanopoda sp. 

Balanus trigonus 

Caprella sp. 

Calanus sinicus

Heliocidaris crassispina 

Parvocalanus crassirostris 

Metaconchoecia longiseta 

Balanus sp. 

Caecum glabellum 

Hemicentrotus pulcherrimus 

Penilia avirostris 

Pseudodiaptomus koreanus 

21 taxa 24 taxa

36 Centropages abdominalis* 

Euphausia pacifica* 

Acartia omorii*

Oithona similis* 

Paracalanus parvus* 

Acartia hongi*

Calanus sinicus* 

Brachyura sp.

Ophiura sarsii 

Corycaeus affinis* 

Sadayoshia savali 

Stylocheiron sp.

Evadne nordmanni 

Centropages abdominalis* 

Acartia omorii* 

Euphausia pacifica* 

Paracalanus parvus* 

Oithona similis* 

Acartia hongi* 

Aora sp. 

Paraeuchaeta russelli 

Mytilus galloprovincialis 

Chthamalus challengeri

Thysanopoda sp. 

Heliocidaris crassispina 

Undinula sp. 

Sclerodactyla multipes 

Pseudodiaptomus koreanus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90

Caprella sp. 

Pleopis polyphemoides 

Calanus sinicus 

Balanus trigonus 

Balanus sp. 

Cellana toreuma 

13 taxa 21 taxa

37 Centropages abdominalis* 

Euphausia pacifica* 

Paracalanus parvus* 

Acartia hongi*

Acartia omorii*

Oithona similis* 

Brachyura sp.

Corycaeus affinis* 

Calanus sinicus* 

Crangon franciscorum 

Musculista senhousia 

Oregonia gracilis 

Sadayoshia savali 

Stylocheiron sp.

Paraeuchaeta elongata 

Centropages abdominalis* 

Euphausia pacifica* 

Oithona similis* 

Acartia hongi* 

Paracalanus parvus* 

Acartia omorii* 

Aora sp. 

Thysanopoda sp. 

Chthamalus challengeri 

Lucifer typus 

Tagelus sp. 

Cyclops abyssorum 

Acartia negligens 

Thysanopoda aequalis 

Caprella sp. 

Pseudodiaptomus koreanus 

Mytilus galloprovincialis 

Corycaeus affinis* 

Calanus sinicus* 

Sclerodactyla multipes 

Lucicutia flavicornis 

Paraeuchaeta elongata

Metaconchoecia longiseta 

Hemicentrotus pulcherrimus 

Mactra sp. 

15 taxa 25 t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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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도별 Net sample과 eDNA비교

  위도 35에서는 총 36개의 분류군이 출현하였으며 네트와 eDNA에서 공통적
으로 9개의 분류군이 출현하여 전체 25%를 차지하였다. 네트에서만 단독 출현
한 분류군은 12개 (33.3%), eDNA에서만 단독출현한 분류군은 15개(41.7%)
로 분석되었다.

9 common elements in 

"Net(35°)" and "eDNA(35°)"

12 elements included 

exclusively in "Net(35°)":

15 elements included 

exclusively in "eDNA(35°)":

Centropages abdominalis*

Euphausia pacifica*

Acartia hongi*

Acartia omorii*

Paracalanus parvus*

Oithona similis*

Corycaeus affinis*

Calanus sinicus*

Thysanopoda sp.

Acartia hudsonica

Sadayoshia savali

Brachyura sp.

Paraeuchaeta elongata

Stylocheiron sp.

Oregonia gracilis

Evadne nordmanni

Pseudevadne tergestina

Scrobicularia plana

Ophiura sarsii

Crangon franciscorum

Musculista senhousia

Undinula sp.

Aora sp.

Chthamalus challengeri

Amphioctopus kagoshimensis

Perforatus perforatus

Balanus trigonus

Caprella sp.

Heliocidaris crassispina

Parvocalanus crassirostris

Metaconchoecia longiseta

Balanus sp.

Caecum glabellum

Hemicentrotus pulcherrimus

Penilia avirostris

Pseudodiaptomus koreanus

Fig. 3.1.2.3.2.6. Comparison of taxa analyzed from Net and eDNA at 35° la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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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36

  위도 36에서는 전체 27개의 분류군이 출현하였는데 네트와 eDNA에서 공통
적으로 7개의 분류군이 출현하여 전체 25.9%를 차지하였다. 네트에서만 단독 
출현한 분류군은 6개 (22.2%), eDNA에서만 단독 출현한 분류군은 14개
(51.9%)로 분석되었다.

7 common elements in 

"Net(36°)" and "eDNA(36°)":

6 elements included exclusively 

in "Net(36°)":

14 elements included 

exclusively in "eDNA(36°)":

Centropages abdominalis*

Euphausia pacifica*

Acartia omorii*

Oithona similis*

Paracalanus parvus*

Acartia hongi*

Calanus sinicus*

Brachyura sp.

Ophiura sarsii

Corycaeus affinis*

Sadayoshia savali

Stylocheiron sp.

Evadne nordmanni

Aora sp.

Paraeuchaeta russelli

Mytilus galloprovincialis

Chthamalus challengeri

Thysanopoda sp.

Heliocidaris crassispina

Undinula sp.

Sclerodactyla multipes

Pseudodiaptomus koreanus

Caprella sp.

Pleopis polyphemoides

Balanus trigonus

Balanus sp.

Cellana toreuma

Fig. 3.1.2.3.2.7. Comparison of taxa analyzed from Net and eDNA at 36° latitude

- 위도 37

  위도 37에서는 전체 31개의 분류군이 출현하였는데 네트와 eDNA에서 공통
적으로 9개의 분류군이 출현하여 전체 29%를 차지하였다. 네트에서만 단독 출
현한 분류군은 6개 (19.4%), eDNA에서만 단독 출현한 분류군은 16개
(51.6%)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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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on elements in 

"Net(37°)" and "eDNA(37°)":

6 elements included exclusively 

in "Net(37°)":

16 elements included 

exclusively in "eDNA(37°)":

Centropages abdominalis*

Euphausia pacifica*

Paracalanus parvus*

Acartia hongi*

Acartia omorii*

Oithona similis*

Corycaeus affinis*

Calanus sinicus*

Paraeuchaeta elongata

Brachyura sp.

Crangon franciscorum

Musculista senhousia

Oregonia gracilis

Sadayoshia savali

Stylocheiron sp.

Aora sp.

Thysanopoda sp.

Chthamalus challengeri

Lucifer typus

Tagelus sp.

Cyclops abyssorum

Acartia negligens

Thysanopoda aequalis

Caprella sp.

Pseudodiaptomus koreanus

Mytilus galloprovincialis

Sclerodactyla multipes

Lucicutia flavicornis

Metaconchoecia longiseta

Hemicentrotus pulcherrimus

Mactra sp.

Fig.  3.1.2.3.2.8. Comparison of taxa analyzed from Net and eDNA at 37° latitude

(자) eDNA 수층 별 종 조성 비교

  eDNA의 수층별 (표층, 저층)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종은 18종으로 
Euphausia pacifica, Centropages abdominalis, Acartia omorii, Oithona 
similis, Paracalanus parvus, Acartia hongi, Aora sp., Thysanopoda sp., 
Undinula sp., Chthamalus challengeri, Corycaeus affinis, Mytilus 
galloprovincialis, Calanus sinicus, Pseudodiaptomus koreanus, Caprella 
sp., Hemicentrotus pulcherrimus, Heliocidaris crassispina, Balanus 
trigonus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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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층에서만 출현한 종은 8종으로 Cyclops abyssorum, Metaconchoecia 
longiseta, Parvocalanus crassirostris, Pleopis polyphemoides, Penilia 
avirostris, Caecum glabellum, Cellana toreuma, Mactra sp.가 분석되었다.
  저층에서만 출현한 종은 11종으로 Lucifer typus, Tagelus sp., 
Paraeuchaeta russelli, Acartia negligens, Thysanopoda aequalis, 
Amphioctopus kagoshimensis, Sclerodactyla multipes, Perforatus 
perforatus, Balanus sp., Lucicutia flavicornis, Conotalopia mustelina로 분석
되었다.

18 common elements in "표층" 

and "저층":

8 elements included exclusively 

in "표층":

11 elements included 

exclusively in "저층":

Euphausia pacifica

Centropages abdominalis

Acartia omorii

Oithona similis

Paracalanus parvus

Acartia hongi

Aora sp.

Thysanopoda sp.

Undinula sp.

Chthamalus challengeri

Corycaeus affinis

Mytilus galloprovincialis

Calanus sinicus

Pseudodiaptomus koreanus

Caprella sp.

Hemicentrotus pulcherrimus

Heliocidaris crassispina

Balanus trigonus

Cyclops abyssorum

Metaconchoecia longiseta

Parvocalanus crassirostris

Pleopis polyphemoides

Penilia avirostris

Caecum glabellum

Cellana toreuma

Mactra sp.

Lucifer typus

Tagelus sp.

Paraeuchaeta russelli

Acartia negligens

Thysanopoda aequalis

Amphioctopus kagoshimensis

Sclerodactyla multipes

Perforatus perforatus

Balanus sp.

Lucicutia flavicornis

Conotalopia mustelina

Fig. 3.1.2.3.2.9. Composition of taxa by each depth using e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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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핵생물

(가) Flowcytometer를 이용한 원핵생물 개체수

  2019년 4월 황해에서 평균 원핵생물 개체수는 5.84±3.45×105 cells ml-1로 
나타났으며, 36°N 정선의 표층에서 27.4×105 cells ml-1로 가장 높은 개체수를 
나타냈다. 연안보다 외해역에서 더욱 높은 개체수를 보인 36°N과 37°N 정선과는 
달리, 35°N 정선에서는 SCM층을 형성한 식물플랑크톤 생물량 분포특성과 유사
한 분포 특성을 보이며, 35-09정점의 SCM층(20m)에서 15.8×105 cells mlml-1

로 가장 개체수가 높게 나타났다(Fig. 3.1.3.3.3.1).

Fig. 3.1.3.3.3.1. The vertical contour plots of the bacterial 

abundance in the study regions(a: 36°N; b: 36°N; c: 

37°N line) in April 2019.

(나) DNA (원핵생물)

  35°N 정선의 연안역 유광층에서 Alphaproteobacteria가 50% 이상 우점 하
였으며, 외양역 정점에서 40% 이상 우점 하였다. 35-11 정점의 경우, 유광층에
서 우점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그 해역에서는 Thermoplasmata가 우점 하였
다. Flavobacteria는 35-07 및 35-09 정점의 표층 부근 해역에서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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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점 하였으며, 35-13 정점의 SCM층에서 35% 이상 우점 하였다. 
Flavobacteria는 엽록소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낸다고 알려져 있으나, 연구해
역에서는 엽록소 농도가 낮은 정점에서 35% 이상 우점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Gammaproteobacteria는 유광층 아래 해역에서 주로 우점 하였으며, 35-15 정
점에서는 유광층까지 우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ig. 3.1.3.3.1.27).

Fig. 3.1.3.3.3.2. Contour plots showing dominant classes of bacterial diversity in the 

line 35°N in April 2019. 

  가장 우점한 강인 Alphaproteobacteria에서 Pelagibacter에 속하는 종들이 대
부분 우점 하였다(Fig. 3.1.3.3.1.24). Pelagibacter ubique는 35-05 및 
35-07 정점에서만 우점 하였으며, 그 외 수역에서는 거의 우점하지 않았다. 반
면 Pelagibacter unclassified 및 DS995928 s는 Pelagibacter ubique가 우점
하지 않는 해역에서 대부분 우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양역의 유광층에선 
Rhodobacterales에 속하는 AATR s가 우점하여, 외부에서 유기물의 유입이 예
상된다.
  Flavobacteria는 정점 및 수심에 따라 뚜렷한 군집 차이를 보였다(Fig. 
3.1.3.3.1.24). 35-09 정점에서는 DQ009083 g unclassified, 35-07 정점에
서는 Flavobacteria unclassified가 각각 우점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
에 우점하는 군집으로 알려진 Polaribacter unclassified가 이 두 정점을 제외한 
유광층에서 우점 하였다.
  Gammaproteobacteria 또한 정점에 따라 군집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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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1.28). 외양역 정점에서 GU230303 s 및 JFBK s가 우점 하였으며, 
Thioglobus singularis가 저층, 35-03 및 35-05 정점의 유광층에서 우점 하
였다. 또한 저층에서 AY386340 s가 우점하여, 수역의 특성에 따라서 군집의 분
포 특성이 다름이 예상되며, 수온 및 영양염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한 군집의 
변동이 사료된다.

Fig. 3.1.3.3.3.3. Contour plots showing dominant species of bacterial diversity in 

the  35°N in April 2019. 

  36°N 정선에서는 36-05 정점의 저층을 제외한 전층에서 
Alphaproteobacteria가 우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ig. 3.1.3.3.1.29). 특히 
Alphaproteobacteria는 36-05 정점의 유광층에서 50% 이상 우점 하였으며, 
36-02 및 36-05 정점의 유광층 아래 에서는 우점도가 30% 이하로 감소하였
다. 36-05 정점의 유광층 아래 해역에서는 Gammaproteobacteria가 40% 이상 
우점하며 유광층과 다른 수괴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Flavobacteria
는 가장 외해역 정점인 36-07 정점의 유광층에서 우점 하였으며, 그 외 다른 
정점의 유광층에서도 20% 이상 우점 하였다. 고세균에 속하는 
Thermoplasmata는 외양역 저층에서만 우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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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3.4. Contour plots showing dominant classes of bacterial diversity in the line 

36°N in April 2019. 

  가장 우점한 강인 Alphaproteobacteria에 속하는 Pelagibacter 및 
Rhodobacter에서 정점 및 수심에 따른 우점 분포 특성이 나타났다(Fig. 
3.1.3.3.3.5). 35°N 정선과 마찬가지로, Pelagibacter 내에서도 다른 분포 특성
이 나타났다. 해역에서 가장 우점한 Pelagibacter ubique는 36-02∼36-05 정
점의 유광층에서 높은 비율로 우점한 반면, Pelagibacter unclassified 및 
DS995298 s는 36-07 정점에서만 우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Rhodobacter에 
속하는 AATR s는 36-07 정점에서만 우점하여, 35-15 정점과 유사한 해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lavobacteria는 유광층에서 15% 이상 우점하는 군집이지만, 주요 우점 군집
은 36-03의 저층 및 36-07의 유광층에서 우점 하였다. 이를 통해 낮은 우점도
를 가진 많은 다양한 종들이 해역에 분포함을 시사한다. 35-05 정점과 마찬가
지로 36-03 정점의 저층에서 Polaribacter unclassified가 우점하는 것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을 가진 저층냉수대에 속한 수괴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Fig. 3.1.3.3.3.5).
  Gammaproteobacteria는 36-02 및 36-05 정점의 저층에서 두드러지게 우
점 하였다. 그러나 36-02 및 36-05 정점에서 우점하는 군집에는 뚜렷한 차이
가 있었다. JFBK s의 경우 02 정점의 저층에서 주로 우점한 반면, AY386340 
및 Thioglobus singularis의 경우 36-05 정점의 저층에서 두드러지게 우점하
여, 다른 생태적 특징이 나타남을 시사하였다(Fig. 3.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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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3.5. Contour plots showing dominant species of bacterial diversity in the 

line 36°N in April 2019.

  37°N 정선은 연안역과 외양역의 분포 특성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35°N 
및 36°N 정선의 유광층에서 Alphaproteobacteria가 우점한 반면, 37°N 정선
에서는 37-06 ∼ 37-08 정점의 유광층에서 우점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1.3.3.3.6). 특히 37-06 정점에서는 다른 정점과는 달리 저층까지 45% 이상 
우점 하였다. 반대로, Flavobacteria는 Alphaproteobacteria의 우점도가 낮았던 
37-05 정점의 표층에서 40% 이상 크게 우점 하였으며, 37-07 정점에서는 저
층까지 우점 하였다. Gammaproteobacteria는 가장 연안 정점인 37-02 정점에
서 60% 이상 우점 하였으며, Alphaproteobacteria가 우점하는 37-06 정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광층 아래 해역에서 우점 하였다. Thermoplasmata는 
37-06 ∼ 37-08 정점의 저층에서 다른 정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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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3.6. Contour plots showing dominant classes of bacterial diversity in 

the line 37°N in April 2019. 

  가장 우점한 강인 Alphaproteobacteria에 속하는 Pelagibacter 및 
Rhodobacter에서 정점에 따른 우점 분포 특성이 나타났다(Fig. 3.1.3.3.3.7). 특
이적으로, Pelagibacter ubique는 37-06 정점의 전 층에서 우점 하였으며, 그 
외 정점에서 Pelagibacter에 속하는 Pelagibacter unclassified 및 DS995298 s
가 우점 하였다. 35°N 및 36°N 정선과 마찬가지로 가장 외양역 정점인 
37-08의 유광층에서 AATR s가 우점 하였다.
  Flavobacteria는 37-05 정점의 표층에서 EU394565 s가 우점 하였으며, 
37-07 정점에서 Polaribacter unclassified가 우점 하였다. 37-05 정점의 표
층에서 가장 우점한 EU394565 s가 10% 이상 우점한 반면, 전체 우점도는 
40% 이상 나타나는 것을 통해 다양한 군집이 분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Gammaproteobacteria는 연안역과 외양역에서 뚜렷한 분포 특성이 나타났다. 
연안역에서는 JFBK s, 외양역에서는 AY386340 s 및 Thioglobus singularis가 
우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안역과 외양역에서 나타나는 생태적 특징이 다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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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3.7. Contour plots showing dominant species of bacterial diversity in the 

line 37°N in April 2019. 

(4) 원생생물

  섬모충 플랑크톤은 수심 20 m 이하의 상층부에 주로 분포하였으며, 고밀도 개
체수 (> 4,000 cells L-1)가 35-5, 35-7, 36-1, 36-2, 37-5 정점에서 관측
되었다 (Fig.  3.1.3.3.4.1). 37 Line에서 수직분포는 개체수는 탄소량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35와 36 Line 에서는 두 값의 분포는 차이를 보였다.
  표층에서 SCM층까지 섬모충 탄소생체량 (μgC/L) 의 수평분포는 37-5와 
37-6정점에서 월등하게 높은 대발생을 보였으며, 특히 세포의 크기가 100 μm 이
상의 큰 종류 Laboea strobila가 이례적으로 우점을 보였다(Fig. 3.1.3.3.4.2). 이 
같은 섬모충 대발생은 동물플랑크톤 분포와 일치하였다(동물플랑크톤 분포 참조).
  세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50 μm) 섬모충의 경우 nanoflagellates, 세포
의 크기가 작은(20-50 μm) 섬모충은 picoeukayotic algae의 분포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남으로(Fig. 3.1.3.3.4.3), 크기별 섬모충플랑크톤 분류군의 분포는 먹이
생물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성 보였다.
  섬모충 플랑크톤의 공간분포는 초미소(pico-sized algae)와 미소조류
(nano-sized algae)의 포식자이며 동시에 중형동물플랑크톤의 먹이생물로써 춘
계 황해의 먹이망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Fig. 
3.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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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4.1. Vertical profiles of ciliate abundances (cells L-1) and 

carboniomass (μgCL-1) in 35(a,b), 36(c,d), and 37(e,f) lines of the sampling area.

Fig. 3.1.3.3.4.2. Horizontal distribution of ciliate abundances (cells m-2) and carbon 

biomass (μg C m-2) integrated from surface to SCM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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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4.3. Principle component analyses of 

naked ciliate sized groups (NC <20, NC 20-50, 

NC 50-100, and NC > 100), possible items 

(heterotrophic bacteria (HB), autotrophic bacteria 

(AB), autotrophic picoeukaryotes (APE), 

nanoplankton (NP)) for prey, and hydrological 

factors (water temperature (WT), salinity (SAL)). 

Fig. 3.1.3.3.4.4. A conceptual diagram on major trophic pathways in planktonic 

ecosystem of the southeastern Yellow Sea in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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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란

  2019년 4월에 실시한 17개 조사 정점에서 부유성 어란은 출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황해에서 부유성 어란을 산란하는 주요 산란시기는 5-7월이기 때문이다.

(6) 자치어

  봄철 자치어는 7목 11과 10속 13종이 출현하였으며, 농어목(Perciformes)에
서 다양한 분류군의 자치어가 출현하였다(Fig. 3.1.3.3.6.1).
  자치어 출현량은 0.8∼141.8 ind./1,000m3 범위였으며, 연안역(정점 35-3, 
36-1, 37-2)과,  35° 라인에서 높게 나타났다(Fig. 3.1.3.3.6.2).
  우점종은 Lipiaris tanakae, Pholis fangi, Clupeidae spp.로 전체 출현량의 
86.5%를 차지하였다(Table 3.1.3.3.6.1).
  출현종 수는 35° 라인의 연안에서 높고, 풍부도(0-1.96)는 35° 라인의 연안
과 외양, 다양도(0-1.09)는 조사해역의 가장 남쪽인 35° 라인에서 높게 나타났
다(Fig. 3.1.3.3.6.3).
  군집분석(Cluster, MDS) 결과 정점 간 유사도가 매우 낮아, 조사해역이 구분
되지 않았다. 환경 및 동, 식물플랑크톤과의 상관분석 결과, 출현량은 조사해역의 
염분이 낮을수록(r=-0.50, p<0.05), 출현종수는 수온이 높을수록(r=0.45, 
p<0.05)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치어 출현량은 동물플랑크톤 중 요각류
(copepoda)의 생체량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r=0.53, p<0.05).
  연안역에서 출현량이 높았던 Lipiaris tanakae, Pholis fangi, Ammodytes 
personatus의 체장(평균 11.1, 35.2, 29.7mm)을 고려하면(Fig. 3.1.3.3.6.4), 
요각류가 자치어 주요종의 먹이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봄철 황해 연안역
이 자치어의 성육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형태형질을 이용한 종 분석 결과로 종(species) 수준까지 동정이 어려웠던 자
치어 111개체(Clupeidae spp. 105개, Pleuronectidae sp. 2개, Sebastes sp. 1
개,    Pleuronectes sp. 2개, Acanthogobius sp. 1개)를 분자동정한 결과
(Table 3.1.3.3.6.2), Clupeidae spp. 로 동정했던 자치어는 Pholis fangi, 
Neosalanx anderssoni, Ammodytes personatus로 확인되었다. 특히, 동일한 종
으로 추정하고 97개체를 1개로 분석했던 샘플(정점 35-3 자치어)은 주로 
Neosalanx anderssoni (n=93)이었으나, Ammodytes personatus (n=2), 
Sebastes koreanus (n=1), Katsuwonus pelamis (n=1) 자치어가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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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6.1 The taxon composition of fish larvae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19.

Fig. 3.1.3.3.6.2. Abundance and number of species of fish larvae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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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Abundance

(indiv./1,000m3)

Percentage

(%)
Frequency

Liparis tanakae 140.6 45.44 5
Pholis fangi 72.5 23.43 3

Clupeidae spp. 55.0 17.78 2
Ammodytes personatus 27.5 8.87 8

Neosalanx anderssoni 4.3 1.38 2
Sebastes thompsoni 3.0 0.98 4

Microstomus achne 2.0 0.66 3
Conger myriaster 1.4 0.46 1

Pleuronectidae sp.1 0.8 0.25 1
Sebastes koreanus 0.8 0.25 1

Myctophum asperum 0.8 0.24 1
Acanthogobius sp. 0.4 0.14 1

Pennahia argentata 0.4 0.11 1
Total (13 species) 309.4 100.00

Table 3.1.3.3.6.1. Abundance, Percentage and Frequency of fish larvae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19.

Fig. 3.1.3.3.6.3. Variation in Number of 

species, Richness index, Evenness index, 

and Diversity index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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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6.4. The distribution of occurrence and body length of dominant species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19.

Fish larvae sample
Morphological 

identification 
Molecular identification  

1904 YS_st.35-1_Larvae-1 Clupeidae spp. Pholis fangi

1904 YS_st.35-1_Larvae-2 Clupeidae spp. Neosalanx anderssoni

1904 YS_st.35-1_Larvae-3 Clupeidae spp. Neosalanx anderssoni

1904 YS_st.35-1_Larvae-4 Clupeidae spp. Neosalanx anderssoni

1904 YS_st.35-1_Larvae-5 Clupeidae spp. Neosalanx anderssoni

1904 YS_st.35-1_Larvae-6 Clupeidae spp. Neosalanx anderssoni

1904 YS_st.35-1_Larvae-7 Clupeidae spp. Ammodytes personatus

1904 YS_st.35-3_Larvae-1 Clupeidae spp. Ammodytes personatus

1904 YS_st.35-3_Larvae-2 
(n=97) 

Clupeidae spp.

Neosalanx anderssoni (n=93)

Ammodytes personatus (n=2)

Sebastes koreanus (n=1)

Katsuwonus pelamis (n=1)

1904 YS_st.35-11_Larvae-1 Pleuronectidae sp.1 Uncertain

1904 YS_st.35-11_Larvae-2 Pleuronectidae sp.2 Microstomus achne

1904 YS_st.35-11_Larvae-3 Sebastes sp. Sebastes koreanus 

1904 YS_st.35-14_Larvae-1 Pleuronectes sp. Microstomus achne

1904 YS_st.35-15_Larvae-1 Pleuronectes sp. Microstomus achne

1904 YS_st.36-3_Larvae-1 Acanthogobius sp. Uncertain

Table 3.1.3.3.6.2. Comparison of the results species identification for fish larv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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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형저서생물

(가) 중형저서동물

  황해 조사 지역에서 채집된 중형저서동물 서식밀도는 44.7 ± 5.8 ~ 732.3 
± 168.4 inds./10㎠로 나타났다(Fig. 3.1.3.3.7.1). 가장 높은 서식밀도를 보인 
정점은 St.37-6이며, 가장 낮은 서식밀도는 정점 St.37-2에서 나타났다. 
St.35-11에서도 서식밀도는 637.3 ± 82.8 inds./10㎠로 St.37-6과 큰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출현한 중형저서동물 분류군을 보면, 선충류가 가장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다. 선충류는 전체 서식밀도의 약 82%를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
로 우점한 분류군은 저서성 요각류로 약 8%를 차지하였다. 이 두 분류군은 전체 
서식밀도의 약 90%로 매우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다. 우점하는 두 분류군 외에 
저서성유공충(Sarcomastigophorans), 다모류(Polychaeta), 이매패류(Bivalvia), 
동문동물(Kinorhyncha), 갑각류유생(Nauplius) 등이 출현하였다.

Fig. 3.1.3.3.7.1. The density of total meiofauna in the study stations.

  가장 우점한 분류군인 선충류의 서식밀도 분포는 전체 서식밀도와 유사한 분포
를 보였다(Fig. 3.1.3.3.7.2). 조사지역에서의 선충류 서식밀도는 23.0 ± 4.2 ~ 
580.3 ± 127.8 inds./10㎠ 범위를 보였다. 가장 높은 선충류 서식밀도를 보인 
정점은 전체 서식밀도와 같은 St.37-6에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선충류 서식
밀도를 보인 지역도 역시 전체 서식밀도와 같은 St.37-2에서 나타났다. 중형저
서동물 분류군 중 두 번째로 우점한 저서성 요각류는 전체 서식밀도의 약 8% 정
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7 ± 1.8 ~ 78.0 ± 31.6inds./10㎠의 범위를 보였다
(Fig. 3.1.3.3.7.3). 저서성 요각류 서식밀도가 가장 높은 정점은 중형저서동물과 
선충류와 같은 St.37-6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서식밀도를 보인 정점은 연안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109

에 가까운 St.37-2로 나타났다.

Fig. 3.1.3.3.7.2. The density of nematodes of dominant taxa in the study 

stations.

Fig. 3.1.3.3.7.3 The density of harpacticoids in the study stations.

 

  중형저서동물 분류군 중 가장 우점하는 두 분류군인 선충류와 저서성 요각류의 
서식밀도 비를 이용한 N/C ratio 값을 분석하였다(Fig. 3.1.3.3.7.4). N/C 
(Nematode/ Copepoda) ratio는 중형저서동물 내에서 우점하는 분류군인 선충류 
(Nematodes)와 저서성 요각류 (Harpacticoids)의 서식밀도 비율을 이용한 지수
이다 (Raffaelli and Mason, 1981). 선충류는 환경 변화나 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저서성 요각류는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태적 특징을 이용한 지
수이다. N/C ratio값은 높을수록 해양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값이 
낮을수록 환경이 안정된 것을 의미한다. N/C ratio 값은 저서성요각류의 서식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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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정점 St.35-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C ratio 값이 
가장 낮은 정점은 St.37-2로 나타났다.

Fig. 3.1.3.3.7.4. The value of N/C ratio in the study stations.

 중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를 퇴적물 깊이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였다(Fig. 
3.1.3.3.7.5). 대부분 정점에 퇴적물 표증에서의 서식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퇴적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중형저서동물 서식밀도는 감소하였으며, 정점 
St.37-2을 제외하고는 퇴적물 깊이 2 ~ 3 ㎝에서 중형저서동물 서식밀도는 표
층 0 ~ 1 ㎝의 서식밀도보다 낮게 나왔다. 정점 중앙에 위치한 정점 St.36-5에
서는 퇴적물 깊이 2 ~ 3 ㎝의 서식밀도는 표층 0 ~ 1 ㎝의 서식밀도의 10%로 
나왔다. 퇴적물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서식밀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일반적인 
중형저서동물 수식분포에서 볼 수 있는 경향으로 황해 조사지역에서도 동일한 경
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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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7.5. The density of meiofauna according to sediment depth in the 

study stations.

  각 정점에서 채집 된 중형저서동물 군집자료를 각 정점간의 군집의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Cluster 및 MDS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3.1.3.3.7.6). MDS 분
석 결과, 육지와 가까운 정점 2곳(St.35-1, 37-2)를 제외한 7개 정점 간의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정점 중앙에 위치한 정점 
St.35-11과 St.37-6은 90% 이상의 군집구조 유사도를 가져 높은 유사성을 가
지는 것으로 나왔다.

Fig. 3.1.3.3.7.6. CLUSTER and MDS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based on 

Bray–Curtis similarities amongst the meiofaunal communities found in the study 

stations. Red lines indicate the same group by SIMPRO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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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서성 요각류 특성 

  춘계 35°N 라인 정점 7개에서 출현한 저서성 요각류는 총 11과 27속 35종
으로 종 목록은 아래와 같다. 11개의 과(Family) 중 Miraciidae과에 7종으로 가
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고 그 다음으로 Ectinosomatidae 6종, Canthocamptidae 
5종 순으로 높은 출현 종 수를 보였다(Table 3.1.3.3.7.1). 저서성 요각류 다양
성 분석 결과, Zosimeida과에 신종후보 2종(Zosime n. sp. 2, Zosime n. sp. 
3)과 한국미기록종 4종(Delavalia cf. mastigochata, Haloschizopera sheni, 
Danielssenia cf. typica, Pseudomesochra tatianae) 이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Ameiridae Boeck, 1865 Heteropsyllidae Kornev & Chertoprud, 2008

1 Ameira sp. 1 19 Heteropsyllus sp. 1
2 Pseudameira sp. 2 20 Heteropsyllus sp. 2
3 Sarsameira sp. 2 21 Heteropsyllus sp. 3
Argestidae Por, 1986 Idyanthidae Lang, 1948
4 Eurycletodes sp. 1 22 Idyellopsis sp. 1
5 Fultonia sp. 1 Miraciidae Dana, 1846
Canthocamptidae Brady, 1880 23 Amphiascoides sp. 1
6 Boreolimella sp. 1 24 Delavalia cf. mastigochata
7 Boreolimella sp. 2 25 Haloschizopera sheni
8 Mesopsyllus sp. 1 26 Haloschizopera sp. 2
9 Canthocamptididae sp. 4 27 Robertgurneya sp. 2
10 Canthocamptididae sp. 5 28 Sarsamphiascus sp. 1
Cletodidae Scott T., 1904 29 Sinamphiscus sp. 
11 Cletodes sp. 1 Pseudotachidiidae Lang, 1936
12 Sytlicletodes sp. 2 30 Danielssenia cf. typica
Ectinosomatidae Sars G.O., 1903 31 Paranannopus sp. 1
13 Bradya sp. 3 32 Pseudomesochra tatianae
14 Ectinosoma sp. 2 Tetragonicipitidae Lang, 1944
15 Halectinosoma sp. 2 33 Paraschizopera sp. 1
16 Halectinosoma sp. 4 Zosimeidae Seifried, 2003
17 Halectinosoma sp. 6 34 Zosime n. sp. 2
18 Halectinosoma sp. 7 35 Zosime n. sp. 3 

Table 3.1.3.3.7.1 The list of benthic harpacticoids in spring

  35°N 라인 7개의 정점에서의 저서성 요각류는 출현종수와 서식밀도는 0～
15종, 0～42개체/10cm2 범위이다.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한 곳은 정점 35-11로 
15종이 출현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점 35-9에서 12종, 정점 35-7에서 10종 
순으로 출현하였으며, 가장 연안 정점인 정점 35-1에서는 단 1종이 출현하였다
(Fig. 3.1.3.3.7.9). 각 정점의 서식밀도(유생은 제외됨)는 정점 35-9에서 42 개
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점 35-7에서 41 개체/㎠로 나타났
다. 또한 정점 35-11에서 종 풍부도와 다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113

Fig. 3.1.3.3.7.8 The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s of benthic harpacticoids in spring.

Fig. 3.1.3.3.7.9. The number of species of 

benthic harpacticoids in spring.

Fig. 3.1.3.3.7.10. The density of benthic 

harpacticoids in spring.

Fig. 3.1.3.3.7.11 The species richness, evenness, and 

diversity of benthic harpacticoids in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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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형저서동물

(가) 저서환경

  조사해역의 저층 염분은 31.7 – 33.3 pus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37도 라인의 
정점 37-2, 37-5에서는 32 psu 이하의 염분을 보였다(Fig. 3.1.3.3.8.1). 저층 
수온은 6.7 –10.8℃ 범위를 보였으며, 35도 라인의 일부 정점(정점 35-1, 
35-15)을 제외한 모든 정점에서 10도 이하의 값을 보였다. 저층 용존산소는 평
균 284.5 umol/kg (252.8 – 327.2 umol/kg)으로 나타났으며, 연안역으로 갈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해역의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 4.7 phi 
(-0.3 – 8.8)로 정점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연안으로 갈수록 모래의 비율
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퇴적물내의 총 유기탄소 함량은 평균 0.50%이었으
며, 0.06 – 1.46%의 범위를 나타냈고, 외해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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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8.1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macrobenthic fauna in 2019

(나) 대형저서동물의 종 조성 및 군집특성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평균 서식밀도는 485 개체/m2 이었으며 
생체량은 평균 28.6 g/m2 (0.39 – 108.55g/m2)으로 정점 간 큰 차이가 나타났다
(Fig. 3.1.3.3.8.2).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와 생체량은 수온이 가장 낮은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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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37-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외해역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대형저서동물의 총 출현 종수는 197종이었으며 6 – 44종의 범위를 
나타냈다. 대형저서동물의 출현 종수는 연안역에 위치한 정점 36-1에서 46종으
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평균 종 다양도 지수는 2.5였으며, 
1.15 – 3.1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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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8.2 Density, number of species, biomass and diversity of macrobenthic 

fauna in 2019 

  조사기간동안 총 출현 개체수의 2% 이상을 차지한 우점종은 총 12종이었으
며, 이가운데 다모류 5종, 연체동물 부족류가 5종을 차지하였다. 다모류 민얼굴
갯지렁이(Spiophanes bombyx)가 8.2%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모류 짧은아가미미갑갯지렁이(Glycera alba, 7.9%), 연체동물 부족류 쇄개량
조개(Raeta pulchella, 5.8%), 극피동물 살시빗살거미불가사리(Ophiura sarsii 
vadicola, 5.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1.3.3.8.1). 우점종 가운데 가장 서식
밀도가 높았던 얼굴갯지렁이류는 37-6 정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쇄개량
조개는 연안에서 외측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Fig. 3.1.3.3.8.3). 살시빗살거미불
가사리는 연안역 정점과 외측 정점에서는 낮았으나,37-6, 37-7, 35-7에서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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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 Species 국명/비고
feeding 

type
2019-avg %

Apo Spiophanes bombyx 민얼굴갯지렁이 De/Su 39.4 8.2

Apo Glycera alba 짧은아가미미갑갯지렁이 Pr 37.8 7.9

MBi Raeta pulchella 쇄개량조개 27.8 5.8

EOp Ophiura sarsii vadicola 살시빗살거미불가사리 26.4 5.5

Apo Ampharete arctica 작은사슴갯지렁이 SR-De 21.7 4.5

MBi Thyasira tokunagai 말발조개 20.6 4.3

MBi Yoldia similis 긴반달조개 16.4 3.4

MBi Felaniella sowerbyi 꼬마돌살이조개 14.2 3.0

Apo Praxillella pacifica 꼬리대나무갯지렁이속 SS-De 11.9 2.5

Apo Onuphis sp. 수염갯지렁이속 SS-De 11.4 2.4

CCU Eudorella hwanghaensis 흰올챙이새우과 11.1 2.3

MBi Nuculana yokoyamai 버선맵시조개 10.0 2.1

CAM Ampelisca brevicornis 짧은뿔안경옆새우 7.2 1.5

ONem Emplectonema mitsuii 유형동물 2.5 0.5

CAM Siphonoecetes exolitus 육질꼬리옆새우류 2.5 0.5

CAM Ampelisca bocki 오목손안경옆새우 1.4 0.3

Apo Lumbrineris japonica 참송곳갯지렁이 De/Dt/Pr 1.1 0.2

Apo Heteromastus filiformis 고리버들갯지렁이 SS-De 0.3 0.1

CAM Ampelisca miharaensis 미하라안경옆새우 0.3 0.1

Table 3.1.3.3.8.1 Dominant species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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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ophanes sp.1 Raeta pulchella

Ophiura sarsii vadicola Hemiodus yenourensis

Thyasira tokunagai Aphrodita aphroditoides

Glycera sp.1 Yoldia similis

Felaniella sowerbyi Travisia japonica

Fig. 3.1.3.3.8.3 Distribution of dominant species in 2019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는 연안역 정점 35-1 그룹, 연안역 정점인 35-3, 
37-2 그룹, 연안역정점인 그룹c, 외해역 정점인 그룹b 크게 4개의 그룹으로 구
분되어졌다(Fig. 3.1.3.3.8.4, 3.1.3.3.8.5). 이와같은 대형저서동물 군집구조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으로는 수심, DO, Gravel로 나타났다. 우점종은 수심, DO, 
염분과 깊은 연관을 보였으며 입도, TOC는 우점종 서식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차 생산량은 63.5 g·m-2·yr—1으로 수심 변화가 급격한 지역
에서 높으며 용존산소와 양의 상관관계 (r=0.48, p<0.05)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 3.1.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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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ig. 3.1.3.3.8.5 Cluster groups of macrobenthos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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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b와 c를 구별짓는데 기여한 종은 말발조개(Thyasira tokunagai), 민얼굴
갯지렁이(Spiophanes bombyx), 쇄개량조개(Raeta pulchella), 흰올챙이새우류
(Eudorella hwanghaensis)등으로 나타났다(Table 3.1.3.3.8.2).

Species
Group c

Av.Abund

Group b

Av.Abund
Contrib% Cum.%

Thyasira tokunagai 0 2.48 2.82 2.82

Spiophanes bombyx 2.48 0.26 2.76 5.58

Raeta pulchella 0 1.79 2.07 7.65

Eudorella hwanghaensis 0 1.85 2.07 9.71

Owenia sp. 0.39 1.89 1.92 11.63

Nuculana yokoyamai 0 1.62 1.83 13.46

Ophiura sarsii vadicola 1.13 2.25 1.75 15.21

Glycera alba 2.3 1.49 1.73 16.94

Ennucula niponica 0.25 1.71 1.69 18.63

Urothoe grimaldii japonica 1.39 0 1.66 20.29

Ampelisca brevicornis 1.49 0.2 1.56 21.86

Felaniella sowerbyi 1.01 0.22 1.46 23.32

Pseudoleucon sorex 1.22 0 1.44 24.76

Onuphis sp. 0.83 1.46 1.36 26.12

Praxillella pacifica 0.87 1.37 1.26 27.38

Table 3.1.3.3.8.2 Species contributing to the average Bray-Curtis dissimilarity 

between group a and b (dissimilarity = 84.41%)

(다) 대형저서동물의 섭식특성

  대형저서동물의 섭식 형태를 분석한 결과 36도, 37도 라인의 전선역에서 연안
역쪽으로 용존산소와 평균입도가 조립해질수록 대형저서동물의 부유물식자
(suspension feeder) 및 육식자의 서식밀도가 증가하였다(Fig. 3.1.3.3.8.7). 또
한 전선역 외측은 퇴적물 식자(deposit feeder)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
로 연안역에서 외측으로 갈수록 수층에서 떨어지는 먹이를 주로 섭식하는 대형저
서동물의 서식밀도의 비율 증가는 황해저층냉수대의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과 서식
밀도가 수층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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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8.7 Distribution of feeding type of marobenthos

(9) 생물음향

○ 황해 저층냉수괴 해역에서의 서식 생물 수직 및 공간 분포 특성

  정선 1은 정점 35º-10에서 35º-11로 이동하면서 자료를 획득하였고, 획
득 시간은 일출 시간 부근인 2019년 04월 21일 04시 06분부터 07시까지 자료
를 획득하였다. 해당 해역인 한국측 중간수역의 수심은 약 78 - 84 m로 나타났
으며, 중부 해역에서 측정된 정선 1의 음향 자료 분석 결과, 야간 시간에 수심 
15~40 m 부근에서 어류 및 동물플랑크톤이 혼재되어 분포하였으며, 일출 후인 
주간 시간에는 수심 45~70 m에 집중하여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음향 산란층
은 수심 약 25 m 부근에서 위치하다가 0.63 m/min.의 속도로 해저면 방향으로 
하강하는 이동 속도 특성을 보였다.

Fig. 3.1.3.3.9.1. Vertical migr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zooplankton at Line 1. 

  정선 2는 정점 35º-14 에서 35º-15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자료를 획득
하였고, 획득 시간은 일몰 시간인 2019년 04월 21일 16시 06분부터 20시 20
분까지 자료를 획득하였다. 해당 해역인 중국측 중간수역의 수심은 약 65 - 57 
m로 나타났으며, 서부 해역에서 측정된 정선 2의 자료 분석 결과, 주간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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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산란층이 해저면 인근에서 밀집되어 분포하다가 표층으로 0.25 m/min.의 
속도로 상승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일몰 이후에는 표층부터 수심 40 m까지 흩어
져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해당 해역에서는 한국측 중간 수역에 비해 생물 분
포가 감소한 특징을 보였다.

Fig. 3.1.3.3.9.2. Vertical migr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zooplankton at 

Line 2. 

○ 황해 저층냉수괴 해역에서의 E. pacifica 생체량 추정

  중간 해역인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한국측 수역의 E. pacifica 생체 밀도는 15.78 
g/m2로 나타났으며, 서쪽 해역인 중국측 수역의 E. pacifica 생체 밀도는 1.33 g/m2

로 낮게 나타났고, 동쪽 해역인 한국측 EEZ 수역의 E. pacifica 생체 밀도는 10.26 
g/m2로 나타났다. 3개의 조사 정선 모두 가중 평균(Weighted mean)을 고려하면 
전체 평균 밀도는 8.33 g/m2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사업의 총 조사 면적을 고려하
여 총 E. pacifica 자원량을 추정하면 458 × 103 톤으로 계산되었다.

Fig. 3.1.3.3.9.3. Species identification with virtual echogram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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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9.4. Mean, total density and biomass estimates of the E. pacifica 

using hydroacoustic techniques.

라. 생태계 기능 특성

(1) 일차생산력

  2019년 4월 조사해역 전체의 평균 일차생산력은 510.0±281.4 mg C m-2 
d-1이었으며, 각 정선에서 평균 일차생산력은 각각 412.1±209.9 mg C m-2 
d-1, 663.4±418.9 mg C m-2 d-1, 513.1±188.0 mg C m-2 d-1로 36°N 정
선에서 가장 높은 평균 일차생산력을 보였다. 조사기간 동안 가장 높은 일차생산
력은 36-02 정점에서 1223.8 mg C m-2 d-1로 조석전선이 위치한 연안역의 일
차생산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Fig. 3.1.3.4.1.1). 수직 분포에서도 앞서 언급한 
연안역에서의 높은 일차생산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식물플랑크톤
의 생물량과 비슷한 분포 패턴을 보였다(Fig. 3.1.3.4.1.2). 연안역에서 높은 일차
생산력이 외해역까지 점차 감소하는 단순한 경향보다 각 정점마다 편차가 존재하
는 것을 통해 일차생산력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Fig. 3.1.3.4.1.1. The daily primary production (mg C m-2 d-1)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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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1.2. The vertical contour plots of primary production (mg m-3 

d-1) in the study regions(a: 36°N; b: 36°N; c: 37°N line) in April 2019.

  일차생산력에 영향을 주는 식물플랑크톤 생체량(Chl-a), 동화계수(Pmax), 광
소광계수(Kd) 등의 요인을 통해서 분석 하였을 때, 2019년 4월 조사해역에서 연
안역은 높은 광소광율로 인하여 10m 이내의 유광층 깊이를 가지지만, 높은 동화
계수를 보이며 높은 일차생산력을 나타냈다. 이와 반대로 낮은 광소광율로 40m 
이내의 상대적으로 깊은 유광층을 보이는 외해역에서는 유광층 전체 식물플랑크
톤의 생체량은 높은 반면, 낮은 동화계수를 보이며 낮은 일차생산력 값을 보였다. 
이러한 일차생산력 결정요인들의 정점별 기여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사해역의 일차생산력 분포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Fig. 3.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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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1.3. The parameters affecting the primary production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19.

  또한 조사해역의 34°N 정선의 표층에서 pico-size 식물플랑크톤의 평균 일차
생산력은 121.2±91.8 mg C m-2 d-1로 전체 표층 일차생산력의 23.9%를 차지
하였으며, 37-05정점에서 전체 일차생산력 326.0 mg C m-2 d-1 중 77%에 해
당하는 251.4 mg C m-2 d-1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다(Fig. 3.1.3.4.1.4).

Fig. 3.1.3.3.1.4. The total and pico-sized primary 

production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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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핵생물 생산력

  조사해역에서의 원핵생물 생산력은 96.0±18.5 mg C m-2 d-1 이었으며, 
35°N, 36°N 및 37°N 정선의 원핵생물 생산력 평균값은 각각 78.6±65.2 
mg C m-2 d-1, 94.4±42.7 mg C m-2 d-1 및 121.9±81.5 mg C m-2 d-1로 
측정되었다(Fig. 3.1.3.4.2.1). 연안역 정점의 평균 원핵생물 생산력은 
49.7±33.3 mg C m-2 d-1, 외해역 정점의 평균 원핵생물 생산력은 
137.1±55.6 mg C m-2 d-1로 나타나 외해역 정점의 원핵생물 생산력이 약 2.8
배 높았다. 이와 더불어, 원핵생물 개체수는 연안역 정점에서 1.7±1.0×1013 
cells m-2, 외해역 정점에서 5.0±1.6×1013 cells m-2로 2.9배 높게 나타나 원
핵생물 생산력과 유사하게 높았다. 더불어 관측해역 전반에서 원핵생물 개체수와 
생산력의 회귀분석 결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5, Fig. 3.1.3.4.2.2).

Fig. 3.1.3.4.2.1. A figure 

showing bacterial production 

and bacterial abundance in 

study area in April 2019.

Fig. 3.1.3.4.2.2. A plot 

show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bacterial production 

(BP) versus bacterial 

abundance (BA). Data 

enclosed by line were 

excluded in the regression 

analysi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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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생산력에 대한 원핵생물 생산력의 비율은 46%를 차지한 36-03 정점을 제
외하면 연안역에서는 2~10%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연안역에 인접한 정점일수록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Fig. 3.1.3.4.2.3), 반면 외해역에서는 17~47%로 나타
났으며, 가장 37 정선의 최외각 정점인 37-07 및 37-08 정점에서 40% 이상 높
은 기여율을 확인하였다. 반면 35 정선 및 36 정선의 외각 정점인 35-15 및 
36-06 정점은 상대적으로 일차생산력에 대한 원핵생물 생산력의 비율이 낮게 나
타나, 중국 연안에 가까워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임이 사료된다. 따라서 황해 연
안역에서는 섭식 및 다른 요인들에 의한 생지화학적 순환의 기여가 원핵생물 생
산력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대적으로 외해역에서는 원핵생물에 의한 생
지화학적 순환의 기여도가 높게 작용함이 사료된다.

Fig. 3.1.3.4.2.3. A figure 

showing primary production 

and bacterial production in 

study area in April 2019.

(3) 먹이망 구조

  안정동위원소 비 자료에 근거하여 춘계 크기 별 동물플랑크톤의 영양단계를 비
교해보았을 때, 크기가 작은 동물플랑크톤(0.2-0.5 mm)의 영양단계가 가장 낮
게 나타났으나, 크기에 따른 영양단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냉수대가 관찰된 
36-05 정점 먹이원에 대한 동물플랑크톤의 의존도는 높지 않았으며, 다른 정점
과 구분되는 특징은 관찰되지 않았다. 계절적으로 춘계에 냉수대 발달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지 않음을 감안했을 때, 냉수대 하위생태계 먹이망 특성을 확인하기 위
해서는 계절에 따른 냉수대의 발달과 먹이망 구조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Fig. 3.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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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3.1. The carbon and nitrogen stable isotope ratios of zooplankton and 

particulated organic matter (POM) between the 3 stations in Yellow Sea in April, 2019.

  조석혼합이 활발했던 35°N 정선의 연안정점과 외해역 정점에서 하위생태계 
먹이망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북위 35도 정선의 연안역 정점인 35-01에서 동물
플랑크톤의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는 크기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크기가 커질수록 영양단계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외해역 정점인 35-15에서는 크기에 따른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 증가양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5 mm 이상 크기의 동물플랑크톤 영양단계는 35-01 정
점이 35-15 정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조석혼합에 의한 먹이원의 질적 조성 차
이가 동물플랑크톤 영양단계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
요하다. 2019년 4월 관측시기에 조석전선이 뚜렷하게 발달하지 않아 조석전선 발
달에 따른 하위생태계 먹이망 구조 변동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Fig. 
3.1.3.3.3.2).

Fig. 3.1.3.3.3.2. The carbon and nitrogen stable isotope ratios of zooplankton and 

particulated organic matter (POM) between the coastal (35-01) and open sea (35-15) 

stations in Yellow Sea in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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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태계 모형

(1) 해양시스템모형 재현성 평가

  해양시스템모형의 재현성을 황해를 중심으로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WOA13(World Ocean Atlas, 2013) 자료와 연평균 표층 수온 및 염분을 비교
한 결과 발해만의 수온, 염분이 WOA13 자료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
인 공간 패턴은 비교적 잘 모사된 것으로 생각된다(Fig. 3.1.3.5.1)

Fig. 3.1.3.5.1. Annual mean sea surface temperature (top) and salinity (bottom) 

of Yellow Sea (left: model, right:WOA13)

  인공위성에서 도출된 엽록소a 자료인 OC-CCI (Ocean Colour – Climate 
Change Initiative, https://www.oceancolour.org)와 모형에서 산출된 엽록소a 
분포를 비교한 결과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던 발해만에서 엽록소a의 농도
가 과소평가 되었으나, 연안에서 높고 황해 중심에서 낮은 패턴은 비교적 양호한 
재현성을 보였다(Fig. 3.1.3.5.2).

https://www.oceancolou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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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2. Annual mean sea surface chlorophyll-a of the Yellow Sea (left: 

model, right: satellite derived chlorophyll-a of OCCCIv4)

  국립수산과학원의 정기 정선관측자료와 수심별 수온, 염분의 계절변화를 수온-
염분 다이어그램 상에서 비교하였다(Fig. 3.1.3.5.3). 대체로 염분은 관측값보다는 
다소 높게 재현되었으나, 수온, 염분 모두 수심과 계절에 따른 변화는 비교적 잘 
모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1.3.5.4은 수온, 염분, 영양염, 용존산소의 모형 
재현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으로 원의 중심에 모일수록 관측값과 모형
값의 차이가 적은 것이다. 수온과 염분은 상대적으로 관측값과의 차이가 적으나 
영양염은 대체로 관측값보다 높게 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절대값의 차이
는 있으나 황해 생태계의 평균적인 특징을 모형이 전반적으로 잘 모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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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3 Comparisons of seasonal variation of temperature and 

salinity between model results (red) and  observations (black,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Fig. 3.1.3.5.4. Comparisons of seasonal variation of temperature 

and salinity between model results (red) and  observations (black,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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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해의 해면 계절 평균장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평균 황해 해면에서의 계절 평균장을 살펴보았
다. 황해의 겨울 평균 해면수온은 약 6 ℃ 이고, 여름 평균 해면수온은 약 24 ℃ 
로서 계절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수온(℃) 봄(MAM) 여름(JJA) 가을(SON) 겨울(DJF)

최소값 5.59 17.23 16.33 -1.25

최대값 18.10 26.86 25.79 16.34

평균 10.11 23.86 20.57 6.24

표준편차 2.35 1.49 1.67 3.51

Table 3.1.3.5.1 Seasonal statistics of model produced Yellow Sea surfa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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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5. Seasonal mean sea surface temperature of model

  황해 해면염분의 계절평균값은 Table 3.1.3.5.2와 같으며 연안 특히 하구역 근
처에서 염분이 낮고 중앙부에서 염분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여름철 염분 32 이
하가 넓게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염분 (psu) 봄(MAM) 여름(JJA) 가을(SON) 겨울(DJF)

최소값 11.38 9.92 8.67 2.50

최대값 34.44 34.20 34.56 34.71

평균 31.72 30.59 31.07 31.91

표준편차 2.67 2.72 2.89 2.20

Table 3.1.3.5.2 Seasonal statistics of model produced Yellow Sea surface sal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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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6. Seasonal mean sea surface salinity of model

  해면 엽록소a의 계절평균값은 Table 3.1.3.5.3과 같으며, 봄철 식물플랑크톤 번
성으로 인한 해면 엽록소a 농도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름철 이후 해면에서
의 엽록소a 농도는 매우 낮으며, 겨울철 혼합에 의한 저층 영양염의 공급으로 해
면 엽록소a 농도가 다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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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록소a 
(mg/m3)

봄(MAM) 여름(JJA) 가을(SON) 겨울(DJF)

최소값 0.93 0.22 0.36 0.61

최대값 17.61 17.56 6.51 7.64

평균 5.47 3.39 1.56 1.83

표준편차 2.76 2.93 0.75 1.18

Table 3.1.3.5.3 Seasonal statistics of model produced Yellow Sea surface 

chlorophyll-a

Fig. 3.1.3.5.7. Seasonal mean sea surface chlorophyll-a of model

(3) 황해의 봄철 특성

  황해 수온은 3월까지는 표층에서 바닥까지 거의 완전하게 혼합된 양상을 보이
며, 4월에서 5월로 갈수록 표층이 데워져 성층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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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8. Vertical section of temperature at 35ﾟN, 36ﾟN, 37ﾟN (10 year 
[2001-2010] average of March, April and May)

Fig. 3.1.3.5.9. Comparisons between model produced mean April temperature  and 

in-situ temperature observed during April, 2019)

  2019년 4월 관측 수온과 모형의 4월 평균 수온을 비교하면 연안에서는 관측값
과 모형 평균값이 비슷하지만 중앙에서는 관측값이 모형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난
다(Fig. 3.1.3.5.9). 이것은 2019년이 평년보다 황해저층냉수대의 형성이 약했기 
때문으로 추론 된다. 염분은 연안에서 낮고, 황해 중심에서 염분이 높으며, 장강의 
영향을 받는 북위 35ﾟ에서 3월에서 5월로 갈수록 저염수가 중국쪽 연안에서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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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장되는 것이 나타난다(Fig. 3.1.3.5.10).

Fig. 3.1.3.5.10. Vertical section of salinity at 35ﾟN, 36ﾟN, 37ﾟN (10 year 
[2001-2010] average of March, April and May)

 

  2019년 4월 관측 염분과 모형 4월 평균 염분을 비교하면 모형 평균보다 낮은 
염분이 관측 되었다(Fig. 3.1.3.5.11).
  3월의 엽록소a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봄번성이 먼저 일어나고 4, 5월로 갈수록 
황해 중부에서도 엽록소a 농도가 높아진다(Fig. 3.1.3.5.12).

Fig. 3.1.3.5.11. Comparisons between model produced mean April 

temperature  and in-situ temperature observed during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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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12. Vertical section of chlorophyll-a at 35ﾟN, 36ﾟN, 37ﾟN (10 year 
[2001-2010] average of March, April and May)

  영양염의 경우 3월 중국쪽 연안에서 그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4월 식물플랑크
톤의 번성이 시작되어 5월 최대 번성에 이르면서 표층의 영양염이 소모되어 농도
가 낮아진다(Fig. 3.1.3.5.13 ~ 15).
  식물플랑크톤은 위도에 따른 온도, 빛 조건과 식물플랑크톤의 크기에 따라서 봄
철 번성의 시기와 기간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Fig. 3.1.3.5.16~18).
  동물플랑크톤의 경우는 Fig. 3.1.3.5.19~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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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13. Vertical section of nitrate at 35ﾟN, 36ﾟN, 37ﾟN (10 year 
[2001-2010] average of March, April and May)

Fig. 3.1.3.5.14. Vertical section of phosphate at 35ﾟN, 36ﾟN, 37ﾟN (10 year 
[2001-2010] average of March, April and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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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15. Vertical section of silicate at 35ﾟN, 36ﾟN, 37ﾟN (10 year 
[2001-2010] average of March, April and May)

Fig. 3.1.3.5.16. Vertical section of diatoms and size based phytoplankton 

functional groups at 35ﾟN (10 year [2001-2010] average of February, March 

and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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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17. Vertical section of diatoms and size based phytoplankton 

functional groups at 36ﾟN (10 year [2001-2010] average of February, March 

and April)

Fig. 3.1.3.5.18. Vertical section of diatoms and size based phytoplankton 

functional groups at 37ﾟN (10 year [2001-2010] average of February, March 

and April)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142

Fig. 3.1.3.5.19. Vertical section of size based zooplankton functional groups at 

35ﾟN (10 year [2001-2010] average of February, March and April)

Fig. 3.1.3.5.20. Vertical section of size based zooplankton functional groups at 

36ﾟN (10 year [2001-2010] average of February, March and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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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21. Vertical section of size based zooplankton functional groups at 

37ﾟN (10 year [2001-2010] average of February, March and April)

(4) 소청초 과학기지의 생태 환경

  소청초 과학기지에서의 생태환경은 매우 뚜렷한 계절 변동성을 보이는 데, 3월
에 수온이 최소가 되고 엽록소a 농도는 3월부터 농도가 높아지고, 5월 최대가 되
었으며, 여름철동안 아표층 엽록소 최대층 (SCM, Subsurface chlorophyll-a 
maximum)이 형성된다한편 봄철 번성으로 대부분의 영얌염이 소모되어 여름 동안
에는 표층의 영양염 농도가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Fig. 3.1.3.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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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22. Temporal and vertical changes of marine ecosystem variables 

(teperature, salinity, chlorophyll-a, nitrate, phosphate, silicate, phytoplanktons, 

zooplanktons, bacteria, dissolved organic carbon, particulate organic carbon 

and dissolved oxygen) at Sochengcho station. 

Fig. 3.1.3.5.23 Vertical distribution of monthly climatology (2001-2010 

average) of marine ecosystem variables (teperature, salinity, chlorophyll-a, 

nitrate, phosphate, silicate, phytoplanktons, zooplanktons, bacteria, dissolved 

organic carbon, particulate organic carbon and dissolved oxygen) at 

Sochengcho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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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동해 아열대화 진단 기반 연구 

3.2.1. 서론

  연안지역은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육지와 해양 두 개의 큰 영역의 접경지대로서 다
양한 생태계 서식환경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연안지
역에 존재하는 암반과 주변 사질 환경(노출바위 및 수중바위)이 위치한 지역에는 일반 
퇴적 지역보다 비교적 다양한 동·식물들 개체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측면
에서 생태계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암반 및 사질 
주위에 나타나는 해저지형 및 해저면 환경을 파악함으로 그 주위에 존재하는 기본 해
양 환경과 환경변화에 따른 생물변화를 연계하여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측면에서도 매
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기인한 해수
면 상승으로 연안 서식지 환경의 손실 또는 인간의 개발로 인해 생태계 오염 및 생물
다양성의 훼손 등 심각한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생태계 환경의 변화
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IPCC, 2019). 이에 국외 해양 선진기관(EU, NOAA 등)
에서는 체계적인 국가 연안역 관리를 위해 생태계 기반의 다양한 서식지 지도화 프로
젝트를 장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EEA, 2020). 대표적으로 유럽의 EMODNET 
project, 미국의 Coastal Services Center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점점 해양과학 및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에 수행되어 왔던 각 분야에 대한 조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물리, 생물, 화학, 지질, 공학 등 다양한 해양환경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인간 활동에 대
한 영향까지 평가하여 종합적인 연안에 대한 해양생태계 관리를 수행하려고 하는 추세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해양생태계 구조 및 기능 연구를 통한 기후변화 
추적 및 대응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 주변해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역으로 알
려져 있는 동해에 대하여 아열대화 진단을 위한 핵심 연구거점(Model Station)을 선
정하고 서식지 환경 특성 파악을 통해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Eco-mapping 연구 기법을 이용하여 연안 생태계 서식환경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3.2.2. 재료 및 방법

가. 동해 핵심 연구거점의 서식환경 특성 연구

(1) 핵심 연구거점 주변 물리 환경요소 파악

  동해 아열대화 진단을 위해 동해 중부 해역에 위치하며 관할수역 최외곽 도서
인 울릉도(독도) 해역을 선정하였으며, 울릉도(독도) 해역요소의 주요 물리 환경
요소를 파악하였다. 주요 물리 환경 요소로는 수온, 염분, 파고, 바람, 강수량 등
이다. 울릉도(독도) 해역의 장기적인 물리 환경 요소 관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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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환경 시계열 관측망 구축 – 울진, 울릉도, 독도 등 3개소의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실시간 해양관측부이 운영 및 활용 2) 울릉도 연안 핵심라인 월별 모니터
링, 3) 유관 기관 장기 관측자료 수집 등을 수행하였다. Table 3.2.2.1.1.1은 실시
간 해양관측부이 운영 개요를 나타내며, Table 3.2.2.1.2는 울릉도 연안 CTD 모
니터링 위치 개요, Table 3.2.2.1.1.3은 국내 주요기관 울릉도(독도) 해역 실시간 
관측부이 운영 현황을 나타낸다. Fig. 3.2.2.1.1.1은 울릉도(독도)를 포함한 동해 
해역의 실시간 모니터링 부이 위치도를 나타낸다.

 

장비명
울진 실시간 

해양관측부이

울릉도 실시간 

해양관측부이

독도 실시간 

해양관측부이

설치위치 
북위 37도 5.000분, 

동경 129도 31.200분 

북위 37도 32.895분, 

동경 130도 49.288분

(현포항 북쪽 2.5 km)

북위 37도 14.583분, 

동경 131도 54..483분

(독도 동쪽 3.2 km)

설치수심 120 m 145 m 140 m

최초설치 2017년 10월 21일 2018년 4월 30일 2009년 3월 29일

관측간격 10분 10분 10분

관측항목

(해양기상) 파고, 파향, 
풍향, 풍속, 파고, 기압, 
기온(해수특성) 수심별 
(2,50,110 m) 수온 및 염
분, 수심별 유속 및 유향

(해양기상) 파고, 파향, 풍향, 
풍속, 파고, 기압, 기온
( 해 수 특 성 ) 수 심 별 
(2,20,40,60,80,120 m) 수온 및 
염분, 수심별 유속 및 유향

(해양기상) 파고, 파향, 풍향, 
풍속, 파고, 기압, 기온
( 해 수 특 성 ) 수 심 별 
(1,20,30,40,60,80,120 m) 수
온 및 염분, 수심별 유속 및 
유향

사진

Table 3.2.2.1.1.1. Description of real-time ocean buoys in the East Sea opearated by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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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현포항거리(nm)
경도 위도

수심(m)
도 분 도 분

US0 0.39 130 49.689 37 31.978 25.0

US1 0.76 130 49.502 37 32.348 42.4

US2 1.59 130 49.216 37 33.145 209.8

US3 2.71 130 48.824 37 34.161 >500 m

Table 3.2.2.1.1.2. CTD stations in coast of Ulleundo

운영기관 운영기관 관측개시 수중센서

기상청

동해 해양기상부이 2001.05

표층수온계,

파고계

포항 해양기상부이 2008.11

울릉도 해양기상부이 2011.12

울진 해양기상부이 2015.12

울산 해양기상부이 2015.12

기상청

(울릉) 혈암파고부이 2010.12

표층수온계,

파고계

(울릉) 구암파고부이 2010.12

독도 파고부이 2011.11

울릉읍파고부이 2012.11

울릉서부파고부이 2018.05

국립

해양조사원

울릉북동해양관측부이 2012.11 파고계, 표층수온계, 

표층유향유속계울릉북서해양관측부이 2012.11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독도해양관측부이 2009.03 파고계, 수심별수온염분

계, 수심별유속유향계, 

표층클로로필울릉도해양관측부이 2018.04

Table 3.2.2.1.1.3. Description of buoys in the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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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1.1. Geographic map and buoy locations 

(Ocean data buoys marked by circle and coastal data 

buoys marked by cross)

(2) 핵심 연구거점 주변 서식지 지형 및 지질 특성 파악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중 하나인 동해 연안지
역에 지역별 대표 연구거점(Model Station)을 선정하여 Eco-mapping 연구 기
법(다각적 서식환경/서식생물 주제도 작성 및 분석과 인벤토리 구축)으로 연구거
점 서식지별 정밀 해저 지형 및 표층 퇴적물을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은 동해 중남
부 해역 경북 후포 동방에 위치하고 있는 왕돌초 지역과 동해 중부해역 울릉도 
남부에 위치한 능걸 지역을 선정하였다(Fig. 3.2.2.1.2.1 ～ Fig. 3.2.2.1.2.2). 
본 연구는 연구지역의 자세한 해저지형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해저지형 조
사, 서식지 해저면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해저면 환경 특성 조사 및 표층 퇴적물 
시료 획득 조사를 수행하였다. 정밀 해저 지형 및 해저면 환경 특성 조사 시기는 
왕돌초 지역은 2019년 4월과 6월에, 울릉도 능걸 지역은 2019년 9월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표층 퇴적물 시료 획득 조사 시기는 왕돌초 지역은 2019년 2월, 6
월, 9월 및 12월에 조사를 완료하였고 울릉도 능걸 지역은 2019년 2월, 5월, 8
월 및 12월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정밀 해저 지형 자료 및 후방 산란 자료(해저
면 환경 특성)는 다중빔 음향 측심기를 이용하여 획득했으며 표층 퇴적물 시료는 
Smith McIntype grab을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채취된 표층퇴적물은 실험실에서 
입도분석 및 TOC를 측정하였다. 조사에 이용한 선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
선인 장목 2호를 이용하였다(Fig. 3.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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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2.1. Study area of Wangdolcho in East Sea 

Fig. 3.2.2.1.2.2. Study area of Neunggul(Ulleungdo) in East Sea 

Fig. 3.2.2.1.2.3. R/V(Research Vessel) Jangmok No.2(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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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빔 음향 측심기를 이용한 해저지형조사는 특정 주파수로 측정 센서와 해저
면 사이의 음향 신호를 송수신하여 신호의 회신 시간과 반사 강도를 측정하여 해
저면의 수심을 측정하는 조사 방법이다(Fig. 3.2.2.1.2.4). 음향 신호의 회신 시간
과 수심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d= V×t
2

( V : 해수에서 음파 속도, t : 음파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d : 수심 )

Fig. 3.2.2.1.2.4. Schematic illustration of multi-beam echosounder fiel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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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센서로부터 해저면까지 음향 신호가 회신될 때 음향 신호의 회신 시간과 
함께 해저면에 반사되는 음향 신호의 후방 산란 강도(backscatter intensity)도 
계측이 가능하다. 음향 신호의 경우 측정 센서에서 동일한 주파수로 송신하더라도 
해저면의 지형 및 지질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신호 세기로 수신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송수신되는 음향신호의 시간을 계산함으로 수심에 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음향 강도의 후방 산란 강도를 계측함으로 신호 강도의 
각기 다른 분포에 따른 해저면 영상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현장조사에 활용한 장목 2호에 장착된 EM 2040(Kongsberg)은 최대 수심 약 
500 m까지 수심측량이 가능하고 기준 측선 좌우현으로 수심의 약 3 ～ 4배 정도 
면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Fig. 3.2.2.1.2.5). 수심조사 시 다중빔 
음향측심기의 자체 시스템 운용 프로그램인 SIS(seafloor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전반적인 자료의 획득범위와 품질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심자료를 기록 및 
저장하였다(Fig. 3.2.2.1.2.6).

Fig.3.2.2.1.2.5. EM 2040 TX tranducer, RX tranducer and PU system

Fig. 3.2.2.1.2.6. Acquisition of raw data using 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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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조사해역의 수온은 수심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측정 센서
에서 해저면까지 음향 신호가 송수신하는 과정 중에 수온의 시간 및 공간적인 변
화가 커지면 이로 인해 음향 신호의 속도가 굴절 및 왜곡됨으로 결과적으로 정확
한 수심 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하
여 해저지형 조사할 때 수심 측정과 함께 음속 프로파일러(sound veloccity 
profiler)로 조사해역의 해수면부터 해저면까지 수심대별 음속을 연속 측정하여 
측정된 음속 변화를 측정 프로그램에 적용 및 보정함으로 수심 측정의 오차를 최
소화하였다. 또한 측정 센서 근처에 음속 측정 센서(sound velocity)를 함께 활
용하여 지속적으로 표층 음속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 만약 시간 및 공간적인 
요인으로 인해 표층 음속의 변화가 커짐에 따라 음속 측정 센서의 자료와 미리 
측정된 음속 프로파일러의 자료의 차이가 증가될 경우 음속 프로파일러를 재측정
하여 프로그램에 보정하였다(Fig. 3.2.2.1.2.7).

Fig. 3.2.2.1.2.7. Observation of sound velocity profile 

(가) 다중빔 음향 측심기

  현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수심 원시 자료의 처리는 음향 신호의 특성에 따라 크
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음향 신호의 속도로부터 계산된 수심 자료를 여러 
보정을 통해 정확한 수심값을 도출하는 자료처리 과정과 음향 신호의 후방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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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추출하고 이미지로 변환하여 모자이크 및 보정 처리하는 자료처리로 구분
할 수 있다. 두 자료처리 과정이 끝난 후엔 최종 수심 자료 및 해저면 영상 자료
를 이용하여 각종 가시화와 분석을 통하여 서식지 환경특성을 해석함으로써 연구
지역 내 정밀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Fig. 3.2.2.1.2.8).

Fig. 3.2.2.1.2.8. Workflow of the processing for bathymetry and backscatt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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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지형 자료처리는 원시 자료에서 필요에 따라 깊이오류 제거(filtering), 자
세(navigation/altitude) 보정, 조위(tide) 보정, 음속(sound velocity profile) 
보정 등 수심 자료 측정 당시의 환경에 대한 변수값을 보정할 수 있는 일련의 1
차 보정 과정을 수행한다. 그 다음으로 수심을 측량했던 조사 측선별로 음향 빔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swath editor 기능과 특정 해상도로 만들 수 있는 수심 
평면도로 전체적인 2차원 또는 3차원의 수심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subset/slice editor 기능을 통해 획득된 수심 자료의 측정값 자체를 수정 및 편
집할 수 있는 2차 보정을 수행한다. 모든 보정이 끝난 후 생성 레이어별 분석 및 
전체 수심자료의 오측자료가 있는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수심 값을 도출한다
(Fig. 3.2.2.1.2.9 ～ Fig. 3.2.2.1.2.10).

Fig. 3.2.2.1.2.9. Workflow diagram of bathymetry processing

Fig. 3.2.2.1.2.10. Example of bathymetry processing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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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면 영상 자료처리는 원시 자료에서 후방 산란 강도값을 먼저 추출하는 과
정을 거쳐 모자이크(mosaic) 작업을 통해 해저면 영상을 이미지화한다. 모자이크 
생성은 개별 측선별로 이미지를 추출하되, 인접한 측선자료의 자료가 겹치면 자동
적으로 모자이크를 정합하여 2차원인 연속적인 이미지 가시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해저면 환경 특성에 따라 후방 산란 강도가 각각 다른 패턴을 나타냄으로 해
저면 환경 분류별로 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 시 조사 해
역 해저면 환경에 알맞는 후방 산란 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저 음향 흡수률
(absorption), 측정 빔 각도 변화별 증폭 설정(angle-varygin gain, AVG), 측정 
빔 외각 오차 각도 차단(cut off), 후방 산란 범위 설정(backscatter range) 등 
수심 자료 측정 당시의 환경에 대한 변수값을 보정할 수 있는 일련의 1차 보정 
과정을 수행한다. 그 다음으로 생성된 모자이크를 통해 전체 해저면 영상 자료를 
분석하여 해저면 환경 특성과 반향된 상이한 신호들이 있는 곳을 찾아 인접 자료
와 수동 레벨 밝기 조절(adjust), 오측 영상 부분 제거(clear segment), 빔 패턴 
보정(beam pattern correction) 등 획득된 수심 자료의 측정값 자체를 수정 및 
편집할 수 있는 2차 보정을 수행한다. 모든 보정이 끝난 후 생성 레이어별 분석 
및 전체 해저면 영상자료의 오측자료가 있는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해저면 영상
을 도출한다(Fig. 3.2.2.1.2.11 ～ Fig. 3.2.2.1.2.12).

Fig. 3.2.2.1.2.11. Workflow diagram of backscatter processing 

Fig. 3.2.2.1.2.12. Example of backscatter processing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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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처리가 완료된 해저 지형 자료와 해저면 영상 자료는 각각 지형 특징과 해
저면 환경 특징을 나타낸다. 이를 활용하여 정밀 해저 지형 자료와 해저면 영상 
자료를 중첩하여 서식지 환경 맵핑 주제도를 작성할 수 있다. 서식지 환경 맵핑 
주제도를 작성함으로서 어느 한 자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적인 현상에 
대해 서로 보완적으로 분석 가능하여 두 자료의 연계 분석을 통해 연구지역에 대
한 좀 더 자세한 서식지 환경에 대한 고찰할 수 있다. 또한 표층 퇴적물 분석 자
료로 대략적으로 파악된 해당 지역의 퇴적물 분포를 이 두 결과와 결합시켜 서식
지 환경 맵핑 분류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자료로부터 공통적으로 나
타날 수 있는 해저면 환경 분류의 오차를 최소화함으로 좀 더 정밀한 해저면 환
경 특성 분석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수중 영상 자료를 중첩시키거나 표층 퇴적
물로부터 얻어진 서식 생물 정보와 연계한다면 종합적인 서식지 환경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Fig. 3.2.2.1.2.13).

Fig. 3.2.2.1.2.13. Concept of Habitat characteristic mapping chart

(나) 표층퇴적물 입경분포 및 통계특성

  일반적으로 쇄설성 퇴적물(clastic sediments) 입경은 Udden(1898)이 처음
으로 제안하고 Wentworth(1922)가 수정한 소위 Udden-Wentworth grade 
scale에 따라 분류한다(Table 3.2.2.1.2.1.). Krumbein(1934)은 mm 단위의 입경
(D)을 다음과 같이 변환하는 phi scale을 제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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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D                                                          (3.1)  

  이를 사용하면 ① 일부 등급기준에 대해서는 분수를 사용하는 Udden- 
Wentworth scale과 달리 정수만을 사용하며, ② 조립질이 음수이므로 Udden에 
따라 조립입자를 x축 좌측에 배열하는 지질학자들의 도식관행에 부합하며, ③ 대
수그래프용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도식화와 통계변수 산정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Blatt et al., 1980).

입경 입경등급 

(mm) (f) (mm)

 Udden(1898)-

 

Wentworth(1922)

Friedman & Sanders(1978) 정(1970)

Boulders V. Large Boulder

s

Grav

el 

표력

(漂礫)2048 -11
Large

1024 -10
Medium

512 -9
Small

256 -8
Cobbles Large Cobble

s

왕자갈
128 -7

Small
64 -6

Pebbles V. Coarse Pebbles 잔자갈
32 -5

Coarse
16 -4

Medium
8 -3

Fine
4 -2

Granules V. Fine 왕모래
2 -1

V. Coarse V. Coarse Sand 모래
1 0

Coarse Coarse
1/2 1 500

Medium Medium
1/4 2 250

Fine Fine
1/8 3 125

V. Fine V. Fine
1/16 4 62.5

Coarse V. Coarse Silt Mud 펄 
1/32 5 31

Medium Coarse
1/64 6 16

Fine Medium
1/128 7 8

V. Fine Fine
1/256 8 4

Clay V. Fine 점토
1/512 9 2

Clay

Table 3.2.2.1.2.1. Sediment grad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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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취된 표층퇴적물의 실험･분석은 시료 전처리, 입경분포실험, 그리고 통계분
석 순으로 진행되며, 시료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입자들을 응집시키고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료 약 5 g을 500 
ml 비이커에 덜어내서 10 %의 과산화수소(H2O2)로 24시간 이상 반응시킨다.
 b) 시료를 건조시켜 쇄설성 퇴적물과 탄산염 성분의 총 무게를 측정한다.
 c) 0.1N 염산(HCl)으로 반응시켜 탄산염을 완전히 제거한다.
  전처리 과정이 끝난 퇴적물은 4φ(62.5 mm) 체를 이용한 습식체질(wet 
sieving)을 통해 조립질과 세립질 시료로 분리하며, 조립질은 오븐에서 건조시킨 
후 진탕기(Ro-Top Sieve Shaker)로 15분 동안 체질하여 입경별 무게를 측정
한다. 입경 4φ이상(62.5 mm 이하)인 세립질의 경우, 미국 Malvern 社의 입경
자동분석기 Mastersizer 20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3.2.2.1.2.4. Ro-top sieve shaker(a) and Mastersizer 2000(b)

  입경분포 통계변수(statistical parameters)는 중량 누적백분율 그래프를 이용
하는 Folk and Ward (1957)의 Inclusive Graphic Method로 구하였으며, 통계
변수인 평균입경(φ) , 분급도(sorting, φ) , 왜도(skewness)  및 첨도
(kurtosis) 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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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3)  

      




                                  (3.4) 

    

                                                  (3.5)

  여기서 , ,  등은 Fig. 3.2.2.2.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백분위 입경으로
서 각각 누적빈도(확률) 16%, 50% 및 84%에 해당하는 입경이다. 또한 퇴적상
은 Fig. 3.2.2.1.2.16. 의 Folk(1980)의 삼각분류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층퇴적물의 총유기탄소(TOC)는 건조된 표층퇴적물 2g에 1 mol의 염산
(HCl)으로 탄산염을 제거한 후 Thermo 社의 원소분석기 FlashEA®1112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3.2.2.2.15. Example of Cumulative curve(Folk, 1980)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160

Fig. 3.2.2.1.2.16. Ternary diagram(Folk, 1980)

나. 동해 핵심 연구거점의 생물군 생태특성 연구

(1) 핵심 연구거점 주변 연성 저서환경 및 저서생물 특성 파악

  본 연구는 동해 핵심 연구거점의 저서환경 및 저서생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형 및 대형저서동물의 생태특성을 파악하였다. 서식밀도, 생체량, 우점분류군 및 
다양성 분석을 통해 향후 아열대화에 따른 저서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핵심 연구거점 중 하나인 울진 왕돌초 지역은 2019년 2월, 6월, 9월 및 12
월에 조사를 완료하였고 울릉도 능걸 지역은 2019년 2월, 5월, 8월 및 12월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퇴적물 시료 채집을 위해 Smith McIntype grab을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채집된 퇴적물은 선상에서 syringe core(10 ㎠)를 이용하여 3개의 
부시료를 확보하고 5 % 중성포르말린으로 고정한 후 현장에서 연구실로 운반하
였다. 운반되어진 시료는 실험실에서 1 mm 체를 통과하고 37 ㎛ 체에 남겨진 시
료를 silica-gel Ludox HS-40에 넣어 원심분리 하여 밀도차이에 의한 생물 분
리 방법을 통해 중형저서동물을 퇴적물과 분리하였다(Robert Burgess, 2001). 
퇴적물과 분리된 중형저서동물은 각 크기의 체(500 ㎛, 250 ㎛, 125 ㎛, 63 ㎛, 
37 ㎛)로 크기별로 걸러내어 해부현미경 하에서 계수하였고, 광학현미경 하에서 
동정, 분류하였다. 생체량 분석은 Shirayama(1983)의 중형저서동물의 주요 분류
군별 개체당의 ash free dry weigh(㎍) 환산 값을 사용하였다. 각 정점의 군집 
다양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풍부도(Richness), 균등도 지수(Evenness Index), 다
양도 지수(Diversity Index)는 Shannon and Wiener (1963)에 의하여 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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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중형저서동물의 환경특성과 군집특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출현분
류군수, 서식밀도, 생체량, 종 다양도 값과 환경특성(Temperature, Salinity, pH, 
DO, TOC, 평균입도)값을 이용하여 비모수 통계기법(non-parametric)인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ver. 12.0).
  중형저서동물 및 대형저서동물의 서식에 영향을 주는 수층환경(수온, 염분, DO 
등)은 생물채집과 동시에 현장에서 CT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저서환경(퇴
적물 입도, 유기물 등)은 상자형시료채취기에서 소량의 퇴적물을 채취한 후, 총유
기탄소량(TOC)과 퇴적물입도 분석을 위해 냉동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Fig. 3.2.2.1.2.1. Study area of meiofauna and 

macrofauna in Wangdolcho from East Sea 

Fig. 3.2.2.1.2.2. Study area of meiofauna and 

macrofauna in Neunggul(Ulleungdo) from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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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연구거점 주변 경성 암반생태계 특성 연구

  본 연구는 동해 핵심 연구거점별 경성 암반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아열대 해
역의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중과학잠수조사를 통해 종목록을 
구축하고 수중서식지의 구체적인 가시화를 위해 서식지영상지도 및 수중생태지도
를 제작하였다. 핵심 연구거점 중 하나인 왕돌초 지역은 등부표가 설치된 수심 
25 ～ 30 m 암반 서식지 주변의 무척추동물과 해조류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고 수
중영상 약 900 ～ 1,200장을 합성하여 하나의 서식지영상지도(10 m x 10 m) 
제작하였으며, 집중적인 조사시기는 고수온기인 8월 ～ 9월에 조사를 수행하였다. 
울릉도 능걸 지역은 울릉도 남쪽 사동항 인근의 다이빙 포인트로 매우 유명한 지
역인 능걸 지역의 수심 6 ～ 25 m 지역이며, 마찬가지로 암반 서식지 주변의 무
척추동물과 해조류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고 서식지영상지도(10 m x 10 m)를 제
작하였다(Fig. 3.2.2.1.3.1). 울릉도 능걸 연구지역의 경우 향후 사동한 인근에 신
공항이 건설 예정중인 지역으로 아열대화에 의한 서식생물의 변동 뿐아니라 인위
적인 환경교란에 의한 서식환경 변화가 서식생물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
는 중요한 지역이다. 

Fig. 3.2.2.1.2.3. Study area of Habitate image composite map and underwater 

eco-map in East Sea

3.2.3. 결과

가. 동해 핵심 연구거점의 서식환경 특성 연구

(1) 핵심 연구거점 주변 물리 환경요소 파악

(가) 울릉도 연안 핵심라인 월별 모니터링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운영착수 직후인 2014년 6월부터 울릉도 현포항 북쪽 
3 nm 이내에 4개의 정점에 대한 정기 관측을 수행해왔다. Fig. 3.2.3.1.1은 조사 
정점 위치도를 나타내며, Fig. 3.2.3.1.1.2는 US3 정점에서의 수심별 수온, 염분, 
클로로필 분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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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1.1. CTD stations in Ulleungdo

Fig. 3.2.3.1.1.2. Dis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chlorophyll by water depth at US3 (June 2014 ~ October 2019)

(나) 울릉도 남쪽 능걸 주변

  동해안 아열대화 핵심 진단 지역 중의 하나인 울릉도 남쪽 능걸 주변의 2019
년 물리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능걸에서 북동쪽 약 3 km 해상에 위치한 기
상청 울릉읍 파고 부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9년 1 ～ 3월에는 표층수온이 
예년에 비해 3 ～ 4℃정도 비교적 높았으며, 6 ～ 8월에는 예년에 비해 2 ～ 
3℃ 낮았다. 그러나 25℃ 이상일수는 연간 42일 정도로 최근 5년 동안 2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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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며, 반면에 20℃ 이상일수는 최근 5년간 가장 작은 111일 수준이었다. 
즉, 2019년은 30℃ 이상의 고수온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25℃ 이상 고수온일수
가 비교적 많았으며, 1 ～ 3월에는 예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수온이 높은 상황이
었음을 알 수 있다.

Fig. 3.2.3.1.1.3. Surface temperature observed at the Ulleung-eub coastal 

buoy between 2012 and 2019 (up), maximum wave height by the 

Ulleung-eub coastal buoy during 2019(down)

연도 25℃이상 20℃이상 10℃이하 5℃이하

2015 18.71 118.08 0 0

2016 35.38 148.00 13.04 0

2017 44.92 123.13 6.21 0

2018 40.58 120.79 63.58 0

2019 42.00 110.83 0 0

Table 3.2.3.1.1.1. Annual number of observation days by water temperature zone 

observed at Ulleung-eub coastal buoy, KMA

(다) 대마난류권 수온변화 특성

  대마난류권에 위치한 지역들의 수온변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
에서 제공하는 2017년의 표층수온 격자별, 월별 재분석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 
정점은 큐슈 남단의 야쿠시마로부터 시작해 울릉도, 독도까지 총 7개의 정점을 
선정하였다. 각 정점에서의 2017년의 연평균 수온은 야쿠시마(22.99℃), 제주도
(20.20℃), 대마도(19.65℃), 오키섬(19.17℃), 왕돌초(18.20℃), 독도(17.4
5℃), 울릉도(17.33℃)순으로 높은 특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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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1.4. Location of analysis of changes in water 

temperature in the Tsushima warm current

Fig. 3.2.3.1.1.5. Monthly average surface water temperature distribution in 2017 at major 

points based on reanalysis data, K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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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야쿠시마 제주도 대마도 오키섬 왕돌초 울릉도 독도

1 20.13 15.86 15.51 14.77 12.27 13.24 13.54

2 18.59 14.47 14.12 12.44 13.32 11.93 11.08

3 18.29 14.10 14.67 12.82 13.58 11.64 11.02

4 19.51 15.47 15.76 14.6 14.69 12.73 11.82

5 21.95 17.23 17.71 17.62 15.99 15.88 15.26

6 23.66 20.96 20.49 20.58 18.95 19.22 19.41

7 27.68 26.34 24.98 25.00 21.55 23.98 24.21

8 28.72 29.05 27.73 27.24 26.40 25.90 26.48

9 27.67 27.08 25.24 25.3 24.52 23.65 24.16

10 25.88 23.98 22.62 22.45 22.2 20.32 20.89

11 23.67 20.74 19.91 19.73 18.87 16.47 17.53

12 20.15 17.10 17.07 17.49 16.01 13.02 13.98

평균 22.99 20.20 19.65 19.17 18.20 17.33 17.45

Table 3.2.3.1.1.2. Monthly average surface water temperature distribution in 2017 at 

major points based on reanalysis data, KHOA

(라) 물리 환경인자(수온, 파고, 바람, 강수량, 염분) 특성 분석

① 수온

  지난 100여년간(1900∼2018년) 울릉도(독도)를 포함하는 동해 중부 해역의 
해수면 온도 상승률은 1.70℃/100년로, 전 세계 평균 상승률(0.54℃/100년)보
다 크고,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 중 가장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
고 있다. Fig. 3.2.3.1.1.6은 국립해양조사원 울릉도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1965
년 8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의 표층수온 분포를 나타낸다. 울릉도 조위 관측소
에서 관측된 표층 수온은 0.023℃/년의 비율로 증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울릉
도 연안의 표층 수온 증가 경향은 특정 수온대의 출현일수로 보면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울릉도 연안의 표층 수온은 53년간(1966-2018년) 연간 20℃ 이상 
일수가 54일 증가한 반면에, 연간 10℃ 이하 일수는 42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Fig. 3.2.3.1.1.7). 2015년 무렵부터 연간 25℃ 이상일수가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해 이전과 다른 양상의 표층 아열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최근의 아열대화는 동해 연안인 후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Fig. 
3.2.3.1.1.8)
Fig. 3.2.3.1.1.8는 울릉도(독도) 해역의 표층 수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 연안에 설치된 기상청 파고부이 및 해양기상부이의 2018년 표층수온 자료
로부터 25℃, 20℃, 10℃, 5℃ 등 각 수온대별로 출현 일수 분포를 나타낸다. 
2018년의 경우, 울릉도(독도) 해역은 동해연안 및 제주도 연안에 비해 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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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출현 일수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018년의 경우, 25℃ 이상 
출현일수는 울릉구암이 43.3일, 독도 50.3일인 반면에, 울진 죽변은 22.1일, 강원
도 토성은 24.6일, 제주 신산의 경우 49.4일 이었다. 20℃ 이상 일수의 경우, 제
주도 연안에 비해 비록 작지만 동해 연안에 비해 출현일수가 많다. 반면에 10℃ 
미만의 일수는 제주도 연안은 거의 0일인 반면에 독도는 68.2일, 울릉도 구암은 
63.9일로 나타났다.
Fig. 3.2.3.1.1.9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 정선 관측 자료로부터 1961 ∼ 2018년 
동안의 동해 수심별 수온의 선형변화율 및 104, 105 라인의 수심별 변화율을 나
타낸다. 울릉도 주변 해역의 표층 수온은 증가하는 반면에 200 ～ 500 m 근처
의 중층 수온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Fig. 3.2.3.1.1.6. Distribution of surface water temperature and annual number of 

appearance days by water temperature zone (25, 20, 10℃) from 1966 to 2019 

observed at the Ulleungdo Tidal Observatory, KHOA

Fig. 3.2.3.1.1.7. Annual appearance days of surface water temperature 25℃ or 

higher during 2003 ~ 2018 observed at Ulleungdo (blue) and Hupo (red) tide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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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1.8.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appearance days by water 

temperature zone (25 degrees, 20 degrees, 10 degrees) during 2018 

observed a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wave buoys and the 

Oceanic Meteorological Buoy

104

105

104

105

104

105

104

105

Fig. 3.2.3.1.1.9. The rate of linear change of water temperature in water depth in 

the East Sea from 1961 to 2018 and the rate of change by depth of line 104 and 

105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and Fisheri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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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고와 바람

  Fig. 3.2.3.1.1.10은 1999 ～ 2018년 동안의 기상청의 울릉도(독도) 해역을 포
함하는 동해 중부 먼바다에 발령된 풍랑특보의 연별, 월평균 발령현황을 나타낸
다. 기상청 예보업무규정(기상청 훈령 제760호: 2013.10.25 일부개정)특보 발표 
기준에 따르면, 해상에서 풍속 14 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가 3 m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주의보를 발령하며, 해상에서 풍속 21 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 m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경보를 발령한다. 
연 평균 풍랑 특보 발령일은 69.2일을 보였으며, 월 평균 분포로는 6월이 평균 
1.2일로 연중 최소를 보이며, 12월이 11.1일로 연중 최대를 보였다. 연별 풍랑특
보 발령일은 2008년에 44.3일로 최소, 2002년에 94.7일로 최대를 보였다. 1999 
～ 2003년에는 풍랑특보 발령일이 평균 74.9일인 반면에, 2004 ～ 2008년에는 
평균 50.5일로 감소되었으며, 2009 ～ 2018년에는 평균 75.7일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2001년 5월 최초 계류된 기상청 동해 해양기
상부이의 파고자료에서도 잘 나타난다(Fig. 3.2.3.1.1.11).
  Fig. 3.2.3.1.1.12는 2011년 12월 최초 계류된 기상청 울릉도 해양기상부이에
서 관측된 2011 ～ 2019년 동안의 순간 풍속, 월별 바람벡터, 최대파고, 월평균 
바람벡터 및 월평균 풍속 그리고 월평균 최대파고 분포를 나타낸다. 기상청 울릉
도 해양기상부이의 월별 평균 최대 파고 분포는 연중 6월에 최소, 12월에 최대를 
보였다. 바람 분포는 4 ～ 8월에는 주로 남서풍 혹은 남동풍의 바람이 불었으며, 
9 ～ 10월에는 북동풍이, 11 ～ 3월에는 북서풍의 바람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
이 있다.

Fig. 3.2.3.1.1.10. The number of days and monthly averages of annual storm warnings 

issu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for the period 1999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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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1.11. Distribution of significant wave heights and maximum wave heights 

from 2001 to 2019 observed a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East Sea 

Ocean Meteorological Buoy 

Fig. 3.2.3.1.1.12. Instantaneous wind speed, monthly wind vector, maximum wave 

height, monthly average wind vector and monthly average wind speed, monthly 

average maximum wave height observ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Ulleungdo Ocean Meteorological Buoy for 20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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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수량 

  강수량은 동해안 해역의 염분 변동 및 연안의 토사 유입 증가로 저서생물 등 
울릉도 해안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요한 해양환경 정보라 할 수 있다. 
Fig. 3.2.3.1.1.13은 울릉도 기상대(울릉도 도동에 위치함)에서 측정한 1938년 8
월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의 울릉도 일별 강수량, 연별 강수량, 월평균 강수
량, 10 mm 이상 지속일의 누적강수량 분포를 나타낸다. 울릉도의 연 평균 강수
량은 1386.38 mm였으며, 1953 ～ 1964, 2002 ～  2014년 사이에 평균 보다 
상회에는 연 강수량 분포를 보였다. 월별 강수량 분포로는 9월에 평균 162.6 
mm로 최대, 3월에 76.6 mm 로 가장 낮은 월 평균 강수량을 보였다. 10 mm 이
상 지속일의 누적 강수량으로 볼 때, 2002년 8월 6일 ～ 11일에 누적 강수량 
520.5 mm로 1938년 관측 이래 최대를 보였다. 특히, 누적 강수량 관련하여 상
위 10개 중 2000년대 이후가 7회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주목된다(Table 
3.2.3.1.1.3).
  Fig. 3.2.3.1.1.13은 1951년부터 2017년 동안의 동해상으로 진입한 태풍의 분
포를 나타낸다. 태풍이 울릉도에 근접할 시기의 울릉도 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압 및 일강수량 분포를 함께 나타내었다. 울릉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주로 8
월 중순부터 9월 중순사이에 영향을 미쳤으며,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태풍은 
1961년 5월 28일에 영향을 미친 Betty 였으며, 가장 늦게 영향을 미친 태풍은 
1998년 10월 17일에 영향을 미친 Zeb이었다. 태풍이 울릉도에 접근할 때 기압 
분포로 볼 때 태풍의 강도는 1955년 전후, 1990년 전후, 2000년 전후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태풍 시기의 강수량 분포를 볼 때 2000년대 이후 태풍에 의
한 강수량이 증가 하는 추세가 또한 특징적이다.

Fig. 3.2.3.1.1.13. Daily precipitation, annual precipitation, monthly average 

precipitation, and cumulative precipitation distribution for days lasting more than 

10 mm from August 1938 to October 2019 at Ulleu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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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발생일 강수량
1위 2002.08.06~11 520.5
2위 2016.08.28~30 398.1
3위 2011.06.23~26 300.0
4위 2004.09.06~08 259.0
5위 1981.09.03 257.8
6위 1960.09.18~19 253.1
7위 2005.09.06~07 249.0
8위 1950.09.12~14 239.6
9위 2015.11.07~09 235.0
10위 2004.08.17~19 232.0

Table 3.2.3.1.1.3. Ranking of accumulated precipitation for days lasting more than 10 

mm from August 1938 to October 2019 a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Ulleungdo Observatory 

Fig. 3.2.3.1.1.14. Air pressure around Ulleungdo (left) and distribution of 

precipitation on Ulleungdo (right) according to yearly and monthly 

typhoon periods of typhoons that affected Ulleungdo 

④ 염분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의 상층에 출현하는 주요 물성은 1) 여름철 표층의 저염수
를 특징으로 하는 대마난류 표층수 2) 고온 고염의 대마난류 중층수 3) 중층의 높
은 용존산소량을 특징으로 하는 동해중층수(East Sea Intermediate Water)로 구
별될 수 있다. 염분 33.8 미만, 수온 20℃이상으로 정의되는 저염, 고온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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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대마난류표층수는 양자강 저염수 혹은 남해연안수의 영향을 받은 물이 제주해
류 혹은 대마난류에 실려 동해로 유입된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Nof, 2001; Lie et 
al., 2003). Fig. 3.2.3.1.1.15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동해 정선관측자료로부터 2010년
부터 2017년 동안의 격월별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다. 6월부터 10월 사이에 대
마난류 표층수가 동해 남서부 해역에 주로 출현하며, 격월 자료는 표층 염분이 8월
에 가장 저염의 특성을 보여준다. Fig. 3.2.3.1.1.16은 2006년 11월 ～ 2018년에 
연구선 기반 CTD 자료를 바탕으로 울릉도로부터 독도방향의 거리별 대마난류 표층
수의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다. 대마난류 표층수(염분 33.8 미만, 수온 20℃이
상)는 6월 하순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울릉도 독도 해역에 출현하고 있음을 잘 나
타내며, 8월은 모든 관측기간 동안 출현 하였다. 대마난류 표층수의 수심 분포는 
11월 초순(2010.11.7)에 최대 56 m까지 발달하였으며, 6월부터 11월로 갈수록 점
차 깊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Fig. 3.2.3.1.1.17). 8월에는 2018년 8월 20일 관측
에서 최대 31 m까지 발달하였다.
  Fig. 3.2.3.1.1.18은 독도 동쪽 3.2 km 해상에 계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실시간 
독도해양관측 부이에서 관측된 2009년 ～ 2018년 동안의 수심별 월평균 수온, 염
분 분포를 나타낸다. 대마난류 표층수(염분 33.8 미만, 수온 20℃이상)는 평균적으
로 6월 하순 혹은 7월 무렵부터 독도 해역에 출현하여 10월까지 나타나며, 11월에 
접어들면서 표층 수온은 20℃미만으로 낮아진다. 평균적으로 표층 수온은 8월에 가
장 높지만, 표층 염분은 평균적으로 9월에 가장 저염수가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대마난류 표층수의 두께는 6월에 가장 얕고, 7월은 20 m 이내이며,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다가 10월에 약 40 m로 가장 두꺼워 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Fig. 3.2.3.1.1.15. Bi-monthly surface salinity distribution from 

2010 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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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16. Monthly surface salinity distribution of the surface water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Ulleungdo from 2006 to 2018

Fig. 3.2.3.1.17. Monthly water depth distribution of the surface water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Ulleungdo from 2006 to 2018 

Fig. 3.2.3.1.1.18. Monthly average dis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by 

depth of water observed from the Dokdo Ocean Observation Buoy from 2009 to 2018 

(the white line means the isometric line of salinity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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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연구거점 주변 서식지 지형 및 지질특성 파악

(가) 핵심 연구거점 왕돌초 지역

① 왕돌초 정밀 해저 지형도

  동해 왕돌초 지역은 동해 중부 해역의 대표적인 고지대인 후포퇴의 중심에 속
해 있다. 조사지역은 울진 후포항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 25 km 떨어져 있으며 
왕돌초 전체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약 4.3 km x 7.9 km)과 왕돌초 해양과학 
등부표 주변 지역이다(약 1 km x 1 km). 해양과학 등부표는 왕돌초의 중심부
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 수심은 약 6 ～ 7 m 정도이다. 연구지역에서 수행한 
정밀 해저 지형은 수심 약 6 ～ 180 m까지 다양한 수심대를 형성하고 있다(Fig. 
3.2.3.1.2.1 ～ Fig. 3.2.3.1.2.2). 그 중 가장 수심대가 가장 얕은 3개의 봉우리지
역인 셋잠(북쪽), 중간잠(중간), 맞잠(남쪽)이 나타나고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매우 복잡한 해저지형이 나타나고 있다. 셋잠(북쪽)은  수심 약 8 ～ 40 m,  중
간잠(중간)은 수심 약 6 ～ 40 m, 맞잠(남쪽)은 수심 약 9 ～ 40 m대를 나타나
며 암반들은 주로 수심 약 30 m대 이내에 분포한다. 특히 중간잠에 위치하는 봉
우리는 정중앙부에 해양과학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주변은 암반지대가 주
로 우세하게 분포한다.

Fig. 3.2.3.1.2.1. Detailed bathymetry map around Wangdolcho i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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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2. Detailed bathymetry map around Wangdolcho marine 

observatory in East Sea 

  왕돌초 중심부를 기준으로 서쪽 해역은 암반 지대를 지나 수심 약 80 m까지 급격
한 경사로 수심이 깊어지면서 서쪽 후포분지와 연결된다. 특히 왕돌초 남서쪽 해역은 
다른 해역보다 경사가 매우 급경사를 이루면서 절벽과 같은 지형이 나타난다. 동쪽 
해역은 서쪽 해역에 비해 암반 지대를 지나 수심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게 깊어진
다. 왕돌초 암반 지대에서 암반들의 연장모습이 전체적으로 북동 방향으로 뻗어나가
는 형태가 나타나며 이는 인근 육지지역의 옥천대, 영남지괴 등 주요 구조선 방향과 
유사한 방향을 지니고 있다(김, 1982). 정밀 해저 지형 자료로부터 예상된 수중 암
반 지대는 조사지역에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큰 3개의 봉우리 지대에 집
중되어 나타난다. 수중 암반 지대들 사이로 평평한 지대들이 나타나며 이는 주변 암
반지대에 비해 수심이 깊어 퇴적물이 쌓이는 지역으로 판단된다(김과 박, 2014). 이 
지역은 한반도 동쪽 대륙주변부에 속해 신생대의 지구조 운동을 받은 지역으로 알려
져 있으며 후포퇴의 기반암은 한반도 동부지역에 노출된 캠브리아전기 편마암, 고생
대의 퇴적암, 쥬라기부터 백악기 시대에 관입한 화강암 등 복잡한 화성암체가 연장된 
지역으로 해석된다(김, 1982; Yoon and Chough, 1995).

② 왕돌초 해저면 영상도

  동해 왕돌초 지역에 대해 후방산란자료를 이용한 해저면 영상 조사로 해저면 
환경 특성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정밀 해저 지형과 동일한 범위의 해저면 영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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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분석하였다. 정밀 해저 지형 자료 결과와 해저면 영상 결과와 비교하면 전
체적으로 두 자료에서 나타나는 수중 암반 지대와 퇴적 지대에서 표현되는 특징
들이 일치하고 있다(Fig. 3.2.3.1.2.3 ～ Fig. 3.2.3.1.2.4). 정밀 해저 지형 자료
에서 나타났던 왕돌초 서쪽 해역과 동쪽 해역과의 지형 패턴 차이가 해저면 영상 
자료에서 더욱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다. 수중 암반 지대는 주로 큰 3개의 봉우리 
주변에 위치하며 수중 암반 사이로 일부 퇴적 지대가 나타난다. 퇴적 지대는 주
로 왕돌초 서쪽 해역 경계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왕돌초 남서쪽 해역은 
수심이 깊어지면서 퇴적물 조성이 다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과학 
등부표 주변 지역은 등부표 남쪽을 제외한 지역에서 암반 지대가 우세하게 분포
하고 있다. 이러한 해저면 영상 자료는 정밀 해저 지형 자료와 함께 서식지 맵핑 
주제도 작성에 활용하고 통합․연계 분석하였다.

Fig. 3.2.3.1.2.3. Seafloor image around Wangdolcho in East Sea 

Fig. 3.2.3.1.2.4. Seafloor image around Wangdolcho marine 

observatory i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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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왕돌초 표층 퇴적물 분석

  동해 왕돌초 지역의 해저환경 특성 분석을 위해 정밀 해저 지형 자료 범위 내
에서 왕돌초 주변 수심 약 60 m 지역 정점 12지점에서 계절별 표층 퇴적물 획
득 및 분석 수행하였다. 퇴적물 채취시기는 2019년 2월 21 ～ 22일(동계), 6월 
4 ～ 14일(춘계), 9월 25 ～ 26일(하계), 12월 29일(추계) 총 4회 실시하였고, 
총 48개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였다.

Fig. 3.2.3.1.2.5. Station map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The red circle is indicate stations where the sample 

collection was successful)

Sation
No.

Location(WGS–84) Sation
No.

Location(WGS–84)
Latitiude Longitude Latitiude Longitude

01 36°44′27.61″ 129°43′40.94″ 07 36°42′14.63″ 129°43′47.36″

02 36°44′18.92″ 129°44′17.67″ 08 36°43′21.36″ 129°45′37.45″

03 36°43′46.45″ 129°43′20.56″ 09 36°41′31.05″ 129°43′55.81″

04 36°43′50.10″ 129°44′47.08″ 10 36°41′25.96″ 129°45′36.73″

05 36°43′2.18″ 129°43′21.06″ 11 36°40′35.25″ 129°44′8.17″

06 36°43′2.72″ 129°45′5.35″ 12 36°40′32.70″ 129°45′8.68″

Table 3.2.3.1.2.1. Location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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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차 조사 결과(동계)

  1차 조사한 왕돌초 주변 표층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조성, 조직변수, 퇴적상)
을 Fig. 3.2.3.1.2.6, Table 3.2.3.1.2.2.에 제시하였다. 퇴적상 입도조성을 
Folk(1980)의 삼각좌표(GSM Diagram)에 도시한 결과, 2019년도 1차 동계조사
에서는 니사질역(msG, Muddy Sandy gravel), 사질역(sG, Sandy Gravel), 역질
사(gS, Gravelly Sand)로 분류되는 3개의 퇴적상이 우세하게 분포하였다.

Fig. 3.2.3.1.2.6. Ternary diagrams of 

surface sedimentsaround Wangdolcho (1st, 

2019) 

Sample  No ST1 ST2 ST3 ST4 ST5 ST6 ST7 ST8 ST9 ST10 ST11 ST12

C
om

p
osition

 
(%

)

Gravel 82.8 37.0 10.6 30.9 23.4 52.4 1.5 33.1 40.8 44.5 46.3 21.4

Sand 15.5 41.9 85.4 67.7 72.0 40.9 95.8 24.8 49.2 54.0 50.0 71.6

Silt 1.4 14.6 3.2 1.1 3.7 5.5 2.2 32.6 7.0 1.2 3.1 5.6

Clay 0.4 6.5 0.8 0.3 0.9 1.3 0.6 9.5 3.0 0.3 0.7 1.4

TOC 0.30 1.83 0.40 0.26 0.74 0.93 3.02 2.22 0.93 0.11 0.39 0.57

Sed Type G msG gS sG gS msG (g)S mG msG sG sG gS

T
extu

ral
P
aram

eters

mean
(Φ)

-1.68 1.08 0.33 -0.40 -0.26 -0.84 2.21 1.97 -0.26 -0.71 -0.48 -0.02

Sorting
(Φ)

0.81 3.71 1.22 1.07 1.45 1.79 0.80 4.02 2.43 1.37 1.86 1.79

Skewness 0.03 0.50 0.02 -0.06 0.11 0.46 -0.04 0.48 0.33 0.14 0.14 0.37

Kurtosis 1.09 1.22 1.67 0.81 1.55 2.27 1.04 0.60 1.55 1.04 0.72 1.83

Table 3.2.3.1.2.2.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1st, 2019)

  1차 조사에서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mean)는–1.68∼2.21Φ, TOC는 
0.11∼3.02%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분급도(sorting)는 0.80∼4.02Φ로 
Moderately sorted에서 Very poorly sorted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왜도
(Skewness)의 분표는 –0.06∼0.50로 Symmetrical에서 Very positively 
skewed의 양상을 보였으며, 첨도(Kurtosis)는 0.60∼2.27로 Very 
platykurtic에서 Very lept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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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7. Composition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1st, 

2019/clockwise from left-top : Gravel, Sand, TOC, M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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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8.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1st, 

2019/clockwise from left-top : Mean, Sorting, Kurtosis, 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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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차 조사 결과(춘계)

  2차 춘계조사에서 왕돌초 주변 표층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조성, 조직변수, 
퇴적상)을 Fig. 3.2.3.1.2.9, Table 3.2.3.1.2.3.에 제시하였다. 퇴적상 입도조성
은 역질사(gS, Gravelly Sand), 역니질사(gmS, Gravelly Muddy Sand), 니질역
(mG, Muddy Gravel)이 우세하게 분포하였다.

Fig. 3.2.3.1.2.9. Ternary diagram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2nd, 2019)

Sample  No ST1 ST2 ST3 ST4 ST5 ST6 ST7 ST8 ST9 ST10 ST11 ST12

Gravel 70.36 47.62 3.07 16.33 26.61 25.42 11.96 34.29 22.83 23.73 32.64 26.84

Sand 11.78 25.21 89.70 77.09 61.59 24.13 83.19 45.87 69.55 74.36 61.79 65.67

Silt 13.50 19.64 5.55 5.04 7.90 39.74 3.82 15.55 5.49 1.42 4.41 5.86

Clay 4.36 7.52 1.68 1.54 3.90 10.71 1.02 4.29 2.13 0.50 1.16 1.63

TOC 3.43 0.45 2.02 0.19 3.89 0.55 1.58 4.87 2.79 0.08 0.27 0.72

Sed Type mG mG (g)S gS gmS gM gS msG gS gS sG gmS
mean
(Φ)

0.55 1.49 0.58 0.56 -0.04 3.41 0.51 1.06 0.22 0.10 0.11 -0.14

Sorting
(Φ)

3.58 3.79 1.58 1.82 2.31 4.03 1.45 3.33 2.07 1.34 2.00 1.97

Skewness 0.76 0.80 0.35 -0.04 0.42 -0.21 0.02 0.58 0.16 -0.06 0.01 0.33

Kurtosis 2.66 0.63 2.95 1.68 2.20 0.58 1.68 1.31 1.64 0.75 1.08 1.84

Table 3.2.3.1.2.3.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2nd, 2019)

  2차 조사에서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0.14∼3.41Φ, TOC는 0.08∼
4.87%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분급도는 1.34∼4.03Φ로 Poorly sorted에서 
Very poorly sorted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왜도의 분표는 –0.21∼0.80로 
Negatively skewed에서 Very positively skewed의 양상을 보였으며, 첨도는 
0.58∼2.95로 Very platykurtic에서 Very lept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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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10. Composition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2nd, 

2019/clockwise from left-top : Gravel, Sand, TOC, M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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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11.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2nd, 

2019/clockwise from left-top : Mean, Sorting, Kurtosis, 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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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차 조사 결과(하계)

  3차 하계 조사에서 왕돌초 주변 표층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조성, 조직변수, 
퇴적상)를 Fig. 3.2.3.1.2.12, Table 3.2.3.1.2.4.에 제시하였다. 퇴적상 입도조성
은 역질사(gS, Gravelly Sand), 역질니(gM, Gravelly Mud), 사질역(sG, Sandy 
Gravel)의 퇴적상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Fig. 3.2.3.1.2.12. Ternary diagram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3rd, 

2019)

Sample  No ST1 ST2 ST3 ST4 ST5 ST6 ST7 ST8 ST9 ST10 ST11 ST12

C
om

p
osition

 
(%

)

Gravel 79.56 19.68 11.36 6.95 14.03 47.87 7.12 12.89 19.09 31.28 10.60 13.14 

Sand 7.68 15.97 84.68 91.16 82.89 46.10 15.84 74.85 80.10 63.60 86.47 80.82 

Silt 8.77 42.52 3.00 1.55 2.41 4.12 52.05 8.45 0.74 3.41 2.20 4.51 

Clay 3.99 21.83 0.96 0.34 0.67 1.91 24.99 3.81 0.07 1.71 0.73 1.53 

TOC 4.11 4.93 0.51 0.24 0.31 0.92 7.2 1.4 0.22 0.91 0.35 0.58

Sed Type mG gM gS gS gS msG gM gmS gS sG gS gS

T
extu

ral
P
aram

eters

mean
(Φ)

-1.47 4.42 0.48 0.25 0.75 -0.84 5.8 0.63 -0.15 -0.39 0.87 0.69

Sorting
(Φ)

2.26 4.37 1.26 0.87 1.42 2.04 3.35 2.28 1.16 1.62 1.31 1.83

Skewness 0.58 -0.5 -0.01 -0.19 -0.32 0.24 -0.42 0.41 0.03 0.28 -0.23 0.2

Kurtosis 3.37 0.65 1.28 1.54 0.96 1.15 1.26 2.09 1.09 1.57 1.38 1.2

Table 3.2.3.1.2.4.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3rd, 2019)

  3차 조사에서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1.47∼5.80Φ, TOC는 0.22∼
7.20%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분급도는 0.87∼4.37Φ로 Moderately sorted에
서 Extremely poorly sorted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왜도의 분포는 –0.50∼
0.58로 Very Negatively skewed에서 Very positively skewed의 양상을 보
였으며, 첨도는 0.65∼3.37로 Very platykurtic에서 Extremly lept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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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13. Composition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3rd, 

2019/clockwise from left-top : Gravel, Sand, TOC, M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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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14.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3rd, 

2019/clockwise from left-top : Mean, Sorting, Kurtosis, 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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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차 조사 결과(추계)

  4차 추계 조사에서 왕돌초 주변 표층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조성, 조직변수, 
퇴적상)을 Fig. 3.2.3.1.2.15, Table 3.2.3.1.2.5.에 제시하였다. 퇴적상 입도조성
은 역질사(gS, Gravelly Sand), 사질역(sG, Sandy Gravel), 약역니질사((g)mS, 
Slightly Gravelly Muddy Sand)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Fig. 3.2.3.1.2.15. Ternary diagram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4th, 2019)

Sample  No ST1 ST2 ST3 ST4 ST5 ST6 ST7 ST8 ST9 ST10 ST11 ST12

C
om

p
osition

 (%
)

Gravel 38.72 4.03 20.92 49.21 19.01 15.90 0.00 48.20 5.64 28.50 9.02 4.03

Sand 28.95 53.23 74.57 47.90 71.52 25.26 33.77 45.88 48.55 70.63 89.15 74.83

Silt 23.90 31.67 3.92 2.34 8.06 41.71 47.46 4.78 33.51 0.79 1.42 15.57

Clay 8.43 11.07 0.59 0.55 1.42 17.14 18.77 1.15 12.32 0.09 0.42 5.57

TOC 1.97 1.89 0.23 0.11 0.30 2.64 5.10 0.67 2.25 0.08 0.12 0.86

Sed Type mG (g)mS gS sG gmS gM sZ msG gmS gS gS (g)mS

T
extural

P
aram

eters

mean
(Φ)

1.61 3.67 0.07 -0.74 0.13 4.29 4.94 -0.78 3.40 -0.27 1.53 2.33

Sorting
(Φ)

4.03 3.30 1.56 1.36 1.94 4.07 3.47 1.74 3.54 1.36 1.26 2.77

Skewness 0.57 0.19 -0.02 0.26 0.26 -0.41 -0.36 0.37 0.28 0.04 -0.28 0.39

Kurtosis 0.61 0.75 1.45 1.10 2.01 0.67 0.64 1.96 0.64 0.94 2.03 1.49

Table 3.2.3.1.2.5.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4th, 2019)

  4차 조사에서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0.78∼4.94Φ, TOC는 0.08∼5.10%
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분급도는 1.26∼4.07Φ로 Poorly sorted에서 Extremely 
poorly sorted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왜도의 분포는 –0.41∼0.57로 Very 
Negatively skewed에서 Very positively skewed의 양상을 보였으며, 첨도는 
0.61∼2.03로 Very platykurtic에서 Very lept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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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차 조사 동안 정점별의 조성 및 조직변수 변화 특성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해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자료 채취·분석을 통해 
표본수가 증가하면 정점별 변화 특성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Fig. 3.2.3.1.2.16. Composition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4th, 

2019/clockwise from left-top : Gravel, Sand, TOC, M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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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17.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3rd, 

2019/clockwise from left-top : Mean, Sorting, Kurtosis, 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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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왕돌초 서식지 환경 맵핑 분석

  동해 왕돌초 지역의 정밀 해저 지형 자료와 해저면 영상 자료로부터 조사지역
의 지형 특징과 해저면 환경 특성을 통합 및 연계 분석하기 위하여 정밀 해저 지
형 자료와 해저면 영상 자료를 중첩하여 서식지 환경 맵핑 주제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작성한 서식지 환경 맵핑 주제도와 표층 퇴적물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해저
면 환경 특성을 분석 및 분류함으로 최종적으로 서식지 환경 맵핑 자료와 해저면 
환경 분류 자료를 중첩한 서식지 환경 맵핑 분류도를 작성하였다(Fig. 
3.2.3.1.2.18 ～ Fig. 3.2.3.1.2.23).

Fig. 3.2.3.1.2.18. The habitat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seafloor images and detailed bathymetry map 

around Wangdolcho in East Sea 

Fig. 3.2.3.1.2.19. The habitat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seafloor images and detailed 3D bathymetry map around 

Wangdolcho in East Sea. a) S view, b) N view, c) E view, d) W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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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20. The habitat classification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seafloor images and detailed 

bathymetry map around Wangdolcho in East Sea

Fig. 3.2.3.1.2.21. The habitat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seafloor images and detailed bathymetry map around Wangdolcho 

marine observatory i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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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22. The habitat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seafloor images and detailed 3D bathymetry map around Wangdolcho 

marine observatory in East Sea. a) S view, b) N view, c) E view, d) W 

view 

Fig. 3.2.3.1.2.23. The habitat classification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seafloor images and detailed bathymetry map around 

Wangdolcho marine observatory i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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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지 환경 맵핑 주제도/분류도를 분석한 결과, 동해 왕돌초 지역은 전체적으
로 자갈 퇴적층 및 암반 지역, 모래 퇴적층 그리고 니질 퇴적층 총 3가지 해저환
경 특성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Fig. 3.2.3.1.2.18 ～ Fig. 3.2.3.1.2.23). 자갈 
퇴적층 및 암반 지역은 수중 암반 지대와 자갈 지역이 매우 복잡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큰 3개의 봉우리 주변에 넓게 분포한다. 모래 퇴적층은 자갈 퇴적층 
및 암반 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니질 퇴적층은 주로 
왕돌초 서쪽 및 남서쪽 해역에서 수심 약 70 m보다 깊은 지역에서 분포한다. 해
양과학 등부표 주변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수중 암반 지대이며 수중 암반 지대 
사이 곳곳에 침식으로 인한 자갈 위주의 퇴적층이 분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동
해 왕돌초 지역은 수심대가 매우 다양하며 파도 및 해류에 의한 침식작용에 의해 
암반 지역에서 매우 많은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자갈 또는 모
래 위주의 조립질 퇴적물이 우세하며 수심 약 70 m를 기점으로 수심이 깊어질수
록 세립질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다. 

(나) 핵심 연구거점 울릉도 능걸 지역

① 울릉도 능걸 정밀 해저 지형도

  동해 울릉도 남부 능걸 지역은 울릉도 화산체의 급격한 경사로 인하여 연안에
서 외해로 가면서 매우 급격한 경사가 나타나고 수심구배가 매우 큰 지역이다. 
조사지역은 울릉도의 대표적인 조하대 및 다이빙 포인트로 알려진 능걸 주변 약 
1.4 km x 1.4 km 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Fig. 3.2.3.1.2.24. Detailed bathymetry map around 

Neunggul(Ulleungdo) i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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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역의 정밀 해저 지형은 수심 약 4 ～ 190 m까지 수심이 매우 급변한다
(Fig. 3.2.3.1.2.24). 연안지역은 수심 약 25 m까지 약간 평평한 구릉지대를 이
루면서 수심이 깊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이후 수심 약 125 m까지 연안지역보
다 경사가 좀 더 급격해지면서 수심이 변화한다. 수심 약 125 m보다 깊은 지역
은 경사가 조금 완만해진다. 조사지역 동쪽 해역에 능걸 지역이 나타나며 능걸의 
전체 수심은 약 4 ～ 50 m까지 형성된 거대 절벽 지형이다. 능걸을 기점으로 암
반의 연장 모습이 남서부방향으로 나타남으로 이는 울릉도 화산체가 형성되면서 
발생된 용암의 굳은듯한 투물러스(Tumulus) 유사구조의 해저지형일 가능성이 있
다. 남쪽 해역에는 능걸보다 규모가 약 2배인 거대 돌출지형이 나타나며 수심은 
약 100 ～ 130 m대에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 중심부 해역에는 몇 개의 소규
모 돌출지형이 산재되어 있으며 북쪽 해역에는 남북방향으로 긴 띄 모양의 해저
굴곡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울릉도와 육지 사이에 연결된 해저케이블이 매립됐
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밀 해저 지형 자료로부터 예상된 수중 암반 지대는 주로 
연안지역인 북동 해역과 조사지역의 능걸 및 돌출지형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는 주로 퇴적지대로 생각되는 지대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케이블 
매설지역 주변으로 공사에 사용된 사석(stopper stone)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암
석 지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은 인접한 육지지역이 울릉도 화산과정에
서 분류한 울릉층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신생대에 형성되어 주로 화산쇄설암류
와 하부조면암류 등 화산운동 시 생성된 화산암류가 위치한 지역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2).

② 울릉도 능걸 해저면 영상도

  동해 울릉도 남부 능걸 지역에 대해 후방산란자료를 이용한 해저면 영상 조사
로 해저면 환경 특성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정밀 해저 지형과 동일한 범위의 해저
면 영상 자료를 분석하였다. 정밀 해저 지형 자료 결과와 해저면 영상 결과와 비
교하면 전체적으로 두 자료에서 나타나는 수중 암반 지대와 퇴적 지대에서 표현
되는 특징들이 일치하고 있다(Fig. 3.2.3.2.25). 정밀 해저 지형 자료에서 나타났
던 연안쪽의 구릉 지대와 그 옆에 위치한 경사 지대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나타난
다. 수중 암반 지대는 주로 연안 지역인 북서쪽 해역과 능걸 주변 및 남동쪽 해
역에 위치하며 특히 능걸 주변은 암반에 의한 음영기복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퇴적 지대는 주로 서쪽 해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중 암반 지대 사이에 일
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북쪽 해역에는 케이블 매설에 의한 남북방향의 긴 띄 모
양 음영기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매설 지변 주변에 사석이 위치한 지역도 잘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해저면 영상 자료는 정밀 해저 지형 자료와 함께 서식지 맵핑 
주제도 작성에 활용하고 통합·연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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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25. Seafloor image map around 

Neunggul(Ulleungdo) in East Sea

③ 울릉도 능걸 표층 퇴적물 분석

  동해 울릉도 남부 능걸 주변 지역 (1.4 km x 1.4 km)의 해저환경 특성 분석
을 위해 정밀 해저 지형 자료 범위 내 12정점에서 계절별 표층 퇴적물 획득 및 
분석 수행하였다. 퇴적물 채취시기는 2019년 2월 26일(동계), 5월 23～24일
(춘계), 8월 31일～9월 1일(하계), 12월 29일(추계) 총 4회 실시하였고, 표층
이 암반으로 구성되어 시료 채취가 불가능했던 11번 정점(4번)을 제외한 총 44
개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였다.

Fig. 3.2.3.1.2.26. Station map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The red circle is indicate stations where 

the sample collection was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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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on
No.

Location(WGS–84)
Sation
No.

Location(WGS–84)
Latitiude Longitude Latitiude Longitude

01 37°27′9.12″ 130°51′41.77″ 07 37°26′50.80″ 130°51′58.88″

02 37°27′15.19″ 130°51′53.16″ 08 37°26′57.23″ 130°52′7.67″

03 37°27′21.98″ 130°52′3.12″ 09 37°27′5.22″ 130°52′22.27″

04 37°27′0.95″ 130°51′46.64″ 10 37°26′43.06″ 130°52′5.17″

05 37°27′3.16″ 130°52′1.55″ 11 37°26′52.46″ 130°52′17.18″

06 37°27′14.64″ 130°52′9.22″ 12 37°26′59.96″ 130°52′25.35″

Table 3.2.3.1.2.6. Location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

㉮ 2019년 1차 조사 결과(동계)

  1차 조사한 울릉도 남부 능걸 주변 표층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조성, 조직변
수, 퇴적상)을 Fig. 3.2.3.1.2.27, Table 3.2.3.1.2.7에 제시하였다. 퇴적상 입도조
성을 Folk(1980)의 삼각좌표(GSM Diagram)에 도시한 결과, 1차 동계조사에서
는 약역질사 ((g)S, Slightly Gravelly Sand), 약역니질사((g)mS, Slightly 
Gravelly Muddy Sand)로 분류되는 2개의 퇴적상이 우세하며 실트질사(zS, 
Silty Sand), 니사질역(msG, Muddy Sandy gravel), 사질역(sG, Sandy Gravel), 
역질사(gS, Gravelly Sand), 모래(S, Sand)의 퇴적상이 나타났다.

Fig. 3.2.3.1.2.27. Ternary diagram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 

(1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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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ST1 ST2 ST3 ST4 ST5 ST6 ST7 ST8 ST9 ST10 ST11 ST12

C
om

p
osition

 (%
)

Gravel 0.0 2.2 0.2 3.5 12.0 3.0 0.8 0.0 49.3 - 0.5 59.9

Sand 83.4 92.1 98.1 70.8 80.3 94.2 22.3 90.7 47.1 - 80.4 22.0

Silt 13.9 4.7 1.5 21.8 6.6 2.4 61.7 7.7 3.0 - 15.7 15.1

Clay 2.6 1.0 0.3 4.0 1.0 0.4 15.3 1.6 0.5 - 3.5 3.0

TOC 0.72 0.46 0.17 0.46 0.40 0.25 0.45 0.38 0.29 - 0.60 0.84

Sed Type zS (g)S (g)S (g)mS gS (g)S (g)sM S sG - (g)mS msG

T
extu

ral
P
aram

eters

mean
(Φ)

2.76 2.26 2.20 3.50 2.14 2.13 5.54 2.75
-0.2
1

- 2.94 0.27

Sorting
(Φ)

1.55 1.05 0.71 2.05 1.66 0.77 2.57 0.95 2.26 - 1.70 3.24

Skewness 0.40
-0.1
8

-0.1
2

0.41
-0.2
9

-0.0
1

-0.0
4

0.48 0.41 - 0.47 0.69

Kurtosis 1.94 2.18 1.01 1.73 2.83 0.97 1.21 2.40 0.60 - 1.75 0.87

Table 3.2.3.1.2.7.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 (1st, 2019)

  1차 조사에서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0.21∼5.54Φ, TOC는 0.17∼
0.84%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분급도는 0.71∼3.24Φ로 Moderately sorted에
서 Very poorly sorted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왜도의 분표는 –0.29∼0.69로 
Negatively skewed에서 Very positively skewed의 양상을 보였으며, 첨도는 
0.60∼2.83로 Very platykurtic에서 Very lept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199

Fig. 3.2.3.1.2.28. Composition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 

(1st, 2019/clockwise from left-top : Gravel, Sand, TOC, Mud)

Fig. 3.2.3.1.2.29.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 (1st, 2019/clockwise from left-top : Mean, Sorting, 

Kurtosis, 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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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차 조사 결과(춘계)

  울릉도 남부 능걸 주변해역의 표층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조성, 조직변수, 
퇴적상)을 Fig. 3.2.3.1.2.30, Table 3.2.3.1.2.8에 제시하였다. 퇴적상 입도조성
은 약역니질사((g)mS, Slightly Gravelly Muddy Sand), 역질사(gS, Gravelly 
Sand), 약역질사((g)S, Slightly Gravelly Sand)가 우세하게 분포하였다.

Fig. 3.2.3.1.2.30. Ternary diagram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 (2nd, 2019) 

Sample  No ST1 ST2 ST3 ST4 ST5 ST6 ST7 ST8 ST9 ST10 ST11 ST12

C
om

p
osition

 (%
)

Gravel 0.25 2.18 0.36 2.03 2.47 11.23 1.08 9.39 29.53 - 0.26 77.97

Sand 96.86 86.52 80.33 75.13 88.83 86.07 83.90 88.03 65.34 - 85.04 19.51

Silt 2.40 9.10 16.90 19.59 7.28 2.38
13.0
5

2.42 4.19 - 11.91 2.22

Clay 0.49 2.20 2.42 3.25 1.42 0.32 1.96 0.16 0.95 - 2.78 0.29

TOC 0.15 0.35 0.37 0.40 0.28 0.18 0.36 0.36 0.17 - 0.34 0.09

Sed Type (g)S (g)mS (g)mS (g)mS (g)S gS (g)mS gS gS - (g)mS msG

T
extu

ral
P
aram

eters

mean
(Φ)

2.29 2.59 2.98 3.27 2.55 1.60 2.26 2.31 1.03 - 2.81 -1.48

Sorting
(Φ)

0.73 1.48 1.73 1.84 0.92 1.52 1.54 1.20 2.01 - 1.35 1.00

Skewness -0.10 0.15 0.45 0.43 0.21 -0.59 0.67 -0.39 -0.37 - 0.46 0.19

Kurtosis 1.37 3.04 1.80 1.81 2.47 1.48 1.79 2.89 0.66 - 2.84 1.68

Table 3.2.3.1.2.8.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 (2n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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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조사에서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1.48∼3.27Φ, TOC는 0.09∼
0.40%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분급도는 0.73∼2.01Φ로 Moderately sorted에서 
Very poorly sorted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왜도의 분표는 –0.59∼0.67로 Very 
negatively skewed에서 Very positively skewed의 양상을 보였으며, 첨도는 
0.66∼3.04로 Very platykurtic에서 Extremly lept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
다. 조성과 조직변수의 분포는 1차 조사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Fig. 3.2.3.1.2.31. Composition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 (2nd, 2019/clockwise from left-top : Gravel, Sand, 

TOC, Mud)

Fig. 3.2.3.1.2.32.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2nd, 2019/clockwise from left-top : Mean, Sorting, 

Kurtosis, 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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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차 조사 결과(하계)

  울릉도 남부 능걸 주변해역의 표층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조성, 조직변수, 
퇴적상)을 Fig. 3.2.3.1.2.33, Table 3.2.3.1.2.9에 제시하였다. 퇴적상 입도조성
은 약역니질사 ((g)mS, Slightly Gravelly Muddy Sand)의 퇴적상이 우세하며, 
사질역(sG, Sandy Gravel), 역질사(gS, Gravelly Sand), 실트질사 (zS, Silty 
Sand)의 퇴적상이 나타났다.

Fig. 3.2.3.1.2.33. Ternary diagram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 (3rd, 2019)

Sample  No ST1 ST2 ST3 ST4 ST5 ST6 ST7 ST8 ST9 ST10 ST11 ST12

C
om

p
osition

 (%
)

Gravel 0 0.48 67.48 0.5 17.14 39.59 0.42 1.72 11.67 - 0 65.2

Sand 81.31 89.09 32.49 68.56 78.66 58.96 73.2 80.01 82.11 - 85.49 29.97

Silt 16.22 8.66 0.03 26.89 3.45 1.24 22.53 15.51 5.15 - 12.01 4.2

Clay 2.47 1.77 0 4.05 0.75 0.21 3.85 2.77 1.07 - 2.5 0.63

TOC 0.49 0.73 0.12 1.07 0.33 0.24 0.55 0.57 0.4 - 0.54 0.27

Sed Type zS (g)mS sG (g)mS gS sG (g)mS (g)mS gS - zS msG

T
extu

ral
P
aram

eters

mean
(Φ)

2.94 2.59 -1.27 3.72 1.33 0.84 3.53 3.08 1.59 - 2.9
-0.6
3

Sorting
(Φ)

1.61 1.23 1.28 1.86 2 2.25 1.89 1.71 1.86 - 1.26 2.25

Skewness 0.38 0.26 0.29 0.57 -0.6
-0.6
3

0.56 0.37 -0.41 - 0.48 0.6

Kurtosis 1.56 2.32 1.26 1.11 1.83 0.56 1.35 2.25 1.01 - 2.06 1.22

Table 3.2.3.1.2.9.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 (3r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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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조사에서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0.27∼3.72Φ, TOC는 0.12∼
1.07%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분급도는 1.23∼2.25Φ로 Poorly sorted에서 
Very poorly sorted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왜도의 분표는 –0.63∼0.60로 Very 
negatively skewed에서 Very positively skewed의 양상을 보였으며, 첨도는 
0.56∼2.32로 Very platykurtic에서 Very lept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3.2.3.1.2.34. Composition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3rd, 2019/clockwise from left-top : Gravel, Sand, TOC, 

Mud)

Fig. 3.2.3.1.2.35.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3rd, 2019/clockwise from left-top : Mean, Sorting, 

Kurtosis, 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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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차 조사 결과(추계)

  울릉도 남부 능걸 주변해역의 표층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조성, 조직변수, 
퇴적상)을 Fig. 3.2.3.1.2.36, Table 3.2.3.1.2.10에 제시하였다. 퇴적상 입도조
성은 약역니질사 ((g)mS, Slightly Gravelly Muddy Sand), 사질역(sG, Sandy 
Gravel), 약역질사 ((g)S, Slightly Gravelly Sand), 실트질사 (zS, Silty Sand)
가 우세하게 분포하였다.

Fig. 3.2.3.1.2.36. Ternary diagram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 (4th, 2019)

Sample  No ST1 ST2 ST3 ST4 ST5 ST6 ST7 ST8 ST9 ST10 ST11 ST12

C
om

p
osition

 (%
)

Gravel 0.16 52.34 0.41 0.73 59.46 21.67 0.00 1.07 39.47 0.00 77.91

Sand 84.96 45.64 76.54 91.86 37.90 75.28 87.26 89.53 55.29 83.92 16.28

Silt 12.67 1.69 19.72 6.27 2.26 2.55 10.64 7.94 4.34 13.90 5.04

Clay 2.21 0.34 3.33 1.14 0.39 0.51 2.10 1.46 0.90 2.18 0.77

TOC 0.83 0.80 0.58 0.51 0.32 0.24 0.42 0.38 0.31 0.58 0.69

Sed Type (g)mS sG (g)mS (g)S sG gS zS (g)S sG zS msG

T
extu

ral
P
aram

eters

mean
(Φ)

2.86 -0.64 3.33 2.60 -0.64 1.30 2.75 2.68 0.66 2.92 -1.38

Sorting
(Φ)

1.32 1.56 1.71 0.80 2.05 2.00 1.29 1.12 2.36 1.31 1.93

Skewness 0.40 0.42 0.52 0.30 0.51 -0.63 0.38 0.35
-0.3
4

0.50 0.66

Kurtosis 1.86 1.33 1.56 2.27 0.65 1.26 2.29 2.52 0.63 2.14 2.19

Table 3.2.3.1.2.10.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 (4t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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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조사에서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1.38∼3.33Φ, TOC는 0.24∼
0.83%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분급도는 0.80∼2.36Φ로 Moderately sorted에서 
Very poorly sorted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왜도의 분표는 –0.63∼0.66로 Very 
negatively skewed에서 Very positively skewed의 양상을 보였으며, 첨도는 
0.65∼2.52로 Very platykurtic에서 Very lept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3.2.3.1.2.37. Composition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4th, 2019/clockwise from left-top : Gravel, Sand, TOC, Mud)

Fig. 3.2.3.1.2.38.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Ulleungdo)(4th, 2019/clockwise from left-top : Mean, Sorting, 

Kurtosis, 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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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별 표층퇴적물 변화 특성

  2019년 4번 조사 결과 울릉도 능걸 주변은 사질퇴적물이 우세한 환경이며, 육
상부 주변 수심 약 20 m 주변에서 자갈 함유량이 다른 정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조사기간 동안 표층퇴적물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정점을 유사한 수심별 
3 그룹으로 분류하여 조성, 조직변수의 시계열을 Fig. 3.2.3.1.2.40 ∼ Fig. 
3.2.3.1.2.42 에 제시하였다. 90 ∼ 110 m로 수심이 깊은 외해쪽 정점 1, 4, 7에
서는 계절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수심이 약 80m 부근 정점 2, 5에서 
1, 2, 3차 조사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4차 조사에서는 표층 퇴적물
의 자갈함량이 높아지고 모래함량은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평균
입도는 커지고 분급도는 불량해졌다. 이는 2019년 3차 (8월)와 4차 조사(9월) 
사이에 태풍 타파(9월 23일), 미탁(10월 4일)이 울릉도를 통과한 영향으로, 비록 
퇴적물이 잘 이동하지 않는 깊은 수심이지만 극한의 폭풍 이벤트로 인해 천해역
에서의 조립질 퇴적물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심이 50 m 이하인 해안선 
가까운 정점 3, 6, 9에서 조사시기마다 변화하였으며, 정점 중 수심이 가장 얕은 
정점 3(18 m)에서 변화폭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수심 20 ～ 30 m 부근에
서 표층퇴적물의 단속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Fig. 3.2.3.1.2.39. Seasonal variation(2019)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 at Station 01, 04, 07 

((a)Gravel, (b)Sand, (c) Mud, (d) TOC,  (e)Mean, (f)Sorting, (g)Skewness, 

(h)Kur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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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40. Seasonal variation(2019)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 at Station 02, 05, 08, 11 ((a)Gravel, 

(b)Sand, (c) Mud, (d) TOC,  (e)Mean, (f)Sorting, (g)Skewness, (h)Kurtosis)

Fig. 3.2.3.1.2.41. Seasonal variation(2019)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Neunggul at Station 03, 06, 09, 12 ((a)Gravel, 

(b)Sand, (c) Mud, (d) TOC,  (e)Mean, (f)Sorting, (g)Skewness, (h)Kur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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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울릉도 능걸 서식지 환경 맵핑 분석

  동해 울릉도 능걸 지역의 정밀 해저 지형 자료와 해저면 영상 자료로부터 조사
지역의 지형 특징과 해저면 환경 특성을 통합 및 연계 분석하기 위하여 정밀 해
저 지형 자료와 해저면 영상 자료를 중첩하여 서식지 환경 맵핑 주제도를 작성하
였다. 또한 작성한 서식지 환경 맵핑 주제도와 표층 퇴적물 분석 자료를 기반으
로 해저면 환경 특성을 분석 및 분류함으로 최종적으로 서식지 환경 맵핑 자료와 
해저면 환경 분류 자료를 중첩한 서식지 환경 맵핑 분류도를 작성하였다(Fig. 
3.2.3.1.2.42 ～ Fig. 3.2.3.1.2.44).

Fig. 3.2.3.1.2.42. The habitat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seafloor images and detailed bathymetry map around Neunggul(Ulleungdo) i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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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43. The habitat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seafloor images and detailed 3D bathymetry map around 

Wangdolcho in East Sea. a) S view, b) N view, c) E view, d) W view

Fig. 3.2.3.1.2.44. The habitat classification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seafloor images and detailed 

bathymetry map around Neunggul(Ulleungdo) i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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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지 환경 맵핑 주제도/분류도를 분석한 결과, 동해 울릉도 남부 능걸 지역
은 전체적으로 암반 지역, 자갈 퇴적층, 모래 퇴적층, 언덕 형태 퇴적층, 사석, 그
리고 해저케이블 총 6가지 해저환경 특성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Fig. 
3.2.3.1.2.42 ～ Fig. 3.2.3.1.2.44). 수중 암반 지대는 주로 연안 지역인 북서쪽 
해역과 능걸 주변 및 남동쪽 해역에 위치하며 조사지역 중앙부에도 소규모의 암
반들이 존재한다. 자갈 퇴적층은 연안 지역인 북서부 해역에서 암반 지대와 중첩
되어 나타나며 이는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자갈 퇴적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예상
된다. 모래 퇴적층은 전체 지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언덕 형태 퇴적층
은 특히 조사구역 북쪽 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안쪽에 구릉지대 안에서만 분
포하고 있다. 사석은 해저케이블 주변에서 발견되며 해저케이블 가운데 좌측으로 
가장 많은 사석이 발견되고 있다. 해저케이블은 총 2개가 나타나며 각각 조사지
역 북쪽 해역에서 중앙동부까지 직선 길이가 약 810 m인 케이블과 조사구역역 
북쪽 해역에 직선 길이가 약 80 m인 케이블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동해 
울릉도 남부 지역은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며 연안, 능걸 주변 및 구역 곳곳에 
암반들이 산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모래 위주의 조립질 퇴적물이 우세하며 자
갈 위주의 조립질 퇴적물은 연안쪽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구역 내 얕은 퇴적물 
언덕이 존재한다. 퇴적물 크기 분포는 전체적으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세립질의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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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해 핵심 연구거점의 생물군 생태특성 연구

(1) 핵심 연구거점 주변 저서환경 특성 파악

(가) 핵심 연구거점 주변 연성 저서환경 특성

① 핵심 연구거점 왕돌초 지역

  왕돌초 조사해역의 평균 수심은 61.6 m (43.8 ～ 78.8 m)였으며, 평균 저층 
염분은 34.3 psu (34.0 ～ 34.6 psu)였다(Fig. 3.2.3.2.1.3). 계절에 따른 저층 
염분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3.2.3.1.3). 저층 수온은 평균 14.4℃ 
를 나타냈으며, 겨울철에 정점 WD-12에서 12.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여름
철 정점 WD-10에서 1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3.2.3.2.1.1). 여름철 평
균 저층 수온(14.5℃)과 겨울철 평균 저층 수온 (14.4℃)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저층 용존산소는 평균 5.7 mg/l 였으며, 3.7 ～ 8.7 mg/l 범위를 보였다
(Fig. 3.2.3.2.1.2). 여름철 평균 용존산소는 4.6 mg/l 였으며, 겨울철 평균 용존
산소는 6.8 mg/l 으로 1.2 mg/l 차이를 보였다. 저층 ph 농도는 평균 10.41 이였
으며 가장 낮은 정점은 6월에 WD-6(10.01)이였고, 가장 높은 정점은 9월에 
WD-9(10.78) 이였다.

2019년 동계 표층 수온 2019년 춘계 표층 수온 2019년 하계 표층 수온

2019년 동계 저층 수온 2019년 춘계 저층 수온 2019년 하계 저층 수온

Fig. 3.2.3.2.1.1. The distribution of the temperature at the surface and bottom 

layer in Wangdol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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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계 표층 DO 2019년 춘계 표층 DO 2019년 하계 표층 DO

2019년 동계 저층 DO 2019년 춘계 저층 DO 2019년 하계 저층 DO

Fig. 3.2.3.2.1.2. The distribution of the dissolved oxygen (DO) at the surface and 

bottom layer in Wangdolcho

2019년 동계 표층 염분 2019년 춘계 표층 염분 2019년 하계 표층 염분

2019년 동계 저층 염분 2019년 춘계 저층 염분 2019년 하계 저층 염분

Fig. 3.2.3.2.1.3. The distribution of the water salinity at the surface and bottom layer 

in Wangdol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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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핵심 연구거점 울릉도 능걸 지역

  울릉도  조사해역의 평균 수심은 71.3 m 였으며, 2월 정점 UL-11에서 10.2 
m 로 가장 얕았으며, 12월 UL-7에서 116.0 m로 가장 깊었다. 평균 저층 염분
은 34.2 psu (33.6 ～ 34.5 psu)였다(Fig. 3.2.3.2.1.6). 저층 수온은 평균 13.
7℃ 를 나타냈으며, 9월 UL-7에서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여름철 정점 
WD-10에서 1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3.2.3.2.1.4). 여름철 평균 저층 
수온(11.8℃)과 겨울철 평균 저층 수온(22.9℃)로 10.1℃ 차이를 보였다. 저층 
용존산소는 평균 6.8 mg/l 였으며, 5.0 ~ 8.7 mg/l 범위를 보였다(Fig. 
3.2.3.1.9). 저층 ph 농도는 평균 10.3 이였으며 가장 낮은 정점은 6월에 UL-6 
(10.01)이였고, 가장 높은 정점은 9월에 UL-8 (11.2) 이였다(Fig. 3.2.3.2.1.5).

2019년 동계 표층 수온 2019년 춘계 표층 수온 2019년 하계 표층 수온

2019년 동계 저층 수온 2019년 춘계 저층 수온 2019년 하계 저층 수온

Fig. 3.2.3.2.1.4. The distribution of the temperature at the surface and bottom layer 

in Neung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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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계 표층 DO 2019년 춘계 표층 DO 2019년 하계 표층 DO

2019년 동계 저층 DO 2019년 춘계 저층 DO 2019년 하계 저층 DO

Fig. 3.2.3.2.1.5. The distribution of the dissolved oxygen (DO) at the surface and 

bottom layer in Neunggul

2019년 동계 표층 염분 2019년 춘계 표층 염분 2019년 하계 표층 염분

2019년 동계 저층 염분 2019년 춘계 저층 염분 2019년 하계 저층 염분

Fig. 3.2.3.2.1.6. The distribution of the salinity at the surface and bottom layer in 

Neung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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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연구거점 주변 저서생물 생태특성 파악

(가) 핵심 연구거점 주변 중형 및 대행저서동물 생태특성 연구

① 핵심 연구거점 왕돌초 지역

㉮ 중형저서동물 군집특성

  본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중형저서동물의 총 서식밀도는 61 ～ 1,194 개체
/10㎠로 나타났으며, 계절별로 춘계에 가장 낮은 서식밀도 값을 나타내고 추계
에 가장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냈다. 정점별로는 유기물 함량이 가장 높은 정점
인 st. 1, st, 2에서 가장 높은 서식밀도 값을 나타냈다. 동해안 핵심 연구거점
인 왕돌초에서 출현한 중형저서동물 그룹 중 가장 우점한 분류군은 선충류와 
저서성요각류로 나타났으며, 두 분류군은 전체 서식밀도의 70% 이상을 차지하
는 높은 우점률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천해역의 퇴적물에 서식하는 중형저서
동물 그룹 중 선충류와 저서성요각류가 가장 높은 우점률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이 본 연구지역에서도 나타났다. 하지만 계절적인 분포 경향은 다
른 천해역과 비교하여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중형저서동물은 수온
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가장 낮은 서식밀도와 생체량을 나타내고 수온이 올라가
는 봄과 가을에 서식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지역인 왕돌초에
서는 다른 천해역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의 계절별 분포 경향과는 다르게 겨
울, 봄, 가을의 서식밀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하게 서식밀도를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인 환경요인의 차이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절변화에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군집특성에 대해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왕돌초의 저서환경은 정점별로 소규모의 계절적인 
변동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절적인 큰 변화가 없으며, 특히 중형저서동물의 서
식밀도와 생체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도와 유기물의 변화가 계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안정적인 환경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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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계 서식밀도 2019년 춘계 서식밀도 2019년 하계 서식밀도 2019년 추계 서식밀도

2019년 동계 생체량 2019년 춘계 생체량 2019년 하계 생체량 2019년 추계 생체량

Fig. 3.2.3.2.2.1. Total density and biomass distribution map of meiobenthos in 

Wangdolcho

2019년 동계 선충류 2019년 춘계 선충류 2019년 하계 선충류 2019년 추계 선충류

2019년 동계 

저서성요각류

2019년 춘계 

저서성요각류

2019년 하계 

저서성요각류

2019년 추계 

저서성요각류

Fig. 3.2.3.2.2.2. Total density distribution map of dominant taxon (nematoda and 

harpacticoida) in Wangdol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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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계 선충류 2019년 춘계 선충류 2019년 하계 선충류 2019년 추계 선충류

2019년 동계 

저서성요각류

2019년 춘계 

저서성요각류

2019년 하계 

저서성요각류

2019년 추계 

저서성요각류

Fig. 3.2.3.2.2.3. Total biomass distribution map of dominant taxon (nematoda and 

harpacticoida) in Wangdol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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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저서동물 군집특성

  조사기간 동안 왕돌초에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총 출현 종수는 361종/8.8m2

이었으며, 2019년 2월과 6월에는 각각 169종/2.2m2과 186종/2.3m2이었으며, 9
월과 12월에는 175종/2.2m2과 150종/2.1m2이 출현하였다 (Fig. 3.2.3.2.1). 대형
저서동물의 종수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형저서동물의 
평균 서식밀도는 1266개체/m2 이었으며, 2019년 2월과 6월에는 각각 1593개체
/m2과 1622개체/m2이었으며, 9월과 12월에는 989개체/m2과 823개체/m2가 출현
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는 6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월에 가장 낮
게 나타났다 (Fig. 3.2.3.2.1). 서식밀도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정점 WD-1과 
WD-5에서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서식밀도의 최대값은 6월 정점 
WD-5에서 3265개체/m2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대형저서동물의 생체량은 
83.4 g/m2이었으며, 가을철(134.8 g/m2)에 가장 높고, 겨울철에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생체량은 보인 곳은 가을철 정점 WD-06로 741.1 g/m2이었으며, 가
장 낮은 곳은 12월 정점 WD-12(13.6 g/m2)였다.
  왕돌초의 대형저서동물의 평균 종 다양도 지수는 3 이었으며 2.4 ～ 3.6 범
위를 보였다 (Fig. 3.2.3.2.1). 가장 높은 종 다양도 지수를 보였던 정점은 6월
에 정점 WD-11이였고, 가장 낮았던 정점은 9월에 정점 WD-2이였다. 조사 
시기 별 대형저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2019년 2월과 6월에 각각 평균 
2.88, 3.03이었으며, 9월과 12월에는 2.95과 3.04를 나타냈다. 대형저서동물
의 종 다양도 지수는 계절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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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2.4. The number of species, density, and diversity 

index (H’) of the macrobenthos in Wangdol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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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간동안 왕돌초의 총 출현 개체수의 3% 이상을 차지한 우점종은 총 
10종 이었으며, 다모류 5종, 절지류 4종, 패류 1종 이였다 (Haplosyllis 
spongiphila, Aoroides sp.(columbiae), Byblis japonicus, Glycera unicornis, 
Melita denticulata, Thelepus toyamaensis, Achelia echinata, Glans 
sagamiensis, Chaetozone spinosa, Aphelochaeta sp.1) (Table 3.2.3.2.1). 
이 가운데 다모류 Haplosyllis spongiphila가 13.9%로 가장 우점한 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단각류인 Aoroides sp. 와 Byblis japonicus가 각각 7.6%, 
7.0% 우점하였다. H. spongiphila와 Aoroides sp.는 2월 WD-5에서 가장 많
이 출현하였으며, B. japonicus는 9월 WD-2에서 가장 높게 출현하였다.

Table  3.2.3.2.2.1 The dominant species of macrobenthos in Wangdolcho.

Taxa Species Total Frequency

Apo Haplosyllis spongiphila 1656 13.9

Cam Aoroides sp.(columbiae) 900 7.6

Cam Byblis japonicus 838 7.0

Apo Glycera unicornis 502 4.2

Cam Melita denticulata 473 4.0

Apo Thelepus toyamaensis 416 3.5

Cpy Achelia echinata 366 3.1

MBi Glans sagamiensis 376 3.2

Apo Chaetozone spinosa 400 3.4

Apo Aphelochaeta sp. 1 365 3.1

MBi Glycymeris munda 346 2.9

MBi Tridonta bennetti 261 2.2

Cam Photis japonica 213 1.8

MBi Modiolus comptus 178 1.5

Apo Glycera macintochi 150 1.3

Apo Pseudobranchiomma zebuensis 159 1.3

Apo Scolelepis sp. 1 177 1.5

Apo Chaetozone sp. 1 1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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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돌초의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 패턴은 계절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Fig. 
3.2.3.2.3). 계절별 군집구조는 9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점이 동일 구조로 
나타났다. 대형저서동물의 종 특성과 저서환경요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자갈의 비율과 염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종 다
양도 지수는 pH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2.3.2.3). 서식밀도는 자
갈과 염도, 용존산소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반면에 pH와는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Non-metric MDS
Transform: Fourth root
Resemblance: S17 Bray Curtis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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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2.5. The cluster analysis and MDS of macrobenthos in Wangdol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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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2.2.2. The correlation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es and 

environments in Wangdolcho (*, P<0.05‘ **, P<0.01; ***, P<0.001).

Gravel Sand Silt Clay Mz (phi) Sorting TOC (%) Temp Sal Do pH S N H'(loge)

Depth (m) -0.267 -0.112 0.291* 0.317* 0.412** 0.195 0.177 -0.115 -0.0207 -0.0778 0.188 -0.0702 -0.212 0.282

Gravel -0.617*** -0.0816 -0.0772 -0.638*** 0.135 -0.109 -0.159 0.0993 0.23 -0.215 0.305* 0.369* -0.15

Sand -0.587*** -0.588*** -0.0157 -0.68*** -0.437** 0.0258 -0.0076 -0.0726 0.0905 -0.201 -0.109 0.0796

Silt 0.97*** 0.608*** 0.93*** 0.743*** 0.0503 0.0508 -0.0972 -0.222 -0.043 -0.123 0.0225

Clay 0.61*** 0.93*** 0.787*** 0.05 0.0735 -0.155 -0.175 -0.00622 -0.158 0.0423

Mz (phi) 0.51*** 0.438** 0.139 0.0258 -0.246 -0.0167 -0.175 -0.423** 0.149

Sorting (phi) 0.649** 0.0788 0.0524 -0.101 -0.236 0.0349 -0.13 0.038

TOC (%) 0.0121 0.17 -0.0349 -0.079 -0.0174 -0.0542 -0.119

temp-bot -0.396** -0.573*** 0.175 -0.116 -0.271 -0.00971

sal-bot 0.13 -0.675*** 0.392** 0.51*** -0.0215

DO-bot -0.444** 0.0803 0.319* -0.035

pH-bot -0.236 -0.384* -0.0704

S 0.554*** 0.449**

N -0.274

② 핵심 연구거점 울릉도 능걸 지역

㉮ 중형저서동물 군집특성

  본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중형저서동물의 총 서식밀도는 37 ～ 1,047 개체/10
㎠로 나타났으며, 계절별로 추계에 가장 낮은 서식밀도 값을 나타내고 춘계에 
가장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냈다. 정점별로는 수심이 낮은 정점 st. 3과 st. 6에
서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냈고, 능걸 암반 주변 정점인 st. 12에서 가장 낮은 서
식밀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지역인 능걸 주변은 수심대가 20 ～ 120 m까지 다
양한 수심대가 존재하며, 서식환경 또한 모래함량이 높은 서식지와 펄, 자갈 등
과 같은 다양한 서식환경이 존재한다. 본 연구지역에서는 중형저서동물의 서식
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높은 퇴적물의 유기물 함량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지만 퇴적물의 입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중형저서동물 그룹 중 가장 우점한 분류군은 선충류
와 저서성요각류로 나타났으며, 두 분류군은 전체 서식밀도의 80% 이상을 차지
하는 높은 우점률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천해역의 퇴적물에 서식하는 중형저
서동물 그룹 중 선충류와 저서성요각류가 가장 높은 우점률을 나타내는데 이러
한 일반적인 경향이 본 연구지역에서도 나타났다. 특하지만 계절적인 분포 경향
은 다른 천해역과 비교하여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중형저서동물은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가장 낮은 서식밀도와 생체량을 나타내고 수온이 올
라가는 봄과 가을에 서식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지역인 울릉
도 능걸 지역 또한 왕돌초 지역과 유사하게 겨울, 봄, 가을의 서식밀도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하게 서식밀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 
서식밀도와 생체량이 다른 천해역 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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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계 서식밀도 2019년 춘계 서식밀도 2019년 하계 서식밀도 2019년 추계 서식밀도

2019년 동계 생체량 2019년 춘계 생체량 2019년 하계 생체량 2019년 추계 생체량

Fig. 3.2.3.2.2.6. Total density and biomass distribution map of meiobenthos in 

Neunggul

2019년 동계 선충류 2019년 춘계 선충류 2019년 하계 선충류 2019년 추계 선충류

2019년 동계 

저서성요각류

2019년 춘계 

저서성요각류

2019년 하계 

저서성요각류

2019년 추계 

저서성요각류

Fig. 3.2.3.2.2.7. Total density distribution map of dominant taxon (nematoda and 

harpacticoida) in Neung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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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계 선충류 2019년 춘계 선충류 2019년 하계 선충류 2019년 추계 선충류

2019년 동계 

저서성요각류

2019년 춘계 

저서성요각류

2019년 하계 

저서성요각류

2019년 추계 

저서성요각류

Fig. 3.2.3.2.2.8. Total biomass distribution map of dominant taxon (nematoda and 

harpacticoida) in Neunggul

㉯ 대형저서동물 군집특성

  울릉도에 출현한 연체동물과 극피동물을 제외한 대형저서동물의 총 출현 종수
는 218종/9.3m2이었으며, 2019년 2월과 6월에는 각각 129종/2.3m2과 114종
/2.2m2이었으며, 9월과 12월에는 102종/2.4m2과 115종/2.4m2이 출현하였다 
(Fig. 3.2.3.2.2).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2월에 가장 높았지만, 계절적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대형저서동물의 평균 서식밀도는 482 개체/m2 이었으며, 2019년 2
월과 6월에는 각각 255 개체/m2과 538 개체/m2이었으며, 9월과 12월에는 523 
개체/m2와 663 개체/m2가 출현하였다 (Fig. 3.2.3.2.2).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
도는 12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월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식밀도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정점 UL-1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475 개체/m2), 정점 
UL-8에서 75개체/m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대형저서동물의 생
체량은 236.5 g/m2 이었으며, 12월(330.3 g/m2)에 가장 높고, 여름철(146.8 
g/m2)에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생체량은 보인 곳은 가을철 정점 UL-03로 
2347.2 g/m2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8월 정점 UL-4(3.8 g/m2)였다.
  울릉도의 연체동물과 극피동물을 제외한 대형저서동물의 평균 종 다양도 지수
는 2.74였으며 1.0 ~ 3.9 범위를 보였다 (Fig. 3.2.3.2.2). 가장 높은 종 다양
도 지수를 보였던 정점은 12월 UL-2이였고, 가장 낮았던 정점은 2월 U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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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였다. 조사 시기 별 대형저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2019년 2월과 6월에 
각각 평균 2.59, 2.54이었으며, 9월과 12월에는 2.72과 3.12를 나타냈다. 대형
저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계절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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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2.9. The number of species, density, and diversity index 

(H’) of the macrobenthos in Ulleungdo

  울릉도의 총 출현 개체수의 2% 이상을 차지한 우점종은 총 12종 이었으며, 
단각류인 Crassicorophium crassicorne를 제외하고 모두 다모류였다 
(Pseudobranchiomma zebuensis, Scolelepis sp.1, Lumbrineris nipponica, 
Syllis sp., Chaetozone spinosa, Spiophanes sp.1, Notomastus latericeus, 
Crassicorophium crassicorne, Spiophanes bombyx, Haplosyllis 
spongiphila, Glycera unicornis, Micropodarke dubia) (Table 3.2.3.2.2). 이 
가운데 다모류 Pseudobranchiomma zebuensis가 11.9%로 가장 우점한 종이
었다. 그 다음으로는 Scolelepis sp.1 와 Lumbrineris nipponica가 각각 7.2%, 
4.9% 우점하였다. P. zebuensis 와 Scolelepis sp.1 는 5월 UL-6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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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 Species Total Frequency

Apo Pseudobranchiomma zebuensis 970 11.9

Apo Scolelepis sp. 1 587 7.2

Apo Lumbrineris nipponica 398 4.9

Apo Syllis sp. 367 4.5

Apo Chaetozone spinosa 326 4.0

Apo Spiophanes sp. 1 304 3.7

Apo Notomastus latericeus 293 3.6

Cam Crassicorophium crassicorne 237 2.9

Apo Spiophanes bombyx 224 2.8

Apo Haplosyllis spongiphila 209 2.6

Apo Glycera unicornis 178 2.2

Apo Micropodarke dubia 176 2.2

Apo Thelepus sp. 160 2.0

Apo Praxillella pacifica 140 1.7

Cam Melita denticulata 138 1.7

Apo Leitoscoloplos pugettensis 135 1.7

Apo Levinsenia gracilis 126 1.5

Apo Prionospio bocki 114 1.4

Cis Excirolana chiltoni 113 1.4

Apo Clymenella koellikeri 104 1.3

Cde Galathea orientalis 97 1.2

Table 3.2.3.2.2.3. The dominant species of macrobenthos in Ulleungdo

  울릉도의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 패턴은 2월과 12월을 제외한 정점들은 동
을 그룹으로 구분되어졌다 (Fig. 3.3.3.2.4). 대형저서동물의 종 특성과 저서환
경요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퇴적물의 분급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서식밀도는 평균입도와 머드퇴적물과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Table 3.2.3.2.4). 종 다양성지수는 분급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 종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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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metric MDS
Transform: Fourth root
Resemblance: S17 Bray Curtis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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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2.10. The cluster analysis of macrobenthos in Ulleu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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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2.2.4. The correlation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es and 

environments in Ulleungdo (*, P<0.05‘ **, P<0.01; ***, P<0.001).

Gravel Sand Silt Clay Mz (phi) Sorting (phi) TOC (%) Temp Sal Do pH S N H'(loge)

Depth (m) 0.064 -0.321* 0.348 0.327* 0.151 0.333* 0.262 -0.392* -0.193 -0.0289 0.018 0.0481 -0.232 0.257

Gravel -0.636*** -0.552*** -0.548*** -0.782*** 0.444** -0.371* 0.272 -0.34* -0.27 0.0455 0.272 0.277 0.0682

Sand -0.031 -0.0299 0.31* -0.797*** -0.044 0.00383 0.289 0.2 -0.311 -0.274 -0.0047 -0.28

Silt 0.975*** 0.847*** 0.228 0.677*** -0.416** 0.27 0.271 0.185 -0.0359 -0.361* 0.208

Clay 0.828*** 0.23 0.675*** -0.454** 0.204 0.312 0.17 -0.0193 -0.363* 0.209

Mz (phi) -0.095 0.506*** -0.33* 0.351 0.314 0.0839 -0.224 -0.405** 0.121

Sorting (phi) 0.123 -0.115 -0.238 -0.0568 0.378* 0.319* -0.164 0.337*

TOC (%) -0.228 -0.00449 0.0173 0.446* 0.173 -0.132 0.179

temp-bot -0.0294 -0.772*** 0.147 0.245 0.533*** -0.0391

sal-bot -0.0235 -0.191 -0.368* -0.0934 -0.125

DO-bot -0.336 -0.248 -0.392* -0.124

pH-bot 0.0607 -0.151 0.163

S 0.586*** 0.634***

N -0.0639

(나) 핵심 연구거점 주변 경성 안반생태계 특성 연구

① 핵심 연구거점 왕돌초 지역

㉮ 무척추동물 Inventory 구축

  동해 핵심연구거점 중에 하나인 울진 왕돌초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무척추동
물의 종목록을 구축한 결과 아래와 같이 39종이 출현하였다. 현재 왕돌초 해역
의 무척추동물 출현 종목록 구축을 통해 향후 아열대화에 따른 서식생물의 출
현종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Phylum Porifera 해면동물문
 Class Demospongia 보통해면강
  Order Hadromeida 경해면목
   Family Clionidae 호박해면과
    Genus Cliona Grant, 1826
      Cliona celata Grant, 1826 호박해면

   Family Callyspongiidae 예쁜이해면과
    Genus Callyspongia Duchassaing & Michelotti, 1864 예쁜이해면속
      Callyspongia (Callyspongia) differentiata (Dendy, 1922) 뿔예쁜이해면

  Order Halichondria 해변해면목
   Family Hymeniacidonidae 주황해변해면과
    Genus Hymeniacidon Bowerbank, 1861 주황해변해면속
      Hymeniacidon sinapium De Laubenfels, 1930 주황해변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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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lum Cnidaria 자포동물문
 Class Hydrozoa 히드라충강
  Order Thecatae 컵히드라충목
   Family Plumulariidae 깃히드라과
    Genus Aglaophenia Lamouroux, 1812 띠신깃히드라속
      Aglaophenia whiteleggei Bale, 1888 흰깃히드라

  Order Athecatae 민컵히드라충목
   Family Solanderiidae 산호붙이히드라과
    Genus Solanderia Dduchassaing & Michelin, 1846 산호붙이히드라속
      Solanderia secunda (Inaba, 1892) 산호붙이히드라

  Order Gorgonacea 해양목
   Family Melithaeidae 뿔산호과
    Genus Mellithaea Milne-Edwards & Haime, 1857 뿔산호속
      Mellithaea flabellifera flabellifera Kukenthal, 1908 부채뿔산호

 Class Scyphozoa 해파리강
  Order Rhizostomeae 근구해파리목
   Family Rhizostomidae 근구해파리과
    Genus Nemopilema Kishinouye, 1922 수풀해파리속
      Nemopilema nomurai Kishinouye, 1922 노무라입깃해파리

  Order Actiniaria 해변말미잘목
   Family Actiniidae 해변말미잘과
    Genus Urticina
      Urticina coriacea (Cuvier, 1798) 가죽해변말미잘

    Genus Anthopleura Duchassaing and Michelotti, 1860 꽃해변말미잘속
      Anthopleura japonica Verrill, 1889 갈색꽃해변말미잘
      Anthopleura kurogane Uchida and Muramatsu, 1958 검정꽃해변말미잘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229

   Family Metridiidae 섬유세닐말미잘과
    Genus Metridium
      Metridium senile (Linnaeus, 1767) 섬유세닐말미잘

  Order Corallimorpharia
   Family Corallimorphidae
    Genus Corynactis Allman, 1846
      Corynactis viridis Allman, 1846 보석말미잘

Phylum Mollusca 연체동물문
 Class Gastropoda 복족강
  Order Neogastropoda 신복족목
   Family Buccinidae 물레고둥과
    Genus Kelletia Fischer, 1884 매끈이고둥속
      Kelletia lischkei Kuroda, 1938 매끈이고둥

   Family Muricidae 뿔소라과
    Genus Ceratostoma Herrmannsen, 1846
      Ceratostoma burnetti (Adams and Reeve, 1848) 입뿔고둥

  Order Patellogastropoda 삿갓조개목
   Family Tegulidae 보말고둥과
    Genus Chlorostoma Swainson, 1840 밤고둥속
      Chlorostoma lischkei Tapparone-Canefri, 1874 밤고둥

   Family Turbinidae 소라과
    Genus Turbo Linnaeus, 1758 소라속
      Turbo cornutus Lightfoot, 1786 소라

    Genus Pomaulax Gray, 1850 납작소라속
      Pomaulax japonicus (Dunker, 1844) 납작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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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Littorinimorpha 총알고둥목
   Family Ranellidae 수염고둥과
    Genus Monoplex Perry, 1811 각시수염고둥속
      Monoplex echo Kuroda & Habe, 1950 각시수염고둥

  Order Nudibranchia 나새목
   Family Pleurolidiidae
    Genus Protaeolidiella 검정갯민숭이속
      Protaeolidiella atra baba, 1955 검정갯민숭이

   Family Facelinidae 하늘소갯민숭이과
    Genus Sakuraeolis Baba, 1965 눈송이갯민숭이속
       Sakuraeolis gerberina Hirano, 1999 눈송이갯민숭이

   Family Chromodorididae 갯민숭달팽이과
    Genus Chromodoris 갯민숭달팽이속
      Chromodoris orientalis Rudman, 1983 흰갯민숭달팽이

  Order Anaspidea 무순목
   Family Aplysiidae 군소과
    Genus Aplysia Linnaeus, 1767 군소속
      Aplysia kurodai Babe, 1937 군소

 Class Bivalvia 이매패강
  Order Mytiloida 홍합목
   Family Mytilidae 홍합과
    Genus Mytilus Linnaeus, 1758 홍합속
      Mytilus coruscus Gould, 1861 홍합
      Mytilus galloprovincialis Lamarch, 1819 지중해담치

  Order Ostreoida 굴목
   Family Ostreidae 굴과
    Genus Striostrea Vyalov, 1936 태생굴속
      Striostrea circumpicta (Pilsbry, 1904) 태생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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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Cephalopoda 두족강
  Order Octopoda 문어목
   Family Octopodidae 문어과
    Genus Enteroctopus Rochebrune & Mabille, 1889 진문어속
      Enteroctopus dofleini (Wülker, 1910) 문어

 Class Maxillopoda 소악강
  Order Thoracica 완흉목
   Family Balanidae 따개비과
    Genus Megabalanus Hoek, 1913 빨강따개비속
      Megabalanus rosa (Pilsbry, 1916) 빨강따개비

  Order Decapoda 십각목
   Family Paguridae 집게과
    Genus Pagurus Fabricius, 1775 참집게속
      Pagurus rubrior Komai, 2003 붉은얼룩참집게

Phylum Echinodermata 극피동물문
 Class Crinoidea 바다나리강
  Order Comatulida 바다나리목
   Family Comatulidae
    Genus Anneissia
      Anneissia japonica (Muller, 1841) 일본깃갯고사리

 Class Stelleroidea 불가사리강
  Order Valvatida 연변목
   Family Asterinidae 별불가사리과
    Genus Asterina Nardo, 1834 별불가사리속
      Asterina pectinifera Müller and Troschel, 1842 별불가사리

  Order Forcipulatida 차극목
   Family Asteriidae 불가사리과
    Genus Distolasterias Perrier, 1896 디스톨불가사리속
      Distolasterias nipon (Döderlein, 1902) 일본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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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us Asterias Linnaeus 불가사리속
      Asterias amurensis Lütken, 1871 아무르불가사리

   Family Labidiasteridae 외극불가사리과
    Genus Plazaster Fisher, 1941 문어다리불가사리속
      Plazaster borealis (Uchida, 19228) 문어다리불가사리

 Class Ophiuroidea 거미불가사리강
  Order Ophiurida 사미목
   Family Ophiodermatidae 가죽거미불가사리과
    Genus Ophiarachnella Ljungman, 1872 뱀거미불가사리속
      Ophiarachnella gorgonia Müller and Troschel, 1842 뱀거미불가사리

 Class Echinoidea 성게강
  Order Camarodonta 공치성게목
   Family Strongylocentrotidae 둥근성게과
    Genus Strongylocentrotus Brandt, 1835 둥근성게속
      Strongylicentrotus nudus (A. Agassiz, 1863) 둥근성게

 Class Holothuroidea 해삼강
  Order Aspidochirotida 순수목
   Family Stichopodidae 돌기해삼과
    Genus Apostichopus Liao, 1986 아포돌기해삼속
      Apostichopus japonicus (Selenka, 1867) 돌기해삼

Phylum Chordata 척삭동물문
 Class Ascidiacea 해초강
  Order Stolidobranchia 강새목
   Family Pyuridae 멍게과
    Genus Halocynthia 멍게속
      Halocynthia roretzi (von Drasche, 1884) 우렁쉥이

  Order Pleurogona 측성해초목
   Family Styelidae 미더덕과
    Genus Styela Fleming, 1822
      Styela clava clava Herdman, 1881 미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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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류 Inventory 구축

  동해 핵심연구거점 중에 하나인 울진 왕돌초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해조류의 
종목록을 구축한 결과 아래와 같이 40종이 출현하였다. 현재 왕돌초 해역은 과
거에 비해 감태와 같은 대형 갈조류의 심각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대형 
갈조류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조류의 출현 종목록 
구축을 통해 향후 아열대화에 따른 서식생물의 출현종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DIVISION Chlorophyta 녹조식물문
 CLASS Ulvophyceae Mattox & Stewart 갈파래강
  ORDER Ulvales 갈파래목
   Family Ulvaceae 갈파래과
    Genus Ulva 갈파래속
      Ulva australis Areschoug, 1854,  구멍갈파래

  ORDER Bryopsidaceae 깃털말목
   Family Caulerpaceae 옥덩굴과
    Genus Caulerpa 옥덩굴속
     Caulerpa okamurae Weber-van Bosse, 1897, 옥덩굴

   Family Codiaceae 청각과
    Genus Codium 청각속
      Codium arabicum Kützing, 1856, 떡청각
      Codium fragile (Suringar) Hariot, 1889, 청각

   Family Derbesiaceae 엉킨실과
    Genus Derbesia Solier 엉킨실속
      Derbesia marina (Lyngbye) Solier, 1846, 초록엉킨실

  ORDER Cladophorales 대마디말목
    Family Cladophoraceae 대마디말과
     Genus Cladophora 대마디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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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dophora albida (Nees) Kützing, 1843, 솜대마디말
DIVISION Ochrophyta 대롱편모조식물문
 CLASS Phaeophyceae 갈조강
  ORDER Dictyotales 그물바탕말목
   Family Dictyotaceae 그물바탕말과
    Genus Dictyopteris 뼈대그물말속
      Dictyopteris divaricata Okamura, 1932, 미끈뼈대그물말
      Dictyopteris prolifera Okamura, 1930, 가시뼈대그물말
      Dictyopteris undulata Holmes, 1896, 주름뼈대그물말

    Genus Dictyota 그물바탕말속
      Dicyota dichotoma (Hudson) J.V. Lamouroux, 1809, 그물바탕말

    Genus Padina 부챗말속
      Padina arborescens Holmes, 1896, 부챗말

    Genus Rugulopteryx 개그물바탕말속
      Rugulopteryx okamurae Hwang et al., 2009, 개그물바탕말

   Family Scytosiphonaceae 고리매과
    Genus Colpomenia 불레기말속
      Colpomenia sinuosa Derbes & Solier, 1851, 불레기말

  ORDER Fucales 말목
   Family Sargassaceae 모자반과
    Genus Sargassum 모자반속
      Sargassum confusum C. Agardh, 1824, 알쏭이모자반
      Sargassum horneri C. Agardh, 1820, 괭생이모자반
      Sargassum siliquastrum C. Agardh, 1820, 꽈배기모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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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Laminariales 다시마목
   Family Alariaceae 나래미역과
    Genus Undaria 미역속
      Undaria pinnatifida Suringar, 1873, 미역

   Family Ralfsiaceae 바위딱지과
    Genus Ralfsia 바위딱지속
      Ralfsia verrucosa Areschoug, 1845, 바위딱지

DIVISION Rhodophyta 홍조식물문
 CLASS Florideophyceae 진정홍조강
  ORDER Corallinales 산호말목
   Family Corallinaceae 산호말과
    Genus Amphiroa 게발속
      Amphiroa anceps Decaisne, 1842, 넓은게발

    Genus Corallina 산호말속
      Corallina offisinalis Linnaeus, 1758, 참산호말
      Corallina pilulifera Postel & Ruprecht, 1840, 작은구슬산호말

    Genus Litophyllum 혹돌잎속
      Lithophyllum okamurae Foslie, 1900, 혹돌잎

    Genus Mesophyllum 돌나무쩍속
      Mesophyllum erubescens Me. Lemoine, 1928, 돌나무쩍

    Genus Synarthrophyton 낭과쩍속
      Synarthorphyton chejuensis J.H.Kim, H.Chung, D.S.Choi & I.K.Lee, 

2004, 낭과쩍

  ORDER Bonnemaisoniales 갈고리풀목
   Family Bonnemaisoniaceae 갈고리풀과
    Genus Asparagopsis 여우꼬리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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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aragopsis taxiformis Trevisan de Saint-Leon, 1845, 바다고리풀
    Genus Bonnemaisonia 갈고리풀속
      Bonnemaisonia hamifera Hariot, 1891, 참갈고리풀

   Family Rhodomelaceae 빨간검둥이과
    Genus Neosiphonia 새붉은실속
      Neosiphonia japonica M.S.Kim & I.K.Lee, 1999, 떨기나무새붉은실

    Genus Symphyocladia 보라색우무속
      Symphyocladia latiuscula Yamada, 1941, 참보라색우무

  ORDER Gelidiales 우뭇가사리목
   Family Gelidiaceae 우뭇가사리과
    Genus Gelidium 여우꼬리말속
      Gelidium coreanum K.M.Kim, I.K.Hwang, H.S.Yoon & S.M.Boo, 
2012, 참우뭇가사리

   Family Pterocladiaceae 개우무과
    Genus Pterocladiella 개우무속
      Pterocladiella capillacea Santelices & Hommersand, 1997, 개우무

   Family Cystocloniaceae 가시우무과
    Genus Hypnea 가시우무속
      Hypnea asiatica P.J.L.Geraldino, E.C.Yang & S.M.Boo, 2009, 가시우
무

   Family Gigartinaceae 돌가사리과
    Genus Chondracanthus 돌가사리속
      Chondracanthus tenellus Hommersand, 1993, 돌가사리

    Genus Chondrus 진두발속
      Chondrus ocellatus Holmes, 1896, 진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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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Halymeniales 도박목
   Family Halymeniaceae 도박과
    Genus Grateloupia 지누아리속
      Grateloupia turuturu Yamada, 1941, 미끌도박

    Genus Pachymeniopsis 개도박속
      Pachymeniopsis elliptica Yamada, 1958, 참개도박
      Pachymeniopsis lanceolata Yamada ex S. Kawabata, 1954, 개도박

  ORDER Plocamiales 곱슬이목
   Family Plocamiaceae 곱슬이과
    Genus Plocamium 곱슬이속
      Plocamium telfairiae Harvey, 1849, 참곱슬이

  ORDER Rhodymeniales 분홍치목
   Family Champiaceae 사슬풀과
    Genus Champia 사슬풀속
      Champia bifida Okamura, 1901, 두갈래사슬풀
      Champia parvula Harvey, 1853, 참사슬풀

   Family Lomentariaceae 마디잘록이과
    Genus Lomentaria 마디잘록이속
      Lomentaria catenata Harvey, 1857, 마디잘록이

㉰ 암반생태계 서식지영상지도 및 수중생태지도

  동해 핵심 연구거점인 울진 왕돌초의 수중생태계 서식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가
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돌초 수심 30 m 지역의 10 m x 10 m 구역을 수중
과학잠수조사를 통해 사진 900 ～ 2,000장을 합성하여 수중암반 서식지의 구체
적인 실제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구현하고 이를 정밀해저지형과 mapping하여 
입체적인 서식지영상합성지도를 제작하였다. 해조류의 서식밀도가 매우 낮고 대
부분 무절석회조류가 피복한 상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수중서식지영상지도 제작 
구역을 확대하여 모니터링한다면 수중 서식지 변화에 따른 서식생물의 변동을 모
니터링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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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2.11. Habitat image composite map in 

Wangdolch

  서식지영상지도와 더불어 수중 암반서식지와 서식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중생태지도를 제작하여 연구자 뿐만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수중암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였으며, 지역거점 기반
의 공동연구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Fig. 3.2.3.2.2.12. Underwater eco-map in Wangdol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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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핵심 연구거점 울릉도 능걸 지역

㉮ 무척추동물 Inventory 구축

  동해 핵심연구거점 중에 하나인 울릉도 능걸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무척추동
물의 종목록을 구축한 결과 아래와 같이 43종이 출현하였다. 연체동물과 절지
동물의 다양성이 가장 높았으며, 현재까지는 아열대성 무척추동물의 출현은 확
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척추동물의 Inventory를 구축한
다면, 향후 아열대화에 의한 해양생물의 지리분포 변화를 파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hylum Porifera 해면동물문
 Class Demospongia 보통해면강
  Order Hadromeida 경해면목
   Family Clionidae 호박해면과
    Genus Cliona Grant, 1826
      Cliona celata Grant, 1826 호박해면

   Family Callyspongiidae 예쁜이해면과
    Genus Callyspongia Duchassaing & Michelotti, 1864 예쁜이해면속
      Callyspongia (Callyspongia) differentiata (Dendy, 1922) 뿔예쁜이해면

  Order Halichondria 해변해면목
   Family Hymeniacidonidae 주황해변해면과
    Genus Hymeniacidon Bowerbank, 1861 주황해변해면속
      Hymeniacidon sinapium De Laubenfels, 1930 주황해변해면

Phylum Cnidaria 자포동물문
 Class Hydrozoa 히드라충강
  Order Thecatae 컵히드라충목
   Family Plumulariidae 깃히드라과
    Genus Aglaophenia Lamouroux, 1812 띠신깃히드라속
      Aglaophenia whiteleggei Bale, 1888 흰깃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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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Athecatae 민컵히드라충목
   Family Solanderiidae 산호붙이히드라과
    Genus Solanderia Dduchassaing & Michelin, 1846 산호붙이히드라속
      Solanderia secunda (Inaba, 1892) 산호붙이히드라

  Order Gorgonacea 해양목
   Family Melithaeidae 뿔산호과
    Genus Mellithaea Milne-Edwards & Haime, 1857 뿔산호속
      Mellithaea flabellifera flabellifera Kukenthal, 1908 부채뿔산호

 Class Anthozoa 산호충강
  Order  Scleractinia 돌산호목
   Family Dendrophylliidae 나무돌산호과
    Genus Rhizopsammia Verrill, 1870 
      Rhizopsammia minuta van der Horst, 1922 무쓰뿌리돌산호

 Class Scyphozoa 해파리강
  Order Rhizostomeae 근구해파리목
   Family Rhizostomidae 근구해파리과
    Genus Nemopilema Kishinouye, 1922 수풀해파리속
      Nemopilema nomurai Kishinouye, 1922 노무라입깃해파리

  Order Actiniaria 해변말미잘목
   Family Actiniidae 해변말미잘과
    Genus Urticina
      Urticina coriacea (Cuvier, 1798) 가죽해변말미잘

    Genus Anthopleura Duchassaing and Michelotti, 1860 꽃해변말미잘속
      Anthopleura japonica Verrill, 1889 갈색꽃해변말미잘
      Anthopleura kurogane Uchida and Muramatsu, 1958 검정꽃해변말미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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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Corallimorpharia
   Family Corallimorphidae
    Genus Corynactis Allman, 1846
      Corynactis viridis Allman, 1846 보석말미잘

Phylum Mollusca 연체동물문
 Class Gastropoda 복족강
  Order Neogastropoda 신복족목
   Family Buccinidae 물레고둥과
    Genus Kelletia Fischer, 1884 매끈이고둥속
      Kelletia lischkei Kuroda, 1938 매끈이고둥

   Family Muricidae 뿔소라과
    Genus Reishia Kuroda & Habe, 1971  대수리속
      Reishia bronni (Dunker, 1860) 두드럭고둥

  Order Patellogastropoda 삿갓조개목
   Family Tegulidae 보말고둥과
    Genus Chlorostoma Swainson, 1840 밤고둥속
      Chlorostoma lischkei Tapparone-Canefri, 1874 밤고둥

   Family Turbinidae 소라과
    Genus Turbo Linnaeus, 1758 소라속
      Turbo cornutus Lightfoot, 1786 소라

    Genus Pomaulax Gray, 1850 납작소라속
      Pomaulax japonicus (Dunker, 1844) 납작소라

  Order Cephalaspidea 두순목
   Family Tegulidae Haminoeidae 포도고둥과
       Tegulidae sp. 1 민챙이 고둥류
  Order Nudibranchia 나새목
   Family Pleurolidi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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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us Protaeolidiella 검정갯민숭이속
      Protaeolidiella atra baba, 1955 검정갯민숭이

   Family Facelinidae 하늘소갯민숭이과
    Genus Sakuraeolis Baba, 1965 눈송이갯민숭이속
       Sakuraeolis gerberina Hirano, 1999 눈송이갯민숭이

   Family Chromodorididae 갯민숭달팽이과
    Genus Chromodoris 갯민숭달팽이속
      Chromodoris orientalis Rudman, 1983 흰갯민숭달팽이

    Genus Hypselodoris Stimpson, 1855 파랑갯민숭달팽이속
      Hypselodoris festiva (A. Adams, 1861) 파랑갯민숭달팽이

   Family Chromodorididae Dorididae 갑옷갯민숭달팽이과
    Genus Homoiodoris Bergh, 1882  두드럭갯민숭달팽이속
      Homoiodoris japonica Bergh, 1882 두드럭갯민숭달팽이

  Order Anaspidea 무순목
   Family Aplysiidae 군소과
    Genus Aplysia Linnaeus, 1767 군소속
      Aplysia kurodai Babe, 1937 군소

 Class Bivalvia 이매패강
  Order Mytiloida 홍합목
   Family Mytilidae 홍합과
    Genus Mytilus Linnaeus, 1758 홍합속
      Mytilus coruscus Gould, 1861 홍합
      Mytilus galloprovincialis Lamarch, 1819 지중해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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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Ostreoida 굴목
   Family Ostreidae 굴과
    Genus Striostrea Vyalov, 1936 태생굴속
      Striostrea circumpicta (Pilsbry, 1904) 태생굴

 Class Cephalopoda 두족강
  Order Octopoda 문어목
   Family Octopodidae 문어과
    Genus Enteroctopus Rochebrune & Mabille, 1889 진문어속
      Enteroctopus dofleini (Wülker, 1910) 문어

Phylum Mollusca Annelida 환형동물문
 Class Polychaeta 다모강
  Order Sabellida 꽃갯지렁이목
   Family Sabellidae 꽃갯지렁이과
    Genus Branchiomma Kölliker, 1858 띠조름꽃갯지렁이속
      Branchiomma cingulatum (Grube, 1870) 솜털꽃갯지렁이

 Class Maxillopoda 소악강
  Order Thoracica 완흉목
   Family Balanidae 따개비과
    Genus Megabalanus Hoek, 1913 빨강따개비속
      Megabalanus rosa (Pilsbry, 1916) 빨강따개비

  Order Decapoda 십각목
   Family Paguridae 집게과
    Genus Pagurus Fabricius, 1775 참집게속
      Pagurus rubrior Komai, 2003 붉은얼룩참집게

Phylum Echinodermata 극피동물문
 Class Crinoidea 바다나리강
  Order Comatulida 바다나리목
   Family Comatulidae
    Genus Anneissia
      Anneissia japonica (Muller, 1841) 일본깃갯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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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Stelleroidea 불가사리강
  Order Valvatida 연변목
   Family Asterinidae 별불가사리과
    Genus Asterina Nardo, 1834 별불가사리속
      Asterina pectinifera Müller and Troschel, 1842 별불가사리

  Order Forcipulatida 차극목
   Family Asteriidae 불가사리과
    Genus Distolasterias Perrier, 1896 디스톨불가사리속
      Distolasterias nipon (Döderlein, 1902) 일본불가사리

    Genus Asterias Linnaeus 불가사리속
      Asterias amurensis Lütken, 1871 아무르불가사리

    Genus Aphelasterias Fisher, 1923 아팰불가사리속
      Aphelasterias japonica (Bell, 1881) 아팰불가사리

   Family Labidiasteridae 외극불가사리과
    Genus Plazaster Fisher, 1941 문어다리불가사리속
      Plazaster borealis (Uchida, 19228) 문어다리불가사리

 Class Ophiuroidea 거미불가사리강
  Order Ophiurida 사미목
   Family Ophiodermatidae 가죽거미불가사리과
    Genus Ophiarachnella Ljungman, 1872 뱀거미불가사리속
      Ophiarachnella gorgonia Müller and Troschel, 1842 뱀거미불가사리

 Class Echinoidea 성게강
  Order Camarodonta 공치성게목
   Family Strongylocentrotidae 둥근성게과
    Genus Strongylocentrotus Brandt, 1835 둥근성게속
      Strongylicentrotus nudus (A. Agassiz, 1863) 둥근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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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Holothuroidea 해삼강
  Order Aspidochirotida 순수목
   Family Stichopodidae 돌기해삼과
    Genus Apostichopus Liao, 1986 아포돌기해삼속
      Apostichopus japonicus (Selenka, 1867) 돌기해삼

   Family Holothuriidae 해삼과
    Genus Holothuria (Mertensiothuria) Deichmann, 1958 해삼속
      Holothuria (Mertensiothuria) hilla Lesson, 1830개해삼

Phylum Chordata 척삭동물문
 Class Ascidiacea 해초강
  Order Stolidobranchia 강새목
   Family Pyuridae 멍게과
    Genus Halocynthia 멍게속
      Halocynthia roretzi (von Drasche, 1884) 우렁쉥이

  Order Pleurogona 측성해초목
   Family Styelidae 미더덕과
    Genus Styela Fleming, 1822
      Styela clava clava Herdman, 1881 미더덕

㉯ 해조류 Inventory 구축

  동해 핵심연구거점 중에 하나인 울릉도 능걸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해조류의 
종목록을 구축한 결과 아래와 같이 106종이 출현하였다. 왕돌초 해역과 비교
하여 해조류의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았으며,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미기록 
잘피류가 대량으로 서식하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지역
은 향후 사동항에 신공항이 건설되는 지역과 매우 근접한 지역으로 아열대화에 
의한 환경변화 뿐만아니라 인위적인 환경 교란과 같은 환경변화에 의한 서식생
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자료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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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hlorophyta 녹조식물문
 CLASS Ulvophyceae Mattox & Stewart 갈파래강
  ORDER Bryopsidales 깃털말목
   Family Caulerpaceae 갈파래과
    Genus Caulerpa 옥덩굴속
      Caulerpa okamurae Weber-van Bosse, 1897, 옥덩굴

   Family Codiaceae 청각과
    Genus Codium 청각속
      Codium hubbsii E.Y. Dawson, 1950, 방석청각

   Family Derbesiaceae 엉킨실과
    Genus Derbesia 청각속
      Derbesia marina Solier, 1846, 초록엉킨실

  ORDER Chaetopeltidales 연두실방패말목
   Family Cladophoraceae 대마디말과
    Genus Cladophora 갈파래속
      Cladophora dotyana W.J. Gilbert, 1965, 낫대마디말
      Cladophora hutchinsioides C. Hoek & Womersley, 1984, 헐렁대마디말
      Cladophora sakaii Abott, 1972, 사카이대마디말
      Cladophora sp., 대마디말류

  ORDER Ulvales 갈파래목
   Family Ulvaceae 갈파래과
    Genus Ulva 갈파래속
      Ulva sp., 파래류

DIVISION Ochrophyta 대롱편모조식물문
CLASS Phaeophyceae 갈조강
  ORDER Desmarestiales 산말목
   Family Desmarestiaceae 산말과
    Genus Desmarestia 산말속
      Desmarestia tabacoides Okamura, 1908, 담배잎산말
      Desmarestia viridis J.V. Lamouroux, 1813, 쇠꼬리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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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Dictyotales 그물바탕말목
   Family Dictyotaceae 그물바탕말과
    Genus Dictyota 그물바탕말속
      Dicyota coriacea I.K.Hwang, H.S.Kim & W.J.Lee, 2004, 

참가죽그물바탕말
      Dicyota dichotoma (Hudson) J.V. Lamouroux, 1809, 그물바탕말
      Dicyota friabilis Setchell, 1926, 기는그물바탕말

     Genus Dictyopteris 뼈대그물말속
      Dictyopteris latiuscula Okamura, 1932, 넓은뼈대그물말
      Dictyopteris pacifica I.K. Hwang, H.S.Kim & W.J.Lee, 2004, 

참가시그물바탕말
      Dictyopteris prolifera Okamura, 1930, 가시뼈대그물말

    Genus Distromium 두켜부채속
      Distromium decumbens Levring, 1940, 두켜부채

    Genus Padina 부챗말속
      Padina arborescens Holmes, 1896, 부챗말

    Genus Rugulopteryx 개그물바탕말속
      Rugulopteryx okamurae Hwang et al., 2009, 개그물바탕말

  ORDER Ectocarpales 솜털목
   Family Acinetosporaceae 솜말과
    Genus Feldmannia 좀솜털속
      Feldmannia mitchelliae H.S. Kim, 2010, 미첼좀솜털

   Family Scytosiphonaceae 고리매과
    Genus Colpomenia 불레기말속
      Colpomenia sinuosa Derbes & Solier, 1851, 불레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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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Fucales 말목
   Family Sargassaceae 모자반과
    Genus Myagropsis 외톨개모자반속
      Myagropsis myagroides Fensholt, 1955, 외톨개모자반

    Genus Sargassum 모자반속
      Sargassum horneri C. Agardh, 1820, 괭생이모자반
      Sargassum macrocarpum C. Agardh, 1820, 큰열매모자반

  ORDER Laminariales 다시마목
   Family Alariaceae 나래미역과
    Genus Undaria 미역속
      Undaria peterseniana Okamura, 1915, 넓미역
      Undaria pinnatifida Suringar, 1873, 미역

   Family Lessoniaceae 감태과
    Genus Ecklonia 감태속
      Ecklonia cava Kjellman, 1885, 감태

    Genus Eisenia 대황속
      Eisenia bicyclis Setchell, 1905, 대황

  ORDER Sphacelariales 갯쇠털목
   Family Sphacelariaceae 갯쇠털과
    Genus Sphacelaria 갯쇠털속
      Sphacelaria californica Setchell & N.L. Gardener, 1925, 굵은갯쇠털
      Sphacelaria fusca S.F. Gray, 1821, 세가닥갯쇠털
      Sphacelaria rigidula Kützing, 1843, 가위갯쇠털

   Family Stypocaulaceae 물잔털과
    Genus Halopteris 바다깃꼴속
      Halopteris filicina Kützing, 1843, 바다깃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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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Sporochnales 털비말목
   Family Sporochnaceae 털비말과
    Genus Carpomitra 의관말속
      Carpomitra costata Batters, 1902, 줄의관말

    Genus Sporochnus 털비말속
      Sporochnus radiciformis C. Agardh, 1817, 털비말

DIVISION Rhodophyta 홍조식물문
 CLASS Stylonematophyceae 마디털홍조강
  ORDER Stylonematales 마디털목
   Family Stylonemataceae 마디털과
    Genus Stylonema 마디털속
      Stylonema alsidii Drew, 1956, 마디털
      Stylonema cornu-cervi Reinsch, 1875, 쇠뿔마디털

 CLASS Compsopogonophyceae 붉은털홍조강
  ORDER Erythropeltidales 붉은털목
   Family Erythrotrichiaceae 붉은털과
    Genus Erythrocladia 갯불꽃속
      Erythrocladia irregularis Rosenvinge, 1909, 갯불꽃

    Genus Erythrotrichia 붉은털속
      Erythrotrichia biseriata Tanaka, 1944, 두줄붉은털
      Erythrotrichia carnea J. Agardh, 1883, 붉은털
      Erythrotrichia reflexa Thuret ex De Toni, 1897, 굽은붉은털

    Genus Sahlingia 갯불꽃사촌속
      Sahlingia subintegra Kornmann, 1989, 갯불꽃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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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Florideophyceae 진정홍조강
  ORDER Corallinales 산호말목
   Family Corallinaceae 산호말과
    Genus Amphiroa 게발속
      Amphiroa beauvoisii J.V. Lamouroux, 1816, 고리마디게발

    Genus Corallina 산호말속
      Corallina aberrans K. Hind & G.W. Saunders, 2013, 방황혹산호말
      Corallina offisinalis Linnaeus, 1758, 참산호말
      Corallina pilulifera Postel & Ruprecht, 1840, 작은구슬산호말

    Genus Jania 애기산호말속
      Jania adhaerens J.V. Lamouroux, 1816, 덩이애기산호말
      Jania arborescens Yendo, 1905, 나무꼴애기산호말
      Jania nipponica Yendo, 1905, 왜애기산호말
      Jania ungulata Yendo, 1905, 발굽애기산호말

    Genus Litophyllum 혹돌잎속
      Lithophyllum okamurae Foslie, 1900, 혹돌잎

  ORDER Acrochaetiales 붉은솜목
   Family Acrochaetiaceae 붉은솜과
    Genus Rhodochorton 자리풀속
      Rhodochorton purpureum Rosenvinge, 1900, 융단자리풀

  ORDER Colaconematales 홍다발솔목
   Family Colaconemataceae 홍다발솔과
    Genus Colaconema 홍다발솔속
      Colaconema hyalosiphoniae I.K. Hwang & H.S. Kim, 2011, 

가시홍다발솔

  ORDER Bonnemaisoniales 갈고리풀목
   Family Bonnemaisoniaceae 갈고리풀과
    Genus Asparagopsis 여우꼬리말속
      Asparagopsis taxiformis Trevisan de Saint-Leon, 1845, 바다고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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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us Bonnemaisonia 갈고리풀속
      Bonnemaisonia hamifera Hariot, 1891, 참갈고리풀

  ORDER Ceramiales 비단풀목
   Family Ceramiaceae 비단풀과
    Genus Antithamnion 참깃풀속
      Antithamnion aglandum G.H. Kim & I.K. Lee, 1996, 제주참깃풀
      Antithamnion callocladum Itono, 1971, 거북손참깃풀
      Antithamnion nipponicum Yamada & Inagaki, 1935, 참깃풀
      Antithamnion okiense Kajimura, 1987, 조막손참깃풀
      Antithamnion secundum Itono, 1971, 외가지참깃풀

    Genus Antithamnionella 참깃풀사촌속
      Antithamnionella breviramosa Wollaston, 1970, 애기참깃풀사촌

    Genus Callithamniella 외깃풀사촌속
      Callithamniella pacifica I.A. Abbott & R.E. Norris, 1993, 외깃풀사촌

    Genus Ceramium 비단풀속
      Ceramium affine Setchell & N.L. Gardner, 1930, 나도비단풀
      Ceramium boydenii E.S. Gepp, 1904, 단박
      Ceramium cimbricum Petersen, 1924, 술비단풀
      Ceramium diaphanum Rhoth, 1806, 실비단풀
      Ceramium nakamurae Dawson, 1954, 누은비단풀

    Genus Herpochondria 잇바디가지속
      Herpochondria corallinae Falkenberg, 1897, 산호잇바디가지
      Herpochondria dentata Itono, 1977, 잇바디가지
      Herpochondria elegans Itono, 1977, 각시잇바디가지
      Herpochondria pygmaea Itono, 1977, 작은구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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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us Pterothamnion 날개깃말속
      Pterothamnion yezoense Athanasiadis & Kraft, 1994, 날개깃말

    Genus Dasysiphonia 분홍풀속
      Dasysiphonia japonica H.S. Kim, 2012, 엇가지분홍풀

    Genus Heterosiphonia 엇가지풀속
      Heterosiphonia pulchra Falkenberg, 1901, 털엇가지풀

    Genus Acrosorium 분홍잎속
      Acrosorium ciliolatum Kylin, 1924, 갈고리분홍잎
      Acrosorium yendoi Yamada, 1930, 누은분홍잎

    Genus Erythroglossum 붉은혀속
      Erythroglossum minimum Okamura, 1932, 꼬마붉은혀

    Genus Hypoglossum 빗살잎속
      Hypoglossum barbatum Okamura, 1901, 참빗살잎

    Genus Phycodrys  빗살잎속
      Phycodrys australasica A.J.K. Millar, 1990, 애기바다참나무잎

    Genus Sorella 빗살잎속
      Sorella repens Hollenberg, 1943, 기는분홍잎사촌

   Family Rhodomelaceae 빨간검둥이과
    Genus Laurencia 서실속
      Laurencia intricata Lamouroux, 1813, 타래서실
      Laurencia sp., 서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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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us Neosiphonia 새붉은실속
      Neosiphonia harlandii M.S. Kim & I.K. Lee, 1999, 가시새붉은실
      Neosiphonia savatieri M.S. Kim & I.K. Lee, 1999, 사바티새붉은실

    Genus Polysiphonia 붉은실속
      Polysiphonia atlantica Kapraun & J.N. Norris, 1982, 큰열매붉은실
      Polysiphonia subtilissima Montagne, 1840, 각시붉은실

    Genus Symphyocladia 보라색우무속
      Symphyocladia marchantioides Falkenberg, 1897, 넓은보라색우무
      Symphyocladia pumila S. Uwai & M. Masuda, 1999, 애기보라색우무

   Family Wrangeliaceae 깃복슬털과
    Genus Griffithsia 비단잘록이속
      Griffithsia japonica Okamura, 1930, 왜비단잘록이
      Griffithsia okiensis Kajimura, 1982, 오키비단잘록이

  ORDER Gigartinales 돌가사리목
   Family Caulacanthaceae 가시덤불과
    Genus Caulacanthus 가시덤불속
      Caulacanthus ustulatus Kützing, 1843, 애기가시덤불

   Family Cystocloniaceae 가시우무과
    Genus Hypnea 가시우무속
      Hypnea saidana Holmes, 1896, 사이다가시우무

   Family Kallymeniaceae 붉은땀띠과
    Genus Callophyllis 붉은잎속
      Callophyllis adhaerens Yamada, 1932, 좁은붉은잎
      Callophyllis adnata Okamura, 1932, 넓은붉은잎
      Callophyllis crispata Okamura, 1896, 주름붉은잎
      Callophyllis rhynchocarpa Ruprecht, 1850, 부리붉은잎
      Callophyllis sp., 붉은잎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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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Rhizophyllidaceae 잎송진내과
    Genus Portieria 잎송진내속
      Portieria hornemannii P.C. Silva, 1987, 가는잎송진내

  ORDER Gracilariales 꼬시래기목
   Family Gracilariaceae 꼬시래기과
    Genus Gracilaria 꼬시래기속
      Gracilaria textorii De Toni, 1895, 잎꼬시래기

  ORDER Nemastomatales 끈적이목
   Family Schizymeniaceae 갈래잎과
    Genus Schizymenia 갈래잎속
      Schizymenia dubyi J. Agardh, 1851, 갈래잎

  ORDER Peyssonneliales 바다표고목
   Family Peyssonneliaceae 바다표고과
    Genus Peyssonnelia 바다표고속
      Peyssonnelia caulifera Okamura, 1899, 자루바다표고
      Peyssonnelia japonica Yoneshigue, 1985, 고둥옷

  ORDER Plocamiales 곱슬이목
   Family Plocamiaceae 곱슬이과
    Genus Plocamium 곱슬이속
      Plocamium telfairiae Harvey ex Kützing, 1849, 참곱슬이

  ORDER Rhodymeniales 분홍치목
   Family Champiaceae 사슬풀과
    Genus Champia 사슬풀속
      Champia bifida Okamura, 1901, 두갈래사슬풀
      Champia parvula Harvey, 1853, 참사슬풀

    Family Faucheaceae 바위주걱과
    Genus Gloiocladia 갈래잎주걱속
      Gloiocladia iyoensis Norris, 1991, 애기풀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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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Lomentariaceae 마디잘록이과
    Genus Binghamia 분홍애기풀속
      Binghamia californica J. Agardh, 1899, 분홍애기풀

   Family Rhodymeniaceae 분홍치과
    Genus Rhodymenia 분홍치속
      Rhodymenia intricata Okamura, 1930, 두갈래분홍치

㉰ 암반생태계 서식지영상지도

  동해 핵심 연구거점인 울릉도 능걸 지역의 수중생태계 서식지를 보다 입체적
으로 가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능걸 수심 25 m 지역의 10 m x 10 m 구역
을 수중과학잠수조사를 통해 사진 900 ～ 2,000장을 합성하여 수중암반 서식
지의 구체적인 실제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구현하고 이를 정밀해저지형과 
mapping하여 입체적인 서식지영상합성지도를 제작하였다. 왕돌초 지역에 비해 
암반 표면에 갈조류와 절지동물인 따개비가 높은 밀도를 유지하며 서식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무척추동물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중서식지영상지도 제작 구역을 확대하여 모니터링한다면 수중 서식지 변화에 
따른 서식생물의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Fig. 3.2.3.2.2.13).

Fig. 3.2.3.2.2.13. Habitat image 

composite map in Wangdol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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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해안 및 아열대 해역 생물다양성 파악

① 동해안 생물다양성 Inventory 구축

  동해안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의 생물다양성 파악을 위해 과거 1960년대부터 
2000년대 까지 보고된 문헌, 저서, 보고서 분석을 통해 972종의 Inventory를 
구축하였다. Inventory 구축을 통해 아열대화가 진행중인 동해안의 무척추동물의 
변동을 과거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해 연안에서 현재까지 보고된 해양무척추동물 종 목록(972종)

해면동물문(37종)

Phylum Porifera 해면동물 문

Class Demospongia 보통해면 강

Order Homosclerophorida 동골해면 목

Family Plakinidae 판해면 과

Genus Oscarella

1. Oscarella lobularis (Schmidt, 1862) 거품오스카해면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47; 국립수산과학원, 2009: 71.

Order Astrophorida 별해면 목

Family Stellettidae 별해면 과

Genus Stelletta 별해면 속

2. Stelletta sp. 1 별해면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5.

3. Stelletta sp. 2 별해면류

Literatures. 이 외, 2001: 59.

4. Stelletta sp. 3 별해면류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0.

Genus Geodia

5. Geodia sp. 1 조디아해면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5.

6. Geodia sp. 2 조디아해면류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0.

Order Spirophorida 나선해면 목

Family Tetillidae 유두해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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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Tetilla

7. Tetilla japonica Lampe, 1886 유두해면

Literatures. 이 외, 1984: 120; 윤과 송, 1998: 284;

Order Hadromerida 경해면 목

Family Suberitidae 코르크해면 과

Genus Suberites Nardo, 1833 

8. Suberites ficus (Johnston, 1842) 집게코르크해면 

Literatures. 김 외, 1983: 100; 윤과 송, 1998: 284;

9. Suberites sericeus Thiele, 1898 비단코르크해면

Literatures. 김 외, 1983: 100; 윤과 송, 1998: 284;

Family Clionidae 호박해면 과

Genus Cliona Grant, 1826

10. Cliona celata Grant, 1826 호박해면 

Literatures. 김 외, 1983: 101; 윤과 송, 1998: 284; 이동제, 2008: 40.

Family Chondrosiidae 알해면 과

Genus Chondrilla

11. Chondrilla sp.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5.

Order Dictyoceratida 망각해면 목

Family Irciniidae 가는실해면 과

Genus Ircinia

12. Ircinia sp.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5.

Order Haplosclerina 단골해면 목

Family Haliclonidae 보라해면 과

Genus Haliclona Giant 보라해면 속

13. Haliclona sp. 1 보라해면류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0.

14. Haliclona sp. 2 보라해면류

Literatures. 경상북도, 2008: 245.

15. Haliclona sp. 3 보라해면류

Literatures.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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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Haliclona sp. 4 보라해면류

Literatures. 경상북도, 2009: 140.

17. Haliclona sp. 5 보라해면류

Literatures. 경상북도, 2011: 249.

18. Haliclona clathrata (Dendy, 1895) 무늬보라해면

Literatures. 김 외, 1983: 101; 윤과 송, 1998: 284.

19. Haliclona permollis (Bowerbank, 1866) 보라해면

Literatures. 김 외, 1983: 101; 이 외, 1984: 120; 윤과 송, 1998: 28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5.

Family Callyspongiidae 예쁜이해면 과

Genus Callyspongia Duchassaing and Michelotti, 1864 예쁜이해면 속

20. Callyspongia confoederata (Ridley, 1884) 보라예쁜이해면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48; 국립수산과학원, 2009: 72.

Genus Ceraochalina Lendenfeld, 1887 뿔예쁜이해면 속

21. Ceraochalina differentiata Dendy, 1922 뿔예쁜이해면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48; 국립수산과학원, 2009: 73.

Order Patrosiidae 바위해면 목

Family Petrosiidae 바위해면 과

Genus Petrosia Vosmaer, 1885 바위해면 속

22. Petrosia sp. 1 바위해면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5.

23. Petrosia sp. 2 바위해면류

Literatures. 이 외, 2001: 59.

24. Petrosia corticata (Wilson, 1925) 불똥해면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0; 한국해양연구원, 2008: 33.

Order Poecilosclerida 다골해면 목

Family Myxillidae 끈적해면 과

Genus Myxilla Schmidt, 1862 끈적해면 속

25. Myxilla incrustans (Johnston, 1842) 껍질끈적해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5.

26. Myxilla setoensis Tanita, 1961 넓적끈적해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5; 이 외, 2001: 59;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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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Myxilla sp. 끈적해면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5.

Family Clathriidae 유령해면 과

Genus Ophlitaspongia

28. Ophlitaspongia noto Tanita, 1963 바늘뼈해면

Literatures. 김 외, 1983: 101; 윤과 송, 1998: 284.

Genus Myxichela de Laubenfels, 1936

29. Myxichela spinulosa (Tanita, 1968) 가시끈적해면

Literatures. 김과 심, 2000: 143.

Order Halichondria 해변해면 목

Family Halichondriidae 해변해면 과

Genus Halichondria Fleming, 1828 해변해면 속

30. Halichondria sp. 1 해변해면류

Literatures. 경상북도, 2008: 245.

31. Halichondria sp. 2 해변해면류

Literatures.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76.

32. Halichondria sp. 3 해변해면류

Literatures. 경상북도, 2011: 249.

33. Halichondria sp. 4 해변해면류

Literatures. 이동제, 2008: 38.

34. Halichondria okadai 검정해변해면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40.

35. Halichondria oshoro (Tanita, 1961) 황록해변해면

Literatures. 김 외, 1983: 101; 이 외, 1984: 120; 윤과 송, 1998: 28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5; 한국해양연구원, 2008: 35.

36. Halichondria panicea (Pallas, 1766) 회색해변해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5; 국립수산과학원, 2008: 148; 한국해양연구원, 

2008: 36; 국립수산과학원, 2009: 74.

Family Hymeniacidonidae 주황해변해면 과

Genus Hymeniacidon Bowerbank, 1861 주황해변해면 속

37. Hymeniacidon sinapium De Laubenfels, 1930 주황해변해면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0; 

대구지방환경청, 2008: 144; 경상북도, 2009: 140; 경상북도, 2011: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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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동물문(82종)

Phylum Cnidaria 자포동물 문

Class Hydrozoa 히드라충 강

Order Athecatae 민컵히드라충 목

Family Corymorphidae 의곤봉히드라 과

Genus fukaurahydra

1. Fukaurahydra anthoformis Yamada, Konno and Kubota, 1977 말미잘후카우라히드라

Literatures. Park and Song, 2000: 5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69; 국립수산과학원, 2008: 

149; 한국해양연구원, 2008: 41; 국립수산과학원, 2009: 75; 경상북도, 2009: 

141.

2. Fukaurahydra sp.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6.

Family Corynidae 곤봉히드라 과

Genus Coryne Gaertner, 1744 곤봉히드라 속

3. Coryne pusilla Gaertner, 1744 곤봉히드라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6; Park and Song, 2000: 57.

Family Hydrocorynidae 물곤봉히드라 과

Genus Hydrocoryne Stechow, 1909 물곤봉히드라 속

4. Hydrocoryne miurensis Stechow, 1907 세로줄물곤봉히드라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38.

Family Solanderiidae 산호붙이히드라 과

Genus Solanderia Duchassaing and Michelin, 1846 산호붙이히드라 속

5. Solanderia misakinensis (Inaba, 1892) 큰산호붙이히드라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6; Park and Song, 2000: 57 한국해양연구원, 

2008: 42.

6. Solanderia secunda (Inaba, 1892) 산호붙이히드라

Literatures. 김 외, 1983: 101; 윤과 송, 1998: 284;

7. Solanderiidae sp. 1 산호붙이히드라류

Literatures. 이 외, 2001: 59.

8. Solanderiidae sp. 2 산호붙이히드라류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69.

Family Bougainvilliidae 보우갠빌히드라 과

Genus Rhizorhagium M. Sars, 1874 뿌리히드라 속

9. Rhizorhagium sagamiense Hirohito, 1988 사가미포도뿌리히드라

Literatures. Park and Song, 200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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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hizorhagium sp. 뿌리히드라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6.

Genus Bimeria Wright, 1859

11. Bimeria annulata (Nutting, 1901) 고리마디히드라

Literatures. 박정희, 1999: 198.

Genus Bougainvillia Lesson, 1830

12. Bougainvillia ramosa (Van Beneden, 1844) 분지보우갠빌히드라

Literatures. 박정희, 1999: 198.

Family Eudendriidae 꽃히드라 과

Genus Eudendrium Ehrenberg, 1834 꽃히드라 속

13. Eudendrium sp. 1 꽃히드라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6.

14. Eudendrium sp .2 꽃히드라류

Literatures. Park and Song, 2000: 59.

15. Eudendrium sp. 3 꽃히드라류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69.

16. Eudendrium capillare Alder, 1856 털꽃히드라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69.

17. Eudendrium tenellum Allman, 1877 실꽃히드라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69.

Genus Eudendrium Ehrenberg, 1834

18. Eudendrium boreale Yamada, 1954 북방산꽃히드라

Literatures. 박정희, 1999: 200.

Family Tubulariidae 관히드라 과

Genus Tubularia Linné, 1758 관히드라 속

19. Tubularia mesembryanthemum Allman, 1871 관히드라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6; Park and Song, 2000: 59; 국립환경과학원, 

2006: 169; 한국해양연구원, 2008: 40.

Order Anthoathecaeae

Family Halocordylidae

Genus Halocordyle

20. Halocordyle disticha (Goldfuss, 1820) 눈꽃히드라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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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hecatae 컵히드라충 목

Family Haleciidae 무늬히드라 과

Genus Halecium Oken, 1815 무늬히드라 속

21. Halecium delicatulum Coughtrey, 1876 매혹무늬히드라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6; Park and Song, 2000: 59.

Family Lafoëidae 바위붙이히드라 과

Genus Filellum Hincks, 1868 실히드라 속

22. Filellum serratum (Clarke, 1879) 톱니실히드라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6; Park and Song, 2000: 59.

Genus Lafoea Lamouroux, 1821 바위붙이히드라 속

23. Lafoea fruticosa (Sars, 1851) 덤불바위붙이히드라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6; Park and Song, 2000: 59.

Family Campanulariidae 종히드라 과

Genus Eucalix Stechow, 1921 컵히드라 속

24. Eucalix paradoxus Stechow, 1923 컵히드라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6; Park and Song, 2000: 61.

Genus Orthopyxis 입넓은종히드라 속

25. Orthopyxis platycarpa Bale, 1914 입넓은종히드라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6; Park and Song, 2000: 61.

Genus Obelia Péron and Lesueur, 1809 혹히드라 속

26. Obelia geniculata (Linné, 1758) 혹히드라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69.

Family Sertulariidae 테히드라 과

Genus Sertularella Gray, 1848 테히드라 속

27. Sertularella levigata Stechow, 1931 테히드라

Literatures. Park and Song, 2000: 61; 국립환경과학원, 2006: 169; 국립수산과학원, 2008: 

149; 국립수산과학원, 2009: 76.

28. Sertularella sagamina Stechow, 1921 사가미테하드라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6; Park and Song, 2000: 61.

29. Sertularella miurensis Stechow, 1921 가로테히드라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69; 국립수산과학원, 2008: 149; 국립수산과학원, 

2009: 77.

Genus Symplectoscyphus Marktanner, 1890 호자와테히드라 속

30. Symplectoscyphus hozawai Stechow, 1931 호자와테히드라

Literatures. Park and Song, 2000: 61.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263

Family Plumulariidae 깃히드라 과

Genus Plumularia, Lamarck, 1816 깃히드라 속

31. Plumularia filicaufilicaulis japonica Jaderholm, 1919 왜고비깃히드라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6; Park and Song, 2000: 61;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0.

32. Plumularia undulata Yamada, 1950 파도깃히드라

Literatures. 박정희, 1999: 202.

Genus Aglaophenia Lamouroux, 1812 아거라오페니아 속

33. Aglaophenia whiteleggei Bale, 1888 흰깃히드라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0; 국립수산과학원, 2008: 149; 국립수산과학원, 

2009: 78.

34. Hydrozoa unid. 히드라류

Literatures. 이 외, 2001: 59.

Order Leptomedusae 연해파리 목

Family Aequoreidae 평면해파리 과

Genus Aequorea

35. Aequorea coerulescens (Brandt, 1838) 평면해파리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43.

Order Anthomedusae 꽃해파리 목

Family Spirocodonidae 나선꼬리해파리 과

Genus Spirocodon

36. Spirocodon saltatrix (Tilesius, 1818) 무희나선꼬리해파리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44.

Class Anthozoa 산호충 강

Order stolonifera 근생 목

Family Cormulariidae 꽃이끼 과

Genus Clavularia de Blaniville, 1830 곤봉산호 속

37. Clavularia racemosa Utinomi, 1950 송이곤봉산호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38. Clavularia mikado Utinomi, 1955 미카도콘곤봉산호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0.

Genus Cornularia Lamarck, 1816 꽃이끼 속 

39. Cornularia komaii Utinomi, 1950 꽃이끼산호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0; 한국해양연구원, 2008: 44; 국립수산과학원, 200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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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Gorgonacea 해양 목

Family Plexauridae 총산호 과

Genus Euplexaura Verrill, 1896 진총산호 속

40. Euplexaura sp. 1 진총산호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41. Euplexaura sp. 2 진총산호류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0.

42. Euplexaura obietina Kükenthal, 1908 곧은진총산호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46.

Family Melithaedae 뿔산호 과

Genus Acabaria Gray, 1859 바늘산호 속

43. Acabaria habereri kukenthal, 1908 바늘산호

Literatures. 이종위, 1977: 15.

44. Acabaria modesta kukenthal, 1908 옆줄바늘산호

Literatures. 이종위, 1977: 17.

45. Acabaria bicolor (Nutting, 1911) 양색바늘산호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0; 국립수산과학원, 2009: 80.

46. Acabaria sp. 1 바늘산호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47. Acabaria sp. 2 바늘산호류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0.

Genus Melithaea Milne Edwards and Haime, 1857 뿔산호 속

48. Melithaea arborea kukenthal, 1908 나무뿔산호

Literatures. 이종위, 1977: 6.

49. Melithaea flabellifera Kükenthal, 1909 부채뿔산호

Literatures. 이종위, 1977: 8; 김과 최, 1978: 194; 김 외, 1983: 101; 윤과 송, 1998: 28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0; 대구지방환경청, 

2008: 147;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0; 한국해양연구원, 2008: 47; 이동제, 

2008: 35; 국립수산과학원, 2009: 81.

50. Melithaea flabellifera cylindrata kukenthal, 1908 원통뿔산호

Literatures. 이종위, 1977: 10.

51. Melithaea flabellifera reticulata kukenthal, 1908 그물뿔산호

Literatures. 이종위, 197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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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Melithaea sp.

Literatures. 이동제, 2008: 35.

53. Anthozoa unid. 산호류

Literatures. 이 외, 2001: 59.

Order Alcyonacea 해계두 목

Family Alcyiniidae 바다맨드라미 과

Genus Bellonella Gray, 1835 바다딸기 속

54. Bellonella sp. 바다딸기류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0.

55. Bellonella rubra Brunchin, 1890 바다딸기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56. Bellonella rigida Pütter, 1900 곤봉바다딸기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한국해양연구원, 2008: 47.

Order Actiniaria 해변말미잘 목

Family Actiniidae 해변말미잘 과

Genus Actinia Browne, 1756 해변말미잘 속

57. Actinia equina Linné, 1767 해변말미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이 외, 2001: 60; 대구지방

환경청, 2007: 143; 경상북도, 2008: 246; 대구지방환경청, 2008: 147; 국립수

산과학원, 2008: 151; 한국해양연구원, 2008: 49; 국립수산과학원, 2009: 82; 대

구지방환경청, 2009: 115;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78; 경상북도, 

2009: 140; 대구지방환경청, 2010: 217;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1.

Genus Anthopleura Duchassaing and Michelotti, 1860 꽃해변말미잘 속

58. Anthopleura japonica Verrill, 1889 갈색꽃해변말미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0; 

대구지방환경청, 2007: 143; 경상북도, 2008: 246; 대구지방환경청, 2008: 147; 

한국해양연구원, 2008: 50; 대구지방환경청, 2009: 115; 경북대학교 울릉도·독

도연구소, 2009: 278; 경상북도, 2009: 140; 대구지방환경청, 2010: 213; 대구

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1.

59. Anthopleura midori Uchida and Muramatsu, 1958 풀색꽃해변말미잘

Literatures. 이 외, 2001: 60; 한국해양연구원, 2008: 51.

60. Anthopleura kurogane Uchida and Muramatsu, 1958 검정꽃해변말미잘

Literatures. 이 외, 2001: 60; 이동제, 2008: 38;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대구지방환경

청, 2012: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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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Anthopleura fuscoviridis Carlgren, 1949

Literatures. 이 외, 1984: 120; 윤과 송, 1998: 284;

62. Anthopleura sp. 1 꽃해변말미잘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63. Anthopleura sp. 2 꽃해변말미잘류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8: 147.

64. Anthopleura sp. 3 꽃해변말미잘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4;

Genus Epiactis Verrill, 1869 방사해변말미잘 속

65. Epiactis japonica (Verrill, 1869) 방사해변말미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Genus Urticina

66. Urticina coriacea (Cuvier, 1798) 가죽해변말미잘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52.

Family Metridiidae 섬유세닐말미잘 과

Genus Metridium

67. Metridium senile (Linnaeus, 1767) 섬유세닐말미잘

Literatures. 이동제, 2008: 35; 한국해양연구원, 2008: 53.

Family Halcuridae

Genus Halcurias

68. Halcurias carlgreni McMurrich, 1901 별란말미잘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56.

Family Haliplanellidae 줄말미잘 과

Genus Haliplanella Hand, 1955 줄말미잘 속

69. Haliplanella lucia (Verrill, 1898) 담황줄말미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이 외, 2001: 60; 한국해양

연구원, 2008: 54.

Order Corallimorpharia 산호붙이말미잘 목

Family Corallimorphidae

Genus Corynactis

70. Corynactis viridis (Allman, 1846) 보석말미잘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1; 한국해양연구원, 2008: 55; 국립수산과학원, 200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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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Scleractinia 돌산호 목

Family Dendrophyllidae 나무돌산호 과

Genus Rhizopsammia Verrill, 1870 뿌리돌산호 속

71. Rhizopsammia minuta mutsuensis Yabe and Eguchi, 1932 무쓰뿌리돌산호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0.

Genus Dendrophyllia

72. Dendrophyllia arbuscula Van der Horst, 1922 관목나무돌산호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57.

Family Caryophyllidae 정향돌산호 과

Genus Caryophyllia

73. Caryophyllia japonica Marenzeller, 1888 정향돌산호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0.

Family Acroporidae 단풍돌산호 과

Genus Montipora

74. Montipora trabeculata Bernard, 1897 빛단풍돌산호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58.

Order Antipatharia 각산호 목

Family Antipathidae 해송 과

Genus Antipathes Pallas, 1766 해송 속

75. Antipathes lata Silberfeld, 1909 긴가지해송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76. Antipathes sp. 해송류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0.

77. Antipathes japonica Brook, 1889 해송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59.

Order Ceriantharia 꽃말미잘 목

Family Cerianthidae 꽃말미잘 과

Genus Cerianthus St. Delle Chiaje, 1832 꽃말미잘 속

78. Cerianthus filiformis Carlgren, 1924 실꽃말미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1.

Order Corallimorpharia 산호말미잘 목

Family Ilimorphidae 산호말미잘 과

Genus Corynactis

79. Corynactis sp.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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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Siphonophora 관해파리 목

Family Porpitidae 푸른우산관해파리 과

Genus Porpita

80. Porpita umbella 푸른우산관해파리

Literatures. 경상북도, 2008: 246;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7; 경상북도, 

2009: 142; 경상북도, 2011: 251.

Class Scyphozoa 해파리 강

Order Semaeostomeae 기구해파리 목

Family Ulmaridae 느릅나무해파리 과

Genus Aurelia

81. Aurelia aurita (Linnaeus, 1758) 보름달물해파리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8: 146.

Order Rhizostomeae 근구해파리 목

Family Rhizostomidae 근구해파리 과

Genus Nemopilema

82. Nemopilema nomurai 노무라입깃해파리

Literatures. 경상북도, 2009: 143; 경상북도, 2011: 252.

유즐동물문(3종)

Phylum Ctenophora 유즐동물 문

Class Atentaculata 무촉수 강

Order Berida 오이빗해파리 목

1. Beroé unid. 오이빗해파리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8.

Family Beroidae

Genus Beroe

2. Beroe cucumis Fabricius, 1780 오이빗해파리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61.

Class Tentaculata 유촉수 강

Order Cydippida 풍선해파리 목

Family Lampeidae 변형해파리 과

Genus Lampea

3. Lampea pancerina (Chun, 1879) 큰입빗해파리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9: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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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형동물문(7종)

Phylum Platyhelminthes 편형동물 문

Class Turbellaria 와충 강

Order Polycladida 다기장 목

1. Polycladida unid. 납작벌레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4;

Family Planoceridae 뿔납작벌레 과

Genus Planocera 

2. Planocera reticulata Diesing 1862

Literatures. 이 외, 1984: 120; 윤과 송, 1998: 284;

3. Planocera sp. 1 뿔납작벌래류

Literatures. 경상북도, 2008: 248.

4. Planocera sp. 2 뿔납작벌래류

Literatures.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79.

Family Pseudocerotidae

Genus Pseudobiceros

5. Pseudobiceros gratus Kato, 1937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63.

Family Pseudoceriidae

Genus Thysanozoon

6. Thysanozoon brocchii (Risso, 1818)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64.

Family Notoplanidae

Genus Notoplana

7. Notoplana humilis (Stimpson, 1857) 민무늬납작벌레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9: 86.

유형동물문(3종)

Phylum Nemertea 유형동물 문

Class Enopla

Order Hoplonemertea

Family Amphiporidae

Genus Amphiporus

1. Amphiporus cervicalis (Stimpson, 1857) 

Literatures. 이 외, 1984: 120; 윤과 송, 1998: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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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Nemertini 끈벌레 강

Order Hoplonemertini 바늘끈벌레 목

Family Lineidae 연두끈벌레 과

Genus Lineus

2. Lineus fuscoviridis Takaura, 1898 연두끈벌레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1; 한국해양연구원, 2008: 66; 국립수산과학원, 2009: 87.

3. Lineus geniculatus (Delle Chiaje, 1828) 갈색띠끈벌레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67.

태형동물문(17종)

Phylum Bryozoa 태형동물 문

Class Stenolaemata 협후 강

Order Cyclostomata 원구 목

Family Crisiidae 수염이끼벌레 과

Genus Crisia Lamouroux, 1812 수염이끼벌레 속

1. Crisia eburneodenticulata Smitt, 1865 흰수염이끼벌레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8.

Class Gymmolaemata 나후 강

Order Cheilostomata 순구 목

Family Cabereidae 카베레아이끼벌레 과

Genus Caberea

2. Caberea lata Busk, 1852 라타이끼벌레

Literatures. 김 외, 1983: 101; 윤과 송, 1998: 284.

Family Schizoporellidae

Genus Dakaira

3. Dakaria subovoidea (d'Orbingy, 1852) 자주이끼벌레

Literatures. 이 외, 1984: 121; 윤과 송, 1998: 284.

Family Catenicellidae 연쇄방이끼벌레 과

Genus Catenicella de Blainville, 1830 연쇄방이끼벌레 속

4. Vittaticella sp. 연쇄방이끼벌레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8.

Family Candidae 사탕이끼벌레 과

Genus Tricellaria Fleming, 1828 세방가시이끼벌레 속

5. Tricellaria occidentalis (Trask, 1857) 세방가시이끼벌레

Literatures. 신숙, 2003: 279;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1; 국립수산과학원, 2009: 88.

Family Beaniidae 콩이끼벌레 과

Genus Beania Johnston, 1840 콩이끼벌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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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ania regularis Thornely, 1916 

Literatures. 신숙, 2003: 279.

Family Microporellidae

Genus Microporella Hincks, 1877 소공이끼벌레 속

7. Microporella sp. 

Literatures. 신숙, 2003: 279.

Family Exochellidae

Genus Escharoides Milne Edwards, 1836 혀이끼벌레 속

8. Escharoides sp. 

Literatures. 신숙, 2003: 279.

Family Watersiporidae 물구멍이끼벌레 과

Genus Watersipora Neviani, 1895 물구멍이끼벌레 속

9. Watersipora subtorquata (d' Orbigny, 1852) 자주빛이끼벌레

Literatures. 이동제, 2008: 37;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2; 국립수산과학원, 2009: 89.

Family Phidoloporidae 연구멍이끼벌레 과

Genus Iodictyum, Harmer, 1933 빨간망이끼벌레 속

10. Iodictyum sp. 빨간망이끼벌레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8.

11. Iodictyum deliciosum Harmer, 1934 섬세망이끼벌레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2; 국립수산과학원, 2009: 90.

Genus Flustra

12. Flustra sp. 1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2.

13. Flustra sp. 2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2.

14. Bryozoa sp. 1 태형동물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0.

15. Bryozoa sp. 2 태형동물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0.

16. Bryozoa sp. 3 태형동물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0.

17. Bryozoa sp. 4 태형동물류

Literatures. 이동제, 200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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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족동물문(1종)

Phylum Brachiopoda 완족동물 문

Class Articulata 유관절 강

Order Telotremata 종혈 목

Family Dallininidae 고려조개사돈 과

Genus Coptothyris

1. Coptothyris grayi (Davidson, 1852) 세로줄조개사돈

Literatures. 김 외, 1983: 101; 윤과 송, 1998: 284;

성구동물문(4종)

Phylum Sipunculida 성구동물 문

Class Phascolosomatidea 등촉수별벌레 강

Order Phascolosomatiformes 등촉수별벌레 목

Family Phascolosomatidae 등촉수별벌레 과

Genus Phascolosoma Leuckart, 1828 등촉수벌레 속

1. Phascolosoma scolops (Selenka and de Man, 1883) 상어껍질별벌레

Literatures. 이동제, 2008: 36;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2. Phascolosoma japonicum Grube, 1877 등촉수별벌레

Literatures. 신숙, 2003: 279.

3. Sipuncula unid. 1 성구동물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4;

4. Sipuncula unid. 2 성구동물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0.

연체동물문(344종)

Phylum Mollusca 연체동물 문

Class Polyplacophora 다판 강

Order Neoloricata 신군부 목

Family Ischnochitonidae 연두군부 과

Genus Callistochiton

1. Callistochiton jacobaeus (Gould, 1859) 투구군부

Literatures. 김 외, 1983: 101; 윤과 송, 1998: 285.

Genus Ischnochiton Gray, 1847 

2. Ischnochiton boninensis Bergenhayn, 1933 가는줄연두군부

Literatures. Son et al., 2004: 13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1;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2; 국립수산과학원, 200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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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chnochiton hakodadensis (Pilsbry, 1893) 굵은줄연두군부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5; 홍 외, 2008: 200;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3; 국립수산과

학원, 2009: 93.

4. Ischnochiton comptus (Pilsbry, 1893) 연두군부

Literatures. Kim, 1978: 14; 이 외, 1984: 121;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5; 독도

연구보전협회, 1999: 352; 한국해양연구원, 2008: 69.

5. Ischnochiton sp. 1

Literatures. 제 외, 1998: 124.

6. Ischnochiton sp. 2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9.

Genus Lepidozona Pilsbry, 1892 

7. Lepidozona coreanica (Reeve, 1874) 줄군부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최 외, 1996: 397;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5;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9;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3; 국립수산과학원, 2009: 94.

Genus Tonicella

8. Tonicella zotini Yokovleva, 1952 붉은반점북방작은군부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Family Mopaliidae 따가리 과

Genus Mopalia Gray, 1847

9. Mopalia retifera Thiele, 1909 수염군부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한국해양연구원, 2008: 70.

Genus Placiphorella Dall, 1879

10. Placiphorella stimpsoni (Gould, 1859) 따가리

Literatures. Son and Hong, 1992: 72; 윤과 송, 1998: 285;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경

상북도, 2008: 254;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2; 경상북도, 2009: 

144; 경상북도, 2011: 253.

Family Chitonidae 군부 과

11. Chitonidae unid. 군부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1.

Genus Chiton Linnaeus, 1758 군부 속

12. Chiton tectiformis (Is. Taki, 1938)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274

13. Chiton kurodai (Is. and Iw. Taki, 1929) 꼬마군부

Literatures. 이 외, 1984: 121; 윤과 송, 1998: 285; 제 외, 1998: 124; Son et al., 2004: 

136; 경상북도, 2008: 254;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4; 한국해양연구원, 2008: 

71; 국립수산과학원, 2009: 97;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2; 경

상북도, 2009: 144; 경상북도, 2011: 253.

Genus Acanthopleura

14. Acanthopleura japonica (Lischke, 1873) 군부

Literatures. 이 외, 1984: 121; Son and Hong, 1992: 73; 윤과 송, 1998: 285; 제 외, 1998: 

124; 이 외, 2001: 61;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홍 외, 2008: 200; 경상북

도, 2008: 254;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9;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3; 한국

해양연구원, 2008: 72; 국립수산과학원, 2009: 94;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2;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2; 경상북도, 2009: 144; 대구지방환경

청, 2010: 215;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3; 대구지방환

경청, 2012: 115.

Genus Onithochiton Gray, 1847

15. Onithochiton hirasei Pilsbry, 1901 비단군부

Literatures. 김 외, 1983: 101; 이 외, 1984: 121; 윤과 송, 1998: 285; 제 외, 1998: 124; 독

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Son et al., 2004: 136;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경상북도, 2008: 254;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9;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4; 국립수산과학원, 2009: 96;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2; 경

상북도, 2009: 144; 경상북도, 2011: 253.

Family Acnathochitonidae 가시군부 과

Genus Acanthochiton

16. Acanthochiton sp. 1 털군부류

Literatures. 홍, 1981: 234.

17. Acanthochiton sp. 2 털군부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5;

18. Acanthochiton sp. 3 털군부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1.

19. Acanthochiton defilippi (Tapparone Canefri, 1874) 털군부

Literatures. 이 외, 1984: 121; 윤과 송, 1998: 285; Son et al., 2004: 136;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4; 한국해양연구원, 2008: 73; 국립수산과학원, 2009: 98; 대구지방환

경청, 2009: 122; 대구지방환경청, 2010: 215;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20. Acanthochiton rubrolineatus (Lischke, 1873)

Literatures. 이동제, 200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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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Cryptochiton

21. Cryptochiton stelleri stelleri (Middendorff, 1846) 말군부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5;

Genus Acanthochitona Gray, 1821

22. Acanthochitona achates (Gould, 1859) 좀털군부

Literatures. Kim, 1978: 14;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9; 대구

지방환경청, 2009: 122; 대구지방환경청, 2010: 215;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23. Acanthochitona circellata (Reeve, 1847) 참털군부

Literatures. 제 외, 1998: 12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1; 

경상북도, 2008: 254;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2; 경상북도, 

2009: 144; 경상북도, 2011: 253.

Family Cryptoplacidae 털군부 과

Genus Cryptoplax de Blainville, 1818 

24. Cryptoplax japonica Pilsbry, 1901 벌레군부

Literatures. 이 외, 1984: 121; 제 외, 1998: 124; 윤과 송, 1998: 28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Son et al., 2004: 136;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4; 국립수산과학

원, 2009: 99.

Class Gastropoda 복족 강 

Order Archaeogastropoda 원시복족 목

Family Haliotidae 전복 과

25. Haliotidae unid.1 전복류

Literatures. 제 외, 1997: 71.

26. Haliotidae unid.2 전복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1.

Genus Nordotis Habe and Kosuge, 1964 둥근전복 속

27. Nordotis gigantea Habe, 1979 말전복

Literatures. 박 외, 2002: 459; 한국해양연구원, 2008: 77.

28. Nordotis discus (Reeve, 1846) 둥근전복

Literatures. 김 외, 1983: 102; 김과 최, 1978: 195; 홍, 1981: 234; Son and Hong, 1992: 

74; 최 외, 1996: 397; 윤과 송, 1998: 28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1; 대구지

방환경청, 2007: 164; 경상북도, 2008: 254;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9; 한국

해양연구원, 2008: 78;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2; 경상북도, 

2009: 144; 경상북도, 2011: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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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Haliotis
29. Haliotis discus Reeve, 1846 까막전복

Literatures. 박명순, 1989: 10; 제 외, 1998: 129;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Genus Sulculus H. and A. Adams, 1854 오분자기 속

30. Sulculus diversicolor supertexta (Lischke, 1870) 오분자기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1.

Family Fissurellidae 구멍삿갓조개 과

Genus Cranopsis A. Adams, 1860

31. Cranopsis pelex A. Adams, 1860 매부리구멍삿갓조개

Literatures. 이동제, 2008: 41.

Genus Emarginula 
32. Emarginula punctata A. Adams, 1852

Literatures. 이 외, 1984: 121; 윤과 송, 1998: 285;

Genus Macroschisma SOWERBY, 1839 긴구멍삿갓조개 속

33. Macroschisma dilatatum A. ADAMS, 1851 낮은구멍삿갓조개

Literatures. 이 외, 1984: 121; 윤과 송, 1998: 285;

34. Macroschisma sinense (A. ADAMS, 1851) 구멍삿갓조개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5;

Genus Tugali Gray, 1843 등줄삿갓조개 속

35. Tugali (Tugalina) gigas (MARTENS, 1881) 뿔럭지삿갓조개

Literatures. 김 외, 1983: 102; 윤과 송, 1998: 285; 이동제, 2008: 38.

Genus Tugali Gray, 1843 등줄삿갓조개 속

36. Tugali decussata A. Adams, 1852 흰이랑삿갓조개

Literatures. 이 외, 1984: 121; 윤과 송, 1998: 28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국립수산

과학원, 2008: 113.

Family Patellidae 삿갓조개 과

37. Patellidae unid. 삿갓조개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1.

Genus Cellana H. Adams, 1869 진주배말 속

38. Cellana toreuma (Reeve, 1855) 애기삿갓조개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김 외, 1983: 102; 이 외, 1984: 121; 박명순, 1989: 9; 

Son and Hong, 1992: 75; 최 외, 1996: 397; 윤과 송, 1998: 285; 제 외, 

1998: 129;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차 외, 2000; 이 외, 2001: 61; 국립

환경과학원, 2006: 141;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경상북도, 2008: 254; 대

구지방환경청, 2008: 159; 한국해양연구원, 2008: 74;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2;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2; 경상북도, 2009: 145;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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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환경청, 2010: 207;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4; 대구

지방환경청, 2012: 115.

39. Cellana grata (Gould, 1859) 진주배말

Literatures. 김 외, 1983: 102; 이 외, 1984: 121; 박명순, 1989: 9; Son and Hong, 1992: 

74; 제 외, 윤과 송, 1998: 285; 1998: 128;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이 

외, 2001: 61;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경상북도, 2008: 254; 국립수산과학

원, 2008: 155; 국립수산과학원, 2009: 100;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2; 경북

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2; 경상북도, 2009: 145; 대구지방환경청, 

2010: 211;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3;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40. Cellana nigrolineata (Reeve, 1854) 흑색배말

Literatures. 박명순, 1989: 10; Son and Hong, 1992: 75; 제 외, 1998: 129; 국립환경과학

원, 2006: 141;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1.

Family Acmaeidae 흰삿갓조개 과

Genus Collisellina DALL, 1871 테두리고둥 속

41. Collisellina saccharina lanx (REEVE, 1855) 테두리고둥

Literatures. 홍, 1981: 234; Son and Hong, 1992: 76; 윤과 송, 1998: 286;

Genus Chiazacmea Oliver, 1926 애기배말 속

42. Chiazacmea pygmaea (Dunker, 1860) 애기배말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5; 홍 외, 2008: 200;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6; 국립수산과

학원, 2009: 103; 대구지방환경청, 2010: 218;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43. Chiazacmea pygmaea signata (Pilsbry, 1901) 무늬애기배말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9.

Genus Lottia

44. Lottia tenuisculpta Sasaki and Okutani, 1944 흰무늬배말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5;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2;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Genus Notoacmea Iredale, 1915 배무래기 속

45. Notoacmea gloriosa Habe, 1944 멋쟁이배무래기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홍 외, 2008: 200;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9; 국립수산과학원, 2009: 102.

46. Notoacmea schrenkii (Lischke, 1868) 배무래기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6; 제 외, 1998: 129; 차 외, 2000;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경상북도, 2008: 254;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9; 한국해양연구원, 2008: 

76;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2;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2; 경

상북도, 2009: 145; 대구지방환경청, 2010: 212;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1; 

경상북도, 2011: 254;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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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Notoacmea concinna fuscoviridis Teramachi, 1949 납작배무래기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경상북도, 2008: 254;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9;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2.

48. Notoacmea concinna teramachii KIRA, 1961 테라마찌배무래기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6;

49. Notoacmea nigrans (Kira, 1961)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50. Notoacmea sp. 배무래기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6;

Genus Nipponacmaea Sasaki and Okutani, 1993

51. Nipponacmaea gloriosa Habe, 1944 망사무늬배무래기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5.

Genus Collisella Dall, 1871 두드럭배말 속

52. Collisella langfordi Habe, 1944 꼬마흰삿갓조개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53. Collisella dorsuosa (Gould, 1859) 두드럭배말

Literatures. 홍, 1981: 234; 김 외, 1983: 102; 이 외, 1984: 121; 박명순, 1989: 7; Son and 

Hong, 1992: 76; 제 외, 1997: 71; 윤과 송, 1998: 285; 제 외, 1998: 129; 이 

외, 2001: 61;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경상북도, 2008: 254; 대구지방환경

청, 2008: 159;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5; 한국해양연구원, 2008: 75; 국립수

산과학원, 2009: 101;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2;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

소, 2009: 282; 경상북도, 2009: 145; 대구지방환경청, 2010: 205; 대구지방환

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4;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54. Collisella heroldi (Dunker, 1861) 애기두드럭배말

Literatures. 박명순, 1989: 6; 윤과 송, 1998: 286; 경상북도, 2008: 254;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2;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2;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Genus Acmaea Eschscholtz, 1893

55. Acmaea pallida (Gould, 1859) 흰삿갓조개

Literatures. 김 외, 1983: 102; 이 외, 1984: 121; 박명순, 1989: 7; 윤과 송, 1998: 285;

56. Collisella heroldi luchuana (Pilsbry, 1901) 주름애기두드럭배말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Genus Patelloida Quoy and Gaimard, 1834.

57. Patelloida pygmaea (Dunker, 1860) 무늬애기배말붙이

Literatures. 김 외, 1983: 102; 이 외, 1984: 121; 박명순, 1989: 8;

Genus Patelloida Quoy and Gaimard,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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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Patelloida saccharina (Linnaeus, 1758) 큰배말

Literatures. 제 외, 1998: 129.

Family Trochidae 밤고둥 과

Genus Chlorostoma Swinson, 1840 밤고둥붙이 속

59. Chlorostoma argyrostoma lischkei (Tapparone Canefri, 1874) 밤고둥

Literatures. Kim, 1978: 14; 홍, 1981: 234; 김 외, 1983: 102; 박명순, 1989: 13;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6; 제 외, 1998: 129; 이 외, 2001: 61; 박 외, 

2002: 459;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국립환경

과학원, 2006: 142; 경상북도, 2008: 254;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0; 한국해

양연구원, 2008: 81; 국립수산과학원, 2009: 107;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

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5; 대구지방환경청, 2010: 207; 대구지방환

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4;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60. Chlorostoma turbinata (A. Adams, 1893) 구멍밤고둥

Literatures. 박명순, 1989: 13; 윤과 송, 1998: 286; 제 외, 1998: 129;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2;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홍 외, 2008: 201; 경상북도, 2008: 

254;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0; 국립수산과학원, 2009: 108; 경북대학교 울릉

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5;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1; 

경상북도, 2011: 254.

61. Chlorostoma xanthostigma (A. Adams, 1853) 명주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2; 윤과 송, 1998: 286; 홍 외, 2008: 201; 국립수산과학원, 

2009: 109.

Genus Fossarina

62. Fossarina picta A. Adams, 1867 흰구름무늬꼬마고둥

Literatures. 홍 외, 2008: 201; 국립수산과학원, 2009: 110.

Genus Cantharidus Montfort, 1810 얼룩고둥 속

63. Cantharidus japonicus (A. Adams, 1853) 남방얼룩고둥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6; 홍 외, 2008: 201.

64. Cantharidus callichroa (Philippi, 1850) 얼룩고둥

Literatures. Son and Hong, 1992: 78; 제 외, 1998: 128;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2; 이동제, 2008: 35.

65. Cantharidus callichroa bisbalteatus (Pilsbry, 1901) 두줄얼룩고둥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2;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한국해양연구원, 

2008: 83.

66. Cantharidus jessoensis (Schrenck, 1863) 둥근입얼룩고둥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김 외, 1983: 102; 이 외, 1984: 122; 최 외, 1996: 397; 윤

과 송, 1998: 286; 제 외, 1998: 128;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국립수산과

학원, 2009: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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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Tristichotrochus Ikebe, 1942 방석고둥 속

67. Tristichotrochus unicus (Dunker, 1860) 방석고둥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최 외, 1996: 398; 제 외, 1998: 130;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홍 외, 2008: 201; 경상북도, 2008: 254; 국립수산과학원, 2009: 

105;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11: 254.

68. Tristichotrochus simodense Ikebe, 1942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69. Tristichotrochus haliarchus (Melvill, 1889) 매끈이방석고둥

Literatures. Son and Hong, 1992: 7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2.

Genus Calliostoma Swainson, 1840 

70. Calliostoma multiliratum (Sowerby, 1875) 얼룩방석고둥

Literatures. 이동제, 2008: 35.

Genus Monodonta Lamarck, 1799 울타리고둥 속

71. Monodonta (Monodonta) labio labio (LINNE, 1758) 울타리고둥

Literatures. 이 외, 1984: 122; 윤과 송, 1998: 286;

Genus Monodonta Lamarck, 1799 울타리고둥 속

72. Monodonta perplexa (Pilsbry, 1889) 깜장각시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2; Son and Hong, 1992: 78; 윤과 송, 1998: 286; 제 외, 1998: 

129; 차 외, 2000;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경상북도, 2008: 254; 대구지방

환경청, 2008: 160; 한국해양연구원, 2008: 82; 국립수산과학원, 2009: 111; 경

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5; 대구지방환경청, 

2010: 207;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4;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6.

73. Monodonta labio confusa Tapparone Canefri, 1874 개울타리고둥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6; 경상북도, 2008: 254;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1.

74. Monodonta neritoides (Philippi, 1850) 각시고둥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홍, 1981: 234; 이 외, 1984: 122; 최 외, 1996: 398; 심규

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6; 제 외, 1998: 129; 이 외, 2001: 61; 대구지

방환경청, 2007: 164; 경상북도, 2008: 254;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0; 경북

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5; 경상북도, 2011: 

254.

Genus Diloma

75. Diloma piperinus (Philippi, 1849) 띠각시고둥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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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Omphalius Philippi, 1847 팽이고둥 속

76. Omphalius nigerrima (Gmelin, 1791) 애기밤고둥

Literatures. 이 외, 1984: 122; 박명순, 1989: 12; 윤과 송, 1998: 286; 차 외, 2000; 경상북

도, 2008: 255;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5; 경상북도, 2011: 254.

77. Omphalius rusticus rusticus (Gmelin, 1791) 보말고둥

Literatures. Kim, 1978: 14; 김과 최, 1978: 195; 홍, 1981: 234; 김 외, 1983: 102; 이 외, 

1984: 122; 박명순, 1989: 12; 최 외, 1996: 398; 윤과 송, 1998: 286; 제 외, 

1998: 129; 차 외, 2000; 이 외, 2001: 62;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국립수

산과학원, 2009: 113;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2; 대구지방환경청, 2010: 206;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78. Omphalius pfeifferi carpenteri (Dunker, 1860) 팽이고둥

Literatures. Son and Hong, 1992: 78; 최 외, 1996: 398; 윤과 송, 1998: 286; 제 외, 1998: 

129;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이 외, 2001: 61;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2;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4;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경상북도, 2008: 

255;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0; 국립수산과학원, 2009: 112; 경북대학교 울릉

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5; 경상북도, 2011: 254.

79. Omphalius pfeifferi pfeifferi (Philippi, 1846) 바다방석고둥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이 외, 1984: 122; 박명순, 1989: 12; 제 외, 1998: 129; 국

립수산과학원, 2008: 113.

Genus Umbonium Link, 1807 비단고둥 속

80. Umbonium costatum (Kiener, 1838) 비단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2; 박명순, 1989: 14; 윤과 송, 1998: 286;

Genus Conotalopia Iredale, 1929 깨알밤고둥 속

81. Conotalopia (Awajitrochus) mustelina (Gould, 1861) 깨알밤고둥

Literatures. 이 외, 1984: 122; 윤과 송, 1998: 286.

Genus Stomatella

82. Stomatella lintricula (Adams, 1850).

Literatures. 이 외, 1984: 122; 윤과 송, 1998: 286.

83. Stomatella planulata (Lamarck, 1816) 꼬마고무신고둥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6;

84. Umbonium sp. 비단고둥류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Family Turbinidae 소라 과

Genus Pomaulax Gray, 1850 납작소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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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Pomaulax japonicus (Dunker, 1844) 납작소라

Literatures. 박 외, 2002: 459; Son et al., 2004: 13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2; 대구지

방환경청, 2007: 165; 경상북도, 2008: 255;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0; 한국

해양연구원, 2008: 80;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6; 경상북도, 2011: 254.

Genus Batillus Schumacher, 1817 소라 속

86. Batillus cornutus (Lightfoot, 1786) 소라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홍, 1981: 234; Son and Hong, 1992: 79; 최 외, 1996: 

398; 제 외, 1997: 71; 제 외, 1998: 128;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이 외, 

2001: 62; 박 외, 2002: 459;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2;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5; 경상북도, 2008: 255;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0; 한국해양연구원, 

2008: 79; 국립수산과학원, 2009: 104;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2;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5; 경상북도, 2011: 254; 대

구지방환경청, 2012: 115.

Genus Marmarostoma

87. Marmarostoma stenogyrum Fischer, 1873 민소라

Literatures. 제 외, 1998: 125;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0.

Genus Homalopoma Carpenter, 1864 팥알고둥 속

88. Homalopoma nocturnum (Gould, 1861) 팥알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2; 이 외, 1984: 122;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6; 국

립환경과학원, 2006: 142; 이동제, 2008: 41; 경상북도, 2008: 255;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6; 경상북도, 2011: 255.

89. Homalopoma sangarense (Schrenck, 1862) 산팥알고둥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5;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0.

90. Homalopoma amussitatum (Gould, 1861) 누더기팥알고둥

Literatures. 최 외, 1996: 398; 제 외, 1998: 129;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Genus Neocollonia

91. Neocollonia pilula Kuroda and Habe, 1952 쇄팥알고둥

Literatures. 제 외, 1998: 129.

Genus Lunella (Roding, 1798) 눈알고둥 속

92. Lunella coronata coreensis (Recluz, 1853) 눈알고둥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6;

Genus Turbo

93. Turbo excellens Sowerby, 1914 예쁜눈알고둥 

Literatures. 제 외, 1998: 125;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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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Neritidae 갈고둥 과

Genus Heminerita Martens, 1887 갈고둥 속

94. Heminerita japonica (Dunker, 1860) 갈고둥

Literatures. 이 외, 1984: 122; 윤과 송, 1998: 286.

Family Phasianellidae 유리고둥 과

Genus Hiloa Pilsbry, 1917 분홍유리고둥 속

95. Hiloa megastoma (Pilsbry, 1895) 분홍유리고둥

Literatures. 제 외, 1998: 129.

Family Tricoliidae

Genus Eotricolia

96. Eotricolia megastoma (Pilsbry, 1895)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Order Mesogastropoda 중복족 목

Family Lacunidae 쥐방울고둥 과

Genus Temanella Roverto, 1899 방울고둥 속

97. Temanella turrita (A. ADAMS, 1861) 방울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2; 윤과 송, 1998: 286;

Family Littorinidae 총알고둥 과

Genus Littorina Férussac, 1822 총알고둥 속

98. Littorina brevicula (Philippi, 1844) 총알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2; 이 외, 1984: 122; 윤과 송, 1998: 28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홍 외, 2008: 201; 국립수산과학원, 2009: 114.

99. Littorina mandschurica (Schrenk, 1861)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Genus Granulilittorina Habe and Kosuge, 1966 좁쌀무늬총알고둥 속

100. Granulilittorina exigua (Dunker, 1860) 좁쌀무늬총알고둥

Literatures. Kim, 1978: 14; 김과 최, 1978: 195; 홍, 1981: 233; 김 외, 1983: 102; 이 외, 

1984: 122; Son and Hong, 1992: 80; 최 외, 1996: 398; 심규한, 1997: 68; 제 

외, 1997: 71; 윤과 송, 1998: 286; 제 외, 1998: 129;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차 외, 2000; 이 외, 2001: 6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2; 대구지방환경

청, 2007: 165; 경상북도, 2008: 255;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0; 한국해양연

구원, 2008: 84; 국립수산과학원, 2009: 115;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3; 경북

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6; 대구지방환경청, 

2010: 206;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5;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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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Potamididae 갯고둥 과

Genus Batillaria Benson, 1842 갯고둥 속

101. Batillaria cumingii (Crosse, 1862) 댕가리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7;

102. Batillaria multiformis (Lischke, 1869) 갯고둥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7;

Genus Cerithidea Swainson, 1840

103. Cerithidea ornata A. Adams, 1863 얼룩비틀이고둥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5.

Family Siliquariidae 지렁이고둥 과

Genus Siliquaria Bruguie, 1789 지렁이고둥 속

104. Siliquaria cumingii (Mörch, 1860) 지렁이고둥

Literatures. 박명순, 1989: 18; 이 외, 2001: 62;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1.

Family Hipponicidae 고깔고둥 과

Genus Amalthea Hipponicidae 고깔고둥 속

105. Amalthea conica (Schumacher) 기생고깔고둥

Literatures. 이 외, 1984: 122; 박명순, 1989: 18; 윤과 송, 1998: 287; 제 외, 1998: 

130; Son et al., 2004: 13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2; 홍 외, 2008: 201; 국립수산과학

원, 2009: 116.

Family Capulidae 매부리고둥 과

Genus Capulus 

106. Capulus dilatatus A. Adams, 1960 매부리고둥

Literatures. 제 외, 1998: 124.

Family Calyptraeidae 배고둥 과

Genus Bostrycapulus Olsson and Harbison, 1953 침배고둥 속

107. Bostrycapulus gravispinosus (Kuroda and Habe, 1950) 침배고둥

Literatures. 박명순, 1989: 15;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7; Son et al., 2004: 

13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3; 국립수산과학원, 2009: 117.

108. Bostrycapulus sp. 1 침배고둥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7.

109. Bostrycapulus sp. 2 침배고둥류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Genus Crepidula Lamarck, 1799 짚신고둥 속

110. Crepidula onyx (Sowerby, 1824) 뚱뚱이짚신고둥

Literatures. Son and Hong, 1992: 79; 윤과 송, 1998: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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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ssimineidae 기수우렁이 과

Genus Paludinella Pfelffer, 1841

111. Paludinella japonica (Pilsbry, 1901) 배꼽기수우렁이

Literatures. 이 외, 1984: 122; 윤과 송, 1998: 287.

Family Velutinidae 배고둥붙이 과

Genus Lamellaria
112. Lamellaria kiiensis Habe, 1944 긴입배고둥붙이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3.

Family Vermetidae 뱀고둥 과

113. Vermetidae Unid. 뱀고둥류

Literatures. 제 외, 1997: 71.

Genus dendropoma
114. Dendropoma maximum Sowerby, 1825 뱀고둥

Literatures. 제 외, 1998: 124.

Genus Serpulorbis Sassa, 1827 큰뱀고둥 속

115. Serpulorbis imbricatus (Lamarck, 1860) 큰뱀고둥

Literatures. 이 외, 1984: 122; 박명순, 1989: 18; 최 외, 1996: 399; 윤과 송, 1998: 287; 제 

외, 1998: 130;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이 외, 2001: 62; Son et al., 

2004: 13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2;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대구지방

환경청, 2007: 165;경상북도, 2008: 255;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0; 한국해양

연구원, 2008: 85; 국립수산과학원, 2009: 118;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3; 경

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6; 대구지방환경청, 

2010: 206;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5.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Family Ovulidae 개오지붙이 과

Genus Primovula Thiele, 1925 토끼고둥 속

116. Primovula rhodia (A. Adams, 1855) 주홍토끼고둥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7; Son et al., 2004: 13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3; 이동

제, 2008: 38; 홍 외, 2008: 201; 한국해양연구원, 2008: 86; 국립수산과학원, 

2009: 119.

Family Cypraeidae 개오지 과

Genus Purpuradusta Schilder, 1939 점박이개오지 속

117. Purpuradusta gracilis (Schilder, 1931) 점박이개오지

Literatures. 제 외, 1998: 129.

Family Ranellidae 수염고둥 과

Genus Fusitriton Cossmann, 1903 콩깍지고둥 속

118. Fusitriton oregonensis (Redfield, 1846) 콩깍지고둥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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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Fusitriton galea Kuroda and Habe, 1961 호리호리털골뱅이

Literatures. Son et al., 2004: 136.

Genus Cymatium

120. Cymatium australasiae Perry, 1811

Literatures. 박명순, 1989: 19;

Family Litiopidae 홀쭉이고둥 과

Genus Styliferina A. Adams, 1860 

121. Styliferina goniochila A. Adams, 1860 흰반점홀쭉이고둥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Order Sorbeoconcha 흡강 목

Family Iravadiidae Thiele, 1928 깨고둥붙이 과

Genus Fluviocingula Kuroda and Habe, 1954 

122. Fluviocingula nipponica Kuroda and Habe, 1954

Literatures. 김 외, 1983: 102; 윤과 송, 1998: 286.

Family Triphoridae 띠줄고둥 과

123. Iniforis sp.

Literatures. 제 외, 1998: 124.

Genus Mastonia

124. Mastonia sp.

Literatures. 제 외, 1998: 124.

Genus Inella

125. Inella japonica Kuroda and Kosuge, 1963 흐린반점띠줄고둥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8;

Order Heteropoda 이족 목

Family Naticidae 구슬우렁이 과

Genus Glossaulax didyma

126. Glossaulax didyma (Roding, 1798) 큰구슬우렁이

Literatures. 김 외, 1983: 102; 박명순, 1989: 16; 윤과 송, 1998: 287;

Genus Cryptonatica

127. Cryptonatica janthostoma (Deshayes, 1839) 돌우렁이

Literatures. 김 외, 1983: 102; 윤과 송, 1998: 287;

Genus Lunatia

128. Lunatia fortunei (Reeve, 1855) 갯우렁이

Literatures. 박명순, 198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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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Neogastropoda 신복족 목

Family Muricidae 뿔소라 과

Genus Bedevina

129. Bedevina birileffi (Lischke) 입주름뿔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윤과 송, 1998: 287;

Genus Murexul Linne, 1758

130. Murexul cirrosa Hinds, 1844 가시뿔고둥

Literatures. 이 외, 1984: 122; 박명순, 1989: 19; 윤과 송, 1998: 287;

Genus Ergalatax Iredale, 1931 탑뿔고둥 속

131. Ergalatax contractus (Reeve, 1846) 탑뿔고둥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Son et al., 2004: 136.

Genus Trophonopsis Dall, 1902

132. Trophonopsis candelabrum (Reeve)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Genus Boreotrophon Fischer, 1884 지느러미뿔고둥 속

133. Boreotrophon candelabrum (REEVE, 1848) 지느러미뿔고둥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7;

Genus Ceratostoma Herrmannsen, 1846

134. Ceratostoma burnetti (Adams and Reeve, 1848) 입뿔고둥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7; 이동제, 2008: 35.

135. Ceratostoma fournieri (Crosse, 1861) 세뿔고둥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7;

136. Ceratostoma rorifluum (Adams and Reeve, 1848) 맵사리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이 외, 1984: 122;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7;

Genus Reishia Kuroda and Habe, 1971 대수리 속

137. Thais (Reishia) luteostoma (Holten, 1803) 뿔두드럭고둥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7; 이 외, 2001: 6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3; 대구지방환

경청, 2007: 165; 홍 외, 2008: 201; 경상북도, 2008: 255; 국립수산과학원, 

2009: 122;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6; 

경상북도, 2011: 255.

138. Reishia clavigera (Küster, 1882) 대수리

Literatures. Kim, 1978: 14; 김과 최, 1978: 195; 홍, 1981: 234; 김 외, 1983: 103; 이 외, 

1984: 122; 박명순, 1989: 20; Son and Hong, 1992: 80; 최 외, 1996: 399; 심

규한, 1997: 68; 제 외, 1998: 130; 윤과 송, 1998: 287;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차 외, 2000; 이 외, 2001: 62;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5;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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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08: 255;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1; 한국해양연구원, 2008: 88; 국립수

산과학원, 2009: 121;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3;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

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6; 대구지방환경청, 2010: 208; 대구지방환

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5;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139. Reishia bronni (Dunker, 1860) 두드럭고둥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홍, 1981: 234; Son and Hong, 1992: 81; 최 외, 1996: 

399; 제 외, 1998: 130; 윤과 송, 1998: 287;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이 

외, 2001: 6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3;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5; 국립수

산과학원, 2008: 113; 경상북도, 2008: 255;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1; 한국

해양연구원, 2008: 87; 국립수산과학원, 2009: 120;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3;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6; 대구지

방환경청, 2010: 210;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5; 대구

지방환경청, 2012: 115.

Genus Nucella (Roding, 1798) 옆주름고둥 속

140. Nucella freycineti (Deshayes, 1839) 옆주름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윤과 송, 1998: 287.

Genus Ocinebrellus Jousseaume, 1880 날개뿔고둥 속

141. Ocinebrellus aduncus (Sowerby, 1834) 날개뿔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윤과 송, 1998: 287;

142. Ocinebrellus inornatum (Recluz, 1851) 어깨뿔고둥

Literatures. 이 외, 1984: 122; 윤과 송, 1998: 287;

Genus Pteropurpura

143. Pteropurpura plorator (Adams and Reeve, 1845) 맵시날개고둥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7;

Family Coralliophilidae 순무조개 과

Genus Coralliophila H. Adams and A. Adams, 1853 

144. Coralliophila jeffreysii E. A. Smith, 1879 순무조개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윤과 송, 1998: 287;

Family Columbellidae 무륵 과

Genus Mitrella Risso, 1826 보리무륵 속

145. Mitrella bicincta (Gould, 1860) 보리무륵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이 외, 1984: 122;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8; 제 

외, 1998: 129;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이동제, 2008: 35; 홍 외, 2008: 

201;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한국해양연구원, 2008: 90; 국립수산과학원, 

200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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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Anachis H. and A. Adams, 1853 보살무륵 속

146. Anachis misera (Sowerby, 1844) 보살고둥

Literatures. 이 외, 1984: 122;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이 외, 2001: 62; 대구지방환

경청, 2007: 165; 경상북도, 2008: 255;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Genus Mitrella

147. Mitrella bella (Reeve, 1859) 고운띠무륵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7;

Family Nassariidae 좁쌀무늬고둥 과

Genus Nassarius Duméril, 1806 좁쌀무늬고둥 속

148. Nassarius (Hima) fratercula (Dunker, 1860) 검은줄좁쌀무늬고둥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3; 홍 외, 2008: 201; 경상북도, 

2008: 255; 국립수산과학원, 2009: 125;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149. Nassarius sp. 좁쌀무늬고둥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8;

Genus Reticunassa Iredale, 1936 

150. Reticunassa fratercula (Dunker, 1860) 검정줄좁쌀무늬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이 외, 1984: 122.

151. Reticunassa japonica 갈좁쌀고둥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8.

Genus Alectrion

152. Alectrion glans nipponensis Kuroda and Habe, 1971 

Literatures. 제 외, 1998: 124.

Family Buccinidae 물레고둥 과

Genus Pisaniinae

153. Pisaniinae sp.

Literatures. 홍 외, 2008: 202.

Genus Buccinum Linne, 1758 물레고둥 속

154. Buccinum bayani (Jousseaume, 1883) 고운띠물레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윤과 송, 1998: 288;

155. Buccinum isaotakii Kira, 1959 나사물레고둥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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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Hindsia A. Adams, 1855 

156. Hindsia acutispirata Sowerby 1913 

Literatures. 이 외, 1984: 122.

Genus Japeuthria Iredale, 1918

157. Japeuthria ferrea (Reeve, 1847) 타래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이 외, 1984: 122; 박명순, 1989: 21; 윤과 송, 1998: 288;

Genus Microfusus

158. Microfusus acutispirata (Sowerby) 못고둥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8;

Genus Kelletia Fischer, 1884 매끈이고둥 속

159. Kelletia lischkei Kuroda, 1938 매끈이고둥

Literatures. 제 외, 1998: 129; 이 외, 2001: 62; Son et al., 2004: 13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3;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5; 한국해양연구원, 2008: 89; 국립수산과

학원, 2009: 123.

Genus Enzinopsis Iredale, 1940 구슬띠물레고둥 속

160. Enzinopsis menkeana (Dunker, 1860) 구슬띠물레고둥

Literatures. 제 외, 1998: 129;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5.

Genus Neptunea Roding, 1798

161. Neptunea polycosta Bernardi, 1852 북방매물고둥

Literatures. 박명순, 1989: 21.

162. Neptunea arhtritica Bernardi, 1857 관절매물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윤과 송, 1998: 288.

Genus Pollia Sowerby, 1834 털껍질고둥 속

163. Pollia subrubiginosus (E.A. Smith, 1879) 쇠털껍질고둥

Literatures. 이 외, 1984: 122; 윤과 송, 1998: 288; 제 외, 1998: 129.

Genus Cantharus Röding, 1798 털껍질돼지고둥 속

164. Cantharus cecillei (Philippi, 1844) 털껍질돼지고둥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3.

Genus Searlesia Harmer, 1915

165. Searlesia fuscolabiata (E. A. Smith, 1875)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윤과 송, 1998: 288.

166. Searlesia modesta (Gould, 1860) 긴뿔매물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이 외, 1984: 122; 윤과 송, 1998: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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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Fasciolariidae 긴고둥 과

Genus Latilus

167. Latilus pillsbury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Family Olividae 대추고둥 과

Genus Olivella Swainson, 1831

168. Olivella japonica Pilsbry, 1895 밤색띠고둥

Literatures. 박명순, 1989: 20;

Family Costellariidae 붓고둥사촌 과

Genus Pusia

169. Pusia aemula (Smith, 1879)

Literatures. 이 외, 1984: 122; 윤과 송, 1998: 288.

Family 단풍고둥 과

Genus Inquisitor Hedley, 1918

170. Inquisitor japonica

Literatures. 이 외, 1984: 123; 윤과 송, 1998: 288;

Order Heterogastropoda 이복족 목

Family Epitoniidae 실꾸리고둥 과

Genus Gyroscala

171. Gyroscala perplexa (Pease, 1867) 실패고둥

Literatures. Son et al., 2004: 136.

172. Opisthobranchia unid. 후새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Order Cephalaspodea 두순 목

Family Haminoeidae 포도고둥 과

Genus Haloa Pilsbry, 1921 포도고둥 속

173. Haloa japonica Pilsbry, 1921 포도고둥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8;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Order Aplysiomorpha 군소 목

Family Aplysiidae 군소 과

Genus Aplysia Linné, 1767 군소 속

174. Aplysia parvula Guilding, 1863 검은테군소

Literatures. Choe and Lee, 1994: 354; 최 외, 1996: 399;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4;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2; 한국해양연구원, 

2008: 92; 국립수산과학원, 2009: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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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Aplysia kurodai (Baba, 1937) 군소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이 외, 1984: 123; Choe and Lee, 1994: 355; 최 외, 

1996: 399; 윤과 송, 1998: 288;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2; 이 외, 2001: 

6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4;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5; 경상북도, 2008: 

255;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2; 한국해양연구원, 2008: 91;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3;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7; 

대구지방환경청, 2010: 213;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1; 경상북도, 2011: 256;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176. Aplysia sagamiana (Baba, 1949) 갈색군소

Literatures. 홍 외, 2008: 202;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2; 국립수산과학원, 2009: 130.

177. Aplysia extraordinaria (Allan, 1932) 갈색반점군소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2;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178. Aplysia oculifera (Adams and Reeve, 1850) 안경무늬군소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4.

179. Aplysia juliana Quoy and Gaimard, 1832 말군소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93.

Family Notarchidae 느림보군소 과

Genus Notarchus Cuvier, 1817 

180. Notarchus punctatus Philippi, 1836 둥근귤색군소

Literatures. 이 외, 2001: 63.

Order Pleurobranchomorpha 우새 목

Family Pleurobranchidae 군소붙이 과

Genus Bethellina Gardiner, 1936 빨강갯민달팽이 속

181. Bethellina citrina (Rüppell and Leuckart, 1828) 빨강갯민달팽이

Literatures. Choe and Lee, 1994: 358; 최 외, 1996: 399;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4; 대

구지방환경청, 2008: 162; 국립수산과학원, 2009: 139; 경상북도, 2009: 148.

Genus Pleurobranchaea leue, 1813 군소붙이 속

182. Pleurobranchaea japonica Thiele, 1925 올빼미군소붙이

Literatures. Son et al., 2004: 13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4; 한국해양연구원, 2008: 94; 

국립수산과학원, 2009: 140.

Genus Gymnotoplax

183. Gymnotoplax citrina (Rüppell and Leuckart, 1828) 귤색군소붙이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한국해양연구원, 2008: 95.

Order Sacoglossa 낭설 목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293

Family Hermaeidae 돌기갯민숭붙이 과

Genus Placida

184. Placida cremoniana (Trinchese, 1892) 검정돌기갯민숭붙이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3.

Family Elysiidae 날씬이갯민숭붙이 과

Genus Elysia

185. Elysia abei (Baba, 1955) 녹색날씬이갯민숭붙이

Literatures. Son et al., 2004: 13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4.

186. Elysia amakusana Baba, 1955 팥죽날씬이갯민숭붙이

Literatures. 홍 외, 2008: 202.

187. Elysia flavomacula Jensen,1990 점날씬이갯민숭붙이

Literatures. 홍 외, 2008: 202; 국립수산과학원, 2009: 127.

Order Nudibranchia 나새 목

188. Nudibranchia unid. 1 나새류 1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189. Nudibranchia unid. 2 나새류 2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8;

190. Nudibranchia unid. 3 나새류 3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8;

191. Nudibranchia unid. 4 나새류 4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8;

192. Nudibranchia unid. 5 나새류 5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8;

Family Cadlinidae 노란갯민숭달팽이 과

Genus Cadlina Bergh, 1878 노란갯민숭달팽이 속

193. Cadlina japonica Baba, 1937 노란테갯민숭달팽이

Literatures. 이 외, 2001: 63.

Family Chromodorididae 갯민숭달팽이 과

194. Chromodorididae sp. 1 갯민숭달팽이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3.

195. Chromodorididae sp. 2 갯민숭달팽이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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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Chromodorididae sp. 3 갯민숭달팽이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3.

197. Chromodorididae sp. 4 갯민숭달팽이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3.

Genus Chromodoris Alder and Hancock, 1855 갯민숭달팽이 속

198. Chromodoris orientalis Rudman, 1983 흰갯민숭달팽이

Literatures. Choe and Lee, 1994: 360; 최 외, 1996: 400; 제 외, 1998: 124; 이 외, 2001: 

63;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4; 한국해양연구원, 2008: 99; 국립수산과학원, 

2009: 133.

199. Chromodoris aureopurpurea Collingwood, 1881 점점갯민숭달팽이

Literatures. 홍 외, 2008: 202; 국립수산과학원, 2009: 132.

200. Chromodoris tinctoria (Ruppell and Leuckart, 1828) 망사갯민숭달팽이

Literatures. 최 외, 1996: 400; 한국해양연구원, 2008: 100; 국립수산과학원, 2009: 134.

201. Chromodoris annae Berge, 1877 청반점갯민숭달팽이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98.

Family Homoiodorididae 두드럭갯민숭달팽이 과

Genus Homoiodoris Bergh, 1882 

202. Homoiodoris japonica bergh, 1881 두드럭갯민숭달팽이

Literatures. 이동제, 2008: 38.

Genus Hypselodoris Stimpson, 1855 파랑갯민숭달팽이 속

203. Hypselodoris festiva (A. Adams, 1861) 파랑갯민숭달팽이

Literatures. Choe and Lee, 1994: 361; 최 외, 1996: 400.

Family Dendrodorididae 수지갯민숭달팽이 과

Genus Dendrodoris Ehrenberg, 1828 수지갯민숭달팽이 속

204. Dendrodoris denisoni (Angas, 1864) 여왕갯민숭달팽이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101.

Family Tritoniidae 예쁜이갯민숭이 과

Genus Tritonia Cuvier, 1798 예쁜이갯민숭이 속

205. Tritonia festiva (Stearns, 1891) 예쁜이갯민숭이

Literatures. Choe and Lee, 1994: 364; 최 외, 1996: 400;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4; 한

국해양연구원, 2008: 102; 국립수산과학원, 2009: 135.

Family Scyllaeidae 사슴갯민숭이 과

Genus Notobryon Odhner, 1936 사슴갯민숭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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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Notobryon wardi Odhner, 1936 사슴갯민숭이

Literatures. Choe and Lee, 1994: 365; 최 외, 1996: 400; 경상북도, 2008: 255; 경북대학

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Family Aeolidiidae

Genus Protaeolidiella Baba, 1955 검정갯민숭이 속

207. Protaeolidiella atra Baba, 1955 검정갯민숭이

Literatures. 제 외, 1998: 125; 한국해양연구원, 2008: 103.

Family Goniodorididae 불꽃갯민숭이 과

Genus Hopkinsia

208. Hopkinsia hiroi (Baba, 1938) 불꽃갯민숭이

Literatures. Son et al., 2004: 13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4; 국립수산과학원, 2009: 131.

Family Arminidae 세로줄무늬갯민숭이 과

Genus Dermatobranchus

209. Dermatobranchus otome (Baba, 1992) 아가씨갯민숭이

Literatures. Son et al., 2004: 137; 국립수산과학원, 2009: 136.

Family Glaucidae 하늘소갯민숭이 과

Genus Phyllodesmium Bergh, 1878 하늘소갯민숭이 속

210. Phyllodesmium serratum (Baba, 1949) 톱니하늘소갯민숭이

Literatures. Son et al., 2004: 137; 한국해양연구원, 2008: 104.

Genus Hermissenda bergh, 1878 하늘소갯민숭이 속

211. Hermissenda crassicornis (Eschscholtz, 1831) 하늘소갯민숭이

Literatures. Choe and Lee, 1994: 365; 최 외, 1996: 401;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4; 국

립수산과학원, 2009: 137.

Genus Sakuraeolis Baba, 1965 눈송이갯민숭이 속

212. Sakuraeolis modesta (Bergh, 1880) 눈송이갯민숭이

Literatures. Choe and Lee, 1994: 366; 최 외, 1996: 401;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4; 한

국해양연구원, 2008: 105; 국립수산과학원, 2009: 138.

213. Sakuraeolis gerberina Hirano, 1999 눈송이하늘소갯민숭이

Literatures. 홍 외, 2008: 202.

Family Dorididae 갑옷갯민숭달팽이 과

Genus Homoiodoris

214. Homoiodoris japonica Bergh, 1881 두드럭갯민숭달팽이

Literatures. 홍 외, 2008: 202.

215. Homoiodoris sp. 두드럭갯민숭달팽이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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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Homoiodoris armata (Baba, 1993) 갑옷갯민숭달팽이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97.

Genus Platydoris

217. Platydoris tabulata (Abraham, 1877) 노랑납작갯민숭달팽이

Literatures. 홍 외, 2008: 202;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3; 한국해양연구원, 2008: 96; 경상

북도, 2009: 148; 경상북도, 2011: 257.

Genus Aldisa Bergh, 1878 붉은갯민숭달팽이 속

218. Aldisa cooperi Robilliard and Baba, 1972 점박이붉은갯민숭달팽이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4; 홍 외, 2008: 202.

Family Fionidae 주름도롱이갯민숭이 과

Genus Fiona

219. Fiona pinnata (Eschscholtz, 1831) 주름도롱이갯민숭이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4.

Family Scylaeidae 사슴갯민숭이 과

Genus Notobryon Odhner, 1936 사슴갯민숭이속

220. Notobryon clavigerum Baba, 1937 참사슴갯민숭이

Literatures. 홍 외, 2008: 202.

Order Basommatophora 기안 목

Family Siphonariidae 고랑딱개비 과

Genus Anthosiphonaria Kuroda and Habe, 1971 꽃고랑딱개비 속

221. Anthosiphonaria sirius (Pilsbry, 1894) 꽃고랑딱개비

Literatures. Son and Hong, 1992: 82; 제 외, 1998: 130;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이 

외, 2001: 63;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5; 경상북도, 2008: 256; 대구지방환경

청, 2008: 162; 국립수산과학원, 2009: 141;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3; 경북

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2009: 148; 

2010: 214;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7;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Genus Sacculosiphonaria Hubendick, 1945 고랑딱개비 속

222. Sacculosiphonaria japonica (Donovan, 1834) 고랑딱개비

Literatures. Kim, 1978: 14; 홍, 1981: 234; 김 외, 1983: 103; 이 외, 1984: 123; Son and 

Hong, 1992: 81; 윤과 송, 1998: 288; 제 외, 1998: 12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이 외, 2001: 64;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5; 2008: 256;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2; 한국해양연구원, 2008: 106;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3;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경상북도, 2009: 148;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7;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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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Siphonaria

223. Siphonaria sp.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1.

224. Siphonaria laciniosa (Linnaeus, 1758) 주름고랑딱개비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8;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1.

225. Siphonaria fuscolineata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8;

226. Gastropoda unid. 1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8;

227. Gastropoda unid. 2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9;

228. Gastropoda unid. 3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9;

229. Gastropoda unid. 4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9;

230. Gastropoda unid. 5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9;

231. Gastropoda unid. 6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9;

232. Gastropoda unid. 7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9;

233. Gastropoda unid. 8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9;

234. Gastropoda unid. 9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9;

235. Gastropoda unid. 10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9;

236. Gastropoda unid. 11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237. Gastropoda unid. 12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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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Gastropoda unid. 13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239. Gastropoda unid. 14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240. Gastropoda unid. 15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241. Gastropoda unid. 16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242. Gastropoda unid. 17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243. Gastropoda unid. 18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244. Gastropoda unid. 19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245. Gastropoda unid. 20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246. Gastropoda unid. 21

Literatures. 이동제, 2008: 41.

Class Bivalvia 이매패 강

Order Nuculoida 애호두조개 목

Family Nuculidae 애호두조개 과

Genus Nucula

247. Nucula paulula A. Adams, 1856 작은호두조개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9;

Order Mytiloida 홍합 목

Family Mytilidae 홍합 과

Genus Lithophaga Röding, 1798 

248. Lithophaga curta (Lischke, 1874) 애기돌맛조개

Literatures. 최 외, 1996: 402;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9; 제 외, 1998: 125; 독

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이 외, 2001: 64; Son et al., 2004: 137; 국립환경

과학원, 2006: 145;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경상북도, 2008: 256; 경북대

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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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Modiolus Lamarck, 1799 

249. Modiolus (Modiolus) agripetus (Iredale, 1939) 개적구

Literatures. 박명순, 1989: 25;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홍 외, 2008: 202.

250. Modiolus modiolus difficilis (Kuroda and Habe, 1950) 털담치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김 외, 1983: 103; 최 외, 1996: 402; 심규한, 1997: 68; 윤

과 송, 1998: 289; 제 외, 1998: 12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251. Modiolus auriculatus (Krauss, 1848) 깃털담치

Literatures. 이 외, 2001: 64;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5.

252. Modiolus philippinarum (Hanley, 1843)

Literatures. 제 외, 1998: 125.

253. Modiolus elongatus Swaison, 1821 비단담치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박명순, 1989: 25; 윤과 송, 1998: 289.

254. Modiolus kurilensis F. R. Bernard, 1983 

Literatures. 이동제, 2008: 35.

255. Modiolus sp. 1 털담치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4.

256. Modiolus sp. 2 털담치류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Genus Mytilus Linnaeus, 1758 

257. Mytilus coruscus Gould, 1861 홍합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김 외, 1983: 104; 박명순, 1989: 28; Son and Hong, 

1992: 82; 최 외, 1996: 401; 제 외, 1997: 71; 윤과 송, 1998: 289; 제 외, 

1998: 12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이 외, 2001: 64; 박 외, 2002: 459;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5;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6; 이동제, 2008: 35; 국

립수산과학원, 2008: 112; 경상북도, 2008: 256;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3; 

한국해양연구원, 2008: 107; 국립수산과학원, 2009: 142;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4;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4; 경상북도, 2009: 149; 

대구지방환경청, 2010: 216;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8;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258. Mytilus edulis Linnaeus, 1758 진주담치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김 외, 1983: 104; 박명순, 1989: 27; 최 외, 1996: 401; 윤

과 송, 1998: 289;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이 외, 2001: 64; 국립환경과

학원, 2006: 145;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6; 경상북도, 2008: 256; 대구지방

환경청, 2008: 163;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4; 경상북도, 2009: 

149; 경상북도, 2011: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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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Mytilus galloprovincialis Lamarck, 1819 지중해담치

Literatures. 이동제, 2008: 35.

Genus Hormomya Moerch, 1853 

260. Hormomya mutabilis (Gould, 1861) 주름담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Genus MusculusI Röding, 1798 

261. Musculus cupreus (Gould, 1861) 작은계란담치

Literatures. 제 외, 1998: 12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5;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Genus Septifer Recluz, 1848 

262. Septifer virgatus (Wiegmann, 1837) 굵은줄격판담치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김 외, 1983: 104; 박명순, 1989: 26; 최 외, 1996: 401; 윤

과 송, 1998: 289;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이 외, 2001: 64; 국립환경과

학원, 2006: 145;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한국해양연구원, 2008: 108.

263. Septifer bilocularis (Linnaeus, 1758) 두눈격판담치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최 외, 1996: 401.

264. Septifer keenae Nomura, 1936 격판담치

Literatures. 이 외, 1984: 123; 박명순, 1989: 26;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9; 국

립수산과학원, 2008: 112.

Genus Crenomytilus Soot Ryen, 1955

265. Crenomytilus grayanus (Dunker, 1853) 동해담치

Literatures. 홍, 1981: 234;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6; 경상북도, 2008: 256; 대구지방환경

청, 2008: 163;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4.

Genus Tricomusculus 

266. Tricomusculus semigranatus (Reeve, 1858) 꼬마풀뿌리담치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Genus Arvella Bartsch and Scarlato, 1960 

267. Arvella cornea 뿔담치

Literatures. 이 외, 1984: 123; 윤과 송, 1998: 289.

Genus Adula H. Adams and A. Adams, 1857

268. Adula schmidti (Schrenck, 1867) 돌살이담치

Literatures. 김 외, 1983: 104; 윤과 송, 1998: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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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Arcoida 돌조개 목

Family Arcidae 돌조개 과

Genus Arca Gray, 1857 

269. Arca boucardi Jousseaume, 1894 긴네모돌조개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최 외, 1996: 401; 윤과 송, 1998: 289; 제 외, 1998: 125; 독

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5; 이동제, 2008: 35; 국

립수산과학원, 2008: 112; 홍 외, 2008: 202; 경상북도, 2008: 256;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3.

270. Arca avellana Lamarck, 1819 돌조개

Literatures. 박명순, 1989: 23; 제 외, 1998: 125;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6; 경상북도, 2009: 149.

Genus scapharca Gray, 1847

271. Scapharca subcrenata (Lischke, 1869) 새꼬막

Literatures. 박명순, 1989: 24;

Genus Barbatia

272. Barbatia nitidus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89;

273. Barbatia tenella (Reeve, 1844)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윤과 송, 1998: 289;

Family Parallelodontidae 왕복털조개 과

Genus Porterius Clark, 1925 

274. Porterius dalli (Smith, 1885) 왕복털조개

Literatures. 박명순, 1989: 23;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9;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5.

Family Glycymerididae 밤색무늬조개 과

Genus Glycymeris da costa, 1778

275. Glycymeris aspersa (A. Adams and Reeve, 1850) 밤색무늬조개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박명순, 1989: 22; 윤과 송, 1998: 289.

Genus Tucetonella

276. Tucetonella munda (Sowerby, 1903) 꼬마밤색무늬조개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89;

Family Noetiidae 복털조개 과

277. Noetiidae unid. 복털조개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4.

Order Pterioida 익각 목

Family Pectinidae 가리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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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Pectinidae sp. 가리비류

Literatures. 홍 외, 2008: 202.

Family Propeamussiidae 큰집가리비 과

Genus Chlamys Röding, 1798 

279. Chlamys chosenica Kuroda, 1932 한국가리비

Literatures. 김 외, 1983: 104; 윤과 송, 1998: 289;

280. Chlamys swifti (Bernardi) 고랑가리비

Literatures. 김 외, 1983: 104.

Family Propeamussiidae 큰집가리비 과

Genus Chlamys Röding, 1798 

281. Chlamys irregularis (Sowerby, 1842) 짝귀비단가리비

Literatures. 제 외, 1998: 12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282. Chlamys farreri nipponensis (Jones and Preston, 1904) 비단가리비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283. Chlamys Swifti Bernardi, 1858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0;

Family Spondylidae 국화조개 과

Genus Spondylus Linnaeus, 1758 

284. Spondylus butleri Reeve, 1856 가시국화조개

Literatures. Son et al., 2004: 138;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6; 홍 외, 2008: 202; 경상북

도, 2008: 256; 국립수산과학원, 2009: 145;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4; 경상북도, 2009: 149; 경상북도, 2011: 258.

285. Spondylus varius Sowerby, 1829 접시국화조개

Literatures. 최 외, 1996: 40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5.

Family Limidae 외투조개 과

Genus Limaria Link, 1807 

286. Limaria hirasei Pilsbry, 1901 얇은납작개가리비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5.

Family Glyphaeidae 주름굴 과

Genus Neopycodonte

287. Neopycodonte musashiana (Yokoyama, 1920) 주름꼬마굴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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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nomiidae 잠쟁이 과

Genus Anomia Linnaeus, 1758 

288. Anomia chinensis Philippi, 1849 잠쟁이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홍 외, 2008: 203.

289. Anomia sp. 잠쟁이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4.

Family Ostreidae 굴 과

Genus Ostrea Linnaeus, 1758

290. Ostrea circumpicta Pilsbry, 1904 태생굴

Literatures. 최 외, 1996: 402; 제 외, 1998: 12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Son et al., 

2004: 13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5;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6; 국립수산

과학원, 2008: 112; 경상북도, 2008: 256;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3; 경북대

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4.

291. Ostrea sp.

Literatures. 제 외, 1998: 125.

292. Ostrea denselamellosa (Lischke, 1869) 토굴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0;

Genus Crassostrea Sacco, 1897 

293. Crassostrea nipponica (Seki, 1934) 바위굴

Literatures. Son et al., 2004: 13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5; 국립수산과학원, 2009: 143.

294. Crassostrea echinata (Quoy and Gaimard, 1835) 가시굴

Literatures. Son and Hong, 1992: 83; 이 외, 2001: 64;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6; 경상

북도, 2008: 256;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3; 한국해양연구원, 2008: 109; 대

구지방환경청, 2009: 124;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4; 경상북도, 

2009: 149; 대구지방환경청, 2010: 205;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8.

295. Crassostrea gigas (Thunberg, 1793) 굴

Literatures. 홍, 1981: 234; 박명순, 1989: 29; 최 외, 1996: 402; 제 외, 1998: 125; 국립환

경과학원, 2006: 145;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6; 경상북도, 2008: 256; 대구

지방환경청, 2008: 163;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4;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

구소, 2009: 284; 경상북도, 2009: 150; 대구지방환경청, 2010: 205; 대구지방

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58;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296. Crassostrea sp. 굴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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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Veneroida 백합 목

Family Chamidae 굴아재비 과

Genus Chama Linnaeus, 1758 

297. Chama japonica Lamarck, 1819 햇빛굴아재비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6.

298. Chama limbula Lamarck, 1819 보라굴아재비

Literatures. Son et al., 2004: 138;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6;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국립수산과학원, 2009: 145.

299. Chama fragum Reeve, 1846 굴아재비

Literatures. 최 외, 1996: 402;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300. Chama dunkeri Linnaeus, 1758 맨드라미굴아재비

Literatures. 제 외, 1998: 125;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301. Chama sp. 1 굴아재비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5.

302. Chama sp. 2 굴아재비류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Genus Amphichama

303. Amphichama argentata (Kuroda and Habe, 1958) 운모굴아재비 

Literatures. 제 외, 1998: 125.

Genus Pseudochama

304. Pseudochama retroversa (Lischke, 1870) 보라왼돌이굴아재비 

Literatures. 제 외, 1998: 125.

Family Astartidae 등줄조개 과

Genus Astarte Sowerby, 1816 

305. Astarte alaskensis (Dall, 1903) 등줄조개

Literatures. 김 외, 1983: 103; 윤과 송, 1998: 290.

Family Lasaeidae 가재더부사리조개 과

Genus Lasaea T. Brown, 1827 

306. Lasaea undulata (Gould, 1861) 파도가재더부사리조개

Literatures. 홍, 1981: 234; 제 외, 1998: 12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Family Kelliidae 큰집가재더부사리조개 과

Genus Kellia Turton, 1822 

307. Kellia lischkei
Literatures. 박 외, 2002: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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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Carditidae 주름방사륵조개 과

Genus Cardita Fleming, 1828 

308. Cardita leana Dunker, 1860 주름방사늑조개

Literatures. 이 외, 1984: 123; 최 외, 1996: 402;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90; 독

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이 외, 2001: 65;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4.

Family Corbulidae 쇄방사늑조개 과

Genus Anisocorbula

309. Anisocorbula venusta (Gould,1861) 예쁜이쇄방사늑조개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90;

Family Mactridae 개량조개 과

Genus Coelomactra Dall, 1895

310. Coelomactra antiquata (Spengler, 1802) 명주개량조개

Literatures. 박명순, 1989: 33;

Genus Mactra linne, 1767

311. Mactra chinensis Philippi, 1846 개량조개

Literatures. 김 외, 1983: 104; 박명순, 1989: 32; 윤과 송, 1998: 290;

Genus Pseudocardium

312. Pseudocardium sachalinensis (Schrenck, 1862) 북방대합

Literatures. 박명순, 1989: 33;

Family Tellinidae 접시조개 과

Genus Heteromacoma

313. Heteromacoma irus (Hanley, 1845) 대양조개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90; 경상북도, 2009: 150.

Genus Macoma Leach, 1819 

314. Macoma incongrua (Martens, 1865) 애기대양조개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6.

Genus Megangulus

315. Megangulus zyonoensis (Hatai and Nishiyama, 1939) 붉은속비단조개

Literatures. 김 외, 1983: 104; 윤과 송, 1998: 290;

Genus Nitidotellina

316. Nitidotellina nitidula (Dunker, 1860) 붉은줄접시조개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90;

Family Veneridae 백합 과

Genus Irus Schmidt,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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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Irus macrophyllus (Deshayes, 1853) 굵은주름입조개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경상북도, 2008: 

256;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4.

318. Irus mitis (Deshayes, 1854) 주름입조개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90;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Genus Gomphina Morch, 1853

319. Gomphina veneriformis (Lamarck, 1818) 대복

Literatures. 박명순, 1989: 30;

Genus Tapes Megerle von Muhlfeld, 1811

320. Tapes phillipinarum (Adams and Reeve, 1850) 바지락

Literatures. 박명순, 1989: 30;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90;

Genus Ruditapes

321. Ruditapes variegatus (Sowerby, 1852) 아기바지락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0;

Genus meretrix Lamarck, 1799

322. Meretrix lusoria (Roding, 1798) 백합

Literatures. 박명순, 1989: 31; 윤과 송, 1998: 290;

Genus Saxidomus Conrad, 1837

323. Saxidomus purpurata (Sowerby, 1852) 개조개

Literatures. 박명순, 1989: 31;

Genus venus

324. Venus foveolata Sowerby, 1853 솜털백합

Literatures. 박명순, 1989: 32;

Genus Gomphina

325. Gomphina aequilatera (Sowerby, 1825) 민들조개

Literatures. 김 외, 1983: 104; 윤과 송, 1998: 290;

Genus Protothaca

326. Protothaca jedoensis (Lischke, 1874) 살조개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윤과 송, 1998: 290;

Order Myoida 우럭 목

Family Hiatellidae 족사부착쇄조개 과

Genus Hiatella Bosc, 1801

327. Hiatella orientalis (Yokoyama, 1920) 족사부착쇄조개

Literatures. 제 외, 1998: 12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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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Gastrochaenidae 구멍뚫이조개 과

Genus Gastrochaena

328. Gastrochaena sp.

Literatures. 제 외, 1998: 125.

329. Gastrochaena cuneiformis Spengler, 1783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Order Pholadomyoida 석공조개 목

Family Lyonsiidae 안쪽인대조개 과

Genus Agriodesma

330. Agriodesma navicula (A. Adams and Reeve, 1850) 안쪽인대조개 

Literatures. 김 외, 1983: 104; 윤과 송, 1998: 290; 제 외, 1998: 125; 이동제, 2008: 35.

Family Laternulidae 띠조개 과

Genus Laternula Roding, 1798

331. Laternula marilina (Reeve, 1863) 띠조개

Literatures. 이동제, 2008: 35.

332. Bivalvia unid. 1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0.

333. Bivalvia unid. 2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0.

334. Bivalvia unid. 3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0.

335. Bivalvia unid. 4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0.

336. Bivalvia unid. 5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0.

337. Bivalvia unid. 6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338. Bivalvia unid. 7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339. Bivalvia unid. 8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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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Bivalvia unid. 9

Literatures. 심규한, 1997: 68.

Class Cephalopoda 두족 강

Order Teuthoida 살오징어 목

Family Loliginidae 오징어 과

Genus Loligo Lamarck, 1798

341. Loligo chinensis Gray, 1849 한치오징어

Literatures. 홍 외, 2008: 203; 국립수산과학원, 2009: 146.

342. Loligo bleekeri Keferstei, 1866 화살오징어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110.

Order Octopoda 문어 목

Family Octopodidae 문어 과

Genus Octopus Cuvier, 1797

343. Octopus dofleini (Wülker, 1910) 문어

Literatures. Son et al., 2004: 138; 한국해양연구원, 2008: 112; 국립수산과학원, 2009: 147.

344. Octopus vulgaris Cuvier, 1797 왜문어

Literatures. Son and Hong, 1992: 83; 제 외, 1998: 12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6; 대구

지방환경청, 2007: 166; 경상북도, 2008: 256;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4; 한

국해양연구원, 2008: 111;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4; 경상북도, 

2009: 150; 경상북도, 2011: 259.

환형동물문(181종)

Phylum Annelida 환형동물 문

Class Polychaeta 다모 강

Order Orbiniida 갓모갯지렁이 목

Family Paraonidae 별난가시갯지렁이 과

Genus Aedicira

1. Aedicira sp.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Genus Aricidea

2. Aricidea ramosa Annenkova, 1934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Family Orbinidae 갓모갯지렁이 과

Genus Scoloplos Monro, 1933 갓모갯지렁이 속

3. Scoloplos armiger (Müller, 1776) 삼각모자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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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Naineris Blainville 모자갯지렁이 속

4. Naineris laevigata (Grube, 1855) 모자갯지렁이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46; 경상북도, 2008: 259;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

소, 2009: 285.

Genus Scolelepis

5. Scolelepis sp.

Literatures. 최 외, 2002: 437.

Order Phyllodocida 부채발갯지렁이 목

6. Phyllodocidae unid. 부채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Family Nephtyidae 백금갯지렁이 과

Genus Aglaophamus Kinberg, 1865 납작백금갯지렁이 속

7. Aglaophamus malmgreni (Theel, 1879)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Family Phyllodocidae 부채발갯지렁이 과

Genus Anaitides Czerniavsky, 1882 큰부채발갯지렁이 속

8. Anaitides maculata (Linnaeus, 1767) 네모부채발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14; 최 외, 2002: 436.

9. Anaitides sp. 큰부채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Genus Eteone Savigny, 1821 작은부채발갯지렁이 속

10. Eteone longa (Fabricius, 1780) 작은부채발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Genus Nipponophyllum Imajima and Hartman, 1964 덮개부채발갯지렁이 속

. Nipponophyllum japonicum (Marenzeller, 1879) 덮개부채발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10.

Genus Eulalia Savigny, 1818 불꽃부채발갯지렁이 속

11. Eulalia viridis (Linnaeus, 1767) 녹색불꽃부채발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11; 백, 1998: 101;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2; 이, 2000: 5; 국립

환경과학원, 2006: 138.

. Eulalia bilineata (Johnston, 1840) 두줄불꽃부채발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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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Genetyllis Malmgren, 1865 납작수염부채발갯지렁이 속

12. Genetyllis castanea (Marenzeller, 1879) 납작수염부채발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18;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6; 이, 2000: 8;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Genus Eumida Malmgren, 1865 황금부채발갯지렁이 속

. Eumida sanguinea (Oersted, 1843) 심장부채발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19.

Family Glyceridae 미갑갯지렁이 과

Genus Hemipodus Quatrefages, 1866 반미갑갯지렁이 속

13. Hemipodus yenourensis Izaka, 1912 반다리미갑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1;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6; 이, 2000: 8;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8.

Genus Glycera Savigny, 1818 참미갑갯지렁이 속

14. Glycera sp. 참미갑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7.

. Glycera capitata Oersted 큰머리미갑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26.

15. Glycera chirori (Izaka, 1912) 치로리미갑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33;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6; 이, 2000: 8;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8.

. Glycera decipiens Marenzeller, 1879 참미갑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34.

Family Goniadidae 고리갯지렁이 과

Genus Goniada Audouin and Edwards, 1833 갈고리갯지렁이 속

. Goniada japonica Izuka, 1912 큰갈매기고리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36.

. Goniada maculata Oersted, 1843 작은갈매기고리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37.

Genus Ophioglycera Verrill, 1885 민고리갯지렁이 속

. Ophioglycera foliacea (Moore, 1903) 네고리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39.

. Ophioglycera distorta (Moore, 1903) 여덟고리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40.

Genus Glyc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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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Glycinde sp.

Literatures. 최 외, 2002: 437.

17. Glyceridae unid.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0;

Family Aphroditidae 고슴도치갯지렁이 과

Genus Aphrodita Linnaeus, 1758 고슴도치갯지렁이 속

18. Aphrodita sp. 고슴도치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Family Syllidae 염주발갯지렁이 과

19. Syllidae unid.1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20. Syllidae unid.2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7.

Family Syllidae 염주발갯지렁이 과

21. Syllidae unid. 3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0;

22. Syllidae unid. 4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0;

23. Syllidae unid. 5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0;

24. Syllidae unid. 6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0;

25. Syllidae unid. 7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26. Syllidae unid. 8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27. Syllidae unid. 9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28. Syllidae unid. 10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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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Syllidae unid. 11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30. Syllidae unid. 12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31. Syllidae unid. 13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32. Syllidae unid. 14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33. Syllidae unid. 15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34. Syllidae unid. 16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35. Syllidae unid. 17 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Genus Exogone Örsted, 1845 달걀발갯지렁이 속

36. Exogone verugera (Claparède, 1868) 짧은더듬이달걀발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Genus Autolytus Grube, 1850

37. Autolytus tsugarus Imajima, 1966 쑤가루몸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1;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7; 이, 2000: 9;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8.

Genus Typosyllis Langerhans, 1879 참염주발갯지렁이 속

38. Typosyllis hyalina (Grube, 1863) 빛염주발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1;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7; 이, 2000: 9;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8.

39. Typosyllis adamenteus kurilensis Chlebovitsch, 1959 쿠릴염주발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7; 이, 2000: 9.

40. Typosyllis variegata (Grube, 1860) 참염주발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7; 이, 2000: 9;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8.

41. Typosyllis sp. 참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5.

Genus Trypanosyllis Claparede, 1864 톱니염주발갯지렁이 속

42. Trypanosyllis zebra (Grube, 1860) 얼룩염주발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56; 백, 1998: 102;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7; 이, 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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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Trypanosyllis taeniaformis (Haswell, 1886) 짧은얼룩염주발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2;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8; 이, 2000: 10;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8.

44. Trypanosyllis gemmipara (Johnson, 1901) 큰넓적염주발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8. 이, 2000: 10.

Genus Odontosyllis Claparede, 1863 이빨염주발갯지렁이 속

45. Odontosyllis undecimdonta Imajima and Hartman, 1964 점무늬이빨염주발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8; 이, 2000: 12.

Genus Syllis Savigny, 1818 큰염주발갯지렁이 속

46. Syllis sp. 큰염주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경상북도, 2008: 259.

47. Syllis gracilis Grube, 1840 줄염주발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8; 이, 2000: 12.

48. Syllis spongiphila Verrill, 1885 흰점염주발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59;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9; 이, 2000: 13.

Family Nereidae 참갯지렁이 과

49. Nereidae unid. 1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50. Nereidae unid. 2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51. Nereidae unid. 3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52. Nereidae unid. 4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53. Nereidae unid. 5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54. Nereidae unid. 6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55. Nereidae unid. 7 

Literatures. 최 외, 2002: 437.

56. Nereis unid.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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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Nereis Linnaeus, 1758 원참갯지렁이 속

57. Nereis surugaense Imajima, 1972 민숭참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2;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9; 이, 2000: 13;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8.

58. Nereis neoneanthes Hartman, 1948 큰깨점박이참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9; 이, 2000: 13; 경상북도, 2008: 259; 국립수산과

학원, 2008: 110;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5.

59. Nereis multignatha Imajima and Hartman, 1964 깨점박이참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0; 이, 2000: 14;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60. Nereis zonata Malmgren, 1867 띠두른참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0; 이, 2000: 14;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8.

61. Nereis pelagica Linnaeus, 1758 원참갯지렁이

Literatures. 이 외, 1984: 121; 윤과 송, 1998: 291;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0; 이, 

2000: 1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8; 경상북도, 2008: 259; 경북대학교 울릉

도·독도연구소, 2009: 285; 경상북도, 2009: 151; 경상북도, 2011: 260.

Genus Neanthes Kinberg, 1866 참갯지렁이 속

62. Neanthes caudata (Delle Chiaje, 1828) 둥근얼굴참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2;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1; 이, 2000: 1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8.

63. Neanthes sp. 참갯지렁이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5.

Genus Platynereis Kinberg, 1866 좁쌀이빨참갯지렁이 속

64. Platynereis dumerilii (Audouin and Milne Edwards, 1833) 곱사참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1; 이, 2000: 16.

65. Platynereis bicanaliculata (Baird, 1863) 두점참갯지렁이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Genus Perinereis Kinberg, 1866 눈썹참갯지렁이 속

66. Perinereis cultrifera floridana Ehlers, 1868 플로리다참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2;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1; 이, 2000: 1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8.

67. Perinereis nuntia (Savigny in Lamarck, 1818) 눈썹참갯지렁이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Family Polynoidae 비늘갯지렁이 과

68. Polynoidae unid.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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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Iphione

69. Iphione muricata (Savigny, 1818) 뾰족고운비늘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2;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1; 이, 2000: 16.

Genus Halosydna Kinberg, 1855

70. Halosydna brevisetosa Kinberg, 1855 짧은미륵비늘갯지렁이

Literatures. 김 외, 1983: 104; 이 외, 1984: 121; 윤과 송, 1998: 291; 백, 1998: 103; 독도

연구보전협회, 1999: 262; 이, 2000: 1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8; 이동제, 

2008: 35;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Genus Lepidonotus Leach, 1816 예쁜이비늘갯지렁이 속 

71. Lepidonotus squamatus (Gravier, 1901) 비늘예쁜이비늘갯지렁이

Literatures. 김 외, 1983: 104; 윤과 송, 1998: 291;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2; 이, 

2000: 1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8;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Family Sigalionidae 고랑비늘갯지렁이 과

Genus Thalenessa

72. Thalenessa digitata McIntosh, 1885 손가락여신노랑비늘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7.

Family Chrysopetalidae 등가시갯지렁이 과

Genus Chrysopetalum Ehlers, 1864 황금비늘갯지렁이 속

73. Chrysopetalum occidentale Johnson, 1897 황금비늘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3;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8; 이, 2000: 18;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Family Hesionidae 수염갯지렁이 과

Genus Ophiodromus Sars, 1861 뱀수염갯지렁이 속

. Ophiodromus pugettensis (Johnson, 1901) 뱀수염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89: 243.

Genus Hesione Savigny, 1818 등수염갯지렁이 속

74. Hesione sp. 등수염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75. Hesione reticulata Marenzeller, 1879 그물등수염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0; 이, 2000: 20;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8.

Genus Micropodarke

76. Micropodarke sp.

Literatures. 최 외, 2002: 437.

Family Pilargidae 투구갯지렁이 과

Genus Sigam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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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Sigambra tentaculata (Treadwell, 1941) 투구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Order Terebellida 유령갯지렁이 목

Family Pectinariidae 빗갯지렁이 과

Genus Lagis

78. Lagis sp.

Literatures. 최 외, 2002: 437.

Family Terebellidae 유령갯지렁이 과

79. Terebellidae unid. 유령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최 외, 2002: 436.

Genus Amaeana

80. Amaeana sp.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Genus Thelepus Leuckart, 1849 비유령갯지렁이 속

81. Thelepus japonicus Marenzeller, 1884 긴싸리비유령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1; 이, 2000: 2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9.

Genus Loimia Malmgren, 1866 괴물유령갯지렁이 속

82. Loimia medusa (Savigny, 1818) 괴물유령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1; 이, 2000: 26; 최 외, 2002: 437.

Genus Amphitrite Müller, 1771 꽃유령갯지렁이 속

83. Amphitrite oculata Hessle, 1917 눈꽃유령갯지렁이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47; 경상북도, 2008: 259;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

소, 2009: 285.

Genus Pista

84. Pista cristata (Müller, 1776) 총채유령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7.

Family Ampharetidae 사슴갯지렁이 과

Genus Ampharete Malmgren, 1866 작은사슴갯지렁이 속

85. Ampharete arctica (Malmgren, 1866) 작은사슴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Genus Amphisamytha Hessle, 1917 고리사슴갯지렁이 속

86. Amphisamytha japonica Hessle, 1917 고리사슴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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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Melinna Malmgren, 1867 황금뿔사슴갯지렁이 속

87. Melinna cristata (Sars, 1851)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Family Trichobranchidae 조름털갯지렁이 과

Genus Terebellides Sars, 1835 조름털갯지렁이 속

88. Terebellides horikoshii Sars, 1835 조름털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Order Amphinomida 양목갯지렁이 목

Family Amphinomidae 양목갯지렁이 과

Genus Amphinome Bruguiere, 1789 양목갯지렁이 속

89. Amphinome sp. 양목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90. Amphinome rostrata (Pallas, 1766) 부리양목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0; 이, 2000: 20;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9.

Family Euphrosinidae 갈구리갯지렁이 과

Genus Euphrosine Savigny, 1818 갈구리갯지렁이 속

91. Euphrosine superba Marenzeller, 1879 등갈구리갯지렁이

Literatures. 김 외, 1983: 10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0; 이, 2000: 21; 국립환경과학

원, 2006: 139.

Order Cirratulida 실타래갯지렁이 목

Family Cirratulidae 실타래갯지렁이 과

Genus Cirratulus Lamarck, 1801 가는실타래갯지렁이 속

92. Cirratulus cirratus (Müller, 1776) 가는실타래갯지렁이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70; 이, 2000: 22; 대구지방환경

청, 2007: 146; 경상북도, 2008: 259;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5.

93. Cirratulus gilchristi Day, 1961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Genus Dodecaceria Örsted, 1843

94. Dodecaceria concharum Örsted, 1843 넓적아가미실타래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71; 이, 2000: 22.

Genus Chaetozone Malmgren, 1867 바퀴실타래갯지렁이 속

95. Chaetozone setosa Malmgren, 1867 솜털바퀴실타래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Genus Tharyx
96. Tharyx sp.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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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Acrocirrus Grube, 1872 민타래갯지렁이 속

97. Acrocirrus validus Marenzeller, 1879 민실타래갯지렁이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9; 국립수산과학원, 2009: 148.

Genus Cirriformia, Hartman, 1936 명주실타래갯지렁이 속

98. Cirriformia tentaculata (Montagu, 1808) 명주실타래갯지렁이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백, 1998: 10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70; 이, 2000: 

2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9; 국립수산과학원, 2008: 160; 한국해양연구원, 

2008: 114; 국립수산과학원, 2009: 149.

Order Flabelligerida 더덕갯지렁이 목

Family Flabelligeridae 더덕갯지렁이 과

Genus Brada 

99. Brada villosa (Rathke, 1843) 황금더덕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7.

Order Sabellida 꽃갯지렁이 목

Family Sabellidae 꽃갯지렁이 과

100. Sabellidae unid. 꽃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Genus Branchiomma Kolliker, 1858 띠조름꽃갯지렁이 속

101. Branchiomma cingulata (Grube, 1870) 띠조름꽃갯지렁이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Genus Sabellastarte Krøyer, 1856 꽃갯지렁이 속

102. Sabellastarte japonica (Marenzeller, 1885)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115.

Genus Chone Kroyer, 1856 빛꽃갯지렁이 속

103. Chone sp. 빛꽃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104. Chone teres Bush, 1904 빛꽃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1; 이, 2000: 2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9.

Genus Euchone Malmgren, 1866 홈꽃갯지렁이 속

105. Euchone alicaudata Moore and Bush, 1904 홈꽃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1; 이, 2000: 27.

Genus Myxicola Koch in Renier, 1847 깔때기꽃갯지렁이 속

106. Myxicola infundibulum (Renier, 1804) 깔때기꽃갯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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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s. 백, 1998: 10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2; 이, 2000: 2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0.

107. Pseudopotamilla occelata Moore, 1905 안점의꽃갯지렁이

Literatures. 이동제, 2008: 35.

Family Serpulidae 석회관갯지렁이 과

Genus Serpula Linnaeus, 1767 석회관갯지렁이 속

108. Serpula watsoni Willey, 1905 큰우산석회관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2; 이, 2000: 28.

109. Serpula vermicularis Linnaeus, 1767 석회관갯지렁이

Literatures. 이동제, 2008: 35; 한국해양연구원, 2008: 116.

Genus Ditrupa Berkeley, 1835 뿔석회관갯지렁이 속

110. Ditrupa arietina (Müller, 1776) 뿔석회관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2; 이, 2000: 28.

Genus Pomatoleios Pixell, 1913 굵은석회관갯지렁이 속

111. Pomatoleios Krausii (BAIRD, 1864) 굵은석회관갯지렁이

Literatures. 이 외, 1984: 121; 윤과 송, 1998: 292;

Genus Dexiospira Caullery and Mesnil, 1897 동그라미석회관갯지렁이 속

112. Dexiospira foraminosus (Bush, 1904) 동그라미석회관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2; 이, 2000: 30;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0; 국립수산과학원, 2008: 160; 한국해양연구원, 2008: 117; 국립수산

과학원, 2009: 150;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1;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Genus Filograna Berkeley, 1835

113. Filograna sp.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9: 151.

Genus Leodora

114. Leodora argutus (Bush and Moore, 1903) 왼쪽동그라미석회관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3; 이, 2000: 30.

Genus Salmacina Clapare, 1870 가는석회관갯지렁이 속

115. Salmacina dysteri (Huxley, 1855) 가는석회관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7;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3; 이, 2000: 30;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0.

Genus Protula Risso, 1826 민덮개석회관갯지렁이 속

116. Protula tubularia (Montagu, 1803) 민덮개석회관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7;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3; 이, 2000: 31; 국립환경과학원, 2006: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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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Spirobranchus

117. Spirobranchus tetraceros (Schmarda, 1861) 사방조름석회관갯지렁이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Order Cossurida

Family Cossuridae 삼모갯지렁이 과

Genus Cossura

118. Cossura longocirrata Webster and Benedict, 1887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Order Eunicida 털갯지렁이 목

Family Onuphidae 집갯지렁이 과

Genus Diopatra Audouin and Milne Dewards, 1833 집갯지렁이 속

119. Diopatra bilobata Imajima, 1967 넓적집갯지렁이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46; 경상북도, 2008: 259;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

소, 2009: 285.

Genus Nothria

120. Nothria sp.

Literatures. 최 외, 2002: 437.

Family Eunicidae 털갯지렁이 과

Genus Lysidice Savigny, 1818 털갯지렁이 속

121. Lysidice collaris Grube, 1870 노란솜털갯지렁이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백, 1998: 103;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8; 이, 2000: 

18;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Genus Eunice Cuvier, 1817 두수염털갯지렁이 속

122. Eunice sp. 두수염털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7.

123. Eunice antennata Savigny, 1817 고리털갯지렁이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백, 1998: 103;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8; 이, 2000: 

18;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9; 대구지방환경청, 2007: 146;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경상북도, 2008: 259; 대구지방환경청, 2008: 149; 경북대학교 울릉

도·독도연구소, 2009: 285.

124. Eunice mucronata Moore, 1903 가시털갯지렁이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9.

Genus Palola Gray, 1847 길쭉털갯지렁이 속

125. Palola siciliensis Grube, 1840 시칠리아길쭉털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8; 이, 200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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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Marphysa Quatrefages, 1865 바위솜털갯지렁이 속

126. Marphysa sanguinea Montagu, 1815 바위털갯지렁이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대구지방환경청, 2007: 146; 경상북도, 2008: 259; 경북대

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5.

Family Dorvilleidae 구슬수염갯지렁이 과

Genus Dorvillea Parfitt, 1866 구슬수염갯지렁이 속

127. Dorvillea sp. 구슬수염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Family Lumbrineridae 송곳갯지렁이 과

128. Lumbrineridae unid. 1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129. Lumbrineridae unid. 2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1;

130. Lumbrineridae unid. 3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31. Lumbrineridae unid. 4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Family Lumbrineridae 송곳갯지렁이 과

Genus Lumbrineris Blainville, 1828 송곳갯지렁이 속

132. Lumbrineris japonica Marenzeller, 1879 참송곳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대구지방환경청, 2007: 146; 경상북도, 2008: 259; 경북대학

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5.

133. Lumbrineris nipponica Imajima and Higuchi, 1975 짧은다리송곳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134. Lumbrineris bifurcata McIntosh, 1885 길쭉송곳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8; 이, 2000: 19.

Family Arabellidae 홍점갯지렁이 과

Genus Arabella Grube, 1850 홍점갯지렁이 속

135. Arabella iricolor (Montagu, 1804) 홍점갯지렁이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백, 1998: 10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9; 이, 2000: 

19; 경상북도, 2008: 259;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9.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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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Chaetopterida 날개갯지렁이 목

Family Chaetopteridae 날개갯지렁이 과

Genus Mesochaetopterus Potts, 1914 밀짚날개갯지렁이 속

136. Mesochaetopterus sp, 밀짚날개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Order Oweniida 싸리버섯갯지렁이 목

Family Oweniidae 싸리버섯갯지렁이 과

137. Oweniidae unid. 싸리버섯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Genus Myriochele Malmgren, 1867 관버섯갯지렁이 속

138. Myriochele sp. 관버섯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Order Opheliida 요정갯지렁이 목

Family Opheliidae 요정갯지렁이 과

139. Opheliidae unid. 1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40. Opheliidae unid. 2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Order Opheliida 요정갯지렁이 목

Family Opheliidae 요정갯지렁이 과

Genus Ophelina Örsted, 1843

141. Ophelina acuminata Hering, 1928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Genus Travisia Johnston, 1840 벌레요정갯지렁이 속

142. Travisia sp. 벌레요정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Genus Polyopthalmus Qwatrefages, 1850 무늬요정갯지렁이 속

143. Polyopthalmus pictus (Dujardin, 1839) 무늬요정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71; 이, 2000: 24;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Family Scalibregmatidae 구더기갯지렁이 과

Genus Scalibregma Rathke, 1843 수염구더기갯지렁이 속

144. Scalibregma inflatum Rathke, 1843 수염구더기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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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Oncoscolex Schmarda, 1861 민구더기갯지렁이 속

145. Oncoscolex pacificus borealis Imajima and Hartman, 1964 민구더기갯지렁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0; 이, 2000: 25; 최 외, 2002: 437.

Order Spionida 얼굴갯지렁이 목

Family Spionidae 얼굴갯지렁이 과

146. Spionidae unid. 1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47. Spionidae unid. 2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48. Spionidae unid. 3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Genus Prionospio Malmgren, 1867 예쁜얼굴갯지렁이 속

149. Prionospio japonica Okuda, 1935 매끈예쁜얼굴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150. Prionospio krusadensis Fauvel, 1929 깃예쁜얼굴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69; 이, 2000: 21.

Genus Prionospio

151. Prionospio pinnata Ehlers, 1901 모자예쁜얼굴갯지렁이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Genus Laonice Malmgren, 1867 납작얼굴갯지렁이 속

152. Laonice cirrata (Sars, 1851) 납작얼굴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70; 이, 2000: 21; 최 외, 2002: 43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9.

Order Sternaspida 오뚜기갯지렁이 목

Family Sternaspidae 오뚜기갯지렁이 과

Genus Sternaspis Otto, 1821 오뚜기갯지렁이 속

153. Sternaspis scutata (Ranzani, 1807) 오뚜기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Order Capitellida 버들갯지렁이 목

Family Capitellidae 버들갯지렁이 과

Genus Notomastus Sars, 1851 가는버들갯지렁이 속

154. Notomastus latericeus Sars, 1851 가는버들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71; 이, 2000: 24; 국립환경과학원, 2006: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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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Capitella Blainville, 1828 등가시버들갯지렁이 속

155. Capitella capitata Eisig, 1887 등가시버들갯지렁이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71; 이, 2000: 25.

Family Arenicolidae 검은갯지렁이 과

Genus Abarenicola Wells, 1959 큰검은갯지렁이 속

156. Abarenicola pacifica Healy and Wells, 1959 큰검은갯지렁이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Family Maldanidae 대나무갯지렁이 과

157. Maldanidae unid. 1 나무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58. Maldanidae unid. 2 나무갯지렁이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Family Maldanidae 대나무갯지렁이 과

159. Maldanidae unid. 3 대나무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Genus Notoproctus

160. Notoproctus oculatus Arwidsson, 1906 침대나무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7.

Genus Clymenella Verrill, 1873 띠대나무갯지렁이 속

161. Clymenella sp. 띠대나무갯지렁이류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Genus Praxillella Verrill, 1881 꼬리대나무갯지렁이 속

162. Praxillella gracilis (Sars, 1861)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Genus Maldane Grube, 1860 민숭대나무갯지렁이 속

163. Maldane cristata Treadwell, 1923 민숭대나무갯지렁이

Literatures. 최 외, 2002: 436.

Genus Axiothella Verrill, 1900 연통대나무갯지렁이 속

164. Axiothella quadrimaculata Augener, 1914 사방연통대나무갯지렁이

Literatures. 백, 1998: 10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80; 이, 2000: 25.

Genus Rhodine

165. Rhodine sp.

Literatures. 최 외, 2002: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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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Polychaeta unid. 1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67. Polychaeta unid. 2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68. Polychaeta unid. 3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69. Polychaeta unid. 4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70. Polychaeta unid. 5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71. Polychaeta unid. 6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72. Polychaeta unid. 7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73. Polychaeta unid. 8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74. Polychaeta unid. 9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75. Polychaeta unid. 10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76. Polychaeta unid. 11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2;

177. Polychaeta unid. 12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3;

178. Polychaeta unid. 13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3;

179. Polychaeta unid. 14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3;

180. Polychaeta unid. 15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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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Polychaeta unid. 16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3;

절지동물문(200종)

Phylum Arthropoda 절지동물 문 

Class Arachnida 거미 강

Order Pseudoscorpionida 의갈 목

Family Garypidae

Genus Garypus L. Koch, 1873

1. Garypus japonicus Beier, 1952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3;

Class Pycnogonida 바다거미 강

Order Pantopoda 바다거미 목

2. Pantopoda sp. 바다거미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3;

Class Pycnogonida 바다거미 강

Order Pantopoda 바다거미 목

Family Ammotheidae 접시바다거미 과

Genus Ammothea Leach, 1814 술병부리바다거미 속

3. Ammothea hilgendorfi (Bohm, 1879) 술병부리바다거미

Literatures. 이 외, 1984: 123; 윤과 송, 1998: 293;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3; 국립환경

과학원, 2006: 171;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4; 경상북도, 2008: 262; 대구지

방환경청, 2008: 154;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8; 경상북도, 

2009: 154; 경상북도, 2011: 263.

Genus Tanystylum Miers, 1879 꼬마바다거미 속

4. Tanystylum scrutator Stock, 1954 꼬마바다거미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3.

5. Tanystylum ulreungum Kim, 1983 울릉꼬마바다거미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3; 경상북도, 2009: 154.

Genus Achelia Hodge, 1864 애기손바다거미 속

6. Achelia echinata sinensis (Lou, 1936) 가시애기손바다거미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4; 경상북도, 2008: 262;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

소, 2009: 288; 경상북도, 2009: 154; 경상북도, 2011: 263.

7. Achelia bituberculata Hedgpeth, 1949 등뾰족애기손바다거미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4; 경상북도, 2008: 262;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

소, 2009: 288; 경상북도, 2009: 154; 경상북도, 201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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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ycnogonida unid. 1 바다거미류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9. Pycnogonida unid. 2 바다거미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5.

Class Maxillopoda 소악 강

Order Siphonostomatoida 대롱입요각 목

Family Caligidae 물이 과

Genus Lepeophtheirus Nordmann, 1832 장님물이 속

10. Lepeophtheirus semicossyphi Yamaguti, 1939 혹돔장님물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4.

Class Malacostraca 연갑 강

Order Tanaidacea 주걱벌레붙이 목

Family Tanaidea 주걱벌레붙이 과

Genus Tanais

11. Tanais cavolinii M. Edwards, 1829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4.

Genus Anatanais

12. Anatanais normani (Richardson, 1905)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Family Apseudidae 

Genus Apseudes

13. Apseudes sp.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Family Leptocheliidae 

Genus Leptochelia

14. Leptochelia sp.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Class crustacea 갑각 강

Order Thoracica 완흉 목

Family Scalpellidae 부처손 과

Genus Pollicipes Leach, 1817 거북손 속

15. Pollicipes mitella (Linnaeus, 1758) 거북손

Literatures. Kim, 1978: 14; 김과 최, 1978: 195; 홍, 1981: 234; 김 외, 1983: 104; 이 외, 

1984: 123; 제 외, 1997: 71; 윤과 송, 1998: 293;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3; 차 외, 2000; 이 외, 2001: 6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1; 대구지방환경

청, 2007: 154; 경상북도, 2008: 262;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4; 국립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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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2008: 156; 한국해양연구원, 2008: 119; 국립수산과학원, 2009: 152; 대

구지방환경청, 2009: 118;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7; 경상북도, 

2009: 154; 대구지방환경청, 2010: 205;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63;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Family Lepadidae 조개삿갓 과

Genus Lepas Linnaeus, 1758 조개삿갓 속

16. Lepas anatifera Linnaeus, 1758 민조개삿갓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4; 경상북도, 2008: 262;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4;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경상북도, 2009: 154; 경상북도, 

2011: 263.

17. Lepas anserifera Linnaeus, 1758 조개삿갓

Literatures. 경상북도, 2008: 262;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경상북도, 

2009: 154; 경상북도, 2011: 263.

Family Chthamalidae 조무래기따개비 과

Genus Octomeris Sowerby, 1825 팔각따개비 속

18. Octomeris sulcata Nilsson Cantell, 1932 팔각따개비

Literatures. 김 외, 1983: 104; 이 외, 1984: 123; 윤과 송, 1998: 293;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4; 이 외, 2001: 6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1;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1.

Genus Chthamalus Ranzani, 1837 조무래기따개비 속

19. Chthamalus challengeri Hoek, 1883 조무래기따개비

Literatures. Kim, 1978: 14; 김과 최, 1978: 195; 홍, 1981: 233; 김 외, 1983: 104; 이 외, 

1984: 123; 제 외, 1997: 71; 윤과 송, 1998: 293;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4; 이 외, 2001: 6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1;,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4; 경상북도 2008: 262;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4; 대구지방환경청, 2009: 

118;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경상북도, 2009: 154; 대구지

방환경청, 2010: 205;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63.

20. Chthamalus dalli Pilsbry, 1916 북방조무래기따개비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4;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4;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Family Tetraclitidae 사각따개비 과

Genus Tetraclita Schumacher, 1817

21. Tetraclita japonica Pilsbry, 1916 검은큰따개비

Literatures. Kim, 1978: 14; 김과 최, 1978: 195; 홍, 1981: 234; 이 외, 1984: 123; 제 외, 

1997: 71; 윤과 송, 1998: 293;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4; 이 외, 2001: 6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1;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4; 경상북도, 2008: 262;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6; 한국해양연구원, 2008: 120; 국립수산과학원, 

2009: 153;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4;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경상북도, 2009: 154; 대구지방환경청, 2010: 205;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63;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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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rchaeobalanidae 옛따개비 과

Genus Acasta Leach, 1817 해면따개비 속

22. Acasta dofleini Krüger, 1911 털해면따개비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1.

Genus Semibalanus Pilsbry, 1917 북방따개비 속

23. Semibalanus cariosus (Pallas, 1788) 북방따개비

Literatures. 김 외, 1983: 104; 윤과 송, 1998: 293.

Genus Solidobalanus Hoek, 1913 돌따개비 속

24. Solidobalanus (Hesperibalanus) hesperius (Pilsbry, 1916) 주름따개비

Literatures. 김 외, 1983: 104; 윤과 송, 1998: 293.

Family Balanidae 따개비 과

Genus Balanus Da Costa, 1778 따개비 속

25. Balanus trigonus Darwin, 1854 삼각따개비

Literatures. 이 외, 1984: 123; 윤과 송, 1998: 293;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4; 이 외, 

2001: 6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1;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경상북도, 

2008: 262; 한국해양연구원, 2008: 121;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26. Balanus rostatus Hoek, 1883 봉우리따개비

Literatures. 김 외, 1983: 105; 윤과 송, 1998: 293.

27. Balanus improvisus Darwin, 1854 흰따개비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4; 경상북도, 2008: 262; 한국해양연구원, 2008: 120;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경상북도, 2009: 154; 경상북도, 

2011: 263.

28. Balanus sp. 따개비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6.

Genus Megabalanus Hoek, 1913 빨강따개비 속

29. Megabalanus rosa (Pilsbry, 1916) 빨강따개비

Literatures. 김 외, 1983: 105; 윤과 송, 1998: 293;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4; 이 외, 

2001: 66;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4;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경상북도, 

2008: 262;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4;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경상북도, 2009: 154; 경상북도, 2011: 263.

30. Megabalanus volcano (Pilsbry, 1916) 큰빨강따개비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4;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1; 한국해양연구원, 

2008: 122;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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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Stomatopoda 구각 목

31. Stomatopoda unid. 구각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6.

Order Isopoda 등각 목

32. Isopoda sp. 등각 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3;

33. Valvifera sp.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3;

Family Anthuridae 마디벌레 과

34. Anrhuridae sp. 마디벌레 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3;

Family Cirolanidae 모래무지벌레 과

Genus Excirolana 

35. Excirolana japonica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3;

Family Cirolanidae 모래무지벌레 과

Genus Cirolana Leach, 1818 모레무지벌레 속

36. Cirolana harfordi japonica Thielemann, 1910 아기모래무지벌레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Family Sphaeromatidae 잔벌레 과

37. Sphaeromatidae sp. 잔벌레 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3;

Genus Cymodoce

38. Cymodoce japonica Richardson, 1907 두혹잔벌레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Genus Holotelson Richardson, 1909 

39. Holotelson tuberculatus Richardson, 1909 세혹잔벌레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이 외, 1984: 123; 윤과 송, 1998: 293;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4;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2;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Genus Dynoides Richardson, 1909

40. Dynoides sp. 뿔잔벌레 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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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Dynoides Richardson, 1909 

41. Dynoides brevispina Bruce, 1980 넓적뿔잔벌레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4.

42. Dynoides spinipodus Kwon and Kim, 1986 가시다리뿔잔벌레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4.

43. Dynoides dentisinus Shen, 1929 가시홈뿔잔벌레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2;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Family Idoteidae 주걱벌레 과

44. Idoteidae unid. 주걱벌레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3; 이 외, 2001: 66.

Genus Cleantiella

45. Cleantiella isopus (Miers, 1881) 갯주걱벌레

Literatures. 김 외, 1983: 105; 이 외, 1984: 123; 윤과 송, 1998: 293;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7; 국립수산과학원, 2009: 154.

Genus Idotea Fabricius, 1798

46. Idotea ochotensis Brandt, 1851 북방주걱벌레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4.

47. Idotea metallica Bosc, 1802 떠돌이주걱벌레

Literatures. 경상북도, 2008: 262.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경상북도, 2011: 264.

48. Idotea sp. 1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4.

49. Idotea sp. 2

Literatures. 김 외, 1983: 105.

Genus Synidotea

50. Synidotea laevidorsalis (Miers, 1881) 둥근주걱벌레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4.

51. Synidotea hikigawaensis Nunomura, 1974 히키가와둥근주걱벌레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2.

52. Synidotea sp. 1 둥근주걱벌레류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53. Synidotea sp. 2 둥근주걱벌레류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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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Synidotea sp. 3 둥근주걱벌레류

Literatures. 경상북도, 2008: 262.

Family Asellidae 물벌레 과

Genus Asellus 

55. Asellus sp.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4;

Family Janiridae 물좀벌레 과

Genues Janiropsis

56. Janiropsis longiantennata Thielemann, 1910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5.

Family Tylidae, 1840 갯쥐며느리 과

Genus Tylos Audouin, 1826 갯쥐며느리 속

57. Tylos granuliferus Budde-Lund, 1885 갯쥐며느리

Literatures. 이 외, 1984: 123; 윤과 송, 1998: 294;

Family Ligiidae 갯강구 과

Genus Ligia Fabricius, 1798 

58. Ligia exotica Roux, 1828 갯강구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홍, 1981: 233; 이 외, 1984: 123; 윤과 송, 1998: 294; 독

도연구보전협회, 1999: 30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2;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4; 경상북도, 2008: 262;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5; 경북대학교 울릉

도·독도연구소, 2009: 289; 경상북도, 2009: 155; 대구지방환경청, 2010: 209;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64.

Family Joeropsididae 

Genus Jaeropsis

59. Jaeropsis lobata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Order Amphipoda 단각 목

Family Hyalidae Bulycheva, 1957 하늘옆새우 과

Genus Hyale Rathke, 1837

60. Hyale grandicornis (Kroyer, 1845)

Literatures. 이 외, 1984: 124; 윤과 송, 1998: 294;

Family Uristidae Hurley, 1963 

Genus Anonyx Kroyer, 1838

61. Anonyx sp.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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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Hyalidae 해조숨이옆새우 과

Genus Hyale Rathke, 1837 

62. Hyale rubra (Thomson, 1879) 긴채찍해조숨이옆새우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2;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5; 경상북도, 2008: 263;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63. Hyale punctata Hiwatari and Kajihara, 1981 짧은채찍해조숨이옆새우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2;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5.

64. Hyale schmidti (Heller, 1866)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5.

Genus Parhyale Kunkel, 1910 

65. Parhyale sp.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5.

Genus Allorchestes Dana, 1849 

66. Allorchestes sp.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5.

Family Talitridae 도약옆새우 과

Genus Orchestoidea Nicolet, 1849

67. Orchestoidea sp.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4;

Family Talitridae 도약옆새우 과

Genus Platorchestia Bousfield, 1982 

68. Platorchestia crassicornis (Costa, 1867) 도약옆새우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5; 경상북도, 2008: 263;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

소, 2009: 289.

Family Gammaridae Leach, 1814 옆새우 과

69. Gammaridae sp.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4;

Family Melitidae 멜리타옆새우 과

Genus Elasmopus Costa, 1853 

70. Elasmopus japonicus Stephensen, 1932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2.

Family Ischyroceridae 육질꼬리옆새우붙이 과

Genus Jassa Leach, 1814 

71. Jassa falcata (Montagu, 1808) 가시꼬리육질꼬리옆새우붙이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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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Podoceridae 긴배옆새우 과

Genus Podocerus Leach, 1814 

72. Podocerus inconspicuus (Stebbing, 1888)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5.

Genus Parhyalella

73. Parhyalella sp. 1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5.

74. Parhyalella sp. 2

Literatures. 경상북도, 2008: 263.

75. Parhyalella sp. 3

Literatures.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Family Ampithoidae 참옆새우 과

Genus Ampithoe Stebbing, 1899 참옆새우 속

76. Ampithoe sp. 1 참옆새우류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5.

77. Ampithoe sp. 2 참옆새우류

Literatures. 경상북도, 2008: 263.

78. Ampithoe sp. 3 참옆새우류

Literatures.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79. Ampithoe brevipalma Kim and Kim, 1988 짧은손참옆새우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2.

80. Ampithoe lacertosa Bate, 1858 태평양참옆새우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2.

81. Ampithoe valida valida Smith, 1873 볼록손참옆새우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2.

Family Caprellidae 바다대벌레 과

Genus Caprella Lamarck, 1801 바다대벌레 속

82. Caprella sp. 1 바다대벌레류

Literatures. 이 외, 1984: 124.

83. Caprella sp. 2 바다대벌레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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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Caprella sp. 3 바다대벌레류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85. Caprella penantis Leach, 1814 둥근아가미바다대벌레

Literatures. Kim, 1978: 14; 김과 최, 1978: 196; 윤과 송, 1998: 294;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4. 이 외, 2001: 6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2;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5.

86. Caprella verrucosa Boeck, 1871 혹등바다대벌레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5.

87. Caprella brevirostris Mayer, 1903 가시다리바다대벌레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5; 이 외, 2001: 66.

88. Caprella acanthogaster Mayer, 1890 가시투성바다대벌레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89. Caprella danilevskii Czerniavski, 1868 매끈이바다대벌레

Literatures. Kim, 1978: 14; 김과 최, 1978: 196.

90. Caprella equilibra Say, 1818 가슴가시바다대벌레

Literatures. 이 외, 2001: 66.

91. Caprella subinermis Mayer, 1890 갈고리손바다대벌레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6.

92. Amphipoda unid. 단각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6.

93. Amphipoda spp. 단각류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0.

Order Decapoda 십각 목

Family Axiidae 가재아재비 과

Genus Axiopsis Huxley, 1879 가재아재비 속

94. Axiopsis princeps (Boas, 1880) 가재아재비

Literatures. Hong et al., 2006: 252.

Family Gonodactylidae 가위갯가재 과

Genus Gonodactylus

95. Gonodactylus chiragra (Fabricius, 1781) 굵은손가락갯가재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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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Rhynchocinetidae 끄덕새우 과

Genus Rhynchocinetes H.M. Edwards, 1837 끄덕새우 속

96. Rhynchocinetes uritai Kubo, 1942 끄덕새우

Literatures. 김 외, 1996: 420;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7; 한

국해양연구원, 2008: 123; 국립수산과학원, 2009: 155.

Family Alpheidae 딱총새우 과

Genus Alpheus Fabricius, 1798 딱총새우 속

97. Alpheus sp. 1 딱총새우류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98. Alpheus sp. 2 딱총새우류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99. Alpheus sp. 3 딱총새우류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4;

Genus Synalpheus Bate, 1888 세이마뿔딱총새우 속

100. Synalpheus tumidomanus (Paulson, 1875) 세이마뿔딱총새우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Genus Salmoneus Holthuis, 1955 가는손가락딱총새우 속

101. Salmoneus gracilipes Miya, 1972 가는손가락딱총새우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Family Hippolytidae 꼬마새우 과

Genus Heptacarpus Holmes, 1900 좁은뿔꼬마새우 속

102. Heptacarpus rectirostris (Stimpson, 1860) 좁은뿔꼬마새우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Genus Lebbeus White, 1847

103. Lebbeus groenlandicus (Fabricius, 1775) 가시배새우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4;

Family Pandalidae 도화새우 과

Genus Pandalus Leach, 1814 도화새우 속

104. Pandalus sp. 도화새우류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105. Pandalus hypsinotus Brandt, 1851 도화새우

Literatures. 김 외, 1983: 105; 윤과 송, 1998: 294.

Family Crangonidae Haworth, 1825 자주새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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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Crangon Fabricius, 1798

106. Crangon affinis De Haan, 1849 자주새우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4;

Family Callianasiidae Dana, 1852 쏙붙이 과

Genus Callianassa Leach, 1814

107. Callianassa japonica (Ortmann, 1891) 쏙붙이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4;

Family Diogenidae  넓적왼속집게 과

Genus Dardanus Paul’son, 1875

108. Dardanus arrosor (herbst, 1796) 털줄왼손집게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4;

Family Lithodidae 왕게 과

Genus Oedignathus Benedict, 1894 두드러기어리게 속

109. Oedignathus inermis (Stimpson, 1860) 두드러기어리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5; 이 외, 1984: 124; 윤과 송, 1998: 294;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Family Paguridae 집게 과

Genus Benedict, 1892

110. Elassochirus cavimanus (Miers, 1879) 오목손참집게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4;

Genus Pagurus Fabricius, 1775 참집게 속

111. Pagurus angustus (Stimpson, 1858) 가는몸참집게

Literatures. Hong et al., 2006: 253;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7; 한국해양연구원, 2008: 

124; 국립수산과학원, 2009: 156.

112. Pagurus japonicus (Stimpson, 1858) 붉은눈자루참집게

Literatures. 이 외, 2001: 67; Hong et al., 2006: 253;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5; 경상북

도, 2008: 263;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8; 이동제, 2008: 36; 국립수산과학원, 

2009: 157;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경상북도, 2009: 157; 

경상북도, 2011: 266.

113. Pagurus nigrivittatus Komai, 2003 검은줄무니참집게

Literatures. Hong et al., 2006: 253; 국립수산과학원, 2009: 159.

114. Pagurus pilosipes (Stimpson, 1858) 줄무늬참집게

Literatures. 오, 1998: 147;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22; Hong et al., 2006: 254.

115. Pagurus rubrior Komai, 2003 붉은얼룩참집게

Literatures. Hong et al., 2006: 254; 한국해양연구원, 2008: 126; 국립수산과학원, 200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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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Pagurus brachiomastus (Thallwitz, 1892) 털손참집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5; 윤과 송, 1998: 294.

117. Pagurus geminus McLaughlin, 1976 참집게

Literatures. 이 외, 1984: 124; 윤과 송, 1998: 294.

118. Pagurus gracilipes (Stimpson, 1858) 납작손참집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5; 윤과 송, 1998: 294.

119. Pagurus spina Komai, 1994 가시다리참집게

Literatures. Hong et al., 2006: 254.

120. Pagurus lanuginosus De Haan, 1849 털다리참집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5; 이 외, 1984: 124; 윤과 송, 1998: 294; 오, 1998: 147; 독도

연구보전협회, 1999: 31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5; 경상북도, 2008: 263;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6; 한국해양연구원, 2008: 

125; 국립수산과학원, 2009: 158;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121. Pagurus middendorffi Brandt, 1851 긴다리참집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5; 윤과 송, 1998: 294.

122. Pagurus ochotensis Brandt, 1851 북방참집게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5;

123. Pagurus pectinatus Stimpson, 1858 빗참집게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이동제, 2008: 36.

124. Pagurus constans (Stimpson, 1858) 제집참집게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19; 국립수산과학원, 2009: 161.

125. Pagurus similis (Ortmann, 1892) 얼룩참집게

Literatures. 김, 1960; 김, 1973; 오, 1998: 148;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24; 국립환경과

학원, 2006: 173;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5; 경상북도, 2008: 263; 경북대학

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경상북도, 2011: 265.

126. Pagurus exiguus (Melin, 1939) 동도참집게

Literatures. 오, 1998: 148;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26.

127. Pagurus imaii (Yokoya, 1939) 서도참집게

Literatures. 오, 1998: 148;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26; Hong et al., 2006: 256. 국립수

산과학원, 2009: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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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Pagurus sp. 1 참집게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26.

129. Pagurus sp. 2 참집게류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130. Pagurus sp. 3 참집게류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6.

Family Galatheidae 새우붙이 과

Genus Galathea Fabricius, 1798 새우붙이 속

131. Galathea orientalis Stimpson, 1858 새우붙이

Literatures. 오, 1998: 149;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3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한국

해양연구원, 2008: 127; 국립수산과학원, 2009: 163.

Family Diogenidae 넓적왼손집게 과

Genus Paguristes Dana, 1851 긴눈집게 속

132. Paguristes sp. 1 긴눈집게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7.

133. Paguristes sp. 2 긴눈집게류

Literatures. 이동제, 2008: 36.

134. Paguristes digitalis Stimpson, 1858 갈색털보긴눈집게

Literatures. 이동제, 2008: 36.

135. Paguristes ortmanni Miyake, 1978 털보긴눈집게

Literatures. 이 외, 1984: 124; 윤과 송, 1998: 294;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이동제, 2008: 36

Family Porcellanidae 게붙이 과

Genus Pisidia 알통게붙이 속

136. Pisidia serratifrons (Stimpson, 1858) 알통게붙이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3.

Genus Petrolisthes Stimpson, 1858 갯가게붙이 속

137. Petrolisthes japonicus (De Haan, 1849) 갯가게붙이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Genus Pachycheles Stimpson, 1858 게붙이 속

138. Pachycheles stevensii Stimpson, 1858 게붙이

Literatures. 김 외, 1983: 105; 윤과 송, 1998: 29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국립수산과

학원, 200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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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lbuneidae 게가재 과

Genus Blepharipoda Randall, 1840 

139. Blepharipoda liberata Shen, 1949 게가재 

Literatures. 김 외, 1983: 105; 윤과 송, 1998: 295.

Family Dromiidae 해면치레 과

Genus Cryptodromia Stimpson, 1858 갯가해면치레 속

140. Cryptodromia sp. 갯가해면치레류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141. Cryptodromia tumida Stimpson, 1858 갯가해면치레

Literatures. Kim, 1992: 602; 이 외, 2001: 67.

Genus Petalomera Stimpson, 1858 갯솜묻히 속

142. Petalomera japonica (Henderson, 1888) 갯솜묻히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6;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143. Petalomera wilsoni (Fulton and Grant, 1902) 솜털묻히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6; 김 외, 1996: 425; Hong et al., 2006: 256; 국립환경

과학원, 2006: 174; 경상북도, 2008: 263; 한국해양연구원, 2008: 128; 국립수

산과학원, 2009: 164;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경상북도, 

2011: 266.

Family Dorippidae 조개치레 과

Genus Paradorippe Serène and Romimohtarto, 1969 

144. Paradorippe granulata (De Haan, 1841) 옴조개치레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6; 김 외, 1983: 105; 윤과 송, 1998: 295.

Family Leucosiidae 밤게 과

Genus Arcania Leach, 1817

145. Arcania undecimspinosa de Haan, 1841 열한가시밤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7.

Genus Leucosia Weber, 1795

146. Leucosia longifrons De Haan, 1841 긴이마밤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7.

Genus Philyra Leach, 1817

147. Philyra syndactyla Ortmann, 1892 납작손밤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7.

Family Majidae 물맞이게 과

Genus Oregonia Dana, 1851 물맞이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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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Oregonia gracilis Dana, 1851 긴집게발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6; 윤과 송, 1998: 295;

Genus Pugettia Dana, 1851

149. Pugettia incisa (De Haan, 1839) 오늬이마물맞이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6.

150. Pugettia quadridens (De Haan, 1839) 뿔물맞이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6; 김과 최, 1978: 196; 김 외, 1983: 105; 이 외, 1984: 

124; Kim, 1992: 603; 윤과 송, 1998: 295; 이 외, 2001: 6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5;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국립수산

과학원, 2009: 165.

151. Pugettia quadridens intermedia Sakai, 1938 중간뿔물맞이게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Genus Pisoides H.M. Edwards, 1843 어리물맞이게 속

152. Pisoides bidentatus (A. Milne Edwards, 1873) 어리물맞이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5; 윤과 송, 1998: 29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5.

Genus Hyastenus White, 1847

153. Hyastenus elongatus Ortmann, 1893 박뿔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6.

Genus Scyra Dana, 1852

154. Scyra compressipes Stimpson, 1857 납작뿔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7; 김 외, 1983: 105; Kim, 1992: 603; 윤과 송, 1998: 295.

Genus Chionoecetes Kroyer, 1838 

155. Chionoecetes opilio (Fabricius, 1788) 대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6; Kim, 1992: 603.

Genus Hyas Leach, 1814

156. Hyas coarctatus Leach, 1816 두꺼비게

Literatures. Kim, 1992: 603.

Genus Achaeus Leach, 1817

157. Achaeus japonicus De Haan, 1839 아케유스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6; Kim, 1992: 603.

Genus Micippa Leach, 1817

158. Micippa thalia (Herbst, 1803) 누덕옷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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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Hymenosomatidae 말랑게 과

Genus Rhynchoplax Stimpson, 1858 말랑게 속

159. Rhynchoplax messor Stimpson, 1858 주걱말랑게

Literatures. Kim, 1978: 14; 김과 최, 1978: 196; Kim and Kim, 1982: 146; Kim, 1992: 

603; 윤과 송, 1998: 29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Genus Halicarcinus White, 1853 같은뿔말랑게속

160. Halicarcinus orientalis Sakai, 1932 같은뿔말랑게

Literatures. Kim, 1992: 603;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Family Parthenopidae 자게 과

Genus Platylambrus Stimpson, 1871

161. Platylambrus validus (De Haan, 1839) 자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7.

Family Cheiragonidae

Genus Erimacrus Benedict, 1892

162. Erimacrus isenbeckii (Brandt, 1848) 털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7.

Family Cancridae 은행게 과

Genus Cancer Linnaeus, 1758

163. Cancer amphioetus Rathbun, 1898 꼬마은행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7; 김 외, 1983: 105; Kim, 1992: 604; 윤과 송, 1998: 295.

164. Cancer gibbulosus (de Haan, 1833) 두드러기은행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7; Kim, 1992: 604; 윤과 송, 1998: 295.

Family Portunidae 꽃게 과

Genus Ovalipes Rathbun, 1898

165. Ovalipes punctatus (de Haan, 1833) 깨다시꽃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8; 김 외, 1983: 105; Kim, 1992: 604; 윤과 송, 1998: 295.

Genus Liocarcinus Stimpson, 1871

166. Liocarcinus corrugatus (Pennant, 1777) 주름꽃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8.

Genus Scylla De Haan, 1833

167. Scylla paramamosain Estampador, 1949 톱날꽃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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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Portunus Weber, 1795 꽃게 속

168. Portunus trituberculatus (Miers, 1833) 꽃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8; 김 외, 1983: 105; Kim, 1992: 605; 윤과 송, 1998: 

295; Hong et al., 2006: 256.

169. Portunus (Monomia) haani (Stimpson, 1857) 두드러기꽃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8; Kim, 1992: 605.

Genus Thalamita Latreille, 1829 두갈래민꽃게 속

170. Thalamita sima H.M. Edwards, 1834 두갈래민꽃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9; Kim, 1992: 605; 윤과 송, 1998: 295; 국립환경과학

원, 2006: 174.

Genus Charybdis (Charybdis) De Haan, 1833

171. Charybdis (Charybdis) japonica (A. Milne Edwards, 1861) 민꽃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8.

172. Charybdis (Charybdis) acuta (A. Milne Edwards, 1869) 홍색민꽃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8.

Family Goneplacidae 원숭이게 과

Genus Carcinoplax H. Milne Edwards, 1852

173. Carcinoplax longimana (De Haan, 1833) 원숭이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1.

174. Carcinoplax vestita (De Haan, 1833) 털보원숭이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1.

Family Xanthidae 부채게 과

Genus Neoliomera Odhner, 1925

175. Neoliomera insularis (Adams and White, 1849) 꼬마매끈이송편게

Literatures. Kim, 1992: 605.

Genus Actaea De Haan, 1883 옴부채게 속

176. Actaea semblatae H.M. Edwards, 1834 옴부채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0; Kim, 1992: 60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Genus Gaillardiellus

177. Gaillardiellus orientalis (Odhner, 1925) 털부채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0; Kim, 1992: 606; 김 외, 1996: 427; 독도연구보전협

회, 1999: 306; Hong et al., 2006: 25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국립수산

과학원, 2008: 111; 국립수산과학원, 200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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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Atergatis De Haan, 1833

178. Atergatis reticulatus De Haan, 1833 주름송편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9; Kim, 1992: 606.

Genus Nanocassiope Guinot, 1967

179. Nanocassiope granulipes (Sakai, 1939) 꼬마부채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39.

Genus Macromedaeus Ward, 1942 꽃부채게 속

180. Macromedaeus distinguendus (De Haan, 1835) 꽃부채게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6; Kim, 1992: 60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6; 국립수산

과학원, 2008: 111.

Genus Cycloxanthops

181. Cycloxanthops truncatus (De Haan, 1837) 차양부채게

Literatures. 이 외, 1984: 124; 김 외, 1996: 427; 윤과 송, 1998: 29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국립수산과학원, 2009: 166.

Genus Heteropilumnus De Man, 1895 털보부채게 속

182. Heteropilumnus ciliatus (Stimpson, 1858) 털보부채게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Genus Pilumnus Leach, 1815 애기털보부채게 속

183. Pilumnus minutus De haan, 1835 애기털보부채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0; Kim, 1992: 606; 김 외, 1996: 427; 이 외, 2001: 67.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이동제, 2008: 36;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1.

Genus Actumnus Dana, 1851 콩알부채게 속

184. Actumnus elegans De Man, 1888 직각눈콩알게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Genus Palapedia Ng, 1993 접시부채게속

185. Palapedia integra (De Haan, 1835) 접시부채게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Genus Leptodius A.M. Edwards, 1863 부채게 속

186. Leptodius exaratus (H.M. Edwards, 1834) 부채게

Literatures. 이 외, 1984: 124; 윤과 송, 1998: 295; 국립수산과학원, 2009: 168.

Genus Pilumnopeus A. Milne-Edwards. 1867

187. Pilumnopeus indicus (De Man, ) 네톱니부채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0; 이 외, 1984: 124; 윤과 송, 1998: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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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Sphaerozius Stimpson, 1858 

188. Sphaerozius nitidus Stimpson, 1858 비단부채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0; 윤과 송, 1998: 295.

Family Grapsidae 바위게 과

Genus Eriocheir De Haan, 1835

189. Eriocheir japonica (De Haan, 1835) 동남참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3.

Genus Pachygrapsus Randall, 1839 바위게 속

190. Pachygrapsus crassipes Randall, 1839 바위게

Literatures. 김, 1960: 342; Kim, 1978: 14; 김과 최, 1978: 196; 홍, 1981: 234; Kim and 

Kim, 1982: 143; 이 외, 1984: 124; Kim, 1992: 606; 김 외, 1996: 428; 윤과 

송, 1998: 295;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306; 차 외, 2000; 이 외, 2001: 67; 

Hong et al., 2006: 256;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

청, 2007: 155; 2008: 263;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6; 국립수산과학원, 2009: 

171; 대구지방환경청, 2009: 119;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경상북도, 2009: 158; 대구지방환경청, 2010: 205;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경상북도, 2011: 266; 대구지방환경청, 2012: 116.

Genus Hemigrapsus Dana, 1851 풀게 속

191. Hemigrapsus penicillatus (De Haan, 1835) 풀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3; 김 외, 1983: 105; Kim, 1992: 606; 윤과 송, 1998: 

295; Hong et al., 2006: 256; 국립수산과학원, 2009: 169;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192. Hemigrapsus sanguineus (De Haan, 1835) 무늬발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3; 김 외, 1983: 105; 김과 최, 1978: 196; 이 외, 1984: 

124; Kim, 1992: 607; 김 외, 1996: 429; 윤과 송, 1998: 29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5; 2008: 263; 대구지방환경청, 

2008: 156; 국립수산과학원, 2009: 170;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경상북도, 2009: 158; 경상북도, 2011: 266.

Genus Gaetice Gistel, 1835 납작게 속

193. Gaetice depressus (De Haan, 1835) 납작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4; 이 외, 1984: 124; Kim, 1992: 606; 윤과 송, 1998: 

295;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Genus Cyclograpsus H.M. Edwards, 1837 비단게 속

194. Cyclograpsus intermedius Ortmann, 1894 비단게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6; Kim, 1992: 606; 대구지방환경청, 2007: 155; 경상북도, 

2008: 263;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89; 경상북도, 2009: 158; 

경상북도, 2011: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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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Acmaeopleura Stimpson, 1858

195. Acmaeopleura parvula stimpson, 1858 애기비단게

Literatures. Kim, 1992: 606.

Genus Sesarma Say, 1817

196. Sesarma dehaani H. Milne Edwards, 1853 말똥게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5;

Genus Plagusia Latreille, 1804

197. Plagusia dentipes (De Haan, 1835) 톱장절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5.

Family Pinnotheridae 속살이게 과

Genus Pinnotheres Bosc, 1802

198. Pinnotheres sinensis Shen, 1932 굴속살이게

Literatures. Kim, 1992: 606.

Family Ocypodidae 달랑게 과

Genus Macrophthalmus Desmarest, 1823 

199. Macrophthalmus (Mareotis) japonicus (De Haan, 1835) 칠게

Literatures. Kim and Kim, 1982: 142.

Family Tubificidae

Genus Branchiura Beddard, 1892

200. Branchiura sp.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5.

극피동물문(67종)

Phylum Echinodermata 극피동물 문

Class Crinoidea 바다나리 강

Order Comatulida 바다나리 목

Family Comasteridae AH Clark, 1908 깃갯고사리 과

Genus Comanthus AH Clark, 1908 깃갯고사리 속

1. Comanthus japonica (Müller, 1841) 깃갯고사리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5;

2. Comanthus parvicirra (Muller, 1841)

Literatures. 이 외, 1984: 124.

Class Stelleroidea 불가사리 강

Order Platyasterida 편평 목

Family Luidiidae 검은띠불가사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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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Luidia Forbes, 1839 검은띠불가사리 속

3. Luidia quinaria von Martens, 1865 검은띠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5; 신숙, 2003: 279.

Order Paxillosida 소주 목

Family Ctenodiscidae 가시불가사리 과

Genus Ctenodiscus Muller and Troschel, 1842

4. Ctenodiscus crispatus (Retzius, 1805) 빗살판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6.

Genus Leptychaster E. A. Smith, 1876

5. Leptychaster arcticus (M. Sars, 1851) 작은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6.

6. Leptychaster anomalus Fisher, 1906 울퉁작은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6.

Genus Dipsacaster Alcock, 1893

7. Dipsacaster pretiosus (Doderlein, 1902) 마른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6.

Genus Astropecten Gray, 1840

8. Astropecten polyacanthus Muller and Troschel, 1842 가시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6.

9. Astropecten kagoshimensis de Loriol, 1899 가고시마가시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6.

Genus Pseudarchaster Sladen, 1889

10. Pseudarchaster parelii (Duben and Koren, 1846) 헛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7.

Order Valvatidea 연변 목

Family Goniasteridae 뾰족불가사리 과

Genus Certonardoa Clark, 1921 빨강불가사리 속

11. Certonardoa semiregularis (Müller and Troschel, 1842) 빨강불가사리

Literatures. 김 외, 1983: 106; 윤과 송, 1998: 296; 이동제, 2008: 42;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8; 국립수산과학원, 2009: 172.

Order Spinulosa 유극 목

Family Asterinidae 별불가사리 과

Genus Asterina Nardo, 1834 별불가사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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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sterina pectinifera Muller and Troschel, 1842 별불가사리

Literatures. 홍, 1981: 234; 김 외, 1983: 106; 이 외, 1984: 124; 신숙, 1995: 247; 윤과 송, 

1998: 29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8; 이 외, 2001: 67; 박 외, 2002: 459; 

신숙, 2003: 280; Choi et al., 2006: 231;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4; 대구지

방환경청, 2007: 169; 이동제, 2008: 36; 경상북도, 2008: 266;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5;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8; 한국해양연구원, 2008: 131; 국립수산

과학원, 2009: 173;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5;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92; 경상북도, 2009: 158; 대구지방환경청, 2010: 214; 경상북도, 2011: 

267.

13. Asterina minor Hayashi, 1974 작은별불가사리

Literatures.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9.

14. Asterina batheri Goto, 1914 볼록별불가사리

Literatures. 이 외, 1984: 124; 윤과 송, 1998: 296; 이동제, 2008: 36; 경상북도, 2008: 266;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92.

15. Asterina pseudoexiqua pacifica Hayashi, 1977 태평양애기별불가사리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130.

Family Echiniasteridae Verrill 애기불가사리 과

Genus Henicia Gray, 1840 애기불가사리 속

16. Henricia leviuscula (Stimpson, 1857) 미끈애기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7; 이동제, 2008: 36.

17. Henricia regularis Hayashi, 1940 네모애기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8.

18. Henricia nipponica Uchida, 1928 애기불가사리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6; 김 외, 1983: 106; 이 외, 1984: 124; 신숙, 1995: 248; 윤

과 송, 1998: 29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8; 이 외, 2001: 67; 신숙, 2003: 

280; Choi et al., 2006: 231;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5;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9; 이동제, 2008: 36; 경상북도, 2008: 266;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5;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9; 한국해양연구원, 2008: 132; 국립수산과학원, 

2009: 174;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92; 경상북도, 2009: 158; 

경상북도, 2011: 267.

19. Henricia pachyderma Hayashi, 1940 육질애기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8;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9; 한국해양연구원, 2008: 133.

20. Henricia reniossa Hayashi, 1940 콩팥애기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7; 이동제, 2008: 36.

Genus Poraniopsis Perrier, 1891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349

21. Poraniopsis inflata (Fisher, 1906) 부푼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8.

Family Solasteridae 햇님불가사리 과

Genus Solaster Forbes, 1839 햇님불가사리 속

22. Solaster dowsoni Verrill, 1880 도우손햇님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9; Choi et al., 2006: 232; 국립수산과학원, 2008: 159; 한국해양

연구원, 2008: 134; 국립수산과학원, 2009: 176.

23. Solaster borealis Fisher, 1911 햇님불가사리

Literatures. 김 외, 1983: 106; 윤과 송, 1998: 296;

24. Solaster endeca (Linnaeus, 1771) 넓은햇님붉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8.

25. Solaster uchidai Hayashi, 1939 우치다햇님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9.

Genus Crossaster Muller and Troschel, 1840

26. Crossaster papposus (Linnaeus, 1767) 주름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49.

Family Pterasteridae 입방불가사리 과

Genus Pteraster Muller and Troschel, 1842

27. Pteraster tesselatus Ives, 1888 입방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50; 한국해양연구원, 2008: 135.

Order Forcipulata 차극 목

Family Asteriidae 불가사리 과

Genus Plzaster Fisher, 1941 문어다리불가사리 속

28. Plazaster borealis (Uchida, 1928) 문어다리불가사리

Literatures. 김 외, 1983: 106; 신숙, 1995: 250; 윤과 송, 1998: 29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8; Choi et al., 2006: 23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5;  한국해양연구

원, 2008: 139; 국립수산과학원, 2009: 180.

Genus Coscinasterias Verrill, 1867 체판불가사리 속

29. Coscinasterias acutispina (Stimpson, 1857) 팔손이불가사리

Literatures. 이 외, 1984: 124; 윤과 송, 1998: 296; Choi et al., 2006: 232; 국립수산과학

원, 2009: 178; 대구지방환경청, 2010: 210; 대구지방환경청, 2011: 190.

Genus Lethasterias Fisher, 1923 검은불가사리 속

30. Lethasterias fusca Djakonov, 1931 검은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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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Lethasterias nanimensis chelifera (Verrill, 1914) 극검은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51.

Genus Lysastrosoma Fisher, 1922

32. Lysastrosoma anthosticta Fisher, 1922 유연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52.

Genus Distolasterias Perrier, 1896 

33. Distolasterias nipon (Döderlein, 1902) 일본불가사리

Literatures. 김 외, 1983: 106; 신숙, 1995: 250; 윤과 송, 1998: 296; Choi et al., 2006: 

23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5;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9; 경상북도, 2008: 

266;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5; 한국해양연구원, 2008: 136; 국립수산과학원, 

2009: 179;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92.

Genus Aphelasterias Fisher, 1923 아팰불가사리 속

34. Aphelasterias japonica (Bell, 1881) 아팰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53;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8; 박 외, 2002:459; 신숙, 2003: 

280; Choi et al., 2006: 23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5;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9; 이동제, 2008: 36; 경상북도, 2008: 266;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5; 한국해양연구원, 2008: 137; 국립수산과학원, 2009: 177; 경북대학교 울릉

도·독도연구소, 2009: 292; 경상북도, 2009: 159; 경상북도, 2011: 267.

35. Aphelasterias japonica torquata (Sladen, 1889) 꼬인아팰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53.

Genus Asterias (Linnaeus, 1758) 불가사리 속

36. Asterias amurensis Lütken, 1871 아무르불가사리

Literatures. 김 외, 1983: 106; 신숙, 1995: 253; 윤과 송, 1998: 296; 김과 최, 1978: 19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8; 신숙, 2003: 280; Choi et al., 2006: 232; 국립

환경과학원, 2006: 175; 한국해양연구원, 2008: 138.

37. Asterias amurensis versicolor Sladen, 진아무르불가사리

Literatures. 김 외, 1983: 106; 윤과 송, 1998: 296.

Genus Evasterias Verrill, 1914

38. Evasterias troscheli alveolata Verrill, 1914 그물불가사리

Literatures. 신숙, 1995: 254.

Order Myophiuroda 폐사미 목

Family Ophiactidae Matsumoto, 1915 뱀이거미불가사리 과

Genus Ophiopholis Müller and Troschel, 1842

39. Ophiopholis japonica Lyman, 1879 왜뿔거미불가사리

Literatures. 김 외, 1983: 106; 윤과 송, 1998: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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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Ophiopholis mirabilis (Duncan, 1879) 뿔거미불가사리

Literatures. 이 외, 1984: 125; 윤과 송, 1998: 296.

Family Ophiolepididae 거미불가사리 과 

41. Ophiolepididae unid. 거미불가사리류

Literatures. 이 외, 2001: 68.

42. Ophioplocus japonicus Clark, 1911 

Literatures. 이 외, 1984: 124.

Family Ophiotrichidae 가시거미불가사리 과

Genus Ophiothrix Müller and Troschel, 1840 가시거미불가사리 속

43. Ophiothrix exigua (Lyman, 1874) 짧은가시거미불가사리

Literatures. 이 외, 2001: 68; 신숙, 2003: 280; Choi et al., 2006: 23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5;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9;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경상북도, 

2008: 266; 국립수산과학원, 2009: 181;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92; 경상북도, 2011: 267.

44. Ophiothrix koreana Duncan, 1879 가시거미불가사리

Literatures. 이 외, 1984: 125; 윤과 송, 1998: 296;

Family Ophiodermatidae 가죽거미불가사리 과

Genus Ophiarachnella Ljungman, 1872 뱀거미불가사리 속

45. Ophiarachnella gorgonia Müller and Troschel, 1842 뱀거미불가사리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8; Choi et al., 2006: 232;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5; 국립수산과학원, 2009: 182.

Family Ophionereididae 딱지거미불가사리 과

Genus Ophioneresis Lütken, 1859 딱지거미불가사리 속

46. Ophionereis eurybrachiplax H.L. Clark, 1911 둥근딱지거미불가사리

Literatures.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5.

Family Ophiuridae 빗살거미불가사리 과

Genus Ophioplocus Lyman, 1861 곱슬거미불가사리 속

47. Ophioplocus japonicus H.L. Clark, 1911 왜곱슬거미불가사리

Literatures. 김과 최, 1978: 19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8; Choi et al., 2006: 232; 한

국해양연구원, 2008: 140; 국립수산과학원, 2009: 183.

Family Ophiocomidae 뱀털거미불가사리 과

Genus Ophiomastix

48. phiomastix mixta Lütken, 1869 빨간등거미불가사리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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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Ophiura Lamarck, 1801

49. Ophiura sarsii Lütken, 1855 살시빗살거미불가사리

Literatures. 김 외, 1983: 106; 윤과 송, 1998: 296.

Class Ophiuroidea

50. Ophiuroidea unid. 1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6;

51. Ophiuroidea unid. 2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6;

52. Ophiuroidea unid. 3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6;

53. Ophiuroidea unid. 4

Literatures. 이동제, 2008: 36.

Class Echinoidea 성게 강

Order Echinoida 성게 목

Family Temnopleuridae 분지성게 과

Genus Temnopleurus L. AGASSIZ, 1841 분지성게 속

54. Temnopleurus toreumaticus (LESKE, 1778) 분지성게

Literatures. 이 외, 2001: 68.

Family Strongylocentrotidae 둥근성게 과

Genus Pseudocentrotus Mortensen, 1903 분홍성게 속

55. Pseudocentrotus depressus (A. Agassiz, 1863) 분홍성게

Literatures. 박 외, 2002: 459; Choi et al., 2006: 233; 이동제, 2008: 40; 한국해양연구원, 

2008: 143; 국립수산과학원, 2009: 185.

Genus Strongylocentrotus Brandt, 1835 둥근성게 속

56. Strongylocentrotus nudus (A. Agassiz, 1863) 둥근성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6; 윤과 송, 1998: 296; 이 외, 2001: 68; 신숙, 2003: 280; Choi 

et al., 2006: 233;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9; 경상북도, 2008: 266; 대구지방

환경청, 2008: 166; 한국해양연구원, 2008: 144; 국립수산과학원, 2009: 186;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92.

57. Strongylocentrotus intermedius A. Agassiz, 1863 새치성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6; 이 외, 1984: 125; 윤과 송, 1998: 296;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9; 이동제, 2008: 40; 경상북도, 2008: 266;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6; 한국해양연구원, 2008: 142;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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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Hemicentrotus Mortensen, 1942 말똥성게 속

58. Hemicentrotus pulcherrimus (A.Agassiz, 1863) 말똥성게

Literatures. Rho and Kim, 1966: 279; 김과 최, 1978: 196; 김 외, 1983: 106; 이 외, 1984: 

125; 윤과 송, 1998: 29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9; 이 외, 2001: 68; 박 

외, 2002: 459; 신숙, 2003: 280; Choi et al., 2006: 233;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5;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9; 이동제, 2008: 36; 경상북도, 2008: 

266;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6; 국립수산과학원, 2009: 184; 경북대학교 울릉

도·독도연구소, 2009: 292; 대구지방환경청, 2010: 214; 경상북도, 2011: 267.

Family Echnomertridae 만두성게 과

Genus Anthocidaris Lütken, 1864 보라성게 속

59. Anthocidaris crassispina (A.Agassiz, 1863) 보라성게

Literatures. Rho and Kim, 1966: 279; Kim, 1978: 15; 김과 최, 1978: 196; 홍, 1981: 234; 

김 외, 1983: 106; 이 외, 1984: 125; 제 외, 1997: 71; 윤과 송, 1998: 296; 독

도연구보전협회, 1999: 249; 박 외, 2002: 459; Choi et al., 2006: 233; 국립환

경과학원, 2006: 175; 대구지방환경청, 2007: 169; 국립수산과학원, 2008: 112; 

경상북도, 2008: 266;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6; 국립수산과학원, 2009: 187; 

대구지방환경청, 2009: 125;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92; 경상북

도, 2009: 159; 대구지방환경청, 2010: 214; 경상북도, 2011: 267; 대구지방환

경청, 2012: 115.

Genus Echinometra 

60. Echinometra mathaei (Blainville, 1825) 보라성게붙이

Literatures. Rho and Kim, 1966: 279.

Order Clypeasteroida 연잎성게 목

Family Scutellidae 쟁반연잎성게 과

Genus Scaphechinus A. Agassiz, 1864

61. Scaphechinus mirabilis A. Agassiz, 1863 연잎성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6; 윤과 송, 1998: 296.

Class Holothuroidea 해삼 강

Order Dendrochirotida 수수 목

Family Cucumariidae 광삼 과

Genus Cucumaria sp. Blainville, 1830

62. Cucumaria chronhjelmi Theel, 1886 오각광삼

Literatures. 이동제, 2008: 36.

Order Aspidochirotida 순수 목

Family Holothuriidae 해삼 과

Genus Holothuria Linnaeus, 1758 해삼 속

63. Holothuria pardalis Selenka, 1867 점해삼

Literatures. 박 외, 2002: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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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Holothuria monacaria (Lesson, 1830) 모나카리해삼

Literatures. 이 외, 2001: 68;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5; 경상북도, 2008: 266; 한국해양연

구원, 2008: 145;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92; 경상북도, 2009: 

159; 경상북도, 2011: 268.

Family Stichopodidae 돌기해삼 과

Genus Stichopus Brandt, 1835 돌기해삼 속

65. Stichopus japonicus Selenka, 1867 돌기해삼

Literatures. 노와 원, 1995: 345; 윤과 송, 1998: 296;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9; 박 외, 

2002: 459; 신숙, 2003: 280; Choi et al., 2006: 233; 국립환경과학원, 2006: 

175; 이동제, 2008: 40; 대구지방환경청, 2008: 166; 한국해양연구원, 2008: 

146; 국립수산과학원, 2009: 189;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009: 292; 

경상북도, 2009: 159; 경상북도, 2011: 268.

Order Apodida 무족 목

Family Synaptidae 닻해삼 과

Genus Protankyra Ostergren, 1898 다시닻해삼 속

66. Protankyra bidentata (Woodward and Barett, 1858) 가시닻해삼

Literatures. 노와 원, 1995: 347.

Order Molpadida 은족 목

Family Molpadiidae 은족 과

Genus Molpadia Cuvier, 1817 은족 속

67. Molpadia oolitica (Pourtales, 1851) 은족해삼

Literatures. 노와 원, 1995: 347.

척삭동물문(26종)

Phylum Chordata 척삭동물 문

Class Ascidiacea 해초 강

Order Ecterogona 내성해초 목

Family Polyclinidae 만두멍게 과

Genus Amaroucium Milne Edwards, 1841 만두멍게 속

1. Amaroucium pliciferum Redikorzev, 1927 만두멍게

Literatures. 이 외, 1984: 125; 윤과 송, 1998: 297;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9; 이동제, 

2008: 37.

Genus Aplidium

2. Aplidium sp.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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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Sidneioides Kesteven, 1909 

3. Idneioides snamoti (Oka, 1927) 모래무치만두멍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7; 윤과 송, 1998: 297.

Genus Polycitor Renier, 1804

4. Polycitor proliferus (Oka, 1933)

Literatures. 윤과 송, 1998: 297;

Family Didemnidae 흰덩이멍게 과

Genus Didemnum Savigny, 1816 흰덩이멍게 속

5. Didemnum (Didemnum) moseleyi (Herdman, 1886) 흰덩이멍게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9; 한국해양연구원, 2008: 148; 국립수산과학원, 2009: 190.

6. Didemnum sp. 흰덩이멍게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9.

Genus Trididemnum Della Valle, 1881

7. Trididemnum savignii (Herdman, 1886) 세줄흰덩이멍게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9.

Genus Ascidian

8. Ascidian sp.

Literatures. 국립수산과학원, 2009: 191.

Genus Thetys

9. Thetys vagina (Tilesius, 1802) 큰살파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151; 국립수산과학원, 2009: 192.

Family Polycitoridae 곤봉멍게 과

Genus Distaplia Della Valle, 1881 청색곤봉멍게 속

10. Distaplia dubia (Oka 1927) 청색곤봉멍게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9.

Genus Clavelina

11. Clavelina coerulea Oka, 1934 푸른테곤봉멍게

Literatures. 한국해양연구원, 2008: 149.

Family Perophoridae 주머니멍게 과

Genus Perophora Wiegmann, 1872 주머니멍게 속

12. Perophora japonika OKA, 1927 주머니멍게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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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Corellidae

Genus Chelyosoma Broderip and Sowerby, 1830 

13. Chelyosoma dofleini Hartmeyer, 1906 거북등안장멍게

Literatures. 이동제, 2008: 37.

Order Pleurogona 측성해초 목

Family Botryllidae 판멍게 과

Genus Botryllus Gaertner, 1858 판멍게 속

14. Botryllus magnicoecus (Hartmeyer, 1912) 붉은판멍게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0.

15. Botryllus tuberatus Ritter and Forsyth, 1917 국화판멍게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0; 한국해양연구원, 2008: 150.

Genus Botrylloides Milne-Edwards, 1841 

16. Botrylloides violaceus Oka, 1927 보라판멍게

Literatures. 이 외, 1984: 125; 윤과 송, 1998: 297;

Family Styelidae 미더덕 과

Genus Cnemidocarpa Huntsman, 1912 크레미도칼파 속

17. Cnemidocarpa irene (Hartmeyer, 1906)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0.

18. Cnemidocarpa macrogastra (Oka, 1935) 긴위멍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7; 윤과 송, 1998: 297.

Genus Styela Fleming, 1822

19. Styela clava clava Herdman, 1881 미더덕

Literatures. 김 외, 1983: 107; 이동제, 2008: 37; 윤과 송, 1998: 297.

20. Styela plicata (Lessueur, 1823) 주름미더덕

Literatures. 이동제, 2008: 43.

Family Molgulidae 가죽빛멍게 과

Genus Molgula Forbes and Hanley, 1848 가죽빛멍게 속

21. Molgula sp. 가죽빛멍게류

Literatures. 독도연구보전협회, 1999: 250.

Family Pyuridae 멍게 과

Genus Boltenia Saviguy,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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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oltenia echinata iburi (Oka, 1934) 이부르침멍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7; 이동제, 2008: 37; 윤과 송, 1998: 297.

Genus Halocynthia Verrill, 1879 

23. Halocynthia hilgendorfi (Traustedt, 1885) 개멍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7; 윤과 송, 1998: 297;

24. Halocynthia aurantium (Pallas, 1787) 붉은멍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7; 윤과 송, 1998: 297; 이동제, 2008: 37.

25. Halocynthia roretzi (Drasche, 1884) 멍게

Literatures. 김 외, 1983: 107; 윤과 송, 1998: 297; 이동제, 2008: 37.

26. Halocynthia hispida (Herdman, 1881) 개멍게

Literatures. 이동제, 200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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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핵심 연구거점의 생물다양성 파악

㉮ 울릉도, 독도 연안에서의 출현 어종 및 서식 생태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 서식하는 어류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의 서식형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연안 정착성 어종으로 쥐노래미, 노래미, 혹돔, 자리
돔, 인상어, 망상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종들은 독도와 울릉도 연안이서 년중 
서식이 확인되고 산란을 하는 어종들이다. 둘째 그룹은 난류를 따라 회유하는 
어종들로서 고수온기에 출현하는 방어, 부시리, 잿방어, 돌돔, 연어병치, 참치방
어, 전갱이, 만새기 등으로 대마난류를 따라 울릉도, 독도 연안으로 이동해 오는 
수산어종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운동성이 강하고 비교적 몸집이 큰 어종들이다. 
셋째는 난류를 따라 운반되어 온 어린 유치어들로서 파랑돔, 줄도화돔 등 고수
온기에 출현하였다가 겨울이 되면 사라지는(사망) 종들이다. 이들은 독도와 거
의 같은 위도상의 일본 니이가다현의 서쪽 연안에서도 같은 출현소멸을 반복하
는데 일본에서는 이 어린 개체들이 겨울에 죽는다하여 ‘회유 사멸종’으로 부
르고 있다. 넷째는 동해의 깊은 수심대에서 서식하는 어종으로 특정계절에 산란
을 위해 연안으로 나오는 종이다. 이 깊은 바다어종으로는 도루묵이 포함된다.
  울릉도(사동항 인근 2개 정점)는 사동항 인근 연안에 괭생이모자반과 미역, 
감태 등 해조숲이 잘 발달해 있었고 이 숲에서 다양한 어린 해양생물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동항의 서쪽 편 연안의 모자반 숲은 수심이 5 ～ 13 m인 암
반지대에 모자반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사도항 동편보다 숲은 무성하지 않았다. 
이 정점에서는 자리돔을 비롯한 9종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 특별히 어린 개체
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치놀래기, 황놀래기, 놀래기 등 3종의 놀래기과 어종
과 7 ～ 9 cm의 흰줄망둑이 포함되었다. 사동항의 동편에는 서쪽 정점보다 훨
씬 더 무상하게 모자반 숲이 발달해 있었는데 수심은 5m 전후 조사 당시 수온
은 15℃였다. 확인된 어종으로는 볼락, 놀래기류 등을 포함하여 총 10종이었으
며 볼락 치어는 전장이 3 cm 전후로 메우 어린개체들이 있어 모자반, 미역, 감
태를 포함하는 무성한 해조숲이 이들의 은신처, 성육장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는 남해안과 같이 섬이 많고 얕
은 수심대의 연안이 넓게 발달해 있지 않아서 일부 해조숲이 발달한 연안의 생
태지적 역할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에 
된 해조슾이 발달한 몇몇 정점은  연안에 서식 또는 출현하는 어종들에게 가 
어종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산란장, 성육장, 회유 중 먹이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각 어종별 생태 정보를 축적하여 울릉도 독도의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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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동태에 대한 장기적인 자료축적으로 동해 환경 변화와 자원 동태와의 상
관관계를 예측하는 것이 차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독도는 독도 연안에서의 어린 어류의 성육장 역할을 하는 곳으로는 연안선착
장과 코끼리바위 인근에 발달된 모자반 숲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두 정점에서
는 5월에는 모자반 숲이 무성하게 발달된 상태였으며 잠수조사 결과, 연안선착
장에서 12종, 코끼리 바위에서 9종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 어린개체로는 전장
이 3 cm전후인 볼락류 외에 벵에돔, 참복(유어)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괭생이
모자반이 무성한 곳에서는 어린 볼락류들이 무리지어 성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을 볼 수 있었다. 5월 조사시 독도 연안에서는 총 14과 26종이 확인되었다.

③ 국외 아열대 해역(일본 쿠로시오 난류역)의 생물다양성 파악

㉮ 오끼섬

  조사점점의 수심은 5 ～ 25 m였으며, 조사 당일 수온은 18℃(표층은 20℃ 
인 곳도 있었음)였다. 즉, ‘바닷 속의 여름(수온 20℃ 이상으로 상승하는 시
기)’은 아직 조금 이른 시기였다. 어류는 3개 정점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총 4
목 21과 37종이 확인되었다(표  3.2.3.2.2.13). 어종 중에는 울릉도에서는 발
견되지 않은 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올해 첫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주
도, 독도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계절적인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
지만 조사 당시의 수온 환경을 감안하여 같은 시기의 자료로 비교해보면 수온 
18-19℃ 범위에서 자리돔과 흰동가리, 벤자리 유어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미
루어 보면 전체저인 생물상은 제주도와 독도의 중간 환경이라 판단되었다. 해조
류로는 대황은 없고 감태가 있었지만 키가 작고 옆상 부분이 쭈굴쭈굴하여 독
도의 감태보다는 왜소하면서 형태적인 차이도 있었다. 또, 연산호(수지맨드라미
류)가 군데 군데 몇 개체씩에서 서식하고 있었는데 제주도 군락처럼 다양한 종
은 볼 수 없었으며 우리나라 남해안, 통영 연안에서 최근 확인된 종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송도 수심 10 ～ 15 m 수층에 여러 개체가 확인되었다.
  첫 쯔마구리 정점에서는 총 21종이 확인되었다. 수심 25 m에서 발달한 수중 
암반의 정점은 수심 5 ～ 6 m에 이르는 곳이었다. 두 번째 인공어초 정점은 
수심 16 m의 모래바닥에 철제어초와 콘크리트어초를 설치한 곳으로 붉바리를 
포함한 총 22종의 어종이 확인되었다. 세 번째 정점은 잔 자갈바닥과 암반이 
섞여서 발달한 곳으로 현지민들은 전복광어어장으로 불리는 곳으로 후악치류와 
감성돔, 참돔 등을 포한하여 총 20종이 확인되었다. 이 3 정점에서 확인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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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은 21과 37종이었다.  6월 조사에서 확인된 총 37어종과 올해 5월 독도연
안에서 확인된 종과 독도지리지, 해수부 등 고수온기에만 출현하는 종을 제외한 
총 36종의 출현 유사성을 비교하였다(표  3.2.3.2.2.13).
  이들 어종 비교표에서 보듯이 5, 6월의 독도와 오끼섬 연안의 어종은 총 36
종, 37종으로 유사하였다. 오끼섬에서는 여름, 가을의 고수온기에 확인된 적이 
있는 독도 연안의 자바리, 붉바리, 말쥐치, 어렝놀래기, 전갱이, 벤자리(유어), 
줄도화돔(유어), 그물코쥐치 등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어 독도 연안에선 저수
온으로 5월에 확인이 어려운 종들이 오끼섬 연안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줄도화돔은 독도에서는 여름철 난류를 타고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2 
～ 3 cm 크기의 유어들이 큰 무리를 지어 나타나지만, 이번 오끼섬 연안에서 
확인된 줄도화돔은 대부분 성체로서 제주도 연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끼섬 연
안의 줄도화돔은 알을 부화시키면서 치어에서 어미로 성장하는 전 생활사를 영
위하면서 오끼섬 연안 정착종으로 판단되었다(Fig. 3.2.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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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ientific name Korean name 독도
(한국)

오끼섬
(일본) 비고

1 Mugil cephalus 숭어 0

2 Ditrema temmincki 망상어 0 0

3 Neoditrema ransonneti 인상어 0

4 Hexagrammos agrammus 노래미 0

5 Hexagrammos otakii 쥐노래미 0

6 Sebastes inermis 볼락 0

7 Arctoscopus japonicus 도루묵 0 심해어

8 Girella punctata 벵에돔 0 0

9 Halichoeres tenuispinis 놀래기 0 0

10 Gobiida  sp. 망둥어류 0

11 Pseudoblennius cottoides 가시망둑 0 0

12 Takifugu chinensis 참복(유어) 0

13 Chromis notatus 자리돔 0 0

14 Halichoeres poecilopterus 용치놀래기 0 0

15 Pseudolabrus japonicus 황놀래기 0 0

16 Sebastes thompsoni 불볼락 0

17 Enneapterygius etheostomus 가막베도라치 0

18 Sebastes pachycephalus 개볼락 0

19 Oplegnathus fasciatus 돌돔 0 0

20 Girella melanichthys 긴꼬리벵에돔 0

21 Sebastiscus marmoratus 쏨뱅이 0 0

22 Bero elegans 베로치 0

23 Hyperoglyphe japonica 연어병치 0

24 Sebastes joyneri 도화볼락 0

25 Sebastes schlegelii 조피볼락 0

26 Sebastes hubbsi 우럭볼락 0

27 Epinephelus bruneus 자바리 0 독도 고수온기

28 Epinephelus akaara 붉바리 0 독도 고수온기

29 Thamnaconus modestus 말쥐치 0 독도 고수온기  

30 Pteragogus flagellifer 어렝놀래기 0 독도 고수온기

31 Goniistius zonatus 아홉동가리 0

32 Goniistius quidricornus 여덟동가리 0

33 Trachurus japonicus 전갱이 0 독도 고수온기

34 Parapristipoma trilineatum 벤자리 0 독도 고수온기

35 Pagrus major 참돔 0

36 Apogon semilineatus 줄도화돔 0 독도 고수온기

37 Pterogobius zonoleucus  흰줄망둑 0 0 독도지리지(2009)

38 Vellitor centropomus 창치 0

39 Stephanolepis cirrhifer 쥐치 0 0 독도 고수온기

40 Takifugu pardalis 졸복 0 0 독도지리지(2009)

41 Rudarius ercodes 그물코쥐치 0 독도 고수온기

42 Ostracion immaculatus 거북복 0 0 독도지리지(2009)

43 Urolophus aurantiacus 흰가오리 0

44 Acanthopagrus schlegelii 감성돔 0

45 Opistognathidae sp. 후악치류 0

46 Zeus faber 달고기 0 0 독도지리지(2009)

47 Paralichthys olivaceus 넙치 0

48 Hypodytes rubripinnis 미역치 0 0 독도지리지(2009)

49 Sagamia geneionema 바닥문절 0 0 독도지리지(2009)

50 Istigobius hoshinonis 비단망둑 0 0 독도지리지(2009)

51 Takifugu niphobles 복섬 0 0 독도지리지(2009)

52 Pterogobius elapoides 일곱동갈망둑 0

53 Semicossyphus reticulatus 혹돔 0 0

Table 3.2.3.2.2.5. Comparison of Fish Species observed on Dokdo and Oki Island in 

Japan in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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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2.14. An adult specimen of Apogon semilineatus at Oki Island, Japan

  오끼섬과 독도는 대마난류의 여향을 받고 있는 유사환경이지만 쯔마구리정점
과 세 번째 정점의 아홉동가리, 여덟동가리, 인공어초 정점에서 확인된 흰가오
리, 세 번째 정점의 모래자갈 바닥에서 확인된 후악치류(Opistognathidae sp.)
와 여덟동가리, 아홉동가리는 독도에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매우 희귀한 어종이
었다. 특히, 흰가오리는 우리 나라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어종으로 울릉도와 독
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종이었다. 고수온기의 어류상을 확인하지 않고 독
도와 일본의 오끼섬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5, 6월 조사결과와 그동안의 
문헌 자료를 참조하여 비교한다면, 생태적 구성은 유사하고 위의 3종은 오끼섬
에서만 출현하고 있어 일본 오끼섬 연안에 출현하는 열대어종 중 우리나라 울
릉도와 독도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들 종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리라 생각되
었다.
  5, 6월 독도와 오끼섬의 확인어종의 생태형을 비교하면 독도에서는 온대성 
61%, 아열대성 19%, 열대성 어종이 17%, 심해어 1종이었고 오끼섬 연안의 
어종은 온대성 46%, 아열대성 22%, 열대성 32%로 독도보다 열대와 아열대 어
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3.2.3.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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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2.15. A comparison of the ecological composition of fish species identified 

in the coast of Dokdo (A) and Oki Island (B), Japan   (Temp: temperate fish 

species, Subtr: subtropical species, Tro: tropical fish, Deep-sea: deep-sea fish 

species)

㉯ 야꾸시마 연안

  쿠로시오 본류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큐우슈우 가고시마현 야꾸시마 연안 조
사에서는 대부분의 어종이 열대, 아열대 어종이었으며 총 100여종이 확인되었
다. 여꾸시만 연안에서는 조사시 대형 해조류를 관찰할 수 없었고 경산호류가 
바닥에 잘 발달해 있어 이곳이 온대의 영향권으로 완전히 벗어난 열대, 아열대 
생물들이 혼서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어종 비교는 야꾸시마 연안에서 볼 수 
있는 어종 중 독도나 오끼섬에서도 볼 수 있는 어종을 확인하는게 더 효과적이
었다. 즉, 야꾸시만연안에서 확인된 어종들은 대부분 아열대 열대어종으로 온대
성 어종이 매우 드문 것이 특징이었다. 2015년, 2018년 야꾸시마 연안에서 확
인된 총 110여종 중에서 울릉도, 독도 연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종으로는 쏨
뱅이, 홍바리, 참치방어, 잿방어, 돌돔, 청줄청소놀래기, 거북복 등이 전체어종의 
약 10% 에 불과하였다. 즉, 야꾸시마 연안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와 달리 열대 
어종과 아열대 어종이 전체 어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었다. 즉, 야꾸시마 연안에서는 대만난류역의 영향권역의 도서와는 전혀 어류
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부산 앞바다), 울릉도, 독도에 닿는 대만 난류역의 어종들에 대한 기원을 추적
하기에는 일본 야꾸시마보다는 오히려 동중국해와의 경계선을 타고 북으로 올
라오는 쿠로시오해류역의 서쪽 경계역인 대만의 어류상과의 유사성에 대한 조
사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쿠로시오 본류의 영향권에 가까운 야꾸시마 
연안과 우리나라 남해안, 대만의 북동부 연안의 해양생물상 비교가 필요하며 이
러한 조사가 추진되면 우리 나라 남해안의 환경과  자원에 미치는 대만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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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의 쿠로시오 해류 영향권인 가고시마현 연안과의 보다 정확한 영향력에 대
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독도와 오끼섬의 어류상 차이는 조사기간이나 조사 횟
수로 보아 차이에 대한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분류군 중 열대, 아열대 어
종과 온대어종의 분포가 비교적 뚜렷한 자리돔과, 동갈돔과의 서식, 정착 여부
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면 Table 3.2.3.2.2.6과 같다. 즉, 일정 고수온기에 방문
하고는 겨울철에 사라지는 방문종과 년중 서식하면서 산란을 하고 대를 이어가
는 정착종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보면, 자리돔은 독도, 오끼섬, 제주도 모두에서 
정착하여 서식하는 종이며 줄도화돔은 독도에는 고수온기에만 어린 개체들이 
난류를 따라 출현했다가 겨울에 사멸하는 방문종이다(Fig. 3.2.3.2.2.16 ～ Fig. 
3.2.3.2.2.1.). 제주도 서귀포 연안에 정착한 나가사끼자리돔이나 살자리돔 등은 
독도와 오끼섬에는 드물게 출현하거나 해류를 따랄 유치어가 흘러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직 매년 방문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열대어종으로 남아있어 향후 
장기적인 모니터링 대상 지표종으로 제주도 연안에서 서식하는 열대, 아열대 어
종 중에서 주목할 만한 어종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독도
오끼섬

(일본)
제주도 비고 

자리돔* O O O

나가사끼자리돔* - - O
울릉도에 치어 

출현(2009)

살자리돔* - - O

줄도화돔* ∆ O O

Table 3.2.3.2.2.6. A comparison of fish species that have visited and

settled in the coasts of Dokdo, Jeju Island, and Oki Island in Japan. (O:

Settled species, ∆: visiting species, -: unidentifie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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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서도의 코끼리바위 앞 모자반 숲
독도 서도의 코끼리바위 앞 자갈바닥

(수심 8 m)

독도 동도선착장 자갈바닥(수심 4m) 독도 동도선착장 모래바닥(수심 4 m)

울릉도 사동 동편 모자반숲
울릉도 사동항 동편 

모자반 숲 수중(수심 4 m)

Fig. 3.2.3.2.2.16. Breeding places of young fish at Ulleungdo/Dokdo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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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돔 나가사끼자리돔

살자리돔 줄도화돔

나가사끼자리돔치어(울릉도)  줄도화돔 유어(독도)

Fig. 3.2.3.2.2.17. Settled species snd visiting species at Ulleungdo/Dokdo and Jeju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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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해 자료활용 정보 생산

(1)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자료 DB 구축

(가) 자료수집 및 GIS/DB 구축

  동해 해양자료의 활용을 위한 정보생산은 당해연도 울릉도 능걸, 왕돌초 연구
해역의 현장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였으며, 해수환경정보, 서식생물정보, 해
저환경정보로 데이터 세트를 분류하였다(Table 3.2.3.3.1.1).

구분 항목 속성

해수환경정보 해수 물리환경 요소 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서식생물정보 중형저서동물, 대형저서동물 분류군별 서식밀도 및 생체량

해저환경정보 해저지형, 퇴적물
해저지형도, 퇴적물 유형, 

퇴적물 입도, 분급도, TOC

공통정보 조사정점도 위도, 경도

Table 3.2.3.3.1.1. Contents of datasets

  전체적인 연구절차는 Fig. 3.2.3.3.1.1과 같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연구해역에 
대한 기초정보와 현장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원시자료의 유형별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정제, 확인, 검토 등의 전처리 단계를 거친다. 다음으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 정보를 포함하는 해수환경, 서식생물, 해저환경 등의 데이터 세트를 정의
하여 GIS/DB 설계‧구축하여 전체적인 당해연도 연구데이터의 관리체계를 마련하
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GIS 피처(point, polyline, polygon, 
raster)를 생성한다. 주제도 매핑 단계에서는 데이터 세트별 속성정보의 특성에 
따라 contour, bar, pie 등의 맵 타입을 정의하고 각 데이터 세트의 연구항목별 
주제도를 작성한다. 이때, 통합적인 주제도 작성을 위해서 데이터 범위(range), 
구간분류(classification), 심볼화(color, symbol), 맵 구성요소(제목, 범례, 축척, 
단위 등)를 정의하여 시각화한다. 정보 활용 단계는 본 연구사업의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데이터 세트별 작성한 통합적 주제도를 활용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도(Eco-map), 해양생태‧환경 가이드북,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해양연
구정보의 시각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해양수산 관련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수집 →
데이터

전처리
→

GIS/DB

설계‧구축
→

주제도

작성
→ 정보활용

Fig. 3.2.3.3.1.1. Mapping work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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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주제도 작성(통합적 시각화)

  당해연도 해양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세트별 작성한 주제도 목록은 Table 
3.2.3.3.2.1과 같다. 연구해역은 울릉도 능걸과 왕돌초 해역으로 2 곳이며, 조사시
기는 2019년 동계와 춘계에 해당되며, 하계와 추계 조사데이터는 분석중이거나 
조사예정이어서 당해연도에는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수환경정보 데이터 세
트 주제도는 수온, 염분, 용존산소, pH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서식생물정보 데이
터 세트 주제도는 대형저서동물의 환형동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연체동물에 대한 
서식밀도와 생체량 정보를 작성하였고, 중형저서동물의 선충류, 편모충류, 다모류, 
저서성요각류에 대한 서식밀도와 생체량 정보를 매핑하였다. 그리고 해저환경정보 
데이터 세트 주제도는 표층퇴적물의 평균입도, 분류도, 총유기탄소, 퇴적유형에 대
해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주제도의 일부 예시를 Fig. 
3.2.3.3.2.1 ～ Fig. 3.2.3.3.2.3에 나타내었다.

연구

지역
분야 조사시기 주제도

울릉도

해수환경

2019.02 Temp, Sal, DO

2019.05 Temp, Sal, DO

2019.08 Temp, Sal, DO

대형저서

동물

2019.02 Density, Biomass (Total, Annelida, Mollusca, 

Arthropoda, Echinodermata)2019.05

중형저서

동물

2019.02 Density, Biomass (Total, Nematodes, 
Sarcomastigophorans, Polychaetes,
Harpacticoids)2019.05

표층

퇴적물

2019.02 Mz, Sorting, TOC, Type

2019.05 Mz, Sorting, TOC, Type

왕돌초

해수환경

2019.02 Temp, Sal, DO

2019.06 Temp, Sal, DO, pH

2019.08 Temp, Sal, DO

대형저서

동물

2019.02 Density, Biomass (Total, Annelida, 
Arthropoda, Echinodermata, Mollusca)2019.06

중형저서

동물

2019.02 Density, Biomass (Total, Nematodes, 
Sarcomastigophorans, Polychaetes.
Harpacticoids)2019.06

표층

퇴적물

2019.02 Mz, Sorting, TOC, Type

2019.06 Mz, Sorting, TOC, Type

Table 3.2.3.3.2.1. Thematic map list of 2019 data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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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2.1 Thematic map samples for seawater information

Fig. 3.2.3.3.2.2 Thematic map samples for sea floor environment information

Fig. 3.2.3.3.2.3 Thematic map samples for inhabita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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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박선체부착물 수중제거 관리기술 개발

3.3.1. 서론

  2011년에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채택한 지침서
(2011 gudieline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iofouling to 
minimize the transfer of invasive aquatic species)는 선박선체부착생물 기인 외래
생물의 이동 및 확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관리 및 주요
활동을 기록하였다. 특히 선박의 입항 후 화물 하역과정에 빈번히 수행되는 수중청소
과정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생물학적/화학적 위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수중청소
과정에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 속에 외래종과 선체방오도료의 물질들이 있어
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가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이에 선박선체부착물의 수중청
소 과정에 배출되는 복합파생물의 관리기준마련을 위한 현장 수중청소 파생물의 평가 
및 관리기법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소배출물의 관리의 핵심이 되는 위해성 평
가기법 개발의 주요요소는 수중청소파생물 내 활성물질과 분해산물 농도 분석기술 및 
독성평가기술 그리고 부착생물들의 평가와 생존평가이다.
  관련 기술은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이 가장 앞서있는 상황이나 그 방법들을 
그대로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현지실정에 맞는 조건들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기술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선체표면 
청소 시 위해성 평가기법을 바탕으로 한 환경친화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다가올 미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아국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선체부착생물을 수중청소하는 과정에 배출되는 파생물의 환경/생태계 위해성 평가
를 통한 회수율을 고려한 수중청소장비들의 표준화된 위해성 평가기법 또한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 및 평가기법의 구축이 절실하다.

3.3.2. 재료 및 방법

가. 선박방오처리(AFS) 활성물질 평가기술개발

(1) AFS 활성물질 표적분석기술 정립

  대상 살생물제(biocides)의 질량스펙트럼을 구축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mode로 분석하였
다. Dichlofluanid, octhilinone, TCPM, thiram, tolylfluanid, ziram, 
chlorothalonil, TCMS pyridine 표준용액을 각각 질량분석기에 주입하여 MRM 
분석을 실시하였다. 살생물제의 MRM 분석은 Turbo V ionization source 
(SCIEX)가 장착된 API 3200 질량분석기(Applied Biosystem, Toronto)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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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이온화를 위해 electrospray ionization (ESI) mode를 사용하였으며, 
dichlofluanid, octhilinone, TCPM, thiram, tolylfluanid, ziram은 positive 
ionization으로, chlorothalonil, TCMS pyridine은 negative ionization으로 이온
화하였다. Ion source는 positive ionization의 경우, curtain gas 20 psi; 
collision gas 11 psi; ion spray voltage 5500 V; ion source nebulizer gas 
50 psi; turbo gas 60 psi; source temperature 450°C의 조건에서 작동되었
다. Negative ionization의 경우에는 curtain gas 10 psi; collision gas 11 psi; 
ion spray voltage -4500 V; ion source nebulizer gas 12 psi; turbo gas 0 
psi; source temperature 450°C의 조건에서 작동되었다. m/z 50에서 350 범
위의 Q1 이온과 각 이온에 상응하는 product ion (Q3)을 모니터링 하였다. ESI 
source에 표준용액과 이동상 용액을 직접 주입하여 첫 번째 사중극자(Q1)와 세 
번째 사중극자(Q3)에서 각각 Q1 이온과 Q3 이온을 검출하였다. Q1 이온 클러스
터 중 베이스 이온을 선정한 후 그 이온에 대한 fragmentation 패턴을 스캔하여 
기록하였다. 이 중 product 이온(Q3)을 선정한 후 보다 높은 민감도 확보를 위해 
MRM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이로부터 LC/MS/MS 분석을 위해 각 화합물에 대해 
가장 특징적인 Q1/Q3 이온 조합을 추출하였다.
  대상 살생물제의 분리, 분석기법 정립을 위해 Agilent 1200 고성능 액체크로마
토그래프(Agilent Technologies Inc., Germany)에 Turbo V ionization source 
(SCIEX)가 장착된 API 3200 질량분석기(Applied Biosystem, Toronto)를 연
계하여 사용하였다. 이온화를 위해 electrospray ionization (ESI) mode를 사용
하였다. 각 표준용액 10 μL를 주입하였으며, 이동상(A: water with 
trifluoroacetic acid; B: methanol with 0.1% formic acid and 2 mM 
ammonium acetate)의 flow rate는 0.45 mL/min으로 유지하였다. 이동상 B는 
시료 주입 전 5분간 30%를 유지하였으며, 시료 주입 후부터 2분 동안 95%로 증
가시킨 후 이후 분석 종료 시까지 같은 비율을 유지하였다. 각 화합물의 분리를 
위해 역상의 C18 컬럼(Betasil C18, 5-㎛ particle size, 50×2.0 ㎜ ID; 
Thermo Scientific)을 사용하였다. ESI source는 curtain gas 20 psi; collision 
gas 11 psi; ion spray voltage 5500 V; ion source nebulizer gas 50 psi; 
turbo gas 60 psi; source temperature 450°C의 조건에서 작동되었다.

(2) 선체부착물 수중제거 배출수 시험적용

  글로벌급, 대양급, 지역해급 선박에 대해 다이버가 수중에서 선체부착물 수중제
거를 실시하였다. 전체 선체에 고르게 배치된 6-8개의 격자(50 ㎝ × 50 ㎝의 
선체표면을 나이론(25 ㎜ × 1 ㎜) 솔을 이용하여 부착물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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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였으며, 이때, 발생되는 부산물은 호스(φ=35 ㎜)에 연결된 격막펌프를 이
용하여 모두 육상으로 회수하여 채취하였다(Fig. 3.3.2.1.2.1). 육상에 모아진 배
출수는 균질화시켜 각 시료병에 옮겨 담은 후 총 부유물질, 금속류, 유기계 활성
물질의 잔존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3.3.2.1.2.1. Photos of the in-water hull cleaning by divers (left) and collection of wastewater 

through a brush-tube system during the cleaning of the hull surface within a quadrat (right)

  총 부유물질농도는 USEPA method 160.2를 따라 분석하였으며 일정량의 시
료 여과 전후의 여과지 무게변화를 측정하여 시료 부피당 총 부유물질농도로 환
산하였다. 입자크기별 분포특성은, 0.2-300 ㎛ 구간의 다양한 공극크기의 여과지
를 사용하여 총부유물질농도 측정과 같은 방식으로 각 크기 구간별 부유물 질량
을 측정하였다.
 배출수 내 중금속 농도 측정은 용존상과 입자상으로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용존
상 분석을 위하여 시료를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한 후 1.2 ㎛ pore size로 1
차 여과한 후 다시 0.45 ㎛ pore size로 2차 여과하였다. 여과된 시료는 
SeaFAST SP3 (ESI, 미국) 시스템을 이용하여 염분제거 및 원소농축 과정을 거
친 후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meter (ICP-MS)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입자상 분석을 위해 배출수를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 한 후 침전물을 분
리하였다. 침전물은 동결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동결건조된 시료를 막자사
발에서 곱게 분말로 만든 후, 분말 0.1 g을 테플론 용기에 담았다. 질산(HNO3)
과 불산(HF) 각각 3 mL씩을 첨가한 후 뚜껑을 닫고 가열하여 반응시켰다. 반응 
후 냉각시키고 개봉하여 증류수를 첨가하면서 질산과 불산을 증발시켰다. 잔류 시
료는 유리 비이커에 옮긴 후 질산과 황산을 1:3(v:v) 비율로 4 mL를 첨가하였
다. 시계접시를 덮고 가열하여 충분히 반응시킨 후 시계접시를 제거하고 산을 증
발시켰다. 잔류물은 증류수로 용해시킨 후 일정량 무게를 맞추고 ICP-MS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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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된 시료 내 금속 농도는 ICP-MS (Agilent 7700, US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ICP-MS의 운용조건은 Table 3.3.2.1.2.1에 제시하였다. ICP-MS에 
1% 질산용액을 약 30분간 흘려주어 기기를 안정화시키고 시료도입 부분을 세척
한 후, 기기의 분석 최적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tuning solution(Li, Co, Y, Ce, 
Tl 각 1 ppb in 1% 질산용액)을 사용하여 performance를 확인하였다. 분석 검
정선을 구하기 위하여 각 원소의 표준물질을 농도별로 측정한 후 correlation 
coefficient(R) 값이 99.999 이상의 검정선을 작성하였다. 전처리 된 시료를 주
입하여 각 원소의 세기(CPS, count per second)를 측정한 후 측정된 세기를 검
정선을 이용하여 농도로 변환시켰다. 이때 희석하여 측정된 시료는 희석배율 등을 
곱하여 최종 농도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이 완료된 후 시료관에 1% 질산을 
20분간 주입하여 시료 도입부분을 세척하고 다시 증류수를 흘려주고 약 30분 동
안 세척하였다.

Plasma power 1550 W

Argon gas flow rates

 Cool gas

 Auxiliary gas

 Nebulizer gas

14 L/min

0.80 L/min

1.04 L/min

Spray chamber temperature 2.7 ºC

Sample depth 5.0 min

Extraction lens 2 -177 V

CCT focus lens 1.86 V

D1 lens -192 V

D2 lens -80 V

Nebulizer Microflow PFA-ST

Replicates 3

Table 3.3.2.1.2.1. Operational conditions of ICP-MS for the analysis of metals in the 

in-water cleaning effluent.

나. 국제시험종/연안종 독성영향평가

(1) 넙치배아

(가) 대상생물

  본 독성영향평가에 사용된 생물은 연안 생물인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의 수정란을 사용하였다. ㈜해연 (Jeju, Korea)으로부터 6 h post 
fertilization (hpf)된 수정란을 구입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양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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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온 17℃에서 24시간 정치 후 사용하였다. 어란은 노출 실험 직전 밀도차로 
사란(死卵)을 분리하여 제거하였고, 해부 현미경 하에서 건강한 수정란만 분리하
여 발생독성 실험에 사용하였다.

(나) 시험대상물질 및 제조

① 멸균해수제조

  남해연구소 양식동에서 침전조를 이용하여 연안으로부터 유입된 해수를 처리 
후 사용하였으며, 실험실에서 0.22 ㎛ filter (Corning® Top Vacuum Filter 
CA Membrane, Corning Co., NY)로 필터 후, 고압증기멸균기로 멸균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② 이어도호/이사부호 수중제거파생물 샘플링

  이어도호와 이사부호의 수중청소작업 중 유출되는 Antifouling paints가 첨가 
된 수중제거파생물 시료 (Whole brush cleaning, WBC)를 샘플링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채집은 물속에 잠겨 있는 선체의 선수, 중간, 선미에 biofouling
된 부분에 총 6개의 방형구를 (50 × 50 ㎝) 부착하여 brush로 (나일론 재질의 
bristles 25 ㎜ × 1 ㎜ ∅, 30 bristles/㎝2) 긁어내면서 발생하는 파생물들을 
brush와 연결된 호스를 통해 방형구당 각각 35-40 L씩 20 L 말통에 채수하였
다. 채수한 시료는 200 L 크기의 플라스틱 용기에 수중제거파생물을 모두 섞은 
뒤 페인트 입자 농도가 물속에서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저어가면서 해
수로 세척한 1 L HDPE bottle에 옮겨 담았다. 채집한 수중제거파생물은 실험실
로 운반하여 WBC 시료를 분리하였고, 용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을 분리
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WBC 1 L를 0.45 ㎛ size filter로 (Corning® Top 
Vacuum Filter CA Membrane, Corning Co., NY) 여과하여 HDPE bottle에 
옮긴 뒤 실험 전까지 –20 ℃에서 보관하였다 (Filtered brush cleaning, FBC).

③ Principal biocide 활성물질 독성영향평가

  Tralopyril (Econea) (4 –Bromo –2 -(4-chlorophenyl) -5 
-(trifluoromethyl) -1H30 –pyrrole –3 -carbonitrile, Dr. Ehrenstorfer 
GmbH, Germany)은 구매 후 Dimethylsulfoxide (DMSO, Aldrich)에 완전히 
용해시킨 후, 실험직전 해수에 희석하여 stock solution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Fig 3.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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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태발생독성영향평가

  멸균 해수 10 mL가 담긴 각각의 well (Nunc™ Nunclon™ Vita 6-Well 
Multidish,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에 Optic vesicle 단
계의 수정란 100개씩 분주하였다.
수중제거 파생물노출: 수중제거파생물은 WBC와 0.45 ㎛ filter로 여과한 FBC를 
최종 1000, 200, 100, 50배 희석 농도가 되게 각 노출 실험구에 첨가하여 노출
시켰다.
Biocide 노출: Tralopyril (Econea) 노출구는 stock solution의 spiking 양이 
전체 해수의 0.1% 미만이 되도록 조절하여 각 well의 Tralopyril 농도가 1, 10, 
100, 1,000 ㎍/L이 되도록 투여하였다.
  모든 노출실험구는 노출 24시간 후, 사란과 생존율을 기록하였고, 사란을 제거
한 후 노출 용액의 반은 교체하였다. 48시간이 지난 후 형태학적 기형 (심장부
종, 꼬리기형, 척추만곡)을 관찰하여 기록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 반복으로 진행
하였다.

(라) RNA 추출 및 cDNA 합성

  심장 발달 단계 (heart development stage, 노출 후 약 12시간)의 넙치 배아
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3 반복 개체를 각각 Isogen (Wako, 
Japan)과 균질기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RNA는 NANO 
DROP ONE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을 이용하여 260 
nm와 280 nm 파장에서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QuantiNova Reverse 
Transcription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Complementary 
DNA (cDNA)를 합성하였다.

(마) RNA sequencing

  RNA 농도 및 순도는 Agilent 2100 BioAnalyzer (Agilent, Santa Clara, 
C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TruSeq RNA Sample Preparation Kit 
(Illumina, San Diego, CA)를 이용하여 100 base 길이의 paired-end read들
로 mRNA sequencing library를 구축하였다. 또한, 2 ㎍의 Total RNA로부터 
oligo (dT) magnetic beads를 이용하여 mRNA를 분리, 정제하였다. 분리된 
mRNA는 random hexamer priming을 통하여 single-stranded cDNA로 합성
한 후 double-stranded cDNA를 합성되었다. 합성 double-stranded cDN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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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repair, A-tailing, adapter ligation 진행 후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통하여 cDNA library를 구축하였다. Agilent 2100 BioAnalyzer 
(Agilent, Germany)와 KAPA library quantification kit (Kapa Biosystems, 
Wilmington, MA)를 사용하여 cDNA library의 정량 및 정성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RNA 샘플의 integrity는 9.3-10 수준으로 분석 퀄리티에 만족할 만한 수
준이었다. Cluster는 증폭 후, Illumina HiSeq 2500 (Illumina, San Diego, 
CA)를 사용하여 flow cell을 paired-end reads(2×100bp)로 분석하였다.

(바) 생체정보 분석

① Filtering 및 Assembly 

  Sequencing된 분석 정보의 low-quality read를 여과하였다. low-quality 
read란 N으로 나타나는 skipped 염기가 10% 이상이거나 퀄리티 점수와 각 가
닥의 평균 퀄리티 점수가 20이하이거나 50 base-pairs보다 짧은 염기가 20%
이상인 가닥을 말한다. 전체 여과과정은 in-house scripts를 이용하여 진행하였
으며, 여과 후, 남은 read들은 Trinity software을 이용하여 transcript를 
assembly하였다. 세 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Inchworm, Chrysalis, 
Butterfly)을 이용하여 assembly 과정을 진행하였다. Strand-specific 
sequencing에서는 SS_lib_type 옵션을 사용하였으며, default 값은 다른 옵션을 
사용하였다. CD-HIT software (Fu et al., 2012)를 통하여 assembled 
transcripts로부터 94%의 유사성으로 최종 unigene을 선택하였다. RNA-seq 
assembly 과정에서 불완전하고 불필요한 assembled transcript들은 selecting 
representative sequences를 통하여 제거하였다.

② Function annotation과 Enrichment analysis

  Clean reads는 Paralichthys olivaceus (Shao et al., 2017)의 게놈서열을 
참고로 TopHat (Kim et al., 2013)을 사용하여 정렬하였다. 유전자 발현은 
Cufflinks (Trapnell et al., 2012)를 사용하여 정량화하였고, 샘플 그룹간 차등
분석 (Differential expression analysis) Cuffdiff (Trapnell et al., 2012)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유의한 유전자를 선별하였다(P < 0.05 and ≥ 
1.5-fold change). module members에 대한 기능분석 (Functional 
annotation)은 DAVID (Sherman and Lempicki, 2009)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고, 유의하게 변화된 유전자의 gene ontology (GO)는 cutoff 값 P < 0.05 기
준으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유전자는 Euclidean distance와 complete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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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를 이용하여 Hierarchical clustering이 작성하였다. Deferentially 
expressed 유전자의 gene-interaction network 분석은 Cytoscape 
(https://cytoscape.org/)으로 작성하였다.

③ DEG의 유전자 발현 분석

  De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s) 발현 수준은 Expectation 
Maximization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 package DEGseq을 통하여 계산된 가닥 
수 데이터 (read count data)를 기초로 DEGs를 분석하였다. Lowess 
normalization method를 통해 나타난 unigene의 발현값을 read의 kb 당 
Fragments를 표준화하였다. Differentially expressed unigene은 P-value 
0.05이하, fold change값은 2배 이상을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DEG 분석으로부
터 분석된 gene들을 동정하기 위하여 P-value < 0.001에서 Fisher's exact 
test (http://www.GOseq)을 이용하여 GO-based trend test를 진행하였다. 
RNA-seq을 분석은 TruSeq RNA Sample Preparation Kit (Illumina, San 
Diego, CA)를 사용하여 100 bases의 paired-end reads의 mRNA 
sequencing libraries를 제작하였다. cDNA libraries의 순도는 Agilent 2100 
BioAnalyzer (Agilent, Santa Clara, CA) 와 KAPA library quantification kit 
(Kapa Biosystems, Wilmington, MA)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변성시킨 주형
은 cluster amplification을 거친 후, flow cells은 Illumina HiSeq 2500 
(Illumina, San Diego, CA)을 사용하여 RNA를 분석하였다.

(사) RT-qPCR

  Real-tim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qPCR)은 
QuantiNovaTM SYBR Green PCR Kit (Qiagen, Hilden, Germany)와 
Rotor-gene®Q (Qiagen, Hilden, Germany)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Comparative CT method (2-ΔΔCt)를 이용하여 mRNA 발현 정도를 분석하
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mRNA 발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β-actin을 
reference gene으로 사용하여 표준화하였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target 유전자
의 Primer 서열은 Table 3.3.3.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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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1.1. The chemical structure of 

Tralopyril(Econea).

Gene name Primer sequences Condition

nkx2.5
F: GGCACATACAACCCTTCCTAC

30" at  95 ℃, 30" at 60 ℃, 1' at 72 ℃
R: TCATGTAACTCCCGCTGTTG

SOX6
F: GAAGAGTGCTGGAGAATGTGAC

30" at 95 ℃, 30" at 60 ℃, 1' at 72 ℃
R: TCTCCTAGCTCTTGTTCACTCC

robo1
F: AGTGGCTCCCTCTTCTTCTTAC

30" at 95 ℃, 30" at 60 ℃, 1' at 72 ℃
R: CTCGTAGAATGGCTACTTCCAG

bmp4
F: GTAGGCTGGAATGACTGGATAG

30" at 95 ℃, 30" at 60 ℃, 1' at 72 ℃
R: GTTCACAGAGTTCACCAGTGTC

plod2
F: AGACTTGCTGACAAGTACCCCT

30" at 95 ℃, 30" at 60 ℃, 1' at 72 ℃
R: GTGTAGAAGAGCTGGTCGTCAT

furin
F: ACAGTAGTGAAGAGGTCGCTGT

30" at 95 ℃, 30" at 60 ℃, 1' at 72 ℃
R: CTCTGAACTTGGGATCTACAGG

wnt3a
F: AGCGAGGATGTGGAGTTTGG

30" at 95 ℃, 30" at 60 ℃, 1' at 72 ℃
R: TACCCGAAAGACCATGGCAC

TP73
F: ATGCCAATGAAAGCACACAT

30" at 95 ℃, 30" at 60 ℃, 1' at 72 ℃
R: TGCACTGTGAGACCAAACAA

Table 3.3.2.2.1.1. Primers used in this study for RT-qPCR

(2) 곤쟁이, 단각류

(가) 대상생물

  이어도호와 이사부호의 수중제거파생물, 필터한 수중제거파생물, Tralopyril에 
Neomysis awatschensis 유생 (1-day old)과 단각류 Monocorophium uenoi (350 ㎛ 
∼ 500 ㎛) 를 노출시켜 생태독성 영향을 평가하였다 (Fig. 3.3.2.2.2.1). 곤쟁
이류를 대상으로 한 급성 생태독성 시험은 USEPA 2002, ‘Methods for 
Measuring the Acute Toxicity of Effluents and Receiving Waters to 
Freshwater and Marine Organisms’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 동일 시험
종이 없어 일부조건을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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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대상물질 및 독성평가

  이어도호와 이사부호의 수중청소작업 중 채집한 수중제거파생물 (WBC)과 필
터한 수중제거 파생물 (FBC)을 일정량 취하여 액상 시료 원액을 100%로 시험
을 실시하였고, 여과해수를 사용하여 용액을 대상 농도로 희석하여 최종 시험구
에 분주하였다. 시험조건은 Table 3.3.2.2.2.1과 같다.
  범위 찾기 시험 (range-finding test)은 100% 시험 용액을 4 단계로 희석 
(100%, 10%, 1%, 0.1%)하여 진행하였다. Tralopyril은 4개 농도로 희석하여 
(0.1, 1, 10, 100 µg/L) 시험을 진행하였다. 독성값 결정 시험(Definitive 
test)은 범위 찾기 시험의 결과로부터 시험생물이 모두 사망한 최저 농도부터 2
배, 혹은 3배의 희석비율로 5단계 희석 후 노출농도를 결정하였다.

Fig. 3.3.2.2.2.1. Acute toxicity test in amphipoda (Monocorophium 

uenoi) and Mysid (Neomysis awatschensis).

항목 시험 조건

시험생물 Neomysis awatschensis Monocorophiun uenoi 
시험 종류 지수식 시험방법
시험 기간 4일 

온도 20℃
염분 20psu 30psu 
광주기 16:8(L:D) 0:24(L:D) 

노출개체수 10 20
시험수부피 200mL 500mL 

반복구 4 3
개체연령 24시간미만 350-500㎛ 

먹이 알테미아 없음 
물교환 2일에 1번 없음 

최종측정치 생존율, LC50 생존율, LC50  

Table 3.3.2.2.2.1. Test condition in amphipoda (Monocorophium uenoi) and mysid (Neomysis 

awatsch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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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각류

(가) AFS 활성물질

  AFS 활성물질에 대한 동물플랑크론의 산란 독성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요각류 
난 (eggs) 부화율에 미치는 Econea의 영향의 평가하였다. 실험 대상생물은 우
리나라 연안에 우점하는 요각류 Paracalanus parvus s.l.를 사용하였다. 실험 대
상 동물플랑크톤의 채집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위치한 경남 거제시 연안 및 장
목에서 망구 45 ㎝, 망목 200 ㎛의 원추형 네트를 이용하여 수 회 반복 채집하
였으며, 생물 채집 장소에서 실험에 사용할 해수를 채수하였다. 채수해 온 해수
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GF/F 여과지 (47 ㎜, Whatman glass fiber 
filters)로 여과한 뒤 고압멸균기를 이용하여 121℃에서 15분간 멸균 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채집된 동물플랑크톤은 현미경 상에서 대상생물의 암컷 성체만을 
선별하여 페트리디쉬 (Petridish)에 옮겨, 채집 시 현장의 해수 수온으로 설정한 
배양기에서 약 6시간 보관한 뒤 대상생물의 난을 취하였다. 알은 멸균해수가 담
긴 페트리디쉬에 수차례 옮기면서 이물질을 제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Econea 6개 실험농도 구배의 시험수를 제조하여 6-well cell culture plate에 
각각 10 mL이 되도록 하여 4개의 반복구로 제조하였다. 대조수 (Control 
water)는 대상 시험생물 채집 장소의 해수를 0.45 ㎛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한 
필터수를 사용하였다. 농도별로 제조된 각 Cell에 요각류 알을 10개씩 투입하여 
배양하여 24시간 후 부화한 개체를 확인하였다.

(나) Diver brush cleaning wastewater

  동물플랑크톤에 대한 선박부착 파생물의 독성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선 (R/V Onnuri, Eardo, ISABU)이 상가수리 중 고압세척
기 (Water-jet)를 이용한 선체 청소 시 발생된 파생물 원수를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선박부착 파생물에 대한 실험은 파생물 원수(Whole water)와 파생
물 원수를 0.45㎛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한 필터수(Filtered whole water)에 대
한 요각류 알 부화율을 확인하였다. 실험 대상 동물플랑크톤은 우리나라 연안에 
우점하는 요각류 Paracalanus parvus s.l.를 사용하였다. 대상 생물의 채집은 한
국해양과학기술원이 위치한 경남 거제시 연안 및 장목에서 망구직경 45 ㎝, 망
목 200 ㎛의 원추형 네트를 이용하여 수 회 반복 채집하였으며, 생물 채집 장소
에서 실험에 사용할 해수를 채수하였다. 채수해 온 해수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
해 GF/F 여과지 (47 ㎜, Whatman glass fiber filters)로 여과한 뒤 고압멸균
기를 이용하여 121℃에서 15분간 멸균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채집된 동물플랑
크톤은 현미경 상에서 대상생물의 암컷 성체만을 선별하여 페트리디쉬 
(Petridish)에 옮겨, 채집 시 현장의 해수 수온으로 설정한 배양기에서 약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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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한 뒤 대상생물의 난 (eggs)을 취하였다. 알은 멸균해수가 담긴 페트리디쉬
에 수차례 옮기면서 이물질을 제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험수 (Whole 
water, Filtered whole water)는 멸균 해수로 6개 실험 농도로 희석하여 6 
well cell culture plate에 10 mL이 되도록 하여 4개의 반복구로 제조하였다. 
대조수 (Control water)는 대상 시험생물 채집 장소의 해수를 0.45㎛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한 필터수를 사용하였다. 농도별로 제조된 각 Cell에 요각류 알을 10
개씩 투입하여 배양하여  24시간 후 부화한 개체를 확인하였다.

(4) 둥근성게

(가) 실험생물 준비

  실험에 사용된 둥근성게 (Mesocentrotus nudus)는 경남 거제도 주변해역에
서 잠수작업을 통하여 채집하였다. 채집된 성게 어미를 실험실로 옮겨 2 ton 용
량의 수조에 실험이 실시되기 전까지 사육하였고, 사육하는 동안 먹이로는 건조
된 다시마 (Laminaria sp.)를 공급하였다. 실험에 사용 전까지 사육수의 온도는 
20℃로 유지하였다.

(나) 실험 방법

  성게를 이용한 독성실험은 ASTM과 USEPA의 표준지침서를 Lee (2000) 및 
Won (2000)에 의해 수정된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성게를 이용한 독성 
실험의 최종반응 (endpoint)으로는 수정률과 발생률의 두 가지가 있다. 수정률 
실험은 정자를 시료에 노출시켜 정자의 활력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알아보는 실
험이며, 발생실험은 수정란을 시료에 노출하여 정상적인 플루테우스 (pluteus)유
생으로 발생되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실험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률을 최종반
응으로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정자와 알을 어미로부터 얻기 위하여 
1M-KCl 용액 (CAS 7447-40-7, Lot No. BCBT9546, Sigma-Aldrich)을 
어미의 입 주위로 주사하여 산란을 유발하였다. 정자의 경우 파스퇴르피펫을 이
용하여 생식공으로부터 방출되는 정자를 직접 수집하여 1.5-㎖ 용량의 원심분리 
튜브에 옮겨 담고 실험전까지 5℃에서 보관하였다. 알의 경우 여과 해수가 담긴 
비이커에 암컷을 거꾸로 뒤집어 놓아 방출된 알이 바닥으로 흘러내려 가라앉도록 
하였다. 수집된 알은 반복적인 세척 과정을 거쳐 크기가 작거나 미성숙 개체를 
제거하였다.
  수정실험을 위해 시료를 각 농도 당 well plate (Nunc™ Nunclon™ Vita 
24-Well Multi-dish,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에 1 
mL씩 주입하고, 각 well마다 50 ㎕의 정자 희석액을 첨가하였다. 정자를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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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노출시킨 후, 각 well마다 100개의 알이 주입될 수 있게 계수 후 알을 주
입하였다. 정자와 알이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20분간 더 기다린 후, 10% 완
충포르말린 (formaldehyde solution, Lot No. 1C4031, Junsei)을 100 ㎕씩 
주입하여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후, 알의 바깥쪽에 투명한 막(수정
막)의 형성여부를 직접 관찰하여 수정란과 미수정란으로 구별하였다 (Fig. 
3.3.2.2.4.1; Fig. 3.3.2.2.4.2).

Fig. 3.3.2.2.4.1. A schematic diagram for fertilization test.

Fig. 3.3.2.2.4.2. Fertilized and non-fertilized egg of sea urchin.

(다) 실험 용액 및 농도

  실험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선 이어도 호, 온누리 호, 이사부 호에서 
채집 한 수중제거파생물을 대상으로 둥근성게 독성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중
제거 파생물은 다이버가 직접 제거한 파생물을 채집하는 방법으로 실험에 사용한 
시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Whole과 Filter시료는 원액 (100%)을 여과해수를 
이용하여 1,000배까지 10배수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Control: In water cleaning water, 샘플링 당시 선박 주변 해수
․Whole: In Water Cleaning water (IWC), 수중제거 파생물
․Filter: Filtered In Water Cleaning water (whole sample을 0.45㎛로 필터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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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Biocide에 대한 노출영향 평가를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상용 Biocide 중 하나인 Econea에 대한 노출영향 평
가를 수행하였다. 수중제거파생물 실험과 동일하게 둥근성게 배아를 이용한 수정
률 실험을 최종 반응으로 선택하였으며, 실험 농도는 0.001 ㎍ L-1부터 100 
㎍ L-1까지 10배수로 농도를 선정하였다.

(라) 통계 분석 

  둥근성게 수정률의 반수영향농도 (50% Effectively Concentration, EC50)은 
Trimmed Spearman-Karber의 Dunnett’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Toxcalc (Tidepool scientific software,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 부착생물 판별 및 탈리 후 재성장 평가

(1) 부착 미세조류

(가) 온누리호

  온누리호의 선체표면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미세조류 군집의 조성을 이해하고, 
선체로부터 탈리된 후 수중제거 된 미세조류의 재성장 여부를 파악하고자 본 연
구를 수행하였다. 2019년 7월 8일에 장목항에 정박 중인 온누리호의 선체표면
에 부착한 미세조류의 군집분석을 위해 50×50 ㎝2 방형구를 사용하여 정량적
으로 채집하였고, 부착미세조류의 탈리를 위하여 수중다이버를 이용한 clean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탈리된 미세조류 시료의 일부는 군집분석을 위해 광학현미경
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정량, 정성분석을 수행하였고, 시료의 나머지 일
부는 미세조류의 재성장여부 파악을 위해 F 배지 접종 후 인큐베이터 20 ℃에서 
13일 동안 배양하였다. 미세조류 배양체의 생장 여부는 in vivo FSU 
(Fluorescence Unit)의 측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체부착 미세조류의 대조구로 
선박 주변의 해수 및 암석 부착 미세조류를 채집하여 재성장 여부를 관찰하였다
(Fig. 3.3.2.3.1.1, 3.3.2.3.1.2).

(나) 이어도 호

  이어도 호의 선체 표면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미세조류를 탈리시킨 후 방형구로 
정량 채집하여 부착미세조류 군집의 조성을 파악하고, 수중제거 후 미세조류의 
재성장 여부를 파악하였다. 2019년 7월 15일에 장목항에 정박 중인 이어도호의 
선체 표면에 부착한 미세조류의 군집분석을 위해 50×50 ㎝2 방형구를 사용하
여 정량적으로 채집하였고, 부착미세조류의 탈리를 위하여 수중다이버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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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방법을 사용하였다. 탈리된 미세조류 시료의 일부는 군집분석을 위해 광학현
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정량, 정성분석을 수행하였고, 시료의 나머지 
일부는 미세조류의 재성장여부 파악을 위해 F 배지 접종 후 인큐베이터 20 ℃에
서 13일 동안 배양하였다. 미세조류 배양체의 생장 여부는 in vivo FSU 
(Fluorescence Unit)의 측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선체부착 미세조류의 대
조구로 선박 주변의 해수 및 암석 부착 미세조류를 채집하여 재성장여부를 관찰
하였다 (Fig. 3.3.2.3.1.1, 3.3.2.3.1.2).

(다) 이사부호

  이사부호의 선체 표면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미세조류를 탈리시킨 후 방형구로 
정량 채집하여 부착미세조류 군집의 조성을 파악하고, 수중제거 후 미세조류의 
재성장 여부를 파악하였다. 2019년 8월 23일에 장목항에 정박 중인 이사부호의 
선체 표면에 부착한 미세조류의 군집 분석을 위해 50×50 ㎝2 방형구를 사용하
여 정량적으로 채집하였고, 부착미세조류의 탈리를 위하여 수중다이버를 이용한 
clean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탈리된 미세조류 시료의 일부는 군집분석을 위해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정량, 정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시료의 
나머지 일부는 미세조류의 재성장여부 파악을 위해 F2 배지 접종 후 인큐베이터 
20℃에서 13일 동안 배양하였다. 미세조류 배양체의 생장 여부는 in vivo FSU 
(Fluorescence Unit)의 측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선체부착 미세조류의 대
조구로 선박 주변의 해수 및 암석 부착 미세조류를 채집하여 재성장 여부를 관찰
하였다 (Fig. 3.3.2.3.1.1, 3.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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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1.1. Sampling strategies of fouling microalgae of R/V vessels obtained by 

underwater robot and scuba diver, and of controls in rocks of intertidal zone and seawater. 

Fig. 3.3.2.3.1.2 Experimental process of viability assay test (pre-treatment, viability test, 

and securing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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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착 원생생물

(가) 선체부착 원생생물 판별

  7월 8일 온누리호, 7월 15일 이어도호, 8월 23일 이사부호에서 격막펌프를 
이용한 선박 주변해수만 획득한 대조구와 다이버 잠수 후 선체표면을 브러싱 후 
획득한 처리구(선체부착물 제거 파생물)시료를 각각 획득하였다(Fig. 
3.3.2.3.2.1).

Fig. 3.3.2.3.2.1. The samples were obtained from hull surface using brush and diaphragm pump.

  생시료 획득 후 운반시간동안 고농도 방오도료에 노출된 섬모충 사멸이 의심되
어, 이사부호 시료채집 시 현장해수를 GF/F로 여과, 채집된 파생물을 여과해수로 
1/2, 1/3, 1/4, 1/8, 1/20로 각각 희석 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Fig. 
3.3.2.3.2.2).

Fig. 3.3.2.3.2.2. Dilution of the samples with filtered field seawater.

  운반한 시료는 현장온도를 반영하여 실험실에서 배양, 재성장 실험을 하였다. 
재성장된 섬모충은 분리하여 생체 관찰과 프로타골 염색을 수행하여 형태 종 동
정하였다 (Foissner, 2014).

(나) 방오제 Sea-Nine 211에 대한 원생생물 생존위해성 탐색

  2018년 수행된 선체모사판 실험에서 분리 배양한 Diophrys를 이용하여 방오
제 Sea-Nine 211에 대한 독성실험을 수행하였다. 여과해수 및 여과해수와 
DMSO 섞은 용액을 대조구로 사용하였고, Sea-Nine 211을 DMSO에 용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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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100, 250, 500, 1,000, 10,000 ppb 농도로 처리구 희석 구간을 설정하
였다. 대조구와 처리구 용액을 96 well plate에 각각 주입하고, Diophrys 10개
체씩 (총 270개체) 각 well에 넣고 노출시켜, 36시간 동안 추적 관찰하였다
(Fig. 3.3.2.3.2.3).

Fig. 3.3.2.3.2.3. Toxicity test for antifouling biocide 

Sea-Nine 211.

(3) 부착 대형저서생물

(가) 수중시나리오 별 탈리된 선체부착 대형무척추동물의 종판별 및 위해성 탐색

  2개의 수중제거 방법 시나리오(브러시, 끌)별로 탈리된 부착 대형무척추동물에 
대한 종 판별 및 위해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 7월 8일 온누리호(수중시나리
오 1), 2019년 7월 15일 이어도호(수중시나리오 2), 2019년 8월 23일 이사부
호(수중시나리오 2)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중제거 시나리오 1(브러시 제거 
방법)은 방형구를 수심 1-2 m 선체 옆면에 설치한 후, 호스가 부착되어있는 브
러시를 이용하여 선체 벽면에 부착되어있는 생물을 제거하였으며, 제거된 생물은 
펌프로 흡입하여 육상으로 생물을 이동시켜 채집하였다(Fig. 3.3.2.3.3.1). 수중
제거 시나리오 2(끌 제거 방법)의 경우 다이버가 선체의 트러스트, 프로펠러 구
역에서 직접 끌을 이용하여 부착 대형무척추동물을 제거하여 수중에서 채집하였
다. 수중시나리오에서 채집된 생물은 이동형 수조에 넣은 후, 공기를 공급한 상
태로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실험실에서 250 ㎛ 체를 통하여 종을 선별한 뒤, 종 
조성 및 개체수를 분석하였다. 선체 표면의 대형무척추동물의 부착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Floerl et al. (2005)가 제안한 선체부착지수(biofouling index, Level 
of fouling 0-5 단계)를 이용하였다. 선체부착지수는 선체 수중제거 전과 후의 
단위 면적(30 × 30 ㎝)에서 부착한 대형무척추동물의 부착 정도로 계산하였다
(Table 3.3.2.3.3.1). 0단계는 단위면적에 부착생물 및 생물막이 보이지 않는 깨
끗한 상태에 해당된다. 1단계는 단위면적의 부분 또는 전체에 생물막이 보이나, 
부착생물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 해당된다. 2단계는 단위면적 전체에 생물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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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있고, 1종의 부착생물에 의한 1-2개의 패치가 나타나는 상태에 해당된
다. 단위면적의 1-5% 사이에 부착생물이 출현하는 경우이다. 3단계는 단위면적 
전체에 생물막이 형성되어 있고, 1종 이상의 부착생물이 나타나고, 단위면적의 
6-15% 사이의 부착생물이 덮여있는 생태에 해당된다. 4단계: 단위면적 전체에 
생물막이 형성되어 있고, 1종 이상의 부착생물이 나타나고, 단위면적의 16-40% 
사이의 부착생물이 덮여있는 상태에 해당된다. 5단계: 다양한 종류의 부착생물이 
나타나고, 단위면적의 41-100% 사이의 부착생물이 덮여있는 상태에 해당된다.

Fig. 3.3.2.3.3.1 Diagram about sampling of discharged effluents during in-water cleaning. 

Level of 

fouling 

(LOF)

Description
Visual estimate of 

fouling cover

0
No visible fouling. Hull entirely clean, no biofilm
on visible submerged parts of the hull

Nil

1
Slime fouling only. Submerged hull areas partially
or entirely covered in biofilm, but absence of any macrofouling

Nil

2
Light fouling. Hull covered in biofilm and 1–2
very small patches of macrofouling (only one taxon)

1-5% of visible 
submerged surfaces

3
Considerable fouling. Presence of biofilm, and
macrofouling still patchy but clearly visible
and comprised of either one single or several different taxa

Macrofouling 
clearly visible (>1 

species)
6-15% of visible 

submerged surfaces

4
Extensive fouling. Presence of biofilm and abundant
fouling assemblages consisting of more than one taxon

16-40% of visible 
submerged surfaces

5
Very heavy fouling. Diverse assemblages covering
most of visible hull surfaces

41-100% of visible 
submerged surfaces

Table 3.3.2.3.3.1 Biofouling index of macroinvertebrates attached on vessel (by Floerl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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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3.2. Biofouling index of macroinvertebrates attached on vessel

 (by Floerl et al 2005).

(나)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후 생존위해성 평가

  2개의 수중 제거 시나리오(브러시, 끌 제거 방법)로 제거된 선체 부착 대형무
척추동물 중 생존한 개체를 대상으로 생존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현미경으로 
생사판별 후, 각 분류군 별 개체수를 계수한 뒤, 죽은 개체는 에탄올 고정하였고, 
생존한 개체는 밀폐 여과수조(9리터 크기)에 배양하였다(Fig. 3.3.2.3.3.3). 수조
에 배양 중인 생물은 매일 일정 시간에 수조에 배양한 생물들을 샬레로 이동시킨 
후, 15분을 대기하였다. 15분이 경과된 이후 현미경으로 움직임을 관찰하여 생
사를 판별하였다. 따개비와 석회관갯지렁이류의 경우 부속지인 만각과 아가미의 
움직임을 확인하였으며, 굴은 패각의 움직임, 편형동물은 이동성을 확인하여 생
사를 판별하였다(Fig. 3.3.2.3.3.4).

Fig. 3.3.2.3.3.3. Regrowth test of biological particles obtained from effluents during

in-water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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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3.4. Viability test of macroinvertebrates from effluents discharged during

in-water cleaning.

라. 수중제거 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

(1)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절차

  선박 선체에 대한 수중제거는 생물 확산 및 수생 환경으로의 화학 물질 방출을 
수반하므로, 생물학적 위해성평가와 화학적 위해성평가를 별개로 수행한 후 이 둘
의 평가를 종합하여 수중제거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생물학적 위해성평가를 위해 
수중제거 시 생물학적 위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선정한 후 이를 기반
으로 수중제거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두 번째로, 작성된 수중제거 시나리오에 
각각에 대해  IMEA(Infection Modes and Effects Analysis, 감염유형 및 영향
분석)를 실시한다. IMEA는 수중제거 과정에서 생물유입을 유발하는 요소를 선정
한 후 각각의 수중제거 시나리오에 대해 개별요소에 점수(1-10점)를 부여하고, 
개별요소들의 점수를 곱하여 RPN(Risk Priority Number, 위해성 순위)를 산정
한다. RPN이 높을수록 생물학적 위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화학적 위해성평가는 수중제거 과정에서 발생되어 배출되는 Copper(Cu) 농도
로 결정하였다. Cu는 대부분의 선박방오도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생물 독성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다. Cu 농도를 이용한 평가는 IMO에서 제안하는 
MAMPEC(Marine Antifoulant Model to Predict Environmental 
Concentrations) 모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화학적 위해성 관점의 수중제거 수용
여부를 평가하였다. MAMPEC 프로그램을 구동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PEC(Predict Environmental Concentration, 예측환경농도) 값이 산정되고, 
PEC 값에 문헌을 통해 산출한 toxicity values와 assessment factor를 반영한 
PNEC(Predict No Effect Concentration, 예측무영향농도) 값을 산출한다. 최종
적으로 PEC/PNEC 비의 값이 1 이상이면 화학적 위해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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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수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R/V 이어도호가 감천항 내에서 water-jet 방식으로 선체부
착생물 수중제거를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를 수
행했으며,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가능 여부를 결정하였다.

3.3.3. 결과

가. 선박방오처리(AFS) 활성물질 평가기술개발

(1) AFS 활성물질 표적분석기술 정립

(가) 선박선체 부착파생물 시료채취법 정립

  선박선체 부착물 청소 시 발생하는 고농도의 복합파생물 시료채취를 위한 방법
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시료 채취 및 분석관련 지침을 참조하고 실제 
선박선체 청소 시료 채취 실험 및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선체부착파생물 시료 채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시료의 
대표성 및 일관성, 항상성 유지, 시료에 대한 사전정보의 확보, 보호장구의 착용, 
시료채취 도구 및 용기의 선정, 시료채취 용기의 세척, 시료의 오염방지, 비교시
료의 확보, 시료의 종류, 육상 청소 중 시료채취, 수중 제거 중 시료채취, 시료의 
보관 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이 내용을 ‘선박 선저 청소 시 배출되는 복합파생
물 내 활성물질 분석을 위한 지침서’에 포함하여 발간하였다(Fig. 3.3.3.1.1.1).

Fig. 3.3.3.1.1.1. Contents of the guidelines on sampling of hull cleaning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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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1.1. Continued.

(나) 선박선체 부착파생물 시료분석법 정립

  선체부착물 제거 시 발생하는 고농도의 복합파생물 내 활성물질 분석법을 정립
하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분석관련 지침서를 검토하고, 전처리 및 분석기법 개발 
결과, 실제 선박선체 청소 시료 채취 및 분석경험을 바탕으로 부착파생물 내 활
성물질 분석 표준화를 위한 시험기준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박 선
저 청소 시 배출되는 복합파생물 내 활성물질 분석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였
다(Fig. 3.3.3.1.1.2).
  본 지침서는, 선박의 방오도료 또는 선체에 부착된 오손생물을 육상 또는 수중
에서 제거할 때 발생하는 복합파생물 또는 세척폐수 내 잔존하는 활성물질을 측
정함에 있어 측정결과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높이고 분석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관련 시료의 채취 및 분석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을 두고 작성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이드라인(Revised guidance on best management 
practices for removal of anti-fouling coatings from ships, including TBT 
hull paints (AFS.3/Circ.3/Rev.1 13 June 2016))에서 제시하는 기본 원칙을 
준용하였고, 환경부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5호, 
2018.12.21. 일부개정)과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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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호, 2018.12.7. 일부개정),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
수산부고시 제2018-143호, 2018.12.5. 전부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선체 청소 시 발생하는 고농도의 복합파생물 분석을 위하여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 전처리, 분석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크게 선박부착생물 관리
에 대한 국내외 동향, 선체 청소에 따른 환경위해요인, 육상 및 수중에서의 부착
생물 제거, 부착파생물의 배출 및 처리를 포함하는 서론과, 시료채취 시 고려사
항,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 전처리 방법, 정도보증 및 관리, 그리고 유기살생물
제 및 금속류 활성물질의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Fig. 3.3.3.1.1.2. Main contents of the guideline for the analysis of active substances in hull 

cleaning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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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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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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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FS 활성물질 표적분석기술 확대 정립

  분석지침서에 포함된 유기계 활성물질(zinc pyrithione, copper pyrithione, 
DCOIT, triazine 화합물, DCMU) 외에 국제적인 활성물질 사용 동향 및 규제를 
바탕으로 대상 활성물질을 추가 선정하였다. 유럽연합의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2018.06.08. 기준), 일본의 Japan Paint Manufacturers 
Association (2018.03.20.) 리스트, 뉴질랜드의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2013 reassessment)에서 관리 중인 상기 외 추가 활성
물질 15종 중 표준물질 확보가 가능한 8개 물질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상 유기계 활성물질의 질량분석에 필요한 질량스펙트럼을 분석하고 질량분석
기 최적화 상수를 산출하였다. Multiple reaction monitoring(MRM) 방식으로 
Q1과 Q3 스캔을 통해 분자이온(parent ion)과 조각이온(fragment ion)의 스펙
트럼을 파악하였으며, 질량분석조건 최적화를 위한 Declustering Potential(DP), 
Entrance Potential(EP), Collision Energy Potential(CEP), Collision 
Energy(CE), Collision Cell Exit Potential(CXP)을 결정하였다(Fig. 
3.3.3.1.1.3; Table 3.3.3.1.1.1). 대상 활성물질의 질량스펙트럼을 바탕으로 Q1, 
Q3 이온을 확정하고 최적화된 질량분석 조건 하에서 대상 활성물질 혼합물의 액
체크로마토그래피 상 검출 조건을 최적화 하였다(Table 3.3.3.1.1.2). 
Dichlofluanid, octhilinone, TCPM, thiram, tolylfluanid, ziram은 positive 
ionization으로, chlorothalonil, TCMS pyridine은 negative ionization으로 이
온화하여 각 화합물을 90% methanol elution 조건(Fig. 3.3.3.1.1.4)과 
gradient elution 조건(Fig. 3.3.3.1.1.5)에서 분리 검출하였으며, 각 조건에서 
정량분석을 위한 검정선을 작성하였다(Fig. 3.3.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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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Q1 Q3

Chlorothalonil

Davicil

TCPM

Dichlofluanid

Thiram

Tolylfluanid

Ziram

Octhilinione

Fig. 3.3.3.1.1.3. Q1 and Q3 ion mass spectrum of target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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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Mass Q1 Q3 DP EP CEP CE CXP

Chlorothalonil 265.91 265.3 96.9 -55 -3 -14 -40 -2

Davicil

(TCMS pyridine; 2,3,5,6-tetrachloro- 

4-(methylsulfonyl)pyridine)

294.97 293.381 96.9 -60 -3.5 -16 -42 -2

Dichlofluanid 333.22 333.326 123 46 5 16 35 4

Octhilinone

(2-n-Octyl-4-isothiazolin-3-one)
213.34 214.32 102 41 7.5 12 19 4

TCPM

(N-(2,4,6-Trichlorophenyl)maleimide)
276.5 276.184 213 71 7 14 33 4

Thiram 240.44 241.154 88.1 21 4.5 12 23 4

Tolylfluanid 347.244 347.364 137.2 26 10.5 14 33 4

Ziram

(Zinc Dimethyldithiocarbamate)
305.796 305.208 88 31 5.5 14 27 4

Table 3.3.3.1.1.1. Q1 and Q3 ions and optimized mass analysis conditions 

for target active substances.

Source parameters

(dichlofluanid, octhilinone, TCPM, Thiram, 
tolylfluanid, Ziram)

(chlorothalonil, TCMS pyridine)

Mode Electrospray Ionization (ESI)
Ionization Positive Ionization
Curtain Gas (CUR)          20
IonSpray Voltage (IS) 5500
Temperature (TEM)         450
Ion Source Gas 1 (GS1) 50
Ion Source Gas 2 (GS2) 60
Interface Heater (ihe) ON

Mode Electrospray Ionization (ESI)
Ionization Negative Ionization
Curtain Gas (CUR)          10
IonSpray Voltage (IS) -4500
Temperature (TEM)         450
Ion Source Gas 1 (GS1) 12
Ion Source Gas 2 (GS2) 0
Interface Heater (ihe) ON

LC conditions

(dichlofluanid, octhilinone, TCPM, Thiram, 
tolylfluanid, Ziram)

(chlorothalonil, TCMS pyridine)

Column: betasil, C18 50×2.0 mm, 5 μm

LC flow:

total time flow rate A B
5(cond.) 450 70 30

2 450 5 95
8 450 5 95

8.1 450 0 100
10 450 0 100
11 450 70 30

A Water (0.1% trifluoroacetic acid)
B MeOH (0.1% formic acid + 2mM 

ammonum acetate)

Column: betasil, C18 50×2.0 mm, 5 μm

LC flow:

total time flow rate A B
5 200 100 0

15 200 0 100
20 200 0 100

20.10 200 100 0

A Water (0.1% trifluoroacetic acid)
B MeOH (0.1% formic acid + 2mM 

Ammonum acetate)

Table 3.3.3.1.1.2. Liquid chromatographic separation and analysis conditions 

for target active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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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M

XIC of +MRM (17 pairs): 276.184/213.000 Da  from Sample 4 (TCPM 50ppb) of Data20190807_New Standard Calibration.wiff (... Max. 1550.0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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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lofluanid

XIC of +MRM (17 pairs): 333.326/123.000 Da  from Sample 20 (Dichlofluanid 50ppb) of Data20190807_New Standard Calibratio... Max. 1450.0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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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am

XIC of +MRM (17 pairs): 241.154/88.100 Da  from Sample 36 (Thiram 50ppb) of Data20190807_New Standard Calibration.wiff (T... Max. 3.7e4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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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ylfluanid

XIC of +MRM (17 pairs): 347.364/137.200 Da  from Sample 44 (Tolylfluanid 50ppb) of Data20190807_New Standard Calibration... Max. 2410.0 cps.

1.0 2.0 3.0 4.0 5.0 6.0 7.0 8.0 9.0Time, min0100200300400500600700800900100011001200130014001500160017001800190020002100220023002400

In
te

n
s

ity
, c

p
s

0.43

Ziram

XIC of +MRM (17 pairs): 305.208/88.000 Da  from Sample 52 (Ziram 50ppb) of Data20190807_New Standard Calibration.wiff (T... Max. 1930.0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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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hilinione

XIC of +MRM (17 pairs): 214.320/102.000 Da  from Sample 60 (Octhilinone 50ppb) of Data20190807_New Standard Calibration.... Max. 7.6e4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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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1.4. Q1 and Q3 ion chromatograms of target active substances 

(under 90% methanol e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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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othalonil

XIC of -MRM (3 pairs): 265.300/96.900 Da  from Sample 11 (Chlorothalonil 50ppb) of Data20191023_Chlorothalonil & Davicil St... Max. 1420.0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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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cil

XIC of -MRM (3 pairs): 293.381/96.900 Da  from Sample 19 (Davicil 50ppb) of Data20191023_Chlorothalonil & Davicil Std Cal.w... Max. 1460.0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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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M

XIC of +MRM (17 pairs): 276.184/213.000 Da  from Sample 4 (TCPM 50ppb) of Data20190808_New Standard Calibration (Gradi... Max. 840.0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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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lofluanid

XIC of +MRM (17 pairs): 333.326/123.000 Da  from Sample 20 (Dichlofluanid 50ppb) of Data20190808_New Standard Calibratio... Max. 1020.0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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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am

XIC of +MRM (17 pairs): 241.154/88.100 Da  from Sample 36 (Thiram 50ppb) of Data20190808_New Standard Calibration (Gradi... Max. 2.2e4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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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ylfluanid

XIC of +MRM (17 pairs): 347.364/137.200 Da  from Sample 44 (Tolylfluanid 50ppb) of Data20190808_New Standard Calibration... Max. 3100.0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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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hilinione

XIC of +MRM (17 pairs): 214.320/102.000 Da  from Sample 60 (Octhilinone 50ppb) of Data20190808_New Standard Calibration (... Max. 4.7e4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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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1.5. Q1 and Q3 ion chromatograms of target active substances (under gradien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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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1.6. Calibration curves of target compounds for the liquid chromatography 

/ mass 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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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체부착물 수중제거 배출수 시험적용

  글로벌급 선박인 이사부호, 대양급 선박인 온누리호, 지역해급 선박인 이어도호
에 대해 다이버를 활용하여 선체부착물 수중제거를 실시하고(Fig. 3.3.3.1.2.1), 
이 때 발생하는 배출수 시료를 채취한 후, 배출수 내 부유물질, 금속류, 유기계 활
성물질의 잔존 특성을 분석하였다.
  배출수 내 총부유물질 농도는 95.3 ㎎/L에서 251 ㎎/L로 평균 157 ㎎/L로서 청정
지역 배출기준인 40 ㎎/L(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비해 최대 6.3배 높았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인 10 ㎎/L 대비 최대 25배 높은 수준이었다(Fig. 
3.3.3.1.2.2). 각 선박의 전체면적, 청소면적, 총배출수 부피를 바탕으로 계산된 수중
제거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부유물질의 총량은 2.1 kg 에서 145 kg의 범위였다.
  수중제거 작업 중 배출되는 페인트 입자의 크기별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입자크기 구간별로 입자를 분리 채취하였다. 대부분의 입자는 8 ㎛에서 20 ㎛ 구
간에 분포하였으며 전체 입자량의 53.8%에서 60.9%를 차지하였다. 또한 입자량 
누적분포를 통해 8 ㎛ 크기로 배출수를 처리할 경우 75.6%에서 93.7%에 해당하
는 대부분의 입자를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3.3.3.1.2.3).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수중제거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파생물의 환경 배출기준 결정을 위
한 필수 자료이다.

Fig. 3.3.3.1.2.1. Photos of in-water hull cleaning by divers (left) and collection of wastewater 

through a brush-tube system during the cleaning of the hull surface within a quadra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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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2.2. Total suspended solid concentrations in the wastewaters (left) and estimated total 

emissions of solids during the cleaning of ship hull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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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2.3. Particle size distributions in the hull cleaning wastewater (upper: relative 

distributions, lower: cumulative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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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수 내 용존금속 중 구리(63.6 ㎍/L에서 208 ㎍/L), 아연(221 ㎍/L에서 
3,820 ㎍/L)이 가장 높은 농도 분포를 보였으며(Fig. 3.3.3.1.2.4), 아연의 경우
에는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대비 최대 3.8배를 초과하였다. 
배출되는 용존금속의 농도를 ECOTOX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독성시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구리의 농도는 생태계 내 17%에서 46%의 생물종에 치사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수준이며, 아연은 6.1%에서 60%의 생물종에 치사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수준이었다(Fig. 3.3.3.1.2.5). 배출수에 다량 함유된 입자를 통해 배출되는 입
자성 금속을 포함한 총 금속의 농도는, 총 구리의 경우 556 ㎍/L에서 8,250 ㎍
/L, 아연은 1,490 ㎍/L에서 5,710 ㎍/L로서 용존상에 비해 입자상의 형태로 매
우 많은 양의 금속이 배출되었다(Fig. 3.3.3.1.2.4). 또한 입자상에는 철이 고농도
로 함유되어 있었다. 용존상만으로도 해양생태계에 상당히 높은 독성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 입자상으로부터 금속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으로 추가 유출될 수 있음
을 고려할 때, 배출수 내 입자의 제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중제거에 따른 활성물질 배출의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선박 단위면적당 금속
류의 release rate는 이어도호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용존 구리는 2.84 ㎍/cm2, 
용존 아연은 13.4 ㎍/cm2이었으며, 입자성 금속을 포함한 총 구리는 115 ㎍/cm2, 
총 아연은 79.6 ㎍/cm2으로 매우 높게 산출되었다. 
  유기계 활성물질의 경우, 배출수에서 zinc pyrithione, copper pyrithione, 
diuron(DCMU)이 모든 배의 세척수에서 검출되었으며, Sea-Nine(DCOIT)과 
Irgarol은 모든 경우에서 불검출되었다(Fig. 3.3.3.1.2.6). 검출된 zinc 
pyrithione과 copper pyrithione 농도는 각각 0.78 ㎍/L에서 30.7 ㎍/L, 0.24 
㎍/L에서 9.89 ㎍/L의 범위를 보였다. Zinc pyrithione과 copper pyrithione은 
ECOTOX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전체 독성시험생물종의 각각 약 6%에서 21%, 
6%에서 20%의 생물종에 치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도 수준이었다(Fig. 
3.3.3.1.2.7). 이를 통해 선체부착물 수중제거 시 발생하는 배출수에 의해 수중제
거 인접해역 서식 해양생물 및 서식처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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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2.4. Dissolved (upper) and particulate (lower) metal concentrations in the in-water 

cleaning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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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in the in-water cleaning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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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2.6. Distribution of organic active substances in the wastewater 

from the in-water clea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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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2.7. Species sensitivity distributions of organic active substances and comparison 

with the concentrations in the in-water cleaning wastewater.

나. 국제시험종/연안종 독성영향평가

(1) 넙치배아

(가) 형태발생독성평가

① 이어도호 수중제거파생물 노출구

  이어도호 수중제거파생물 (WBC)과 0.45 ㎛ filter로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
(FBC)에 48시간 노출된 넙치의 사망률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Fig. 
3.3.3.2.1.1). 모든 실험구에서 5-9% 이내로 나타나며 대조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 시작으로부터 48시간 경과 후 각 실험구의 넙치 embryo에서 형태 
기형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3.3.3.2.1.2). 기형발생률은 심장부종, 
척추만곡 발생이 수중제거파생물과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 200배 희석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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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심장부종 17 ± 12%, 15 ± 8%, 척추만곡 20 ± 10%, 22 ± 6%로 대
조구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꼬리지느러미 기형률은 200배 희석구간에서 
12 ± 9%, 6 ± 2%로 나타났으며 모든 농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3.3.3.2.1.3).

Fig. 3.3.3.2.1.1. Frequency percentage of mortality in 

embryonic flounder. 

R/V Eardo control - 1Negative Control

R/V Eardo Whole brush cleaning - 3

R/V Eardo Whole brush cleaning - 2

R/V Eardo Whole brush cleaning - 1

R/V Eardo Whole brush cleaning - 4

R/V Eardo Filter brush cleaning - 2

R/V Eardo Filter brush cleaning - 1

R/V Eardo Filter brush cleaning - 3

R/V Eardo Filter brush cleaning - 4

Fig. 3.3.3.2.1.2. Morphogenesis defects of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brush cleaning wastewater in R/V Ea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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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1.3. Frequency percentage of malformation in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brush 

cleaning wastewater in R/V Eardo.

② 이사부호 수중제거파생물 노출 넙치배아의 사망률 및 기형발생

  이어도호 수중제거파생물 (WBC)과 0.45 ㎛ filter로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 
(FBC)에 48시간 노출된 넙치의 사망률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Fig. 
3.3.3.2.1.4). 이사부호 수중제거파생물과 0.45 ㎛ 필터로 페인트 입자를 제거한 
수중제거파생물에 48시간 노출시킨 실험구 모두 4-7% 이내로 대조구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실험 시작으로부터 48시간 경과 후 각 실험구의 넙치 embryo
에서 형태 기형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3.3.3.2.1.5). 기형발생 빈도
를 확인한 결과 심장부종은 50배 희석구간에서 각각 51 ± 12%, 42 ± 19%, 
척추만곡은 50배 희석구간에서 각각 44 ± 12%, 34 ± 12%로 대조구와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꼬리지느러미 기형 빈도는 50배 희석구간에서 14 ± 
2%, 15 ± 8%로 대조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3.3.3.2.1.6).

Fig. 3.3.3.2.1.4. Frequency percentage of mortality in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brush cleaning wastewater in R/V IS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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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 Isabu Whole brush cleaning - 3

R/V Isabu Whole brush cleaning - 2

R/V Isabu Whole brush cleaning - 1

Negative Control

R/V Isabu Whole brush cleaning - 4

R/V Isabu Filter brush cleaning - 2

R/V Isabu Filter brush cleaning - 1

R/V Isabu Filter brush cleaning - 3

R/V Isabu Filter brush cleaning - 4

Fig. 3.3.3.2.1.5. Morphogenesis defects of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brush cleaning wastewater in R/V ISABU.

Fig. 3.3.3.2.1.6. Frequency percentage of malformation in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brush 

cleaning wastewater in R/V ISABU

(나) 형태 발생관련 유전자의 정량

① 이어도호 수중제거파생물 12시간 노출 넙치배아 기형관련 유전자 RT-qPCR 결과

  심장형성 관련 유전자 nkx2.5는 이어도호 수중제거파생물(WBC) 1000배, 
200배 농도에서 대조구와 비교하여 각각 0.3 ± 0.1배, 0.21배로 발현이 감소하
였으며 여과한 수중제거 파생물은 1,000배, 100배, 10배 희석농도에서 각각 
0.1배, 0.48 ± 0.1배, 0.48 ± 0.1배로 발현이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SOX6
의 경우 이어도호 수중제거파생물 100배, 50배 희석농도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발현량이 2.5 ± 0.1배, 1.9 ± 0.3배 증가하였고,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은 
200배, 100배, 50배 희석농도에서 각각 4 ± 0.4배, 3.2 ± 0.6배, 2.2 ± 0.4
배 증가하였다. robo1은 수중제거파생물과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 1,000배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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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증가하였으나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 200배 희석농도에서만 5.2 ± 0.3배로 증가하
여 대조구와의 차이를 나타냈다. 골격형성관련 유전자 bmp4는 모든 실험구에서 
대조구와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꼬리지느러미 기형 유전자 
plod2는 모든 실험구에서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furin은 대조구
보다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wnta 3a
는 수중제거파생물 100배 희석농도에서 3.1 ± 1.7배로 대조구보다 발현이 증가
하였고,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 200배, 100배 농도에서 3.3 ± 0.6배, 3.5 ± 
0.3배로 증가하여 대조구와의 차이를 보였다. 종양관련 유전자 tp73은 수중제거
파생물과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 1,000배 농도에서 발현이 감소하였으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조구와 발현량이 비슷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Fig. 3.3.3.2.1.7).

② 이사부호 수중제거파생물 12시간 노출 넙치배아 기형관련 유전자 RT-qPCR 결과

  심장발달 관여 유전자 nkx2.5는 이사부호 수중제거파생물 1,000배, 200배 희
석구간에서 0.3 ±  0.1배, 0.2배로 발현이 감소하였고, 여과된 수중제거파생물 
또한 1,000배, 200배, 50배 희석구간에서 각각 0.3 ± 0.1배, 0.2배, 0.6 ± 
0.1배로 발현이 감소하였다. SOX6는 모든 희석구간에서 대조구보다 발현이 낮
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으며, robo1은 모든 실험구에서 
대조구보다 발현이 증가하였지만 유의마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골격형성 유전
자 bmp4는 수중제거파생물 50배 희석구간에서 대조구보다 발현량이 5.1 ± 0.4 
배 증가하였고,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은 100배 희석구간에서 7.9 배 증가하여 
대조구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꼬리지느러미 기형관련 유전자 plod2는 모
든 실험구에서 대조구보다 발현량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수중제거파생물 100배, 
50배 희석구간에서 2.8 ± 0.4배, 2.2 ± 0.4배로 발현이 증가하여 대조구와의 
차이를 나타냈다. furin은 수중제거파생물 50배 희석구간에서 3.8 ± 0.7배로 발
현이 증가하였고,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 1,000배, 50배 농도에서 각각 3.5 ± 
0.6배, 3.8 ± 1.0배 증가하여 대조구와의 차이를 나타냈다. wnt3a는 수중제거
파생물 100배 희석구간에서 3.9 ± 0.4배,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 1000배, 100
배, 50배 희석구간에서 4.6 ± 0.6배, 5.0 ± 0.3배, 3.5 ± 0.6배로 발현이 증
가하며 대조구와 차이를 나타냈다. tp73은 대조구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수중제거파생물과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 처리구 모두 1,000배, 200배 
농도에서는 발현이 감소하였고, 100배, 50배 농도에서는 발현이 증가하였다 
(Fig 3.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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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3.2.1.7. (a) qPCR results in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whole brush cleaning 

wastewater and filtered brush cleaning wastewater from R/V Eardo (b) The heat map of gene 

expression variation in the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whole brush cleaning wastewater 

and filtered brush cleaning wastewater from R/V Ea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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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3.2.1.8. (a) qPCR results in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whole brush cleaning 

wastewater and filtered brush cleaning wastewater from R/V ISABU (b) The heat map of gene 

expression variation in the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whole brush cleaning wastewater and 

filtered brush cleaning wastewater from R/V IS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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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사체 분석

① RNA-seq analysis

  이어도호 대조군의 경우 전체 대조군의 경우 전체 60,150,250 reads를 읽었
고, 그 중 95.4%인 57,412,264의 clean reads를 얻었다. 이어도호 수중제거파
생물에 노출된 시료의 경우 전체 54,544,742의 reads를 읽었으며, 그 중 
95.2%인 51,911,682의 clean reads를 얻었다.  이사부호 대조군의 경우 
56,227,388의 reads를 읽었고, 그 중 95.3%인 53,597,088의 clean reads를 
얻었다. 이사부호 수중제거파생물에 노출된 시료의 경우 전체 58,221,294의 
reads를 얻었으며, 그 중 95.2%인 55,418,282의 clean reads를 얻었다 
(Table 3.3.3.2.1.1).

② DEG analysis

  이어도호 수중제거파생물에서 Up-regulated DEG는 378개이며, 
Down-regulated DEG는 163개이다. 이사부호 수중제거파생물에서 
Up-regulated DEG는 396개이고, Down-regulated DEG는 109개이다 (Fig. 
3.3.3.2.1.9). 이어도호 수중제거파생물에 노출된 넙치배아의 경우 근육의 움직
임, 이온 수송 채널 등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3.3.3.2.1.2), 이와 반대로 심장 수축, 활성산소종 대사, 단백질 합성 관
련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Table 3.3.3.2.1.3). 이사부호 수중제거파생물
에 노출된 넙치배아의 경우 신경미세섬유, 근섬유, 안면 및 눈, 연골 발달과 관련
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Table 3.3.3.2.1.4), SNARE 연계 막수송, 
면역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Table 3.3.3.2.1.5).

Eardo
Control

Eardo
Whole
brush 

cleaning

ISABU
Control

ISABU
Whole
brush 

cleaning
Number of 

reads
60,150,250 54,544,742 56,227,388 58,221,294

Number of 

clean reads

57,412,264

(95.4%)

51,911,682

(95.2%)

53,597,088

 (95.3%)

55,418,282

 (95.2%)
Number of 

mapped reads

49,914,573

 (86.9%)

45,125,432

 (86.9%)

46,605,609

 (87.0%)

48,153,206

 (86.9%)

Table 3.3.3.2.1.1. RNA-seq transcript assembly information in flounder embryos exposed to 

whole brush cleaning wastewater and filtered brush cleaning wastewater 

from  R/V Eardo and R/V IS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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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2.9. Identification of differential expressed genes (DEGs) between 

embryos of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whole brush cleaning wastewater 

and filtered brush cleaning wastewater from R/V Eardo and R/V ISABU.

Table 3.3.3.2.1.2. Function of top 10 up-regulated DEGs in flounder embryos exposed to whole 

brush cleaning wastewater and filtered brush cleaning wastewater from R/V Ea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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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2.1.3. Function of top 10 down-regulated DEGs in flounder embryos exposed to 

whole brush cleaning wastewater and filtered brush cleaning wastewater from R/V Eardo. 

Table 3.3.3.2.1.4. Function of top 10 up-regulated DEGs in flounder embryos exposed to whole 

brush cleaning wastewater and filtered brush cleaning wastewater from R/V IS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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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2.1.5. Function of top 10 down-regulated DEGs in flounder embryos exposed to 

whole brush cleaning wastewater and filtered brush cleaning wastewater from R/V ISABU. 

(라) 넙치배아의 Tralopyril(Econea) 독성영향평가

① 넙치배아 Tralopyril 노출 48시간 사망률 확인

  Tralopyril 노출 48시간 이후 넙치배아의 사망률을 확인한 결과 10 µg/L 노출
구에서 27 ± 2 %의 사망률을 나타냈으며, 100 ㎍/L, 1,000 ㎍/L 노출구에서는 
모든 embryo가 사망하였다 (Fig. 3.3.3.2.1.10). Tralopyril에 대한 넙치 embryo의 
LC50 값은 24.4 ㎍/L로 계산되었으며 NOEC 값은 0.001 ㎍/L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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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1.10. Frequency percentage of mortality in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Tralopyril.

(2) 곤쟁이, 단각류

(가) 곤쟁이 수중제거파생물 및 Tralopyril(Econea)독성평가

  각 시험물질에 대한 음성 대조군으로에 노출된 곤쟁이의 사망은 관찰할 수 없
었으며, 시험 결과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생태독성 파라미터를 산출하였다 
(Table 3.3.3.2.2.1). 곤쟁이에 대한 수중제거파생물 (WBC)과 필터 수중제거파
생물 (FBC)의 반수 치사농도(LC50)는 이사부호의 경우 0.254%와 2.34% 였고, 
이어도호는 0.76 %와 9.26 %로 매우 낮은 독성 영향을 보였다. 곤쟁이류의 
tralopyril에 대한 LC50값은 0.0017 ㎎/L였고, NOEC값은 0.0010 ㎎/L로 산출되
었다 (Fig. 3.3.3.2.2.3). 0.45µm의 여과 전과 후의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에서 생존율이 증가하여 독성이 감소했음을 의미하였다 (Fig. 
3.3.3.2.2.4).

(나) 단각류 수중제거파생물 및 Tralopyril 독성평가

  각 시험물질에 대한 음성 대조군으로에 노출된 단각류의 사망은 관찰할 수 없
었으며, 시험 결과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생태독성 파라미터를 산출하였다 
(Table 3.3.3.2.2.1). 단각류에 대한 수중제거파생물과 필터 수중제거파생물의 반
수 치사농도(LC50)는 이사부호 0.630%와 7.41% 였고, 이어도호는 1.60%와 
28.8%로 매우 낮은 독성 영향을 보였다. 단각류에 대한 tralopyril의 LC50값은 
0.0017㎎/L였고, NOEC값은 0.001 ㎎/L로 산출되었으며 (Fig. 3.3.3.2.2.3), 0.45 
㎛로 여과 전과 후의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여과 후의 생존율이 높아진 결과를 
확인했고, 여과 후 독성이 감소했음을 의미하였다 (Fig. 3.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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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Materials LC50 NOEC LOEC

95% CL

Lower 

limit

Upper 

limit

Amphipoda Tralopyril
0.0027

(㎎/L)

0.002

(㎎/L)

0.004

(㎎/L)

0.0017

(㎎/L)

0.0043

(㎎/L)

Mysids Tralopyril
0.0017

(㎎/L)

0.001

(㎎/L)

0.002

(㎎/L)

0.0012

(㎎/L)

0.0025

(㎎/L)

Mysids

WBC
(RV/Eardo)

0.762% 0.635% 0.313% 0.487% 1.19%

FBC
(RV/Eardo)

9.26% 10.00% 5.00% 6.00% 14.3%

Amphipoda

WBC
(RV/Eardo)

1.60% 0.625% 1.25% 1.14% 2.25%

FBC
(RV/Eardo)

28.8% 10.0% 20.0% 21.5% 38.4%

Mysids

WBC
(RV/Isabu)

0.254% 0.125% 0.250% 0.164% 0.392%

FBC
(RV/Isabu)

2.34% 1.25% 2.50% 1.37% 4.01%

Amphipoda

WBC
(RV/Isabu)

0.630% 0.25% 0.50% 0.444% 0.895%

FBC
(RV/Isabu)

7.41% 2.50% 5.00% 4.50% 12.2%

Table 3.3.3.2.2.1. Acute toxic parameter of amphipoda (Monocorophium uenoi) and mysids 

(Neomysis awatschensis) exposed to whole brush cleaning wastewater and filtered brush 

cleaning wastewater from R/V Eardo and IS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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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2.1. Percentage of mortality in mysids (Neomysis awatschensis) exposed to whole 

brush cleaning wastewater and filtered brush cleaning wastewater from R/V Erodo and 

ISABU. I ISABU: Whole brush wastewater, F ISABU: Filtered whole brush wastewater, W 

Eardo: Whole brush wastewater, F Eardo: Filtered brush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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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2.2 Toxic sensitivity in mysids (Neomysis awatschensis) exposed to 

WBC and 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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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2.3. Percentage of mortality in amphipoda (Monocorophium uenoi) 

exposed to whole brush cleaning wastewater and filtered brush cleaning 

wastewater from R/V Eardo and ISABU. I ISABU: Whole brush wastewater, F 

ISABU: Filtered whole brush wastewater, W Eardo: Whole brush wastewater, F 

Eardo: Filtered brush wastewater.

Fig. 3.3.3.2.2.4 Toxic sensitivity in amphipoda (Monocorophium uenoi) exposed 

to WBC and 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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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각류

(가) AFS 활성물질

  AFS 활성물질 Econea의 6개 농도구배에 대한 요각류 Paracalanus parvus 
s.l.의 난(eggs)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한 결과, 0.001-0.1 ㎍ L-1 농도
에서는 95% 이상의 부화율을 보여 대조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1 ㎍ L-1 농도
에서 57% 부화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10 ㎍ L-1 이상 농도에서
는 부화되는 난이 없었다 (Fig. 3.3.3.2.3.1). AFS 활성물질 Econea 
(Tralopyril)는 0.1 ㎍ L-1 이상의 농도에서 P. parvus s.l.의 난 부화율을 저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3.3.2.3.1. The effects of copepod hatching rate 

on AFS active substance (Econea, Tralopyril)

(나) Diver brush cleaning wastewater

  모든 연구선 청소파생물 원수 (Whole water) 10 이상의 희석비 (10, 5, 1)
에서 요각류 Paracalanus parvus s.l.의 부화율이 10,000배와 1,000배 희석수
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Fig. 3.3.3.2.3.2). 모든 연구선의 파생물 
원수 즉, 희석비 1에서는 요각류의 부화율이 0%를 보여 강한 독성 영향을 나타
냈다. 전반적인 연구선들의 파생물 독성정도는 이사부호>이어도호>온누리호 순으
로 나타났다. 파생물 원수 필터수 (Filtered whole water) 10 이상의 희석비 
(10, 5, 1)에서 요각류의 부화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파생물 원수와 동일한 양상
을 보였다 (Fig. 3.3.3.2.3.2). 연구선들의 전반적인 독성정도는 이어도호>이사부
호>온누리호 순으로 파생물 원수와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파생물 희석비에 
따른 요각류 부화율은 원수와 필터수 간에 유사한 변동양상을 보여 용존성 물질
에 의한 독성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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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3.2. The effects of copepod hatching rate on in-water cleaning wastewater of 

KIOST research vessels.

(4) 둥근성게

(가) 수중제거파생물

  실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선 이어도호, 온누리호, 그리고 이사부호의 
선체수중제거 파생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어도호의 경우, 선체수중제거 파
생물 중 ‘Whole’시료와 Whole 시료를 여과한 ‘Filter’ 시료 모두 100%와 
10% 용액에서 수정률이 0%였고, 1%와 0.1%에서는 90%이상의 수정률을 보였
다. 이어도호 선체수중제거 파생물인 ‘Whole’과 ‘Filter’ 시료의 EC50은 
각각 2.7%, 3.1%였다. 두 시료 간 수중률의 차이는 거의 없어, 여과에 의한 독
성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온누리호의 수중제거파생물에 대한 수정률 실험을 수행한 결과, ‘Whole’은 
100% 용액에서 수정률이 0%였고, 10% 용액에서는 수정률이 53%였다. 1%와 
0.1% 용액에서는 모두 수정률이 90%이상으로 대조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lter’ 시료는 100% 용액에서만 수정률이 0%였고, 10%부터 0.1% 용액에
서는 수정률이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온누리호 수중제거파생물 
‘Whole’과 ‘Filter’에 대한 EC50은 각각 10.9%, 26.8%였다. 온누리호의 
수중제거 파생물의 경우 ‘Whole’과 ‘Filter’ 시료 간 다소 수정률에서 차이
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사부호의 수중제거파생물에 대한 수정률 실
험 결과, ‘Whole’은 100%와 10% 용액에서 수정률이 0%였고, 1% 용액에서
는 수정률이 68%, 0.1% 용액에서는 수정률이 97.5%였다. ‘Filter’는 100% 
용액에서만 수정률이 0%였고, 10%부터 0.1% 용액에서는 수정률이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두 시료 ‘Whole’과 ‘Filter’의 EC50은 각각 1.5%, 
3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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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현장 수중제거파생물에 대한 둥근성게 독성영향 평가 결과, EC50 기준
으로 평가하였을 때, 이사부호의 ‘Whole’ 시료의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온누리호와 이사부호는 ‘Whole’에 비해 ‘Filter’ 시료에서의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어도호는 ‘Whole’과 ‘Filter’ 시료 
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3.2.4.1).

Fig. 3.3.3.2.4.1. The fertilization rate of sea urchin embryo on ‘In Water Cleaning Water’ of 

R/V Eardo, R/V Onnuri and R/V ISABU. 

(나) Booster Biocides

  국내 주상용 Biocide에 대한 독성 영향 평가를 위해, Econea에 대한 둥근성게 
수정률 실험을 수행하였다. 둥근성게 수정률은 0.001 ㎍ L-1과 0.01 ㎍ L-1에서
는 90%이상으로 대조구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0.1 ㎍ L-1에서의 
수정률은 78.2%였고, 1 ㎍L-1과 10 ㎍ L-1에서의 수정률은 각각 4.9%, 5.3%
였다. 100 ㎍ L-1에서는 수정률이 0%였다.  Econea의 EC50은 0.1877 ㎍ L-1

였다 (Fig. 3.3.3.2.4.2).
  기존에 연구되었던 국내 주상용 Biocide 중 둥근성게 (M. nudus)의 수정에 
미치는 영향을 EC5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Econea의 독성이 EC50 1 ㎍ L-1 미
만으로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CuPT, ZnPT, Sea-Nine 211도 EC50이 
10 ㎍ L-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독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Irgarol 1051과 
Diuron은 각각 4.476 ㎎ L-1, 10,777 ㎎ L-1로 1,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살생물제들은 해양무척추동물의 초기 발생과정과 유생
의 성장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물질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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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4.2. The fertilization rates of sea urchin embryos exposed on biocide.

다. 부착생물 판별 및 탈리 후 재성장 평가

(1) 부착 미세조류

(가) 선저 부착미세조류의 판별

  온누리호: 선체 부착미세조류는 규조류가 99.6%로 대부분을 차지함. 이 중 
Halamphora cf. coffeaeformis가 최우점하였고, 27.4%를 차지함. Chaetoceros 
contortus는 14.4%를 차지하며 차우점종으로 출현하였고, 이 외에도 C. 
lorenzianus, C. diversus, C. lauderi, C. radicans등 다양한 Chaetoceros 속
의 규조류가 출현하였다. 국내연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는 8.5%의 구성비율을 보였다. 암석 부착 미세조류는 
규조류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중 Tryblionella sp.가 50.0%의 구성비율을 차지
하여 최우점했다. 이 외 Bacillaria paxillifera, Cylindrotheca closterium, 
Entomoneis sp. 1, Grammatophora marina 그리고 Nitzschia sp. 2 각각 
10.0%의 구성비율을 보였다.   대조구인 해수 내 식물플랑크톤은 규조류가 
99.3%의 구성비율을 보였으며, 이중 Chaetoceros contortus가 64.4%를 차지
하며 최우점했다. C. affinis는 16.9%의 구성비율을 보였으며 차우점하였고, 이 
외에도 다양한 Chaetoceros 속의 규조류가 1% 이상의을 차지하며 규조류의 대
부분을 구성하였다 (Fig. 3.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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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1.1 Compositions of common fouling microalgae collected from seawater, surface of 

R/V ONNURI, epilitic diatoms, and coastal phytoplankton.

  이어도호: 규조류가 부착 미세조류의 99.0%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Halamphora cf. coffeaeformis가 80.8%를 구성하며 최우점하였다. 이 외에도 
Pseudonitzschia sp.가 7.1%, Chaetoceros lorenzianus가 5.1%을 차지하며 차
우점했다. 암석 부착 미세조류는 규조류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중 Aulacoseira 
granulata f. spiralis가 76.7%의 구성비율을 보이며 최우점하였다. Achnanthes 
sp. 5는 7.9%를 차지하며 차우점종으로 확인되었고, Cyclotella meneghiniana, 
Bacillaria paxillifera 그리고 Achnanthes subconstricta는 각각 2.6%의 구성
비율을 보였다. 해수 내 식물플랑크톤은 규조류가 98.7%, 와편모조류가 1.3%를 
차지하였다. 이 중 Chaetoceros contortus가 40.3%를 차지하며 최우점하였고 
C. constrictus가 10.4% 그리고 C. lauderi가 7.4%의 구성비율을 보였다. 와편
모조류로는 Prorocentrum micans와 Protoperidinium sp.가 각각 1% 이하로 
나타났음 (Fig. 3.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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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1.2 Compositions of common fouling microalgae collected from seawater, surface of 

R/V EARDO, epilitic diatoms, and coastal phytoplankton. 

  이사부호: 규조류가 부착 미세조류의 99.8%를 차지하였으며, Amphora 
biggiba가 최우점종으로 출현하며 74.1%를 차지했다. Halamphora cf. 
coffeaeformis는 7.8%를 구성하였고,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
는 6.3%, Olifantiella onnuria는 5.3%, Chaetoceros contortus는 3.5%를 구성
하였다. 이 외 나머지 규조류는 1% 미만의 구성비율을 보였음. 암석 부착 미세
조류는 규조류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중 Nitzschia sp. 6가 68.3%의 구성비율
을 보이며 최우점하였다. 이 외 Achnanthes, Navicula 그리고 Nitzschia 속의 
미세조류가 규조류를 구성하였다. 해수 내 식물플랑크톤은 규조류가 94.8% 그리
고 와편모조류가 5.2%를 구성하였다. Chaetoceros affinis가 30.1%의 구성비율
을 보이며 최우점하였고, 이 외에도 C. contortus, C. curvisetus, C. 
lorenzianus 등 다양한 Chaetoceros 속의 규조류가 출현하였다. 와편모조류로는 
Noctiluca scintillans가 3.1%의 구성비율을 보였고 이 외에도 Protoperidinium 
sp.가 2.1%로 나타났다 (Fig. 3.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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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1.3 Compositions of common fouling microalgae collected from seawater, surface of 

R/V ISABU, epilitic diatoms, and coastal phytoplankton. 

(나) 선저 부착미세조류의 수중 제거 후 생사판별 파악

  온누리호: 재성장실험 결과, 선저 부착미세조류의 FSU값은 실험 6일 차까지 
감소하다가 증가 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 시작 시 (0일차) 구성비율이 
27.0%였던 Halamphora cf. coffeaeformis는 실험 10일차에 12.5%로 감소하
였다가 12일차에는 36.9%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haetoceros contortus 
(14.4%)와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 (8.52%)는 실험 6일차까
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S. dohrnii-marinoi 
complex는 10일차에 급증하여 77.8%의 비율을 보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암석 부착 미세조류 역시 실험 6일차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및 유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시작 시 50.0%의 구성비율을 보인 Tryblionella sp.는 
실험 10일차까지 감소하다가 12일차에 21.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ylindrotheca closterium은 실험 6일차부터 급증하여 10일차에는 95.86%의 
높은 구성비율을 차지했다. 해수 내 식물플랑크톤은 실험 시작일부터 종료시까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Chaetoceros contortus (64.4%), C. 
constrictus (1.9%)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그리고 다시 감소하다가 실험 종료 
시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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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는 실험 2일차 (55.2%)에 급증하여 비교적 일정한 구성비율을 유지하다
가 12일차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Cylindrotheca closterium, 
Pseudonitzschia delicatissima 그리고 Asterionellopsis glacialis는 실험 초기
에 1% 이하의 구성비율을 보였지만, 실험 종료 시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3.3.3.1.1, Fig. 3.3.3.3.1.4).

Fig. 3.3.3.3.1.4 Changes in composition of common fouling microalgae collected from 

seawater, surface of R/V ONNURI, epilitic diatoms, and coastal phytoplankton.

  이어도호: 이어도호 부착 미세조류의 FSU는 실험 7일차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8일차부터 증가한 후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다. 최우점종인 
Halamphora cf. coffeaeformis는 실험 시작 후 증감의 경향을 반복하였으나, 평
균 88.1%의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다. Chaetoceros lorenzianus (5.1%) 및 
Pseudonitzschia sp. (7.1%)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C. 
affinis, C. contortus 그리고 C. protuberans는 초기에 1% 이하의 구성비율을 
보였으나, 실험 종료시에는 평균 4.5%로 증가하였다. 암석 부착 미세조류는 실
험 7일차까지 비교적 유사한 FSU값을 유지하였으며, 8일차에 급등 후 다시 감
소하다가 실험 종료시에 증가하였다. 실험 초기의 최우점종인 Aulacoseira 
granulata f. spiralis는 2일차부터 규산질의 외각만 발견되어, 사멸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Nitzschia sp. 14 와 Cocconeis sp. 2는 실험 2일차에 급증하여 각각 
6.22% 그리고 13.9%로 확인되었으나, 실험 종료시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Cylindrotheca closterium와 Unidentified flagellate (편모조류)는    초기에 
1% 이하의 구성비율을 보였으나, 12-13일에는 각각 92.8% 그리고 83.1%의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다. 특히 편모조류는 12일에 최대값을 보인 후 13일에 
2.5%의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구성비율을 보였다. 해수 내 식물플랑크톤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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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차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8일차에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였다. Chaetoceros 
contortus는 4일차까지 일정한 구성비율을 유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실험 종료
시에는 7.8%로 확인되었다. 반면 Cylindrotheca closterium은 초기에는 1% 이
하의 구성비율을 보였으나, 실험 종료시에는 51.0%의 구성비율을 보였다. 
Chaetoceros constrictus와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실험 종료시에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고, 각각 최대 25.3% (8일
차)와 22.5% (2일차)의 구성비율을 보였다. Asterionellopsis glacialis는 일시
적으로 6일차에 12.2%의 구성비율을 보였으며, 전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Figs. 3.3.3.3.1.2 and 3.3.3.3.1.5).

Fig. 3.3.3.3.1.5 Changes in composition of common fouling microalgae collected 

from seawater, surface of R/V EARDO, epilitic diatoms, and coastal 

phytoplankton.

  이사부호: 부착 미세조류는 실험 시작일부터 종료 시까지 꾸준하게 감소하였
으며, 암석 부착 및 해수 내 식물플랑크톤과 비교하여 변화폭이 작았다. 
Amphora biggiba의 FSU값은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0일차, 8일차 그리고 12일
차에 71% 이상의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다. Halamphora cf. coffeaeformis는 
2일 간격으로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실험 종료 시에는 71.8%의 높은 구성비율
을 보였다.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는 점차 증가하여 10일차
에 14.5%로 출현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Thalassiosira allenii, Chaetoceros curvisetus는 실험 초기에는 1% 미만의 
구성비율을 보였으나 실험 종료시까지 증가하여 각각 10.7% 그리고 9.2%의 구
성비율을 보였다. 암석 부착 미세조류는 실험 시작 후 감소하였다가 4일차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7일차까지 감소, 10일차까지 증가 그리고 실험 종료 시까지 
감소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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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초기의 최우점종인 Nitzschia sp. 6는 6일차까지 증가하여 54.0%의 구
성비율을 보였으며 이후 감소하여 실험 종료시에는 3.5%로 나타났다. 
Tryblionella sp.는 2일차까지 증가 (40.0%) 그리고 4일차까지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가 10일차에는 다시 증가 (35.9%) 및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와편모조
류인 Protoperidinium sp.는 6일차 (11.7%) 부터 확인되어 12일차 (1.0%)까
지 감소하다가 다시 13일차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수 내 식물플랑크톤
은 실험 1일차에 급증하였다가 7일차까지 감소 그리고 이후 증가 또는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Cylindrotheca closterium은 초기에는 1.0%의 구성비율을 보였
고 점차 증가하여 13일차에는 94.9%로 나타났다. Chaetoceros contortus와 C. 
curvisetus는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각각 최대 48.8%와 44.4%의 구성비율을 보
였고, 실험 종료시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와편모조류인 Noctiluca 
scintillans와 Protoperidinium sp.는 4일차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Figs. 
3.3.3.3.1.3 and 3.3.3.3.1.6).

Fig. 3.3.3.3.1.6 Changes in composition of common fouling microalgae collected 

from seawater, surface of R/V ISABU, epilitic diatoms, and coastal phytoplankton. 

(2) 부착 원생생물

(가) 선체부착 원생생물 재성장 판별

  온누리호와 이어도호 모두 선체부착 섬모충은 미검출되었다. 고농도의 방오도
료가 포함된 원액 시료상태로 인하여 재성장이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되어, 
이사부호 시료채집 시 농도구배 시료상태로 운반 및 재성장 실험을 하였다. 이사
부호 시료분석 결과 대조구와 1/2에서 1/20까지 희석한 처리구 모두에서 E. 
vannus가 확인되었으나, 미희석 처리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Figs. 
3.3.3.3.2.1 and 3.3.3.3.2.2). 선체 부착 섬모충은 일정 시간동안 고농도로 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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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상태(미희석 시료)에 노출되면, 사멸 또는 생장 저해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실제 수중환경에서는 방오도료가 해수 중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제거된 생물이 주변 환경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Fig. 3.3.3.3.2.1. Photomicrographs of live and silver 

impregnated specimen Euplotes vannus.

Fig. 3.3.3.3.2.2. The viability experiment from samples by 

diluted concentration.

(나) 방오제 노출에 대한 원생생물 생존위해성 검토 

  수중제거로 획득한 시료(이사부호) 중 방오도료를 희석한 시료에서 섬모충 재
성장이 확인됨. 이는 선체에서 제거된 일부 섬모충들은 방오도료 독성농도에 따
라 생존 가능성이 변화 될 것으로 판단하여 방오제 독성 노출실험을 수행하였다. 
여과해수와 0.1% DMSO 처리 대조구와 Sea-Nine 211의 1.0-10,000 ppb 농
도 처리구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조구와 1-250 ppb 사이의 저농도에서는 사
멸률이 낮았다. 일부 구간에서는 세포의 성장도 나타남. 500-1000 ppb에서는 
포자의 형성이 관찰되었고, 10,000 ppb에서는 5분 이내에 모든 세포가 사멸하
였다(Fig. 3.3.3.3.2.3). 저농도(1.0-250 ppb)에서는 Diophrys의 생존에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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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않으나, 중농도(500, 1,000 ppb)에서는 포자를 형성하여 독성환경
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3.3.2.4). 최고농도(10,000 ppb)의 
Sea-Nine 211, 방오도료 물질에 노출될 시 Diophrys은 빠르게 사멸하여 포자 
형성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형성된 포자를 대상으로 환경조건 개선 
후(biocide의 생분해 이후) 발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위해성 정도를 구체화 
할 필요있다.

Fig. 3.3.3.3.2.3. Exposure test of biocidal reagent Sea-Nine 211 on Diophrys.

Fig. 3.3.3.3.2.4. Cyst formation at Sea-Nine 211 of 500-1,000 ppb concentration range.

     

(3) 부착 대형저서생물

(가) 부착생물 판별

  온누리호 수심 1～2m의 선체 옆면의 선체부착지수인 LOF(Level of fouling)
는 수중 제거 전 1을 보였으나 부착생물 제거 후 0으로 나타났다(Fig. 
3.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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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3.1. Level of fouling on the surface of R/V Onnuri. 

  이어도호 수심 1～선체 옆면의 LOF(Level of fouling)는 수중제거 전 1에서 
제거 후 0으로 분석되었다(Fig. 3.3.3.3.3.2)

Fig. 3.3.3.3.3.2 Level of fouling on the surface of R/V Eardo.

  이사부호의 Niche areas의 부착율은 LOF(Level of fouling)는 수중 제거 전 
4로 분석되었다(Fig. 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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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3.3. Fouling on the niche areas of R/V ISABU.

(나) 수중시나리오 별 탈리된 선체부착 대형무척추동물의 종판별 및 위해성 탐색

  수중시나리오 별 탈리된 선체부착 대형무척추동물 종 분석 결과 온누리호와 이
어도호의 선체에 서식하는 부착 대형무척추동물은 출현하지 않았다. 반면에 이사
부호에서 제거된 선체부착 대형무척추동물은 전체 출현 무척추동물 가운데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층생물(미성체)은 50% 이상의 출현 비율을 보였
다. 출현한 종을 분석 결과 석회관갯지렁이류(Serpula vossae), 표서 서식 무척
추동물 11종, 어류 1종이 출현하였으며, 출현종 가운데 위해성을 지닌 종은 나타
나지 않았다(Fig. 3.3.3.3.3.4).

Fig. 3.3.3.3.3.4. Macroinvertebrates attached on the surface of R/V IS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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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현한 대형무척추동물의 총 개체수는 50 개체였으며, 이 가운데, 석회관갯지
렁이류가 전체 출현 개체수의 24%로 가장 높았으며, 단각류 Caprella california
가 22%로 두 번째로 개체수가 높았으며, 플랑크톤인 지각류가 14%를 차지하였
다(Fig. 3.3.3.3.3.5).

Fig. 3.3.3.3.3.5. Relative rate of macroinvertebrates attached on the surface of R/V 

ISABU.

(다)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후 생존위해성 평가

  2개의 수중 제거시나리오(브러시, 끌)에서 제거된 선체부착생물의 생사판별 실
험 가운데, 수중 제거 시나리오 1(브러시)에서는 탈리되어 생존한 대형무척추동
물이 출현하지 않아 생존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이사부호의 
Niche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을 끌로 직접 제거(수중 제거시나리오 2)한 생존한 
개체를 대상으로 생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Table 3.3.3.3.3.1). 제거 후에
도 살아있는 생물은 따개비류 66개체, 석회관갯지렁이류 26개체, 굴 3개체, 편형
동물 1개체였다. 실험실에서 생존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험 1일 경과 후 
따개비, 석회관갯지렁이, 굴류는 10% 이하의 낮은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편형동
물 1개체는 생존하였다. 실험 경과 2일째 석회관갯지렁이와 편형동물을 제외한 
생물이 모두 사망하였으며, 실험 3일째 모든 생물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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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0 Day 1 Day 2 Day 3 Day

barnacles
100%

(n = 66)

10.6%

(n = 7)

0%

(n = 0)

0%

(n = 0)

Polychaetes
100%

(n = 26)

4.5%

(n = 3)

1.5%

(n = 1)

0%

(n =0)

Oyster
100%

(n = 3)

3%

(n = 2)

0%

(n = 0)

0%

(n =0)

Plathyhelminthes
100%

(n = 1)

100%

(n = 1)

100%

(n = 1)

0%

(n =0)

Table 3.3.3.3.3.1. Viability test of macroinvertebrates attached on the surface of R/V ISABU. 

라. 수중제거 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

(1)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절차

(가) 핵심요소 반영 수중제거 시나리오 도출 및 이론적 지표적용

  선정된 위해성 평가/관리 대응 핵심요소(Biofouling origin, Anti-Fouling 
Coating type, Biofouling type, Cleaning method, Debris capture)를 기반으
로 40 가지의 수중제거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Table 3.3.3.4.1.1). 작성된 시
나리오는 현재 운항하는 선박의 도료정보, 생물부착형태, 수중제거 방법 등을 포
괄적으로 반영하였다. 요소 가운데 Cleaning method에서 soft tool은 
Biofouling type이 Macrofouling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않는다는 점
에서 Microfouling에만 포함되었으며, Cleaning method에서 Water-jet은 이와 
반대로 Macrofouling인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작성된 수중제거 시나리오를 기반
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한 생물 및 화학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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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Biofouling 
origin

Anti-fouling 
coating type Biofouling type Cleaning 

method Debris capture

1

International

Biocide

Microfouling

None Not applicable
2 Soft tool No
3 Brushes No
4 Soft tool Yes
5 Brushes Yes
6

Macrofouling

None Not applicable
7 Brushes No
8 Water-jet No
9 Brushes Yes
10 Water-jet Yes
11

Biocide-free

Microfouling

None Not applicable
12 Soft tool No
13 Brushes No
14 Soft tool Yes
15 Brushes Yes
16

Macrofouling

None Not applicable
17 Brushes No
18 Water-jet No
19 Brushes Yes
20 Water-jet Yes
21

Domestic

Biocide

Microfouling

None Not applicable
22 Soft tool No
23 Brushes No
24 Soft tool Yes
25 Brushes Yes
26

Macrofouling

None Not applicable
27 Brushes No
28 Water-jet No
29 Brushes Yes
30 Water-jet Yes
31

Biocide-free

Microfouling

None Not applicable
32 Soft tool No
33 Brushes No
34 Soft tool Yes
35 Brushes Yes
36

Macrofouling

None Not applicable
37 Brushes No
38 Water-jet No
39 Brushes Yes
40 Water-jet Yes

Table 3.3.3.4.1.1. In-water cleaning scenarios of ship’s hull fouling.

  작성된 수중제거 시나리오에 대해 RPN산정을 위한 IMEA를 실시하였다. 
IMEA는 주로 산업체에서 설계의 불안정성이나 잠재적 결함을 분석하는 기법인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고장유형영향분석)에서 유래되었
으며, 선박에 의한 생물이동에 의한 영향분석은 2002년 Hayes에 의해 적용되어 
일반화 되었다(Hayes, 2012). IMEA를 위해 우선 선박 선체에 대한 수중제거 
시 외해생물 유입이나 정착을 유발할 수 있는 6개의 핵심구성인자를 규정하였고, 
개별 구성인자에 대해 생물 유입관점의 1점(저위험)에서 10점(고위험) 사이의 
위해도 점수 산정을 위한 이론적 지표를 적용하였다(Table 3.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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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Component 

1
Component 

2
Component 

3
Component 

4
Component 

5
Component 

6
1

(Lowest 
risk)

Highly 
unlikely

0-10% 0-10%
Highly 
unlikely

Highly 
unlikely

Highly 
unlikely

2 Unlikely 10-20% 10-20% Unlikely Unlikely Unlikely

3
Slight 
chance

20-30% 20-30%
Slight 
chance

Slight 
chance

Slight 
chance

4
Small 
chance

30-40% 30-40%
Small 
chance

Small 
chance

Small 
chance

5 Occasional 40-50% 40-50% Occasional Occasional Occasional

6
Moderate 
chance

50-60% 50-60%
Moderate 
chance

Moderate 
chance

Moderate 
chance

7 Frequent 60-70% 60-70% Frequent Frequent Frequent

8
Highly 
likely

70-80% 70-80%
Highly 
likely

Highly 
likely

Highly 
likely

9 Very likely 80-90% 80-90% Very likely Very likely Very likely
10

(Highest 
risk)

Certain 90-100% 90-100% Certain Certain Certain

Component 
1

(Likelihood of arrival): The likelihood that a non-indigenous species novel to the 
port of arrival is present on the incoming vessel under this scenario relative to 
other scenarios.

Component 
2

The percentage of material originally present on the hull that remains after cleaning 
under this scenario relative to other scenarios , Score “no action” option as 10.

Component 
3

The percentage of material removed during cleaning that is NOT captured under 
this scenario relative to other scenarios, Score “no action” option as 1 and the “no 
capture” option as 10.

Component 
4

The likelihood that material not captured is viable and capable of establishing in 
the receiving environment under this scenario relative to other scenarios, Score “no 
action” option as 1.

Component 
5

The likelihood that cleaning will enhance the release of propagules from the hull 
under this scenario relative to other scenarios, Score “no action” option as 1. Score 
same for "capture" and "no-capture" since this material may be released after 
cleaning tool has passed, and will then not be captured. 

Component 
6

The likelihood of infection from residual material on the hull after cleaning (or 
from an uncleaned hull) under this scenario relative to other scenarios, Score 
"capture" and "no-capture" options the same, since this sheet relates to material left 
on the hull. 

Table 3.3.3.4.1.2. IMEA component and scoring criteria for RPN value estimation.

(나) 위해성 평가지표 반영 이론적 관리 framework 도출

  생물학적 위해성평가를 위해 Table 3.3.3.4.1.2의 산정기준 기준에 의해 개별 
구성인자에 대한 점수를 구한 후 IMEA 구성인자의 개별점수를 곱하여 40개 
code의 수중제거 시나리오에 대한 RPN을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국제선이며 수
중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포집하는 시나리오 code에서는 10,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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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상대적으로 나은 RPN을 보였다(Table 3.3.3.4.1.3). 수중제거 시나리오
에 대한 RPN을 분석하여 >20,000점을 고위험, 10,000-20,000점을 중위험, 
<10,000점을 저위험 시나리오로 구분하였다. 고위험 및 중위험 시나리오는 외래
생물 유입의 가능성이 높아 수중제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저
위험은 수중제거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수중제거 위해성평가의 절차와 
기법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어 시범적으로 RPN이 산정되었는데, 향후 적용 가
능한 RPN을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산정된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Code RPN Risk
In-water 
cleaning ?

Code RPN Risk
In-water 
cleaning ?

17 78,400

High

No

20 3,024

Low Yes

7 39,200 39 2,940

12 36,000 29 1,568

13 33,600 4 1,500

18 30,240 34 1,350

37 29,400 10 1,350

27 15,680

Medium

35 1,260

2 15,000 40 1,134

32 13,500 5 1,050

8 12,600 24 600

33 12,600 16 560

38 11,340 30 504

3 10,500 25 420

28 8,400

Low Yes

11 400

19 7,840 6 350

22 6,000 1 250

23 4,200 36 210

9 3,920 31 150

14 3,600 26 140

15 3,360 21 100

Table 3.3.3.4.1.3. RPN values and biological risk assessment results for individual in-water 

cleaning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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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위해성평가를 위한 Cu 농도 기준의 MAMPEC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의 결정인자에 대한 값을 입력해야 한다(Table 
3.3.3.4.1.4). MEPMPEC 프로그램의 주요 입력값은 해양수산부의 Port-MIS 
자료, 기존 문헌자료, 프로그램 자체 제공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Cu의 용출률은 
한국해양과학술원의 R/V 이어도호가 도크 수리시 water jet 방식으로 부착생물
을 제거한 시료를 취득하여 직접 분석한 값을 적용하였다.

MAMPEC component Main Factors

1. Environment
dimensions of the harbour, hydrodynamics, abd 
properties of the environment

2. Compound property data determining the chemical fate 

3. Emission

  3.1 Service life length class, Surface area, ships at berth, ships moving, 
application factor, leaching rate

 3.2 Maintenance & 
Repair

painting period, painting frequency per year, number of 
ships treated per period, concentration of active 
ingredient(a.i) in the paint, average hull surface of ship, 
theoretical coverage of the paint, number of coats 
applied on the hull, fraction to surface water  

   3.3 Removal

removal period, number of days for the treatment of 
one boat, number of ships treated per period, fraction 
of a.i. of the paint that is to be removed from hull by 
HPW and abrasion, average hull surface of ship, 
theoretical coverage of the paint, number of coats 
applied on the hull, ratio reblasting/ spot blasting, 
fraction to surface water    

4. Run model PEC estimation
*HPW: High Preassure Water

Table 3.3.3.4.1.4. MAMPEC configuration and key determination factors.

  대상 항만은 시범적으로 부산 감천항을 대상으로 항만의 지리적 및 수질환경 
특성, 입항하는 선박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다만, Maintenance & Repair의 감천
항에서 일년에 페인팅되는 선박의 수(Painting frequency per year)에 대한 정
보가 부재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입력하여 PEC 및 PEC/PNEC의 변화를 
살펴보았다(Fig. 3.3.3.4.1.1) 결정인자의 값을 입력한 후 MAMPEC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PEC 값을 구한결과, PEC 및 PEC/PNEC 값이 일년에 페인팅되는 선
박의 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감천항에서 1년에 25척이상
의 선박이 페인팅되면 PEC/PNEC 값이 1 이상으로 화학적 위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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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1.1. Variation of PEC and PEC/PNEC values by the number of 

vessels painted in Gamcheon Port per year.

(2)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수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선 R/V 이어도호가 감천항에 수중제거를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위에서 기술된 위해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중제거 수용여부를 평가
하였다. 이어도호의 선박 페인팅 정보, 생물부착형태, 수중제거 형태 등은 선박 문
서와 선박수리 시 현장방문 및 시료채취를 통해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이어도호
는 작성된 수중제거 시나리오의 28번 code에 해당되었고(Table 3.3.3.4.1.5), 
code 28번의 RPN은 8,400점으로 외해생물의 유입의 가능성이 적은 저위험에 
해당되었다. 즉, 생물학적 위해성 평가에서 이어도호는 감천항에서 수중제거가 가
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3.3.3.4.1.6).

Scenario
code

Biofouling
origin

Anti-fouling
coating type

Biofouling
type

Cleaning
 method

Debris
capture

28 Domestic Biocide Macrofouling Water-jet No

Table 3.3.3.4.1.5. In-water cleaning scenario of R/V EA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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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 호의 보다 명확한 화학적 위해성평가를 위해 감천항의 선박수리 업체 
확인결과, 최소한 감천항에서 일년에 최소한 50척 이상의 선박이 페인팅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즉, MAMPEC 프로그램 구동에 의한 화학적 위해성평가에서 
PEC/PNEC 값이 1 이상으로 이어도호의 수중제거는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Table 3.3.3.4.1.6). 최종적인 이어도호의 위해성평가는 화학적 위해성평
가의 결과가 반영되어 수중제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3.3.3.4.1.6).

Biosecurity decision Chemistry decision Overall decision

Yes
(RPN: 8,400, Low risk)

No
(PEC/PNEC: >1) No

Table 3.3.3.4.1.6. Risk assessment of in-water cleaning of R/V EA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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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황해 생태계 현황 및 변동성 파악을 위한 기반 연구 사업 추진 근거 및 어획량 변동, 
하구역 복원,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과학적 현안 문제 평가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  

○ 국가 해양·수산 현황의 파악 및 황해 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의 합리
적 정책 수립에 이용 

○ 동해 아열대화 진단을 위한 동해 저서생태계 장기모니터링 체계 수립
- 동해안 생물다양성 연구를 위해 구축된 동해안 Inventory와 본 과제의 연구수행을 

통해 출현한 서식생물의 종 목록을 종합한 동해안 종합 Inventory 구축을 통해 향
후 동해안의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생물 변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임

- 서식지 환경의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서식지별 환경요인의 결과물을 가시화하는 
환경특성도 제작을 통해 서식지의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 자료로 향후 
서식지 변동 모니터링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임

- 서식생물과 서식환경의 종합적인 결과물을 하나의 “정밀환경생태도” 저서 발간
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동해안 환경 변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홍보
자료로 활용 될 것임

○ 국제해사기구 2011년 guideline 근거하여 선박선체 수중제거기술 관리협약 논의 시 
국가 대표제안으로 활용가능
- IMO/GEF 주도 GloFouling partnerships project(2018~ )의 참여국으로서 관련 

활동지원 및 개발기술 이전 그리고 관리협약 대응
- 선박선체표면 수중제거기술 운용 배출물의 위해성 평가기법을 토대로 수중제거장

비의 성능 및 위해성 평가를 하여 국내, 외 상업시장의 진입관문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음.

제2절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의 수온과 해수면 상승은 침식과 생태계 변화를 유발시키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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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해안에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 그리고 연안 지
형 및 퇴적환경 변화 등의 연구수행을 통해 대응 기술과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음

○ 기존 및 향후 개발될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기술 관련 장비․장치의 상업화 및 산업시
장 진입을 위한 과학적 평가를 통한 승인획득에 핵심역할 기대
- 수중제거기술 상업화를 위한 평가방법의 표준체계 수립 및 국제표준화 주도
- 국제해사기구 미래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선제적 대응

[경제‧산업적 측면]

○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등은 생물다양성의 변화, 서식지 환경 변
화 등이 유발됨에 따라 연근해 어업 활동, 양식업 등과 같은 인간 활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초래함
-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레퍼런스 자료의 

확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산업 창출의 정책적 방향성 수립에 기여
○ 기업들이 개발하기 어려운 공공분야 기술개발로 관련 산업계 활성화 기대

- 친환경적 수중제거기술의 운용을 유도하여 오염방제 소요비용 절감기대
- 수중제거기술 장비 개발에 필요한 제반 요건 마련으로 효율적 제품개발 기대

[사회적 측면]

○ 기후변화 및 인위적 생태계 교란에 따른 생태계 변동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예측력
을 높이는 연구를 통해 해양서비스 등 사회문화적 해양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
- 해양보호구역내의 보호 대상생물 분포도를 제작하여, 해양생물의 보호 및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 유도 
○ 선체부착생물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수중제거기술들의 원리, 속성 및 한계파악을 통

한 최적의 평가․검증 기술개발 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 기대
- 선체부착생물의 친환경적 수중제거기술 개발유도로 국제 산업시장의 인식변화 기

대
- 수중제거기술 산업시장에 다가올 신규 패러다임 사전인식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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