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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사기구의 선박선체부착물 수중제거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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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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기구)에서 논의 중인 미래규제에 부합한 대응을 위해, 수

중청소배출물 내 용존 및 입자성 방오도료 성분이 국내현장생물과 국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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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위해성 평가 요소기술개발 및 평가기법의 구축
이 필요함.

- 선박선체부착 기인 외래생물의 우리나라 해양환경 내 유입과 확산저감을 위
해 과학적 근거(외래생물의 판별 및 생존성 분석)에 기반한 수중청소배출물 
관련 생물 위해성 요소기술 및 관리기술 개발의 구축이 필요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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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계 광역적 물리 환경요인 조사

  하계 황해 해수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총 22개 정점에 대해 CTD 조
사를 수행하고, 표층 해류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 총 5대의 표층 뜰개를 투하하
였다. 해수 물성을 분석한 결과, 표층 외해에서는 고온저염이 분포하고, 연안으로 
갈수록 저온고염이 분포하였다. 수심 20-30m에서 강한 수온 약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외해에서 연안으로 올수록 수온약층(/염분약층)이 하강하였다. 예년보다 
저층 수온과 염분이 고온고염의 특성을 보였다. 
연안방면 표층에서는 주변보다 저온고염의 해수가 관측되었는데, 이는 해양조사 
직전에 관측 해역을 통과한 제 8호 태풍 바비(BAVI)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황해 
중앙부 해역의 중앙골에서 황해냉수괴의 특징인 저온의 핵이 분포하였다. 한반도 
서쪽 연안을 따라서는 북상하는 표층 흐름이, 중국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표층 흐
름이 관측되었다. 황해 중앙부에서는 북상하는 표층 흐름이 존재하였다.
여름철 황해 저층 냉수의 장기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관측된 국립수산과
학원의 정선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름철 황해의 표층수온은 1990년대 이
후 상승 경향이 뚜렷하며,  황해저층냉수의 경우는 2000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8월은 이전보다 높은 수온 특성을 보였다. 기후변화에 의한 황해
저층냉수의 반응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수온변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반응에 대
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2) 하계 강하구를 통한 담수유입 영향 연구 

  황해에서 하계 강하구를 통한 담수유입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금강 하구역에서 
8개 정점에 대해 각각 장마 전, 장마 기간, 장마 후의 해수 물성 조사를 실시하였
다. 장마 이전 시기에는 강 하구 입구에 고온저염수가 분포하였다. 외해 입구에서
는 전선이 발달하고, 외해 방면에서 수온약층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장마 시기에
는 담수 유입의 영향으로 하구에서는 저층까지 저염수가 분포하고, 표층에서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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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외해 방면으로 약 50km 까지 확장되었다. 장마의 영향이 길어서 장마 이후 
시기에도 담수 유입의 영향으로 인해 하구에서는 저층까지 저염수가 분포하였고, 
외해 방면까지 담수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

나. 황해 화학해양학적 특성

  금강 하구역 조사를 통해 강우 이후 강을 통하여 많은 양의 영양염과 미량금속이 
공급되어지나, 영향은 하구역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춘계 조사인 2019년과는 
다르게 2020년에는 저층 냉수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양염 농도를 보이고 있어, 
저층냉수대로 인하여 수괴의 혼합이 제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황해 퇴적물은 중앙
부에 상대적으로 세립한 입자가 퇴적되어 있는 영향으로 구리, 아연 등의 미량금속의 
농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또는 중국을 통한 유입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향후 동위원소 연구 등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다. 황해 생물 특성

(1) 생태계 구조 특성: 생물량 및 다양성

(가) 식물플랑크톤

  본 연구는 2020년 8월 하계 기간동안 우리나라 황해의 15개 정점에 대하여 
식물플랑크톤 군집 생체량, 개체수, 군집구조, 다양성 등을 조사하였다. 식물플랑
크톤 생체량은 조석의 영향으로 연안역에서 높고, 외해역에서 낮은 전형적인 공
간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연안역에서는 크기가 20~2㎛인 미세식물플랑크톤의 
평균 기여도가 40% 이상으로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으나, 전체 해역에서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이 5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하계 우리나라 황해역은 
일부 연안역 정점들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혼합으로 전층에서 높은 엽록소 
농도를 보였으나, 하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수괴 성층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정점에서 뚜렷한 엽록소 최대층(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layer, 이하 
SCM)을 형성하였다. 표층에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던 3㎛ 이하의 pico 사
이즈의 식물플랑크톤은 외해역의 SCM층에서 전체 엽록소 농도의 최대 88.9%까
지 차지하며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황해의 식물플랑크톤 군집 확인을 위해서 분석한 지시색소 중 
Bacillariophyceae는 연안역에 한하여 전체 생물량의 35%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조사해역 전체의 평균 농도는 Cryptophyceae가 
24.1%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Chlrorophyceae 또한 18.4%로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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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CAM 분석결과 연안역에서 Guinardia flaccida, Dictyocha fibula, 
Paralia sulcata, Chaetoceros sp., Thalassiosira sp. 등의 식물플랑크톤이 확
인되었고, 중간역에서 해산녹조류인 Halosphaera sp.와 소형 편모조류가 확인되
었다. 규조류인 Eucampia sp., pseudo-nitzschia sp., Planktoniella blanda, 
Lauderia annulata가 출현하였고, 와편모조류인 Tripos fusus, T. lineatus, 
Gymnodinium sp., Dinophysis sp., Gonyaulax sp., Polykrikos sp., 유글레나
류인 Chattonella sp., 규질편모조류인 Dictyocha fibula와 그 외 소형 편모조류
까지 연안역보다 다양한 분류군이 출현하였다.
  NGS 분석 결과 광합성초미소진핵생물은 위도에 따라서 조금씩 분포의 차이를 
보였지만 Mamiellophyceae, Prymnesiophyceae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우
점 하였으나 두 군집은 서로 다른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며, 우점하는 해역이 서
로 다르게 분포하였다. 초미소남세균 중 Prochlorococcus는 1% 이하로 거의 출
현하지 않았다. 저층냉수대 수괴에서는 Synechococcus Clade I이 높은 우점율
이 보였으며, Clde IV는 상대적으로 얕은 수심에서 높은 우점율을 나타냈다. 특
징적으로 Synechococcus Clade IX와 5.2-CB5는 모든 정선의 연안역에 한하
여 출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염분의 수괴를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동물플랑크톤

  2020년 여름철 황해의 중형동물플랑크톤 밀도는 1,323–6,397 ind. m-3 범위, 
생체량은 3-28 mg C m-3 범위를 보였다. 중형동물플랑크톤 군집은 크게 두 그
룹으로 구분되었는데, 그룹 A는 외해 일부 정점과 연안 일부 정점, 그룹 B는 중
간 해역의 정점들로 구성이 되어, 연안역과 외해역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
다. 그룹 A의 출현 종 수, 밀도는 그룹 B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생체량과 종 
다양성은 차이가 없었다. 요각류 Paracalanus parvus s.l.는 두 그룹에서 기여도
가 가장 높았으며, 그밖에 모악류 미성숙개체는 그룹 A에서 요각류 Oithona 
atlantica는 그룹 B에서 기여도가 높았다. 특히 O. atlantica는 그룹 B의 유일한 
지시종이었으며, 그룹 A에서는 이매패류와 복족류 유생 등의 다양한 지시종이 
출현하였다. 요각류 P. parvus s.l.은 평균 chl-a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 요각류 Calanus sinicus는 평균 수온과 평균 chl-a 농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DNA metabarcoding 분석법을 활용하여 2020년 하계 황해에 
서식하는 동물플랑크톤 종 조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153개의 OTU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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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었으며, 그 중 86개의 분류군이 출현하였다. 출현 분류군 중 Paracalanus  
parvus, Euphausia pacifica, Zonosagitta nagae, Acartia omorii, Penilia 
avirostris 가 상위 5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정점별 DNA reads를 비교한 
결과 35°에서는 35_1과 35_11, 36°에서는 36_5와 36_7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
며, 각 정점별 출현한 분류군의 수는 35_3과 36_1 정점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다) 원핵생물
  원핵생물 연구는 2020년 8월 하계동안 우리나라 황해에서 원핵생물 개체수 
및 다양성 등을 조사하였다. 평균 원핵생물 개체수는  10.0±4.9×105 cells 
ml-1로 나타났으며,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이 높았던 정점에서 높은 개체수를 나
타냈지만, 연안역과 외해역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원핵생물 NGS 결과 Alphaproteobacteria가 조사해역에서 50% 이상 우점 하
였으며, Flavobacteria의 경우 엽록소 농도가 높은 해역에서 우점하는 생태적 특
징과 같이 연안역에서 높게 우점하였다. 유광층 하부에서는 Gammapr 
oteobacteria 및 고세균에 속하는 Thermoplasmata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
였다. 같은 강(class)에 포함되는 종들이라도 종에 따른 수괴 내 분포 차이가 크
게 나타났다.

(라) 원생생물

  - 하계 섬모충플랑크톤의 분포는 상층부에는 소모류, 저층냉수가 분포하는 하
층부에는 유종섬모류가 우점적 분포로 대별되었다.

  - 황해저층냉수괴에 분포하는 우점종은 Tintinnidium primitivum으로 본 종
은 황해저층냉수괴의 잠재적 지표종으로 판단된다.

(마) 어란

  2020년 8월에 멸치, 줄삼치, 기타 어종의 어란 출현하였다. 어란과 함께 줄삼
치, 가라지, 투구갈치 3종의 자치어도 출현하였다. 어란 종분석을 위한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COX1 reference library (70,492 건)를 작성하였다.

(바) 자치어

  봄여름철 자치어는 5목 20과 22속 36종이 출현하였다. 출현량은 0∼7,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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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1,000m3 범위였으며, 조사해역의 중간수역보다 연안과 외양에서 높게 나타
났다). 우점종은 Engraulis japonicus와 Callionymidae sp.로 전체 출현량의 
94.8%를 차지하였다. 군집분석(Cluster, MDS) 결과 조사해역은 크게 A, B 두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조사해역의 중간수역인 B그룹에 비해 연안과 외해쪽의 A
그룹이 종다양성과 출현량 및 출현 종 수, 풍부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유성 어류인 멸치 자치어의 영양단계 및 주요먹이원은 크릴, Calanus 
sinicus,  새우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서성인 돛양태류는 자어단계에서
는 부유성 먹이를 먹고, 바닥에 착저(양 눈이 모두 유안측으로 이동)한 후에는 
저서성 먹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중형저서동물

  중형저서동물 서식밀도는 117.0 ± 30.6 ~ 741.3 ± 118.1 inds./10㎠로 나
타났다. 조사된 중형저서동물 중, 선충류가 가정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다(선충류
는 전체 서식밀도의 약 70%, 저서성 요각류는 약 10%를 차지함). N/C ratio 값
은 외해역인 St.36-7이 다른 정점에 비하여 높았고, 2019년 조사와 동일하게 
정점 St.35-1을 제외한 정점들의 N/C ratio값이 연안에서 외해역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MDS 분석 결과, 연안 정점인 정점 36-1을 제외한 모든 정점의 군집
구조가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서성 요각류 다양성은 황해 35°N 라인 8개 정점의 하계 저서성 요각류 다
양성을 분석한 결과 총 10과 18속 25종이 출현하였으며, 정점 35-5에서 8종으
로 가장 다양한 종이 출현하였으며, 정점 35-5에서 9개체/㎠으로 서식밀도가 가
장 높았다. 춘계에 비해 종수나 서식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 대형저서동물

  황해 해역의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와 생체량은 외해로 갈수록 낮아졌으며,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2020년도 기회주의 종이 출현하여 우점종의 조성 
변화가 나타남.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는 크게 3지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군집구
조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으로는 수심, DO, Gravel이 있음. 우점종의 경우 수
심, DO, 염분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입도와 TOC가 우점종의 서식에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금강하구역의 장마전 조사 결과 하구역 경계면의 대형저서동물 종수, 서식밀
도, 생체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마기간과 장마후에는 감소하여 나타남. 군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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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 장마전 하구역을 경계로 3개의 군집구조로 구분되어졌으며, 장마기간과 
장마후의 군집과는 차이가 있다.

(2) 생태계 기능 특성: 생산력 및 먹이망 특성

(가) 일차생산력

  2020년 8월 조사해역 전체의 평균 일차생산력은 567.9±284.2 mg C m-2 
d-1이었으며, 35°N와 36°N 정선에서 평균 일차생산력은 각각 557.9±251.3 
mg C m-2 d-1, 579.4±338.3 mg C m-2 d-1로 정선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안역에서 높고, 외해역에서 SCM층을 형성하며 감소하는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과는 달리 일차생산력의 경우 연안에서 외해역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수평적 구배
보다 표층에서 높고, 유광층 하부에서는 낮은 수직적인 구배를 뚜렷하게 보였다. 
이는 하계 황해 수괴의 성층화에 따라 일차생산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들의 
수직 구배가 심화됨에 따라 표층과 SCM층의 일차생산력 결정요인들 역시 수직
적인 구배를 강화 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사해역의 초미소식물플랑크톤
의 일차생산력은 303.8±143.6 mg C m-2 d-1으로 전체 일차생산력의 53.5%
를 차지하였으며, 초미소식물플랑크톤의 기여도가 성층화에 따른 빈영양 수괴의 
비율이 높아지는 하계에 높아짐을 시사하였다.

(나) 원핵생물 생산력

  조사해역에서의 원핵생물 생산력은 93.5±28.7 mg C m-2 d-1이었으며, 
35°N 정선에서는 전체 수심에서 35-11 정점에서 168.3mg C m-2 d-1으로 
외해역에서 가장 높은 생산력을 보였다. 또한 개체수는 주변정점보다 적게 나타
나, 개체수 대비 높은 생산력을 보였다. 36°N 정선에서는 연안역에서 높은 개
체수 및 생산력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연안역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에 의한 영향
으로 판단된다.

(다) 먹이망 구조 특성

  수산자원의 중요 먹이자원인 크릴은 Calanus sinicus, 새우류, 멸치 자치어와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영양단계가 유사함을 의미한
다.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 역시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보아 황해 하계 하위생태
계 내에서 이들은 먹이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영양단계는 
2.5-3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저서성 어류인 돛양태류의 자치어는 몸이 좌우 상
칭일 때와 양안이 한쪽 측면으로 편중되어있을 때,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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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발달 단계에 따라 이용하는 먹이원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라. 생태계 모형

  황해 생태계 변동성 파악을 위한 기반 연구로서 기존 POLCOMS-ERSEM 기반 
해양시스템모형 결과 중 소청초 과학기지에서의 식물플랑크톤 계절 생태(phenology) 
특성을 분석하였다.

2. 동해 핵심 연구거점 설정 및 기반연구

가. 동해 핵심 연구거점의 서식환경 특성 연구

(1) 핵심 연구거점 주변 물리 환경요소 파악

  수온의 경우, 여름철을 중심으로 잘 발달된 강한 수온약층은 11월부터 표면 혼
합층의 발달에 의해 매우 약해지며, 3월의 표면 혼합층은 200 미터 이상 까지도 
크게 깊어진다. 150 m와 250 m 사이 수심에서는 7 ~ 10월 사이에 5℃ 미만의 
냉수의 유입이 발달되며, 이러한 냉수는 겨울, 봄철에는 이 수심대에서는 나타나
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염분의 경우, 표층에서는 6 ~ 7월 사이에 염분 33.5 미만
의 저염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러한 저염수는 2019년의 경우 11월까지, 2020
년의 경우 10월 관측까지도 나타났다. 표층의 가장 저염수는 8월에 관측되었다. 
이러한 표층의 저염수 아래 수심 50 ~ 100 m 부근에는 염분 34.3 이상의 고염
수가 2019년에는 3 ~ 9월 사이에, 2020년에는 4 ~ 6월, 9 ~ 10에 관측되었다. 
클로로필 분포는 3 ~ 10월 사이에 수심 40 m 근처에서 클로로필 최대층이 나타
나지만, 11월 ~ 2월 사이에서는 이러한 최대층이 두드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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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공암)의 월평균 수온의 연교차는 15.3℃, 독도 연안 월평균 수온의 연교
차는 14.8℃ 이었다. 이러한 수온의 연교차는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 옹진군의 
19.2℃에 비해 낮으나, 제주도 중문 12.3℃ 및 울진 죽변 13.7℃에 비해 높은 편
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월평균 최고수온은 8월에 나타나며, 최저수온은 3월에 나
타난다. 최고 수온이 나타나는 월은 다른 해역과 유사하지만, 최저수온의 경우 동
해연안에서는 주로 2월에 나타나지만, 울릉도(독도) 해역은 3월에 나타나는 특성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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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주변 해역의 바람은 11월 ~ 3월에는 북서풍이 우세하며, 4월, 5월, 7월
에는 남서풍이, 6, 8월에는 주로 남동풍이 우세한 특성을 보인다. 1월, 12월에는 
평균 풍속 7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며, 연중 6월에 평균 4.3m/s로 가장 약하
다. 2020년의 경우, 1월, 2월, 3월에는 4월에는 북서풍, 북동풍의 바람이 우세하
였으며, 5월에는 남서풍, 6월에는 남풍, 7월에는 동풍, 8월에는 남서풍, 9월에는 
북서풍의 바람이 우세하였다. 특히, 태풍 마이삭 시기에는(2020년 9월 3일) 기상
청 울릉도 해양기상부이가 관측을 시작한 2011년 12월 28일 이후 가장 강한 
32.5m/s의 순간 풍속이 관측되었다.
  울릉도 주변 해역의 파고는 12월(월평균 최대파고 4.09 m), 1월(4.02 m) 순으
로 높으며, 6월(1.71 m), 7월(1.91 m) 순으로 낮다. 2020년의 경우, 태풍 마이삭 
시기인 2020년 9월 3일에 15.7 m(기상청 내부자료 19.5m)의 최대파고가 관측되
었다.
  수온 28℃ 이상의 고수온과 관련하여, 독도 연안의 경우 2013년 8일, 2016년 
7일, 2017년 9일, 2018년 6일, 2020년 3일 등 수온 28℃ 이상의 해양열파 현상
이 관측되었다. 수온 28℃이상의 고수온 관련하여 특히 2016년이 주목된다. 2016
년의 경우, 울릉도는 16.5일, 독도는 6.8일, 기상청 동해 해양기상부이에서는 19.5
일, 기상청 울진 해양기상부이에서는 17.5일 등이 관측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부
분은 이러한 수온 28℃ 이상의 고수온 현상들이 울릉도 해역의 경우, 2012년 이
후 주로 발생하고 있다.

(3) 핵심 연구거점 주변 서식지 지형 및 지질특성 파악

  동해 울릉도 북부 공암 지역은 전체적인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 울릉도 화산체
의 영향으로 서해나 남해와 달리 연안에서 외해로 가면서 경사가 매우 가파른 특
징이 나타난다. 조사지역은 울릉도의 대표적인 조하대 및 다이빙 포인트로 알려진 
공암 주변 약 1.4 km x 1.4 km 지역이다. 
  울릉도 북부 공암 연구지역에서 수행한 정밀 해저 지형은 수심 약 9 ~ 220 m
까지 수심이 매우 급변하며 전체적으로 2단계 정도의 단구형태의 계단지형을 이
루고 있다. 연안지역은 수심 약 30 m까지 대부분 암반으로 인한 요철지형이 나타
나고 경사가 다소 완만하다. 수심 약 50 m까지는 굴곡이 거의 없는 평평한 해저
지형이 존재하고 수심 약 60 ~ 110 m까지는 급경사를 보이며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후 수심 약 140 m까지 경사가 다시 그 전 수
심대보다는 완만해지면서 넓은 경사지대가 나타난다. 다시 수심 150 m 이후부터



요약문 • •

－ xi －

는 조사지역 북동쪽 해역에서 가장 급격한 경사가 나타나면서 수심이 매우 가파
르게 깊어지며 최대 수심은 수심 200 m보다 더 깊어진다. 조사지역 남동쪽 해역
에 코끼리 바위 또는 혈암(구멍바위)로 불리는 공암 지역이 나타나며 수심은 약 
0 ~ 30 m까지 분포하는 거대 직벽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상에서 확인 결과 
주상절리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발달되어 있다. 

나. 동해 핵심 연구거점의 생물군 생태특성 연구

(1) 핵심 연구거점 주변 저서환경 특성 파악

  왕돌초 조사해역의 평균 수심은 60.8 m (48.6 ~ 82.4 m)였으며, 평균 저층 염
분은 34.1 psu(33.1 ~ 34.4 psu)였다. 계절에 따른 저층 염분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저층 수온은 평균 11.7℃ 를 나타냈으며, 10월 정점 WD-11에서 7.
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정점 WD-2에서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름
철 평균 저층 수온(12.6℃)과 겨울철 평균 저층 수온(11.3℃)은 크게 차이가 나
지 않았다. 저층 용존산소는 평균 7.0 mg/l 였으며, 5.1 ~ 8.4 mg/l 범위를 보였
다. 12월 WD-9에서 가장 높은 용존산소를 보였으며, 10월 WD-8에서 가장 낮
은 용존산소를 나타냈다.
  울릉도 공암 조사해역의 평균 수심은 72.2 m 였으며, 10월 정점 UL-9에서 
38.0 m 로 가장 얕았으며, UL-3에서 126.0 m로 가장 깊었다. 평균 저층 염분은 
34.0 psu(33.5 ~ 34.3 psu)였다. 저층 수온은 평균 14.0℃ 를 나타냈으며, 10월 
UL-3에서 9.4℃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같은시기 정점 WD-7에서 20.3℃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여름철 평균 저층 수온(11.7℃)과 겨울철 평균 저층 수온(16.
3℃)로 4.6℃ 차이를 보였다. 10월 용존산소는 평균 7.3 mg/l 였으며, 6.5 ~ 8.4 
mg/l 범위를 보였다. 

(2) 핵심 연구거점 주변 중형 및 대형저서동물 생태특성 연구

  왕돌초 조사해역에서 출현한 중형저서동물의 총 서식밀도는 61 ~ 1,194 개체
/10㎠로 나타났으며, 계절별로 춘계에 가장 낮은 서식밀도 값을 나타내고 추계에 
가장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냈다. 정점별로는 유기물 함량이 가장 높은 정점인 st. 
1, st, 2에서 가장 높은 서식밀도 값을 나타냈다. 동해안 핵심 연구거점인 왕돌초
에서 출현한 중형저서동물 그룹 중 가장 우점한 분류군은 선충류와 저서성요각류
로 나타났으며, 두 분류군은 전체 서식밀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우점률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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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돌초의 저서환경은 정점별로 소규모의 계절적인 변동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절적인 큰 변화가 없으며, 특히 중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와 생체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도와 유기물의 변화가 계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안정적인 환경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왕돌초에 출현한 연체와 극피동물을 제외한 대형저서동물의 총 
출현 종수는 152종/7.2m2이었으며, 2020년 7월과 10월에는 각각 120종/2.4m2과 
81종/2.4m2이었으며, 12월에는 92종/2.4m2이 출현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형저서동물의 평균 서식밀도는 762 
개체/m2 이었으며, 2020년 7월과 10월에는 각각 993 개체/m2과 637 개체/m2였
으며, 12월에는 658 개체/m2가 출현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는 7월에 가
장 높게 나타났고 10월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왕돌초의 대형저서동물의 평균 종 다양도 지수는 2.8 이었으며 2.1 ~ 3.4 범위
를 보였다. 가장 높은 종 다양도 지수를 보였던 정점은 6월 WD-11이였고, 가장 
낮았던 정점은 12월 WD-12였고, 가장 낮았던 정점은 WD-5였다. 조사 시기 별 
대형저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2020년 7월과 10월에 각각 평균 2.9, 2.7이었
으며, 12월에는 2.8을 나타냈다. 대형저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계절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는 모래의 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종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종 다양도 지수는 종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중형저서동물 서식밀도와 생체량 등 군집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일
반적으로 퇴적물 입도와 유기물 함량에 영향을 받지만 공암 주변해역은 퇴적물 
입도와 유기물 함량이 정점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공암 주변
해역의 중형저서동물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수온과 수심으로 판단된
다. 울릉도 핵심연구거점인 2019년도 울릉도 남쪽에 위치한 능걸 지역과 2020년
도 울릉도 북서쪽에 위치한 공암 지역의 춘계 서식밀도, 생체량, 출현분류군수, 분
류군 다양도 값을 비교한 결과 서식밀도와 생체량은 울릉도 남쪽의 능걸 지역이 
북서쪽 공암에 비해 2 ~ 3배 높은 서식밀도와 생체량을 나타냈으나 출현분류군
수와 다양도 값은 울릉도 북서쪽의 공암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울릉도 공암에 출현한 연체동물과 극피동물을 제외한 대형저서동물의 총 출현 
종수는 123종/3.2m2이었으며, 2020년 5월과 10월에 각각 84종/1.6m2과 81종
/1.6m2 출현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계절적인 경향은 없었다. 대형저서동
물의 평균 서식밀도는 926 개체/m2 이었으며, 5월에는 1174 개체/m2가 출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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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0월에는 798 개체/m2가 출현하였다. 서식밀도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정점 
UL-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580 개체/m2), 정점 UL-9에서 610개체/m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대형저서동물의 생체량은 333.8 g/m2 이었으
며, 봄철(432.5 g/m2)에 높고, 가을철(235.2 g/m2)에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생체량은 보인 곳은 5월 정점 UL-02로 1122 g/m2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정
점 UL-9(57 g/m2)였다.
  울릉도의 연체동물과 극피동물을 제외한 대형저서동물의 평균 종 다양도 지수
는 2.5였으며 1.1 ~ 3.3 범위를 보였다. 가장 높은 종 다양도 지수를 보였던 정점
은 10월 UL-1이였고, 가장 낮았던 정점은 UL-6이였다. 조사 시기 별 대형저서
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2020년 5월과 10월에 각각 평균 2.5, 2.4이었으며, 대
형저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계절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수심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온과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서식밀도는 분급도와 총유기탄소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 
다양성 지수는 수심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온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3) 핵심 연구거점 주변 경성 안반생태계 특성 연구

  동해 핵심연구거점 중에 하나인 울릉도 공암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무척추동물
의 종목록을 구축한 결과 아래와 같이 30종이 출현하였다. 2019년 연구지역인 울
릉도 능걸 지역과 비교하여 빈약한 생물상을 나타냈으며, 극피동물의 생물다양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 핵심연구거점 중에 하나인 울릉도 공암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해조류의 종
목록을 구축한 결과 아래와 같이 녹조식물문 7종, 갈조식물문 10종, 홍조식물문 
54종 등 총 71종이 출현하였다. 해양수산부(2018) 연구에서 출현한 해조류 출현
종과 계절별로 비교한 결과 2018년 춘계에 47종에서 고수온기인 하계에 19종으
로 급감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춘계 45종, 하계에 소폭 감소하여 42종으
로 나타났다. 

(4) 동해안 및 아열대 해역 생물다양성 파악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왕돌도 주변해역에서 총 21회의 연도별 및 계절별 조
사결과 17과에 속하는 총 47종, 7,613개체의 어류가 채집되었다. 가자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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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uronectidae) 어류가 13종 출현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꼼치과
(Liparidae)와 둑중개과(Cottidae) 어류가 5종, 양볼락과(Sebastidae)와 쥐노래미
과(Hexagrammidae) 어류가 4종 채집되었다. 개체수에서 가장 많이 채집된 종은 
기름가자미(Glyptocephalus stelleri)로 총 2,287개체가 채집되어 전체 채집 개체
수의 30.0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용가자미(Cleisthenes pinetorum)가 
1,560개체(20.49%), 대구횟대(Gymnocanthus herzensteini)가 1,242개체
(16.31%) 채집되었는데, 상기 3종은 1,000개체 이상 채집되었으며, 전체 채집개
체수의 66.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채집된 어류 군집의 우점종은 연도별 계절에 따라 변동을 보였
으며, 최우점종인 기름가자미는 춘계와 하계에 우점하는 경향을 보였고, 2020년 
하계를 제외하고는 최근 어류 군집에서 우점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용가자
미는 추계와 동계에 우점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도별 우점율에서 큰 변동을 보
이지 않았다.
  대구횟대는 전 계절에서 꾸준한 우점율을 보였고, 연도별 큰 변동도 보이지 않
았며, 대구는 전반적으로 연도별 우점율이 낮았으나, 2018년 하계와 2019년 춘계
에 높은 우점율을 보였고, 가사가자미는 2019년 동계에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조
사기간 동안 채집된 어류 군집의 종별 서식형태에 따라 저어류, 반저서어류, 부어
류의 비율은 계절별 변동의 경향을 보였으나, 연도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오키제도의 도고섬 서남단에 위치한 隠岐の国다이빙샵을 이용하여 주변 연안역
의 4정점에서 암반 생태계 잠수조사 실시한 결과, 조사정점의 수심은 5 ~ 30 m 
및 수온은 21℃ 내외 였다. 해저면은 모래 및 대형 암반 돌출된 지형으로, 수중지
형은 울릉도 사동 주변의 물새바위나 통구미 거북바위와 유사하였다. 
  해조류 군락은 모자반과 넓미역, 미역, 감태 등으로 전반적으로 울릉도와 비슷
한 조성을 보이나 군락지의 수심대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무척추동물 중 자
포동물에서는 해송 및 연산호, 거품돌산호 등이 출현하여서, 울릉도와 제주도의 
혼합된 생물상을 보였다.
  대한해협 쓰시마섬의 동남쪽 연안인 이즈하라항 주변 연안역의 4정점에서 암반 
생태계 잠수조사 실시한 결과, 조사정점의 수심은 5 ~ 30 m 였으며, 수온은 2
2℃ 내외였다. 해저면은 모래였으며, 비교적 평평한 대형 암반의 사면 및 아치형
의 대형 바위 위주의 지형 특성을 나타냈다. 오타하마비치 정점은 해변 앞 평탄면
의 모래바닥에 형성된 지구최북단 산호초 생물군집 서식지로서 Acropora s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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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쓰시마섬은 울릉도, 제주도, 오끼섬 지역과는 상이한 
생태계로 해조류 거의 없고 산호군락 위주의 전형적인 아열대(열대) 생태계 유사
한 특성을 나타냈다. 출현 어류는 정점별로 24 ~ 28종이었으며, 총 8목 11아목 
31과 67종이 확인되었다. 

다. 동해 자료활용 정보 생산

(1)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자료 DB 구축

  당해년도 동해 해양자료의 활용을 위한 정보생산은 2019년도 울릉도 능걸, 왕
돌초 연구해역과 2020년도 울릉도 공암, 왕돌초 연구해역의 현장조사자료를 수집
하여 수행하였으며, 해수환경정보, 서식생물정보, 해저환경정보로 데이터 세트를 
분류하였다.

(2)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주제도 작성

  연구해역과 조사시기 데이터 범위는 2019년도의 울릉도 능걸과 왕돌초 해역의 
하계, 추계 시기와 2020년도 울릉도 공암과 왕돌초 해역의 춘계, 하계 시기이다. 
해수환경정보 데이터 세트 주제도는 수온, 염분, 용존산소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서식생물정보 데이터 세트 주제도는 대형저서동물의 환형동물, 절지동물, 극피동
물, 연체동물에 대한 서식밀도와 생체량 정보를 작성하였고, 중형저서동물의 선충
류, 편모충류, 다모류, 저서성요각류에 대한 서식밀도와 생체량 정보를 매핑하였
다. 그리고 해저환경정보 데이터 세트 주제도는 표층퇴적물의 평균입도, 분류도, 
총유기탄소, 퇴적유형에 대해 작성하였다.

3. 선박선체부착물 수중제거 관리기술 개발

가. 선박방오처리(AFS) 활성물질 평가기술개발

(1) AFS 활성물질 비표적분석기술 개발

  방오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유기계 활성물질의 환경 내 존재 여부를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AFS 활성물질 LC-TOF/MS 분석기술을 정립하였다. 국제
적인 활성물질 사용 규제 및 동향을 바탕으로 DCMU (diuron), cybutryne 
(Irgarol 1051), DCOIT (Sen-Nine 211), copper pyrithione, zinc 
pyrithione, thiram, tolylfluanid, dichlofluanid, TCMS pyridine, octhilinone, 
tralopyril (Econea), TCPM, ziram, chlorothalonil 등 표준물질 확보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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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종의 활성물질을 대상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상 최적
의 분리 및 검출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합의 이동상 조성, 이동상조성
변화 기울기 등을 시험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운영 조건을 확립하였다. 각 화합
물의 표준물질을 LC-TOF/MS에 주입, 분석하여 각 화합물에 대한 질량스펙트
럼, 머무름시간, 부가이온(adduct ion), 2차 조각이온 분포 등 각 화합물에 대한 
질량분석정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Tralopyril (Econea)은 negative 
ionization으로 이온화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화합물을 모두 positive 
ionization 하에서 분석하였다. Copper pyrithione의 경우에는 +Na 부가이온을 
검출 대상으로 하였으며 tralopyril을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은 +H 이온을 검출 
대상으로 하였다. Tralopyril은 negative ionization 하에서 –H 이온을 검출 대상
으로 하였다. AFS 활성물질이 포함된 미지시료를 LC-TOF/MS로 비표적분석하
여 정립된 스크리닝기법을 검증하였으며 총 10개의 화합물을 79.9–97.2의 일치
도로 검출해 내었다.

(2) 수중제거 현장 배출물 내 활성물질 평가

  글로벌 운항선박과 대양연구선은 수중청소로봇을 이용하여 선체부착물을 제거
하였으며, 연안소형 선박은 다이버가 수중에서 직접 선체부착물을 제거하였다. 이 
때 발생하는 배출수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수 내 부유물질, 금속, 유기계 활성물질
의 잔존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로봇청소의 경우에는 배출수의 후처리과정 전후의 
잔존 특성을 비교하였다. 수중제거 배출수 내 총부유물질 농도는 190-232 
mg/L, 평균 215 mg/L로서 청정지역 배출기준에 비해 최대 5.8배, 하수종말처리
장 방류수 수질기준 대비 최대 23배 높은 수준이었다.  후처리장치를 거친 처리
수 내 총부유물질 농도는 배출 원수의 약 19%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청
정지역 배출기준과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선체 
단위 면적당 부유물질 배출량은, 로봇청소의 경우 1.64 g/m2, 수동청소의 경우 
35.2 g/m2으로 수동청소에 의한 배출량이 약 20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로봇
청소의 경우에는 후처리과정을 통해 단위면적당 배출량이 0.43 g/m2으로 감소되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수중제거 배출수 내 용존금속 중 구리(12.2-367 ㎍/L), 
아연(97.7-2,550 ㎍/L)이 가장 높은 농도 분포를 보였으며, 아연의 경우 배출허
용기준을 최대 2.5배 초과하였다. 수중제거 배출수 내 용존구리의 농도는 생태계 
내 2.7-63%의 생물종에 치사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며, 아연은 2.6-49%의 
생물종에 치사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수중제거를 통해 배출되
는 입자성과 용존성 금속을 포함한 총 금속의 농도는, 구리의 경우 152-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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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아연은 1,330-13,100 ㎍/L, 철은 8,590-47,400 ㎍/L의 분포를 나타내었
다. 선박 단위면적당 금속류의 배출량은 후처리과정에 의한 뚜렷한 감소가 관찰되
지 않았으며, 다이버에 의한 수동청소 시 보다는 로봇을 활용한 자동청소 시에 금
속의 유출량이 낮게 나타났다. 유기계 활성물질의 경우, 수중제거 배출수에서 
zinc pyrithione (3.83-24.6 ㎍/L), copper pyrithione (3.86-48.6 ㎍/L)이 주
로 검출되었으며, diuron (DCMU)과 Irgarol (cybutryne)이 일부 세척수에서 소
량 검출되었고, Sea-Nine(DCOIT)은 모든 경우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선박부착
물 수중제거 시 발생하는 배출수에 의해 수중제거 인접해역 서식 해양생물 및 서
식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위해영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중제거 배출조건과 해역의 수리·물리학적 조건을 고려한 환경위해성 평가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국제시험종/연안종 독성영향평가

  본 연구에서는 로봇수중청소배출물과 주상용 biocide인 CuSO4와 CuCl2에 노출
된 시험종(넙치, 곤쟁이, 플랑크톤, 성게, 곤쟁이)에 대한 독성 파라미터 산출하였
고 생물독성영향을 규명하였다. 노출된 모든 시험종에서 로봇수중청소배출물의 독
성은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로봇처리장치의 자체 처리시스템을 통과한 
시료에서 독성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넙치, 요각류, 곤쟁이, 단각류에
서 독성 파라미터를 도출하였고 국제독성 Data Base와 본 연구결과를 취합하여 
CuSO4와 CuCl2의 HC5 (Hazardous concentration 95%)값을 산출한 결과 1.44 
㎍/L와 1.83 ㎍/L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독성파라미터는 로봇수중청소
배출물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서, 연안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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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미세조류는 이사부호에서 부착 규조 Amphora biggiba이고 55.0%를 
차지하였고 이 외 Pseudonitzschia delicatissima가 8.6%, Thalassiosira allenii가 
8.1%,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가 5.9%, Chaetoceros debilis가 
5.0%였다. 장목 1호에서는 Halamphora cf. coffeaeformis가 최우점 종(85.1%) 
이었고, Berkeleya rutilans (12.1%)와 Entomoneis sp. (2.5%) 그리고 나머지 출
현 종은 1%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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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저 부착미세조류의 수중 제거 후 생사판별 파악

  수중제거 후 탈리된 부착미세조류의 재성장 실험 결과, 이사부호의 부착미세조
류는 감소하다가 유지 혹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우점종의 변화를 
보면, Amphora biggiba 감소 후 유지하였고,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는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일정한 구성비율을 차지한 후 실험 종료 시에 
27.8%로 급증가하였다. Thalassiosira allenii는 일시적인 증가 후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고, Pseudonitzschia delicatissima는 실험 종료시까지 감소하였다.
  장목 1호의 부착미세조류는 증감을 반복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수에서 배양한 선저부착미세조류는 Halamphora cf. 
coffeaeformis, Entomoneis sp., Berkeleya rutilans, 그리고 Achnanthes 
kuwaitensis였다. F2 medium에서 배양한 부착미세조류도 유사한 종 조성과 증감
양상을 나타냈고, Melosira moniliformis와 Tripos furca가 일시적으로 출현했고, 
각각 1일과 11일의 점유율은 8.53%와 15.54%이었다.

(2) 부착 원생생물

  R/V 장목 1호를 대상으로 수중제거 파생물 내 원생생물 재성장 실험 및 생존위
해성을 평가하였다. 총 8종의 원생생물 섬모충이, 선체 파생물에서 5종(Litonotus 
paracygnus, Phialina salinarum, Aspidisca steini, Euplotes minuta, Vorticella 
sp.), 틈새구역 파생물에서(Niche area)에서 3종(Pseudoamphisiella alveolate, 
Euplotes cristatus, Diophrys hystrix)이 각각 확인되었다. 이 중 D. hystrix는 국
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종으로 주목된다.

(3) 부착 대형저서생물

(가)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후 종 판별 및 위해성 분석결과

  이사부호와 장목1호 선체측면에 서식하는 대형무척추동물은 대부분 해조류에 
서식하는 표재저서동물이 출현하였다.

(나)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후 생사판별 실험 결과

  손상되지 않은 개체는 최대 14일까지 생존하였으며, 탈리된 부착대형무척추동
물의 생존위해성은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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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중제거 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

(1)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절차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관리에 필요한 관리양식, 수중제거 결정 툴, 비상조치계
획 등의 세부관리 툴 개발을 통해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절차를 확립하였다. 

(2)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수행

  우리나라 5개 주요 국제항(부산, 울산, 동해, 감천, 광양)을 대상으로 AFS 활성
물질 항만 수용력을 평가하였다. 광양항이 항만 내 AFS 활성물질 수용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 부산항이 AFS 활성물질 수용능력(PEC/PNEC >1)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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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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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아열대화 진단을 위한 동해 저서생태계 장기모니터링 체계 수립
- 동해안 생물다양성 연구를 위해 구축된 동해안 Inventory와 본 과제의 연구수

행을 통해 출현한 서식생물의 종 목록을 종합한 동해안 종합 Inventory 구축
을 통해 향후 동해안의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생물 변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임

- 서식지 환경의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서식지별 환경요인의 결과물을 가시화하
는 환경특성도 제작을 통해 서식지의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 자료
로 향후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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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는 홍보자료로 활용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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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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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임

- 국내 주상용 AFS의 연안종 노출에 대한 위해성평가 기초자료 생산
- 수중청소 배출물의 연안종서식종(넙치, 곤쟁이, 단각류, 성게, 요각류)의 독성

평가 자료 생산을 통한 연안생태계 과학적 데이터기반 보호기준 마련
- 선박에 부착하는 미세조류의 판별을 통하여, 선박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

는 방오도료 등과 같은 물질의 소재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이들 미세조
류의 재성장 평가를 통하여 선박의 도킹(docking) 및 표면세척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선박 기인 원생생물 출현종 목록화 및 방오제에 대한 독성 내성 및 생리적 반
응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체 파생물로 인한 한반도 연안 생태계 교란 가능성
을 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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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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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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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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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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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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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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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benthic habitat characteristi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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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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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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해 
비교적 안정된 외해의 수괴가 만나면서 조석전선이 형성되며, 이는 해역의 물리·화
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분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처럼 상이한 특징을 가
진 수괴의 이동 및 교차에 의해 조석 전선역에서는 복잡한 생태계 반응이 일어날 것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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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발시키므로 
중장기적인 해양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 그리고 연안 지형 및 퇴적환경 변화 등의 연구가 종
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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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서
식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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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된 것으로 보고됨. 이는 해양이 제공하던 해양·수산 자원 및 서비스의 변화
를 의미함

§ 황해 연근해의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어획량(12만 5천톤)은 80년
대 초반 5년간(1981-1985년)의 연평균 어획량(25만톤)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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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슈중 하나로 이에 대한 기반 연구가 반드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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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
계 변동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것은 경제, 사회문화적 해양 가

치를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필수적임

○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황해는 64개의 광역해양생태계 중 하나로, 국제적인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이 증

가하여 국제프로그램(YSLME)이 가동되고 있음. 또한 주변국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 및 해양쓰레기 그리고 남획 등으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변동이 나타
나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해양 환경 및 생태계 정보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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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부착생물 수중제거기술 통합프로세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적용기술의 성
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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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제거기술 도입으로 해양환경 훼손을 미연에 방지 가능함

§ 미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아국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부착
생물의 수중제거 파생물의 회수율을 고려한 수중제거장치의 표준화된 위해성 평
가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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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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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감시 기반 확보

○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선박선체표면 수중제거기술 위해성 평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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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부착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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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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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제
거 파생물 위해성 
평가기법 및 관리프
로세스 개발 

선박방오처리(AFS) 활성물질 표적분석기술 확대 정립 및 수중제
거 배출물 시험적용

현장 수중제거파생물과 booster AFS처리 활성물질의 국제시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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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부착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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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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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환경요인 계절변동
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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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부착물 수중제
거 파생물 위해성 
평가기법 및 관리프
로세스 개발 

AFS 활성물질 비표적 분석기술 개발 및 수중제거 현장 배출물 
내 활성물질평가
현장 수중제거파생물과 booster AFS처리 활성물질의 국제시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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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부착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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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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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환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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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법 및 관리프로세
스 개발 

수중제거기술 활성물질 유출평가기법 개발 및 활성물질 분포 초
기모델 구현
유출 시나리오별/연안종 기반 생물별 수중제거 파생물의 위해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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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부착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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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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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제
거 파생물 위해성 
평가기법 및 관리프
로세스 개발 

AFS활성물질 거동평가 기술개발 및 수중제거기술 활성물질 통합
관리요소 도출

유출 시나리오별/생물별 수중제거 파생물의 위해영향 평가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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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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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법을 다양한 조건에서 회수된 선박부착파생물 시료에 적용·검증함으로
써 개발된 요소기술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각 단계 간 지속적인 상호
보완을 통해 개발기술의 완성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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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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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기반으로 수중제거 활성물질 유출평가기술을 개발하며, 개발된 분석
기술과 평가기법을 선박부착 파생물, 수중제거기술 모사시험 파생물, 수중
제거 처리해역 현장 파생물 등 다양한 조건에서 회수된 현장 시료에 적
용·검증함으로써 개발된 요소기술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각 단계 간 
지속적인 상호보완을 통해 충실히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추진

○ 선체부착생물에 대한 수중제거는 생물확산 및 수생환경으로의 화학물질 방출
을 수반하므로, 생물학적 위해성평가와 화학적 위해성평가를 별개로 수행한 후 
이 둘의 평가를 종합하여 수중제거 수용 여부를 평가한다.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성평가는 수중제거 시나리오에 대한 RPN(Risk Priority Number: 위험우
선순위) 스코어 산정 및  Copper(Cu) 용출 농도 기준의 MAMPEC 모델 구동
을 통해 수행한다. 정립된 위해성평가 기법을 토대로 ‘수중제거관리 체계 제
시’와 ‘수중제거기술 포집기준 도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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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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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대
응방안 및 대응의제를 검토

○ 해양수산부 담당부처, IMO GESAMP 국제전문가, IMO MEPC 전문가, 수중
제거기술 개발사와 요구수준 레벨을 점검 및 조정하여 위해성 평가기법과 수중
제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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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도 등 저서생물상의 변동을 추적하기 적합한 연구 장소가 있으나, 저서생물의 정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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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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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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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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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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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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비해 4배 이상의 황해 생태계 관련 논문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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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를 구해 해양생물 변화에 대한 전망이 해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줄어들 것으
로 판단되고 생물의 크기도 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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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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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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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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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anus, Euphausia 등의 수직 이동, 하계 냉수대에서의 분포 특성 및 먹이
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통해 저층냉수의 분포가 황해 생태계의 구조 및 생산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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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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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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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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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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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울릉도·독도 연구에 비해 획기적인 해양환경 및 서식생물 정밀 시계
열 변동 연구 및 해양환경과 서식생물 변동의 종합적 해석을 시도하였지만, 연
구 항목이 크게 제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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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선박부착생물 관리기술 연구

○ “친환경 양친매성 방오 코팅제 실용화 기반기술개발” (수행기관: KIOST, 참여
연구원: 최진우 박사, 2015,08~12)과제에서 강재표면에 적용가능한 방오코팅제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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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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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하계 황해 환경 및 생태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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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표층에서는 양자
강입구에서 제주해협 방향으로 거동하는 저염의 양자강희석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황해 내부에서 수온과 염분은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분포 구조를 보인다
(Lie, 1986; Chu et al., 1997). 겨울철에는 강한 연직 혼합으로 인해 연직으로 거
의 균질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름철에는 태양복사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표층수
온이 상승하면서 성층이 발달한다. 저층에서는 황해저층냉수가 존재한다. 표층에서는 
고온저염의 해수가 발달하고 저층에서는 저온고염의 해수가 존재하면서 강한 밀도약
층이 형성된다. 이러한 밀도약층은 상층과 하층 사이의 열교환은 물론 물질교환을 차
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안역에서 조류가 강한 곳은 조석혼합으로 인하여 계절약층
이 깨지거나 약해져서 수직혼합이 활발하여 수온이 수직적으로 균질한 분포를 보인
다(Lie, 1989; Seung et al., 1990).
  일반적으로 여름철 황해 중앙부 저층에서 나타나는 10℃ 이하의 수괴를 일컬어 황
해저층냉수라 하며(Inoue, 1974; Nakao, 1977; Lie, 1984; Kondo, 1985), 황해저
층냉수의 핵은 일반적으로 황해 북부와 산둥반도 아래에 위치한 황해 남부의 서쪽, 
그리고 황해 남부 중앙골 등 3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황해저층냉수는 
새롭게 형성된 해수가 아니라 동계에 형성된 냉수가 변질되지 않고 저층에 남아서 
형성된 것이다(과학기술부, 1998). 황해냉수괴는 황해에 서식하는 가장 중요한 동물
플랑크톤의 일종인 Calanus sinicus의 서식 사이트로 알려지면서 해양생태계에도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ang and Kim, 2008; Wang et al., 
2003). 따라서 황해냉수괴의 분포와 변동을 이해하는 것은 황해의 해양환경과 생태
계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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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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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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
의 경우, 춘계 이후 강하게 발달된 성층에 의해서 식물플랑크톤 군집은 유광층 하
부에서 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Layer(SCM)을 형성함과 더불어 비
교적 크기가 작은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우점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태풍, 강수와 같은 하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성층화 된 수괴 구조를 일시적으로 혼합시키거나, 용승을 유도하는 등 유광층 상
부의 생지화학적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 군집구조, 일차생
산력에도 시·공간적인 변동을 보인다(Xiu et al., 2016; He et al.., 2017; Lu 
et al., 2020).
  세균과 고세균을 포함하는 원핵생물은 미생물 먹이망을 통한 에너지 전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의 이용을 통하여 해양의 생지화학적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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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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식멍이망을 통한 에너지 흐름
을 감소시킴으로써 해역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원핵생물 
군집은 높은 생리적 유연성을 통해 탄소, 질소, 인 등 해양의 주요 원소 순환 뿐
만 아니라, 황 및 메탈 등의 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춘계동안 우리나라 황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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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황해로 
유입되는 담수의 기원 중 하나인 금강 하구역에서 장마 이전, 장마, 장마 이후 기
간동안 조사 수행을 통하여 장마 전/중/후 환경변화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특성의 
변동을 연구하였다.

(2) 동물플랑크톤

  2020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황해의 12개 조사 정점에서 중형동물플랑크톤
을 채집하였다(Fig. 3.1.2.3.2.1). 조사 직전인 26-27일에 제 8호 태풍 바비
(BAVI)가 중심기압 약 950 hPa, 초속 약 40 m s-1로 조사 해역을 통과하였다. 
봉고네트(망구 60 cm, 망목 200 μm)의 입구에 유량계(Model 438-115, 
Hydro-bios, Germany)를 부착하여 저층부터 표층까지 복경사 예인(oblique 
tow) 하였고, 채집된 시료는 선상에서 5%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였다. 실험실
로 운반한 시료를 분할하여 최종 300–500 개체를 해부현미경(Stemi 2000–C, 
Zeiss, Germany)과 광학현미경(Axioskop, Zeiss, Germany)으로 종 동정 및 계수
하였고, 네트를 통과한 유량으로 나누어 단위 부피당 개체수(밀도; ind. m-3)로 
변환하였다.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생체량을 측정하기 위해, 선상에서 고정되지 않은 시료를 
미리 무게를 측정한 GF/C여과지(Whatman, UK)에 여과하여 냉동 보관하였다. 
실험실로 운반한 시료는 60℃에서 24시간 건조시키고 건중량을 측정한 후, 생체
량(탄소량)을 건중량의 45%로 가정하여 계산하였고(Ara 2001), 계산된 탄소량은 
각 정점별 유량(m3)으로 나누어 단위 부피당 탄소량(mg C m-3)으로 표현하였
다.
  중형동물플랑크톤 군집분석은 전체 출현 종의 밀도를 대상으로 Bray-Curtis의 
유사도 거리 지수를 이용하여 집괴분석(Cluster analysis)을 한 후, 60%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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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nMDS) 배열법으로 표현하였
으며, 분석에는 PRIMER(version 6.1.6; Clarke and Warwick 1994)를 이용하
였다. 집괴분석 결과 구분된 두 그룹(A, B)에 대해 출현 종 수, 밀도, 종 다양도
(H’)를 분석하여 그룹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종 다양성은 Shannon-Wiener 종 
다양성 지수(H’)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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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별로 제시하였다. 지표종 분석은 
PC-ORD(version 7, MjM Software Design)를 이용하였다. 
  전체 중형동물플랑크톤 가운데 두 그룹 사이에 밀도 차이가 유의한(t-test; p 
<0.05) 8종만을 대상으로 환경요인과 중복분석(Redundancy anlaysis)을 수행하
였다. 중복분석은 CANOCO(version 5.0; ter Braak and Šmilauer 2012)를 이
용하였으며, 중형동물플랑크톤 밀도는 log10(x+1)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Fig. 16.1.2.3.2.1 Mesozooplankton sampling stations 

in the Yellow Sea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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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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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변화의 유용한 지표로 이용된다 (Beaugrand et al., 2002). 또한 동물플랑크톤 
군집 조성, 출현양상, 개체 수 변동 등의 대한 자료 축적은 해당 지역의 어류 생
산량 및 수자원 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Hwang et al., 2011). 
따라서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물플랑크톤 군집 종 조
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동물플랑크톤 군집 조성 연구는 현미경을 이용하는 
형태학적 동정에 의존하고 있다(Pan 2008). 하지만 종 간 형태학적 특징이 유사
한 동물플랑크톤의 특성상 정확한 동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Bucklin 2011). 또한 
분류자의 전문성과 분류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대규모 조사 및 
장기간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 (Münkemüller., 2012). 최근에는 형태동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석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인 검출이 가능한 분자 동정이 
이용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NGS분석법이 동물플랑크톤 군집 분석에 효
과적임이 입증되었다 (Yang et al., 2017). 미토콘드리아 DNA COI 유전자는 종
내, 종간의 유전거리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동물플랑크톤 군집을 포함
한 다양한 생물 종 다양성 연구에 가장 흔하게 분석되는 영역이다. (Hebert et 
al.,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NA metabarcoding 분석법을 활용하여 
황해에 서식하는 동물플랑크톤 종 조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원생생물

  섬모충플랑크톤의 주요 분류군인 유종섬모류 종들은 수괴의 변화에 민감하여 
수환경의 변화를 생물학적으로 감시하는 지표생물로 활용되어 왔다. 황해저층냉수
는 하계에 가장 발달하며, 저온의 암환경과 탁도가 높은 환경의 고유생태계로, 특
히 섬모충의 분포자료는 황해저층냉수 생태계내의 미세먹이망 해석에 매우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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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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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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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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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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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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는 육지에서 유입되는 계절적인 담수 유입의 변화와 중앙부 저층에 나타나
는 냉수대의 변동성은 황해 생태계 변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60년동안 황해 대형저서동물 군집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군집내의 
우점종의 조성은 바뀌고 있다(Xu et al 2020). 이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저층의 
수온 증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황해 해역에서의 
대형저서동물 연구는 대부분 중국측 해역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황해 해
역에서의 대형저서동물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황해에서의 다
양한 계절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저서동물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여름철 담수 공급 변동에 따른 대형저서동물의 종 조성과 군집 변동 그
리고, 여름철 태풍과 같은 큰 환경변화에 따른 황해 광역해역에서의 대형저서동물 
종 조성과 군집특성을 조사하였다.

라. 생태계 모형

  조사선 탐사는 시공간적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치모형은 이를 보완하기 위
한 수단이자 좋은 예측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한 POLCOMS-ERSEM 기
반 해양시스템모형 결과를 분석하여 소청초 과학기지에서의 식물플랑크톤 계절 생태
(phenology)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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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재료 및 방법

가. 물리적 환경 특성

(1) 광역적 물리 환경요인 조사(하계)

  여름철 황해에서는 표층에는 복사에너지 증가에 따른 표층수온의 증가하고, 강
수와 양자강희석수 같은 저염수의 유입 등으로 인해 고온저염의 해수가 존재한다. 
반면 저층에서는 겨울철에 형성된 해수가 유지되면서 저온고염의 황해저층냉수괴
가 존재한다. 상층과 하층 사이에 강한 밀도약층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반
도 연안을 따라서는 북상하는 흐름이 중국연안을 따라서는 남하하는 흐름이 존재
한다(Su, 1988). 여름철은 태풍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수심이 얕은 황
해는 태풍에 의한 영향이 크게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태풍에 의해 연직혼합이 
발생하기도 하며, 양자강희석수가 유출되는 시기에는 태풍의 경로에 따라 황해 내
부까지 양자강희석수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Oh et al., 20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020년 8월에 황해 광역 조사를 수행하였다. 황해 
광역 조사는 Fig. 3.1.2.1.1과 같이 한반도 연안에서 중국 방면으로 최대 
122.5°E 영역까지 확장하여, 2020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온누리호를 이용
하여 해수 물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관측 해역은 황해저층냉수의 저온 핵이 위치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주요 분포 영역과 황해 입구 해역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 
조사 직전인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 8호 태풍 바비(BAVI, 2008)가 중심기
압 약 950hPa, 초속 약 40m/s로 관측 해역을 남북으로 관통하였다.  
  황해의 해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총 22개 정점에 대해 CTD (SBE 911 
plus)를 이용하여 정밀 해수 물성 관측을 수행하였으며, 표층 해류의 흐름을 파악
하기 위해 총 5대의 표층 뜰개가 투하되었다(Table 3.1.2.1.1). 황해저층냉수의 
장기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관측된 국립수산과학원 정선자료에 대한 분
석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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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1.2.1.1. Study area with CTD measurement and 

drifter launch stations in August, 2020 by KIOST. 

Dotted line indicates the route of typhoon BAVI(2008).

Table 3.1.2.1.1. Information for deployment of surface drifters

ID #

Location

Time
Duration

(days)
RemarkLongitude 

(°E)

Latitude 

(°N)

29 125.6018 35.0045 2020. 08. 28 20:10 66.8 ○

30 125.7987 34.9967 2020. 08. 28 17:50 73.0 ○

36 125.2535 35.0082 2020. 08. 29 00:30 9.2 ○

48 125.4995 35.9985 2020. 08. 30 19:00 22.8 ○

49 126.0007 36.0000 2020. 08. 30 22:10 8.9 ○

(2) 하천수/양자강저염수의 생태계 영향 조사

  하계 강 하구를 통한 담수 유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강 하구역에서 해수 
물성 조사를 수행하였다(Fig. 3.1.2.1.2). 강 하구역에서 외해 방면으로 8개의 정
점에 대해 총 3번의 해수 물성 조사가 이루어졌다. 해수 물성 조사는 담수 유입 
시기를 고려하여 장마 이전(2020년 6월 11일), 장마 기간(2020년 7월 15일), 
장마 이후(2020년 9월 16일)에 각각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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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2. Study area with CTD measurement stations 

in the Geumgang Estuary in 2020 by KIOST. 

나. 화학적 환경 특성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황해 2개 라인(35도, 36도)에서 CTD에 부착
된 Niskin sampler를 이용하여 수심별로 해수와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였다(Fig.  
3.1.2.2.1). 연안을 통한 용존영양염과 미량원소의 유입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7월과 9월 3회에 걸쳐 금강하구역 8개 정점에서 수심별 현장해수를 채
취하였다. 채취된 해수는 현장에서 GF/F와 미리 산세척된 PC filter로 여과한 후 분
석항목에 따라 냉동 혹은 고순도의 산(acid)를 첨가하여 실온에 보관하였다. 용존영
양염은 자동분석기인 Smartchem 200 (AMS instruments, France)로 분석하였으며, 
KANSO에서 판매하는 영양염류 인증표준물질 (KANSO-BZ)을 이용한 회수율은 
94.9~107.1%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해수 내 미량원소는 seaFAST SP3 전
처리 장비가 결합된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로 분석하였으며, 캐나다 NRC에서 
판매하는 인증표준물질(CASS-6)의 회수율은 92.5~105.5%로 나타났다. 해양퇴적물 
내 미량원소 분석은 고순도의 혼합산으로 완전분해 한 후 원소에 따라 적절하게 희
석하여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캐나다 NRC에서 판
매하는 해양퇴적물 인증표준물질(MESS-4)의 분석결과는 97.3~104.4%로 우수한 
회수율을 나타냈다.

Fig. 3.1.2.2.1. Sampling sites for Geum River estuary and 

Yellow Sea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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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태계 특성

(1) 식물플랑크톤

(가) 시료의 채집

  현장조사는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우리나라 황해 해역에서 하위
생태계 구조 변동 확인을 위해 수행하였다. 위도 35도의 정선에서 정점01부터 
정점 15번, 위도 36도의 정선에서 정점 01번부터 정점 07번까지 총 15개 정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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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되어있는 정점의 경우, 유광층 내 0, 10, 20, 30, 50 m의 표
준수심과 현장에서 CTD 프로파일을 통해 결정된 SCM (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layer)층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분석 항목에 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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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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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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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법으로 
진행하였다. 시료에 lysozyme, proteinase K 및 10% SDS 용액을 넣어 세포를 
용해시켰다. 이후 PCI (25:24:1, Sigma-Aldrich) 용액을 넣어 단백질을 제거한 
뒤, Chloroform-Isoamylalcohol (24:1, Sigma-Aldrich) 용액을 첨가하여 추
가 정제하였다. DNA는 AE buffer (Qiagen)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농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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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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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피당 개체수(밀도; ind. m-3)로 변환하였다.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생체량을 측정하기 위해, 선상에서 고정되지 않은 시료를 
미리 무게를 측정한 GF/C여과지(Whatman, UK)에 여과하여 냉동 보관하였다. 
실험실로 운반한 시료는 60℃에서 24시간 건조시키고 건중량을 측정한 후,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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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탄소량)을 건중량의 45%로 가정하여 계산하였고(Ara 2001), 계산된 탄소량은 
각 정점별 유량(m3)으로 나누어 단위 부피당 탄소량(mg C m-3)으로 표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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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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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하였으며, Crustacean(갑각류) COI 
reference library 작성을 위한 sequence alignment 진행 및 taxonomy파일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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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
였으며, 탄소량으로의 계산은 20 fg C cell-1 (Lee & Fuhrman, 1987)의 전환
상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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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 황해탐사 35와 36 Line의 각 정점에서 2 L를 수심별로 채수하여, 중성루
골용액을 최종농도 2%가 되도록 고정한다 (Figure 3.1.2.3.4.1). 고정시료는 침
전시켜 5-50 mL로 농축하여 검경시료로 사용한다. 광학현미경 관찰을 통해 유
종섬모충은 피갑의 특징에 따라 종동정 및 계수를 실시하며, 소모류는 세포의 크
기를 나누어 (< 20 μm, 20-50 μm, 50-100 μm, > 100 μm) 계수하여 정
량분석 하였다. 초미소(pico)와 미소(nano)식물플랑크톤과 원핵생물 군집의 분석
은 앞에서 서술된 내용과 동일하다.

Figure 3.1.2.3.4.1. Sampling stations of ciliate plankton in the 

southeastern Yellow Sea.

(5) 어란

  어수집한 COI 염기서열에 primer와 유사한 외측 영역 제거하였다. 고품질의 염
기서열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degenerate base code (R, Y, M, K, S, W, V, 
H, B, D, N) 포함된 염기서열을 제거하였다. 이후 동일 염기서열도 제거한 후 남
은 70,492건의 염기서열을 MAFFT로 염기서열 정열한 후 FastTree를 작성하였
다. 이와 동시에 종수 추정을 위한 unique COX1 염기서열을 de Novo 
assemble 분석을 실시하였다. 염기서열에서 추출한 종 정보에 대한 분류체계를 
확인하기 Fricke (ed)(2021)와 FishBase(2021)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종 분석
을 위해 작성한 COX1 reference에 대한 FastTree(Fig. 3.1.2.3.5.1)와 de 
Novo assemble으로 분석한 종 수는 최소 1만 종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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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란 수집을 위해 2020년 8월에 황해의 12개 조사 정점에서 망구직경 60cm, 
망목 200um네트를 이용하여 수직 예망하였다. 채집한 어란은 현장에서 95%에탄
올에 보관하였다.

0.2

Fig. 3.1.2.3.5.1 FastTree of COX1 reference 

library for fish egg identification.

(6) 자치어

  자치어는 조사해역 북위 35°, 36°라인의 13개 정점에서 2020년 8월에  채
집하였다. 채집은 RN150네트(망구직경 150cm, 망목 440㎛, 길이 10m)를 이용
하였고, 정량분석을 위하여 네트입구에 유량계를 부착하였다. 네트의 궤적이 V자 
모양이 되게 경사채집 하였으며 예망은 정점별로 1.5∼2 knot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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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mm 단위까지 측정하고, 측정 후에는 현미경에 
부착된 Axio cam 506(Zen 2)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종 동정은 
Okiyama(1988, 2014), 김 등(2011), 윤창호(2002), 김 등(2005) 등을 따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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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고, 바코드 영역을 PCR 증폭
하여 Sanger sequencing 염기서열 확보 후 종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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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형저서생물

(가) 중형저서동물

  중형저서동물 군집 연구를 위해 황해 동남부해역의 9개 정점 중 이번 하계 조사
에서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37정선의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여, 총 6개 정
점(35-1, 35-11, 35-15, 36-1, 36-5, 36-7)에서 퇴적물 시료를 채집하였다
(Fig. 3.1.2.3.7.1). 시료의 채집 기간은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6일
간 진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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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St. 36-1은 시
료 채집 지역 중에 육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며, 수심은 18.1m, 34.3m로 측정
되었다. 이후 정점들의 수심은 62.4~82.6m로 거의 유사한 수심을 보여주었다. 
수온 역시 수심이 가장 낮은 St.35-1, St.36-1에서 20.7℃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정점들에서는 약 9.8~11.7℃ 범위로 측정되었다. 염분도는 31.6~32.8psu
로 유사한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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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c.2). 채취된 퇴적물 시
료는 표층으로부터 깊이 5 cm까지 각각 1 cm씩 자른 다음 rose bengal을 혼합
한 5 %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고 현장에서 연구실로 운반하였다. 운반되어진 
시료는 실험실에서 1mm 체를 통과하고 37㎛체에 남겨진 시료를 Silica-gel 
Ludox HS-40에 넣어 원심분리를 하여 밀도차이에 의한 생물 분리 방법을 이용
하여 중형저서동물을 퇴적물로부터 분리하여 해부현미경 하에서 계수 후 분석하
였다(Robert Burgess, 2001). 중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는 퇴적물의 상층 3 ㎝ 
안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3 ㎝까지의 시료의 값으로 나
타내었다.

(나) 저서성 요각류 다양성

  채집: 하계 저서성 요각류 분석을 위해 2020년 8월 황해 해역 북위 35°라인
의 8개 정점(35-1,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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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분석을 위해 subcore인 아크릴코어(10 cm2)를 사용하여 부시료 3개를 
채취하였다. 시료는 현장에서 10%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였다. 실험실에서 퇴적물
과 저서성 요각류를 분리하기 위해 눈금 64 ㎛ 체에 여러번 거른 뒤 걸러진 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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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실체현미경 하에서 정점별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개체들은 3% 글리세린 용
액에 2～3일 상온에 두어 글리세린으로 치환한 뒤, lactophenol 또는 lactic acid
로 마운딩하였다. 또한 형질 분석을 위해 요각류 개체들을 텅스텐 해부침을 이용
하여 중요 형질을 해부하여 슬라이드 표본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슬라이드 표본
은 고배율(～ 1000X)의 간섭현미경 하에서 동정, 사진 작성, 분류 하였다.

Fig. 3.1.2.3.7.1 The sampling locations of benthic 

harpacticoids in summer.

(8) 대형저서생물

(가) 황해 광역적 수층/저층 생태계구조 특성 조사

  2020년 8월 황해 해역에서 출현하는 대형저서동물을 채집하기 위하여 위도 35
도, 36도 2개라인의 13개 정점에서 Smith-McIntyre grab(0.1m2)을 이용하여 
채집하였다(Fig. 3.1.2.3.8.1). 장비에 채집된 퇴적물은 선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1mm이상 크기의 채로 걸렀으며, 채에 남은 퇴적물과 시료를 10%포르말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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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기탄소량(TOC)과 퇴적물입도 분석을 위해 냉동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
하였다. 운반된 퇴적물은 50℃에서 48시간 건조시킨 후 1g 씩 채취하여 10%의 
과산화수소로 유기물을 0.1 N 염산으로 탄산염을 제거한 후 CHN분석기를 통해 
총유기탄소량을 구하였다. 퇴적물입도분석을 위해서는 습식체질을 통해 조립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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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립질로 분리한 다음 4∅ 이상의 세립질은 입도 분석기(Sedigraph 5100D)를 
통해 입자별 비율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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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천수/양자강 저염수의 생태계영향 조사

  2020년 6월(장마전), 7월(장마기간), 9월(장마후)에 금강하구역에서 출현하는 
대형저서동물을 채집하기 위하여 하구역 입구에서 외측으로 1개 정선 라인의 8개 
정점에서 Smith-McIntyre grab(0.1m2)을 이용하여 채집하였다. 장비에 채집된 
퇴적물은 선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1 mm이상 크기의 채로 걸렀으며, 채에 남은 
퇴적물과 시료를 10%포르말린으로 고정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실험실에서 주요 
분류군 별로 생물을 고른 후, 분류군 생체량을 측정한 후, 주요 분류군은 가능한 
종 수준까지 동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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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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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저서동물의 종 분석 및 환경요인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로 장마에 따른 
대형저서동물의 종 조성(종수, 밀도, 생체량, 다양도), 우점종, 군집구조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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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태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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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1.2.5.1 Schematic view of marine system model based on 

POLCOMS-ERSEM coupled model

  해양순환모형인 POLCOMS는 영국 POL(Proudman Oceanography Laboratory, 현 
National Oceanographic Center Liverpool)에서 개발한 3차원 해양순환모형으로서 
수평적으로는 아라카와 B 격자체계를 사용하고 연직으로는 S-좌표계를 사용한다. 특히 
연직확산모듈을 GOTM(Generalized Ocean Turbulence Model) 난류확산 모형을 채
택하였으며, 연안역 및 대륙붕 해역과 심해와의 상호작용 연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모
형이다.
  하위생태계모형인 ERSEM(European Regioanl Seas Ecosystem Model)은 1995
년부터 유럽의 다양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현재는 영국 PML(Plymouth 
Marine Laboatory)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ERSEM은 탄소를 계산 단위로 사
용하는 NPZD (Nutrients, Phytoplanktons, Zooplanktons, and Detritus) 기반의 하
위생태계 모형으로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과 철을 영양염으로 다룬다. 식물플랑크톤은 
기본적으로 규조류와 비규조류로 나누고 비규조류는 다시 크기에 따라 초미세
(Pico-Phytoplankton), 미소(Nano-Phytoplankton), 소형(Micro-Phytoplankton) 
플랑크톤 등 세 기능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동물플랑크톤 역시 크기에 따라 이종섭식
자(Heterotrophs), 소형동물플랑크톤(Micro-Zooplankton), 중형동물플랑크톤
(Meso-Zooplankton) 등 세 기능군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유기물 분해자이자 미생물순
환고리(microbial loop) 구성의 핵심 기능군인 박테리아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기체변
수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며 해양탄산염화학과정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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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연구원(2018, 한반도 해역 생태계 미래변화 예측 I, 연구책임자 소재귀)에서
는 POLCOMS 해양순환모형과 ERSEM 해양생지화학모형을 결합한 해양시스템모형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역해 모형을 수립하고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의 과거 변동
성을 재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변화를 시범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Fig. 
8.1.2.5.2). 동아시아 지역해 모형의 영역은 황해, 동중국해, 동해, 오호츠크해 및 쿠로
시오 해류와 오야시오 해류역을 포함하고 수평적으로는 1/5도 (약 22 km)의 해상도와 
연직으로는 40개의 S-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조건은 WOA13 자료의 수온 및 염분 
그리고 영양염을 사용하였으며, 해양경계조건으로 전지구 해양순환모형으로부터 수온, 
염분, 유속,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부여하였고, TPXO7.2 전지구 조석모형결과로부터 8개 
분조의 조위 및 조류 자료를 부여하였다. 영양염의 해양경계조건은 WOA13 월평균장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하천경계조건으로 총 31개의 하천 유량을 GRDC(Global 
Runoff Data Center) 연평균 자료로 부여하였으나,  우리나라 주변 해양순환 및 생태계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강의 유량은 중국 장강수문망(www.cjh.com.cn) 연보 자료
를 활용하여 계절 및 경년변동성을 고려하였다. 한편 강을 통해 유입되는 영양염 등은 
Global NEWS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기강제력은 ERA-interim 재분석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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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 황해 광역적 물리 환경 특성

http://www.cjh.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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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선별 해수 물성 구조

  Fig. 3.1.3.1.3∼4는 2020년 8월 황해에서 관측된 정선 35°N와 36°N 단면
의 수온과 염분, 밀도의 연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표층 해수 물성 구조를 보
면, 외해에는 고온저염의 해수가, 연안으로 갈수록 저온고염의 해수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 가까운 정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온저염인 해수가 분포하고 
있다. 저층에서는 전반적으로 저온고염의 해수가 분포하고 있다. 정선 35°N 부
근의 황해 중앙골에서는 황해난류의 흔적인 고염의 핵이 분포하고 있으며, 
36°N 정선의 중앙골 해역에서는 황해냉수괴의 특징인 저온의 핵이 분포하고 
있다. 수온 10℃ 이하의 냉수괴 특성을 갖는 해수는 35°N 정선에서는 관측되
지 않고 있다. 수심 20-30m 에서는 강한 수온 약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외해에
서 연안으로 향할수록 수온 약층이 깊어지는 구조를 보인다. 염분 약층도 수온 
약층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연안 방면에서는 수온과 염분 약층 상부인 수심 약 30m 이천에서 등온선과 
등염분선 모두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승하는 구조를 보이면서 주변보다 저온고염
의 해수가 분포하고 있다. 이는 태풍의 영향으로 해수의 혼합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3.1.3.1.3. Vertic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and 

density at 35°N section in the Yellow Sea in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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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4. Vertic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and 

density at 36°N section in the Yellow Sea in August, 2020.

  해수 물성 조사가 수행되기 전인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 8호 태풍 
BAVI(2008)가 124.5°E 해역을 남북으로 관통하였다(Fig. 3.1.2.1.1).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표층 수온이 27℃ 이하로 예년보다 낮았고, 태풍 경
로 오른쪽 해역에서는 22℃로 낮은 수온을 보였다. 태풍 경로를 기준으로 오른
쪽 해역에서는 저온고염수가, 왼쪽해역에서는 고온저염수가 존재하고 있다. 반면
에 저층에서는 연안이 외해보다 고온고염의 특성을 갖는 해수가 분포하고 있으
며, 황해 중앙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고온고염의 해수가 분포하고 있다. 
36°N 정선의 한 정점에서만 10℃ 이하의 낮은 수온이 나타났고 그 이외의 황
해 중앙부 정점에서는 10℃ 이상의 수온이 존재하고 있다. 태풍의 오른쪽 반경
에 해당하는 연안역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강한 연직 혼합이 있었을 것으
로 판단되며, 35°N 정선 저층에서 나타나는 고염의 핵은 남측에서 유입된 흔적
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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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층 수온과 염분의 분포 

  Fig. 3.1.3.1.5는 연구선 온누리호가 이동하는 궤적을 따라 실시간으로 관측된 
표층 수온과 염분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외해에서는 고온고염의 해수
가 연안에서는 저온고염의 해수가 분포하고 있다. 수온의 경우는 35°N 정선의 
가장 서측 정점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염분은 연안 방면에서 높게 분포한
다. 관측 시기 이전에 태풍 BAVI(2008)가 124.5°E 부근에서 북진(북동진)하
였는데 그 경로를 따라 오른쪽 해역에서는 저온의 해수가 분포하고 있고, 왼쪽 
해역에서는 고온의 해수가 분포하고 있다. 태풍 통과 직후에 해양조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1.3.1.5. Sea surface temperature(left) and salinity(right) distributions by 

thermosalinograph along the R/V Onnuri in the Yellow Sea in August, 2020. Dotted 

line indicates the route of typhoon BAVI(2008).

(다) 표층 해류 구조 

  Fig. 3.1.3.1.6은 표층해류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표층 뜰개 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투하된 뜰개(그림에서 좌측 상단 점선 박스로 표시된 장비)는 높이가 
약 1 m 정도이며, 4개의 날개가 달려있어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디
자인되었다. 북위 36°N 정선에 2대, 35°N 정선에 3대 총 5대의 표층 뜰개가 
투하되었다(Fig. 3.1.2.1.1, Table 3.1.2.1.1). 수집된 뜰개 자료를 25시간 이동
평균을 통해 조석 성분을 제거한 후 일평균 해류를 분석하였다. 
  정선 36°N에 투하된 뜰개 중 연안 쪽에 투하된 뜰개(ID# 49)는 투하 후 약 
8일 만에 어선에 의해 유실되었고, 외해 방면에 투하된 뜰개(ID# 48)는 약 20
일 동안 북진(북서진)하다가 이후에 어선에 의해 유실되었다. 정선 35°N에서는 
3대의 뜰개가 투하되었는데, 가장 외해 방면에 투하된 뜰개(ID# 36)가 투하 일
주일 후에 어선에 의해 유실이 되었으며 나머지 2대의 뜰개는 2개월 이상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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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수심 30m 이내의 연안에 투하된 뜰개(ID# 30)는 투하 직후 서진하다가 
황해 중앙 방면으로 북서진하고 있다. 이후 36°N, 124°E 해역에서 반시계방
향으로 회전한 후 북진하다가 다시 남하하는 궤적을 그리고 있다. 같은 위도에서 
외해 방면 수심 50m 지점에서 투하된 뜰개(ID# 29)는 투하 직후 남서진하다가 
34.2°N, 125.2°E 지점에서 방향을 바꿔 북서진하면서 황해 중앙 방면으로 이
동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비교적 강한 흐름에 의해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후 북서진과 남서진으로 번갈아 이동하면서 진행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반
도 연안에서 중국연안으로 서쪽방향으로 거동했으며, 중국 연안 방면에서는 남하
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황해 입구 남동부해역에서는 황해 내부로 북서진하는 
표층 흐름이 두드러진다. 

Fig. 3.1.3.1.6. Arrows denote trajectories of surface drifters deployed 

during the cruise.

  하계 황해 순환은 한반도 서쪽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흐름이, 중국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흐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황해 저층에서는 중앙골을 따라 남하
하는 흐름이 있다(Youn et al., 1991; Pang et al., 1995). 전체적인 뜰개의 궤
적을 보면 35°N 부근에 전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전선대 북쪽에 투하된 
뜰개는 북향하는 궤적으로 보이고, 전선대 남쪽에 투하된 뜰개는 남향하는 궤적
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황해 입구에서는 황해 내부로 유입되고 중국 연안 
방면에서는 남하하는 해류의 거동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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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황해저층냉수의 장기변동성 

  2020년 8월에 관측된 황해의 해수는 예년보다 높은 수온 특성을 보였다.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여름철 황해의 표층수온은 1990년 이후 뚜렷하게 상승하는 경
향을 보인다(Han and Lee, 2020). 그러나 황해저층냉수의 경우는 2000년 이
후에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Oh et al., 2013). 2020년 8월의 해수가 예년
에 비해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 자료를 이용
하여 장기 변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Fig. 3.1.3.1.7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황해 중앙골 부근(124.3-125.2°E)에 위치한 약 20개 정점의 50m 층에 대한 
월평균 수온과 염분의 시계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봄철과 여름철 저층냉수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4월과 8월의 수온과 염분 특성을 같이 비교하였다. 전 
기간에 걸쳐 수온과 염분 모두 유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약 20년간의 변동
성을 보면, 저층 수온은 4월과 8월 모두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염분은 
유의한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9년 이후 봄철과 여름철 황
해저층냉수의 수온과 염분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3.1.3.1.7. Time series distributions of long-term variability of monthly mean 

temperature and salinity at 50m deep of the central trough 

regions(124.3-125.2°E) of the Yellow Sea in April(blue) and August(red) during 

2000 to 2020 observed by NIFS KODC(left) and stations map (right). 

(2) 하계 강하구를 통한 담수 유입 영향 연구

(가) 해수 물성 특성

  금강 하구역에서 담수 유입에 따른 해수 물성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강 
하구에서 외해방면으로 8개 정점에 대해 CTD 조사를 수행하였다. 장마 이전 시
기부터 이후 시기까지 총 3번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Fig.3.1.3.1.8은 각각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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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측된 수온과 염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장마 이전시기(2020년 6월 11
일)에 관측된 해수는 수온은 약 14.2-22.0℃, 염분은 약 28.8-32.0 범위 내에 
분포한다. 담수의 유입을 확인하기 위해 장마 기간 중(2020년7월 15일)에 같은 
정점에 대해 물성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담수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온은 약 13.6-21.1℃, 염분은 약 2.5-32.3 범위 내에 분포한다. 
장마 이후 담수 유입이 적은 시기(2020년 9월 16일)에 다시 해수 물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수온은 19.7-24.0℃, 염분은 16.3-31.4의 분포를 
보인다.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담수의 유입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Fig. 3.1.3.1.8. T-S diagrams in the Geumgang Estuary in 

June, July, and September, 2020

(나)  해수 물성의 연직구조 

  Fig. 3.1.3.1.9는 장마 이전 시기에 관측한 수온과 염분, 밀도의 연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금강 하구역 입구에는 고온저염수가, 외해로 갈수록 저온고염수
가 분포한다. 외해 입구(126.4-126.5°E, 정점 5-6)에서는 전선이 발달해 있
으며, 외해 방면에서는 약한 수온약층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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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9. Vertic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and 

density in the Geumgang Estuary in June, 2020.

  Fig. 3.1.3.1.10은 장마 시기 중에 관측된 해수 물성의 연직 구조이다. 강 하구 
입구에서는 고온저염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상층에서는 외해까지 거의 균질한 수
온구조를 가지며 성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강 하구 입구에서는 담수 유입의 
영향으로 표층에 담수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층까지 30 이하의 저염수가 분포
하고 있다. 표층에 형성된 담수층은 외해 방면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정점 
7(126.3°E) 부근까지, 즉 하구 입구에서 약 50km 외해 역까지 담수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담수 유입으로 인해 상층에서는 강한 염분약층이 발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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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10. Vertic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and 

density in the Geumgang Estuary in July, 2020.

  Fig. 3.1.3.1.11은 장마 이후 시기에 관측된 해수 물성 분포이다. 강 하구 입구
에서는 고온저염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장마 이후 시기이지만 장마 기간이 길어진 
탓인지 담수가 유입되고 있다. 담수의 영향으로 하구 입구에서는 저층까지 저염
수가 분포하고 있고, 정점 6(126.4°E)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해 입구에서
는 전선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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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11. Vertic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and 

density in the Geumgang Estuary in September, 2020.

나. 화학 환경 특성

  금강하구역 3회 조사에서는 해수 용존영양염 및 미량원소의 수평분포는 연안에서 
높고 외해역으로 갈수록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심이 급격히 증가하는  K5 정
점이후 농도가 급격히 감소해 금강을 통한 영향은 하구일부에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1.3.2.1).  하구역 조사 이전 3일간 강우량이 211mm를 보인 7월 15
일 조사가 6월(39.6mm)과 9월(3.5mm)에 비해 표층수 중 영양염 및 용존 미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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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여 강우시 금강 및 주변 유역을 통한 강우유출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표층수 중 부유물질(SS)의 농도는 강우량이 많았던 
7월 15일 조사가 다른 조사시기에 보다 농도가 높아, 금강을 통하여 비점오염의 형
태로 황해로 부유물질이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냈다(Fig. 3.1.3.2.2). 해수 입자성 금
속농도 역시 7월 조사가 다른시기에 비해 높았으며, 방파제를 벗어난 K5 정점부터 
외해로 갈수록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육상활동의 영향을 받는 안티모니
(Sb) 역시 하구역 내측 및 7월 조사에서 농도가 높아, 육상유역에서 발생한 비점오
염물질이 하구둑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된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20년 황해 광역조사는 기상악화로 인하여 35도와 36도 2개의 line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안에 가까운 정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
양염 농도를 보여 연안을 통한 유입을 나타냈다. 2020년에는 하계 조사로 저층냉수
대의 존재로 인하여 표-중층과 저층간의 혼합이 제한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35도와 
36도 line 모두 황해 중앙부 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양염 농도를 보였으며, 36
도 line에서의 영양염 농도가 35도 라인에 비해 약간 높은 특징을 보였다(Fig. 
3.1.3.2.3). 남측인 35도 라인 Cu, Zn, Pb의 수직/수평분포는 연안과 외해역에서 농
도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원소가 외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를 보여, Niskin sampler를 통한 오염의 영향을 다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염
은 35도 라인 저층 중앙부에서 농도가 높았으나, 미량원소는 Cd와 As를 제외하고는 
균질한 농도를 보여, 태풍으로 인한 수괴혼합인지 생물이용인지에 대하여 여러자료를 
통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36도 라인은 영양염과 유사하게 황해 저층 중앙부에
서 일부 금속(Zn)이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Fig. 3.1.3.2.4). 황해 미량원소의 수
직/수평 분포를 통해 연안에서 미량금속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황해 퇴적물 내 
입도는 연안에서는 조립한 퇴적물이, 중앙부에서는 세립한 퇴적물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1.3.2.5). 황해 표층퇴적물 내 Cu, Zn, Pb의 농도 역시 황해 
중앙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임. 이는 연안을 통한 유입의 영향인지? 황해 
해수 순환에 따른 세립한 입자물질이 중앙부에 축적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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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1. Distribution of dissolved nutrients and trace elements in seawaeter from 

Geum River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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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58

Fig. 3.1.3.2.3. Vertical distribution of nutrients in seawater of Yellow Sea. 

Fig. 3.1.3.2.4. Vertical distribution of dissolved trace elements in seawater of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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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5. Spatial distribution of trace metals in surface sediment of 

Yellow Sea.

다. 생태계 구조 특성

(1) 식물플랑크톤

(가)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분포

  2020년 8월 우리나라 황해의 조사해역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을 대변하
는 total chlorophyll-a (이하 Chl-a)의 평균 표층 농도는 0.83±0.72 μg L-1

로 35°N, 36°N 정선 모두 연안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35-07 정점에
서도 연안역에 가까운 높은 농도가 나타났다. 크기별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은 정
점의 위치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20 ㎛ 이상의 micro 사이즈와 20∼3 
㎛의 nano 사이즈의 Chl-a 농도는 0.19±0.36 μg L-1 및 0.22±0.17 μg 
L-1으로 각각 전체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의 17.8±18.6%, 28.7±10.0%의 기여
도를 보였다. 특히 micro 사이즈의 식물플랑크톤은 연안역에서 40%이상의 높은 
기여도를 나타냄. 표층에서 3 ㎛ 이하의 pico 사이즈의 Chl-a의 농도는 
0.35±0.28 μg L-1(53.5±19.2%)로 전체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에 가장 높은 
비율의 기여도를 보였다(Fig. 3.1.3.3.1.1).
  하계 우리나라 황해역은 일부 연안역 정점들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혼합으
로 전층에서 높은 엽록소 농도를 보였으나, 하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수괴 성
층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정점에서 뚜렷한 엽록소 최대층(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layer, 이하 SCM)을 형성하였다. 표층에서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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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를 보였던 3㎛ 이하의 pico 사이즈의 식물플랑크톤은 외해역의 SCM층에
서 전체 엽록소 농도의 최대 88.9%까지 차지하며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35°N 
정선에서 total Chl-a와 pico-sized Chl-a는 각각 35-01 정점의 5m에서 
3.15 μg L-1와 35-07 정점의 표층에서 0.79 μg L-1로 가장 높은 농도를 나
타냈다. 특징적으로 35-11 이후의 외해역 정점 구간에서 다른 정점들에 비해 
낮은 엽록소 농도를 보였으며, SCM층이 뚜렷하게 형성되었다(Fig. 3.1.3.3.1.2). 
36°N 정선에서도 연안역에 위치한 36-01과 36-02 정점을 제외하고 SCM층
을 형성하였다(Fig. 3.1.3.3.1.3).

Fig. 3.1.3.3.1.1. The surface variations of Chl-a concentrations 

(mg m-3; top) and size-fraction of the phytoplankton (%, 

bottom) in the study reg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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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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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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기가 포함되는 하계는 성층의 발생으로 유광층 내의 영양염 공급이 제한된
다. 하지만 하계동안 발생할 수 있는 태풍, 장마 등의 단기간의 기상현상에 따라 환
경요인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시·공간적인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식물플랑크
톤 군집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에 다양한 환경자료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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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엽록소 농도를 보였던 35-07 정점을 기
준으로 연안역에서는 peridin, fucoxanthin, chlorophyll-b, alloxanthin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해역에서는 19’-but, 19’-hex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zeaxanthin의 경우, 35-05 정점부터 35-09 정점에 이르는 유광
층 상부에서 높은 개체수를 보였다(Fig. 3.1.3.3.1.4).
  또한 2020년 8월 35°N 정선의 표층에서는 Cryptophyceae와 Chlrorophytes
가 각각 318.0±273.8 ng Chl-a L-1, 288.1±280.4 ng Chl-a L-1으로 가장 
높은 평균 생물량을 나타냈다. Bacillariophyceae의 경우, 연안역에 위치한 
35-01 정점에 한하여 905.6 ng Chl-a L-1으로 높은 생물량을 보였다. SCM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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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Cryptophyceae가 366.0±326.1 ng Chl-a L-1으로 가장 높은 생물량을 
보였으며, 이 뒤를 이어 Bacillariophyceae가 299.1±445.3 ng Chl-a L-1의 평
균 생물량을 보였다. Bacillariophyceae는 표층과 마찬가지로 35-01 정점에서 
1396.0 ng Chl-a L-1으로 가장 높은 생물량을 나타냈다(Fig. 3.1.3.3.1.5).

Fig. 3.1.3.3.1.4. The distributions of the dominant pigments (ng L-1) in the 35°N 

survey line in April 2020.

Fig. 3.1.3.3.1.5. The compositions of the dominant phytoplankton assemblages (ng 

L-1, left: surface; right: SCM) in the 35°N survey line in April 2020.

  2020년 4월 36°N 정선에서는 35°N 정선과 유사한 지시색소 분포를 나타냈다. 
연안역에 위치한 정점에서 peridin, fucoxanthin, alloxanthin, chlorophyll-b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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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색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나타났으며, 19’-but, 19’-hex 등의 지시색
소는 조사 정선 중간에 위치한 36-04 정점부터 중국연안에 가까운 외측 정점인 
36-07 정점까지 SCM층을 형성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Fig. 
3.1.3.3.1.8). zeaxanthin 또한 35°N 정선과 비슷하게 36-02 정점에서 36-05 
정점에 이르는 구간의 유광층 상부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다 (Fig. 3.1.3.3.1.6).
  또한 36°N 정선의 표층에서 식물플랑크톤 군집 중 Bacillariophyceae와 
Chlorophytes가 각각 302.2±424.9 ng Chl-a L-1, 291.9±286.5 ng Chl-a 
L-1으로 가장 높은 생물량을 나타냈다. 35°N 정선과 마찬가지로 연안역에 위치
한 36-01에서 979.4183 ng Chl-a L-1으로 조사해역의 표층에서는 가장 높은 
생물량을 나타냈다. SCM층에서는 Bacillariophyceae와 Cryptophytes가 각각 
829.7±983.3 ng Chl-a L-1, 664.7±539.0 ng Chl-a L-1으로 높은 생물량을 
보였다. 연안역에서 벗어나 조사정선의 중앙역에 위치한 36-04정점에서는 
Prymnesiophyceae가 657.6 ng Chl-a L-1 2020년 8월 조사해역에서 가장 높
은 농도를 보이며 전체 생물량의 기여도가 증가하였다(Fig. 3.1.3.3.1.9).

Fig. 3.1.3.3.1.6. The distributions of the dominant pigments (ng L-1) in the 36°N 

survey line in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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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7. The compositions of the dominant phytoplankton assemblages (ng 

L-1, left: surface; right: SCM) in the 36°N survey line in April 2020.

  2020년 8월 우리나라 황해에서 CHEMTAX를 이용하여 주요 식물플랑크톤 
군집을 분석한 결과 Bacillariophyceae가 생체량에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낸 
2019년 4월과 달리, Cryptophyceae가 24.1±5.8%의 가장 높은 평균 기여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Bacillariophyceae, Chlorophyceae가 
19.1±11.6%, 18.4±5.6%로 기여도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36°N 
정선의 SCM층에서 높은 생물량을 보였던 Prymnesiophyceae 또한 16.8%의 
평균 기여도를 나타냈으며, 36-06 정점에서는 30.8%까지 기여도를 높였다. 
Bacillariophyceae는 각 조사정점의 연안역에서 35% 이상의 전체 생물량을 차
지함으로써 연안역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Fig.3.1.3.3.1.8).

Fig. 3.1.3.3.1.8. The averaged contribution of the dominant phytoplankton 

assemblages to total Chl-a (%)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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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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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35°N 정선의 유광층 내 cryoptomonads, nano-flagellates, 
pico-eukaryotes, Synechococcus의 평균 개체수는 각각 2.2±2.6×102 cells 
ml-1, 16.8±13.8×102 cells ml-1, 9.6±9.4×103 cells ml-1, 10.3±11.3×104 
cells ml-1로 나타났다. 4개의 모든 분류군은 연안역에서 높은 개체수를 보임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엽록소 농도를 보인 36-05, 36-07, 36-09 정점들에서 
높은 개체수 분포를 보이며,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분포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
다. 상대적으로 초미소식물플랑크톤 엽록소 농도가 높았던 35-11 ∼ 35-13 정
점의 SCM층에서는 작은 크기의 nano-flagellates, pico-eukaryotes, 
Synechococcus의 개체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35-15 정점은 
cryptomonads, nano-flagellates, pico-eukaryotes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Fig. 3.1.3.3.1.9).

Fig. 3.1.3.3.1.9. The vertical contour plots of the abundance in EFTs(ecosystem 

functional types) in the 35°N line in April 2020.

  2020년 8월 조사기간 동안 36°N 정선의 유광층 내 cryoptomonads, 
nano-flagellates, pico-eukaryotes, Synechococcus의 평균 개체수는 각각 
2.3±2.1×102 cells ml-1, 25.0±15.8×102 cells ml-1, 18.2±16.9×103 
cells ml-1, 9.3±7.6×104 cells ml-1로 나타났다. 또한 36°N 정선에서는 
35°N 정선과는 달리 cryoptomonads, nanoflagellates, Synechococcus는 표
층보다 SCM층에서 높은 개체수를 보이는 분포 특징을 나타냈다. 이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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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eukaryotes의 경우, 연안역에 위치한 36-01정점의 표층에서 63.0×103 
cells ml-1에서 가장 높은 개체수를 보였다. 반면 초미소식물플랑크톤 엽록소 농
도가 높았던 정점의 SCM층에서는 cryptomonads, pico-eukaryotes, 
Synechococcus가 두드러지게 높은 개체수를 나타내는 분포특성을 보였다.(Fig. 
3.1.3.3.1.10).

Fig. 3.1.3.3.1.10. The vertical contour plots of the abundance in EFTs(ecosystem 

functional types) in the 36°N line in April 2020.

(라) FlowCAM을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개체수 및 우점군집의 다양성

  2020년 8월 조사해역의 표층에서 평균 183.7±107.4 particles ml-1의 입자
수를 보였으며, >20 ㎛, 20∼10 ㎛, 10∼3 ㎛의 사이즈 별 평균 입자수는 각각 
7.8±8.6 particles ml-1, 24.7±25.0 particles ml-1, 151.6±100.0 particles 
ml-1로 10∼3㎛ 사이즈 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조사해역 중 35-07 정점
에서 371 particles ml-1로 가장 높은 입자수를 보였다. 35°N 정선의 경우 상
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10∼3 μm 크기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개체수는 연안역
과 외해역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36°N 정선에서는 10 μm 이상 크기의 식
물플랑크톤 군집이 외해역보다 연안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분포를 나타
냈다(Fig. 3.1.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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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11. The variations of phytoplankton abundance (particles ml-1) and 

size-fraction using a FlowCAM at the surface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20.

  또한 SCM층에서는 243.2±91.9 particles ml-1로 표층 보다 높은 평균 입자
수를 보였다. >20 ㎛, 20∼10 ㎛, 10∼3 ㎛의 사이즈 별 평균 입자수는 각각 
7.5±8.8 particles ml-1, 21.8±23.5 particles ml-1, 213.9±92.3 particles 
ml-1로 표층과 마찬가지로 10∼3㎛ 사이즈 입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부 사이즈 별로 표층과 마찬가지로 조사 수행 정선들의 연안역에서 생물 개체
수가 높게 확인되었으나, 그 차이가 표층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다(Fig. 
3.1.3.3.1.17).

Fig. 3.1.3.3.1.12. The variations of phytoplankton abundance (particles ml-1) and 

size-fraction using a FlowCAM at the SCM layer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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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N의 연안역에서 Guinardia flaccida, Dictyocha fibula, Paralia sulcata, 
Chaetoceros sp., Thalassiosira sp. 등의 식물플랑크톤이 확인되었고, 중간역에
서 해산녹조류인 Halosphaera sp.와 소형 편모조류가 확인되었다. 외해역에서는 
Thalassiosira sp., Chaetoceros sp., Dictyocha speculum, Tripos furca, 
Protoperidinium sp. 등 연안역보다 다양한 분류군이 출현하였다(Fig. 
3.1.3.3.1.14).

Fig. 3.1.3.3.1.13. The FlowCAM images of the dominant specie from the 35°N 

line in April 2020.

  36˚N 정선의 경우. 연안역에서 Halosphaera sp., Gonyaulax sp., 소형 편모조
류와 ciliate가 출현하였다. 특히 Gonyaulax sp.는 다른 정점에 비해 개체수가 높
게 나타났다. 중간역에서는 일부 저서성 규조류를 제외하고 대부분 와편모조류와 
소형 편모조류가 우점하여 나타났다. 또한 35˚N와 마찬가지로 외해역에서 가장 
다양한 분류군이 출현하였는데, 규조류인 Eucampia sp., Pseudo-nitzschia sp., 
Planktoniella blanda, Lauderia annulata가 출현하였고, 와편모조류인 Tripos 
fusus, T. lineatus, Gymnodinium sp., Dinophysis sp., Gonyaulax sp., 
Polykrikos sp. 유글레나류인 Chattonella sp., 규질편모조류인 Dictyocha fibula
와 그 외 소형 편모조류까지 다양한 식물플랑크톤 분류군이 출현하였다(Fig. 
3.1.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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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14. The FlowCAM images of the dominant specie from the 

36°N line in April 2020.

(마) DNA (식물플랑크톤 다양성)

  2020년 8월 하계 황해역에서 Prochlorococcus는 1% 이하로 거의 우점하지 않았

다. 35°N 정선과 36°N 정선의 저층냉수대 수괴에서는 Synechococcus Clade I이 

높은 우점율을 보였으며, Synechococcus Clade IV는 Synechococcus Clade I보다 

낮은 수심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이며 두 Clade간의 생태적 특성이 다름을 시사하

였다. Synechococcus Clade II는 저층냉수대 수괴를 제외한 해역에서 높은 우점율

을 보였으며, Synechococcus Clade III는 연안에서는 낮은 우점율을 보였다. 

Synechococcus Clade IX와 Synechococcus 5.2-CB5는 모든 정선의 연안역에서만 

나타나며, 하계에 상대적으로 낮은 염분의 해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6°N 정선에서 Synechococcus Clade VI과 Synechococcus Clade 5.3-I/II는 저층

냉수대와 Synechococcus Clade II의 우점율이 높은 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점율을 보였으며, 35°N 정선의 저층냉수대 수괴에서 Synechococcus Clade II의 

우점율이 높은 해역에서 함께 높게 나타났다(Fig. 3.1.3.3.1.16, Fig. 3.1.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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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15.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cyanobacteria 

from the 35°N line in April 2020.

Fig. 3.1.3.3.1.16.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cyanobacteria 

from the 36°N line in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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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3.3.1.18과 Fig. 3.1.3.3.1.19을 통해 2019년 4월 조사해역의 우점하
는 Pico-eukaryotes 군집의 공간적인 분포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35°N, 
36°N 두 정선에서 모두 Chrysophyceae, Chrysophyceae-Synurophyceae, 
Pinguiophyceae는 연안역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Pinguiophyceae는 35°N 정선에서 1% 이하로 매우 낮은 우점율을 보였다. 
Mamiellophyceae와 Prymnesiophyceae는 서로 다른 생태적 특성을 보여주며 
우점하는 해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Cryptophyceae와 Dinophyceae는 
35°N 정선에서는 저층냉수대 수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36°N 정선
에서는 저층냉수대 수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우점율을 보여주며, 조사 정선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였다. Prasinophyceae는 연안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
점율을 보였으며 수심 20m 이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Trebouxiophyceae 상층부에서는 낮은 우점율을 나타내었으며, 낮은 수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우점율을 보여주었으며, Bacillariophyceae 또한 상층에서는 낮
은 우점을 보였으며, 연안역과 냉수대 수괴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Fig. 3.1.3.3.1.17.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pico-eukaryotes 

from the 35°N line in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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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18.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pico-eukaryotes 

from the 36°N line in April 2020.

(바) 하계 금강 하구역의 하위생태계특성 파악

①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분포

  2020년 6월, 7월 9월 현장 조사는 각각 장미 이전, 장미 시기, 장마 이후로 
구분되며, 각 시기별 표층의 평균 엽록소 농도는 3.41±2.48 μg L-1, 
5.85±3.66 μg L-1, 8.52±11.36 μg L-1으로 나타났다. 장마 이전, 장마, 장
마 이후 시기 순으로 높은 생체량을 보였으며, 장마 이전에 비하여 장마 이후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20년 6월 장마 이전 엽록소 농도는 연안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연안
에 가장 가까운 K01 정점에서 6.51 μg L-1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2020년 
7월 장마 기간 동안 표층 엽록소는 연안역에 위치한 정점들에서 장마 이전과 비
슷한 농도를 나타냈지만, 외해역에 위치한 K08 정점으로 갈수록 장마 이전 시기
에 비해 높은 엽록소 농도를 보임. 최고 엽록소 농도는 14.2 μg L-1로 K06 정
점에서 나타났다.
  2020년 7월 중순부터 이어진 오랜 장마기간 이후 9월 조사 결과, 연안역의 엽
록소 농도는 마찬가지로 다른 조사시기와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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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6 정점에서 35.1 μg L-1로 가장 높은 생체량을 보였다. 장마시기에 따른 영
양염, 수괴 안정도 등의 변화가 식물플랑크톤 생체량 변동의 원인으로 사료되며, 
저염수의 유입이 비교적 외해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Fig. 
3.1.3.3.1.24).

Fig. 3.1.3.3.1.19. The distribution of the total chlorophyll-a concentration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rainy season during the summer in the estuary of 

Guemgang river.

② 분류군별 생체량 분포

  2020년 6월 장마이전의 조사해역의 표층에서는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이 연
안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이 fucoxanthin이 연안역에서 1956.6 ng L-1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다른 색소들의 농도들도 비슷한 분포 경향을 보였
다. 식물플랑크톤 주요 색소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던 fucoxanthin은 
875.6±763.9 ng L-1의 평균 농도를 보였으며, chlorophyll-b가 103.6±61.4 
ng L-1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Fig. 3.1.3.3.1.25a).
  2020년 7월 장마기간은 6월 장마이전의 조사해역의 연안역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던 fucoxanthin이 914.3±332.2 ng L-1로 유사한 평균 농도를 보였지만 연
안역에서 한정되어 높은 농도를 나타내지 않고, 최외측 정점인 K08 정점을 제외
하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가 전체 정점에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특징적으로 K06 정점에서 peridin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 농도는 
2409.6 ng L-1으로 장마기간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또한 K08 정점에서
는 19‘-Hex가 593.0 ng L-1으로 장미 전/중/후 모든 시기의 평균 농도
(45.9±117.9 ng L-1)보다 10배 이상 높은 농도가 나타났다(Fig. 
3.1.3.3.1.25b).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74

  2020년 9월 장마기간 이후 조사해역의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지시색소 
peridin 은 2688.6±6673.6 ng L-1으로 다른 시기의 6배 이상 높은 농도로 나
타났을 뿐만 아니라, 장마기간 중에도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던 K06정점에서 
19125 ng L-1으로 아주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지시색소 fucoxanthin의 평균 
농도는 903.6±639.8 ng L-1로 높은 농도를 유지하였지만, K065정점에서 
peridin의 급격한 농도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전체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에는 
낮은 기여도를 보였다(Fig. 3.1.3.3.1.25c).
  장마 이전, 장마, 장미 이후 기간 동안의 지시색소 변화는 장마로 인한 환경변
화에 따른 주요 군집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각 군집별 생물량 변동을 
일으킨 요인에 따른 통계적인 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관측이 필요할 것이다.

Fig. 3.1.3.3.1.20. The concen 

trations of the phytoplankton 

pigment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rainy season during the 

summer in the estuary of 

Guemgang river.

③ Flowcytometer를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및 박테리아 세포 밀도 분포

 Cryptomonads는 장마 이전, 장마, 장마 이후 기간 동안 각각 
0.39±0.37×102 cells ml-1, 1.07±0.52×102 cells ml-1, 0.64±0.59×102 
cells ml-1로 장마 이후 9월 관측 시 가장 높은 평균 개체수를 보였다. 
Cryptomonads는 장마 기간인 7월을 제외하고 다른 시기에는 연안역에서 가장 
높은 개체수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Nano-flagellates는 장마 이전, 장마, 장마 이후의 기간 동안 각각 
1.34±0.52×103 cells ml-1, 1.01±0.29×103 cells ml-1, 1.30±0.52×103 
cells ml-1로 장마 이전 가장 높은 평균 개체수를 보였다. 장마기간 동안 외해역에 
위치한 정점들에서 개체수가 증가했지만, 장마 이후 다시 연안역에서 우점 하였다.
  pico-eukaryotes는 장미 이전, 장마, 장마 이후 기간 동안 각각 
0.58±0.23×104 cells ml-1, 0.49±0.07×104 cells ml-1, 0.24±0.11×104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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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1로 장마 이전 가장 높은 평균 개체수를 보였다. 장마 이전과 장마기간 동안 외
해역에서 높은 개체수를 보였으나, 장마 이후 연안역에서 높은 개체수를 보였다.
  Synechococcus 군집은 장미 이전, 장마, 장마 이후 기간 동안 각각 
0.11±0.10×106 cells ml-1, 0.12±0.04×106 cells ml-1, 0.44±0.30×106 
cells ml-1로 장마 이후 가장 높은 평균 개체수를 보였다. 장마 이전 외해역에서 
우점하던 Synechococcus는 장마와 장마 이후 기간동안 모든 정점에서 평균 개
체수가 증가 하였고, 9월 K05 정점에서 1.11±0.86×105 cells ml-1로 가장 높
은 개체수를 보였다.
  박테리아 군집의 개체수는 장미 전/중/후 0.87±0.18×105 cells/ml, 
1.32±0.35×105 cells/ml, 1.15±0.41×105 cells/ml로 장마기간 동안 가장 높
은 평균 개체수를 보였으며, Synechococcus 군집과 비슷한 경향으로 분포하였다.
  다량의 담수 유입에 따라 주요 군집의 개체수가 변화하였으며, 영양염 등의 요
인에 따라 미소 및 초미소 식물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변동하는 것을 통하여 담수 
유입이 생물 구조 및 기능 변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Fig. 3.1.3.3.1.26, 
Fig 3.1.3.3.1.27, Fig. 3.1.3.3.1.28, Fig 3.1.3.3.1.29).

Fig. 3.1.3.3.1.21. The abundances of the phytoplankton group in June, 2020 in the 

estuary of Guemgang river.

Fig. 3.1.3.3.1.22. The abundances of the phytoplankton group in July, 2020 in the 

estuary of Guemga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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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23. The abundances of the phytoplankton group in September, 2020 in 

the estuary of Guemgang river.

Fig. 3.1.3.3.1.24. The bacteria 

abundance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rainy season during the 

summer in the estuary of 

Guemgang river.

④ Flowcytometer를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및 박테리아 세포 밀도 분포

  2020년 6월 K01 정점에서는 다양한 분류군의 식물플랑크톤이 출현하였다. 규
조류인 Ditylum brightwellii, Pseudo-nitzschia sp., Meuniera membranacea, 
Coscinodiscus sp., Chaetoceros compressus, Bacillaria paxifiler, 
Thalassiosira rotula, Thalassionema nitzschioides, Bacillaria paxillifer와 와
편모조류인 Tripos trichoceros, Tripos fusus, Tripos horridus, Tripos sp., 
Pyrophacus sp.가 확인되었으며, 담수와 인접한 지리적 영향으로 담수조류인 
Pediastrum simplex, Pediastrum duplex이 출현하였다(Fig. 3.1.3.3.1.30.
  6월의 K06 정점에서는 와편모조류인 Tripos 속의 식물플랑크톤이 매우 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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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규조류인 Pseudo-nitzschia sp.. Thalassiosira rotula, Chaetoceros 
compressus, Pseudosolenia calca-avis, Pleurosigma sp., Trieres 
mobiliensis, Ditylum brightwellii가 낮은 빈도로 출현하였고, 와편모조류인 
Tripos trichoceros, Tripos fusus, Tripos horridus, Tripos sp., 
Protoperidinium sp.가 출현하였다(Fig. 3.1.3.3.1.31).
  6월의 K08 정점은 K01, K06 정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와편모조류의 
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조류는 Nitzschia sp.와 Bacteriastrum sp.가 출현
하였지만 그 빈도가 매우 낮았고, 대부분의 출현종은 T. trichoceros를 포함한 
Tripos 속의 생물임을 확인하였다(Fig. 3.1.3.3.1.32).

Fig. 3.1.3.3.1.25. The species identified using a FlowCAM at the K01 in 

June 2020. Scale bar=100 μm.

Fig. 3.1.3.3.1.26. The species identified using a FlowCAM at the K06 in June 

2020.  Scale bar=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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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27. The species identified using a FlowCAM at the K08 in June 

2020. Scale bar=100 μm.

  7월 K01 정점에서는 담수조류의 출현 빈도가 6월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Anabaena spiroides를 포함한 Anabaena 속의 출현이 증가하였다. 마찬가
지로 담수조류인 Pediastrum simplex, P. duplex의 출현 빈도도 증가하였으나, 
대조적으로 규조류와 와편모조류의 출현은 크게 감소하였다. 규조류는 저서성 규
조류 일부만이 확인되었고, 와편모조류는 Pyrocystis sp., Tripos fusus, T. 
lineatus가 드물게 출현하였다(Fig. 3.1.3.3.1.33).
  7월 K06 정점에서는 K01 정점과 달리 담수조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와편모
조류인 Tripos fusus, Pyrocystis sp.와 같은 와편모조류가 다수 확인되었고, 
특히 Dinophysis acuminata의 개체수가 6월과 비교하여 확연히 증가하였다. 규
조류는 Chaetoceros affinis, C. curvisetus, C. debilis, Ditylum brightwellii, 
Eupyxidicula turris, Eucampia zodiacus 등이 관찰되어 6월에 비해 다양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Fig. 3.1.3.3.1.34).
  7월 K08 정점은 Tripos 속의 와편모조류 우점의 낮은 다양성에서 크게 증가
한 모습을 확인하였다. 규조류인 Coscinodiscus granii, Dactyliosolen 
fragilissimus, Eupyxidicula turris, Ditylum brightwellii, Eucampia zodiacus, 
Chaetoceros affinis, C. curvisetus, C. borealis, Hemiaulus sp., Eucampia 
spp., Bacteriastrum sp. 등을 확인하였고, 와편모조류는 Tripos fusus, T. 
lineatus, Pyrophacus sp. 등이 낮은 비율로 출현하였다(Fig. 3.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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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28. The species identified using a FlowCAM at the K01 in 

July 2020. Scale bar=100 μm.

Fig. 3.1.3.3.1.29. The species identified using a FlowCAM at the K06 in 

July 2020. Scale bar=100 μm.

Fig. 3.1.3.3.1.30. The species identified using a FlowCAM at the K08 in 

July 2020. Scale bar=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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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K01 정점에서는 6월, 7월 조사와 마찬가지로 규조류와 담수조류
의 출현이 두드러졌다. Coscinodiscus granii, C. wailesii, Bacteriastrum 
hyalinum, Eucampia zodiacus, Eucampia sp. Climacodium fraunfeldinaum, 
Ditylum brightwellii, Pleurosigma sp., Meuniera membranacea 등을 확인하
였고, 담수조류는 Anabaena spiroides, Pediastrum duplex가 출현하였다. 6, 7
월에 비해 A. spiroides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였고, 와편모조류는 Tripos fusus, 
T. lineatus, Pyrophacus sp. 등이 낮은 빈도로 출현하였다(Fig. 3.1.3.3.1.36).
  9월의 K06 정점에서는 와편모조류인 Gonyaulax sp.가 우점하는 양상을 보였
다. 규조류인 Coscinodiscus granii, Eucampia spp., Meuniera membranacea 
등이 확인되었고, Tripos fusus, Pyrophacus sp., Alexandrium sp., 
Gonyaulax sp.와 같은 와편모조류가 우점 출현하였다(Fig. 3.1.3.3.1.37).
  9월 K08 정점은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정점으로, Coscinodiscus granii, 
C. wailesii, Dactyliosolen fragilissimus, Trieres chinensis, Eupyxidicula 
turris, Rhizosolenia setigera, Pseudo-nitzschia sp., Ditylum brightwellii, 
Eucampia zodiacus, Chaetoceros affinis, C. compressus, Eucampia spp., 
Bacteriastrum sp.등의 규조류가  확인되었고, 와편모조류는 Noctiluca 
scintillans, Tripos fusus, T. macroceros, Tripos sp. 등이 낮은 비율로 출현
하였다(Fig. 3.1.3.3.1.38).

Fig. 3.1.3.3.1.31. The species identified using a FlowCAM at the K01 in September 

2020. Scale bar=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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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32. The species identified using a FlowCAM at the K06 in September 

2020. Scale bar=100 μm.

Fig. 3.1.3.3.1.33. The species identified using a FlowCAM at the K08 in September 

2020. Scale bar=100 μm.

⑤ DNA (식물플랑크톤 다양성)

  2020년 하계 금강하구역의 초미소식물플랑크톤의 다양성은 Fig. 3.1.3.3.1.39 
(장마 이전), Fig. 3.1.3.3.1.40 (장마 기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Mamiellophyceae는 장마 이전 시기인 6월 연안의 대부분 수심에서 20% 이
하의 낮은 우점율을 보였으나 장마 시기인 7월 조사에서는 연안의 표층 부근에
서만 낮은 우점율을 보였고, 저층에서는 70% 이상의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6월
에는 K06 정점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였으나 7월에는 외해역 정점인 K07정점에
서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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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ptophyceae는 6월 연안 부근 정점에서만 높은 우점율을 보였으나, 7월에
는 연안보다 외해에 좀 더 가까운 K03 정점부터 K07 정점의 표층과 중층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비슷하게 6월 연안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인 
Chrysophyceae, Dinophyceae는 6월 표층에서 우점율이 높았으나, 7월에는 중
층과 저층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Chlorophyceae는 6월에 연안 전층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였으나, 7월에는 연
안 상층에서만 우점율이 높았다. Bacillariophyceae는 6월에 연안을 포함한 K06 
정점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우점율을 보였으나, 7월에는 연안 해역에서만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Trebouxiophyceae는 6월 조사에서 외해인 K06 정점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였
으나, 7월에는 K06 정점보다 연안과 가까운 정점에서 높은 우점율이 나타났다. 
  Prymnesiophyceae는 6월에 외해인 K08 정점에서 우점율이 높았으나, 7월에
는 K08 정점의 상층부에서는 우점율이 낮았다.

Fig. 3.1.3.3.1.34.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pico-eukaryotes (a: Mamiellophyceae, b: Chlorophyceae. c: Dinophyceae, d: 

Prymnesiophyceae, e: Trebouxiophyceae, f: Cryptophyceae, g: Bacillariophyceae, 

h: Chrysophyceae) before the rainy season in summer in the estuary of 

Guemgang river.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83

Fig. 3.1.3.3.1.35.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pico-eukaryotes (a: Mamiellophyceae, b: Chlorophyceae. c: Dinophyceae, d: 

Prymnesiophyceae, e: Trebouxiophyceae, f: Cryptophyceae, g: 

Bacillariophyceae, h: Chrysophyceae) during the rainy season in summer in 

the estuary of Guemgang river.

  2020년 하계 금강하구역의 초미소남세균 군집의 다양성은 Fig. 3.1.3.3.1.41 
(장마 이전), Fig. 3.1.3.3.1.42(장마 기간), 그리고 Fig. 3.1.3.3.1.43 (장마 이
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Synechococcus clade I은 6월 연안 표층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였으나 7월에
는 같은 정점에서 우점율이 낮아졌으며, 9월에서는 외측 해양의 저층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Synechococcus clade IV는 7월에 I과 같이 연안 표층에서는 낮은 우점율을 
보였으며, 9월 조사에서 외측 해양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Synechococcus clade II는 6월과 7월에 연안에 가까운 정점에서 우점율이 낮
았으나, 9월 조사에서는 연안 상층부 해역을 제외하고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Synechococcus clade CB4, CB5는 6월과 7월에 연안 상층부에서 높은 우점율
이 나타났으며, 7월에는 외측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에는 CB5는 거
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CB4는 다시 연안 상층부에서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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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echococcus clade IX와 XVII는 9월만 5%이상 우점 하였으며, 
Synechococcus clade IX는 외해역에서 XVII는 연안역에서 높은 상대 비율을 
보이며 서로 다른 생태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Prochlorococcus Clade HLII/VI는 6월과 7월 연안 저층에서 나타났으나, 9
월 조사에서는 K05 정점 상층부에서만 우점율이 높았다.

Fig. 3.1.3.3.1.36.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cyanobacteria (a: Prochlorococcus, b: Synechococcus Clade I. c: Synechococcus 

Clade 5.2-CB4, d: Synechococcus Clade 5.2-CB5, e: Synechococcus Clade II, f: 

Synechococcus Clade IV) before the rainy season in summer in the estuary of 

Guemgang river.

Fig. 3.1.3.3.1.37.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cyanobacteria (a: Prochlorococcus Clade HLII/VI, b: Synechococcus Clade I. c: 

Synechococcus Clade II, d: Synechococcus Clade IV, e: Synechococcus Clade 

WPC1, f: Synechococcus Clade 5.2-CB4, g: Synechococcus Clade 5.2-CB5) 

during the rainy season in summer in the estuary of Guemga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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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38.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quences belonging to 

cyanobacteria (a: Prochlorococcus Clade HLII/VI, b: Synechococcus Clade I. c: 

Synechococcus Clade IX, d: Synechococcus Clade XVII, e: Synechococcus 

Clade II, f: Synechococcus Clade II, g: Synechococcus Clade WPC1, h: 

Synechococcus Clade 5.2-CB4) after the rainy season in summer in the 

estuary of Guemgang river.

(2)동물플랑크톤

(가) 중형동물플랑크톤 밀도, 생체량, 주요종의 분포

  조사 해역에서 중형동물플랑크톤의 전체 밀도는 정점별로 1,323-6,397 ind. 
m-3의 범위로, 정점 36-07에서 가장 높았고, 정점 35-07에서 가장 낮았다
(Fig. 3.1.3.3.2.1). 중형동물플랑크톤 생체량은 정점별로 3.0-28.1 mg C m-3

의 범위로, 정점 35-01에서 가장 높았고, 정점 36-05에서 가장 낮았다(Fig. 
3.1.3.3.2.1). 중형동물플랑크톤 밀도는 연안역과 외해역에서 높고 중간 해역에서 
낮았으며, 생체량은 연안역에서 비교적 높았다.

(나) 중형동물플랑크톤 군집분석

  해에서 여름철에 출현한 중형동물플랑크톤 군집은 출현 종과 밀도를 기준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는데, 연안역에 위치한 35-03, 05와 외해역에 위치
한 35-15, 36-07이 한 그룹(A), 중간 해역에 위치한 35-07, 0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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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05가 다른 한 그룹(B)이었으며, 육지와 가장 가까운 두 정점 35-01과 
36-01은 그룹에 포함되지 않았다(Fig. 3.1.3.3.2.2).
  그룹 A에서 중형동물플랑크톤은 22종으로서, 15종이 출현한 그룹 B보다 유의
하게 출현 종 수가 많았다(p < 0.01; Table 3.1.3.3.2.1). 중형동물플랑크톤 밀
도는 그룹 A가 그룹 B보다 유의하게 높아서(p < 0.05), 황해 조사 해역의 연안
역과 외해역이 중간 해역보다 다양한 종이 다수 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중형동물플랑크톤 생체량과 종 다양성은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
편, 두 그룹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분류군은 요각류 Paracalanus parvus s.l.
과 그 유생으로 동일 하였으나, 그룹 A에서는 모악류 미성숙체의 기여도가 큰 
반면, 그룹 B에서는 요각류 Oithona atlantica의 기여도가 높았다(Table 
3.1.3.3.2.1).
   Oithona atlantica는 지표종 분석 결과 중간 해역에 위치한 그룹 B의 유일한 
지표종이었다(Table 3.1.3.3.2.2). 반면 그룹 A는 이매패류와 복족류 유생 등 
여러 종이 지표종으로 분석되었으며, 극피동물 유생은 그룹 A에만 배타적으로 
출현하는 지표종으로 나타났다.

(다) 중형동물플랑크톤과 환경요인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밀도 차이가 있던 중형동물플랑크톤 8종(Bivalve 
larvae, Gastropod larvae, Calanus sinicus, Paracalanus parvus s.l., Acartia 
copepodite, Calanus copepodite, Corycaeus copepodite, Sagittoidae 
juvenile)과 환경 요인(수심, 평균 수온, 염분, chl-a)에 대해 중복분석을 수행한 
결과(Fig. 3.1.3.3.2.3), 제1축과 제2축의 고유치는 각각 0.32와 0.16이었고, 제
1축에 의해 중형동물플랑크톤의 변동이 31.9% 설명되었으며, 두 축의 누적 기여
율은 47.8%였다. 제1축과 제2축에서 환경요인은 중형동물플랑크톤 변동의 
96.9%를 설명하였다. 이매패류와 복족류 유생, 모악류 미성숙체는 수층 평균 수
온과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 요각류 Paracalanus parvus s.l.은 수층 평균 
chl-a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요각류 Calanus sinicus와 그 유생은 수
층 평균 염분과 양의 상관관계, 평균 수온과 수층 평균 chl-a 농도와는 음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Fig. 3.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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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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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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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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 Group B sig.

No. of species 22 15 p<0.01

Density 5001 2026 p<0.05

Biomass 9.0 10.7

Diversity (H') 2.1 1.9 　

Dominant 
species 
(upper 60%)

Paracalanus copepodite 
(9.7%)
Paracalanus parvus s.l. 
(9.2)
Acartia omorii (7.4)
Sagittoidae juvenile (6.5)
Calanus copepodite (6.4)
Calanus sinicus (6.2)
Acartia copepodite (6.1)
Oithona copepodite (5.8)

Paracalanus copepodite 
(14.2)
Paracalanus parvus s.l. 
(13.1)
Calanus copepodite (10.6)
Oithona atlantica (8.9)
Acartia omorii (8.6)

Table 3.1.3.3.2.1 Comparison of the number of species, density, biomass, diversity 
and the taxa contributing to the first 60% of within group similarity. The 

parentheses indicates the percent contribution to similarity of that taxon to that 
station grouping

Group Indicator species Indicator value

Bivalvia larvae 69

Gastropod larvae 86

Ditrichocorycaeus affinis 70

Acartia copepodite 59

A Corycaeus copepodite 77

Euphausiid calyptopis 75

Sagittoidae juvenile 60

Echinoderm larvae 100

Fish larvae 75

B Oithona atlantica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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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3.2.3 Redundancy analysis biplot for the density of the 
mesozooplankton species with the environmental factors (see text)

(라)  동물플랑크톤 종 조성 분석

  네트를 이용한 채집에서는 총 153개의 OTUs가 형성되었으며 그 중 86개의 분

류군이 출현하였다. 전체 출현 종의 reads를 (reads: 시퀀스 분석으로 나온 출력 

데이터로 DNA분석 빈도 수 를 뜻함) 비교한 결과 Paracalanus  parvus, 

Euphausia pacifica, Zonosagitta nagae, Acartia omorii, Penilia avirostris 가 상위 

5종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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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1 Paracalanus parvus 44 Cicindela sp.

2 Euphausia pacifica 45 Themisto gaudichaudii

3 Zonosagitta nagae 46 Ashtoret lunaris

4 Acartia omorii 47 Charybdis variegata

5 Penilia avirostris 48 Austrominius modestus

6 Labidocera euchaeta 49 Tortanus forcipatus

7 Tetraclita japonica 50 Hemigrapsus penicillatus

8 Palaemon gravieri 51 Euconchoecia chierchiae

9 Acetes chinensis 52 Crangon crangon

10 Brachyura sp. 53 Metapenaeopsis dalei

11 Balanus trigonus 54 Pontellopsis yamadae

12 Centropages tenuiremis 55 Penilia mavirostris

13 Pseudevadne tergestina 56 Thysanopoda pectinata

14 Alpheus distinguendus 57 Calanopia thompsoni

15 Macrophthalmus abbreviatus 58 Trachypenaeus curvirostris

16 Calanus sinicus 59 Macrophthalmus japonicus

17 Pisidia serratifrons 60 Oncaea venusta

18 Pseudeuphausia sinica 61 Decapoda sp.

19 Alpheus japonicus 62 Metridia pacifica

20 Oratosquilla oratoria 63 Candacia mcurta

21 Notacanthomysis laticauda 64 Acartia negligens

22 Glebocarcinus amphioetus 65 Capitulum mitella

23 Labidocera rotunda 66 Euchaeta concinna

24 Oithona similis 67 Clausocalanus pergens

25 Charybdis bimaculata 68 Euchaeta rimana

26 Fistulobalanus albicostatus 69 Matuta planipes

27 Chthamalus challengeri 70 Euchaeta plana

28 Striatobalanus amaryllis 71 Hyperioides longipes

29 Corycaeus affinis 72 Portunus trituberculatus

30 Parvocalanus crassirostris 73 Oncaea scottodicarloi

31 Romaleon gibbosulum 74 Palaemon macrodactylus

32 Acetes japonicus 75 Iiella pelagica

33 Pilumnus minutus 76 Pseudocalanus newmani

34 Acartia hongi 77 Hemigrapsus takanoi

35 Amphibalanus improvisus 78 Lestrigonus bengalensis

36 Lucifer intermedius 79 Gammarus crinicaudatus

37 Uca arcuata 80 Oncaea mediterranea

38 Ctenocalanus vanus 81 Paraeuchaeta sp.

39 Megabalanus rosa 82 Oregonia gracilis

40 Paraeuchaeta  russelli 83 Heikeopsis arachnoides

41 Chiromantes haematocheir 84 Thysanopoda tricuspidata

42 Pseudoctomeris sulcata 85 Anomura sp.

43 Pontellopsis tenuicauda 86 Acartia pacifica

Table. 3.1.3.3.2.1. Zooplankton collected using Net at 12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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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osagitta nagae Paracalanus parvus

Acartia omorii Euphausia pacifica

Penilia avirostris

Fig. 3.1.3.3.2.1 . Distribution of top 5 reads with high DNA reads for 

each station

  또한 각 정점 별 DNA reads 및 출현 분류군 수를 분석한 결과  35°에서는 
35_1과 35_11, 36°에서는 36_5와 36_7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각 정점
별 출현한 분류군의 수는 35_3과 36_1 정점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Fig. 3.1.3.3.2.2 . Number of DNA reads and analyzed Taxa for 

each stations]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92

(마) 황해 우점 종인 A.hongi DNA reference 확보 및 NCBI GenBank 정보 검증

[Fig. 3.1.3.3.2.3 . Sampling station of Acartia hongi 

(2019년)]

  A. hongi는 새로운 종으로 분류되기 전까지 형태학적 표현형이 유사한 
Acartia bifilosa로 오동정 되어 왔다 (Soh and Suh, 2000). 이는 NCBI 
GenBank database에 등록되어 있는 A. hongi의 DNA 정보가 A. bifilosa로 잘
못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enBank 에 
등록되어 있는 A. hongi DNA 정보의 검증을 위해 형태학적 검증을 완료한 A. 
hongi mitochondria DNA COI과 18S ribosomal RNA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A. hongi COI barcode 1539bp 와 18s rRNA barcode 1756bp를 획득하였다. 
분자유전학적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획득한 A. hongi 18S rRNA barcode와 
Acatia속 14종의 18S rRNA barcode를 이용하여 계통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획득한 18s rRNA barcode는 Genbank에 등록되어 있는 A. 
hongi(GenBank GU969195)와 99.95% 일치하였으며, 다른 종과는 명확하게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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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2.4 . Neighbor-joining tree using 18S 

rRNA sequences in Acartia]

  또한 본 연구에서 획득한 A. hongi COI barcode와 GenBank에 등록되어 있
는 16개의 A. bifilosa COI barcode를 이용하여 계통분석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A. bifilosa는 크게 2개의 group(A: EU599500~599508, B: JX995248~ 
995254)으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1.3.3.2.5 . Neighbor-joining tree using the mtDNA COI 

region of Acartia bifilosa and Acartia 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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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획득한 COI barcode와 각 group당 종간유전학적 거리의 평균값
은 각각 0.23%, 27.26%로 계산되었다. 우리의 연구 결과를 통해 종간 유전학적 
거리의 평균값이 0.23%로 계산된 A group의 COI barcode 정보는 A. hongi로 
수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A. hongi의 DNA 정보는 분
자동정연구 (DNA barcoding 연구)의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원핵생물

(가) Flowcytometer를 이용한 원핵생물 개체수

  2020년 8월 황해에서 평균 원핵생물 개체수는 10.0±4.9×106 cells ml-1로 나타

났다. 35°N 정선의 경우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이 높았던 35-05부터 35-09 정점까

지 높은 개체수를 나타냈지만, 연안역과 외해역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36-01 정점의 표층에서 26.4×106 cells ml-1로 가장 높은 개체수를 나타낸 36°N 

정선의 경우, 외해역보다 연안에서 더욱 높은 개체수를 보였다(Fig. 3.1.3.3.1.11).

Fig. 3.1.3.3.1.1. The vertical contour plo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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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36°N line) in April 2020.

(나) DNA (원핵생물 다양성)

  35°N 정선의 다양성 다양성은 대부분 해역의 유광층에서 
Alphaproteobacteria강이 50% 이상 우점 하였다(Fig. 3.1.3.3.1.20). 
Alphaproteobacteria강의 우점도가 낮아지는 연안 정점인 35-01, 35-03, 
35-05 정점 및 35-15 정점의 SCM층에서는 Flavobacteria강이 높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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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록소 농도가 높은 해역에서 우점하는 생태적 특징과 일치한다. 유광층 아래 해
역에서 Gammaproteobacteria강이 우점 하였으며, 특히 35-15 정점의 유광층 
아래 수심에서 30% 이상 우점 하였다. 고세균에 속하는 Thermoplasmata강은 
35°N 정선의 유광층 아래 정점에서 10% 이상 우점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Fig. 3.1.3.3.1.2. Contour plots showing dominant classes of bacterial diversity in 

the line 35°N in August 2020.

  종 수준에서의 원핵생물 다양성은 정점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Fig. 
3.1.3.3.1.21). 가장 우점한 Alphaproteobacteria인 Pelagibacter unclassified는 
유광층에서 우점 하였으며, 특히 35-13 정점의 유광층에서 가장 우점 하였다. 두 
번째로 우점하는 종인 CP003801_s는 35-07 ∼ 35-11 정점의 유광층에서만 
우점하여 주변 해역과 다른 군집 특성을 보였다. Rhodobacterales에 속하는 
AF235129 s는 크게 우점하지 않았지만 유광층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가장 먼 
외해역에서 우점 하였다. Flavobacteria의 경우 연안역 및 35-15 정점의 SCM
층에서 우점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우점하는 종은 EU799445 s 및 
AACY020239062 s로 나타났다. EU799445_s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연안역에
서 우점 하였으며, AACY020239062 s는 외해역에서 우점하여 두 해역의 특성
이 다름을 시사하였다. Gammaproteobacteria는 저층에서 Thioglobus 
singularis 및 AMWX s, 유광층에서 AHBI g unclassifed 및 AF235120 s가 우
점하며 서로 다른 생태적 특징이 나타났다. 특히 저층에서 우점하는 Thioglobus 
singularis는 수온이 낮은 해역에 서식하는 군집으로 알려져 있어, 저층 냉수대에 
따른 Gammaproteobacteria의 군집이 다른 특성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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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3. Contour plots showing dominant species of bacterial 

diversity in the line 35°N in August 2020.

  36°N 정선의 원핵생물 다양성은 유광층에서 Alphaproteobacteria강이 50% 이

상 우점 하였으며, 유광층 아래 수층에서는 Gammaproteobacteria가 40% 이상 우

점하였다(Fig. 3.1.3.3.1.22). 35°N 정선과 유사하게 엽록소 농도가 높았던 연안 

정점에서 Flavobacteria가 10% 이상 우점 하였다. 중국 측 연안에 가까운 36-07 

정점의 SCM층에서 20% 이상 우점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 수층에서 엽록소 a

의 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초미소식물플랑크톤 엽록소 농도가 주변 해역보다 높

아 초미소식물플랑크톤에 부착하는 Flavobacteria가 상대적으로 우점 하였음을 시

사한다. 35°N 정선의 저층에서 Thermoplasmata강이 두드러지게 우점한 반면 

36°N 정선에서는 최대 4.5% 미만으로 나타나 35°N 정선과는 다른 수괴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3.1.3.3.1.4. Contour plots showing dominant classes of bacterial 

diversity in the line 36°N in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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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수준에서 가장 우점하는 Pelagibacter unclassified는 가장 외양역인 
36-07 정점에서 45% 이상 우점 하였으며, 그 외 대부분 정점의 표층 부근에서 
25% 이상 우점 하였다(Fig. 3.1.3.3.1.23). 35°N 정점과 유사하게 36-03 ∼ 
36-04 정점의 표층에서 상대적으로 CP003801 s가 우점 하였으며, 
Rhodobacterales에 속하는 종들이 연안 정점에서 우점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
아 연안에서 영양염류의 공급이 예상된다. Flavobacteria는 35°N 정점과 동일
한 두 종이 연안역 및 외양역에서 우점 하였다. Gammaproteobacteria는 35°N 
정점에서 우점하지 않던 Pseudoalteromonas arabiensis와 Alteromonas 
unclassified가 해역 전반에 걸쳐 우점 하였다. 또한 유광층 아래 해역에서 
Thioglobus singularis 및 AMWX s가 우점하는 현상을 통해 저층냉수대 수괴
의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군집 구조의 영향을 볼 때 
35°N 정점과 비교하여 유광층 내 Alphaproteobacteria 및 Flavobacteria의 종 
조성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Gammaproteobacteria의 군집 조성에서 큰 차이가 
나 두 수괴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유광층 아래에서는 저층냉수의 영향
이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Fig. 3.1.3.3.1.5. Contour plots showing dominant species of bacterial diversity in the 

line 36°N in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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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생생물

- 하계 황해동부해역 조사수역의 수온분포는 수심 50 m 이하의 저층에 저수
온 (9.2-18.0 °C) 수괴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저층수괴에는 유종섬모류 
Tintinnidium primitivum이 우점하였다 (Fig. 3.1.3.3.4.1).

- 수온이 높은 상승부 수괴에는 소모류 (naked ciliates)가 우점적 분포를 
보였으며, 유종섬모류 Tintinnopsis beroidea가 36-3 정점에서 높은 개체
수로 출현하였다.

- 저층에서 수심 40 m 까지 섬모충 적산개체수의 수평분포는 35-11에서 
Tintinnidium primitivum이 밀집분포가 관찰되었고 (Fig. 3.1.3.3.4.2), T. 
primitivum 분포는 수온이 10-12 °C, 염분은 32-33의 저층냉수수괴에 
분포하였다 (Figure 3.1.3.3.4.3).

- T. primitivum 분포는 수온과 강한 음의 상관을 보였으며, 
Gammaproteobactria 와 양의 상관을 보였다 (Figure 3.1.3.3.4.4). 따라
서, 박테리아 군집은 본 종의 먹이원으로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면밀한 연
구가 필요하다.

- T. primitivum는 황해저층냉수의 잠재적 지표종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향
후 조자자료를 축적하여 지표종의 시공분포 자료로 황해저층냉수의 거동을 
해석을 지원하고자 한다.

Figures 3.1.3.3.4.1. Vertical profiles of water temperature and abundances 

(cells L-1) of tintinnids and naked ciliates in 35 and 36 lines of the 

sampl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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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3.1.3.3.4.2. Horizontal distribution of ciliate abundances (cells 

m-2) and integrated from depth of 40 m to the bottom layer.

Figure 3.1.3.3.4.3. Temperature-salinity (T-S) diagram 

for the distribution of Tintinnidium primitivum in 

summers of 2020, the T-S range of the YSBCW (red 

square), and microphotographic features of T. 

primitivum (scale bar = 5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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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4.4. Principle component analyses of Tintinnidium primitivum (T. 

primi) and total tintinnid (Tin total) abundances, potential prey items 

(heterotrophic bacteria (HB), autotrophic bacteria (AB), autotrophic 

picoeukaryotes (APE), nanophytoplankton (NP), cryptophytes (Cryp), 

Alphaproteobacteria (Apb), Flavobacteria (Fb), Gammaproteobacteria (Gpb), 

Thermoplasmata (Tpl)), and hydrological factors (water temperature (WT), 

salinity (SAL)).

(5) 어란

  2020년 8월에 실시한 12개 정점 중 7개 정점에서 어란이 출현하였다. 이들의 
주 분포 해역은 황해 중부와 서해 연안이었다(Fig. 3.1.3.3.5.1). 어란의 종류는 
멸치(Engraulis japoniocus), 줄삼치(Sarda orientalis), 기타 미동정종 등이다. 어
란의 대부분은 멸치였다. 멸치의 주 분포 해역은 황해 중앙부였다(Fig. 
3.1.3.3.5.1). 어란과 함께 채집된 자치어 중 난류 지표종은 줄삼치, 가라지, 투구
갈치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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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난류 지표종으로 이용 가능한 줄삼치, 가라지, 투구갈치
(Tentoriceps cristatus) 3종의 지리적인 분포(FishBase, 2021)에 2020년 8월의 
난자치어의 분포 결과를 투영하였다(Fig. 3.1.3.3.5.2). 이들 3종의 종별 분포 위
치를 보면 줄삼치는 황해 중앙부(Fig. 3.1.3.3.5.2), 가라지는 서해연안중부(Fig. 3
중), 투구갈치는 서해연안남부(Fig. 3.1.3.3.5.2)였다. 이 결과는 황해의 여름철은 
다양한 난류종이 산란장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가적으로 황해의 8월은 
어류의 주요 산란기(춘-하계; 5-7월) 이후로 이시기에 어란의 출현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3.1.3.3.5.1. Relative distribution pattern of the total fish 

eggs (upper case) and the Engraulis japonicus eggs (low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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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삼치(Sarda orientalis) 어란(?)과 치어

가라지(Decapterus maruadsi) 치어

투구갈치(Tentroriceps cristatus) 자어
성체

Fig. 3.1.3.3.5.2. The three species of fish egg 

and larvae of warm water indicator species appeared 

in the Yellow Sea. ●, Yellow Sea; ●, Global 

biogeography of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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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치어

  여름철 자치어는 5목 20과 22속 36종이 출현하였으며, 농어목(Perciformes)에
서 다양한 분류군의 자치어가 출현하였다(Fig. 3.1.1.3.3.6.1).
  자치어 출현량은 0∼7,156.6 ind./1,000m3 범위였으며, 조사해역의 중간수역보
다 연안과 외양에서 높게 나타났다(Fig. 3.1.1.3.3.6.2).
  우점종은 Engraulis japonicus와 Callionymidae sp.로 전체 출현량의 94.8%를 
차지하였다(Table 3.1.1.3.3.6.1). 전체 출현량의 76.1%를 차지한 Engraulis 
japonicus는 연안과 외양에서 출현량이 높게 나타났고, 연안정착성 어종인 
Callionymidae sp.는 연안에서 높은 출현량을 나타내었다(Fig. 3.1.1.3.3.6.3).
  출현종 수는 출현량과 마찬가지로 연안과 외양에서 다양한 종이 출현하였고, 풍
부도(0-3.10)와 다양도(0-2.19)는 연안에서 높게 나타났다(Fig. 3.1.1.3.3.6.4).
  군집분석(Cluster, MDS) 결과 조사해역은 크게 A, B 두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A그룹이 B그룹에 비해 종다양성과 출현량 및 출현종 수, 풍부도가 높았고, B 그
룹은 균등도와 우점종 기여도가 A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ig. 3.1.1.3.3.6.5).
  환경 및 동, 식물플랑크톤과의 상관분석 결과, 출현량은 조사해역의 평균염분이 
낮을수록(r=-0.82, p<0.01), 출현종수는 평균수온이 높을수록(r=0.73, p<0.01) 
높게 나타남. 또한 봄철과 달리, 자치어 출현량은 요각류(copepoda)의 생체량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성 어류인 멸치 자치어의 영양단계 및 주요먹이원은 크릴, Calanus 
sinicus,  새우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서성인 돛양태류는 자어단계에서
는 부유성 먹이를 먹고, 바닥에 착저(양 눈이 모두 유안측으로 이동)한 후에는 저
서성 먹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먹이망 분석 결과 참조).
  형태형질을 이용한 종 분석 결과로 종(species) 수준까지 동정이 어렵거나 불
확실한 자치어 시료 68개체(Hapalogenys sp., Chaetodon sp., Callionymidae 
sp., Gobiidae sp., Pleuronectidae sp., Unid sp., Nibea albiflora, 
Ctenotrypauchen microcephalus, Pictiblennius yatabei, Decapterus 
maruabsi, Erisphex pottii, Hippoglossoides pinetorm, Sarda orientails)는 분
자동정을 위하여 유전자의 바코드 영역을 증폭한 후 염기서열 분석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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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3.6.1, The taxon composition of fish larvae in the Yellow Sea 

in August 2020.

Fig. 3.1.1.3.3.6.2. Abundance and number of species of fish larvae in the 

Yellow Sea in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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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Abundance

(indiv./1,000m3)

Percentage

(%)
Frequency

Engraulis  japonicus  11,520.2     76.06 11

Callionymidae sp.    2,844.5     18.78 6

Nibea albiflora      247.9      1.64 5

Chaetodon sp.      142.5      0.94 3

Cynoglossus joyneri        66.7      0.44 5

Gobiidae sp.3        62.9      0.42 1

Gobiidae spp.        57.7      0.38 1

Paratrypauchen icrocephalus        29.4      0.19 3

Erisphex pottii        19.8      0.13 6

Gobiidae sp.1        18.8      0.12 4

Cleisthenes pinetorum        16.7      0.11 3

Decapterus maruabsi        14.8      0.10 6

Trichiurus japonicus        14.4      0.10 5

Hapalogenys sp.        14.0      0.09 1

Parablennius yatabei        12.5      0.08 4

Coryphaema hippurus        10.4      0.07 2

Sarda orientails         7.1      0.05 1

Sillago japonica         5.0      0.03 1

Platycephalus indicus         3.3      0.02 1

Pleuronectidae sp.         2.9      0.02 1

Scomber japonicus         2.9      0.02 1

Gobiidae sp.4         2.4      0.02 1

Gobiidae sp.2 1.7     0.01 1

Minous monodactylus 1.7     0.01 1

Omobranchus elegans 1.7     0.01 1

Saurida elongata 1.7     0.01 1

Gobiidae sp.5 1.4     0.01 1

Nuchequula nuchalis 1.4     0.01 1

Pennahia argentata 1.1     0.01 1

Chromis sp. 0.8     0.01 1

Unidentified 8 species 18.8     0.10

Total (37 species) 15,146.8   100.00

 Table 3.1.1.3.3.6.1. Abundance, Percentage and Frequency of fish larvae  in 

the Yellow Sea in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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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3.6.3. The occurrence distribution of dominant species in the Yellow 

Sea in August 2020.

Fig. 31.1.3.3.6.4. Variation in Number 

of species, Richness index, Evenness 

index, and Diversity index in the Yellow 

Sea in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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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3.6.5. Dendrogram showing clustered groups by the 

Bray-Curtis index based on the abundance of fish larvae community in 

Yellow Sea in August 2020.

(7) 중형저서생물

(가) 중형저서동물

  황해 조사 지역에서 채집된 중형저서동물 서식밀도는 117.0 ± 30.6 ~ 741.3 
± 118.1inds./10㎠로 나타났다 (Fig. 3.1.3.3.7.1). 가장 높은 서식밀도를 보인 
정점은 St.36-1이며, 가장 낮은 서식밀도는 정점 St.35-1에서 나타났다. 
St.36-7에서도 서식밀도는 126.3 ± 34.3 inds./10㎠로 St.35-1과 큰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출현한 중형저서동물 분류군을 보면, 선충류가 가장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다. 선충류는 전체 서식밀도의 약 70%를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로 우점
한 분류군은 저서성 요각류와 저서성 유공충류가 각각 10%를 차지하였다. 위 세 
분류군은 전체 서식밀도의 약 90%로 매우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다. 우점하는 세 
분류군 외에 다모류(Polychaeta), 이매패류(Bivalvia), 동문동물(Kinorhyncha), 
갑각류유생(Nauplius) 등이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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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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3 ± 14.8 ~ 
488.7 ± 75.7 inds./10㎠ 범위를 보였다. 가장 높은 선충류 서식밀도를 보인 정
점은 전체 서식밀도와 같은 St.36-1에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선충류 서식밀
도를 보인 지역은 정점 St.36-7로 전체 서식밀도와 다르게 나타났다. 중형저서
동물 분류군 중 두 번째로 우점한 저서성 요각류는 전체 서식밀도의 약 10% 정
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 ± 1.0 ~ 101.7 ± 16.8inds./10㎠의 범위를 보였다 
(Fig. 3.1.3.3.7.3). 저서성 요각류 서식밀도가 가장 높은 정점은 중형저서동물과 
선충류와 같은 St.36-1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서식밀도를 보인 정점은 선충
류와 동일한 St.36-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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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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수이다 (Raffaelli and Mason, 1981). 선충류는 환경 변화나 오염에 대한 내성
이 강하고 저서성 요각류는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태적 특징을 이용한 
지수이다. N/C ratio값은 높을수록 해양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값
이 낮을수록 환경이 안정된 것을 의미한다. N/C ratio 값은 선충류와 저서성요각
류의 서식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정점 St.36-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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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ratio 값이 가장 낮은 정점은 St.36-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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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을 제외하고는 퇴적물 깊이 2 ~ 3 ㎝에서 중형저서동물 서식밀도는 표
층 0 ~ 1 ㎝의 서식밀도의 50% 이하로 나왔다. 정점 중앙에 위치한 정점 
St.36-5에서는 퇴적물 깊이 2 ~ 3 ㎝의 서식밀도는 표층 0 ~ 1 ㎝의 서식밀도
의 29%로 나왔다. 퇴적물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서식밀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일반적인 중형저서동물 수식분포에서 볼 수 있는 경향으로 황해 조사지역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1.3.3.7.5. The density of meiofauna according to sediment depth

 in the study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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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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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 St.36-1을 제외한 5개 정점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중 정점 중앙에 위치한 정점 St.35-11과 St.36-5은 95% 이
상의 군집구조 유사도를 가져 높은 유사성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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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서성 요각류 특성 

  하계 35°N 라인 정점 8개에서 출현한 저서성 요각류는 총 10과 18속 25종
으로 종 목록은 아래와 같다. 10과 중 Ectinosomatidae과에 8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고, 그 다음으로 Ameiridae과에 5종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춘
계에 비해 하계의 저서성 요각류의 출현 종 및 다양성은 낮게 나타났다. 출현한 
저서성 요각류 중 신 분류군으로 1 신속 및 3 신종 후보종(Ameiridae n. gen. 
& sp. 1, Cerviniella n. sp. 1, Tetragoniceps n. sp. 1)이 확인 되었으며, 
2019년 춘계에도 출현한 미기록종 2종(Danielssenia cf. typica, 
Pseudomesochra tatianae) 역시 하계에도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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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iridae Boeck, 1865 14. Halectinosoma sp. 9

1. Proameria sp. 1 15. Halectinosoma sp. 11

2. Pseudameira mago 16. Halectinosoma sp. 12

3. Sicameira sp. 1 17. Halectinosoma sp. 13

4. Ameiridae n. gen. & sp. 1 Heteropsyllidae Kornev & Chertoprud, 2008

5. Ameiridae sp. 1 18. Heteropsyllus coreanus

Aegisthidae Giesbrecht, 1893 Miraciidae Dana, 1846

6. Cerviniella n. sp. 1 19. Bulbamphiascus sp. 1

Canthocamptidae Brady, 1880 20. Dactylopodamphiascopsis sp. 1

7. Canthocamptididae sp. 4 21. Miraciidae sp. 1

Cletodidae Scott T., 1904 Orthopsyllidae Huys, 1990 

8. Enhydrosoma apimelon 22. Orthopsyllus sp. 1

9. Stylicletodes sp. 2 Pseudotachidiidae Lang, 1936

Ectinosomatidae Sars, 1903 23. Danielssenia cf. typica 

10. Halectinosoma sp. 2 24. Pseudomesochra tatianae 

11. Halectinosoma sp. 4 Tetragonicipitidae Lang, 1944

12. Halectinosoma sp. 7 25. Tetragoniceps n. sp. 1

13. Halectinosoma sp. 8

Table 3.1.3.3.7.1 The list of benthic harpacticoids in summer

  35°N 라인 8개 정점에서의 저서성 요각류 출현종수와 서식밀도는 각각 0～8
종, 0～9개체/10cm2 범위이다.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한 곳은 정점 35-5에서 11
종이 출현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점 35-11에서 8종이, 정점 35-1에서 4종 
순으로 출현하였다. 서식밀도 역시 정점 35-5에서 9개체/10cm2, 35-11에서 
각각 6개체/10cm2 순으로 나타났다. 정점 35-3과 35-9에서는 저서성 요각류
가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저서성 요각류 군집의 풍부도, 다양도지수(H’)는 정
점 35-5에서 각각 4.067와 2.154로 가장 높았으며, 균등도는 정점 35-7에서 
1.386으로 가장 높았다. 2020년 하계의 저서성 요각류 출현종수 및 서식밀도는 
2019년 춘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였다.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113

Fig. 3.1.3.3.7.1 The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s of 

benthic harpacticoids in summer.

Fig. 3.1.3.3.7.2 The number of species 

of benthic harpacticoids in summer.

Fig. 3.1.3.3.7.3 The density of benthic 

harpacticoids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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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7.4 The species richness, evenness, and diversity of benthic 

harpacticoids in summer.

(8) 대형저서동물

(가) 저서환경

  조사해역의 수심은 17.5 - 91.3 m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정점 35-9에서 최
대, 정점 35-1에서 최소 수심을 나타냈다. 저층 염분은 31.6 – 33.1 psu의 범
위로 나타났으며, 경도 125도 외측에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35도 라인보
다는 36도 라인에서 낮게 나타났다(Fig. 3.1.3.3.8.1). 저층 수온은 9.1 – 20.
3℃ 범위를 보였으며, 위도 36도 라인 외측의 정점에서 10도 이하의 값을 보였
다. 저층 용존산소는 평균 4.2 ml/l로 나타났으며 35도 라인의 경도 125도 부근
에서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해역의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 4.6 phi (2.1 – 6.6)로 정점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36도 라인은 연안으
로 갈수록 모래의 비율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퇴적물내의 총 유기탄소 함량
은 평균  0.52%이었으며, 0.1 – 1.23%의 범위를 나타냈고, 외해로 갈수록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115

122 123 124 125 126 127

B
ot

to
m

 s
al

in
ity

31.4
31.6
31.8
32.0
32.2
32.4
32.6
32.8
33.0
33.2 35

36
37

122 123 124 125 126 127

B
ot

to
m

 te
m

pe
ra

tu
re

8
10
12
14
16
18
20
22

122 123 124 125 126 127

Bo
tto

m
 d

is
so

lv
ed

 o
xy

ge
n 

(m
l/L

)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122 123 124 125 126 127

M
ea

n 
gr

ai
n 

si
ze

(p
hi

)

1

2

3

4

5

6

7
35
36
37

122 123 124 125 126 127

TO
C

 (%
)

0.0
0.2
0.4
0.6
0.8
1.0
1.2
1.4

35
36
37

Fig. 3.1.3.3.8.1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macrobenthos 

(나) 대형저서동물의 종 조성 및 군집특성

  2020년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평균 서식밀도는 599 개체/m2 

이었으며, 2019년 평균서식밀도는 485 개체/m2 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나타났
다(Fig. 3.1.3.3.8.2). 
  생체량은 평균 43.2 g/m2 (0.35 – 175.3 g/m2)으로 정점간 큰 차이가 나타났
으며, 2019년 평균 생체량인 28.6 g/m2 (0.39 – 108.55g/m2)보다 증가하여 
나타났다.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와 생체량은 경도 125도 라인 외측에서는 일
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안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대
형저서동물의 총 출현 종수는 150 종/2.6m2으로 2019년 197 종/3.6m2보다 감
소하여 나타났다. 대형저서동물의 출현 종수는 2019년의 결과와 동일하게 정점 
36-1에서 58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를 나타냈다. 대형저서동물의 평균 종 다양
도 지수는 2.6으로 2019년 결과인 2.5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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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8.2 Density, number of species, biomass and diversity of 

macrobent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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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 생산량은 75.3 g·m-2·yr—1으로 수심 변화가 급격한 지역에서 높으며, 
연안에서 외측으로 갈수록 감소하였으며, 경도 125도 이후에는 일정하게 나타났
다(Fig. 3.1.3.3.8.3).

Aril 2019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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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8.3 Secondary production in 2019 and 2020

  2020년 조사기간동안 총 출현 개체수의 2% 이상을 차지한 우점종은 총 12종
이었으며,  다모류 민얼굴갯지렁이(Spiophanes bombyx)가 13.4%로 가장 우점
하였으며, 고들버리갯지렁이(Heteromastus filiformis, 6.9%), 꼬리대나무갯지
렁이류(Praxillella pacifica, 4.9%), 연체동물 부족류 쇄개량조개(Raeta 
pulchella, 4.5%), 말발조개(Thyasira tokunagai, 3.9%)순으로 나타났다(Table 
3.1.3.3.8.1). 가장 서식밀도가 높게 나타났던 민얼굴갯지렁이는 2019년도 조사
에서도 8.2%로 가장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으며, 쇄개량조개 또한 2019년 5.8%
의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다. 2020년 우점종 가운데 서식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던 민얼굴갯지렁이는 36-2, 36-3정점에서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으며, 쇄개량
조개는 35-7정점에서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다(Fig. 3.1.3.3.8.4). 작은사슴갯지
렁이는 외측 정점에서는 낮은 밀도로 나타났으나, 35-5, 35-7, 35-9, 36-2 
정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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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 Species 국명/비고
feeding 

type

2019

-avg
%

2020

-avg
%

Apo Spiophanes bombyx 민얼굴갯지렁이 De/Su 39.4 8.2 78.1 13.4

Apo Glycera alba
짧은아가미미갑갯지렁

이
Pr 37.8 7.9 8.8 1.5

MBi Raeta pulchella 쇄개량조개 27.8 5.8 26.2 4.5

EOp Ophiura sarsii vadicola 살시빗살거미불가사리 26.4 5.5 0.0 0.0

Apo Ampharete arctica 작은사슴갯지렁이 SR-De 21.7 4.5 12.3 2.1

MBi Thyasira tokunagai 말발조개 20.6 4.3 22.7 3.9

MBi Yoldia similis 긴반달조개 16.4 3.4 0.4 0.1

MBi Felaniella sowerbyi 꼬마돌살이조개 14.2 3.0 2.7 0.5

Apo Praxillella pacifica 꼬리대나무갯지렁이속 SS-De 11.9 2.5 28.8 4.9

Apo Onuphis sp. 수염갯지렁이속 SS-De 11.4 2.4 13.8 2.4

CCU
Eudorella 

hwanghaensis
흰올챙이새우과 11.1 2.3 10.4 1.8

MBi Nuculana yokoyamai 버선맵시조개 10.0 2.1 0.0 0.0

CAM Ampelisca brevicornis 짧은뿔안경옆새우 7.2 1.5 16.5 2.8

ONe

m
Emplectonema mitsuii 유형동물 2.5 0.5 12.7 2.2

CAM Siphonoecetes exolitus 육질꼬리옆새우류 2.5 0.5 11.5 2.0

CAM Ampelisca bocki 오목손안경옆새우 1.4 0.3 16.2 2.8

Apo Lumbrineris japonica 참송곳갯지렁이 De/Dt/Pr 1.1 0.2 11.9 2.0

Apo
Heteromastus 

filiformis
고리버들갯지렁이 SS-De 0.3 0.1 40.4 6.9

CAM Ampelisca miharaensis 미하라안경옆새우 0.3 0.1 16.2 2.8

Table 3.1.3.3.8.1 Dominant species in 2019 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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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8.4 Distribution of dominant species in 2020 

  대형저서동물의 서식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퇴적물의 입도, TOC와 깊은 
연관을 보였다(Fig. 3.1.3.3.8.5).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입도와 TOC가 감소할수록 
종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TOC가 감소할수록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황해 해역의 퇴적물의 입도 및 TOC는 대형저서동물 종 
특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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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8.5 Relationship with Macrobenthos and Environmental factors

  2019년과 2020년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는 10개의 군집으로 나뉘었으며, 계절
적 요소에 의해 크게 봄, 여름 2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어졌다(Fig. 3.1.3.3.8.6, Fig. 
3.1.3.3.8.7). 2020년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는 2019년과 유사하게 연안의 3개의 
그룹, 외해역 1그룹으로 나뉘었다(Fig. 3.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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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8.8 Cluster groups of macrobenthos in 2019 

and 2020

  2019과 2020년 황해 외측 해역의 시기 별 대형저서동물 군집구조 차이에 기
여한 종은 극피동물 살시빗살거미불가사리(Ophiura sarsii vadicola, 3.72%), 
다모류 싸리버섯갯지렁이류(Owenia sp., 3.16%), 극피동물 빗살거미불가사리
(Ophiuroglypha kinbergi, 2.95%), 연체동물 부족강 버선맵시조개(Nuculana 
yokoyamai, 2.6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1.3.3.8.2). 살시빗살거미불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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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북극-온대지역의 북측(76-33도)에 분포하며, 동해 및 황해냉수대
(YSCWM)에서 우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10℃범위의 수온과 31-35 
psu의 염분도에서 분포하여 저층수온, 용존산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등, 1995). 빗살거미불가사리는 살시빗살거미불가사리 수심대 밖에에서 분
포하며, 조립질의 퇴적물에서 우점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5-20℃ 범위의 
수온과 30-34.5 psu 범위의 염분도에서 분포한다.

Species

Group h

(Apr 19)

Av.Abund

Group I

(Aug 20)

Av.Abund

Contrib% Cum.%

Ophiura sarsii vadicola

(살시빗살거비불가사리)
2.25 0 3.72 3.72

Owenia sp.

(싸리버섯갯지렁이속)
1.89 0 3.16 6.87

Ophiuroglypha kinbergi

(빗살거미불가사리)
0 1.79 2.95 9.82

Nuculana yokoyamai

(버선맵시조개)
1.62 0 2.69 12.51

Lumbrineris japonica

(참송곳갯지렁이)
0 1.57 2.55 15.06

Raeta pulchella

(쇄고랑조개)
1.79 2.04 2.42 17.48

Glycera alba

(짧은아가미미갑갯지렁이)
1.49 0 2.42 19.9

Terebellides stroemii

(조름털갯지렁이)
0 1.49 2.4 22.29

Table 3.1.3.3.8.2 Species contributing to the average Bray-Curtis dissimilarity 

between group h and I (dissimilarity = 74.31%)

(나) 하천수/양자강 저염수의 생태계영향 조사

  조사해역의 장마 전, 장마기간, 장마 후 시기별 출현한 대형저서동물 분석 결
과 장마전의 경우 하구역 경계면에서 종다양성, 서식밀도, 생체량 등이 높게 나
타났다(Fig. 3.1.3.3.8.9). 반면 장기간동안 하구역 입구에서는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 및 생체량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특히 1번정점에서는 기회주의 종
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장마 후(장마 후 1개월)조사에서는 하구역 
입구에서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 및 생체량이 낮게 나타났으며, 종 다양성 지
수 또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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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는 장마전의 경우, 하구역 경계면을 중심으로 하구역 
안쪽, 경계면, 외측 3개의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가 나타났다(Fig. 
3.1.3.3.8.10). 장마기간 중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는 전체 1개의 군집구조로 
나타났으며, 장마 전 기간의 군집구조와의 유사성 차이가 나타났다(Relate test, 
Rho=0.35, p=6.6%). 장마 후(1개월)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는 하구역 안쪽, 
외측 2개의 군집구조로 나타났으며, 경계역 그룹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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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8.10 Cluster analysis of the macrobenthos community 

based on the Bray-Curtis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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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O(Principal coordinates analysis)에서 1축은 하구역 입구에서 외측으로 구
분되고, 2축은 조사 시기별로 구분되어 나타났다(Fig. 3.1.3.3.8.11). PCO1, 
PCO2 축은 저층 염분과 저층 수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O1축은 
하구역 내측에서 외측방향으로 구분, PCO2축은 조사 시기별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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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8.11 PCO analysis of Bray-Curtis similarities 

of the macrobenthos communit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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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집구조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분석(BIO-ENV)을 실시한 결과, 저층수
온, 평균염분도, 입도, 퇴적물의 실트와 모래 함량이 군집구조에 영향을 준 것
으로 분석되어졌다(Rho=0.615, p=0.01)(Table 3.1.3.3.8.3).

Correlation Variables　

0.615
bottom temperature, average salinity, meagngrain size 

(phi),silt%,sand%

0.613
bottom temperature, average salinity, meagngrain size 

(phi), clay%, silt%

0.613
bottom temperature, average salinity, meagngrain size 

(phi), clay%, sand%

0.612
bottom temperature, surface salinity, bottom dissolved 

oxygen,meagngrain size (phi),clay%

0.612 bottom temperature, surface salinity, bottom dissolved 
oxygen,meagngrain size (phi),s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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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태계 기능 특성

(1) 일차생산력

  2020년 8월 우리나라 황해역의 조사정점 전체 평균 일차생산력은 567.9±284.2 
mg C m-2 d-1이었으며, 35°N와 36°N 정선에서 평균 일차생산력은 각각 
557.9±251.3 mg C m-2 d-1, 579.4±338.3 mg C m-2 d-1로 정선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안역에서 높은 생물량을 보인 36°N 정선은 36-04 정점에서 
1288.9 mg C m-2 d-1로 평균 일차생산력의 2배 이상 높은 일차생산력을 보이며, 
생물량과 일차생산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Fig. 3.1.3.4.1.1).

Fig. 3.1.3.4.1.1. The daily primary production (mg C m-2 

d-1)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20.

  수직 분포에서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식물플랑크톤 생체량과 일차생산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은 연안역에서 높고, 외해역으
로 갈수록 SCM층을 형성하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일차생산력의 경
우 연안에서 외해역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수평적인 구배보다 표층에서 높고, 유광
층 하부에서는 낮은 수직적인 구배를 뚜렷하게 나타냈다(Fig. 3.1.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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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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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생산력에 영향을 주는 정점 별 광소광계수(Kd)와 표층/SCM층의 수심별 식물

플랑크톤 생체량(Chl-a), 동화계수(PB
M) 등의 요인을 통해서 분석 하였을 때, 2020

년 8월 하계 조사해역에서 광소광율은 연안에서 낮고, 외해역에서 높은 우리나라 

황해역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특히 다른 정점들보다 35-01과 35-03 정점

의 광소광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표층과 SCM층 수심별 식물플

랑크톤 생체량은 연안역에서 높고, 외해역에서 낮은 분포를 보여주었으나, 동화계

수는 수심별 특징을 보이기보다 정점별로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각 조사 정

선에서 가장 높은 일차생산력을 보인 35-09정점과 36-04 정점은 표층의 높은 동

화계수로 높은 일차생산력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반해 35-01 정점과 

36-01 정점은 각 조사정선에서 가장 높은 엽록소 농도를 보였지만, 소광계수가 상

대적으로 낮아 일차생산력 값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2020년 8월 

하계의 일차생산력에 동화계수가 가장 큰 기여도를 차지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

층화가 심화됨에 따라 표층과 SCM층의 다른 일차생산력 결정요인들에 따른 수직

적인 구배를 강화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Fig. 3.1.3.4.1.3).

Fig. 3.1.3.4.1.3. The parameters affecting the primary production at the surface 

and SCM layers in the Yellow Sea in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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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조사해역의 34°N 정선의 표층에서 pico-size 식물플랑크톤의 평균 일차
생산력은 303.8±143.6 mg C m-2 d-1로 전체 표층 일차생산력의 53.5%를 차
지하였으며, 3 ㎛ 이하의 식물플랑크톤 기여도가 성층화에 따른 빈영양 수괴의 비
율이 높아지는 하계에 높아짐을 시사하였다. 또한 35-07정점에서 전체 일차생산
력 중 68.5%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다. 이와는 다르게 36-01 정점에서는 
전체 일차생산력 중 38.5%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도를 pico-size 식물플랑크톤
이 차지하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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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 원핵생물 생산력

  조사해역에서 원핵생물 생산력은 93.5±28.7 mg C m-2 d-1로 나타났으며, 
35°N과 36°N 정선의 원핵생물 생산력 평균값은 각각 102.3±34.2 및 
83.5±18.3 mg C m-2 d-1로 나타났다(Fig. 3.1.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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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1.5. A Fig. showing bacterial production and bacterial 

abundance in study area in August 2020.

  35°N 정선에서는 연안 정점보다 외양 정점에서 더 높은 생산력을 나타냈다. 
연안 정점인 35-01 및 35-03 정점에서 원핵생물 생산력은 60.2 mg C m-2 
d-1 및 88.3 mg C m-2 d-1로 조사해역의 평균 원핵생물 생산력보다 낮았지만, 
개체수가 18.6 cells m-2 및 17.6×1012 cells m-2로 매우 낮아, 원핵생물 개체
수 대비 생산력은 매우 높았다. 유광층 내 원핵생물 생산력은 35-07 정점에서 
가장 높았으나(104.17 mg C m-2 d-1), 수심 전층의 생산력은 35-11 정점에서 
168.3 mg C m-2 d-1로 가장 생산력이 높았다. 이는 다른 정점과는 달리 35-11 
정점의 유광층 아래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력이 나타난 결과이다(89.92 
mg C m-2 d-1). 뿐만 아니라 35-11 정점의 원핵생물 개체수는 54.2×1012 
cells m-2로 주변 외해역 정점에 비하면 낮아 개체수 대비 높은 생산력을 나타낸 
정점으로 나타나, 이 정점 부근으로 다른 매커니즘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36°N 정선은 상대적으로 35°N 정선보다 낮은 원핵생물 생산력을 보였다. 
35°N 정선과는 반대로 연안역에서는 높은 개체수 및 생산력이 관측되었으며, 이
는 연안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36-05 및 36-06 정점
에서도 주변 외양역에 비해 마찬가지로 개체수 대비 높은 생산력이 관측되었다.
  일차생산력에 대한 원핵생물 생산력의 비율은 연안역에서 가장 높았던 35-03 
정점의 43%와 외양역에서 가장 높았던 35-11 정점의 43%를 제외하더라도 연안
역에서 9~24%, 외양역에서 6~30%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Fig. 3.3.1.3.1.6). 
이러한 결과는 연안역에서 외양역에 비해 높은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에도 불구하
고 일차생산력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원핵생물 생산력 또한 연안역
과 외양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특이
적으로 35 정선의 35-07~11 정점의 일차생산력에 대한 원핵생물 생산력의 비율
과 36 정선의 36-~03~36-11 정점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두 정점에서 
나타나는 식물플랑크톤 및 원핵생물의 군집 조성이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
을 보아 이 정점을 따라 유사한 수괴가 분포하며, 수괴에 따라 유사한 탄소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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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나타남이 사료된다.

Fig. 3.1.3.3.1.6. A figure showing primary production and bacterial production in 

study area in August 2020.

(3) 먹이망 구조

  안정동위원소 비 자료에 근거하여 춘계 크기 별 동물플랑크톤의 영양단계를 
비교해보았을 때, 크기가 작은 동물플랑크톤(0.2-0.5 mm)의 영양단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크기에 따른 영양단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냉수대가 관찰된 
36-05 정점 먹이원에 대한 동물플랑크톤의 의존도는 높지 않았으며, 다른 정
점과 구분되는 특징은 관찰되지 않았다. 계절적으로 춘계에 냉수대 발달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을 감안했을 때, 냉수대 하위생태계 먹이망 특성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계절에 따른 냉수대의 발달과 먹이망 구조의 변화를 지속적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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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tations in Yellow Sea 

in April, 2020.

  수산자원에게 중요한 먹이자원인 크릴이나 calanus는 여름에 높은 수온을 
피해 황해 저층 냉수대에 머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비록 저층에 머무르
는 시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저서성 먹이(퇴적물 detritus, nematode 등)보다
는 수층 먹이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중형저서동물인 
nematode는 영양단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안역(35-05, 36-02 정점)
에서 수층 입자성 유기물과의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났
다. 이는 황해 중앙부보다 연안에서 저층으로 침강되는 유기물이 저서 중형동
물에게 더욱 빠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서성 어류인 돛양태류의 자
치어는 36-02 정점에서만 채집되었다. 돛양태류 자치어의 주요 먹이원은 크
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수 mm 크기의 작은 개체들에 비해 수 cm 크기 
자치어의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 역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치어의 성장단계에 따라 이용하는 먹이원에 차
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모악류는 대부분의 정점에서 높은 생물량을 보였으며, 
채집된 수층 동물플랑크톤 중 가장 높은 영양단계(δ15N)를 보였다. 대부분 정
점(35-05, 35-15, 36-02, 36-05)에서 동물플랑크톤 네팅 시료에 응집체
들이 관찰되었으며, 모악류 조각이 상당량 관찰되었다. 응집체의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 역시 모악류와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모악류 기원 유기물
들이 하계 황해 저층으로 상당량 전달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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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초 과학기지 해역에서의 엽록소a 기반 식물플랑크톤 번성 특성 
(Phenology)은 봄 번성과 가을 번성으로 연 중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나며 봄 번
성의 강도가 가을 번성에 비해서 훨씬 강한 것이 특징이다. 봄 번성은 보통 3월 
말에 번성이 시작되고 6월 말에 종료되나 최대 번성이 나타나는 시점과 크기는 
변동이 심하다. 봄 번성은 보통 2~3회의 최고 번성기를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지
며, 그 크기는 해마다 다르다. 가을 번성은 보통 9월에서 11월에 걸쳐 일어나지
만 연변동은 봄 번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
성으로 2007년은 평년에 비해서 최대번성시기가 비교적 빨리 나타났으며, 2010
년은 이와 대조적으로 매우 늦게 나타났다.

Fig. 3.1.3.5.3 Monthly variation of model surface chlorophyll-a at 

Sochengcho station from 2001 to 2010 (Clim. depicts the 10-year 

monthly climatology during 2001-2010) 

Fig. 3.1.3.5.4 Monthly anomalies of model produced surface chlorophyll-a at 

Sochengcho station in each year (Base period: 20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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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초 과학기지 해역의 계절생태 특성을 보기 위해서 번성 시작 및 종료 시
기 산출 기준은 엽록소a의 양이 5일 평균 10년 (2001-2010년) 자료 평균값
의 50% 선으로 가정하였다. 표층 엽록소a 의 평균 봄 번성 특성은 2월 14일 
시작, 7월 1일 종료로 봄 번성기간은 약 137일에 달하였다. 표층에서의 최대 
봄 번성 시기는 5월 23일경이며 그때의 엽록소a 농도는 약 15 mg/m3 이다. 표
층에서의 가을 번성은 평균적으로 9월 26일 시작해서 11월 26일 종료되며 지
속기간은 약 60일이다. 여름철 엽록소a 최대 농도(scm)가 나타나는 깊이는 
20~25m 이며, 이 깊이에서의 엽록소량의 연중 변화로 볼 때 1월 31일에서 4
월 22일까지와 5월 29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연평균 엽록소a 량의 50% 이
상을 유지한다. 특히 6월 하순에 scm 층의 최대 농도가 나타나며 이후 서서히 
감소한다. 수층 평균(wca) 엽록소a의 계절변동특성을 보면 6월 하순에 최댓값
이 나타나며, 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12일 동안 연평균 농도의 
50% 이상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Fig. 3.1.3.5.5 Model produced phytoplankton phenology based on chlorophyll-a 

concentration at Sochengcho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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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 번성 추계 번성

시작기최성기
최성량

(mg Chl/m3)
종료기

지속

기간(d)
시작기최성기

최성량

(mg Chl/m3)
종료기

지속

기간(d)

평균 2/14 5/23 15.02 7/1 137 9/26 10/10 3.64 11/26 60

2001
2/9

(-5)

5/8

(-15)

46.76

(311%)

6/17

(-14)

127

 (-10)
9/17

(-9)

10/5

(-5)

7.61

(209%)

12/7

(+11)

81

(+21)

2002
2/16

(+2)

5/23

(0)

42.06

(280%)

7/2

(+1)

136

(-1)

9/8

(-18)

10/5

(-5)
2.7 (74.2%)

11/13

(-13)

65

(+5)

2003
3/9

(+23)

4/28

(-25)

16.64

(111%)

6/7

(-24)

89

(-48)

9/7

(-19)

10/10

(0)

4.52

(124%)

11/26

(0)

80

(+20)

2004
2/5

(-9)

6/7

(+15)

26.64

(177%)

7/1

(0)

146

(+9)

10/6

(+10)

10/25

(+15)

3.5

(96%)

10/30

(-27)

23

(-37)

2005
2/11

(-3)

6/7

(+15)

16.52

(110%)

6/22

(-9)

130

(-7)

9/13

(-13)

11/4

(+25)

5.96

(164%)

11/18

(-8)

65

(+5)

2006
4/3

(+50)

5/18

(-5)

18.82

(125%)

6/27

(-4)

84

(-53)

9/9

(-17)

11/19

(+40)

2.16

(59%)

11/23

(-3)

74

(+14)

2007
3/21

(+35)

4/28

(-25)

42.23

(281%)

7/1

(0)

102

(-35)

9/28

(+2)

10/15

(+5)

6.5

(179%)

12/3

(+7)

65

(+5)

2008
3/2

(+16)

5/23

 (0)

38.69

(258%)

7/2

(+1)

122

(+17)

9/30

(-4)

10/10

(0)

6.78

(186%)

11/23

(-3)

53

(-7)

2009
3/30

(+44)

5/18

(-5)

23.45

(156%)

7/3

(+2)

95

(-42)

10/5

(+9)

11/9

(+30)

3.17

(87%)

11/13

(-13)

38

(-22)

2010
3/20

(+34)

5/28

(+5)

47.78

(318%)

6/27

(-4)

99

(-38)

9/22

(-4)

10/15

(+5)

6.19

(170%)

11/13

(-13)

52

(-8)

Table 3.1.3.5.1 Phytoplakton phenology based on model reproduced surface 

chlorophyll-a concentration at Sochengcho station 

  탄소량 기반으로 식물플랑크톤 번성 특성(Phenology)을 보면 수층 평균 규조
류는 겨울철에 이른 번성이 시작되고 여름철에 두 번째 번성이 그리고 가을에 세 
번째 번성이 나타난다. 초미세조류(Pico-PP)의 양이 규조류와 비슷한 생체량을 
보이며 3월 ~ 6월 번성이 뚜렷하다. 소형조류(Micro-PP)는 상대적으로 생체량
이 매우 적다. 표층 규조류(Diatoms)의 봄번성은 1월 17일 가장 먼저 시작되어 
5월 21일까지 124일 지속된후 10월 4일부터 가을 번성이 시작되어 12월 7일까
지 64일간 지속된다. 표층 미세조류(Nano-PP)의 봄 번성은 4월 1일 시작되어 
7월 17일까지 107일 지속되고 9월 6일 가을 번성은 시작되어 11월 22일까지 
76일간 지속된다. 표층 초미세조류(Pico-PP)의 봄 번성은 3월 17일 시작되어 7
월 11일까지 116일 지속된 후 가을 번성은 9월 17일 시작하여 11월 10일까지 
61일간 지속된다. 표층 소형조류(Micro-PP)는 5월 6일 시작되어 10월 30일까
지 178일간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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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6 Phenology of diatoms and size based phytoplankton functional 

groups at Sochengcho station (Clim. depicts the 10 year monthly climatology 

during 2001-2010)

Fig. 3.1.3.5,7 Climatological phenology based on upper 10m average 

carbon biomass of diatoms and size based phytoplankton function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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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140

이다. 울릉도(독도) 해역의 장기적인 물리 환경 요소 관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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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시간 해양관측부이 운영 개요를 나타내며, Table 3.2.2.1.1은 실시간 해양관측부
이 운영 개요를 나타내며, Fig. 3.2.2.1.1.1은 울릉도(독도)를 포함한 동해 해역의 
실시간 모니터링 부이 위치도를 나타낸다. Table 3.2.2.1.1.2는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에서 운영중인 울진, 울릉도, 독도 해양관측부이 운영 개요를 나타낸다. 

설치

기관
장비명 위치 설치일 주요관측항목

기상청

울릉도 

해양기상부이

북위 37도 27.317분

동경 131도 6.867분

(저동항 동쪽 17.4km)

2011.12
파고, 파주기,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표층수온

독도파고부이
북위 37도 14.317분

동경 131도 52.283분
2011.11 파고, 파주기, 표층수온

혈암파고부이
북위 37도 32.483분

동경 130도 51.250분
2010.12 파고, 파주기, 표층수온

구암파고부이
북위 37도 28.783분

동경 130도 48.267분
2010.12 파고, 파주기, 표층수온

울릉읍파고부이
북위 37도 28.283분

동경 130도 54.017분
2012.11 파고, 파주기, 표층수온

국립해

양조사

원

울릉북동해양관측부이
북위 38도 00.483분

동경 131도 33.150분
2012.11

파고,파주기,파향,표층유향·

유속,표층수온

울릉북서해양관측부이
북위 37도 44.567분

동경 130도 36.067분
2012.11

파고,파주기,파향,표층유향·

유속,표층수온,

조위관측소

북위 37도 29.483분

동경 130도 54.817분

(저동항 내)

1965.8 조위, 표층수온·염분

한국해양

과학기술

원

독도 

해양관측부이

북위 37도 14.583분

동경 131도 54.483분

(독도 동쪽 3.2km)

2009.3

파고, 파주기, 파향, 풍향, 

풍속, 파고, 기압, 기온, 층별 

수온 및 염분, 층별 

유향 및 유속

울릉도 해양관측부이

북위 37도 32.895분

동경 130도 49.288분

(현포항 북쪽 2.5km)

2018.4

파고, 파주기, 파향, 풍향, 

풍속, 파고, 기압, 기온, 층별 

수온 및 염분, 층별 

유향 및 유속

Table 3.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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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명
울진 실시간 

해양관측부이

울릉도 실시간 

해양관측부이

독도 실시간 

해양관측부이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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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수심
120 m 145 m 140 m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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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간격
10분 10분 10분

관측

항목

(해양기상) 파고, 파

향, 풍향, 풍속, 파

고, 기압, 기온

(해수특성) 수심별 

(2,50,110 m) 수온 

및 염분, 수심별 유

속 및 유향,

(해양기상) 파고, 파

향, 풍향, 풍속, 파고, 

기압, 기온

(해수특성) 수심별 

(2,20,40,60,80,120 m) 

수온 및 염분, 수심별 

유속 및 유향,

(해양기상) 파고, 파향, 

풍향, 풍속, 파고, 기압, 

기온

(해수특성) 수심별 

(1,20,30,40,60,80,120 m) 

수온 및 염분, 수심별 

유속 및 유향,

사진

Table 3.2.2.1.1.2. Description of real-time ocean buoys in the East Sea opearated by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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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연구거점 주변 서식지 지형 및 지질 특성 파악

  본 연구는 연구지역의 자세한 해저지형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해저지형 
조사, 서식지 해저면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해저면 환경 특성 조사 및 표층 퇴적
물 시료 획득 조사를 수행하였다. 정밀 해저 지형 및 해저면 환경 특성 조사 시기
는 왕돌초 지역은 2019년 4월과 6월에, 울릉도 능걸 지역은 2019년 9월에, 울
릉도 공암 지역은 2020년 5월과 10월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표층 퇴적물 시료 
획득 조사 시기는 울릉도 능걸 지역은 본 연구 1차년도인 2019년에 조사를 완료
하였고, 왕돌초 지역은 2020년 7월, 10월 및 12월에 조사를 완료하였고 울릉도 
공암 지역은 2020년 5월, 10월 및 12월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정밀 해저 지형 
자료 및 후방 산란 자료(해저면 환경 특성)는 다중빔 음향 측심기를 이용하여 획
득했으며 표층 퇴적물 시료는 Smith McIntype grab을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또
한 채취된 표층퇴적물은 실험실에서 입도분석 및 TOC를 측정하였다. 조사에 이
용한 선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선인 장목 2호를 이용하였다(Fig. 
3.2.2.1.1.4).

Fig. 3.2.2.1.2.1. Study area of Wangdolcho in East Sea 

Fig. 3.2.2.1.2. Study area of Neunggul(Ulleungdo) i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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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3. Study area of Gongam(Ulleungdo) in East Sea 

Fig. 3.2.2.1.2.4. R/V(Research Vessel) Jangmok No.2(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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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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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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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2.5. Schematic illustration of multi-beam echosounder 

fiel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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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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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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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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1.2.7).

Fig. 3.2.2.1.2.6. EM 2040 TX tranducer, RX tranducer and PU system 

Fig. 3.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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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1.2.8). 

Fig. 3.2.2.1.2.8. Observation of sound velocit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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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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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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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1.2.9).

Fig. 3.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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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1.2.10 ～ Fig. 3.2.2.1.2.11).

Fig. 3.2.2.1.2.10. Workflow diagram of bathymetry processing

Fig. 3.2.2.1.2.11. Example of bathymetry processing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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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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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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1.2.12 ～ Fig. 3.2.2.1.2.13). 

Fig. 3.2.2.1.2.12. Workflow diagram of backscatter processing 

Fig. 3.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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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1.2.14. Concept of Habitat characteristic mapping chart

(나) 표층퇴적물 입경분포 및 통계특성

  일반적으로 쇄설성 퇴적물(clastic sediments) 입경은 Udden(1898)이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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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합하

며, ③ 대수그래프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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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lders Gravel 표력(漂礫)
2048 -11

Large
1024 -10

Medium
512 -9

Small
256 -8

Cobbles Large Cob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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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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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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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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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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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3)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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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등은 Fig. 3.2.2.2.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백분위 입경으로서 

각각 누적빈도(확률) 16%, 50% 및 84%에 해당하는 입경이다. 또한 퇴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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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3.2.2.2.16. Example of Cumulative curve(Folk, 1980)

Fig. 3.2.2.1.2.17. Ternary diagram(Folk,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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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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핵심 연구거점 중 하나인 울진 왕돌초 지역은 2020년 7월, 10월, 12월
에 조사를 완료하였지만, 2월은 기상악화로 인해 현장조사가 불가능하였다(Fig. 
3.2.2.2.1.1). 울릉도 북서쪽 공암 지역 역시 동해안의 작은 기상악화로 인해 2
월의 현장조사는 불가능하였으며, 2020년 5월, 10월 및 12월에 조사를 완료하
였다(Fig. 3.2.2.2.1.2). 퇴적물 시료 채집을 위해 Smith McIntype grab을 이
용하여 획득하였다. 채집된 퇴적물은 선상에서 syringe core(10 ㎠)를 이용하
여 3개의 부시료를 확보하고 5 % 중성포르말린으로 고정한 후 현장에서 연구
실로 운반하였다. 운반되어진 시료는 실험실에서 1 mm 체를 통과하고 37 ㎛ 
체에 남겨진 시료를 silica-gel Ludox HS-40에 넣어 원심분리 하여 밀도차이
에 의한 생물 분리 방법을 통해 중형저서동물을 퇴적물과 분리하였다(Robert 
Burgess, 2001). 퇴적물과 분리된 중형저서동물은 각 크기의 체(500 ㎛, 250 
㎛, 125 ㎛, 63 ㎛, 37 ㎛)로 크기별로 걸러내어 해부현미경 하에서 계수하였
고, 광학현미경 하에서 동정, 분류하였다. 생체량 분석은 Shirayama(1983)의 
중형저서동물의 주요 분류군별 개체당의 ash free dry weigh(㎍) 환산 값을 
사용하였다. 각 정점의 군집 다양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풍부도(Richness), 균등
도 지수(Evenness Index), 다양도 지수(Diversity Index)는 Shannon and 
Wiener (1963)에 의하여 구하였다. 또한 중형저서동물의 환경특성과 군집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출현분류군수, 서식밀도, 생체량, 종 다양도 값과 
환경특성(Temperature, Salinity, pH, DO, TOC, 평균입도)값을 이용하여 비모
수 통계기법(non-parametric)인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
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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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환
경(퇴적물 입도, 유기물 등)은 상자형시료채취기에서 소량의 퇴적물을 채취한 
후, 총유기탄소량(TOC)과 퇴적물입도 분석을 위해 냉동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
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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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1.1. Study area of meiofauna and macrofauna in 

Wangdolcho from East Sea 

Fig. 3.2.2.2.1.2. Study area of meiofauna and macrofauna in 

Gon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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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2.1.3). 울릉도 공암 지역은 울릉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릉도․
독도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현포항 인근 지역으로 울릉도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이
다. 울릉도 공암 연구지역의 경우 2019년의 연구지역인 울릉도 남쪽에 위치한 능
걸 지역과는 지리적 위치와 서식환경이 상이하여 두 지역간의 서식환경과 서식생
물의 특성을 비교하기 좋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Fig. 3.2.2.2.1.3. Study area of Habitat image composite map and underwater 

eco-map i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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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결과

가. 동해 핵심 연구거점의 서식환경 특성 연구

(1) 핵심 연구거점 주변 물리 환경요소 파악

(가) 울릉도 연안 핵심라인 월별 모니터링

  울릉도 연안 해역의 층별 수온, 염분, 클로로필 분포 특성 등 해양환경의 월 변
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울릉도 북쪽해역에 3개의 관측 정점을 정하여 2014년 
6월부터 약 한달 간격 단위로 CTD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Table 3.2.3.1.1.1). 
2020년의 경우, 1월, 3월, 4월, 5월, 7월, 9월, 10월에 수행하였다.
  수온의 경우, 여름철을 중심으로 잘 발달된 강한 수온약층은 11월부터 표면 혼
합층의 발달에 의해 매우 약해지며, 3월의 표면 혼합층은 200 미터 이상 까지도 
크게 깊어진다. 150m와 250m 사이 수심에서는 7 ～ 10월 사이에 5℃ 미만의 
냉수의 유입이 발달되며, 이러한 냉수는 겨울, 봄철에는 이 수심대에서는 나타나
지 않는 경향이 있다(Fig. 3.2.3.1.1.1).  
염분의 경우, 표층에서는 6 ～ 7월 사이에 염분 33.5 미만의 저염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러한 저염수는 2019년의 경우 11월까지, 2020년의 경우 10월 관측
까지도 나타났다. 표층의 가장 저염수는 8월에 관측되었다. 이러한 표층의 저염
수 아래 수심 50-100 m 부근에는 염분 34.3 이상의 고염수가 2019년에는 3 
～ 9월 사이에, 2020년에는 4 ～ 6월, 9 ～ 10에 관측되었다.
  클로로필 분포는 3 ～ 10월 사이에 수심 40 m 근처에서 클로로필 최대층이 나타
나지만, 11~2월 사이에서는 이러한 표면하 최대층이 두드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조사일 조사정점 조사내용 정점도
2019.02.14 US1,US2,US3

최대 400m 

까지

CTD 관측

(수온,염분,용

존산소량, 

클로로필 등)

<울릉도 연안 CTD 정점 

위치도>

2019.03.16 US0,US1,US2,US3
2019.04.22 US0,US1,US2,US3
2019.05.24 US0,US1,US2,US3
2019.06.20 US0,US1,US2,US3
2019.07.25 US0,US1,US2,US3
2019.08.09 US0,US1,US2,US3
2019.08.27 US0,US1,US2,US3
2019.10.01 US0,US1,US2,US3
2019.10.30 US0,US1,US2,US3
2019.12.22 US0,US1,US2,US3
2020.01.16 US0,US1,US2,US3
2020.03.08 US0,US1,US2,US3
2020.04.15 US0,US1,US2,US3
2020.05.26 US0,US1,US2,US3
2020.07.18 US0,US1,US2,US3
2020.09.10 US0,US1,US2,US3
2020.10.22 US0,US1,US2,US3

Table 3.2.3.1.1.1. Overview of Ulleungdo Coastal CTD Survey for 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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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1.1. Distribution of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chlorophyll by 

water depth at US3 (June 2014 ~ October 2020) 

(나) 울릉도 남쪽 능걸 주변

  동해안 아열대화 핵심 진단 지역중의 하나인 울릉도 남쪽 능걸 주변의 2020년 
물리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능걸에서 북동쪽 약 3 km 해상에 위치한 기상
청 울릉읍 파고 부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2020년 1 ～ 3월에는 표층수온이 
12~14℃로 예년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며, 6 ~ 8월에는 예년에 비해 3 ~ 4℃ 
낮았다(Fig. 3.2.3.1.1.2). 25℃ 이상일수는 연간 16일 정도로 최근 6년 동안 가
장 적었으며, 20℃ 이상일수 또한 120일로 비교적 적은 수준이었다(Table 
3.2.3.1.1.2). 특히 9월 3일 태풍 마이삭에 의해 마이삭 직전 수온이 약 26℃에
서 마이삭 직후 20℃ 내외로 표층수온의 이례적 감소가 있었다. 태풍 마이삭(9
월 3일)으로 인해 울릉읍 파고부이에서 최대파고 9.5m로 기상청 울릉읍 파고부
이가 관측을 시작한 201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최대파고를 관측하였다(Fig. 
3.2.3.1.1.3). 태풍 마이삭 시기에 울릉도 동쪽 18km 해상에 위치한 기상청 울
릉도 해양기상부이에서는 19.5m의 최대파고가 관측된 바 있다.

Fig. 3.2.3.1.1.2. Surface water temperature observed at the Ulleung-eub 

coastal buoy between 2012 an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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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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5.71 120.29 0 0

Table 3.2.3.1.1.2. Annual number of observation days by water temperature 

zone observed at Ulleung-eub coastal buoy, KMA

Fig. 3.2.3.1.1.3. Maximum wave height at the Ulleung-eub coastal buoy 

during 2011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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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리 환경요소의 계절별, 이벤트별 변동 특성 파악

① 수온

  울릉도(독도) 해역의 표층 수온의 계절별 변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
라 연안에 설치된 기상청 해양기상부이(21개소) 및 파고부이(61개소)로부터 
2009년부터 2020년 동안 관측된 표층수온 자료를 활용하였다. Table 
3.2.3.1.1.3는 주요지역별 월평균 표층수온, 월평균 수온의 연교차, 월평균 최고수온
월, 월평균수온 최저수온월을 나타낸다. 울릉도(구암)의 월평균 수온의 연교차는 15.
3℃, 독도 연안 월평균 수온의 연교차는 14.8℃ 이었다. 이러한 수온의 연교차는 서해
안에 위치한 인천 옹진군의 19.2℃에 비해 낮으나, 제주도 중문 12.3℃ 및 울진 죽변 
13.7℃에 비해 높은 편이다(Fig. 3.2.3.1.1.4). 울릉도와 독도는 월평균 최고수온은 8
월에 나타나며, 최저수온은 3월에 나타난다. 최고 수온이 나타나는 월은 다른 해역과 유
사하지만, 최저수온의 경우 동해연안에서는 주로 2월에 나타나지만, 울릉도(독도) 해역
은 3월에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지역

월평균 표층수온
월평균
수온의 
연교차

월평균최
고수온월

월평균최
저수온월

2월 5월 8월 11월

울릉도(구암) 11.3 15.5 26.3 17.9 15.3 8월(26.3) 3월(10.9)

독도 11.3 15.8 25.8 17.1 14.8 8월(25.8) 3월(11.0)

강원 고성군 토성 8.1 14.0 24.4 14.7 16.3 8월(24.4) 2월(8.1)

경북 울진군 죽변 10.5 13.2 24.2 16.6 13.7 8월(24.2) 2월(10.5)

경남 통영시 
한산도

12.0 15.1 23.9 17.0 12.0 8월(23.9) 2월(12.0)

제주특별시 중문 15.2 16.9 27.2 20.9 12.3 8월(27.2) 3월(14.8)

전남 진도군 8.1 13.7 19.7 15.7 11.6 8월(19.7) 2월(8.1)

인천 옹진군 
이작도

4.1 11.0 22.9 15.3 19.2 9월(23.2) 3월(4.0)

Table 3.2.3.1.1.3. Monthly water temperatur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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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1.4. Annual temperature comparison of the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monthly average surface water temperature by region, and average 

monthly surface water temperature 

Fig. 3.2.3.1.1.5 Average surface water temperature distribution in 

February, May, August, and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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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고와 바람

  울릉도 동쪽 18km 해상에 위치한 기상청 울릉도 해양기상부이에 따르면, 울릉
도 주변 해역의 바람은 11월~3월에는 북서풍이 우세하며, 4월, 5월, 7월에는 남
서풍이, 6, 8월에는 주로 남동풍이 우세한 특성을 보인다(Fig. 3.2.3.1.1.6, Fig. 
3.2.3.1.1.7). 1월, 12월에는 평균 풍속 7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며, 연중 6
월에 평균 4.3m/s로 가장 약하다. 2020년의 경우, 1월, 2월, 3월에는 4월에는 
북서풍, 북동풍의 바람이 우세하였으며, 5월에는 남서풍, 6월에는 남풍, 7월에는 
동풍, 8월에는 남서풍, 9월에는 북서풍의 바람이 우세하였다. 특히, 태풍 마이삭 
시기에는 (2020년 9월 3일) 기상청 울릉도 해양기상부이가 관측을 시작한 
2011년 12월 28일 이후 가장 강한 32.5m/s의 순간 풍속이 관측되었다.

Fig. 3.2.3.1.1.6. Monthly average wind vector observ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Ulleungdo Ocean Meteorological Buoy for 

January 2012 - October 2020 

Fig. 3.2.3.1.1.7. Monthly average wind vector and monthly average wind 

speed distribution observ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Ulleungdo Ocean Meteorological Buoy for January 2012 -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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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1.8. Wind speed observ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Ulleungdo Ocean Meteorological Buoy during January 2012 - 

October 2020

③ 파고

  울릉도 주변 바다의 파고는 2011년 12월에 울릉도 동쪽 17.4킬로미터 해상에 
설치한 기상청 해양기상부이를 통해 장기간 관측되어왔다. 기상청 울릉도 해양기
상부이에 따르면, 울릉도 주변 해역의 파고는 12월(월평균 최대파고 4.09 m), 1
월 (4.02 m) 순으로 높으며, 6월 (1.71 m), 7월(1.91 m) 순으로 낮다(Fig. 
3.2.3.1.1.9, Fig. 3.2.3.1.1.10). 2020년의 경우, 태풍 마이삭 시기인 2020년 9
월 3일에 15.7 m(기상청 내부자료 19.5m)의 최대파고가 관측되었다.

Fig. 3.2.3.1.1.9. Maximum wave height observ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Ulleungdo Ocean Meteorological Buoy during 2012 - 2020

Fig. 3.2.3.1.1.10. Monthly average maximum wave height observ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Ulleungdo Ocean 

Meteorological Buoy for 20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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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평균파고

(m)

구간별 파고분포 비율 (%)

0-1m 1-2m 2-3m 3-4m 4-5m 5m이상

1 4.02 0.91 20.49 30.07 22.67 12.65 13.21

2 3.61 2.56 25.31 34.09 17.89 10.87 9.27

3 3.01 8.14 36.19 29.84 12.6 6.77 6.47

4 2.55 14.23 41.59 26.05 11.31 3.42 3.41

5 1.99 29.32 40.99 18.5 6.58 3.11 1.50

6 1.71 32.81 49.83 11.83 3.49 1.44 0.61

7 1.91 33.2 42.03 15.13 5.71 2.66 1.27

8 2.05 31.58 40.99 16.54 5.97 2.27 2.64

9 2.30 27.5 38.05 19.47 7.97 3.83 3.17

10 2.97 12.88 34.03 27.94 13.77 5.81 5.58

11 3.44 5.91 30.23 26.54 18.08 10.68 8.55

12 4.09 2.38 23.1 25.95 20.17 13.25 15.16

Table 3.2.2.1.1.4. Monthly average of maximum wave heights observed a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Ulleungdo Ocean Meteorological Buoy for 

January 2012 – October 2020 

④ 이벤트별 특성 분석 

  울릉도(독도)의 기후변화 관련하여 최근 주목되고 있는 현상이 극한 고수온 현
상인 해양열파라 할 수 있다. 고수온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여름철 바닷물 
수온이 28℃ 이상으로 상승할 때 고수온 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Table 
3.2.2.1.1.5는 우리나라의 고수온 발생일 및 피해현황을 나타낸다.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발 생 일 8.9 8.7 - - 8.5 7.31 7.24 8.8

지 속 일 11 22 - - 25 30 43 22

피해(억원) 18 53 - - 184 79 605 9.7

Table 3.2.2.1.1.5. Date of occurrence of high temperature by year and 

status of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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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온 28℃ 이상의 고수온과 관련하여, 독도 연안의 경우 2013년 8일, 2016년 
7일, 2017년 9일, 2018년 6일, 2020년 3일 등 수온 28℃ 이상의 해양열파 현
상이 관측되었다(Table  3.2.2.1.1.6, Fig. 3.2.3.1.1.11). 수온 28℃이상의 고수
온 관련하여 특히 2016년이 주목된다. 2016년의 경우, 울릉도는 16.5일, 독도
는 6.8일, 기상청 동해 해양기상부이에서는 19.5일, 기상청 울진 해양기상부이에
서는 17.5일 등이 관측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러한 수온 28℃ 이상의 
고수온 현상들이 울릉도 해역의 경우, 2012년 이후 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다. 국립해양조사원 울릉도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1965년부터 장기 표층수온 
자료에 의하면, 수온 28℃ 이상의 고수온은 2012년부터 관측되고 있다(Fig. 
3.2.3.1.1.12)

울릉도 독도연안 동해 울진 포항 울산

2012년 2.96 0.21 1.92 * 0.67 *

2013년 0.29 8.46 7.08 * 0.33 *

2014년 0.00 0.00 0.00 * 0.00 *

2015년 0.00 0.00 0.13 * 1.33 *

2016년 16.46 6.75 19.46 17.46 16.42 *

2017년 1.92 9.17 5.29 0.79 5.54 12.83

2018년 7.21 6.42 13.00 16.71 12.96 18.29

2019년 0.46 0.00 0.54 0.33 0.13 1.04

2020년 0.00 3.00 0.00 0.54 0.00 8.67

Table 3.2.2.1.1.6. Number of days of observation of water temperature of 28℃ 

or higher a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Oceanic Meteorological 

Buoy and costal Buoy from 2012 to 2020

Fig. 3.2.3.1.1.11. The distribution of surface water temperature from 2012 to 

September 2020 observed at the Dokdo coastal buoy, 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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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1.12. The distribution of surface water temperature from 2012 to 

October 2020 observed a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Ulleungdo, 

Donghae, Uljin, Pohang, and Ulsan Ocean Meteorological Buoys 

Fig. 3.2.3.1.1.13. The distribution of surface water temperature from 1965 to 2020 

observed at the Ulleungdo Tidal Observatory of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and the Ulleungdo Ocean Meteorological Buoy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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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연구거점 주변 서식지 지형 및 지질특성 파악

(가) 핵심 연구거점 왕돌초 지역

① 왕돌초 계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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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에 수행한 계절
별 표층 퇴적물 획득 및 분석을 계속 수행하였다. 퇴적물 채취시기는 2020년 7
월 3일(1차), 10월 12, 27일(2차), 12월 10 ∼ 11일(3차) 총 3회 실시하였고, 
총 36개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였다.

Fig. 3.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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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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차 조사 결과

  1차 조사한 왕돌초 주변 표층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조성, 조직변수, 퇴적
상)을 Fig. 3.2.3.1.2.2, Table 3.2.3.1.2.2.에 제시하였다. 퇴적상 입도조성을 
Folk(1980)의 삼각좌표(GSM Diagram)에 도시한 결과, 2020년도 1차 조사
에서는 역질사(gS, Gravelly Sand), 역질니(gM, Gravelly Mud), 사질역(sG, 
Sandy Gravel), 니사질역(msG, Muddy sandy Gravel)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Fig. 3.2.3.1.2.2. Ternary diagram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1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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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m

p
osition

 (%
)

Gravel 62.62 70.31 0.00 28.29 20.78 1.88 4.79 28.74 19.92 8.21 43.24 30.97

Sand 25.51 23.08 29.54 67.14 73.92 84.09 91.97 46.75 56.66 91.07 50.11 65.67

Silt 7.89 4.42 49.17 3.35 3.47 10.26 2.06 20.04 16.11 0.62 4.52 2.49

Clay 3.98 2.19 21.29 1.22 1.83 3.77 1.18 4.47 7.31 0.10 2.13 0.87

TOC 2.14 1.60 2.47 0.78 0.37 6.18 0.28 1.84 2.05 0.17 0.46 0.57

Sed Type msG msG sZ gS gS (g)mS (g)S gmS gmS gS msG sG

T
extu

ral
P
aram

eters

mean
(Φ)

-0.78 -1.41 5.95 -0.60 0.06 1.26 1.59 1.43 1.71 -0.43 -0.25 -0.31

Sorting
(Φ)

2.41 1.94 2.55 1.24 1.65 2.00 1.06 3.37 3.49 0.59 2.50 1.51

Skewness 0.59 0.44
-0 . 2
1

0.23 0.29 0.55 -0.13 0.59 0.66 0.11 0.21 0.07

Kurtosis 2.69 2.41 0.75 2.12 1.48 2.30 1.60 0.83 1.16 1.42 0.99 1.11

Table 3.2.3.1.2..2.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1st, 2020)

  1차 조사에서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mean)는 –1.41∼5.95Φ, TOC는 
0.17∼6.18%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분급도(sorting)는 0.49∼2.03Φ로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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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ed에서 Very poorly sorted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왜도(Skewness)의 분
표는 –0.21 ∼ 0.66로 Negatively skewed에서 Very positively skewed의 
양상을 보였으며, 첨도(Kurtosis)는 0.75 ∼ 2.69로 Platykurtic에서 Very 
lept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3.2.3.1.2.3. Composition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1st, 

2020/clockwise from left-top : Gravel, Sand, TOC, M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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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4.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1st, 

2020/clockwise from left-top : Mean, Sorting, Kurtosis, 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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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차 조사 결과

 2차 조사한 왕돌초 주변 표층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조성, 조직변수, 퇴적상)을 
Fig. 3.2.3.1.2..5, Table 3.2.3.1.2.3.에 제시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퇴적상 입도
조성은 역질사(gS, Gravelly Sand), 역질니(gM, Gravelly Mud), 사질역(sG, 
Sandy Gravel), 니사질역(msG, Muddy sandy Gravel)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Fig. 3.2.3.1.2.5. Ternary diagram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2r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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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m

p
osition

 (%
)

Gravel 53.24 75.70 7.95 14.12 21.71 11.83 15.49 6.86 35.11 22.69 13.61 23.05

Sand 22.63 11.23 81.72 81.00 58.76 32.74 61.28 75.52 46.49 72.33 74.46 67.02

Silt 16.53 9.47 8.57 3.82 15.49 40.18 17.21 12.21 14.56 4.46 9.40 7.84

Clay 7.61 3.61 1.75 1.06 4.04 15.25 6.02 5.41 3.85 0.52 2.54 2.10

TOC 1.99 1.05 0.23 0.13 0.60 3.02 0.84 0.69 2.82 0.08 0.43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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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xtu

ral
P
aram

eters

mean
(Φ)

1.05 -1.32 0.52 0.33 1.35 4.12 1.95 1.82 0.96 0.03 1.01 0.14

Sorting
(Φ)

3.86 2.22 1.71 1.45 3.13 3.78 3.27 2.67 3.17 1.63 2.15 2.18

Skewness 0.73 0.53 0.30 0.02 0.39 -0.24 0.41 0.44 0.50 0.21 0.17 0.34

Kurtosis 0.92 3.54 2.52 2.06 1.42 0.67 1.31 1.63 1.29 1.31 1.83 1.83

Table 3.2.3.1.2.3.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2r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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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조사에서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 –1.32 ∼ 4.12Φ, TOC는 0.08 ∼ 
3.02%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분급도는 1.45 ∼ 3.86Φ로 Poorly sorted에서 
Very poorly sorted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왜도의 분표는 –0.24 ∼ 0.73로 
Negatively skewed에서 Very positively skewed의 양상을 보였으며, 첨도는 
0.67 ∼ 3.54로 Platykurtic에서 Extremly lept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3.2.3.1.2.6. Composition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2rd,

2020/clockwise from left-top : Gravel, Sand, TOC, M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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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7.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2nd, 

2020/clockwise from left-top : Mean, Sorting, Kurtosis, 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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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차 조사 결과

  3차 조사한 왕돌초 주변 표층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조성, 조직변수, 퇴적상)
을 Fig. 3.2.3.1.2.8, Table 3.2.3.1.2.4에 제시하였다. 3차 조사에서 퇴적상 입
도조성은 역질사(gS, Gravelly Sand), 역질니(gM, Gravelly Mud), 사질역(sG, 
Sandy Gravel), 니사질역(msG, Muddy sandy Gravel)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Fig. 3.2.3.1.2.8. Ternary diagram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3r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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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m

p
osition

 (%
)

Gravel 68.12 75.17 19.06 21.04 23.82 28.64 1.26 27.41 17.69 19.77 35.44 20.14

Sand 23.12 16.29 73.77 77.47 59.27 43.74 83.01 67.37 78.26 77.83 57.50 68.71

Silt 6.73 6.58 5.54 1.18 12.98 21.23 12.10 4.02 3.16 1.89 5.48 8.58

Clay 2.03 1.96 1.63 0.31 3.93 6.39 3.63 1.20 0.90 0.51 1.58 2.57

TOC 1.64 1.42 0.24 0.17 0.38 1.82 4.24 0.62 1.18 0.10 0.17 0.38

Sed Type msG msG gS gS gmS gmS (g)mS gS gS gS msG gmS

T
extu

ral
P
aram

eters

mean
(Φ)

-1.06 -1.44 0.09 -0.19 0.96 1.36 1.79 -0.27 0.24 0.29 -0.04 0.20

Sorting
(Φ)

1.92 1.94 1.80 1.07 2.89 3.71 2.16 1.63 1.44 1.56 2.35 2.21

Skewness 0.54 0.47 0.11 -0.14 0.54 0.53 0.47 0.01 0.02 -0.34 0.00 0.53

Kurtosis 2.78 2.92 2.00 1.01 1.80 0.78 2.06 1.56 1.22 0.99 0.92 2.25

Table 3.2.3.1.2.4.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3r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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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조사에서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1.44 ∼ 1.79Φ, TOC는 0.10 ∼ 
4.24%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분급도는 1.07 ∼ 3.71Φ로 Poorly sorted에서 
Very poorly sorted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왜도의 분표는 –0.34 ∼ 0.54로 
Very Negatively skewed에서 Very positively skewed의 양상을 보였으며, 첨
도는 0.78 ∼ 2.92로 Platykurtic에서 Very lept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3.2.3.1.2.9. Composition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3rd, 

2020/clockwise from left-top : Gravel, Sand, TOC, M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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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10.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3rd, 

2020/clockwise from left-top : Mean, Sorting, Kurtosis, 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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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별 표층퇴적물 변화 특성

  2019 ∼ 2020년 7번 조사 기간 동안 각 정점별 표층퇴적물의 조성, 조직변수
의 변화를 Fig. 3.2.3.1.2.11 ∼ Fig. 3.2.3.1.2.22에 제시하였다. 왕돌초 북측 정
점 1, 2에서만 자갈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나머지 10개 정점의 경우 모래가 관측
기간 동안 우세하게 분포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표층 퇴적물의 계절적 특성 변화
는 크게 나타지 않았으나 정점 8 에서는 조사기간이 지날수록 평균입도는 작아지
고, 분급도는 양호해지며, 왜도는 양의 왜도에서 정상분포로 서서히 변하는 특성
을 나타냈다. 왕돌초의 중간에 위치하는 정점 6, 7은 암반지역 주변으로 퇴적물
을 채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점에서 퇴적물 채취가 가능한 지역으
로 이동하여 퇴적물을 채취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기간별로 입도 특성 변화가 크
게 나타나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Fig. 3.2.3.1.11. Seasonal variation(2019 ∼ 2020)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at Station 01 ((a)Gravel, (b)Sand, 

(c) Mud, (d) TOC,  (e)Mean, (f)Sorting, (g)Skewness, (h)Kur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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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12. Seasonal variation(2019∼2020)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at Station 02 ((a)G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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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1.2.13. Seasonal variation(2019∼2020)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at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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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kewness, (h)Kurtosis)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179

Fig. 3.2.3.1.2.14. Seasonal variation(2019∼2020)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at Station 04 ((a)G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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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1.2.15. Seasonal variation(2019∼2020)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at Station 05 ((a)Gravel, 

(b)Sand, (c) Mud, (d) TOC,  (e)Mean, (f)Sorting, (g)Skewness, (h)Kur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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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16. Seasonal variation(2019∼2020)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at Station 06 ((a)G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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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1.2.17. Seasonal variation(2019∼2020)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at Station 07 ((a)Gravel, 

(b)Sand, (c) Mud, (d) TOC,  (e)Mean, (f)Sorting, (g)Skewness, (h)Kur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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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18. Seasonal variation(2019∼2020)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at Station 08 ((a)G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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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1.2.19. Seasonal variation(2019∼2020)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at Station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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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ur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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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20. Seasonal variation(2019∼2020)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at Station 10 ((a)G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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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1.2.21. Seasonal variation(2019∼2020)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at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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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kewness, (h)Kur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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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22. Seasonal variation(2019∼2020) of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Wangdolcho at Station 12 ((a)Gravel, 

(b)Sand, (c) Mud, (d) TOC,  (e)Mean, (f)Sorting, (g)Skewness, (h)Kur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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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왕돌초 서석지 환경 맵핑 분석

  정밀 해저 지형 자료와 고해상도로 합성한 서식지 영상 합성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지역의 해저면의 실제 서식지 환경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해저 지형 자
료와 수중 영상 자료를 중첩하여 서식지 입체 해저면 영상 합성 지도를 작성하였
다. 서식지 영상 합성지도는 수중 과학 잠수 현장조사 시 실제 해저면의 서식지 환
경을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촬영 범위는 약 10 m x 10 m 범위를 가지고 있다. 수
중 영상 자료는 다이빙 조사를 통해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중첩 및 병합하여 만든 
지도로서 주요 서식지 생물상에 대한 연계 분석을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Fig. 3.2.3.1.2.23. The habitat stereoscopic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underwater images and 

detailed bathymetry map around Wangdolcho marine 

observatory in East Sea(vertic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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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24. The habitat stereoscopic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underwater images and detailed 3D 

bathymetry map around Wangdolcho marine observatory in East 

Sea. a) S view, b) SW view, c) W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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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왕돌초 해양과학 등부표 주변 서식지 입체 해저면 영상 합성 지도를 분
석한 결과, 왕돌초 해양과학 등부표 주변의 해저면 상태는 대부분 암반 지대로
서 서식지 영상 합성 지도의 전체적인 위치도 암반 지대에 속하며 해양과학 등
부표의 남서쪽에서 촬영되었다(Fig. 3.2.3.1.2.23 ～ Fig. 3.2.3.1.2.24). 촬영된 
해저면의 영상은 수중시정이 좋아 해저관찰에 용이하며 암반은 대부분 밝은 회
색을 띄고 있다. 2019년 서식지 환경 맵핑 주제도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해양
과학 등부표 및 왕돌초 지역의 암반지대는 빠른 조류에 의한 침식으로 인하여 
크랙(crack) 및 풍화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촬영 영상을 살펴보면 다
수의 해조류 및 성게류, 불가사리 등이 암반의 상부 표면에 부착되어 있다. 촬
영된 해저면의 해저 지형은 약 수심 8 ～ 10 m 범위에 분포하고 주변에는 다
수의 암반들이 존재한다. 촬영된 해저면의 굴곡은 약간 솟아오른 형태로 주변에 
돌출암들이 있으며 촬영된 해저면 남쪽 및 남서쪽으로 수심이 급격하게 변화한
다. 본 연구는 서식지 환경에 대한 다양한 환경 특성 주제도를 활용하여 주요 
서식지에 대한 입체적인 지도를 작성함으로 생물분야에서 분석하는 생태계 환
경과 해저면 특성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서
식지의 환경변동성 시각화 및 모니터링 관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동해 저서 생
태계 변화 및 아열대화 진단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핵심 연구거점 울릉도 능걸 지역

① 울릉도 능걸 서식지 환경 맵핑 분석

  정밀 해저 지형 자료와 고해상도로 합성한 서식지 영상 합성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지역의 해저면의 실제 서식지 환경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해저 지형 자
료와 수중 영상 자료를 중첩하여 서식지 입체 해저면 영상 합성 지도를 작성하였
다. 서식지 영상 합성지도는 수중 과학 잠수 현장조사 시 실제 해저면의 서식지 
환경을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촬영 범위는 약 10 m x 10 m 범위를 가지고 있다. 
수중 영상 자료는 다이빙 조사를 통해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중첩 및 병합하여 
만든 지도로서 주요 서식지 생물상에 대한 연계 분석을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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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25. The habitat stereoscopic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underwater images and detailed bathymetry map around 

Neunggul(Ulleungdo) in East Sea(vertic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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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26. The habitat stereoscopic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underwater images and detailed 

3D bathymetry map around Neunggul(Ulleungdo) in East Sea. a) 

S view, b) SW view, c) W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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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울릉도 남부 능걸 주변 서식지 입체 해저면 영상 합성 지도를 분석한 결
과, 울릉도 남부 능걸 주변의 해저면 상태는 능걸 바로 인접한 지역에는 큰 규모
의 암반 지대가 존재하지만 암반 지대를 둘러싼 지역에는 모래 및 자갈 퇴적층이 
존재한다(Fig. 3.2.3.1.2.25 ～ Fig. 3.2.3.1.2.26). 서식지 영상 합성 지도의 전체
적인 위치는 능걸 바위의 가장 위쪽 지역에서 촬영했으며 능걸 암반 지대와 자갈 
퇴적층의 경계부분과 인접하고 있다. 촬영된 해저면의 영상은 수중시정이 좋아 
해저관찰이 용이하며 암반은 대부분 밝은 회색을 띄고 있다. 서식지 환경 맵핑 
주제도에서는 파도의 의한 침식으로 자갈 퇴적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으며 촬영된 지역도 조류로 인하여 풍화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수중 영
상을 살펴보면 왕돌초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해조류 및 성게류, 불가사리 등
이 암반의 상부 표면에 부착되어 있다. 왕돌초 지역과 비교했을 시 울릉도 남부 
능걸 지역이 좀 더 많은 녹조류, 갈조류 및 홍합과 유사한 패각류 생물들이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 촬영된 해저면의 해저 지형은 약 수심 12 ～ 15 m 범위에 
분포하고 주변에는 다수의 암반들이 존재한다. 촬영된 해저면의 굴곡은 약간 솟
아오른 형태로 주변에 돌출암들이 있으며 해저면 우측으로 수심이 급격하게 변화
한다. 본 연구는 서식지 환경에 대한 다양한 환경 특성 주제도를 활용하여 주요 
서식지에 대한 입체적인 지도를 작성함으로 생물분야에서 분석하는 생태계 환경
과 해저면 특성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서식
지의 환경변동성 시각화 및 모니터링 관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동해 저서 생태계 
변화 및 아열대화 진단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핵심 연구거점 울릉도 공암 지역

① 울릉도 공암 정밀 해저 지형도

  동해 울릉도 북부 공암 지역은 전체적인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 울릉도 화산체
의 영향으로 서해나 남해와 달리 연안에서 외해로 가면서 경사가 매우 가파른 특
징이 나타난다. 조사지역은 울릉도의 대표적인 조하대 및 다이빙포인트로 알려진 
공암 주변 약 1.4 km x 1.4 km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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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27. Detailed bathymetry map around 

Gongam(Ulleungdo) in East Sea

  연구지역에서 수행한 정밀 해저 지형은 수심 약 9 ～ 220 m까지 수심이 매우 
급변하며 전체적으로 2단계 정도의 단구형태의 계단지형을 이루고 있다(Fig. 
3.2.3.1.2.27). 연안지역은 수심 약 30 m까지 대부분 암반으로 인한 요철지형이 
나타나고 경사가 다소 완만하다. 수심 약 50 m까지는 굴곡이 거의 없는 평평한 
해저지형이 존재하고 수심 약 60 ～ 110 m까지는 급경사를 보이며 수심이 급격
하게 깊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후 수심 약 140 m까지 경사가 다시 그 
전 수심대보다는 완만해지면서 넓은 경사지대가 나타난다. 다시 수심 150 m 이후
부터는 조사지역 북동쪽 해역에서 가장 급격한 경사가 나타나면서 수심이 매우 
가파르게 깊어지며 최대 수심은 수심 200 m보다 더 깊어진다. 조사지역 남동쪽 
해역에 코끼리 바위 또는 혈암(구멍바위)로 불리는 공암 지역이 나타나며 수심은 
약 0 ～ 30 m까지 분포하는 거대 직벽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상에서 확인 
결과 주상절리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발달되어 있다. 한편 수심 약 30 ～ 50 m대
의 평평한 구릉지대에는 규모가 다소 작은 지름 약 10 ～ 20 m의 바위들이 산재
하고 있으며 수심 약 100 m 이후 해저면에서는 규모가 지름 약 30 ～ 90 m에 
이르는 꽤 큰 돌출지형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밀 해저 지형 자료로부터 예상되는 
수중 암반 지대는 주로 연안지역인 남쪽 해역과 공암 및 조사지역 북쪽해역의 돌
출지형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는 주로 퇴적지대로 생각되는 지역들이 나타
난다. 이 지역은 인접한 육지지역이 울릉도 화산 분출 과정에서 나타난 울릉층군
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된 조면암질의 화산쇄설암류와 하부조
면암류 등 화산운동 시 생성된 화산암류가 위치한 지역으로 예상된다(한국지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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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연구원, 2012).

② 울릉도 공암 해저면 영상도/퇴적 분포도

  동해 울릉도 북부 공암 지역에 대해 후방 산란 자료를 이용한 해저면 영상 조
사로 해저면 환경 특성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정밀 해저 지형과 동일한 범위의 해
저면 영상 자료를 분석하였다. 정밀 해저 지형 자료 결과와 해저면 영상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두 자료에서 나타나는 수중 암반 지대와 퇴적 지대에서 표
현되는 특징들이 일치하고 있다(Fig. 3.2.3.1.2.28). 정밀 해저 지형 자료에서 나
타났던 연안쪽의 암반지역, 수심 약 30 ～ 50 m대의 구릉 지대와 급경사를 이루
는 수심 약 60 ～ 110 m 경사 지대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수중 암반 지대
는 주로 연안 지역인 남쪽 해역과 조사지역 북쪽해역의 돌출지형들에 위치하며 
비교적 얕은 수심의 암반지역들은 강한 음영기복이 표현되고 있는 반면, 수심 약 
100 m대보다 깊은 해역의 암반지대들은 얕은 해역보다는 비교적 음영기복이 약
한 편이지만 암반지역과 퇴적지역이 잘 구분된다. 퇴적 지대는 주로 조사지역 중
앙 및 북쪽 해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심 약 60 ～ 110 m 경사 지대를 기
점으로 퇴적층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퇴적 지대에서 소규모로 4 ～ 5개
의 강한 음향기복들이 마치 점처럼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의 어초 역할을 
하는 일종의 작은 돌출된 융기부로 파악된다. 이러한 해저면 영상 자료는 정밀 
해저 지형 자료와 함께 서식지 맵핑 주제도 작성에 활용하고 통합·연계 분석하였
다.

Fig. 3.2.3.1.2.28. Seafloor images map around 

Gongam(Ulleungdo) i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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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울릉도 공암 표층 퇴적물 분석

  울릉도 북부 공암 지역(1.4 km x 1.4 km)의 해저환경 특성 분석을 위해 정밀 
해저 지형 자료 범위 내에서 표층 퇴적물 획득 및 분석 수행하였다. 퇴적물 채취
시기는 2020년 5월 9, 10일(1차), 10월 18일(2차) 총 2회 실시하였고, 표층이 
암반으로 구성되어 시료 채취가 불가능했던 8, 10, 11, 12번 정점(2번)을 제외한 
총 16개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였다.

Fig. 3.2.3.1.2.29. Station map of surface sediments around 

Gongam(Ulleungdo)(The blue circle is indicate stations where 

sample collection was successful)

Sation
No.

Location(WGS–84) Sation
No.

Location(WGS–84)
Latitiude Longitude Latitiude Longitude

01 37°32′47.68″ 130°50′21.49″ 07 37°32′32.80″ 130°50′18.55″ 

02 37°32′48.25″ 130°50′33.10″ 08 37°32′29.66″ 130°50′35.82″ 

03 37°32′51.07″ 130°50′51.30″ 09 37°32′32.24″ 130°50′50.30″ 

04 37°32′37.40″ 130°50′21.60″ 10 37°32′21.79″ 130°50′20.56″ 

05 37°32′37.66″ 130°50′36.61″ 11 37°32′21.55″ 130°50′35.63″ 

06 37°32′38.03″ 130°50′50.28″ 12 37°32′21.32″ 130°50′50.69″ 

Table 3.2.3.1.2.5. Location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Gongam(Ulleu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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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차 조사 결과

  1차 조사한 울릉도 북부 공암 주변 표층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조성, 조직변
수, 퇴적상)을 Fig. 3.2.3.1.2.30., Table 3.2.3.1.2.6.에 제시하였다. 퇴적상 입도
조성을 Folk(1980)의 삼각좌표(GSM Diagram)에 도시한 결과, 1차 조사에서는 
사질역(sG, Sandy Gravel), 역질사(gS, Gravelly Sand),로 분류되는 2개의 퇴
적상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Fig. 3.2.3.1.2.30. Ternary diagram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Gongam(Ulleungdo)(1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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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m

p
osition

 (%
)

Gravel 7.24 1.85 13.54 35.34 7.38 23.37
39.5
9

- 7.31 - - -

Sand 89.84 93.76 76.92 64.18 92.51 76.55 59.88 - 92.36 - - -

Silt 2.47 3.67 8.14 0.45 0.11 0.08 0.49 - 0.32 - - -

Clay 0.45 0.72 1.40 0.03 0.00 0.00 0.04 - 0.01 - - -

TOC 0.19 0.17 0.44 0.24 0.10 0.11 0.13 - 0.09 - - -

Sed Type gS (g)S gmS sG gS gS sG R gS R R R

T
extu

ral
P
aram

eters

mean
(Φ)

1.52 1.74 1.66 -0.35 0.61 -0.26 -0.29 - 0.97 - - -

Sorting
(Φ)

1.41 1.19 2.27 1.40 1.03 1.09 1.64 - 0.95 - - -

Skewness -0.23 0.02 -0.20 0.04 -0.16 -0.19 0.02 - -0.38 - - -

Kurtosis 1.26 1.21 1.52 0.85 1.35 0.98 0.67 - 1.11 - - -

Table 3.2.3.1.2.6.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Gongam(Ulleungdo)(1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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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조사에서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0.35 ∼ 1.74Φ, TOC는 0.09 ∼ 
0.44%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분급도는 0.95 ∼ 2.27Φ로 Moderately sorted에
서 Very poorly sorted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왜도의 분표는 –0.38 ∼ 0.04로 
Very negatively skewed에서 Symmetrical의 양상을 보였으며, 첨도는 0.6 ∼ 
1.52로 Platykurtic에서 Very lept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표층퇴적물의 
공간분포 특성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평균입도는 작아지고, 분급은 불량해졌으
며, TOC는 증가하였다. 

Fig. 3.2.3.1.2.31. Composition of surface sediments around Gongam(Ulleungdo) 

(1st, 2020/clockwise from left-top : Gravel, Sand, TOC, Mud)

Fig. 3.2.3.1.2.32.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Gongam(Ulleungdo) (1st, 2020/clockwise from left-top : Mean, Sorting, Kurtosis, 

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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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차 조사 결과

  2차 조사한 울릉도 북부 공암 주변 표층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조성, 조직
변수, 퇴적상)을 Fig. 3.2.3.1.33., Table 3.2.3.1.7.에 제시하였다. 2020년 2
차 조사에서 퇴적상 입도조성은 약역질사 ((g)S, Slightly Gravelly Sand), 사
질역(sG, Sandy Gravel)로 분류되는 2개의 퇴적상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Fig. 3.2.3.1.33. Ternary diagrams of surface

sediments around Gongam(Ulleungdo)(2nd, 2020)

Sample No ST1 ST2 ST3 ST4 ST5 ST6 ST7 ST8 ST9
ST1
0

ST1
1

ST1
2

Gravel 2.60 14.44 2.67 33.18 1.77 12.74 34.85 - 4.78 - - -

Sand 90.91 74.35 82.79 66.74 98.14 87.18 65.07 -
95 . 1
1

- - -

Silt 5.46 9.17 12.50 0.07 0.08 0.08 0.08 - 0.11 - - -

Clay 1.04 2.04 2.05 0.00 0.00 0.00 0.00 - 0.00 - - -

TOC 0.26 0.42 0.58 0.14 0.08 0.09 0.10 - 0.11 - - -

Sed Type (g)S gmS
(g)m
S

sG (g)S gS sG R (g)S R R R

mean
(Φ)

1.84 1.35 2.49 -0.46 0.55 0.13 -0.26 - 0.87 - - -

Sorting
(Φ)

1.41 2.38 1.83 1.26 0.77 0.89 1.45 - 0.86 - - -

Skewnes
s

-0.13 -0.03 0.05 -0.04 0.01 -0.36 0.04 - -0.16 - - -

Kurtosi
s

1.43 1.44 2.04 0.92 1.26 1.29 0.78 - 0.97 - - -

Table 3.2.3.1.2.7. Composition and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Gongam(Ulleungdo)(2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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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조사에서 표층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0.46 ∼ 2.49Φ, TOC는 0.08 ∼ 
0.58%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분급도는 0.77 ∼ 2.38Φ로 Moderately sorted
에서 Very poorly sorted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왜도의 분표는 –0.36 ∼ 0.05
로 Symmetrical의 양상을 보였으며, 첨도는 0.78 ∼ 2.38로 Platykurtic에서 
Very lept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표층퇴적물의 공간분포 특성은 1차 조
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3.2.3.1.2.34. Composition of surface sediments around Gongam(Ulleungdo) 

(2nd, 2020/clockwise from left-top : Gravel, Sand, TOC, Mud)

Fig. 3.2.3.1.2.35. Textural parameter of surface sediments around 

Gongam(Ulleungdo) (2nd, 2020/clockwise from left-top : Mean, Sorting, 

Kurtosis, 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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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울릉도 공암 서식지 환경 맵핑 분석

  동해 울릉도 북부 공암 지역의 정밀 해저 지형 자료와 해저면 영상 자료로부터 
조사지역의 지형 특징과 해저면 환경 특성을 통합 및 연계 분석하기 위하여 정밀 
해저 지형 자료와 해저면 영상 자료를 중첩하여 서식지 환경 맵핑 주제도를 작성
하였다. 또한 작성한 서식지 환경 맵핑 주제도와 표층 퇴적물 분석 자료를 기반
으로 해저면 환경 특성을 분석 및 분류함으로 최종적으로 서식지 환경 맵핑 자료
와 해저면 환경 분류 자료를 중첩한 서식지 환경 맵핑 분류도를 작성하였다(Fig. 
3.2.3.1.2.36 ～ Fig. 3.2.3.1.2.38).

Fig. 3.2.3.1.2.36. The habitat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seafloor images and detailed bathymetry 

map around Gongam(Ulleungdo) in East Sea

Fig. 3.2.3.1.2.37. The habitat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seafloor images and detailed 3D bathymetry map around Gongam(Ulleungdo) 

in East Sea. a) S view, b) N view, c) E view, d) W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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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2.38. The habitat classification mapping results of 

integrated visualization using seafloor images and detailed 

bathymetry map around Gongam(Ulleungdo) in East Sea

  서식지 환경 맵핑 주제도/분류도를 분석한 결과, 동해 울릉도 북부 공암 지역
은 전체적으로 암반 지대, 자갈 퇴적층 지대, 모래 퇴적층 지대 총 3가지 해저환
경 특성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Fig. 3.2.3.1.2.36 ～ Fig. 3.2.3.1.2.38). 수중 
암반 지대는 주로 연안 지역인 남쪽 해역에 전반적으로 분포하며 공암 바로 인접 
지역과 외해인 북쪽 해역에도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다. 자갈 퇴적층은 조사지역
의 대부분 서쪽 해역 및 공암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공암 주변에는 자갈 
퇴적층과 암반 지대와 중첩되어 나타나며 이는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자갈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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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래 퇴적층은 자갈 퇴적층과 암반 지대를 제외
한 전체 지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밀 해저 지형도와 해저면 영상도에
서 나타난 암반 지역 분류 결과와 표층 퇴적물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동해 울릉도 북부 지역은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며 연안, 공암 주변 
및 외해쪽 구역 곳곳에 암반들이 산재되어 있다. 연구지역 전체적으로는 자갈과 
모래 위주의 조립질 퇴적물이 우세하며 자갈 위주의 조립질 퇴적물은 연안 및 서
쪽 해역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지역의 지형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서쪽 해역이 
동쪽 해역보다 더욱 조립하게 분포하고 전체적으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세립질의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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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m (48.6 ～ 82.4 m)였으며, 평균 저층 
염분은 34.1 psu (33.1 ～ 34.4 psu)였다 (Fig. 126.2.3.1.1). 계절에 따른 저
층 염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3.2.3.2.1.3). 저층 수온은 평균 11.
7℃ 를 나타냈으며, 10월 정점 WD-11에서 7.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정점 
WD-2에서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3.2.3.2.1.1). 여름철 평균 저층 수온 
(12.6℃)과 겨울철 평균 저층 수온 (11.3℃)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저층 
용존산소는 평균 7.0 mg/l 였으며, 5.1 ～ 8.4 mg/l 범위를 보였다(Fig. 
3.2.3.2.1.2). 12월 WD-9에서 가장 높은 용존산소를 보였으며, 10월 WD-8에
서 가장 낮은 용존산소를 나타냈다.
  왕돌초 조사해역의 표층 퇴적물의 평균입도는 0.6 phi였으며 (5.8 ～ -1.7 
phi), gravel이 평균 28.9 %, sand가 58.0 %, silt는 9.5 %, clay가 3.6 % 였
다. 전체적으로 sand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2월 정점 WD-7의 경우 sand가 
95.8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월 정점 WD-1에서 7.7 % 가장 낮았다. 반
면에, 이 시기에 gravel의 비율은 79.6 %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Silt와 clay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정점은 12월 WD-7 정점으로 각각 52.1 %, 
25.0 % 였다. TOC는 평균 1.4 % 였으며 범위는 0.1 ~7.2 였다. 정점간에 
TOC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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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춘계 표층 

수온

2020년 하계 표층 

수온

2020년 추계 표층 

수온

2020년 춘계 저층 

수온

2020년 하계 저층 

수온

2020년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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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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계 표층 DO 2020년 추계 표층 DO

2020년 하계 저층 DO 2020년 추계 저층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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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ace and bottom layer in Wangdolcho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202

2020년 춘계 표층 

염분

2020년 하계 표층 

염분

2020년 추계 표층 

염분

2020년 춘계 저층 

염분

2020년 하계 저층 

염분

2020년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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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암 지역

  울릉도  조사해역의 평균 수심은 72.2 m 였으며, 10월 정점 UL-9에서 38.0 
m 로 가장 얕았으며, UL-3에서 126.0 m로 가장 깊었다 (Fig. 3.2.3.1.5). 평균 
저층 염분은 34.0 psu (33.5 ～ 34.3 psu)였다(Fig. 3.2.3.2.1.5). 저층 수온은 
평균 14.0℃ 를 나타냈으며, 10월 UL-3에서 9.4℃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같은
시기 정점 WD-7에서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3.2.3.1.6). 여름철 평
균 저층 수온(11.7℃)과 겨울철 평균 저층 수온(16.3℃)로 4.6℃ 차이를 보였
다. 10월 용존산소는 평균 7.3 mg/l 였으며, 6.5 ～ 8.4 mg/l 범위를 보였다. 
울릉도 조사해역의 표층 퇴적물의 평균입도는 0.5 phi였으며 (3.4 ～ -1.7 phi), 
gravel이 평균 31.5 %, sand가 56.9 %, silt는 8.7 %, clay가 2.9 % 였다. 모든 정
점에서 gravel과 sand 비중이 높았으며, 5월 정점 UL-7의 경우 sand가 95.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gravel은 1.5 %로 가장 낮았다. Sand가 가장 낮은 정
점은 10월 UL-1로 11.8 %였다. TOC는 평균 1.5 % 였으며 정점 UL-4에서 0.2 
%로 가장 낮고, UL-5에서 3.9%로 가장 높았다.

2020년 춘계 표층 수온 2020년 하계 표층 수온

2020년동계 저층 수온 2020년 춘계 저층 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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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om layer in Gongam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204

2020년 춘계 표층
염분

2020년 하계 표층
염분

2020년 하계 표층
DO

2020년 춘계 저층

염분

2020년 하계 저층

염분

2020년 하계 저층

DO

Fig. 3.2.3.2.1.5. The distribution of the salinity and dissolved oxygen at the 

surface and bottom layer in Gongam

(2) 핵심 연구거점 주변 저서생물 생태특성 파악

(가) 핵심 연구거점 주변 중형 및 대형저서동물의 계절변동 특성 연구

① 핵심 연구거점 왕돌초 지역

㉮ 중형저서동물 군집의 계절 변동 군집특성

  본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중형저서동물의 총 서식밀도는 61 ～ 1,194 개체/10
㎠로 나타났으며, 계절별로 춘계에 가장 낮은 서식밀도 값을 나타내고 추계에 
가장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냈다. 정점별로는 유기물 함량이 가장 높은 정점인 
st. 1, st, 2에서 가장 높은 서식밀도 값을 나타냈다. 동해안 핵심 연구거점인 
왕돌초에서 출현한 중형저서동물 그룹 중 가장 우점한 분류군은 선충류와 저서
성요각류로 나타났으며, 두 분류군은 전체 서식밀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높
은 우점률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천해역의 퇴적물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 
그룹 중 선충류와 저서성요각류가 가장 높은 우점률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일반
적인 경향이 본 연구지역에서도 나타났다. 하지만 계절적인 분포 경향은 다른 
천해역과 비교하여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중형저서동물은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가장 낮은 서식밀도와 생체량을 나타내고 수온이 올라가는 
봄과 가을에 서식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지역인 왕돌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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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천해역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의 계절별 분포 경향과는 다르게 겨울, 
봄, 가을의 서식밀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하게 서식밀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인 환경요인의 차이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
절변화에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군집특성에 대해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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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춘계 서식밀도 2020년 하계 서식밀도 2020년 추계 서식밀도

2020년 춘계 생체량 2020년 하계 생체량 2020년 추계 생체량

Fig. 3.2.3.2.1.6. Total density and biomass distribution map of meiobenthos in 

Wangdol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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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춘계 선충류 2020년 하계 선충류 2020년 추계 선충류

2020년 춘계 다모류 2020년 하계 유공충 2020년 추계 유공충

Fig. 3.2.3.2.1.7. Total density distribution map of dominant taxon (nematoda and 

harpacticoida) in Wangdol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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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춘계 선충류 2020년 하계 선충류 2020년 추계 선충류

2020년 춘계 유공충 2020년 하계 유공충 2020년 추계 유공충

Fig. 3.2.3.2.1.8. Total biomass distribution map of dominant taxon

(nematoda and harpacticoida) in Wangdol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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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분류군 다양도

Fig. 3.2.3.2.1.9. Seasonal variation of total density in Wangdolcho

  왕돌초 해역의 중형저서동물 분류군 다양성의 계절 변동성을 파악한 결과 
계절별로 2019년 겨울 평균 1.19, 봄 평균 1.33, 여름 평균 1.31, 가을 1.21, 
2020년 봄 평균 1.05를 나타냈음. 겨울이 가장 낮은 분류군 다양도 값을 보
였으며, 봄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지만 2020년 봄에 가장 낮은 분류군 다양
도 값을 나타내었다. 정점별로 왕돌초의 북측 정점들이 낮은 분류군 다양도 
값을 나타냈으며, 중간 정점들이 높은 분류군 다양도 값을 나타냈음. 왕돌초 
북측 정점인 정점 1, 2, 3의 퇴적물 내 유기물 함량인 TOC는 계절변화와 관
계없이 연중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북측 정점들에
서 낮은 분류군 다양도 값을 나타낸 것은 중형저서동물 그룹 중 우점분류군인 
선충류의 서식밀도 증가와 다양한 분류군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조건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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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

2020년 여름

2020년 가을

Fig. 3.2.3.2.1.10. The cluster analysis and MDS of meiobenthos in Wangdol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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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돌초 해역에서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의 계절적 군집구조 변동을 2020년
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봄철은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졌으
며, 3개의 그룹 대부분이 서식환경이 유사한 서로 인근한 정점들끼리 그룹을 
형성하였지만 특이하게 가장 북측 정점 st.2와 가장 남측 정점 st. 12가 1그
룹과 3그룹에 포함되어 특이한 군집구조를 나타냈음. 북측 정점 st.2는 유기물 
함량이 높고 퇴적물 입자가 세립한 지역이며, 남측 정점 st.12는 유기물 함량
이 낮고 퇴적물 입자가 조립한 지역이다. 여름철에는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되
어 졌으며, 왕돌초 북측 지역과 남측 지역이 구분되는 군집구조를 나타냈음. 
추계에는 가장 많은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졌으며, 북측 정점과 북측에 가
까운 중간정점, 남측에 가까운 중간정점과 남측 정점으로 구분되어졌다. 2019
년에는 계절적으로 군집특성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2020년에는 주요우
점분류군의 변화와 계절적인 서식밀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 대형저서동물의 계절 변동 군집특성

  조사기간 동안 왕돌초에 출현한 연체와 극피동물을 제외한 대형저서동물의 
총 출현 종수는 152종/7.2m2이었으며, 2020년 7월과 10월에는 각각 120종
/2.4m2과 81종/2.4m2이었으며, 12월에는 92종/2.4m2이 출현하였다. 대형저서
동물의 종수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높은 경향을 보였다(Fig. 3.2.3.2.1.11). 
대형저서동물의 평균 서식밀도는 762 개체/m2 이었으며, 2020년 7월과 10월
에는 각각 993 개체/m2과 637 개체/m2였으며, 12월에는 658 개체/m2가 출현
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는 7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월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식밀도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정점 WD-6에서 높은 경향
을 보였으며, WD-7에서 낮은 경향을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대형저서동물
의 생체량은 83.5 g/m2 이었으며, 여름철(139.8 g/m2)에 가장 높고, 가을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35.5 g/m2). 가장 높은 생체량은 보인 곳은 7월 정점 
WD-06로 1426.0 g/m2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12월 정점 WD-7(8.8 
g/m2)였다.
  왕돌초의 대형저서동물의 평균 종 다양도 지수는 2.8 이었으며 2.1 ～ 3.4 
범위를 보였다 (Fig. 3.2.3.2.1.12). 가장 높은 종 다양도 지수를 보였던 정점
은 6월 WD-11이였고, 가장 낮았던 정점은 12월 WD-12였고, 가장 낮았던 
정점은 WD-5였다. 조사 시기 별 대형저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2020년 
7월과 10월에 각각 평균 2.9, 2.7이었으며, 12월에는 2.8을 나타냈다. 대형저
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계절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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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1.11. The number of species, density, and diversity index (H’) of the 

macrobenthos in Wangdolcho. 

  조사 기간동안 왕돌초의 총 출현 개체수의 2% 이상을 차지한 우점종은 총 
12종 이었으며, 다모류 10종, 절지류 2종이였다(Haplosyllis spongiphila, 
Chaetozone spinosa, Byblis japonicus, Thelepus sp., Achelia echinata, 
Glycera unicornis, Eurythoe sp, Harmothoe sp., Lumbrineris nipponica, 
Chone infundibuliformis)(Table 3.2.3.2.1.2). 이 가운데 다모류 Haplosyllis 
spongiphila가 18.9%로 가장 우점한 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다모류인 
Chaetozone spinosa와 절지류인 Byblis japonicus가 각각 7.6%, 5.3%으로 우
점하였다. H. spongiphila는 12월 WD-5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C. 
spinosa는 10월 WD-8에서 가장 높게 출현하였다.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212

Table  3.2.3.2.1.1. The dominant species of macrobenthos in Wangdolcho.

Taxa Species Total Frequency

Apo Haplosyllis spongiphila 940 18.9

Apo Chaetozone spinosa 380 7.6

Cam Byblis japonicus 265 5.3

Apo Thelepus sp. 264 5.3

Cpy Achelia echinata 254 5.1

Apo Glycera unicornis 233 4.7

Apo Eurythoe sp 219 4.4

Apo Harmothoe sp. 158 3.2

Apo Lumbrineris nipponica 134 2.7

Apo Chone infundibuliformis 129 2.6

Apo Schistomeringos matsushimaensis 122 2.4

Apo Aphelochaeta sp. 1 106 2.1

  왕돌초의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 패턴은 보여주지 않았다 (Fig. 
3.2.3.2.3). 대형저서동물의 종 특성과 저서환경요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는 모래의 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종
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종 다양도 지수는 종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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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1.12. The cluster analysis and MDS of macrobenthos in Wangdolcho.

Sand Mz (phi) Sorting (phi) TOC (%) Temp Sal Do S N H'

Depth (m) 0.017 0.175 0.0564 0.128 -0.442** -0.294 0.739*** -0.162 0.091 -0.027

Sand 0.0967 -0.687*** -0.376* -0.304 0.0569 -0.168 -0.265 -0.382* 0.0816

Mz (phi) 0.386* 0.328 -0.0571 -0.0722 -0.0826 -0.271 -0.281 -0.0412

Sorting (phi) 0.592*** 0.0344 -0.214 0.337 0.112 0.185 -0.169

TOC (%) -0.296 -0.021 0.244 0.0424 0.122 -0.147

temp-bot 0.168 -0.596** 0.315 0.0154 0.313

sal-bot -0.709*** 0.251 0.146 0.293

DO-bot -0.0992 0.124 -0.337

S 0.668*** 0.39*

N -0.137

Table 3.2.3.2.1.2. The correlation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es and 

environments in Wangdolcho.(*,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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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핵심 연구거점 울릉도 공암 지역

㉮ 중형저서동물의 계절 변동 군집특성

  2020년 울릉도 북서쪽에 위치한 핵심연구지역인 공암 주변에 서식하는 중형
저서동물의 서식밀도와 생체량을 분석하고 2019년 울릉도 남쪽에 위치한 핵심
연구지역인 능걸 주변의 중형저서동물 군집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심이 깊은 
북쪽 정점들은 선충류의 출현이 높고 수심이 낮은 남쪽 정점들은 저서성요각류
와 유공충의 출현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중형저서동물
의 서식밀도와 생체량 등 군집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일반적으로 퇴
적물 입도와 유기물 함량에 영향을 받지만 공암 주변해역은 퇴적물 입도와 유
기물 함량이 정점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공암 주변해역의 
중형저서동물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수온과 수심으로 판단된다. 울
릉도 핵심연구거점인 2019년도 울릉도 남쪽에 위치한 능걸 지역과 2020년도 
울릉도 북서쪽에 위치한 공암 지역의 춘계 서식밀도, 생체량, 출현분류군수, 분
류군 다양도 값을 비교한 결과 서식밀도와 생체량은 울릉도 남쪽의 능걸 지역
이 북서쪽 공암에 비해 2 ～ 3배 높은 서식밀도와 생체량을 나타냈으나 출현분
류군수와 다양도 값은 울릉도 북서쪽의 공암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Fig. 3.2.3.2.1.13. Composition of total density meiobenthos in Gon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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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춘계 서식밀도 2020년 하계 서식밀도

2020년 춘계 생체량 2020년 하계 생체량

Fig. 3.2.3.2.1.14. Total density and biomass distribution map of 

meiobenthos in Gon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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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춘계 선충류 2020년 하계 선충류

2020년 춘계 저서성요각류 2020년 하계 저서성요각류

Fig. 3.2.3.2.1.15. Total density distribution map of dominant taxon (nematoda 

and harpacticoida) in Gon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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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춘계 선충류 2020년 하계 선충류

2020년 춘계 저서성요각류 2020년 하계 저서성요각류

Fig. 3.2.3.2.1.16. Total biomass distribution map of dominant taxon (nematoda and 

harpacticoida) in Gon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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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저서동물의 계절 변동 군집특성

  울릉도에 출현한 연체동물과 극피동물을 제외한 대형저서동물의 총 출현 종수는 
123종/3.2m2이었으며, 2020년 5월과 10월에 각각 84종/1.6m2과 81종/1.6m2 출현
하였다(Fig. 3.2.3.2.1.17).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계절적인 경향은 없었다. 대형
저서동물의 평균 서식밀도는 926 개체/m2 이었으며, 5월에는 1174 개체/m2가 출현
하였고 10월에는 798 개체/m2가 출현하였다. 서식밀도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정
점 UL-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580 개체/m2), 정점 UL-9에서 610개체/m2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대형저서동물의 생체량은 333.8 g/m2 이
었으며, 봄철(432.5 g/m2)에 높고, 가을철(235.2 g/m2)에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생체량은 보인 곳은 5월 정점 UL-02로 1122 g/m2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정점 UL-9(57 g/m2)였다.
  울릉도의 연체동물과 극피동물을 제외한 대형저서동물의 평균 종 다양도 지수는 
2.5였으며 1.1 ～ 3.3 범위를 보였다(Fig. 3.2.3.2.1.17). 가장 높은 종 다양도 지
수를 보였던 정점은 10월 UL-1이였고, 가장 낮았던 정점은 UL-6이였다. 조사 시
기 별 대형저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2020년 5월과 10월에 각각 평균 2.5, 2.4
이었으며, 대형저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계절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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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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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모
류 9종, 절지류 3종이였다(Haplosyllis spongiphila, Protogeton inflatus, Sylli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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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e infundibuliformis, Chaetozone spinosa, Melita denticulata, Thelepus sp., 
Glycera unicornis, Spiophanes bombyx, Pista cristata, Glycera unicornis, Byblis 
japonicus, Eunice mucronata, Lumbrineris sp.)(Table 3.2.3.2.1.3). 이 가운데 다
모류 Haplosyllis spongiphila가 16.8%로 가장 우점한 종이었다(Table 
3.2.3.2.1.3). 그 다음으로는 Protogeton inflatus 와 Syllis sp.가 각각 10.3%, 
6.1% 우점하였다. 

Table 3.2.3.2.1.3. The dominant species of macrobenthos in Ulleungdo. 

Taxa Species Total Frequency

Apo Haplosyllis spongiphila 314 16.8

Cam Protogeton inflatus 192 10.3

Apo Syllis sp. 113 6.1

Apo Chone infundibuliformis 80 4.3

Apo Chaetozone spinosa 76 4.1

Cam Melita denticulata 60 3.2

Apo Thelepus sp. 54 2.9

Apo Glycera unicornis 54 2.9

Apo Pista cristata 52 2.8

Cam Byblis japonicus 46 2.5

Apo Eunice mucronata 39 2.1

Apo Lumbrineris sp. 38 2.0

  울릉도의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 패턴은 계절별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Fig. 3.2.3.2.1.18). 대형저서동물의 종 특성과 저서환경요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는 수심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온과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서식밀도는 분급도와 총유기탄소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 
다양성 지수는 수심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온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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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metric MDS
Transform: Fourth root
Resemblance: S17 Bray Curtis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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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1.18 The cluster analysis and MDS of macrobenthos in Ulleungdo

Sand Mz (phi) Sorting (phi) TOC (%) Temp Sal Do S N H'

Depth (m) -0.0206 0.209 -0.0176 -0.14 -0.771*** -0.00882 0.619 0.758*** -0.0781 0.744***

Sand 0.156 -0.565* 0.0765 0.165 -0.194 0.0952 -0.142 -0.0427 -0.185

Mz (phi) 0.424 0.216 -0.0265 -0.115 0.333 0.028 -0.398 0.129

Sorting (phi) 0.197 0.0794 0.00588 -0.143 -0.17 -0.496* 0.0706

TOC (%) -0.00736 0.0235 0.0476 -0.217 -0.59* 0.0706

temp-bot -0.468 -0.548 -0.645** 0.125 -0.697**

sal-bot 0.476 -0.0339 -0.216 0.159

DO-bot 0.527 -0.12 0.619

S 0.0982 0.854***

N -0.32

Table 3.2.3.2.1.4. The correlation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es 

and environments in Ulleungdo.(*,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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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연구거점의 계절별 생물다양성 변동

(가) 핵심 연구거점 울릉도 공암 지역의 무척추동물 및 해조류 Inventory 구축

① 무척추동물 Inventory 구축

  동해 핵심연구거점 중에 하나인 울릉도 공암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무척추동
물의 종목록을 구축한 결과 아래와 같이 30종이 출현하였다. 2019년 연구지역
인 울릉도 능걸 지역과 비교하여 빈약한 생물상을 나타냈으며, 극피동물의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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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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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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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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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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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Patellogastropoda 삿갓조개목
   Family Tegulidae 보말고둥과
    Genus Chlorostoma Swainson, 1840 밤고둥속
      Chlorostoma lischkei Tapparone-Canefri, 1874 밤고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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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Turbinidae 소라과
    Genus Turbo Linnaeus, 1758 소라속
      Turbo cornutus Lightfoot, 1786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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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Ostreoida 굴목
   Family Ostreidae 굴과
    Genus Striostrea Vyalov, 1936 태생굴속
      Striostrea circumpicta (Pilsbry, 1904) 태생굴
 Class Cephalopoda 두족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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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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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erias Linnaeus 불가사리속
      Asterias amurensis Lütken, 1871 아무르불가사리
 Class Ophiuroidea 거미불가사리강
  Order Ophiurida 사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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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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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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조류 Inventory 구축

  동해 핵심연구거점 중에 하나인 울릉도 공암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해조류의 
종목록을 구축한 결과 아래와 같이 녹조식물문 7종, 갈조식물문 10종, 홍조식물
문 54종 등 총 71종이 출현하였다. 해양수산부(2018) 연구에서 출현한 해조류 
출현종과 계절별로 비교한 결과 2018년 춘계에 47종에서 고수온기인 하계에 
19종으로 급감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춘계 45종, 하계에 소폭 감소하여 
42종으로 나타났다. 

Plantae [식물계]
Division Chlorophyta 녹조식물문
Class Ulvophyceae 갈파래강
  Order Bryopsidales 깃털말목
    Family Codiaceae 청각과
      Genus Codium 청각속
1. Codium fragile (Suringar) Hariot 1889 청각
2. Codium hubbsii E.Y. Dawson 1950 방석청각

    Family Derbesiaceae 엉킨실과
      Genus Derbesia 엉킨실속
3. Derbesia marina (Lyngbye) Solier 1846 초록엉킨실
4. Derbesia tenuissima (Moris & De Notaris) P.L. Crouan & H.M. Crouan 

1867 가는엉킨실

  Order Cladophorales 대마디말목
    Family Cladophoraceae 대마디말과
      Genus Cladophora 대마디말속
5. Cladophora dotyana W.J. Gilbert 1965 낫대마디말
6. Cladophora herpestica (Montagne) Kützing 1849 대마디붙이
7. Cladophora sakaii Abott 1972 사카이대마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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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ista [크로미스타계]
Division Ochrophyta 대롱편모조식물문
Class Phaeophyceae 갈조강
  Order Desmarestiales 산말목
    Family Desmarestiaceae 산말과
      Genus Desmarestia 산말속
8. Desmarestia viridis (O.F. Müller) J.V. Lamouroux 1813 쇠꼬리산말
  Order Dictyotales 그물바탕말목
    Family Dictyotaceae 그물바탕말과
      Genus Dictyota 그물바탕말속
9. Dictyota coriacea (Holmes) I.K. Hwang, H.-S. Kim & W.J. Lee 2004 참

가죽그물바탕말

      Genus Distromium 두켜부채속
10. Distromium decumbens (Okamura) Levring 1940 두켜부채

      Genus Rugulopteryx 개그물바탕말속
11. Rugulopteryx okamurae (E.Y. Dawson) I.K. Hwang, W.J. Lee & H.-S. 

Kim 2009 개그물바탕말

  Order Ectocarpales 솜털목
    Family Scytosiphonaceae 고리매과
      Genus Colpomenia 불레기말속
12. Colpomenia sinuosa (Mertens ex Roth) Derbès & Solier 1851 불레기말

  Order Laminariales 다시마목
    Family Alariaceae 나래미역과
      Genus Undaria 미역속
13. Undaria peterseniana (Kjellman) Okamura 1915 넓미역
14. Undaria pinnatifida (Harvey) Suringar 1873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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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Lessoniaceae 감태과
      Genus Ecklonia 감태속
15. Ecklonia cava Kjellman 1885 감태

  Order Sphacelariales 갯쇠털목
    Family Sphacelariaceae 갯쇠털과
      Genus Sphacelaria 갯쇠털속
16. Sphacelaria fusca (Hudson) S.F. Gray 1821 세가닥갯쇠털

    Family Stypocaulaceae 물잔털과
      Genus Halopteris 바다깃꼴속
17. Halopteris filicina (Grateloup) Kützing 1843 바다깃꼴

Division Rhodophyta 홍조식물문
Class Stylonematophyceae 마디털홍조강
  Order Stylonematales 마디털목
    Family Stylonemataceae 마디털과
      Genus Stylonema 마디털속
18. Stylonema alsidii (Zanardini) Drew 1956 마디털
19. Stylonema cornu-cervi Reinsch 1875 쇠뿔마디털

Class Compsopogonophyceae 붉은털홍조강
  Order Erythropeltidales 붉은털목
    Family Erythrotrichiaceae 붉은털과
      Genus Erythrocladia 갯불꼴속
20. Erythrocladia irregularis Rosenvinge 1909 갯불꽃

      Genus Erythrotrichia 붉은털속
21. Erythrotrichia carnea (Dillwyn) J. Agardh 1883 붉은털

Class Florideophyceae 진정홍조강
  Order Corallinales 산호말목
    Family Corallinaceae 산호말과
      Genus Amphiroa 게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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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mphiroa anceps (Lamarck) Decaisne 1842 넓은게발
23. Amphiroa beauvoisii J.V. Lamouroux 1816 고리마디게발

      Genus Corallina 산호말속
24. Corallina aberrans (Yendo) K. Hind & G.W. Saunders 2013 방황혹산호말
25. Corallina pilulifera Postel & Ruprecht 1840 작은구슬산호말

      Genus Jania 애기산호말속
26. Jania arborescens (Yendo) Yendo 1905 나무꼴애기산호말
27. Jania nipponica (Yendo) Yendo 1905 왜애기산호말
28. Jania ungulata (Yendo) Yendo 1905 발굽애기산호말

      Genus Lithophyllum 혹돌잎속
29. Lithophyllum okamurae Foslie 1900 혹돌잎

    Family Melobesiaceae 쩍과
      Genus Synarthrophyton 낭과쩍속
30. Synarthrophyton chejuensis J.H. Kim, H. Chung, D.S. Choi & I.K. Lee 

2004 낭과쩍
31. Crustose coralline algae 무절산호조류

  Order Acrochaetiales 붉은솜목
    Family Acrochaetiaceae 붉은솜과
      Genus Rhodochorton 자리풀속
32. Rhodochorton purpureum (Lightfoot) Rosenvinge 1900 융단자리풀

  Order Colaconematales 홍다발솔목
    Family Colaconemataceae 홍다발솔과
      Genus Colaconema 홍다발솔속
33. Colaconema sp. 홍다발솔류

  Order Bonnemaisoniales 갈고리풀목
    Family Bonnemaisoniaceae 갈고리풀과
      Genus Asparagopsis 여우꼬리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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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sparagopsis taxiformis (Delile) Trevisan de Saint-Léon 1845 바다고리풀

      Genus Bonnemaisonia 갈고리풀속
35. Bonnemaisonia hamifera Hariot 1891 참갈고리풀

  Order Ceramiales 비단풀목
    Family Callithamniaceae 외깃풀과
      Genus Aglaothamnion 엇깃풀속
36. Aglaothamnion callophyllidicola (Yamada) S.M. Boo, I.K. Lee, Rueness & 

Yoshida 1991 엇깃풀

    Family Ceramiaceae 비단풀과
      Genus Antithamnion 참깃풀속
37. Antithamnion nipponicum Yamada & Inagaki 1935 참깃풀

      Genus Antithamnionella 참깃풀사촌속
38. Antithamnionella breviramosa (Dawson) Wollaston 1970 애기참깃풀사촌
39. Antithamnionella spirographidis (Schiffner) Wollaston 1968 참깃풀사촌

      Genus Ceramium 비단풀속
40. Ceramium aduncum Nakamura 1950 고리비단풀
41. Ceramium affine Setchell & N.L. Gardner 1930 나도비단풀
42. Ceramium cimbricum Petersen 1924 술비단풀
43. Ceramium kondoi Yendo 1920 비단풀

    Family Dasyaceae 다홍풀과
      Genus Dasya 다홍풀속
44. Dasya villosa Harvey 1844 털다지다홍풀

      Genus Dasysiphonia 분홍풀속
45. Dasysiphonia japonica (Yendo) H.-S. Kim 2012 엇가지분홍풀

    Family Delesseriaceae 보라잎과
      Genus Acrosorium 분홍잎속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231

46. Acrosorium ciliolatum (Harvey) Kylin 1924 갈고리분홍잎
47. Acrosorium polyneurum Okamura 1936 잔금분홍잎
48. Acrosorium sp. 분홍잎류

      Genus Erythroglossum 붉은혀속
49. Erythroglossum minimum Okamura 1932 꼬마붉은혀

      Genus Hypoglossum 빗살잎속
50. Hypoglossum barbatum Okamura 1901 참빗살잎

      Genus Phycodrys 바다참나무잎속
51. Phycodrys australasica A.J.K. Millar 1990 애기바다참나무잎

      Genus Schizoseris 갈래줄잎속
52. Schizoseris bombayensis (Børgesen) S.-M. Lin 2002 난쟁이갈래줄잎

      Genus Sorella 분홍잎사촌속
53. Sorella repens (Okamura) Hollenberg 1943 기는분홍잎사촌

    Family Rhodomelaceae 빨간검둥이과
      Genus Herposiphonia 거미줄속
54. Herposiphonia fissidentoides (Holmes) Okamura 1899 양깃거미줄

      Genus Polysiphonia 붉은실속
55. Polysiphonia atlantica Kapraun & J.N. Norris 1982 큰열매붉은실
56. Polysiphonia sp. 붉은실류

      Genus Symphyocladia 보라색우무속
57. Symphyocladia marchantioides (Harvey) Falkenberg 1897 넓은보라색우무
58. Symphyocladia pumila (Yendo) S. Uwai & M. Masuda 1999 애기보라색우무

    Family Wrangeliaceae 깃복슬털과
      Genus Anotrichium 민털이풀속
59. Anotrichium yagii (Okamura) Balock 1976 야기민털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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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us Griffithsia 비단잘록이속
60. Griffithsia japonica Okamura 1930 왜비단잘록이
61. Griffithsia sp. 비단잘록이류
  Order Gelidiales 우뭇가사리목
    Family Gelidiaceae 우뭇가사리과
      Genus Acanthopeltis 새발속
62. Acanthopeltis japonica Okamura 1892 새발

      Genus Gelidium 우뭇가사리속
63. Gelidium galapagense W.R. Taylor 1945 조막손우뭇가사리
64. Gelidium pusillum (Stackhouse) Le Jolis 1863 실우뭇가사리

  Order Gigartinales 돌가사리목
    Family Gigartinaceae 돌가사리과
      Genus Chondracanthus 돌가사리속
65. Chondracanthus intermedius (Suringar) Hommersand 1993 애기돌가사리

    Family Kallymeniaceae 붉은땀디과
      Genus Callophyllis 붉은잎속
66. Callophyllis adhaerens Yamada 1932 좁은붉은잎

  Order Peyssonneliales 바다표고목
    Family Peyssonneliaceae 바다표고과
      Genus Peyssonnelia 바다표고속
67. Peyssonnelia caulifera Okamura 1899 자루바다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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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Rhodymeniales 분홍치목
    Family Champiaceae 사슬풀과
      Genus Champia 사슬풀속
68. Champia bifida Okamura 1901 두갈래사슬풀
69. Champia parvula (C. Agardh) Harvey 1853 참사슬풀

    Family Rhodymeniaceae 분홍치과
      Genus Halopeltis 겹가지분홍치속
70. Halopeltis adnata (Okamura) G.W. Saunders & C.W. Schneider 2012 겹가

지분홍치

      Genus Rhodymenia 분홍치속
71. Rhodymenia intricata (Okamura) Okamura 1930 두갈래분홍치

(나) 핵심 연구거점 왕돌초 주변 해역 저어류 군집의 계절 및 연간변동

  연구해역은 경상북도 동해 중부 연안에 위치한 해역으로 서쪽으로 육지가 접
해 있고 동쪽으로 외양과 연결되어 있으며 강의 유입이 적은 전형적인 동해 연
안의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해는 외양으로 갈수록 수심이 급격히 증가
하는 지형적 특성과 남부 연안에서는 여름철에 저층수의 용승에 의한 냉수대 
출현(Kim and Kim, 1983)으로 인해 인접해 있는 남해와 뚜렷이 구분되는 다
른 물리적, 생태학적 구조를 보인다.
  최근 동해의 물리적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생물 군집과 분포의 변화가 관찰
되고 있으며, 이러한 동해의 물리, 생태적 환경변화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Kang et al., 2000; Tian et al., 2011; Jung et al., 
2017; Park et al., 2017), 동해에서 어류 군집의 단기 변동은 주로 계절적 수
온의 변화와 회유종의 출현에 따라 나타난다(Baeck et al., 2010; Park and 
Hun, 2015). 그러나 장기 변동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그 변동성과 환
경요인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경상북도 동해안에 위치한 후포 연안 수심 80 ∼ 
100 m에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계절별로 저층자망(bottom gill net, 길이 
× 높이 × 폭: 75 m × 2 m × 13폭, 망목: 90 mm)을 이용하여 채집하였음으
며(그리  3.2.3.3.1.1), 채집된 시료는 현장에서 ice box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 후, 실험실에서 종수준까지 동정하였고 종별로 개체수와 생체량(0.1 g)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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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1.1. Map of sampling area (□) 

① 왕돌초 주변 해역의 어류 군집의 종조성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총 21회의 연도별 및 계절별 조사결과 17과에 
속하는 총 47종, 7,613개체의 어류가 채집되었다(Table 3.2.3.2.3.1.). 
가자미과(Pleuronectidae) 어류가 13종 출현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꼼치과(Liparidae)와 둑중개과(Cottidae) 어류가 5종, 양볼락과(Sebastidae)와 
쥐노래미과(Hexagrammidae) 어류가 4종 채집되었다. 개체수에서 가장 많이 
채집된 종은 기름가자미(Glyptocephalus stelleri)로 총 2,287개체가 채집되어 
전체 채집 개체수의 30.0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용가자미(Cleisthenes 
pinetorum)가 1,560개체(20.49%), 대구횟대(Gymnocanthus herzensteini)가 
1,242개체(16.31%) 채집되었는데, 상기 3종은 1,000개체 이상 채집되었으며, 
전체 채집개체수의 66.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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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Species Korean name Type* Abundance %

Agonidae Freemanichthys thompsoni 실줄고기 SB 1 0.01

Clupeidae Clupea pallasii 청어 P 374 4.91

Cottidae Alcichthys elongatus 빨간횟대 SB 94 1.23

Enophrys diceraus 뿔횟대 SB 6 0.08

Gymnocanthus herzensteini 대구횟대 SB 1,242 16.31

Gymnocanthus intermedius 가시횟대 SB 143 1.88

Triglops jordani 졸단횟대 SB 1 0.01

Cyclopteridae Aptocyclus ventricosus 뚝지 SB 8 0.11

Eumicrotremus orbis 도치 SB 1 0.01

Engraulidae Engraulis japonicus 멸치 P 25 0.33

Gadidae Gadus macrocephalus 대구 P 488 6.41

Hexagrammidae Hexagrammos agrammus 노래미 SB 11 0.14

Hexagrammos octogrammus 줄노래미 SB 10 0.13

Hexagrammos otakii 쥐노래미 SB 32 0.42

Pleurogrammus azonus 임연수어 SB 53 0.70

Liparidae Liparis tanakae 꼼치 B 39 0.51

Careproctus rastrinus 분홍꼼치 B 2 0.03

Liparis agassizii 아가씨물메기 B 1 0.01

Liparis punctulatus 미거지 B 317 4.16

Liparis tessellatus 물메기 B 20 0.26

Lophiidae Lophius litulon 황아귀 B 18 0.24

Pleuronectidae Cleisthenes pinetorum 용가자미 B 1,560 20.49

Clidoderma asperrimum 줄가자미 B 30 0.39

Eopsetta grigorjewi 물가자미 B 19 0.25

Glyptocephalus stelleri 기름가자미 B 2,287 30.04

Hippoglossoides dubius 홍가자미 B 32 0.42

Microstomus achne 찰가자미 B 2 0.03

Pleuronichthys cornutus 도다리 B 1 0.01

Pseudopleuronectes herzensteini 참가자미 B 434 5.70

Pseudopleuronectes schrenki 점가자미 B 4 0.05

Pseudopleuronectes yokohamae 문치가자미 B 2 0.03

Verasper moseri 노랑가자미 B 2 0.03

Acanthopsetta nadeshnyi 가시가자미 B 220 2.89

Dexistes rikuzenius 눈가자미 B 3 0.04

Psychrolutidae Dasycottus setiger 고무꺽정이 B 37 0.49

Sciaenidae Pennahia argentata 보구치 P 1 0.01

Scombridae Scomber japonicus 고등어 P 5 0.07

Scomberomorus niphonius 삼치 P 9 0.12

Scombropidae Scombrops boops 게르치 P 4 0.05

Sebastidae Helicolenus hilgendorfii 홍감펭 P 6 0.08

Sebastes thompsoni 불볼락 P 17 0.22

Sebastiscus marmoratus 쏨뱅이 P 3 0.04

Sebastolobus macrochir 홍살치 P 5 0.07

Stichaeidae Lumpenus sagitta 장어베도라치 SB 9 0.12

Trichodontidae Arctoscopus japonicus 도루묵 P 29 0.38

Triglidae Chelidonichthys spinosus 성대 SB 1 0.01

Zeidae Zenopsis nebulosa 민달고기 P 5 0.07

Total abundance 7,613
Total number of species   47

* B: benthic, SB: semi-benthic, P: pelagic

Table 3.2.3.2.3.1. Species composition of demersal fish assemblage collected by bottom gill 

net in the coastal waters of Hupo, Uljin (2015-2020)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236

② 왕돌초 주변 해역 어류 군집 종조성의 연도별, 계절별 변동

  조사기간동안 채집된 어류 군집의 종수, 현존량, 종다양도지수는 연도별 계절
에 따라 변동을 나타냈다(Fig.  3.2.3.3.1.2). 어류 군집의 종수는 6∼20종의 범
위를 보였는데, 2020년 하계에 가장 낮았고, 2019년 추계에 가장 높았으며, 전
반적으로 어류 군집의 종수는 하계와 추계에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어류 현존량
은 77개체(2021년 동계)에서 1,197개체(2015년 하계)의 범위를 보였고, 2015
년 하계와 2018년 동계에 각각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가 극우점한 경우를 제외
하면, 연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종다양도지수는(H') 1.07에서 3.08의 범
위를 보였고, 채집 종수가 높았던 시기에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Fig. 3.2.3.3.1.2. Inter-annual and seasonal variations in the composition of 

major fish species collected by bottom gill net in the coastal waters of 

Hupo, Uljin (20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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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1.3. Inter-annual and seasonal variations in the composition of benthic 

(B), semi-benthic (SB) and pelagic (P) fishes collected by bottom gill net in the 

coastal waters of Hupo, Uljin (2015-2020)

③ 왕돌초 주변 해역 어류 군집 우점종의 연도별, 계절별 변동

  조사기간동안 채집된 어류 군집의 우점종은 연도별 계절에 따라 변동을 보였으
며(Fig.  3.2.3.3.1.4), 최우점종인 기름가자미는 춘계와 하계에 우점하는 경향을 
보였고, 2020년 하계를 제외하고는 최근 어류 군집에서 우점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용가자미는 추계와 동계에 우점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도별 우점율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대구횟대는 전 계절에서 꾸준한 우점율을 보였고, 연도별 큰 변동도 보이지 않았
며, 대구는 전반적으로 연도별 우점율이 낮았으나, 2018년 하계와 2019년 춘계에 
높은 우점율을 보였고, 가사가자미는 2019년 동계에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조사
기간 동안 채집된 어류 군집의 종별 서식형태에 따라 저어류, 반저서어류, 부어류
의 비율은 계절별 변동의 경향을 보였으나, 연도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  3.2.3.3.1.5).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후포 연안 저어류 군집은 계절별 
우점종의 변화를 보였으나, 연도별 군집구조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지난 6년
간 조사기간동안 조사해역 어류 군집구조의 변동성을 야기할 큰 환경변화가 없었
거나, 어류 군집 변동성을 탐지하기에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c.f. 특정 서식지에서 어류 군집의 장기간 변동은 주로 decadal-scale로 나
타남; Fodrie et al., 2010). 따라서 향후 연구지역에서 장기간(10년 이상) 어류 
군집을 조사한다면, 인간활동 또는 기후변화에 의한 동해 환경변화가 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중요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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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1.5. Inter-annual and seasonal variations in number of 

species, abundance and diversity of demersal fish assemblage 

collected by bottom gill net in the coastal waters of Hupo, Uljin 

(20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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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 연구거점과 아열대 주변 해역의 생물다양성 특성

  지난 1세기 동안 온실가스 방출의 결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최소한 0.5℃ 정
도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최근 20여 년 동안 전 지
구적 규모의 기온 상승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는 해양 생태계의 중
요한 물리적 환경인자인 수온과 염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00
여 년간(1900 ∼ 2018년) 울릉도(독도)를 포함하는 동해 중부 해역의 해수면 
온도 상승률은 1.70℃/100yr로, 전 세계 평균 상승률(0.54℃/100yr)보다 높고, 
또한 한반도 주변 해역 중 가장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kim et al, 2004). 
이러한 동해 수온 및 해양의 환경변화는 서식하는 생물의 분포를 결정하는 중요
한 인자로서 작용한다. 최근 들어 동해안에서 초대형 노랑가오리, 고래상어, 보라 
문어 등의 아열대 어종의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오징어 같은 회유성 수산자원의 
어장 위치 변화 등은 이러한 동해 환경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
들이다. 이 같은 변화의 영향에 대한 예측은 복잡하며, 그 중요성에 비하여 국내
의 관련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동해의 남서부에 위치한 울릉분지는 유입되는 해류에 의해 다양한 물리적인 현
상이 발생하는 해역으로, 한류의 특성을 나타내는 북한한류(North Korean Cold 
Water)와 난류의 특성을 나타내는 쓰시마난류(Tsushima Current)에 의해 해양
환경이 영향을 받는다. 저온 저염의 북한한류는 동해 연안을 따라서 남하하며 동
해안과 울릉도와 독도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대한해협을 따라 북상하는 쓰
시마난류 고온·고염의 특징을 나타내며, 서로 상반된 특성으로 해양환경에 영향
을 미친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쓰시마
난류 표층 수온의 상승폭이 2.57 ℃로 기온 변화폭 보다 높았으며, 동해로 유입
되는 수량이 증가하여, 수온의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육
상상 생태계보다 동해 연안 생태계의 아열대화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
음을 의미하며, 동해의 수온 상승과 함께 연안 수산 생물의 서식환경에 변화 요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해의 아열대화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알려진 쓰시마난류의 경로 상에  위치하여 난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쓰시마섬과 오끼섬의 암반 생태계의 생물상과 수온특성을 조
사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생물상과 비교함으로서 향후 수온 상승에 따라 출현 가
능한 생물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수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1966년부터 201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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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립해양조사원 울릉도 조위 관측소에서 관측된 표층수온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대마난류권에 위치한 지역들의 수온변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국립
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의 표층수온 격자별, 월별 재분석자료를 사용하
였다. 지역은 큐슈 남단의 야쿠시마로부터 시작해 제주도, 쓰시마섬, 오끼섬, 왕
돌초, 울릉도, 독도까지 7개의 정점을 선정하였다.
  암반생물상 조사는 울릉도(독도 포함)의 4정점, 오끼섬의 4정점, 쓰시마섬의 4
정점에서 SCUBA를 이용하여 수심 25미터 이내의 수중의 암반 및 해저면을 촬
영하여 확인되는 초대형 저서생물 및 어류를 분석하였다(Fig. 3.2.3.3.2.1).

Fig.  3.2.3.3.2.1. Sites and stations for survey on rocky community in area affected 

by Tsushima Warm Current. 

  울릉도의 경우, 국립해양조사원 울릉도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1965년 8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에 0.023℃/년의 비율로 표층수온 증가를 나타
냈다(Fig.   3.2.3.3.2.2). 울릉도 연안의 표층 수온은 53년간(1966-2018년) 연
간 20℃ 이상 일수가 54일 증가한 반면에, 연간 10℃ 이하 일수는 42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5년 무렵부터 연간 25℃ 이상일수가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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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전과 다른 양상의 표층 아열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러한 
최근의 아열대화는 동해 연안인 후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울릉도 주변 해역
의 표층 수온은 증가하는 반면에 200-500m 근처의 중층 수온은 장기적으로 감
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임. 울릉도 독도 해역은 동해 연안에 비해 여름철(6-8월)
에 월평균 1.1-2.9 ℃ 높으며, 특히 표층 고수온 일수가 탁월하게 증가하였다.  

Fig.  3.2.3.3.2.2. Distribution of surface water temperature and annual 

appearance days by water temperature zone (25 degrees, 20 degrees, 10 

degrees) from 1966 to 2019 observed at the Ulleungdo Tidal Observatory of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대마난류권에 위치한 지역들의 수온변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

에서 제공하는 2017년의 표층수온 격자별, 월별 재분석자료를 사용하여, 큐슈 남

단의 야쿠시마로부터 시작해 울릉도, 독도까지 7개의 정점의 수온자료를 비교한 

결과, 각 정점에서의 연평균 수온은 야쿠시마(22.99℃), 제주도(20.20℃), 대마도

(19.65℃), 오키섬(19.17℃), 왕돌초(18.20℃), 독도(17.45℃), 울릉도(17.33℃)순으로 

나타났다(Fig. 3.2.3.3.2.3, Table 3.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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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2.3. Comparison of monthly average surface water temperature 

distribution in 2017 at major points based on reanalysis data of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Research Institute

Table 3.2.3.3.2.1. Monthly average surface water temperature distribution in 

2017 at major points based on reanalysis data of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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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암반 생물상

  오키제도의 도고섬 서남단에 위치한 隠岐の国다이빙샵을 이용하여 주변 연안역

의 4정점에서 암반 생태계 잠수조사 실시한 결과, 조사정점의 수심은 5-30 m 및 

수온은 21℃ 내외 였다. 해저면은 모래 및 대형 암반 돌출된 지형으로, 수중지형

은 울릉도 사동 주변의 물새바위나 통구미 거북바위와 유사하였다. 해조류 군락

은 모자반과 넓미역, 미역, 감태 등으로 전반적으로 울릉도와 비슷한 조성을 보이

나 군락지의 수심대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무척추동물 중 자포동물에서는 

해송 및 연산호, 거품돌산호 등이 출현하여서, 울릉도와 제주도의 혼합된 생물상

을 보였다(Table 3.2.3.3.2.2). 어류는 총 4목 21과 37종이 확인되었고 그중에 흰동

가리, 아홉동가리를 포함하고 있었다(Table 3). 이중에는 울릉도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종도 다수 출현하였으며, 조사해역이 도고섬 서남단에 국한되어 북쪽 및 동

쪽 연안 조사 및 서쪽에 위치한 도젠섬의 조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해협 쓰시마섬의 동남쪽 연안인 이즈하라항 주변 연안역의 4정점에서 암반 

생태계 잠수조사 실시한 결과, 조사정점의 수심은 5-30 m였으며, 수온은 22℃ 내

외였다. 해저면은 모래였으며, 비교적 평평한 대형 암반의 사면 및 아치형의 대형 

바위 위주의 지형 특성을 나타냈다. 오타하마비치 정점은 해변 앞 평탄면의 모래

바닥에 형성된 지구최북단 산호초 생물군집 서식지로서 Acropora sp.의 산호초의 

서식을 확인하였다(Fig. 3.2.3.3.2.5). 쓰시마섬은 울릉도, 제주도, 오끼섬 지역과는 

상이한 생태계로 해조류 거의 없고 산호군락 위주의 전형적인 아열대(열대) 생태

계 유사한 특성을 나타냈다(Fig. 3.2.3.3.2.6). 출현 어류는 정점별로 24-28종이었으

며, 총 8목 11아목 31과 67종이 확인되었다. 

FIg. 3.2.3.3.2.4. Comparison of the ecological composition of fish species 

identified in Oki Island, Japan (A) and off the coast of Tsushima (B) (Temp.: 

Temperate fish species; Str.: Subtropical fish species; Tr: Tropical fish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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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2.5. Reef of Acropora sp. at Otahama Beach on Tsushima Island.

Fig. 3.2.3.3.2.6. A soft coral colony that does not inhabit Ulleungdo, but inhabits 

on a large scale at the coastal area of Oki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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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3.2.2. Comparison of major rocky invertebrate taxa on Oki Island, 

which is closest to Ulleungdo/Dokdo rocky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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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ientific name Korean name
울릉도/
독도

오끼섬 대마도

1 Girella punctata 벵에돔 0 0 0

2 Chromis notatus 자리돔 0 0 0

3 Neoditrema ransonneti 인상어 0

4 Ditrema temmincki 망상어 0 0

5 Oplegnathus fasciatus 돌돔 0 0 0

6 Semicossyphus reticulatus 혹돔 0 0 0

7 Halichoeres poecilopterus 용치놀래기 0 0

8 Halichoeres tenuispinis 놀래기 0 0 0

9 Pseudolabrus japonicus 황놀래기 0 0 0

10 Pteragogus flagellifer 어렝놀래기 0 0 0

11 Hexagrammos otakii 쥐노래미 0 0

12 Hexagrammos agrammus 노래미 0

13 Thamnaconus modestus 말쥐치 0 0

14 Stephanolepis cirrhifer 쥐치 0 0 0

15 Goniistius zonatus 아홉동가리 0 0 0

16 Sebastes joyneri 도화볼락 0

17 Sebastes inermis 볼락 0

18 Sebastes pachycephalus 개볼락 0

19 Sebastes schlegelii 조피볼락 0

20 Hypodytes rubripinnis 미역치 0 0

21 Enneapterygius etheostomus 가막베도라치 0

22 Omobranchus elegans 앞동갈베도라치 0

23 Microcanthus strigatus 범돔 0 0 0

24 Takifugu niphobles 복섬 0 0

25 Pseudoblennius cottoides 가시망둑 0

26 Bero elegans 베로치 0

27 Hyperoglyphe japonica 연어병치 0

28 Seriola lalandi 부시리 0

29 Ptereleotris hanae 청황문절 0 0

30 Epinephelus akaara 붉바리 0 0 0

31 Pagrus major 참돔 0 0 0

32 Paralichthys olivaceus 넙치 0 0

33 Parapristipoma trilineatum 벤자리 0 0

34 Chaetodontoplus septentrionalis 청줄돔 0 0

35 Pseudanthias squamipinnis 금강바리 0 0

Table 3.2.3.3.2.3. Comparison of Fish Species in Ulleungdo/Dokdo-Oki 

Island-Tsushima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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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etroscirtes breviceps 두줄베도라치 0

37 Epinephelus bruneus 자바리 0

38 Pterogobius zonoleucus 흰줄망둑 0

39 Apogon semilineatus 줄도화돔 0 0

40 Sebastiscus marmoratus 쏨뱅이 0 0

41 Stethojulis terina 무지개놀래기 0 0

42 Seriola quinqueradiata 방어 0

43 Trachurus japonicus 전갱이 0 0

44 Trimma grammistes 꼬마줄망둑 0 0

45 Ostracion immaculatus 거북복 0

46 Girella melanichthys 긴꼬리벵에돔 0 0

47 Epinephelus bruneus 자바리 0 0

48 Ophisurus macrorhynchus 바다뱀 0

49 Cirrhilabrus temminckii 실용치 0 0

50 Pomacentrus coelestis 파랑돔 0 0

51 Istigobius hoshinonis 비단망둑 0 0

52 Sagamia geneionema 바닥문절 0

53 Pterois lunulata 쏠배감펭 0 0

54 Parapercis snyderi 동미리 0 0

55 Pseudoblennius zonostigma 띠좀횟대 0

  본 연구의 자료에 향후 각 조사지역의 동계 출현종 자료를 추가하여, 쓰시마 
난류역에 위치한 울릉도(독도)-오끼섬-쓰시마-제주도-야쿠시마의 수온분포에 
따른 출현 생물상을 비교하여 교차 출현종을 계절별로 분석하고 수온구배에 따른 
출현종을 선정한다면, 아열대 지시종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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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해 자료활용 정보 생산

(1)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자료 DB 구축

(가) 자료수집 및 GIS/DB 구축

  당해연도 동해 해양자료의 활용을 위한 정보생산은 2019년도 울릉도 능걸, 왕
돌초 연구해역과 2020년도 울릉도 공암, 왕돌초 연구해역의 현장조사자료를 수
집하여 수행하였으며, 해수환경정보, 서식생물정보, 해저환경정보로 데이터 세트
를 분류하였다(Table 3.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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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of datasets

  전체적인 연구절차는 Fig. 3.2.3.3.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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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정보
의 특성에 따라 contour, bar, pie 등의 맵 타입을 정의하고 각 데이터 세트의 
연구항목별 주제도를 작성한다. 이때, 통합적인 주제도 작성을 위해서 데이터 범
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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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하여 해양연구정보의 시각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해양수산 관련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수집 →
데이터

전처리
→

GIS/DB

설계‧구축
→

주제도

작성
→ 정보활용

Fig. 3.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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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3.1과 Table 3.2.3.3.2와 같다. 연구해역과 조사시기 데이터 범위는 2019년도
의 울릉도 능걸과 왕돌초 해역의 하계, 추계 시기와 2020년도 울릉도 공암과 왕돌초 
해역의 춘계, 하계 시기이다. 해수환경정보 데이터 세트 주제도는 수온, 염분, 용존산
소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서식생물정보 데이터 세트 주제도는 대형저서동물의 환형동
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연체동물에 대한 서식밀도와 생체량 정보를 작성하였고, 중
형저서동물의 선충류, 편모충류, 다모류, 저서성요각류에 대한 서식밀도와 생체량 정
보를 매핑하였다. 그리고 해저환경정보 데이터 세트 주제도는 표층퇴적물의 평균입
도, 분류도, 총유기탄소, 퇴적유형에 대해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주
제도의 일부 예시를 Fig. 3.2.3.3.1 ～ Fig. 3.2.3.3.3에 나타내었다.

연구

지역
분야 조사시기 주제도

울릉도

공암

해수환경
2020.05 Temp, Sal

2020.10 Temp, Sal, DO

대형저서

동물

2020.05 Density, Biomass (Total, Annelida, 

Arthropoda, Echinodermata, Mollusca)2020.10

중형저서

동물

2020.05 Density, Biomass (Total, Nematodes, 

Harpacticoids, Sarcomastigophorans)2020.10

표층

퇴적물

2020.05 Mz, Sorting, TOC, Type

2020.10 Mz, Sorting, TOC, Type

왕돌초

해수환경
2020.07 Temp, Sal

2020.10 Temp, Sal, DO

대형저서

동물

2020.07 Density, Biomass (Total, Annelida, 

Arthropoda, Echinodermata, Mollusca)2020.10

중형저서

동물

2020.07 Density, Biomass (Total, Nematodes, 

Sarcomastigophorans, Polychaetes.  

Harpacticoids, Ostracods)2020.10

표층

퇴적물

2020.05 Mz, Sorting, TOC, Type

2020.10 Mz, Sorting, TOC, Type

Table 3.2.3.3.2 Thematic map list of 2020 data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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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2 Thematic map samples for seawater information

Fig. 3.2.3.3.3 Thematic map samples for sea floor environment information

Fig. 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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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생물의 이동 
및 확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관리 및 주요활동을 기록하
였다. 특히 선박의 입항 후 화물 하역과정에 빈번히 수행되는 수중청소과정에 배출되
는 오염물질의 생물학적/화학적 위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수중청소과정에 배출되
는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 속에 외래종과 선체방오도료의 물질들이 있어서 과학적 근거
에 기반한 관리가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이에 선박선체부착물의 수중청소 과정에 배출
되는 복합파생물의 관리기준마련을 위한 현장 수중청소 파생물의 평가 및 관리기법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소배출물의 관리의 핵심이 되는 위해성 평가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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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표적 분석기술 개발

  DCMU (diuron), cybutryne (Irgarol 1051), DCOIT (Sen-Nine 211), copper 
pyrithione, zinc pyrithione, thiram, tolylfluanid, dichlofluanid, TCMS pyridine, 
octhilinone, tralopyril (Econea), TCPM, ziram, chlorothalonil의 총 14개 활성물질 표
준용액을 각각 LC-TOF/MS에 주입하여 각 화합물에 대한 질량스펙트럼, 머무름시간, 
부가이온(adduct ion), 2차 조각이온 분포 등 각 화합물에 대한 질량분석정보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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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를 구축하였다. 분석은 LC-30AD 액체크로마토그래프(SHIMADZU)에 연결된 
TripleTOF 5600+ 질량분석기(AB SCIEX)를 사용하였다. 이온화를 위해 electrospray 
ionization (ESI) mode를 사용하였으며, diuron, Irgarol 1051, Sea-Nine 211, CuPT, 
ZnPT, chlorothalonil, Davicil (TCMS Pyridine), TCPM, octhilinone, dichlofluanid, 
thiram, tolylfluanid, ziram은 positive ionization으로, tralopyril은 negative ionization
으로 이온화하였다. Ion source는 positive ionization의 경우, curtain gas 25 psi; 
collision energy 10; ion spray voltage 5500 V; ion source nebulizer gas 50 psi; 
turbo gas 60 psi; source temperature 600°C의 조건에서 작동되었다. Negative 
ionization의 경우에는 curtain gas 25 psi; collision energy –10; ion spray voltage 
-4500 V; ion source nebulizer gas 50 psi; turbo gas 60 psi; source temperature 
600°C의 조건에서 작동되었다.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를 위해서는 역상의 C18 컬럼
(Gemini C18, 5-㎛ particle size, 50×2.0 ㎜ ID; Phenomenex)을 사용하였다. 각 표
준용액 10 μL를 주입하였으며, 이동상(A: methanol with 0.1% formic acid and 2 
mM ammonium acetate, B: water with 0.1% trifluoroacetic acid)의 flow rate는 
0.60 mL/min으로 유지하였다(Table 3.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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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Conditions
Diuron, Irgarol 1051, Sea-Nine 211, CuPT, ZnPT, 

Chlorothalonil, Davicil (TCMS   Pyridine), TCPM, 

Octhilinone, Dichlofluanid, Thiram, Tolylfluanid, Ziram

Econea (Tralopyril)

Column:

Gemini 5 µm C18 column, 50 × 2.0 mm, i.d. 5 µm 

(Phenomenex, USA)

Column:

Gemini 5 µm C18 column, 50 × 2.0 mm, i.d. 5 µm 

(Phenomenex, USA)
Mobile phases:

A   Methanol (0.1% Formic Acid + 2 mM Ammonium 

Acetate)

B   Water (0.1% Trifluroacetic Acid)

LC flow:

Mobile phases:

A   Methanol (0.1% Formic Acid + 2mM Ammonium 

Acetate)

B   Water (0.1% Trifluroacetic Acid)

LC flow:
Total time

(min)

Flow rate

(µL/min) A B
Total Time

(min)

Flow rate

(µL/min) A B

0 600 5 95 0 600 5 95
0.5 600 5 95 0.5 600 5 95
7 600 100 0 10 600 100 0
8 600 100 0 11 600 100 0
8.1 600 5 95 11.1 600 5 95
10 600 5 95 13 600 5 95

Source Parameters

Diuron, Irgarol 1051, Sea-Nine 211, CuPT, ZnPT, 

Chlorothalonil, Davicil (TCMS   Pyridine), TCPM, 

Octhilinone, Dichlofluanid, Thiram, Tolylfluanid, Ziram

Econea (Tralopyril)

Mode:            Electrospray Ionization Mode:            Electrospray Ionization
Ionization:        Positive Ionization Ionization:        Negative Ionization
Ion Source Gas 1 (GS1) 50 Ion Source Gas 1 (GS1) 50
Ion Source Gas 2 (GS2) 60 Ion Source Gas 2 (GS2) 60
Curtain Gas (CUR) 25 Curtain Gas (CUR) 25
Temperature (TEM) 600 Temperature (TEM) 600

IonSpray Voltage Floating (ISVF) 5500 IonSpray Voltage Floating (ISVF) -4500
Declustering Potential (DP) 80 Declustering Potential (DP) -80
Collision Energy (CE) 10 Collision Energy (CE) -10

Table 3.3.2.1.1.1. Liquid chromatography and mass spectrometry conditions for non-target 

screening of AFS biocides.

(2) 수중제거 현장 배출물 내 활성물질평가

   연안소형 선박인 장목1호에 대해서는 다이버가 수중에서 선체부착물 수중제
거를 실시하였다. 전체 선체에 고르게 배치된 8개의 격자(50 ㎝ × 50 ㎝) 내의 
선체표면을 나이론(25 ㎜ × 1 ㎜ φ) 솔을 이용하여 부착물이 모두 제거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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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닦아 내었으며, 이 때 발생되는 부산물은 호스(φ=35 ㎜)에 연결된 격막펌프를 
이용하여 모두 육상으로 회수하여 채취하였다(Fig. 3.3.2.1.2.1). 글로벌 운항선박
인 250 m급 석탄벌크선과 대양연구선인 이사부호에 대해서는 수중청소로봇을 이
용하여 선체부착물을 제거하였으며 수중청소로봇에 의해 해상의 처리장치로 올려
보내진 배출수를 처리 전·후로 나누어 채취하였다(Fig. 3.3.2.1.2.2). 육상에 모인 
배출수는 균질화시켜 각 시료병에 옮겨 담은 후 총부유물질, 금속류, 유기계 활성
물질의 잔존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3.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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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2.1.2.2. Photos of in-water hull cleaning by ROV (left) and collection of 

wastewater samples from the effluent treatment system on board (right).

  총부유물질농도는 USEPA method 160.2를 따라 분석하였으며 일정량의 시료 
여과 전후의 여과지 무게변화를 측정하여 시료 부피당 총부유물질농도로 환산하
였다. 입자크기별 분포특성은, 0.2-300 ㎛ 구간의 다양한 공극크기의 여과지를 
사용하여 총부유물질농도 측정과 같은 방식으로 각 크기 구간별 부유물질량을 측
정하였다.
  배출수 내 중금속 농도 측정은 용존상과 입자상으로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용존
상 분석을 위하여 시료를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한 후 1.2 ㎛ pore size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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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한 후 다시 0.45 ㎛ pore size로 2차 여과하였다. 여과된 시료는 SeaFAST 
SP3 (ESI, 미국) 시스템을 이용하여 염분제거 및 원소농축 과정을 거친 후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meter (ICP-MS)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입자상 분석을 위해 배출수를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한 후 침전물을 분리
하였다. 침전물을 동결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동결건조된 시료를 막자사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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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는 유리 비이커에 옮긴 후 질산과 황산을 1:3(v:v) 비율로 4 mL를 첨가하였다. 
시계접시를 덮고 가열하여 충분히 반응시킨 후 시계접시를 제거하고 산을 증발시
켰다. 잔류물은 증류수로 용해시킨 후 일정량 무게를 맞추고 ICP/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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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도입부분을 세척한 
후, 기기의 분석 최적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tuning solution(Li, Co, Y, Ce, Tl 각 
1 ppb in 1% 질산용액)을 사용하여 performance를 확인하였다. 분석 검정선을 
구하기 위하여 각 원소의 표준물질을 농도별로 측정한 후 correlation 
coefficient(R) 값이 99.999 이상의 검정선을 작성하였다. 전처리 된 시료를 주입
하여 각 원소의 세기(CPS, count per second)를 측정한 후 측정된 세기를 검정선
을 이용하여 농도로 변환시켰다. 이 때 희석하여 측정된 시료는 희석배율 등을 곱
하여 최종 농도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이 완료된 후 시료관에 1% 질산을 
20분간 주입하여 시료도입부분을 세척하고 다시 증류수를 흘려주고 약 30분 동안 
세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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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 power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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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luent and seawater.

나. 국제시험종/연안종 독성영향평가

(1) 넙치배아

(가) 대상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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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수온 17 ℃에서 24시간  정치 후 사용하였다. 어란은 노출 실험직전 밀도차로 
사란(死卵)을 분리하여 제거하였고, 해부 현미경하에서 건강한 수정란만 분리하여 
발생독성 실험에 사용하였다.

(나) 시험대상물질 및 제조

① 멸균 해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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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사
용하였다.

② 이사부호 로봇수중청소배출물 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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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부호를 대상으로 수중청소로봇의 작업 중 유출되는 Antifouling paints가 첨
가 로봇수중청소배출물의 시료 채집을 진행하였다. 시료채집은 물속에 잠겨 있는 
선체의 biofouling된 부분에 수중청소로봇을 부착하여 수중청소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파생물들을 로봇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채수하여 정제장치로 모아서 정
제 전 수중제거파생물과 (Robot waste water: RW)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을 
(Robot filter waste water: RF) 각각 20 L 말통에 10개씩 채수하였다. 채수가 
끝난 뒤 200 L 크기의 플라스틱 용기를 2개 준비하여 각각 샘플 별로 모두 섞은 
뒤 페인트 입자 농도가 물속에서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저어가면서 해
수로 세척한 1 L HDPE bottle에 따로 옮겨 담았다. 채집한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
물은 실험실로 가져와서 일부 0.45 ㎛ size filter로 여과하여 1 L HDPE bottle에 
옮긴 뒤 실험 전까지 –20 ℃에서 보관하였다 (Lab filter wastewater: LF).

③ Biocide 활성물질 독성영향평가

  Antifouling system 에 Biocide로 사용되고 있는 CuCl2와(Copper(Ⅱ) chloride, 
≥ 99.999% trace metals basis, Sigama-Aldrich, US) CuSO4는 (Copper Ⅱ 
sulfate, ≥ 99.99% trace metals basis, Sigma-Aldrich, US) Sigma-Aldrich사
에서 구입하였다 (Fig. 3.3.2.2.1.1). 실험 시작 직전 멸균해수에 완전히 용해시킨 
후 해수에 희석하여 Stock solution을 제조하였다.

(다) 형태발생독성영향평가

  멸균 해수 10 mL을 분주한 각각의 well plate (Nunc™ Nunclon™ Vita 
6-Well Multidish,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에 Optic 
vesicle 단계의 수정란 50개씩 분주하였다.
  이사부호 로봇수중청소배출물 실험구: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물 (10, 50, 500배 
희석),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 (10, 50, 500배 희석), 0.45 ㎛ filter로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 (10, 50, 500배 희석액)의 농도로 노출 하였다. 
  Biocide 활성물질 실험구는 stock solution의 spiking 양이 전체 해수의 0.1% 
미만이 되도록 조절하여 농도가 5, 50, 500 ㎍/L이 되도록 투여하였다. 모든 노출
실험구는 노출 24시간 후, 사란(dead eggs)과 생존율을 기록하였고, 사란을 제거
한 후 노출 용액의 반은 교체하였다. 48시간이 지난 후 형태학적 기형 (심장부종, 
꼬리기형, 척추만곡)을 관찰하여 기록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 반복으로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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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NA 추출 및 cDNA 합성

  심장 발달 단계 (heart development stage, 노출 후 약 12시간)의 넙치 배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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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을 이용하여 260 nm와 280 nm 파장에서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QuantiNova Reverse Transcription kit (Qiagen, 
Germany)를 이용하여 Complementary DNA (cDNA)를 합성하였다.

(마) RNA sequencing

  RNA 농도 및 순도는 Agilent 2100 BioAnalyzer (Agilent, Santa Clara, CA)를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먼저, TruSeq RNA Sample Preparation Kit (Illumina, 
San Diego, CA)를 이용하여 100 base 길이의 paired-end read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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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한 후 double-stranded 
cDNA를 합성되었다. 합성 double-stranded cDN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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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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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란 N으로 나타나는 skipped 염기가 10% 이상이거나 퀄리티 점수와 각 가닥의 평
균 퀄리티 점수가 20이하이거나 50 base-pairs보다 짧은 염기가 20%이상인 가
닥을 말한다. 전체 여과과정은 in-house scripts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여과 
후, 남은 read들은 Trinity software을 이용하여 transcript를 assembly하였다. 세 
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Inchworm, Chrysalis, Butterfly)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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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과정을 진행하였다. strand-specific sequencing에서는 SS_lib_type 옵
션을 사용하였으며, default 값은 다른 옵션을 사용하였다. CD-HIT software 
(Fu et al., 2012)를 통하여 assembled transcripts로부터 94%의 유사성으로 최
종 unigene을 선택하였다. RNA-seq assembly 과정에서 불완전하고 불필요한 
assembled transcript들은 selecting representative sequences를 통하여 제거하였
다.

② Function annotation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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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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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였고, 유의하게 변화된 유전자의 gene 
ontology (GO)는 cutoff 값 P < 0.05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유전자는 
Euclidean distance 와 complete linkage method를 이용하여 Hierarchical 
clustering을 작성하였다. Deferentially expressed 유전자의 gene-interaction 
network 분석은 Cytoscape (https://cytoscape.org/)으로 작성하였다.

 ③ DEG의 유전자 발현 분석

  전자 발현 수준을 Expectation Maximization 이용한 RNA-seq을 통하여 측정
하였다. R package DEGseq을 통하여 계산된 가닥 수 데이터 (read count data)
를 기초로 하여 DEGs를 분석하였다. Lowess normalization method를 통해 나타
난 unigene의 발현값을 Fragments per kb of exon model per million mapped 
(FPKM) read을 이용하여 표준화 (normalization)하였다.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은 P-value 0.05이하, Fold change값 2 이상을 기준으로 나타내
었다. DEG 분석으로부터 분석된 gene들을 동정하기 위하여 P-value < 0.001에
서 Fisher's exact test (http://www.GOseq)을 이용하여 GO-based trend test를 
진행하였다. RNA-seq을 분석은 TruSeq RNA Sample Preparation Kit 
(Illumina, US)를 사용하여 100 bases의 paired-end reads의 mRNA sequencing 
libraries를 제작하였다. cDNA libraries의 순도는 Agilent 2100 BioAnalyzer 
(Agilent, US) 와  KAPA library quantification kit (Kapa Biosystems, U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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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변성시킨 주형은 cluster amplification을 거친 후, flow 
cells은 Illumina HiSeq 2500 (Illumina, US)을 사용하여 RNA를 분석하였다.

(사) RT-qPCR

  Real-tim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qPCR)은 
QuantiNovaTM SYBR Green PCR Kit (Qiagen, Germany)와 Rotor-gene®Q 
(Qiagen, Germany)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Comparative CT method (2-ΔΔCt)
를 이용하여 mRNA 발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mRNA 발현 정
도를 비교하기 위해 β-actin을 reference gene으로 사용하여 표준화 하였다. 
target 유전자의 Primer 서열은 Table 3.3.3.2.1.1과 같다.

<Copper (Ⅱ) chloride> <Copper (Ⅱ) sulfate>

Fig. 3.3.2.2.1.1. The chemical structure of CuCl2 and Cu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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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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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곤쟁이, 단각류

(가) 대상 생물

  이사부호의 정제 전 로봇수중청소배출물, 정제장치통과 후 로봇수중청소배출물, 
0.45 ㎛ 필터로 여과한 로봇수중청소배출물, Biocide 활성물질 (CuCl2와 CuSO4)
에 Neomysis awatschensis 유생 (1-day old)과 단각류 (Monocorophium uenoi)
를 노출시켜 생태독성 영향을 평가하였다 (Fig. 3.2.2.2.1). 곤쟁이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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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종이 없어 일부조건을 수정하
여 진행하였다.

(나) 시험대상물질 및 독성평가

  이어도호와 이사부호의 수중청소작업 중 채집한 로봇수중청소배출물 (WBC)을 
일정량 취하여 액상 시료 원액을 100%로 시험을 실시하였고, 여과해수를 사용하
여 용액을 대상 농도로 희석하여 최종 시험구에 분주하였다. 시험대상종 및 시험
조건은 Table 3.3.2.2.2.1과 같다.
  범위 찾기 시험 (range-finding test)는 100% 시험 용액을 4 단계로 희석 
(100%, 10, 1, 0.1%)하여 진행하였다. 독성값 결정 시험 (Definitive test)은 범
위 찾기 시험의 결과로부터 시험생물이 모두 사망한 최저 농도부터 2배, 혹은 3
배의 희석비율로 5 단계 희석 후 노출농도를 결정하였다.

Fig. 3.3.2.2.2.1. Acute toxicity test in amphipoda 

(Monocorophium uenoi) and Mysid (Neomysis 

awatsch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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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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hipod (Monocorophium uenoi) and mysid 

(Neomysis awatschensis) 

(3) 요각류

(가) AFS 활성물질

  AFS 활성물질에 대한 동물플랑크론의 산란 독성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요각류 
난(eggs) 부화율에 미치는 CuSO4와 CuCl2의 영향의 평가하였다. 실험 대상 생물
은 우리나라 연안에 우점하는 요각류 Paracalanus parvus s.l.를 사용하였다. 대상 
생물의 채집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위치한 경남 거제시 연안 및 장목에서 망구 
45 cm, 망목 200 ㎛의 원추형 네트를 이용하여 수 회 반복 채집하였으며, 생물 
채집 장소에서 실험에 사용할 해수를 채수하였다. 채수해 온 해수는 이물질을 제
거하기 위해 GF/F 여과지 (47 mm, Whatman glass fiber filters)로 여과한 뒤 
고압멸균기를 이용하여 121℃에서 15분간 멸균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채집된 
동물플랑크톤은 현미경 상에서 대상생물의 암컷 성체만을 선별하여 페트리디쉬 
(Petridish)에 옮겨, 채집시 현장의 해수 수온으로 설정한 배양기에서 약 6시간 
보관한 뒤 대상 생물의 난을 취하였다. 알은 멸균해수가 담긴 페트리디쉬에 수차
례 옮기면서 이물질을 제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분말 형태의 AFS처리 활성물
질들은 DMSO에 용해 시켜 제조하였으며, 용매로 사용된 DMSO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 물질이 전체 배양액의 0.1%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DMSO
이 요각류 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DMSO 0.1%를 대조수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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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CuSO4와 CuCl2에 대해 각각 6개 실험농도 구배 (0.001~100 ㎍/L)의 시험
수를 제조하여 6 well cell culture plate에 각각 10 mL이 되도록 하여 4개의 반
복구로 제조하였다. 농도별로 제조된 각 Cell에 요각류 알을 10개씩 투입하여 배
양하여  24시간 후 부화한 개체를 확인하였다.

(나) Robot cleaning wastewate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선 R/V ISABU호와 R/V, JANGMOK 1호의 선체 수중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물에 대한 동물플랑크톤의 독성 영향을 평가하였다. 
R/V ISABU호는 청소로봇에 의해 제거된 파생물 원수 (Robot whole water), 로
봇 자체 필터수 (Robot Filtered water), 로봇 원수와 로봇 필터수를 실험실에서 
0.45 ㎛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한 실험실 필터수 (Filtered whole water)를 시험
수로 사용했으며, 시험수 농도는 각각 4개 구간(1～1,000)의 희석 농도에 대해 
시험을 진행하였다. R/V JANGMOK 1는 잠수부에 제거된 파생물 원수 (Whole 
water)와 원수를 실험실에서 0.45 ㎛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한 실험실 필터수 
(Filtered whole water)를 시험수로 사용했으며, 시험수 농도는 각각 6개 구간 
(1～1,0000)의 희석 농도에 대해 시험을 진행하였다. 대조수 (Control water)는 
두 연구선 모두 대상 시험생물 채집 장소의 해수를 0.45 ㎛ 멤브레인을 여과한 
해수를 사용하였다. 실험 대상 동물플랑크톤은 우리나라 연안에 우점하는 요각류 
Paracalanus parvus s.l.를 사용하였다. 대상 생물의 채집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위치한 경남 거제시 연안 및 장목에서 망구 45 cm, 망목 200 ㎛의 원추형 네트
를 이용하여 수 회 반복 채집하였으며, 생물 채집 장소에서 실험에 사용할 해수를 
채수하였다. 채수해 온 해수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GF/F 여과지 (47 mm, 
Whatman glass fiber filters)로 여과한 뒤 고압멸균기를 이용하여 121℃에서 15
분간 멸균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채집된 동물플랑크톤은 현미경 상에서 대상생
물의 암컷 성체만을 선별하여 페트리디쉬 (Petridish)에 옮겨, 채집시 현장의 해수 
수온으로 설정한 배양기에서 약 6시간 보관한 뒤 대상 생물의 난(eggs)을 취하였
다. 알은 멸균해수가 담긴 페트리디쉬에 수차례 옮기면서 이물질을 제거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시험수 (Robot whole water, Robot filtered water, Filtered 
water, Whole water, Filtered whole water)는 멸균 해수로 실험 농도로 희석하
여 6 well cell culture plate에 10 mL이 되도록 하여 4개의 반복구로 제조하였
다. 농도별로 제조된 각 Cell에 요각류 알을 10개씩 투입하여 배양하여 24시간 후 
부화한 개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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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둥근성게

(가) 실험생물 준비

  실험에 사용된 둥근성게 (Mesocentrotus nudus)는 경남 거제도 주변해역에서 
잠수작업을 통하여 채집하였다. 채집된 성게 어미를 실험실로 옮겨 2 ton 용량의 
수조에 실험이 실시되기 전까지 사육하였고, 사육하는 동안 먹이로는 건조된 다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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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험의 최종반응 (endpoint)으로는 수정률과 발생률의 두 가지가 있다. 수정률 실험
은 정자를 시료에 노출시켜 정자의 활력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
며, 발생실험은 수정란을 시료에 노출하여 정상적인 플루테우스 (pluteus)유생으
로 발생되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실험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률을 최종반응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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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발하였
다. 정자의 경우 파스퇴르피펫을 이용하여 생식공으로부터 방출되는 정자를 직접 
수집하여 1.5-㎖ 용량의 원심분리 튜브에 옮겨 담고 실험전까지 5℃에서 보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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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l씩 
주입하고, 각 well마다 50 ㎕의 정자 희석액을 첨가하였다. 정자를 20분 동안 노
출시킨 후, 각 well마다 100개의 알이 주입될 수 있게 계수 후 알을 주입하였다. 
정자와 알이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20 분간 더 기다린 후, 10% 완충포르말
린 (formaldehyde solution, Lot No. 1C4031, Junsei)을 100 ㎕씩 주입하여 실험
을 종료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후, 알의 바깥쪽에 투명한 막(수정막)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관찰하여 수정란과 미수정란으로 구별하였다 (Fig. 
3.3.2.2.4.1; Fig. 3.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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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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부호 로봇수중청소배출물 독성영향평가

   실험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선 이사부호에서 채집된 수중제거파생물
을 대상으로 둥근성게 독성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중 제거 파생물은 로봇을 
사용하여 선체 클리닝 작업 시 배출되는 파생물을 채집하는 방법으로 실험에 사
용한 시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모든 시료는 원액 (100%)을 여과해수를 이용
하여 10배수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RC (Robot Control): Robot을 통과한 해수 
 ․Control: 여과해수 
 ․C: 로봇 채집 당시 이사부호 주변 해수 
 ․W (Whole): Robot brushing을 통해 채집된 In-Water Cleaning water
 ․LF: Whole을 0.45㎛로 여과한 용액
 ․FW: Robot In-Water Cleaning water (로봇 내 필터를 통과 채집된 물질)

② 소형선박 선체부착물 수중제거 운용 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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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선 장목호 (소형선박)에서 채집 한 수중
제거파생물을 대상으로 둥근성게 독성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중 제거 파생물
은 다이버가 직접 제거한 파생물을 채집하는 방법으로 실험에 사용한 시료의 종
류는 다음과 같다. Whole과 Filter시료는 원액 (100%)을 여과해수를 이용하여 
10배수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Control: 여과해수
  ․C: In water cleaning water, 샘플링 당시 선박 주변 해수
  ․W: In Water Cleaning water, 수중제거 파생물    
  ․LF: Filtered In Water Cleaning water (W sample을 0.45㎛로 필터 한 시료)

③ 주상용 Biocide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Biocide에 대한 노출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상용 Biocide 중 하나인 CuSO4와 CuCl2에 대한 노출영향 평가
를 수행하였다. 수중제거파생물 실험과 동일하게 둥근성게 배아를 이용한 수정률 
실험을 최종 반응으로 선택하였으며, 실험 농도는 0.1 ㎍ L-1부터 10,000 ㎍ L-1

까지 10배수로 농도를 선정하였다.  

(라) 통계 분석 

  둥근성게 수정률의 반수영향농도 (50% Effectively Concentration, EC50)은 
Trimmed Spearman-Karber의 Dunnett’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에는 Toxcalc (Tidepool scientific software,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 부착생물 판별 및 탈리 후 재성장 평가

(1) 부착 미세조류

  (가) 이사부호: 이사부호의 선체 표면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미세조류를 탈리시
킨 후 방형구로 정량 채집하여 부착미세조류 군집의 조성을 파악하고, 수중제거 
후 미세조류의 재성장 여부 파악하기 위함. 2019년 8월 8일에 장목항에 정박 중
인 이사부호의 선체 표면에 부착한 미세조류의 군집 분석을 위해 50×50 ㎝2 방
형구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채집하였고, 부착미세조류의 탈리를 위하여 수중청소
로봇을 이용한 cleaning 방법을 사용함. 탈리된 미세조류 시료의 일부는 군집분석
을 위해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정량, 정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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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나머지 일부는 미세조류의 재성장여부 파악을 위해 F 배지 접종 후 인큐
베이터 20 ℃에서 13일 동안 배양함. 미세조류 배양체의 생장 여부는 in vivo 
FSU (Fluorescence Unit)의 측정을 통해 분석됨. 또한 선체부착 미세조류의 대조
구로 선박 주변의 해수 및 암석 부착 미세조류를 채집하여 재성장여부를 관찰함 
(Fig. 3.3.2.3.1.1, Fig. 3.3.2.3.1.2).

  (나) 장목 1호: 장목 1호의 선체 표면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미세조류를 탈리시
킨 후 방형구로 정량 채집하여 부착미세조류 군집의 조성을 파악하고, 수중제거 
후 미세조류의 재성장 여부 파악하기 위함. 2020년 7월 16일 장목항에 정박 중인 
장목1호에서 탈리된 미세조류의 재성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채집된 시료를 15일 
동안 배양한 후, in vivo FSU (Fluorescence Unit)의 측정을 통해 최적성장 조건 
(F 배지)과 모사된 자연환경 조건(해수)에서 미세조류의 재성장 여부를 파악하였
으며, 영양염류의 고갈에 의해 미세조류가 사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F 배지
에서는 주기적(6일차, 9일차)으로 영양염류를 추가로 첨가하였음. 장목1호의 선체
부착 미세조류에 대한 대조구로 해수와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부착 미세
조류의 재성장실험을 함께 진행하였음. 미세조류의 군집조성은 정립현미경과 주사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 함. 또한 장목1호의 cleaning 시료를 건조 후,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ry (EDS) 측정을 실시하여 성분을 파악하고자 하였
음(Fig. 3.3.2.3.1.1, Fig. 3.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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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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착 원생생물

    7월 16일 장목1호 대상으로 수중다이빙 후 선체표면을 브러싱하여 격막펌프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269

로 획득한 hull fouling 파생물과 프로펠러 등 틈새구역(niche areas)의 직접채집 
파생물시료로부터 생존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Fig. 3.3.2.3.2.1. The samples were collected from R/V Jangmok-1.

   획득한 파생물시료는 실험실 내에서 현장수온을 반영·유지 배양하였으며, 생존 
및 재성장한 세포를 분리하여, 생시료 및 프로타골 염색세포 형태분석(Foissner, 
2014)과 Small subunit (SSU) rDNA 유전자분석을 병행하였다(Jung et al., 
2012).

(3) 부착 대형저서생물  

(가) 선체부착 대형무척추동물의 종판별 및 위해성 탐색

  3개의 수중 제거시나리오(브러시, 로봇, 끌을 이용한 직접제거)별로 탈리된 부
착 대형무척추동물에 대한 종 판별 및 위해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 8월 8일 
Global급 선박 이사부호(수중 제거시나리오 2), 2020년 7월 16일 Regional급 선
박 장목 1호(수중시나리오 1, 3)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중 제거시나리오 1(브
러시)는 방형구를 수심 1-2 m에 설치한 후, 호스가 부착되어있는 브러시를 이용
하여 선체 벽면에 부착되어있는 생물을 제거하였으며, 제거된 생물은 펌프로 흡입
하여 육상에서 생물을 선별하였다(Fig. 3.3.2.3.3.1). 수중 제거시나리오 2(수중로
봇)의 실험방법은 수중로봇에 장착된 브러시를 이용하여 선체에 부착한 생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거된 생물을 펌프를 이용하여 육상으로 이동시킨 후, 첫 번째 
coarse sieve, 두 번째 fine sieve를 통과시켰다. 통과된 시료는 여과시스템(1 ㎛)
을 통과시킨 뒤, 처리수를 배출하였다(Fig. 3.3.2.3.3.2). 수중시나리오 3(끌)의 경
우 다이버가 직접 끌을 이용하여 선체에 부착한 생물을 제거하여 채집하였다(Fig. 
3.3.2.3.3.3). 수중시나리오에서 채집된 생물은 실험실에서 250 ㎛ sieve를 통하여 
선별한 뒤, 생존여부, 종 조성, 개체수를 분석하였다. 선체 표면의 대형무척추동물
의 부착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Floerl et al. (2005)가 제안한 선체부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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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fouling index, Level of fouling 0-5 단계)를 이용하였다(table 3.3.2.3.3.1). 
선체부착지수는 선체 수중제거 전과 후의 단위 면적(30 × 30 ㎝)에서 부착한 대
형무척추동물의 부착 정도로 계산하였다. 0단계는 단위면적에 부착생물 및 생물필
름막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에 해당된다. 

Fig. 3.3.2.3.3.1 Diagram about sampling of effluents discharged during in-water 

cleaning. 

Fig. 3.3.2.3.3.2. Field sampling of effluents discharged during in-water cleaning by remotely 

operated device and treatment system.

Fig. 3.3.2.3.3.3. Sampling process of macroinvertebrates 

attached on the surface of nich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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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는 단위면적의 부분 또는 전체에 생물막이 보이나, 부착생물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 해당된다. 2단계는 단위면적 전체에 생물막이 형성되어 있고, 1종의 
부착생물에 의한 1-2개의 패치가 있고, 단위면적의 1-5% 범위에서 부착생물이 
출현한 경우이다. 3단계는 단위면적 전체에 생물막이 형성되어 있고, 1종 이상의 
부착생물이 나타나고, 단위면적의 6-15% 사이의 부착생물이 덮여있는 상태이다. 
4단계: 단위면적 전체에 생물막이 형성되어 있고, 1종 이상의 부착생물이 나타나
고, 단위면적의 16-40% 사이의 부착생물이 덮여있는 상태이다. 5단계: 다양한 
종류의 부착생물이 나타나고, 단위면적의 41-100% 사이의 부착생물이 덮여있는 
상태이다.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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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iofouling macroinvertebrates on Vessel (by 

Floerl et al., 2005)

(나)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후 생존위해성 평가

  2개의 수중시나리오(브러시, 끌)로 제거된 선체부착 무척추동물을 공기를 공급
한 상태로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각각의 종을 분류한 뒤 현미경 하 생물의 움직임
을 관찰하여 생사판별을 수행한 후, 개체수를 계수하였다. 사망한 개체는 에탄올 
70%로 고정하고 생존 개체는 각각 종 별로 밀폐 여과 수조시스템에 넣어 배양하
였다. 따개비는 수조 당 50～100개체를 넣어 배양하였으며, 담치는 수조 당 23개
체를 배양하였다. 수조에서 배양한 생물들은 각각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육안 및 
현미경으로 움직임을 관찰하여 생사를 판별하였다. 따개비의 경우, 부속지인 만각
의 움직임을 확인하였으며, 지중해담치는 패각의 개폐여부 및 필터작용으로 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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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하였다.

움직임 확인

수조 배양

생존율
(따개비1, 삼각따개비; 따개비2, 흰따개비; 따개비3, 주걱따개비, 담치, 지중해담치) 

Fig. 3.3.2.3.3.4. Viability test of hull fouling organisms attached on the surface of 

research vessels.

 라. 수중제거 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

(1)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절차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는 생물학적 위해성평가와 화학적 위해성평
가를 별개로 수행한 후 이 둘의 평가를 종합하여 수중제거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생물학적 위해성 평가 절차는 1) 수중제거 핵심요소를 선정 및 시나리오 작성, 
2) IMEA(Infection Modes and Effects Analysis, 감염유형 및 영향분석) 구성 
요소 선정, 3) IMEA 분석을 통한 RPN(Risk Priority Number, 위해성 순위)값 
산정, 4) 수중제거 시나리오별 위해성 확인 단계로 진행된다(Fig. 3.3.2.4.1.1). 화
학적 위해성 평가는 MAMPEC(Marine Antifouling Model to Predict 
Environmental Concentrations) 모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PEC(Predict 
Environmental Concentarion)을 산출한 후 PNEC(Predict No Effect 
Concentration)으로 나누어 이 값이 1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항만 내 AFS 
활성물질의 수용력을 평가한다(Fig. 3.3.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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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1.1. Examples of biological risk assessment procedures. 

Fig. 3.3.2.4.1.2. Port capacity evaluation of AFS active substances and analysis 

procedure of vessel entry/exit information in the port.

(2)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수행

  국내 주요 5개 국제 항만에 대해 환경인자, 구리 농도, 용출 특성 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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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활성물질의 항만수용력을 MAMPEC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평가하였다.

3.3.3. 결과

가. 선박방오처리(AFS) 활성물질 평가기술개발

(1) AFS 활성물질 비표적분석기술 개발

  방오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유기계 활성물질의 환경 시료 중 존재 여
부를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AFS 활성물질 LC-TOF/MS 분석기술의 정립을 시도
하였다. 유럽연합의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일본의 Japan Paint 
Manufacturers Association 리스트, 뉴질랜드의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2013 reassessment) 등 국제적인 활성물질 사용 규제 및 동향을 
바탕으로 DCMU (diuron), cybutryne (Irgarol 1051), DCOIT (Sen-Nine 211), 
copper pyrithione, zinc pyrithione, thiram, tolylfluanid, dichlofluanid, TCMS 
pyridine, octhilinone, tralopyril (Econea), TCPM, ziram, chlorothalonil 등 표준
물질 확보가 가능한 총 14개 활성물질을 대상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액체크로마
토그래피 상 최적의 검출 및 분리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합의 이동상 
조성, 이동상 조성변화, 기울기 등을 시험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운영 조건을 확
립하였다(Table 3.3.3.1.1.1). 질량분석조건의 경우, tralopyril (Econea)는 
negative ionization으로 이온화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화합물을 모두 
positive ionization 하에서 분석하였다. 각 화합물의 표준물질을 LC-TOF/MS에 
주입한 후, 분석하여 각 화합물에 대한 질량스펙트럼, 머무름시간, 부가이온
(adduct ion), 2차 조각이온 분포 등 각 화합물에 대한 질량분석정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Table 3.3.3.1.1.2 ∼ Table 3.3.3.1.1.4). Copper pyrithione의 경우에
는 +Na 부가이온(mass at 652.85386)을 검출 대상으로 하였으며 tralopyril을 제
외한 나머지 화합물은 +H 이온을 검출 대상으로 하였다. Tralopyril은 negative 
ionization 하에서 –H 이온을 검출 대상으로 하였다. 스크리닝기법의 검증을 위해 
AFS 활성물질이 포함된 미지시료를 LC-TOF/MS로 비표적분석 하였으며 총 10개
의 화합물을 79.9에서 97.2의 일치도로 검출하였다(Table 3.3.3.1.1.5 ∼ 
3.3.3.1.1.7). Ziram의 경우 98.4의 높은 라이브러리 일치도를 보였으나 mass 
error score, isotope score에서 낮은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Zinc pyritione, TCMS 
pyridiine, chlorothalonil은 일치하는 라이브러리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아 질
량분석기 내 매우 불안정한 질량스펙트럼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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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Conditions

Diuron, Irgarol 1051, Sea-Nine 211, CuPT,
ZnPT, Chlorothalonil, Davicil (TCMS

Pyridine), TCPM, Octhilinone,
Dichlofluanid, Thiram, Tolylfluanid, Ziram

Econea (Tralopyril)

Column: Gemini 5 µm C18 column, 50 × 2.0 mm, i.d. 5 µm (Phenomenex, USA)

Mobile phases:

A Methanol (0.1% Formic Acid + 2 mM Ammonium Acetate)

B Water (0.1% Trifluroacetic Acid)

LC flow:
Total time
(min)

Flow rate
(µL/min) A B Total Time

(min)
Flow rate
(µL/min) A B

0 600 5 95 0 600 5 95
0.5 600 5 95 0.5 600 5 95
7 600 100 0 10 600 100 0
8 600 100 0 11 600 100 0
8.1 600 5 95 11.1 600 5 95
10 600 5 95 13 600 5 95

Source Parameters

Diuron, Irgarol 1051, Sea-Nine 211, CuPT,
ZnPT, Chlorothalonil, Davicil (TCMS

Pyridine), TCPM, Octhilinone,
Dichlofluanid, Thiram, Tolylfluanid, Ziram

Econea (Tralopyril)

Mode: Electrospray Ionization Mode: Electrospray Ionization
Ionization: Positive Ionization Ionization: Negative Ionization
Ion Source Gas 1 (GS1) 50 Ion Source Gas 1 (GS1) 50
Ion Source Gas 2 (GS2) 60 Ion Source Gas 2 (GS2) 60
Curtain Gas (CUR) 25 Curtain Gas (CUR) 25
Temperature (TEM) 600 Temperature (TEM) 600
IonSpray Voltage Floating (ISVF) 5500 IonSpray Voltage Floating (ISVF) -4500
Declustering Potential (DP) 80 Declustering Potential (DP) -80
Collision Energy (CE) 10 Collision Energy (CE) -10

Table 3.3.3.1.1.1. Liquid chromatography - mass spectrometry conditions for non-target 

screening of AFS bio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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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Formula Mass Adduct Retention Time

Diuron C9H10Cl2N2O 232.01702 +H 5.06

Irgarol 1051 C11H19N5S 253.13612 +H 4.3

Sea-Nine 211 C11H17Cl2NOS 281.0408 +H 6.58

Copper Pyrithione C10H8CuN2O2S2 314.9323 +Na 5.17

Zinc Pyrithione C10H8N2O2S2Zn 315.93187 +H 4.88

Ochtilinone C11H19NOS 213.11874 +H 5.75
TCMS Pyridine
(Davicil) C6H3Cl4NO2S 292.86386 +H 4.97

Dichlofluanid C9H11Cl2FN2O2S2 331.96231 +H 5.7

Tolylfluanid C10H13Cl2FN2O2S2 345.97796 +H 6.02

Thiram C6H12N2S4 239.98834 +H 4.3

TCPM C10H4Cl3NO2 274.93076 +H 4.58

Chlorothalonil C8Cl4N2 263.88156 +H 5.49

Ziram C6H12N2S4Zn 303.91748 +H 5.64

Tralopyril (Econea) C12H5BrClF3N2 349.9255 -H 5.06

Table 3.3.3.1.1.2. TOF/MS detection conditions for non-target screening of each 

active substance.

Table 3.3.3.1.1.3. Mass spectrum of each AFS compound built in the library of 

non-target screening.

Compounds Mass spectrum

Diuron

Irgarol 1051

Sea-Nine 211

282.0 282.5 283.0 283.5 284.0 284.5 285.0
Mass/Charge, Da

0.0e0

2.0e4

4.0e4

6.0e4

8.0e4

1.0e5

1.2e5

1.4e5
282.0491

284.0460

283.0522
285.0490

C11H17Cl2NO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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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Mass spectrum

Copper Pyrithione

Zinc Pyrithione

Thiram In
te

ns
ity

Tolylfluanid

347.0 347.5 348.0 348.5 349.0 349.5 350.0
Mass/Charge, Da

0

1000

2000

30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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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7000

8000

9000

10000
346.9862

348.9832

347.9892
349.9864

C10H13Cl2FN2O2S2 +H

Dichlofluanid

TCMS Pyridine

(Davicil)

Octhilinone In
te

ns
ity

Table 3.3.3.1.1.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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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Chromatograms

Diuron

In
te

ns
ity

+H

Irgarol 1051

+H

Table 3.3.3.1.1.3. Continued. 

Compounds Mass spectrum

Econea

TCPM

Ziram

Table 3.3.3.1.1.4. Total ion chromatograms (TIC) and adduct ion chromatograms of each AFS 

compound built in the library of non-target screening.

Table 3.3.3.1.1.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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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Chromatograms

Sea-Nine 211
+Na

+H

Copper Pyrithione
+Na

+H

Zinc Pyrithione
+

+H

Thiram
+Na

+H

Tolylfluanid
+Na

+H

Table 3.3.3.1.1.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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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Chromatograms

Dichlofluanid
+Na

+H

TCMS Pyridine
+H

Octhilinone
+Na

+H

Econea
-H

TCPM
+H

Ziram
+

+H

Chlorothalo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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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1.1.5. LC-TOF/MS non-target screening result for unknown samples (positive 

ionization).

Table 3.3.3.1.1.6. LC-TOF/MS non-target screening result for unknown samples (negative 

ionization).

Compound Found at
Mass

Found at
Retention
Time

Library
Score

Mass
Error
Score

RT
Score

Isotope
Score

Combined
Score

Diuron 233.02433 4.97 100 98.4 87.8 92.7 94.7

Irgarol 1051 254.14337 4.34 100 99.1 93.6 96.2 97.2

Sea-Nine 211 282.04824 6.44 98.7 94.4 85.4 95.1 93.4

Copper
Pyrithione

652.85349* 4.96 99.4 94.3 72.4 53.7 79.9

Zinc Pyrithione 316.9393 4.97 94.9 88 0 61

Ochtilinone 214.126 5.62 99.4 99.4 84.5 96.6 95

TCMS Pyridine 293.8718 4.83 91.7 80.6 30.1 67.4

Dichlofluanid 332.96928 5.59 100 91 86.9 90.7 92.2

Tolylfluanid 346.98557 5.89 100 90.2 85.6 88.7 91.1

Thiram 240.9956 4.15 96.9 99.6 77.4 96.6 92.6

TCPM 275.93786 4.57 91.8 93.4 99.1 95.9 95.1

Chlorothalonil 264.89289 5.15 0 58.1 0 19.4

Ziram 304.91533 5.51 98.4 0 84.4 0 45.7

Tralopyril 348.9177 4.97 100 86.2 99.5 87.5 93.3

Table 3.3.3.1.1.7. Match score summary of non-target analysis for unknown samples.

*2CuPT + Na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282

(2) 수중제거 현장 배출물 내 활성물질 평가

  글로벌 운항선박인 250 m급 석탄벌크선과 대양연구선인 이사부호, 그리고 연안
소형 선박인 장목 1호에 대해 선체부착물 수중제거를 실시하였다(Fig. 
3.3.3.1.2.1). 석탄벌크선과 이사부호는 수중청소로봇을 이용하여 선체부착물을 제
거하였으며, 장목1호는 다이버에 의한 수동청소방식으로 선체부착물을 제거하였다. 
이 때 발생하는 배출수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수 내 부유물질, 금속, 유기계 활성물
질의 잔존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로봇청소의 경우에는 배출수의 후처리과정 전후의 
잔존 특성을 비교하여 후처리장치의 처리능력을 평가하였다. 
  수중제거 배출수 내 총부유물질 농도는 190 ㎎/L에서 232 ㎎/L까지 였고, 평균
은 215 ㎎/L로서 청정지역 배출기준인 40 ㎎/L(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비
해 최대 5.8배 높았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인 10 ㎎/L에 대비하
여 최대 23배 높은 수준이었다(Fig. 3.3.3.1.2.2). 배출수의 후처리장치를 거친 처
리수 내 총부유물질 농도는 29.4 ㎎/L에서 52.3 ㎎/L까지였고, 평균은 40.8 ㎎/L로 
배출 원수의 약 19%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Fig. 3.3.3.1.2.2) 여전히 청정지역 배
출기준과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Fig. 3.3.3.1.2.1. Scenes of hull cleanings using underwater cleaning robot (left) and 

manual hull cleaning by diver (right).

  각 배출 시나리오별 선체면적, 청소면적, 총배출수 부피를 바탕으로 계산된 수중
제거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부유물질의 총량은 1.7 kg에서 6.3 kg의 범위였다
(Table 3.3.3.1.2.1). 수중청소로봇을 활용한 이사부호의 경우에는 수중청소를 통
해 발생하는 부유물질 총량은 6.3 kg이며 후처리과정을 통해 약 26% 수준인 1.7 
kg으로 감소하였다. 로봇청소와 수동청소의 총 배출량은 대상 선박의 규모 차이 
때문에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며, 단위 면적당 부유물질 배출량을 비교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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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의 경우 1.64 g/m2, 수동청소의 경우 35.2 g/m2으로 수동청소에 의한 배
출량이 약 20배 이상 높게 파악되었다. 특히 로봇청소의 경우에는 후처리과정을 
통해 단위면적당 배출량을 1.64 g/m2에서 0.43 g/m2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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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2.2. Total concentration of suspended solids in the 

effluents from in-water cleanings.

이사부호(전) 이사부호(후) 장목 1호

총시료량 (L) 171 166 316

시료 내 부유물질 총량(g) 39.7 8.7 70.3

청소 면적 (m2) 24.27 20.13 2.0

청소 면적 당 부유물질 발생량(g/m2) 1.64 0.43 35.17

선체 면적 (m2) 3,850 3,850 140

부유물질 총 배출량 (kg) 6.30 1.66 4.92

Table 3.3.3.1.2.1. Estimation of total release of suspended solids from the in-water 

cleaning of each ship.

수중제거 작업 중 배출되는 부유 입자의 크기별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입자
크기 구간별로 입자를 분리하여 채취하였다. 대부분의 입자는 8 ㎛에서 20 ㎛ 구
간에 분포하였으며 전체 입자량의 55.4%에서 59.4%를 차지하였다(Fig. 
3.3.3.1.2.3). 단 예외적으로 장목 1호의 경우 선체에 다량 부착된 해조류의 영향으
로 인해 300 μm 이상 구간이 29.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8 ㎛에서 
20 ㎛ 구간은 23.4%를 차지하였다. 300 ㎛ 이상 구간을 제외하면 로봇청소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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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청소 사이에 입자분포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입자량 누적분포
를 통해 8 ㎛ 크기로 배출수를 처리할 경우 대부분의 입자인 70.4%에서 93.1%를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3.3.3.1.2.3).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수중제거
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파생물의 환경 배출 기준 결정을 위한 필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0
  수중제거 배출수 내 용존금속 중 구리(12.2 ㎍/L에서 367 ㎍/L), 아연(97.7 ㎍
/L에서 2550 ㎍/L)이 가장 높은 농도 분포를 보였으며(Fig. 3.3.3.1.2.4), 아연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대비 최대 2.5배를 초과하였
다. 배출수의 후처리과정에 의해 용존구리 농도는 시나리오별로 각각 43.1%, 
30.8%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용존아연은 11.7%, 87.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후처리기작에 의한 직접적인 제거가 아닌 후처리시스템 내에서의 흡착 등 거
동과 입자로부터의 용출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중제거로 인해 배출되는 
용존금속의 농도를 ECOTOX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급성 독성시험 결과와 비교했
을 때, 용존구리의 농도는 생태계 내 2.7%에서 63%의 생물종에 치사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며, 아연은 2.6%에서 49%의 생물종에 치사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
준으로 확인되었다(Fig. 3.3.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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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2.3. Particle size distributions in the effluent from the in-water cleanings 

(upper: relative distributions by particle size, lower: cumulative distribution by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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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2.4. Dissolved (upper) and particulate (lower) metal concentrations in the 

in-water cleaning effluents.

  배출수에 다량 함유된 입자성 금속의 농도는, 입자성 철이 8,590 ㎍/L에서 
47,400 ㎍/L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아연이 136 ㎍/L에서 12,200 ㎍/L, 구리가 
140 ㎍/L에서 11,000 ㎍/L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Fig. 3.3.3.1.2.4). 용존상에 
비해 입자상의 형태로 매우 많은 양의 금속이 배출되었다. 배출수의 후처리과정에 
의해 입자성 구리 농도는 시나리오별로 각각 4.9%, 91.7%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입자성 아연은 39.9%, 120% 수준으로 감소하거나 변동되었다. 일부 시나리오에서
는 매우 높은 제거 효율을 보였으나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
았다. 후처리시스템에 의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큰 입자형태일 경우에는 크게 감
소하나 미세한 입자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거효과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중제거를 통해 배출되는 입자성 금속과 용존성 금속을 포함한 총 금속의 농도
는, 구리의 경우 152 ㎍/L에서 11,100 ㎍/L, 아연은 1,330 ㎍/L에서 13,100 ㎍/L, 
철은 8,590 ㎍/L에서 47,400 ㎍/L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용존상만으로도 해양생태
계에 상당히 높은 독성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 입자상으로부터 금속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으로 추가 유출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배출수 내 입자의 제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중제거에 따른 활성물질 배출의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선박 단위면적당 금속
류의 release rate를 계산하여 Table 3.3.3.1.2.2에 나타냈다. 시료 내 금속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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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출수의 후처리 후 감소 경향이 일부 관찰되었으나, 총시료량, 청소면적, 활성
물질 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 당 배출량을 산정했을 때는 후처리과정에 의한 
뚜렷한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다이버에 의한 수동청소 시 보다는 로봇을 
활용한 자동청소 시에 금속의 유출량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봇청
소에 따른 일정한 brushing 깊이와 압력 유지 등에 의해 방오도료 도막의 손상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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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2.5. Species sensitivity distributions of copper and zinc, and comparison 

with the concentrations in the in-water cleaning wastewater (The concentrations 

in each effluent samples are indicated by +).

Release rate (㎍/㎝2)

이사부호(전) 이사부호(후) 장목1호
Cu

Dissolved 0.028 0.010 5.761
Particulate 0.113 0.122 42.976

Total 0.142 0.132 48.737

Zn
Dissolved 1.778 1.810 16.540
Particulate 0.097 0.137 5.385

Total 1.876 1.947 21.925

Table 3.3.3.1.2.2. Release rates of major metals per unit hull area during 

the in-water hull clea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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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계 활성물질의 경우, 수중제거 배출수에서 zinc pyrithione, copper 
pyrithione이 주로 검출되었으며, diuron (DCMU)과 Irgarol (cybutryne)이 일부 
세척수에서 소량 검출되었다. Sea-Nine (DCOIT)은 모든 경우에서 검출되지 않았
다(Fig. 3.3.3.1.2.6). 이사부호를 기준으로, 수중제거 배출수의 후처리 전후의 농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로봇에 의한 자동청소의 경우보다 다이버에 의한 수동
청소의 경우(장목 1호)에서 뚜렷이 높은 zinc pyrithione과 copper pyrithione 농도
가 검출되었다. 검출된 zinc pyrithione과 copper pyrithione 농도는 각각 3.83 ㎍
/L에서 24.6 ㎍/L, 3.86 ㎍/L에서 48.6 ㎍/L의 범위를 보였다. ECOTOX 데이터베
이스에 보고된 전체 독성시험생물종의 약 8%에서 20%(zinc pyrithione)와 14%에
서 42%(copper pyrithione)에 해당하는 생물종에 치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Fig. 3.3.3.1.2.7). 선체부착물 수중제거 시 발생하는 배출수
에 의해 수중제거 인접해역 서식 해양생물 및 서식처에 뚜렷한 영향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며, 위해영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중제거 배출조건과 해역
의 수리·물리학적 조건을 고려한 환경위해성 평가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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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2.6. Distributions of organic active substances in the 

wastewater from the in-water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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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centrations in each effluent samples are indicated by +).

나. 국제시험종/연안종 독성영향평가

(1) 넙치배아

(가) 이사부호 로봇수중청소배출물 형태발생독성평가

① 이사부호 로봇수중청소배출물 노출구

  이사부호 수중청소로봇 수중제거파생물에 48시간 노출된 넙치의 사망률을 그림
으로 나타내었다(Fig. 3.3.3.2.1.1). 넙치배아의 사망률은 대부분의 노출구에서 
23% 이내로 대조구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물은 50
배, 10배 희석구간에서 각각 30 ± 5%, 56 ± 11%로 대조구와 뚜렷한 차이를 나
타냈다. 실험 시작으로부터 48시간 경과 후 각 실험구의 넙치 embryo에서 형태 
기형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3.3.3.2.1.2). 기형발생률은 심장부종이 정
제 전 수중제거 파생물을 제외한 모든 실험구에서 대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정제 후 수중제거 파생물 10배 희석구간 70 ± 4%로 나타남. 척추만곡 빈
도는 모든 노출구에서 24% 이내로 대조구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꼬리지느러
미 기형 빈도는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물 실험구에서 대조구와의 차이를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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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물 500배, 50배 희석구간에서 각각 26 ± 3, 37 ± 
25%로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3.3.3.2.1.3).

Fig. 3.3.3.2.1.1. Frequency percentage 

of mortality in embryonic flounder. 

R/V ISABU Robot Control – 50 times dilution

R/V ISABU Robot Waste water – 5 times dilution

R/V ISABU Robot Waste water – 50 times dilution

R/V ISABU Robot Waste water – 500 times dilution R/V ISABU Lab Filter – 50 times dilutionR/V ISABU Robot Filter – 500 times dilution

R/V ISABU Lab Filter – 10 times dilutionR/V ISABU Robot Filter – 10 times dilution

R/V ISABU Robot Filter – 10 times dilution

R/V ISABU Lab Filter – 500 times dilution

Fig. 3.3.3.2.1.2. Morphogenesis defects of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Robot cleaning wastewater in R/V ISABU. 

Fig. 3.3.3.2.1.3. Frequency percentage of malformation in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Robot cleaning wastewater in R/V ISABU.



• •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290

  ② 형태 발생관련 유전자의 정량

 심장형성 관련 유전자 nkx2.5는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물 10배 희석구간에서 
33.9 ± 1.7배증가하여 대조구와 큰 차이를 나타내었고,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의 
경우 500배, 10배 희석구간에서 발현량이 각각 9.2 ± 0.6배, 6.0 ± 1.0배 증가하
였다. sox6는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물 50배, 10배 희석구간에서 발현량이 각각 
3.5 ± 0.3배, 3.9 ± 0.4배 증가하였으며,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 500배, 10배 희
석구간의 경우 6.0 ± 0.7배, 8.5 ± 1.4배 증가하여 대조구와 차이를 나타냈다. 
robo1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물 50배 희석구간에서 발현량이 
2.9 ± 0.1배 증가하였고,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 50배, 10배 희석구간에서 2.4 
± 0.5, 2.7 ± 0.2배 증가하였다. 0.45 ㎛ 필터로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의 경우 
10배 희석구간에서 2.5 ± 0.2배 증가하여 다른 실험구와 비슷한 수준의 발현량 
증가를 나타냈다. 골격형성관련 유전자 bmp4는 0.45 ㎛ 필터로 여과한 수중제거파
생물 실험구를 제외한 모든 실험구간에서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정제 후 수중제거 
파생물 500배 희석구간에서 6.2 ± 0.4배 증가하여 가장 크게 발현이 증가하였다. 
꼬리지느러미 형성관련 유전자 plod2는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물 10배 희석구간에
서 발현량이 5.2 ± 0.6배 증가하였고,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은 500배 희석구간
에서 6.8 ± 1.1배 증가하였다. furin은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물 500배 희석구간에
서 발현량이 11.2 ± 1.9 배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의 
경우 500배 희석구간에서 5.7 ± 0.5배로 증가하여 대조구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냈다. wnt3a의 경우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물 50배 희석구간에서 발현량이 2.8 
± 0.3배 증가하였고,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 10배 희석구간에서 3.6 ± 0.6배 증
가하여 가장 큰 증가량을 나타냈다. 종양관련 유전자 TP73은 정제 후 수중제거파
생물 모든 희석구간에서 대조구와 비교하여 발현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10
배 희석구간에서 3.4 ± 0.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3.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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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3.2.1.4. (a) qPCR results in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Robot cleaning 

wastewater in R/V ISABU, (b) The heat map of gene expression variation in the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Robot cleaning wastewater in R/V IS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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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NA-seq analysis

  이사부호 로봇수중청소배출물에 노출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대조군의 경우 전
체 49,434,418 reads 읽었고, 그 중 82.5%인 33,820,702의 clean reads를 얻었
다.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물 노출군은 전체 40,290,254 reads를 읽었고, 그 중 
32,932,250의 clean reads를 얻었다.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 노출군에서는 전체 
41,217,258 reads를 읽었고, 그 중 83.1%인 34,245,988의 clean reads를 얻었다. 
0.45 ㎛ 필터로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은 42,349,114 reads를 읽었고, 그 중 82%
인 34,723,583의 clean reads를 얻었다(Table 3.3.3.2.1.1)

Control
Robot

waste water

Robot filter

waste water

Lab filter

waste water
Number of

reads
49,434,418 49,047,918 46,390,924 52,114,530

Number of

clean reads
33,820,702
(82.5%)

32,932,250
(81.7%)

34,245,988
(83.1%)

34,723,583
(82.0%)

Total length of

reads
7,559,327,572 7,509,888,662 7,059,139,770 7,979,402,022

Table 3.3.3.2.1.1 RNA-seq transcript assembly informations in flounder embryos 

exposed to Robot cleaning wastewater from R/V ISABU. 

④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s) 분석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s) 분석결과 DEGs로 판별된 유전자는 다
음과 같다 (Table 3.3.3.2.1.2). DEGs로 판별된 유전자들은 P-value ≤ 0.05, 
|log2fc| ≥ ± 1.5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제 전 수
중제거파생물에 노출된 실험구에서 대조구와 비교하여 protein stabilization, 
metallothionein, hypoxia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eye development관
련 유전자와 cardiac muscle, neuron development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였
다.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에 노출된 실험구에서는 0.45 ㎛ 사이즈 필터로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 실험구에서는 protein modification, development, toxic substance
에 반응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eye development, muscle organ 
development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protein refolding, metabolism, 
oxidative stress에 반응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muscle organ 
development, nervous system development, movement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감
소하였다.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물에 노출시킨 실험구와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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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시킨 실험구의 유전자 발현양상을 비교한 결과 정제시스템으로 여과한 로봇처
리 수중제거파생물에서 Cardiac muscle contraction, angiogenesis과 관련된 유전
자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protein refolding, metal ion, eye development, 
hypoxia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물에 노출시킨 
실험구와 0.45 ㎛ 사이즈 필터로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에 노출시킨 실험구의 유
전자 발현양상을 비교한 결과 0.45 ㎛ 사이즈 필터로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 노출
구에서 osteoblast differentiation, cardiac muscle cell development, cell 
adhesion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protein refolding, axongenesis 관련 
유전자의 발현은 감소하였다.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에 노출시킨 실험구와 0.45 
㎛ 사이즈 필터로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에 노출시킨 실험구의 유전자 발현양상을 
비교한 결과 0.45 ㎛ 사이즈 필터로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에 노출시킨 실험구에
서 epithelial cell differentiation, immune response, bone development 관련 유전
자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axongenesis 관련 유전자와 alternative mRNA splicing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였다(Fig. 3.3.3.2.1.5).

NO Group 1 (G1) Group 2 (G2)
Number of

DEG

UP

(G2 only)

DOWN

(G1 only)

1 Nagative Control Isabu W3-2 612
164

(16)

450

(24)

2 Nagative Control Isabu FW3-3 679
150

(15)

529

(29)

3 Nagative Control Isabu LF3-2 664
138

(10)

526

(35)

4 Isabu W3-2 Isabu FW3-3 223
79

(17)

144

(11)

5 Isabu W3-2 Isabu LF3-2 599
133

(7)

466

(23)

6 Isabu FW3-3 Isabu LF3-2 686
147

(10)

539

(25)

7 Isabu FW3-3 Isabu W3-2 612
164

(16)

450

(24)

8 Isabu LF3-2 Isabu W3-2 598
468

(23)

130

(7)

Table 3.3.3.2.1.2 DEGs analysis of Up and down-regulated genes in flounder 

embryos exposed to Robot cleaning wastewater from R/V IS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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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1.5. Overview of RNA-seq analysis for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Robot cleaning wastewater from R/V ISABU.

(나) 활성물질(CuCl2와 CuSO4) 노출 넙치배아의 형태발생독성평가

① 활성물질(CuCl2와 CuSO4) 노출 넙치배아의 사망률 및 기형발생

  넙치배아의 사망률은 CuCl2와 CuSO4 500 ㎍/L 농도에서 각각 32 ± 2, 57 ± 
9%로 나타나며 대조구와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Fig. 3.3.3.2.1.6). 실험 시작으
로부터 48시간(Fig. 3.3.3.2.1.7) 기형발생 빈도는 심장부종이 CuCl2, CuSO4 500 
㎍/L 노출구에서 각각 25 ± 10%, 85 ± 13%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척추만곡의 
경우 CuCl2와 CuSO4 500 ㎍/L 노출구에서 34 ± 1, 83 ± 12%로 대조구와 뚜렷
한 차이를 보였다. 꼬리지느러미 기형은 CuCl2와 CuSO4 500 ㎍/L 노출구에서 
52±4%, 74 ± 7%로 나타났다. 발달지연은 CuCl2와 CuSO4 500 ㎍/L 노출구에서 
각각 40±6%, 85± 7%로 나타났다(Fig. 3.3.3.2.1.8).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CuCl2
보다 CuSO4 노출구에서 사망률과 기형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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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1.6. Frequency percentage of mortality in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CuCl2 and CuSO4.

CuSO4 – 50 ug L-1

CuSO4 – 5 ug L-1 CuCl2- 5 ug L-1

CuCl2 – 50 ug L-1

CuCl2 – 500 ug L-1

Negative Control

CuSO4 – 500 ug L-1

Fig. 3.3.3.2.1.7. Morphogenesis defects of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CuCl2 and Cu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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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1.8. Frequency percentage of malformation in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CuCl2 and CuSO4.

② 형태 발생관련 유전자의 정량

  심장발달 관여 유전자 nkx2.5는 CuCl2 50 ㎍/L 농도에서 발현량이 6.3 ± 0.5배 
증가하였고, CuSO4는 50 ㎍/L 농도에서 9.5± 2.0배 발현이 증가하였다. SOX6는 
CuCl2 50 ㎍/L 농도에서 4.2 ± 0.6 배 증가하였으며, CuSO4는 50 ㎍/L 농도에서 
9.9±0.4배 증가하였다. robo1은 CuCl2와 CuSO4 50 ㎍/L 농도에서 발현량이 각각 
2.0 ± 0.5배, 2.5 ±0.3 배 증가하였다. 골격형성 유전자 bmp4는 CuCl2와 CuSO4 
50 ㎍/L 농도에서에서 발현량이  각각 3.0 ± 0.4배, 5.1 ± 0.5배 증가하여 대조
구와 차이를 나타냈고, 꼬리지느러미 기형관련 유전자 plod2는 CuCl2와 CuSO4 50 
㎍/L 농도에서 2.8±0.1배, 5.3±0.4배로 발현이 증가하여 대조구와의 차이를 나타
냈고, furin은 CuCl2 500 ㎍/L 농도에서 3.1 ± 0.6배, CuSO4 50 ㎍/L 농도에서 
5.0 ± 0.9배의 발현량이 증가하였다. wnt3a는 CuCl2와 CuSO4 50 ㎍/L 농도에서 
3.6 ± 0.6배, 5.4 ± 0.7배 발현이 증가하며 대조구와 차이를 나타냈다. 종양관련 
유전자 tp73은 CuSO4 50 ㎍/L 농도에서 발현량이 6.6 ± 1.1배 증가하였다(Fig. 
3.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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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3.2.1.9. (a) qPCR results in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CuCl2 and CuSO4 

(b) The heat map of gene expression variation in the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CuCl2 and CuSO4.

③ RNA-seq analysis

  CuCl2와 CuSO4에 노출된 넙치배아 시료를 분석한 결과, 대조군의 경우 전체 
49,434,418 reads 읽었고, 그 중 82.5%인 33,820,702의 clean reads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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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l2 노출군은 전체 46,595,822 reads 읽었고, 그 중 89.9%인 41,906,994의 
clean reads를 얻었다. CuSO4 노출군에서는 전체 50,779,202 reads를 읽었고, 그 
중 88.3%인 44,838,650의 clean reads를 얻었다. 0.45 ㎛ 필터로 여과한 수중제
거파생물은 42,349,114 reads를 읽었고, 그 중 82%인 34,723,583의 clean reads
를 얻었다 (Table 3.3.3.2.1.3).

Control CuCl2 CuSO4

Number of reads 50,061,772 46,878,248 51,191,180

Number of clean

reads
33,820,702
(82.5%)

41,906,994
(89.9%)

44,838,650
(88.3%)

Total length of

reads
7,559,327,572 7,078,615,448 7,729,868,180

Table 3.3.3.2.1.3. RNA-seq transcript assembly informations in flounder 

embryos exposed to CuCl2 and CuSO4.

④ CuCl2와 CuSO4 노출 넙치 시료 RNA seq 진행 및 데이터분석 결과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s) 분석결과 DEGs로 판별된 유전자는 다
음과 같다 (Table 3.3.3.2.1.4). DEGs로 판별된 유전자들은 P-value ≤ 0.05, 
|log2fc| ≥ ± 1.5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DEGs 분석
결과 CuCl2 노출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neuromast development, inflammatory 
response, egg coat formation, oxidative stress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
고, nucleokinesis, central nervous system development, eye development, 
muscle organ development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CuSO4 노출구에서
는 steroid biosynthetic process, inflammatory response, apoptotic process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muscle organ development, Eye development, 
nervous system development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3배 이상 감소하였다. CuCl2
와 CuSO4의 유전자 발현양상을 비교한 결과 CuSO4의 경우 Eye development, 
inflammatory response, 각종 metabolism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nervous system development, heart development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감소하
였다. CuCl2와 CuSO4의 유전자 발현양상을 KEGG pathway로 독성기작을 분석한 
결과 CuCl2는 넙치배아의 신경계, 눈, 뇌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CuSO4는 넙치 배
아의 눈 발달, 기관 발생, 신경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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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1.10).

NO Group 1 (G1) Group 2 (G2) Number of DEG
UP

(G2 only)

DOWN

(G1 only)

1 Nagative Control CuCl2 2-1 450
127

(14)

323

(41)

3 Nagative Control CuSO4 2-1 947
750

(30)

197

(45)

5 CuCl2 2-1 CuSO4 2-1 1,031
887

(20)

144

(27)

Table 3.3.3.2.1.4. DEGs analysis of Up and down-regulated genes in flounder 

embryos exposed to CuCl2 and CuSO4 

Fig. 3.3.3.2.1.10. Overview of RNA-seq analysis for embryonic flounder 

exposed to CuCl2 and CuSO4

(2) 곤쟁이, 단각류

(가) 곤쟁이 이사부호 로봇수중청소배출물 및 Biocide (CuSO4, CuCl2) 독성평가

  각 시험물질에 대한 음성 대조군으로 노출된 곤쟁이의 사망은 관찰할 수 없었으
며, 시험 결과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생태독성 파라미터를 산출하였다 (Table 
3.3.3.2.2.1). 곤쟁이류의 CuCl2, CuSO4에 대한 LC50값은 각각 0.041 ㎎/L, 0.051 
㎎/L로 나타났다 (Fig. 3.3.3.2.2.2). CuCl2, CuSO4에 대한 NOEC값은 각각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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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로 산출되었다. 정제 전 수중제거파생물(W)과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FW), 
0.45 ㎛ 필터로 여과한 수중제거파생물에(LW) 노출시킨 곤쟁이의 반수 치사농도
(LC50)는 정제 전 수중제거 파생물의 경우 0.93%,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 1.14%
로 독성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0.45 ㎛ 필터로 여과한 시료의 경우 2.36%로 생
존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아 독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3.2.2.2).

(나) 단각류 이사부호 수중청소로봇 수중제거파생물 및 Biocide (CuSO4, CuCl2) 독성평가

  각 시험물질에 대한 음성 대조군으로 노출된 단각류의 사망은 관찰할 수 없었으
며, 시험 결과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생태독성 파라미터를 산출하였다 (Table 
3.3.3.2.2.1). 단각류의 CuCl2, CuSO4에 대한 LC50값은 0.476 ㎎/L, 0.334 ㎎/L였
고, NOEC값은 0.025 ㎎/L, 0.125 ㎎/L로 나타났다. 단각류에 대한 정제 전 수중제
거파생물(W)과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FW), 0.45 ㎛ 필터로 여과한 수중제거파
생물에(LW) 노출시킨 곤쟁이의 반수 치사농도(LC50)는 정제 전 수중제거 파생물
의 경우 2.14%, 정제 후 수중제거파생물 20.0%로 독성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0.45 ㎛ 필터로 여과한 시료의 경우 44.1%로 생존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아 독
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3.2.2.3, Fig. 3.3.3.2.2.4).

sp. Materials LC50 NOEC LOEC
95% CL

Lower
limit

Upper
limit

Amphipoda CuSO4 0.476
(㎎/L)

0.25
(㎎/L)

0.500
(㎎/L)

0.405
(㎎/L)

0.557
(㎎/L)

Mysids CuSO4 0.051
(㎎/L)

0.025
(㎎/L)

0.050
(㎎/L)

0.042
(㎎/L)

0.062
(㎎/L)

Amphipoda CuCl2 0.334
(㎎/L)

0.125
(㎎/L)

0.250
(㎎/L)

0.271
(㎎/L)

0.409
(㎎/L)

Mysids CuCl2 0.041
(㎎/L)

0.025
(㎎/L)

0.050
(㎎/L)

0.034
(㎎/L)

0.045
(㎎/L)

Mysids

RW 0.93% 0.391% 0.781% 0.82% 1.07%

RF 1.14% 0.391% 0.781% 0.97% 1.33%

LF 2.36% 0.781% 1.563% 1.93% 2.88%

RC N.D. - - - -

Amphipoda

RW 2.14% 0.781% 1.563% 1.83% 2.50%

RF 20.0% 6.250% 12.50% 16.3% 24.3%

LF 44.1% 12.50% 25.00% 36.8 52.1

RC N.D. - - - -

Table 3.3.3.2.2.1. Acute toxic parameter of amphipoda (Monocorophium uenoi) 

and mysids (Neomysis awatschensis) exposed to R/V ISABU Robot cleaning waste 

water and Copper biocide.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301

0

20

40

60

80

100

0.1 1 10 100 1000
M

or
ta

lit
y 

(%
)

Test media (%)

W

0

20

40

60

80

100

0.1 1 10 100 1000

M
or

ta
lit

y 
(%

)

Test media (%)

FW

0

20

40

60

80

100

0.1 1 10 100 1000

M
or

ta
lit

y 
(%

)

Test media (%)

LF

0

20

40

60

80

100

0.001 0.01 0.1 1 10 100

M
or

ta
lit

y 
(%

)

Concentration (mg/L)

Copper(II)
sulfate

0

20

40

60

80

100

0.001 0.01 0.1 1 10 100

M
or

ta
lit

y 
(%

)

Concentration (mg/L)

Copper(II)
chloride

Fig. 3.3.3.2.2.1. Percentage of mortality in mysids (Neomysis 

awatschensis) exposed to R/V ISABU Robot cleaning waste 

water and Copper bio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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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2.2 Toxic sensitivity in mysids (Neomysis 

awatschensis) exposed to Robot cleaning wastewater from 

R/V IS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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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2.3. Percentage of mortality in amphipoda (Monocorophium 

uenoi) exposed to R/V ISABU Robot cleaning waste water and Copper 

bio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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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2.4. Toxic sensitivity in amphipod (Monocorophium 

uenoi) exposed to R/V ISABU Robot cleaning wastewater.

(3) 요각류

(가) AFS 활성물질

  AFS 활성물질 CuSO4와 CuCl2의 6개 농도구배에 대한 요각류 Paracalanus 
parvus s.l.의 난(eggs) 부화율에 미치는 독성 영향 결과를 Fig. 3.3.3.2.3.1에 나타
내었다. CuSO4에 노출된 P. parvus s.l.의 난은 0.001～0.1 ㎍/L 농도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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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의 부화율을 나타낸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00 ㎍/L 농도에서 최종적
으로 7%의 부화율을 보였다. CuCl2에서는 0.001～1 ㎍/L 농도에서 90% 이상의 
부화율을 나타낸 후 10 ㎍/L 이상의 농도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100 ㎍/L 농도에
서 최종적으로 20%의 부화율을 보였다. CuSO4와 CuCl2는 각각 0.1 ㎍/L와 1 ㎍/L 
이상의 농도에서 부화율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나, 요각류 P. parvus s.l.의 난 부화
율에 대한 독성 정도는 CuSO4보다 CuCl2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3.2.3.1. The effects of copepod hatching rate on AFS active 

substances (CuSO4 and CuCl2).

(나) 선박부착 파생물 시험적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선 R/V ISABU호와 R/V JANGMOK 1호의 선체 수중청
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물에 대한 요각류 Paracalanus parvus s.l.의 난 (eggs) 
부화율에 미치는 독성 영향 결과를 Fig 3.3.3.2.3.2에 나타내었다.

① R/V ISABU호 (수중청소 로봇에 의한 제거) 파생물 독성 실험 결과

  파생물 원수는 1-100배 희석수까지 10% 이하의 요각류 부화율로 강한 독성영
향을 보였다. 파생물 원수 필터수는 원수에 비해 비교적 높은 부화율을 나타냈으나 
원액 (1배) 필터수에서 0%의 부화율을 보였다. 로봇 자체 필터수는 전반적으로 
원액을 제외한 희석수에서 파생물 원수에 비해 높은 부화율을 나타냈고, 로봇 자체 
필터수를 실험실에서 여과한 0.45㎛ 필터수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R/V JANGMOK 1호 (잠수부에 의한 제거) 파생물 독성 실험 결과 

  전반적으로 파생물 원수에서 필터수보다 낮은 요각류 난 부화율을 보였다. 파생
물 원수 및 필터수 모두 원액 (1배)에서 0%의 부화율을 보여 용존성 독성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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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강하게 암시하였다.

Fig. 3.3.3.2.3.2. The effects of copepod hatching rate on 

in-water cleaning effluents of KIOST research vessels.

(4) 둥근성게

(가) 로봇수중청소배출물 영향평가

  Robot 수중제거 파생물 (W)은 10, 100% 용액에서 모두 수정률이 0%였으며, 
1% 용액에서도 수정률이 4.3%로 매우 낮았다. 0.1% 용액에서만 수정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대조구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obot 내 필터를 통
과한 시료 (FW)는 0.1%와 1% 용액에서는 수정률이 90%이상으로 나타났고, 
10%와 100% 용액에서는 수정률이 거의 0%였다. Whole 시료를 실험실 내에서 
필터한 시료 (LF)는 100% 용액에서는 수정률이 0%였으나, 10% 에서는 수정률이 
61.4%로 나타났고, 0.1%와 1% 용액에서는 수정률이 90%이상으로 높았다. 로봇
을 통과한 해수 (RC)의 수정률은 90%이상으로 대조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시료 별 EC50은 Robot 수중제거 파생물 (W) 0.33%, 실험실에서 필터 한 시
료 (LF) 12.9%, Robot내 필터를 통과한 시료 (RF) 3.2%로 Whole (R)의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FW > LF > RC의 순으로 독성이 나타났다 (Fig. 
3.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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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4.1. The fertilization rate on Robot In-Water Cleaning water of R/V 

ISABU.

(나) 소형선박 선체부착물 수중제거 운용 배출물

  Whole 시료(W)와 Whole 시료를 실험실에서 필터한 시료 (LF)에 대한 둥근성
게 수정률 실험을 수행하였다. 소형선박 선체부착물 수중제거 당시 채수한 주변해
수 (C)의 수정률은 99%였고, 희석에 사용한 여과해수 (Control)에 대한 수정률은 
87%였다. Whole 시료는 원액 (100%)에서는 수정률이 0%로 낮았으나, 10배 희
석액 (10%)와 100배 희석액 (1%)에서는 수정률이 각각 87.8%와 89.2%였고, 
1,000배 희석액 (0.1%)에서는 수정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Whole 시료를 
실험실 내에서 필터한 시료 (LF)에 대한 실험 결과, 원액 (100%)에서는 수정률이 
0%였고, 10배 희석액 (10%)에서는 수정률이 87%, 100배 희석액 (1%)과 1,000
배 희석액 (0.1%)에서는 수정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Fig. 3.3.3.2.4.2).

Fig. 3.3.3.2.4.2. The fertilization rate on In Water Cleaning water 

of R/V Jangmok 1.

(다) 국내 주상용 AFS 활성물질(CuSO4, CuCl2) 독성영향평가

  국내 주상용 biocide CuCl2와 CuSo4에 대한 둥근성게 수정률 실험을 수행한 결
과, 1 ㎍ L-1과 10 ㎍ L-1에서는 수정률이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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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이상의 농도에서는 수정률이 0%였다 (Fig. 3.3.3.2.4.3). CuSO4는 0.1～10 ㎍ 
L-1의 농도에서는 수정률이 9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100 ㎍ L-1와 1,000 ㎍ L-1

에서는 수정률이 각각 48%와 14%로 나타났고, 10,000 ㎍ L-1에서는 수정률이 
0%였다. 이처럼 독성은 CuSo4에 비해 CuCl2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3.2.4.3. The fertilization rate on biocide, CuSO4 and CuCl2.  

다. 부착생물 판별 및 탈리 후 재성장 평가

(1) 부착 미세조류

(가) 선저 부착미세조류의 판별

  ① 이사부호: 이사부호의 선체부착미세조류는 규조류가 97.3% 그리고 와편모조
류가 2.7%의 구성비율을 보였다. 최우점종은 규조류 Amphora biggiba이고 55.0%
를 차지하였고, 이 외 Pseudonitzschia delicatissima가 8.6%, Thalassiosira allenii
가 8.1%,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가 5.9%, Chaetoceros debilis가 
5.0%의 구성비율을 보였다. 돌 부착미세조류는 규조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Chaetoceros curvisetus가 41.0% 그리고 Nitzschia sp. 8이 41.0%를 차지하였다. 
주변 해수 내 식물플랑크톤은 규조류가 96.8%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가 52.8%, Chaetoceros curvisetus가 16.5% 그리고 
Rhizosolenia setigera가 16.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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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BU, epilitic diatoms, and coastal phytoplankton.

② 장목 1호: 장목 1호의 선체 부착미세조류는 규조류가 99.9%로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었고, 최우점종인 Halamphora cf. coffeaeformis는 85.1%를 차지하였다.

Berkeleya rutilans (12.1%), Entomoneis sp. (2.5%), 나머지 출현 종은 1% 미만

이었다. PE 부착미세조류 또한 규조류가 99.9%를 구성하였고 Cylindrotheca

closterium가 최우점종으로 54.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Navicula sp. 4가 24.7%,

Navicula sp. 3이 9.4%, Achnanthes kuwaitensis가 5.3%, Berkeleya rutilans가

1.7%, Amphora sp. 1이 1.53% 그리고 나머지 출현미세조류는 1% 미만이었다. 해

수 내 식물플랑크톤은 규조류가 27.8%, 와편모조류가 60.9%, 규질편모조류가

11.1% 그리고 녹조류가 0.2%이었다. 최우점종은 53.7%를 차지한 와편모조류

Tripos furca이었고, 규조류 Chaetoceros curvisetus (9.3%), 규질편모조류

Dictyocha specula (8.92%) 그리고 나머지 식물플랑크톤은 3%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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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MOK 1, epilitic diatoms, and coastal 

phytoplankton.

(나) 선저 부착미세조류의 수중 제거 후 생사판별 파악

① 이사부호: 수중제거 후 탈리된 부착미세조류의 재성장 실험 결과, 실험 3일

차까지 감소하다가 실험 6일차까지 증가 후 감소하였고, Amphora biggiba는 2일

차에 잠시 감소 후 다시 6일차까지 증가, 이후 감소하였다. Chaetoceros

curvisetus는 4일 차까지 증가한 뒤, 일시적 감소 후 약 13.6%의 비율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는 실험 2일 차에 증가하였다

가 감소하여 유지한 뒤 실험 종료시에 급증가(27.8%) 경향을 나타냈다.

Thalassiosira allenii는 2일 차에 일시적인 증가 후 감소하였고, Pseudonitzschia

delicatissima는 실험 종료시까지 감소하였다. 암석 부착 미세조류는 실험 1일 차

까지 감소하였다가 6일 차까지 증가 후 다시 감소하였으며, 선저 부착미세조류 및

해수 내 식물플랑크톤과 비교하여 증감 폭이 가장 작았다. Cylindrotheca

closterium은 6일 차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실험 종료 시 증가하여 최대

89.2%의 비율을 나타냈다. Trachyneis sp., Sk. dohrnii-marinoi complex,

Nitzschia sp. 8, Chaetoceros curvisetus, Pseudonitzschia delicatissima는 실험

종료시까지 감소하였다. 인접 해수 내 식물플랑크톤은 실험 4일차까지 감소하다가

실험 종료시까지 증가하였고, C. closterium과 Trachyneis sp.은 실험 종료시까지

감소하여 0.1%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Halamphora cf. coffeaeformis은 6일차까지

증가하여 91.1%까지 점유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미동정 편모조류는 8일차부터

관찰되어 실험 종료시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최대 79.9%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는 실험 종료시까지 감소하였고,

Chaetoceros curvisetus와 Rhizosolenia setigera는 각각 4일차 (48.8%)와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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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였다(Fig. 3.3.3.3.1.3, 3.3.3.3.1.4).

Fig. 3.3.3.3.1.3 Changes in composition of common fouling microalgae 

collected from seawater, surface of R/V ISABU, epilitic diatoms, and 

coastal phytoplankton. 

② 장목 1호: F2 medium과 해수에서 배양한 선저 부착미세조류의 성장패턴은

유사하였다. 실험시작 1일 차에 FSU값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증가, 3-4일차

부터 감소 그리고 11일차부터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다. 미세조류의 성장제한 요인

인 영양염을 주기적으로 F medium에 첨가하며 FSU를 살펴보았으나, 해수와 F

배지에서 FSU 양상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영양염류는 FSU 감소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해수에서 배양한 선저부착미세조류 중 Halamphora cf.

coffeaeformis의 구성비율은 감소하다가 7일차부터 다시 증가 그리고 실험종료시

인 15일차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Entomoneis sp.는 H .

coffeaeformis와 반대의 성장경향을 보였다. Berkeleya rutilans 역시 H .

coffeaeformis와 대조적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7일차부터 다시 감소 그리고 11일차

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Achnanthes kuwaitensis는 3일차에 15.4%의 구성비율을 보

이며 비교적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으나, 이후 5일차부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F2 medium 내 Halamphora cf. coffeaeformis 역시 감소하다가 실험 11일차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Entomoneis sp.와 Berkeleya rutilans는 H . coffeaeformis와 대

조적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11-13일차부터 감소하였고, Melosira moniliformis와

Tripos furca는 일시적으로 출현하는데 각각 1일과 11일에 8.53%과 15.54%의 구

성비율을 나타냈다 (Fig. 3.3.3.3.1.4, 3.3.3.3.1.5, 3.3.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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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1.4 Changes in composition of common fouling 

microalgae collected from seawater, surface of R/V JANGMOK 

1, epilitic diatoms, and coastal phytoplankton. 

Fig. 3.3.3.3.1.5. Changes in composition of common fouling microalgae 

collected from surface of R/V JANGMOK 1 changed by nutrient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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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1.6.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photographs of common 

fouling microalgae from surface of R/V JANGMOK 1.

PE재질 부착미세조류 역시 F2 medium과 해수에서 유사한 성장 경향을 보였

으며, 이는 미세조류의 성장이 영양염 첨가와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

시작 후 1일차부터 3일차까지 감소하다가 9일차까지 증가, 이후 감소 및 유지하였

다. 해수 내 Cylindrotheca closterium과 Navicula sp. 4는 실험시작 후 전반적으

로 감소하였고, Amphora sp. 1와 Halamphora cf. coffeaeformis는 5-7일차에 급증

하여 비교적 유사한 값을 유지하였다. F2 medium 내 C. closterium은 감소경향을

보인 반면, Achnanthes kuwaitensis는 증가경향을 나타냈다. Navicula sp. 4와

Amphora sp. 1은 점차 증가하다가 7일차부터 감소하였다(Fig. 3.3.3.3.1.4).

해수 내 식물플랑크톤은 해수의 경우, 실험시작 후 3일차까지 감소하다가 9일차

까지 증가 이후 비교적 일정한 성장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PE재질 부착미세조류와

유사함. 영양염류를 첨가한 F2 medium의 경우 해수의 경우와 달리, 2일차까지 감

소하다가 4일차까지 증가, 7일차까지 감소 이후 실험 종료시까지 증가경향을 나타

냈다. 해수 내 Tripos furca는 감소한 반면, Thalassiosira cf. curvisetus,

Achnanthes kuwaitensis는 3일차부터 증가하여 비교적 유사한 구성비율을 차지하

였다. Navicula sp. 4는 5일차부터 출현하여 실험 종료시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는 점차 증가하여 7일차에 최대(25.8%)를

나타낸 후 감소하였다. F2 medium 내 C. closterium은 7일차에 급증하여 11일차

에 76.0%를 나타냈고, 영양염류 추가 후 더욱 증가하였다. Tripos furca는 실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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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시까지 감소하였고, 3일 차에 급감하였다. Chaetoceros curvisetus와

Skeletonema dohrnii-marinoi complex는 점차 증가하다가 3-5일차부터 감소하였

고, Thalassiosira cf. curvisetus는 점차 증가하여 15일 차에 33.3%의 점유율을 나

타냈다(Fig. 3.3.3.3.1.4).

(다) 장목 1호 선체표면의 EDS 분석 결과

장목 1호 선체표면의 EDS 분석 결과 C, O 그리고 미세규조류를 구성하는 Si를

제외하고 Fe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평균 4.5%). Fe 외의 중금속은 Cu와

Zn이 검출되었다 (Fig. 3.3.3.3.1.5).

Fig. 3.3.3.3.1.5. Element analysis by EDS system of antifouling paints 

from R/V JANGMOK 1.

(2) 부착 원생생물

Hull fouling 파생물 시료에서 총 5종 섬모충(Aspidisca steini, Euplotes

minuta, Litonotus paracygnus, Phialina salinarum, Vorticella sp.) 생존 및 재성

장이 확인되었다 (Fig. 3.3.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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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disca steini Euplotes minuta

Litonotus paracygnus Phialina salinarum

Vorticella sp.

Fig. 3.3.3.3.2.1. Photomicrographs of live and silver impregnated specimens 

from hull fouling.

틈새구역에서 획득한 파생물시료에서 총 3종 섬모충(Pseudoamphisiella

alveolata, Euplotes cristatus, Diophrys hystrix)의 생존과 재성장이 확인되었다

(Fig. 3.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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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amphisiella alveolata Euplotes cristatus

Diophrys hystrix

Fig. 3.3.3.3.2.2. Photomicrographs of live and silver impregnated 

specimens from niche area.

파생물 내 출현 7종 (A. steini, D . hystrix, E. cristatus, E. minuta, L.

paracygnus, P . salinarum, P . alveolata)의 18S ribosomal RNA Neighbor joining

분자계통수(1855 bp)의 유전자 분석결과는 대부분 형태분석 결과와 잘 부합하였

다. 그러나 A. steini와 D . hystrix는 유전변이율 2% 이상을 보여, 추후 보다 면밀

한 형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Fig. 3.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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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2.3. Small subunit rRNA phylogenetic tree (Neighbor 

joining method).

생존 위해성을 나타낸 선박 파생물 기인 섬모충 8종 중에서 Diophrys hystrix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종이다. 장목 1호 파생물

기인 섬모충 중 Vorticella sp.를 제외한 7종은 재성장 실험에서 30일 이상 생존함

이 모니터링됨. 이는 선체로부터 파생물이 탈리 후 자연해수에 노출 시, 파생물

내 잔존섬모충이 고유 연안생태계에 도입 및 적응하여, 미소먹이망을 교란시킬 가

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3) 부착 대형저서생물

(가) 부착율 정량화

선체 옆면(수중시나리오 2)의 LOF(Level of fouling)는 수심 1m이하에서 수중

청소 전 5에서 청소 후 2로 분석되었고, 수심 1～2m의 선체옆면의 LOF는 수중청

소 전 2에서 제거 후 0으로 분석되었다(Fig. 3.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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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3.1. Level of fouling before and after in-water cleaning 

at R/V ISABU.

장목 1호의 선체 옆면 부착율(수중시나리오 1)의 LOF(Level of fouling)는 수중

청소 전 1에서 청소 후 0으로 분석되었다(Fig. 3.3.3.3.3.2).

Fig. 3.3.3.3.3.2. Level of fouling on the surface of hull of R/V Jangmok 1.

장목 1호의 틈새구역의 부착율(수중시나리오 3)의 LOF(Level of fouling)는 수

중 청소 전 4로 분석되었다(Fig. 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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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3.3. Level of fouling organisms on the hull surface of R/V 

Jangmok 1.

(나) 수중시나리오 별 탈리된 선체부착 대형무척추동물의 종판별 및 위해성 탐색

수중시나리오 별 탈리된 선체부착 대형무척추동물 종 분석결과, 이사부호와 장

목 1호 선체 측면에 서식하는 대형 무척추동물 대부분이 선체에 부착된 해조류에

서식하는 표재저서동물이 출현하였다. 이사부호 수중청소 실험(시나리오 2)에서

채집된 부착대형무척추동물은 전체 출현 개체수의 50% 미만이 부착 무척추동물이

출현하였으며, 출현 종은 절지동물 단각류 Caprella California (22%), 다모류

Serpula vossae (24%), Cladocera (14%) 순으로 출현하였고, 살아있는 개체는 없

었다(Fig. 3.3.3.3.3.4).

Fig. 3.3.3.3.3.4. Level of fouling organisms on the surface of R/V ISABU’s hull 

before and after in-water cleaning. 

장목 1호의 수중제거 시나리오1(브러시)에서 채집된 부착생물은 선체의 biofilm

에 서식하는 표서저서동물(Harpacticoida, Amphipoda, Tanaidacea 등)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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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체 전반적으로 생물막이 관찰되었다. 틈새구역 (시나리오 3)에서 채집된 선

체부착 무척추동물은 삼각따개비(Balanus trigonus), 흰따개비(Balanus

improvisus), 주걱따개비(Amphibalanus amphitrite), 지중해담치(Mytilus

galloprovincialis), 둥근석회관갯지렁이(Neodexiospira alveolata), 우산석회관갯지

렁이류 (Hydroides sp.) 등이었고, 이 중 주걱따개비와 지중해담치는 외래종으로

나타났다(Fig. 3.3.3.3.3.5).

Fig. 3.3.3.3.3.5 선체부착생물의 부착률과 제거율 및 선체 부착 대형저서동물(장목 

1호).

(다)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후 생존위해성 평가

장목 1호의 틈색구역(시나리오 3)에서 채집된 4종의 부착대형저서동물(삼각따개

비, 흰따개비, 주걱따개비, 지중해담치)중 생존한 개체를 이용하여 생존위해성 실

험을 하였다. 수중직접 제거에 따른 생사판별 실험 결과, 따개비류 3종은 실험 1

일 경과 후 50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2일 경과 후 10% 이하만이 생존한 반면,

손상되지 않은 개체는 최대 14일까지 생존하였다. 지중해담치는 4일 차까지 육안

으로 필터작용이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5일차 현미경 하에서 사망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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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us trigu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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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hibalanus amphit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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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us improvisus

Fig. 3.3.3.3.3.6. Survivor rate of macroinvertebrate attached on the surface of ship’s 

hull (R/V Jangmok 1)

라. 수중제거 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

(1)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절차

(가) 선체부착생물 생물학적 위해성 평가

①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관리 절차 프레임

수중제거 관리 절차 프레임은 신청서 접수, 문서 검토 및 부착생물량 확인, 수

중 제거 허용 가능 판단 및 수행, 보고서 제출의 4단계로 구성하였으며, 이와 관

련해서 7개의 세부관리 문서양식 개발을 필요로 한다(Fig. 3.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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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1.1. Schematic diagram of in-water cleaning 

procedures in Korean ports.

②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세부관리 양식 개발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세부관리를 위해 작성이 필요한 첫 번째 문서는 수중제

거 신청서다(Fig. 3.3.3.4.1.2). 수중제거 신청서에는 선박 내 biofouling

management plan 및 biofouling record book 관리유무, 체류 시간, 목적지 항구,

선박방오도료 상태 확인, 선박부착생물 관리기록 확인, 수중제거 희망일 및 장소,

수중제거 선호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토록 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서는 BioFouling Management Plan(BFMP; Fig.

3.3.3.4.1.3)과 BioFouling Record Book(BFRB; Fig. 3.3.3.4.1.4)으로,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양식을 토대로 국내 항만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 두 문서는 수중제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선박 검사관 요청 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적절하게 관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입항 금지와 같은 페널티

를 받을 수도 있다. BFMP에는 선박 관련 상세 정보와 선박에 적용된 antifouling

system, 그리고 현재 파울링 상태 및 관리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BFRB에는 선박부착생물 관련 모니터링 및 제거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필수적

으로 기록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321

Fig. 3.3.3.4.1.2. In-water Cleaning Application Document. 

Fig. 3.3.3.4.1.3. Biofouling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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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1.4. Biofouling Record Book.

선체부착생물 모니터링(감시) 문서(Fig. 3.3.3.4.1.5)에서는 대상 선박에 부착된

생물의 양 및 외래종/위해종에 관한 내용과 사전 조사를 통해 수중제거가 필요한

선체 장소를 확인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선체부착생물 수중제거 양식(Fig.

3.3.3.4.1.6)에는 수중제거에 사용된 장비와 수중 제거가 진행된 장소에 대한 시각

적 자료 제공에 대한 내용과 수중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집물에 대한 분석 여

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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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1.5. Biofouling Inspection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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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1.6. In-water Cleaning Documents.

③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 허용 판단기준(Decision tool) 개발

수중제거 허용 판단 기준 양식(Fig. 3.3.3.4.1.7)은 선박부착생물 관리 관련 선도

국인 호주의 양식을 참고해서 개발했다. 내용을 보면, anti-fouling coating(AFC)

에 대한 정보가 BFMP와 BFRB등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중제거보다

는 상가수리시설에서 제거를 추천하며, microfouling의 경우 대부분 수중제거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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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macrofouling의 경우에는 지역, 국내, 국제 선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시 수중 제거가 가능하다. 다만 원격 장비를 이용한 모니터링

(감시)에서 외래생물종이 확인이 되면 해당 선박은 비상관리 대상으로 간주된다.

Fig. 3.3.3.4.1.7. Decision Support Tool for In-water Cleaning.

비상관리 대상선박은 수중제거 비상상황 판단기준 양식(Fig. 3.3.3.4.1.8)을 토대

로 수중제거 가능 유무 및 사후 조치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비상상황 1단계는 파

울링 내 유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이 존재할 경우이며, 2단계는 macrofouling level

3 이하이며, 알려진 유해 생물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3단계는 macrofouling level

4(최대치)이며, 유해생물 및 의심종이 존재하는 상황이거나 선박의 구조가 복잡해

서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중 제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낸다.

Level 1과 level 2인 경우 정부가 승인한 수중제거장비 및 인력을 이용할 경우 수

중제거가 가능한 반면, level 3인 경우 보통 24시간 이내에 특정 시설에서 fouling

을 제거하거나 이를 거부할 시 강제 출항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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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1.8. Decision Support Tool for Emergency Management of ship’s 

biofouling in in-water cleaning. 

  최종적으로 수중청소를 수행한 선박은 우리나라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준해 진

행되었는지 정부가 제공하는 보고서 형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나) 선체부착생물 화학적 위해성 평가 

① 우리나라 주요 국제항만의 AFS 활성물질 항만수용력 평가

AFS 활성물질 항만 수용력 평가를 위해 MAMPEC 모델에 사용된 주요 인자는

아래와 같다.

- 항만 환경요인 인자: 항만 수역 내 해수 교환율을 계산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

원의 수리적 자료, 기상청의 기상 자료, KIOST 항만모니터링 연구사업의 기존 수

질자료, 웹 지도 서비스의 항만규모 자료 등을 주로 실측 자료를 활용하였고

(Table 3.3.3.4.1.1), 실측치를 구할 수 없는 자료는 MAMPEC 프로그램에서 기본

제공하는 설정값을 이용하였다.

- AFS 활성물질 선정: MAMPEC에서는 11가지 방오도료에 사용되는 물질들의

특성이 설정값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

는 구리(Cu)에서 대해서 항만수용력을 평가하였다.

- 선박 활성물질 용출 인자: 항만에 입출항 하는 선박 정보(정박과 이동)와 수리

선박(10일 이상 항에 정박한 선박) 정보를 해양수산부 PORT-MIS의 자료를 활용

하였다. PORT-MIS 10년 누적 자료를 활용해 선박길이 등급, 정박 선박수, 이동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

327

선박수 및 수리선박수(정박 일자가 5일 이상 30일 미만인 선박) 등을 분석한 자료

를 적용하였다.

    실제 자료 활용 MAMPEC default 값 활용 비고

항
만 
환
경 
요
인

수리적 
요인

조석 주기. 조석차이, 유속 조석밀도 차 국립해양조사원

수질특성
부유물질, 입자성유기물질, 
용존성유기물질, 엽록소, 

염분, 수온, pH
KIOST 연구자료

항만의 
위치

항만의 위경도 웹지도

저질 조건
저질의 혼합층, 저질 내 
유기탄소 분해, 침전율, 
저질 내 유기탄소 양   

기상 조건
평균 바람속도, 수직바람의 

비율, 구름 양
기상청

하천 유입 유량, 최대 밀도의 차

항만의 
범의

항만 형태적 특성: 상업항만, 항구, 선박라인, 외해 4가지 
유형

실제 항만과 
유사한 모델 선택

AFS 활성물질 
선정

11가지 방오 도료 물질 중 총 구리만 적용 
수중제거 
자료활용

선박 활성물질 
용출 특성

정박 선박수, 이동 선박수, 수리 선박수 적용
해양수산부 
PORT-MIS

Table 3.3.3.4.1.1. Key factors and application values used in the MAMPEC model to 

assess the port capacity of AFS active substances. 

(2) 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 위해성 평가수행

(가) 우리나라 주요 국제항만의 AFS 활성물질 항만수용력 평가 결과

국내 주요 5개 국제항만에 대해 환경인자, 구리 농도, 용출 특성 자료를 활용하

여 활성물질의 항만수용력을 MAMPEC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평가하였다. 해양수

산부 PORT-M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 감천항, 동해항 순

으로 이동 및 정박한 선박 수가 많았다(Fig. 3.3.3.4.1.9). 활성물질 용출 농도는 정

박 및 이동 선박 수가 가장 많았던 부산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광

양항, 울산항, 감천항, 동해항 순으로 농도 값이 계산되었다(Fig. 3.3.3.4.1.10A). 최

종적으로 항만의 환경요인까지 포함되어 계산된 총 구리의 PEC(예측 환경 농도)

값은 부산항, 울산항, 동해항, 감천항, 광양항 순으로 높았으며, 부산항인경우

PEC/PNEC 값이 1보다 큰 값을 나타내 활성물질의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이는 AFS 활성물질(구리)에 대한 부산항의 항만수용력이 다른 지역보다 낮

음을 의미한다(Fig. 3.3.3.4.1.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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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은 광양항보다 선박 이동 및 정박 선박 수가 많지만, PEC 농도 값은 광

양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울산항이 광양항보다 항만 면적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실제 PEC 농도는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PEC/PNEC 값이 다른

항만에 비해 광양항이 가장 낮아 항만수용력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비교적 해수

순환이 원활한 광양항의 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감천항은 선박

수가 다른 항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크기가 작고 반폐쇄적인 지형적

특징으로 희석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PEC 값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항만의

정박 및 이동 선박 수뿐만 아니라 항만의 해수 체류시간도 AFS 항만수용력 평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3.3.4.1.9. The number of moving and anchoring ships in major 

international ports confirmed by the PORT-MIS data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g. 3.3.3.4.1.10. Results of assessment of the capacity of active substances (Cu) for 

major international ports: A) Copper concentration values by service, maintenance, 

and removal calculated by MAMPEC, B) PEC/PNEC value calculated by dividing PEC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calculated in MAMPEC by PNEC (predicted 

non-environmental concentration) suggested by the GISIS of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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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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제거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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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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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 수중제거기술 산업시장에 다가올 신규 패러다임 사전인식에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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