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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5천톤급 해양과학조사선을 활용한 연구과제 발굴 기획연구  

II. 기획연구의 목적과 내용

  □ 5천톤급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을 활용한 중장기 연구과제 발굴:

- 국가 R&D에 반영할 대양연구과제와 중장기 프로그램 도출 

- 국제연구동향에 부응한 국제공동탐사 참여방안 검토

  □ 이사부호의 공동활용을 통한 대양진출과 해양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처녀항해(2016 Isabu Ocean Korea) 기획:

- 현재 수행 중인 관련 연구사업과 연계방안 수립

- 대양항해 탐사기술력 검증과 대양연구 능력 제고를 위한

      처녀항해 탐사 시나리오 구성

III. 기획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이사부호 건조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KDI, 2008; KDI, 2009)를 거쳐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운영시스템 기획연구’(서울대산학협력단, 2011)와 ‘대형 해양과

학연구선 건조 로드맵 및 활용계획 연구’(KORDI, 2011)를 통하여 조사선 건조와 

운영에 관한 기획에 의하여 검증과정을 거쳐 현재 이사부호가 건조 중이며 2016년 

6월에 취항하기로 예정되어있는 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대양연구계획 수

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형조사선 이사부호를 활용한 대양연구 과제 발

굴’ 기획이 수행되었다. 

   해양과학 후속세대의 양성과 연구분야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선의 개

방형 운영체제를 통한 광범위한 공동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내 해양학계의 지속

적인 요구에 따라 2015년 1월에 공동활용 계획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

를 위한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구성을 포함하여 예산확보와 과제공모절차 등 아

직 해결되어야 할 세부현안들이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있다. 더구나, 해양학계의 이

런 요청사항들은 KIOST의 경영전략과도 조율되어야 하는 등 이 기획에서 연구책임

자의 재량으로 제시할 수 없는 산학연 협력연구와 대형조사선 운영에 관한 세부현

안들은 구체적인 기술이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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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부호는 본격적인 대양연구를 위한 최초의 대형 연구조사선으로서 거의 모든 

첨단 관측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동식 실험실이 요구되는 유무인 잠수

정이나 수중 글라이더, 수중 계류장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사부호에 탑제된 

연구장비의 구체적 내용은 앞에서 언급된 건조 로드맵 보고서(KORDI, 2011)에도 자

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부록으로 포함시켰다.   

   대양연구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해양과학으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국제공동 협력연구를 통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중

장기 대양연구계획 중 국제공동관측에 관한 구체적 협력 또한 KIOST의 중기경영전

략에 근거하여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야만 실현가능한 것이므로 여기서

는 이사부호의 처녀항해를 위하여 ‘2016 이사부 대양탐사계획(Isabu Ocean 

Korea)’의 단년도 파일럿 프로젝트에 가능한 국제공동관측내용을 포함시킬 것이

다. 여기에 제시된 중장기 연구과제 사전제안서(pre-proposals)에는 구체적인 국제

공동관측 내용은 생략되었으나, 현재 계획 중이거나 운영 중인 국제 프로그램들은 

부록으로 기술하였다.  

   이사부호를 이용한 관측대상 해역은 오대양을 포함한 지구상 어디든지 가능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대양을 연결해주는 인도네시아통과류(ITF; Indonesian Throughflow) 해역이 주요 

대상해역이 될 것이며, 그 외에도 전지구 대양순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남극순환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TF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는 서태평양

과 동인도양은 동중국해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해의 해양기후와 생지화학적 환경, 

해양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 대양으로서 기존의 국제 프로그램

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국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해양과학기술을 선도해야할 집중

관심 대상해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사부호를 활용한 중장기 대양연구과제 발굴 기획의 기본 틀을 ‘대양

환경 연구를 위한 태평양-인도양 관측망 구축 (PIONEER; Pacific and Indian Ocean 

Observation Network Establishment for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프로그

램’으로 정하고, 연구과제 사전제안서들을 내용이 서로 연관되거나, 해역이 비슷

한 과제들 끼리 엮어서 수정된 제안서로 재구성하였다. 

   대형조사선 이사부호의 중장기 활용관측계획인 ‘PIONEER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2015년 12월 이사부호의 인수 후 

2016년 상반기에 심해 성능테스트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처녀항해 시 관측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내외 홍보 전략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예산지

원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것이 ‘2016 Isabu Ocean Korea’이며, 기

본적으로 태평양-인도양 중장기 종합대양탐사계획인 ‘PIONEER 프로그램’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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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른 이사부호의 처녀항해는 국내외 언론의 관심

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도약의 발판을 마

련할 이사부호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국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가의 시작은 처녀항해 시나리오를 

잘 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V. 국제사회의 기대와 전망

   우리나라의 5천톤급 대형조사선의 건조와 활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대단

히 크며, 그 중에서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협력연구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상

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것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미국과 일본 주도로 유지되

어 온 대양관측망 운영여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열대 태평양에

서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일본에 의해 구축된 계류 관측망(TAO-TRITON)

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지난 2012년 이후 현저하게 떨어진 자료수신율

을 복구하기 위하여 ‘열대 태평양관측시스템(TPOS)’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관측

망을 복구, 재편하여 2020년 이후부터는 보다 향상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려

는 계획(TPOS 2020 Project)이 착수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인도양에서도 태평양에

서와 유사한 계류 관측망(RAMA)을 구축 중인데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 또한 적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우리의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서태평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일본의 독무대로 대양관측이 수행되어 왔

으며, 앞으로는 한․중․일 삼국이 경쟁적으로 관측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경쟁과 협력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국가해양국(SOA)의 막

대한 지원 아래 3개의 지역해양연구소와 중국과학원의 해양관측 활동이 크게 증가

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에 대한 지원 규모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위축된 듯 

한 형국이다. 

   인도양은 최근 국제협력연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잇는 해역으로서 해양선진국을 

포함하여 인도양 주변 국가들의 자발적인 국제협력 프로그램(IIOE-2)이 계획, 추진

되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나라의 참여도 인도양 주변 국가들이 희망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인도양의 계류 관측망(RAMA)은 NOAA 주도로 현재 약 3/4 정도 구축되었으며, 

일본(JAMSTEC)과 중국(SOA)에서도 1~3개의 계류부이를 띄워 자료송수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NOAA에서는 지난 10년간 동아프리카 10개국 연합이 운영해온 남서

인도양 계류부이 7개 정점을 우리의 대형조사선 활용계획에 포함시켜 운영해주기를 

희망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해는 서태평양과 동인도양 사이에서 엘니뇨(ENSO)와 인도양쌍극모드

(IOD)의 상호작용으로 지구기후변동, 특히 동아시아 해양기후에 크게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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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역으로서 수많은 섬들과 수심변화기 극심한 해협과 채널들로 해양대륙을 형성

하고 있어서 대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의 국제공동관측이 요구되는 실정이

다.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등 주변국가들 이외에도 중국, 일본, 미국 등이 참여하

여 ‘해양대륙의 해(Year of Maritime Continent)'를 국제프로그램(2017~2018)으로 

구성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북극해와 남빙양, 대서양이 우리의 대양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역은 아니다. 

특히, 남극순환류(Antarctic Circumpolar Current)는 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해수공급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사부호의 중장기 대양연구

계획인 ‘PIONEER 프로그램’에 서태평양이나 동인도양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인 관

심대상 연구해역이 될 것이다. 현재 주로 물류수송로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북극

해가 온난화의 영향으로 다른 대양과 훨씬 더 많은 해수교환이 이루어진다면, 북극

해 또한 남빙양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해에 영향을 미치는 바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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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M M A R Y

I. Title

     Implementation Planning for the PIONEER Program

II. Purpose and Contents

  □ Collecting pre-proposals for global ocean research:

- Collecting pre-proposals and establishing mid- to long-term program

  for national R&D with R/V Isabu 

- Suggesting the joining strategies for recent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s

  □ Establishing the maiden voyage of R/V Isabu 

     (2016 Isabu Ocean Korea Expedition):

  - Connecting the 2016_IOK with on-going research projects

  - Establishing the 2016_IOK scenario for testing the maiden 

      voyage of R/V Isabu and global ocean research capability

III. Rationale

   R/V Isabu is going to be delivered to KIOST in December 2015 and to be 

launched in June 2016 after being tested for her operational capability in 

the deep sea. 

   Despit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making a global-scale research 

vessel’ in 2009 (KDI, 2009),  ‘Proposal for a new operational system of the 

global-scale research vessel’ (SNU, 2011) and ‘Building up a global-scale 

research vessel and Application planning study’ (KORDI, 2011) in 2011,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atic and synthetic long-term research plan using a 

new R/V Isabu. 

   Public auditing workshop was held in January 2015, in accordance with the 

persisting need of sharing ship times of KIOST's research vessels including 

R/V Isabu by the Korea Society of Oceanography(KSO), which was both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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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rishing the next generation of ocean sciences and for solving the 

imbalance among ocean research fields. However, it is still unresolved to 

secure the budget and to make a public-offering process for using the 

research vessels as well as to establish a steering committee and a 

working-level council. Moreover, such a request by the KSO should be 

negotiated with the management strategy of KIOST and hence it is excluded in 

this report what the principal investigator cannot suggest such as planning 

for the operational system of KIOST's research vessels or joint surveys for 

the collaborative ocean researches among KIOST, universities, and ocean 

industries.

   R/V Isabu will load with most of the leading-edge observational equipments 

as the first global-scale research vessel, but she won't load with 

submersibles which requires movable laboratories nor with underwater 

gliders/wave gliders and mooring equipments. Only the simple specifications 

of the loaded equipments is listed for the reference in the Appendices.

   Although it is more efficient for Korea to have international co-works in 

order to improve our ocean research capability up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the ‘2016 Isabu Ocean Korea’ as a maiden voyage only is 

suggested becaus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hould be proceeded based upon 

mutual confidence, and the international co-works must be resolved with the 

KIOST's mid-term management strategies. The mid- to long-term pre-proposals 

which are collected on this report may exclude detail plan of internationl 

collaboration, but international programs, which could be on planning or 

on-going stages, is described in the Appendices.

   The target research area with R/V Isabu could be any ocean in the world. 

However, the primary target could be geographically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and the Indonesian Throughflow(ITF) region which connects both oceans, 

and the 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region which supply ocean water to both 

oceans as a backbone. In particular, the Western Pacific(WP) and Eastern 

Indian(EI) Oceans, connected with each other by ITF, are the direct target 

area that may affect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upon ocean climate, 

biogeochemical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around Korea. Therefore, we 

should either join on-going international programs or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program in the WP and EI Ocean. 

  The basic frame for making an implementation planning of ocea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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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s using R/V Isabu is named PIONEER as an acronym of the ‘Pacific and 

Indian Ocean Network Establishment for global Environment Research’.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long-term budget for the PIONEER Program to be 

implemented as is planned. 

   For this reason, it should be maximized the strateg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with the preliminary research results during 

the 2016 IOK, composed of 2 on-going projects and other several pilot 

projects, which surveys the tropical and subtropical Pacific and Indian Ocean 

including Indonesian Seas(and/or South China Sea). The interdisciplinary 

global ocean expedition scenario 2016 IOK is a golden opportunity for R/V 

Isabu to induce the world's interest during her maiden voyage. It could be 

the moment for her to have a persistent interest and national love from 

ordinary Korean people and to establish a basis to develop ocean sciences and 

technology up to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IV. The scope and the international expectations

   The international expectations for launching R/V Isabu and her future 

activities in the world oceans, especially NOAA has a great interest for 

bilateral collaborative research, which may partly result from the 

surroundings of reduced budget for operating TAO array in the tropical 

Pacific due to the collapse of world economy.  

   TAO-TRITON array which has been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NOAA and 

JAMSTEC ever since 1980s. However, the data receiving rate from the array has 

been abruptly decreased by less than 40% since 2012, and the Tropical Pacific 

Observation System(TPOS)- Steering Committee(SC) has been formed to 

reestablish the array system to recover the rate of data retrieval until 

2020. They are also trying to build up RAMA array in the Indian Ocean, and it 

is expected that Korea would join the data buoy array in both oceans. So, we 

need to respond positively and systematically for the international 

expectation.

   Northwestern Pacific has been surveyed almost by Japan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and the ocean observation system there would be competitive 

and collaborative reformed by Korea, China, and Japan. Especially, the State 

Ocean Administration(SOA) of China has greatly increased her support for 

ocean observation through three regional ocean institutes and the academic 

side while Korean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ocean sciences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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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cific has been stagnant or even reduced for the last decade.

   Recently, there has been international concern in Indian Ocean, and it has 

been realized as the form of International Indian Ocean Expedition - Phase II 

(IIOE-2); the countries around Indian Ocean want Korea to join IIOE-2 as an 

international partner. JAMSTEC and SOA already launched and have operated 1 

to 3 data buoys in the eastern Indian Ocean. KIOST has received the NOAA's 

proposal for Korea to take charge of operating 7 RAMA buoys in the 

southwestern Indian Ocean(see Appendix O).

   Indonesian seas are located between WP and EI Oceans, where the 

interaction between ENSO and IOD(Indian Ocean Dipole mode) may affect global 

climate variability, esp. the East Asian climate system, and there is a great 

need for international joint surveys across a number of channels and straits. 

The Year of Maritime Continent(2017~2018) is an international programs to 

survey Indonesian seas by Indonesia, Australia, US, Japan, and China.

   Atlantic Ocean and Arctic Sea is not excluded from the target area covered 

by R/V Isabu. Since 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is a backbone to supply its 

water to Pacific, Indian, and Atlantic Oceans, Southern Ocean is also a 

primary target area as well as WP and EI Oceans which PIONEER Program should 

include in its long-term plan covered by R/V Isabu. Global warming will seem 

to open Arctic Sea in near future and more Arctic waters will exchange with 

Pacific and Atlantic Ocean waters, then she will attract R/V Isabu more and 

finally be one of our neighboring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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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대형 해양과학조사선(이사부호)을 활용한 1) 대양과 한국바다의 생

태계 연계성 및 기후 상관성 규명, 2) 신 해양지식과 해양자원 확보, 

3) 산‧학‧연 및 국제협력 연구를 통한 대양 진출과 해양 창조경제 구현 

 1. 서태평양 CIRCLE 프로그램(Creative Isabu Research Campaign with 

     Leadership and Education in the Western Pacific, WP-CIRCLE)

  ○ 서태평양 해양 변동과 한국해 특성 및 기후 상관성 규명

  ○ 수층 생지화학과 생태계의 해역간 연계성 규명과 생물자원 확보

 1) 서태평양 경계역(한국-동중국해-필리핀-인도네시아)과 북적도

    웜풀해역의 해양 특성 분석 (ㄱ 해역)

   - 해양/대기 상호작용과 태풍 역학 분석

   - 기후변동 생지화학 추적자와 생태계 구조의 해역간 비교분석

   - 해양생물다양성 분석과 신 생물소재 확보 

 2) 쿠로시오-오야시오 해류 경계역 해양특성 분석 (ㄴ 해역)

   - 쿠로시오-오야시오 해류 변동과 분지 역학 분석  

   - 서태평양 수괴 형성과 방사능물질 확산 조사

   - 동경 165도 수직라인에서 생지화학 물질 분포와 생태계 조사

제 1 장 기획연구 개요

제 1 절  2016 IOK(Isabu Ocean Korea)

이사부호의 공동활용을 통한 대양진출과 해양 창조경제 구현

(Isabu Oce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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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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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그림 1.1. WP-CIRCLE

          프로그램 연구해역 

 2. 서인도양 CHALLENGE 프로그램(Climate and Hydrothermal Research  

  Challenge in the Western Indian Ocean, WI-CHALLENGE)

  ○ 심해 열수 지권-수권 상호작용과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 규명

  ○ 지질·지구물리 탐사 및 열수구 연속 모니터링을 통한 해저열수구 지구조 특성 규명

  ○ 고압․고열의 극한생물 탐사를 통한 미지의 유용생물/생명자원 확보

  ○ 서인도양 RAMA Array 관측을 통한 몬순 연구 및 예보시스템 강화   

그림 1.2. WI-CHALLENGE 

프로그램 연구 해역. 

(붉은원은 우리 

열수구 탐사 

해역을 나타냄)   

 

※ 산·학·연 공동연구: 해양기업협회, 유관대학 및 연구기관(서울대, 

POSTECH, 충남대, 군산대, 부산대, 부경대, 인하대, 전남대, 한양대, 해양

대, KAIST, 지질자원연구원, 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생명공학연구

원, 해양생물자원관 등): 자유공모를 통해 대학 및 연구기관 우수연구자의 

연구 참여 활성화  

※ 국제공동연구: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NOAA), 인도, 모리셔

스, WESTPAC, PICES, GEOTRACES, SOLAS, RAMA, CLIVAR, NPOCE 프로그램 등

※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대양연구 체험 교육 실시    

사업기간  ‘16~’18

총사업비1」
 210억원(-)

사업규모2」  -

지원조건3」
 출연/정액지원

사업시행

주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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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년 요구내용

 1)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이사부-신프론티어 연구, 국내 학‧연‧산 공동연구, 국제협력프로그램 및 후속

     세대양성을 위한 사업비 6,000백만원 요구

※ 국내 학‧연‧산 공동연구 프로그램 : 2,000백만원 (참조 표 1.1)

  - 자유/지정 공모를 통한 대학‧연구소‧기업 및 해외 기관 우수연구자의 연구 참여

    : 거대인프라(R/V 이사부, ROV 해미래) 활용성 증대 및 연구 수월성 확보

  -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승선 연구 기회 제공을 통한 학문 후속세대 

지원 및 양성

※ 국제기구·공동연구 프로그램 활용 사업 : 2,200백만원 (참조 표 1.2)

  - WESTPAC, PICES, GEOTRACES, SOLAS, RAMA, CLIVAR, NPOCE 등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글로벌 해양 문제 해결 기여, 연구 능력 제고 및 대양

    연구 영역 확대

※ 이사부-신프론티어 (대양연구 역량강화 사업) : 1,800백만원 (참조 표 1.3)

  - 서태평양 해양 특성 변동과 한반도 바다 및 기후변동 상관성 규명

  - 후쿠시마 기인 방사성 물질 거동 연구,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동 등

    국가적 현안 연구

  - 인도양 열수 분출구의 생지화학, 지질·지구물리 및 생물자원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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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연 구 주 제 참여 기관
연구비

내역

해양물리
북서태평양 관측 및 해양/대기 상호작용

 변동성 연구

 KIOST/기상청/

한양대/

포항공대

총연구비

연 20 억

해양물리
열대 서태평양 계절내 진동 및 태풍 발달

역학 연구

KIOST/해양대/

전남대/제주대

해양물리
태풍 발생/이동 해역의 해양 및 대기 

변동성 연구
KAIST

해양물리
빙하기/간빙기 북태평양 중층수 및 심층수 

순환 변동과 기후변화
해양대

해양생물
서인도양 해역 동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 

특성 분석
부경대/전남대

해양생물
대양 해류 기원 추적과 미이용 자원 탐색을 

위한 해양 미소유전체 분석 
부산대

해양화학
열수 주변해역 수층 동위원소 및 미량금속 

분포 연구
충남대

해양지질 서인도양 ODP, DSDP 코어 시료 활용 연구 부산대/해양대

융합연구
인도양이 우리나라 기후기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KIOST/기상청

기기․장비 장시간 해저관측 시스템 개발 연구 유관기업

기기․장비
해류 기원 추적을 위한 표층부이 제작기법 

개발

㈜지오시스템

리서치

후속세대

양성(학․연)

차세대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승선 

실습교육 프로그램
해양관련 대학

해양/기상 자유/지정 공모 공모

표 1.1. 국내 학‧연‧산 공동연구 프로그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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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관련 프로그램 참여 국가 연구비 내역

서태평양 해양생물다양성과 

해역 간 생태계 

구조변동의 연결성 규명

IOC/WESTPAC  

IOC/WESTPAC 회원국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연 4 억

장기 관측망을 이용한 

북서태평양 해양 순환이 

한반도 기후에 미치는 

영향 규명

NPOCE 중국, 일본, 미국 연 2 억

서태평양의 대기-해양 

상호작용을 통한 기후 

변동 연구

SOLAS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19개국 참여
연 4 억

해양의 미량원소 및 

동위원소 분포를 조절하는 

물질순환 과정 및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반응 연구

GEOTRACES

미국, 일본, 독일, 

증국 등의 약 35개국 

참여

연 4 억

서태평양 방사능물질 확산 

조사 및 해양생물 영향 

분석

PICES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연 2 억

적도 인도양 해역에서 

관측부이를 이용한 실시간

관측 및 몬순 연구

RAMA

미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프랑스, 태국 등

연 3 억

지속가능한 해양 

관측시스템을 활용한 기후 

변화 예측

CLIVAR

미국, 호주, 인도,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연 3 억

표 1.2. 국제기구·공동연구 프로그램 활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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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추진 목표 및 내용 참여기관
연구비 

내역

열대 해양 

변동성과 동아시아 

기후 상관성  연구

 - 해양/대기 상호작용과 태풍 역학 분석

 ․ 온난역의 장기 기후 변동성 평가

 ․ 온난역의 해양 변동성 파악 및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

 ․ 온난역의 해양변동성과 관련된 중위도 원격상관 이해

KIOST/

대학/

연구소/

연 4 억

쿠로시오-오야시오 

해역 해양 변동성 

연구

 - 쿠로시오-오야시오 해류 변동과 분지 역학 분석

 ․ 해류변동성-수괴분포 연관성 평가

 ․ 쿠로시오 분지와 해양추적자 분포 관련성 분석

 - 서태평양 수괴 형성과 방사능물질 확산 조사

KIOST/

대학/

연구소

연 4 억

서인도양 열수 

생태계 신생명자원 

연구

- 고온․고압의 열수 생명자원 탐사

 ․ 미생물, 원생동물, 무척추·척추동물 탐색 

 ․ 생명진화/생물지리분포 연구  

- 메타오믹스 연구를 통한 신생명기능 규명 

 ․ 메타유전체/전사체/단백체 확보

 ․ 생물-생물 상호작용 (공생, 기생) 연구

- 유용 생명자원 확보

 ․ 고온·고압 극한생물자원/유용효소/유전자원 확보

 ․ 메타오믹스 자료에서 유용 생명자원 발굴

KIOST/

대학/

연구소

연 5 억

서인도양 

해저퇴적물과 

지구조 특성 

- 서인도양 해저열수구 중심으로 지질·지구조 특성 탐사

 ․ 심해코어링을 통한 퇴적물 특성 규명

 ․ 수심 변동, 산소농도변화 및 수층 생산성 변동 등의    

퇴적학적 기록 복원

 ․ 이사부호 지구물리 음향장비 활용 지구조 특성 규명

- 열수 플룸의 해저 실시간 관측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저열수 활동 모니터링 

 ․ 실시간 전송 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통한 해저열수의  

 활동 상황 모니터링 및 양방향 통신-제어  

KIOST 연 4 억

 서인도양 

심해열수구의 

수권-지권 

상호작용의 지화학 

및 생명현상 연구

- 고온․고압의 열수 환경에서 해수와 지각의 상호작용에  

   따른 생지화학적 특성 규명

 ․ 메탄, 수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분포 연구

 ․ 망간, 철, 칼슘 등 미량원소 분포 연구

   (GEOTRACE 연계)

 ․ 지화학적 특성과 화학독립영양생태계의 물질 순환 

특성의 연관성 파악 

KIOST 연 3 억

표 1.3. 이사부-신프론티어 연구(안) 현황

- 8 -



구 분  '15예산 '16요구

□ 이사부호의 공동활용을 통한 대양 진출과 해양 창조경제 구현 - 6,000

 ▪ 국내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그램 - 2,000

 ▪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참여 및 지원 - 2,200

 ▪ 이사부-신프론티어 - 1,800

 

2) 지원 필요성

ㅇ (초고가 국가인프라 효율적 활용) 2016년에 취역하게 될 5천9백톤대형 해양과학

조사선‘이사부호’및 심해유인잠수정‘해미래’등 초고가 국가 연구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 예산 투자효과 제고

ㅇ (다학제융합연구) 북서태평양 해역은 대기-해양 상호작용 및 해류 이동 등 다양

한 해양학적 과정에 의해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 생태계 및 기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연구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 지원 및 대형 해양과학조

사선 부재 등의 이유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음

ㅇ (국가위상제고 및 연구 수월성 확보) 그동안 북서태평양의 연구는 일본이 주도

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기여도는 일본 및 중국에 비해 미비함. 대형 

해양과학조사선의 보유로 국제적 공동 자산인 대양 연구에 대한 국제적 기대와 

요구가 증대됨

- 서인도양 해역은 최근 RAMA 계류관측망에 대한 국제협력이 요청된 바 있음

(참고자료, 미국 해양대기청의 공동연구 요청서한 첨부). 따라서 국제적 기대

에 부응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지원이 요구됨. 

- 국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의 규명 및 이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연구 수월성을 확보에 중요함 

ㅇ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변동이 쿠로시오해류에 의해 연결

된 서태평양 해역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서태평양 해역은 산호삼각지를 

구성하는 세계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음 

- 배타적경제수역 및 생물다양성 협약 등 정치․경제적 문제로 단독 연구가 어려

워 이 해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인 정부간해양학위원회/서태평양소

위원회 (IOC/WESTPAC)와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수행이 필요함

ㅇ (국가현안 대응) 후쿠시마 기인 방사성물질 확산, 지구온난화 및 기후 변화 예측 및 정책 방

안 마련 등의 국가적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학문적 기반 제공 필요. 이를 위해서 환경 변화

를 추적하고, 오염 물질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적 관측․감시 프로그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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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조경제 기반 마련) 서인도양 연구해역은 우리나라 열수광상개발해역을 포함

하고 있어 연구 활용성이 높은 해역임. 또한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열수 분출

구가 분포하여 미지 호열성 유용 생물자원 분리 및 새로운 생명 기능 발굴을 

위해 적합한 해역임. 이러한 다양한 해양․극한환경에서 신생물/생명 자원 확보

를 통한 국가 창조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학문 후속세대 양성) 국가 대형 해양연구 인프라를 미래세대 교육 및 인력양성

을 위해 제공, 우리나라 해양과학교육의 질적 향상 기회 제공 필요

ㅇ (해양외교력 강화) 미국 해양대기청 등 해외기관과 협력 강화 및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로써 비공개 해양자료 접근 및 활용을 위한 루트를 개척하고 이

를 통한 우리나라의 해양외교력 강화 필요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안 증 감

(B-A)요구 검토(B) %

□ 이사부호의 공동활용을 통

한 대양진출과 해양 창조경

제 구현

- - 6,000

  ▪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그램 - - 2,000

  ▪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 - - 2,200

  ▪  KIOST 주도 연구비 - - 1,800

□ 비목(합계) - - 6,000

 ㅇ출연금(350-01) - - 6,000

- 10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 ∼ '19)  

 1)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초고가 국가 연구인프라인 ‘이사부호’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KIOST 

대양연구 역량강화 사업(이사부-프론티어)과 학․연․산 공동 연구 및 국제기구·

공동연구 프로그램 활용 사업을 수행함. 또한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과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국가 예산의 투자 효과를 증진시킴

  ㅇ 후쿠시마 기인 방사성 물질 확산, 기후 변화 대응 연구 등 국가적 현안의 정

책적 대응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고 또한 국제적 이슈에 대응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 연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 수행

  ㅇ 학․연․산 공동 연구, 국제공동프로그램 참여, 자유/지정 공모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연구 기회를 국내외 연구자에게 개방함으로써, 연구 수월성 확보에 중심

을 둔 연구 수행

 2)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4 ~ '18

국가재정운용

계획*(A)

'15 ~ '19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4 -

'15 - 60  ‧ 국제 공동연구비 등

'16 - 70  ‧ 국제 공동연구비 등

'17 - 80  ‧ 국제 공동연구비 등

'18 - -

'19 - -

연평균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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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이사부호 건조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KDI, 2008, 2009)와 ‘대형 해양

과학조사선 운영시스템 기확연구’(서울대산학협력단, 2011) 및 ‘대형 해

양과학조사선 건조 로드맵 및 활용계획 연구’(KORDI, 2011) 등 조사선 건

조와 운영에 관한 기획 과정을 거쳐 현재 이사부호가 건조 중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 ~ '17),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선제적 자

연재해 대응과 피해 최소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 해양수산발전기본

법(2014)에 근거

    - 2016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우주‧항공‧해양분야/기존 인프라의 활용도 극대

화), 정부 국정과제('13 ~ '17;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해양수산부 R&D 중장기계획('14 ~ '20; 해

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역량 강화, 국

민행복 해양공간 창조-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응역량 강화) 등 국가 

정책에 부합

  ㅇ 추진경위

    - 2015년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의 건조 완료 후 2016년 상반기 시

험 항해를 수행하고, 2016년 하반기부터 현장 조사 투입 예정

    - KIOST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양 연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

라‘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를 활용한 대양연구 과제발굴’ 기획연구

를 2014년에 수행하였음 

    - 해양 과학 후속세대의 양성과 연구분야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사선의 개방

형 운영체제를 통한 광범위한 공동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내 해양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15년 1월에 공동활용 계획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음 

    - 우리나라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공동 활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대단히 

크며, 특히 미국 해양대기청은 인도양 계류관측망(RAMA) 구축에 한국의 참여

를 공식 요청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또한 1980년 중반 이후 미국과 

일본에 의해 구축된 적도태평양 계류관측망(TAO-TRITON)의 개선을 위한 

‘TPOS 2020 Project’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지난 수십 년간 북서태평양의 관측 연구는 일본의 독무대였으며 최근에는 중

국의 해양 관측이 국가해양국(SOA)의 지원 아래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그

러나 우리나라의 북서태평양 해양 관측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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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OST는 북서태평양 일부 해역에서 계류 관측으로 해류 체계 등 물리 해양학

적 연구와 생물․화학적 기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2006~2014)

    - 또한 태평양 파푸아뉴기니 인근 열수에서 분리된 Thermococcus onnurineus 

NA1을 이용하여 바이오 수소 실용화 연구가 진행 중이며, 또한 다양한 호열

성 효소를 발굴하여 유전자수식효소를 산업화한 바 있음. 해양은 열․냉수, 

고압, 빈영양 등 육상과 다른 극한 환경을 가져 생명공학적 연구를 위한 

hot-spot으로 인식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ㅇ 이사부호의 공동활용을 

통한 대양진출과 해양 

창조경제 구현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13 -



6. 참고자료

 1) 사업목표

   ○ 신규 대형 해양과학조사선(이사부호)의 산·학·연 공동활용과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대양 진출과 창조경제 기여 

   ○ 대양과 한국바다 및 기후의 상관성 규명과 신해양자원 확보 

   ○ 학문후속세대의 교육 및 전문연구인력양성

 2) 사업내용

   ○ 학문적 중요성, 국가적 요구, 국제적 기대 및 학계/산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1) 서태평양 CIRCLE 프로그램(Creative Isabu Research 

Campaign with Leadership and Education in the Western Pacific, 

WP-CIRCLE)와 2) 서인도양 CHALLENGE 프로그램(Climate and Hydrothermal 

Research Challenge in the Western Indian Ocean, WI-CHALLENGE)을 중심으

로 3) 다양한 국제협력/학‧연‧산 공동연구를 수행함

서태평양 CIRCLE 프로그램(WP-CIRCLE)

‣ 주요연구 내용

  - 기후변화/방사능/생태계변화 등 국가 현안 대응 연구

  - 국제공동프로그램 및 학연산 공동연구를 통한 거대 인프라 활용의 극대화

    ∘ 서태평양 물리특성-한반도 기후 상관성 규명 

    ∘ 서태평양 수괴형성/해류변동에 따른 후쿠시마 기인 방사능 물질 확산 파악

    ∘ 해양생물 다양성·생태계의 해역간 연계성 규명 및 생물자원 확보

    ∘ WESTPAC, NPOCE, GEOTRACES 등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에 협력을 통한 국제적

      기여, 자료의 공유 및 연구 능력 제고

그림 1.3. WP-CIRCLE 연구해역 및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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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도양 CHALLENGE 프로그램(WI-CHALLENGE)

‣ 주요연구 내용

  - 기후변화등 국가 현안 대응 연구

  - 극한환경‧생물 연구를 통한 신지식 및 신생명자원 발굴

    ∘ 호열‧호압 열수 생태계의 지화학적-생지화학적 기작 파악

    ∘ 심해코어링을 통한 퇴적학적 기록 복원 연구     

    ∘ GEOTRACES, CLIVAR 등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에 협력을 통한 국제적 기여, 

      자료의 공유 및 연구 능력 제고

    ∘ RAMA array 관측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 지원

그림 1.4. WI-CHALLENGE 연구해역 및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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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 연 ․ 산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 주요연구 내용

  - 서태평양과 서인도양에서 수행중인 국제기구·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연구 능력 강화, 국제적 위상 제고

  - 개방형 학․연․산 협력 프로그램으로 거대 해양과학 연구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연구 수월성 확보

    ∘ 서태평양 : GEOTRACES, NPOCE, WESTPAC, PICES 등 국제공동프로그램-물리,

                 생물, 화학, 생지화학 등 종합해양학적 연구 수행

    ∘ 인도양 : GEOTRACES, CLIVAR, RAMA array 등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대기-

해양 간 기체 교환 기작, 열수 해역 생지화학 연구, 기후변화 

대응력 지원 등 연구 수행 

   

그림 1.5. 국제기구·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의 연구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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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4) 기대효과

○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약 1천억원)와 무인잠수정 해미래(약 200억원)등 초

고가 연구장비 활용 극대화로 국가 예산 투자효과 재고

○ 한반도 기후와 밀접히 연관된 서태평양, 인도양의 해양학 연구로 과학적 이해와 

기후변화 예측 능력을 높임

○ 태풍 등 자연재해 예측 및 대응력 강화, 방사성물질 관련 수산물 안정성 평가 기술

기반 구축으로 국민 안전망 구축에 기여

○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해양/대기/생물다양성/생물자원 연구 주도권 확보와 대양 연구 

역량 강화

○ 해양 외교력 및 국격 향상, 해양 지지세력 확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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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장기 과제제안서

 이사부호를 활용한 대양연구 과제제안서

분야 과제명 과제수

생물

▪ 대양 해류 기원 추적과 미이용 자원 탐색을 위한 해양 미소
  유전체 분석 

▪ 북서태평양에서의 carbon uptake 기작 이해를 위한pico-plankton
  의 성장 특성 규명 연구

▪ 쿠로시오해류와 민다나오해류에 의한 서태평양 해역 간 표영
  생태계의 연결성 분석

▪ 생물음향 장비와 분자마커를 이용한 대양 부유 생태계 구조
  특성 파악

▪ 대양 규모의 해양 탐사를 통한 생태계 기능 분석 및 생물자
  원 활용 기술 개발 

▪ 생물자원탐사 및 유용 해양천연물 탐색

▪ 서태평양 지역의 심해 해양생물 다양성 및 유용생물자원탐색 연구

▪ 기후변화에 따른 대양과 국내 연안 생태계의 중형저서동물의
  특성 분석

▪ Microdebris의 중규모 분포현황 및 부유생물 먹이망에 미치는
  영향연구

9

(외부1)

물리

(계류)

▪ 적도 서태평양 해양 및 대기 모니터링

▪ 대양의 수중소음관측을 통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민다나오 해류의 시공간적 변동성 연구

3

화학 
▪ 적도태평양과 인도네시아 통과류 지역에서 미량원소 및 동위
  원소의 생지화학적 순환 연구(Korea GEOTRACES)

1

북서태평양 

해수 모니터링 

및 남태평양

순환

▪ 남극해 및 적도 Warm Pool 해역 Argo float 투하/활용 연구

▪ 북태평양중층수와 쿠로시오-오야시오 확장역 조사연구

▪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인공방사성물질 이동 경로에 대한 연구 

▪ 재방문 관측을 통한 남빙양 장기변동성 연구

4

해양-대기 

변동 

▪ 북서태평양에서 태풍발생과 이동경로 예측을 위한 해양-대기 
  변동성 연구
▪ 열대 온난역 해양 변동성이 동아시아 기후에 미치는 영향 연구

2

(외부2)

인도양

▪ 인도양 벵골만의 교환-수송과정과 변동성 중장기 모니터링 연구
▪ 태평양-인도양 해수교환과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TIPEX)
▪ 서인도양 해저열수 해양화학 연구
▪ 서인도양 열수분출구의 생지화학적 물질순환 특성 및 유용
  생명/생물자원 개발 연구

4

(외부1)

동태평양

(연안)
▪ 열대 동태평양 연안순환과 해양기후 변화 감시관측 1

지질

▪ 동아시아 몬순 발생 및 진화 연구 : 히말라야-티베트 고원
  융기/침식과 몬순 기후변화 상관성 연구
▪ Global climate change connection and Resources potential
  assessment
▪ 남서인도양 해저지각 활동 모니터링과 지구조 및 퇴적물
  특성 변화 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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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사부호(R/V Isabu) 제원 및 연구장비

1. 이사부호(R/V Isabu) 제원

• Weight 5,900 tons(L=100m, B=18m, D=6.5m)

• 60 day endurance 

• Scientific Transit Speed – 12kts/15kts maximum

• 22 Officers and Crew

• 38 Scientists and Technicians

• DP Capable(DP1) SS6/7

• Multidisciplinary

• Seismic capability - limited to high resolution 

• studies Multi beam(s) and Sub Bottom profiler

• Giant coring system(40-50m long)  

• Minimal Ice Class for hull life(Lloyds 1D)

• Overside/overstern lifting - 30/20 tonnes Drop Keels

• Low URN but not ICES209

• Propulsion - 2 x Azimuth Units Aft(or similar)

• Azimuth Thruster Fwd, Maneuvering Thruster Fwd

• Oceanographic Winch Suite including Metal Free CTD

그림 1.6. Sketch aerial view of R/V Is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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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부호(R/V Isabu) 연구장비

1) 조선소 공급 장비

No 장비명 제작사 모델 사양 수량

1 Clean Bench Labconco 36209-20 ▪ class II
▪ 내부: 123cm x 66cm 　

2 Oven JSR JSOF-150

▪ Chamber volume: 150L
▪ Temperature range 
        : ambient +10˚C to 250˚C
▪ Temperature Accuracy
        : less than ±0.2˚C
▪ Temperature uniformity 
        : less than ±1.0˚C

　

3 Fume Hood DC Science DCS-FHB-180

▪ 1800 x 800 x 2350
▪ external material
     : SS41 CR plate, 특수분체도장
▪ interir material: TRESOA 4.0mm

　

4
Vacuum 
Freeze 
Dryer

Labconco 7751040
▪ capacity: 4.5 liter
▪ trap tem: -50 degC
▪ console type

　

5

Secondary 
Evaporation 
(증류수 

제조장치)

Millipore Milli-Q 
Integral

▪ Resistivity
         : 18.2 Mohm/cm @ 25 degC
▪ water production: 360 liter/day

　

6 Deep 
Freezer Sanyo MDF-U700VX ▪ 용량: 728L

▪ 온도: -86˚C ~-50˚C 　

7 Nonvibratin
g Bench Minus K 25BM-6 ▪ Payload: 4.5 - 14 kg

▪ 457mm W x 508mmD x 117mm H 　

8
Dynamic 

Positioning 
System

Kongsberg K-POS DP-22 　 　

9
Precision 

Depth 
Recorder

Kongsberg EA600 ▪ 12 - 710 kHz
▪ Max depth: 10,000 m 　

10

Multibeam 
Echo 

Sounder(Dee
psea)

Kongsberg 
Maritime EM122 ▪ 주파수: 12kHz

▪ Range: 11,000m 1set

11 Sub Bottom 
Profiler Atlas PARASOUND 

P70

▪ 주파수 
   : High 18~33kHz, Low 0.5~6.0kHz
▪ Max Penetration: > 200m
▪ Range: 11,000m

1set

12
Underwater 
Position(US

BL)
Kongsberg HiPAP 101

▪ 주파수: Tx. 10~12.5kHz, 
          Tel. 12~13kHz, 
          Rx. 13~15.5kHz 
▪ Range: 10,000m

1set

13

Network 
Data 

Management 
System

　 　

14

Expandable 
Bathy 

Thermograph
(X-BT)

인성
인터내쇼날 T-7

▪ Sampling Rate: 10Hz
▪ Vertical Resolution: 60cm
▪ Max Depth 760m @ 15 knot

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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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장비명 제작사 모델 사양 수량

15 Marine 
Gravitymeter SCINTREX

Air-Sea 
Gravity 
System II

▪ Range: 20,000 mGal(Worldwide) 
▪ Resolution: 0.01mGal
▪ Static Repeatability: 0.2mGal

1set

16

Multibeam 
Echo 

Sounder
(Shallow)

KONGSBERG EM710 ▪ 주파수: 70 ~ 100kHz
▪ Range: 2,000m 1set

17 DGPS MD시스템 C-NAV GPS ▪ L1, L2 RECEIVER 2set

18

Sound 
Velocity 
Sensor

(Operation
al Depth 
6,000m)

MD시스템 PLUS X ▪ Accuracy: +/-0.05m/s
▪ Pressure: +/-0.05%FS 1set

19

Sound 
Velocity 
Probe

(Bottom 
Install)

MD시스템 Micro X ▪ Accuracy: +/-0.05m/s
▪ Sampling: up to 25Hz 1set

20

Thermosali
nograph 

Incl. PCO2 
Sensor)

GNM 8050 ▪ pCO2, Real time monitoring 1set

21
Scientific 

Fish 
Finder

Kongsberg EK80 ▪ 18, 37, 70, 120, 200,333kHz
▪ Range: 0~15,000m 1Lot

22

Scientific 
multibeam 

echo 
sounder

Kongsberg ME70 ▪ 주파수: 70 ~ 120kHz 1set

23

High 
frequency 

Omni 
directional 

sonar

Kongsberg SH90 ▪ 주파수: 114kHz
▪ Range: 5 ~ 2,000m 1set

24 ADCP
Teledyne 

RD 
instruments

OS38, 
OS150 ▪ 38Khz, 150Khz 각 

1set

25
Attitude 

and Motion 
with Gyro

Kongsberg

RLG[PHINS] 
1 set, 
SEAPATH 

330+ 1 set

▪ Heading accuracy: 0.01°
▪ Roll and pitch accuracy: 0.01°
▪ Fiber Optic Gyroscope

　

26
Accoustic 
Synchroniz
ation Unit

Kongsberg K-Sync ▪ Max. 24 channel(12Ch+12Ch) 1set

27 CTD System Sea-Bird SBE911plus
, SBE32

▪ Dissolved oxygen sensor, PH
  sensor, PAR sensor,  Deep
  Chlorophyll Fluorometer,
  Transmissometer, Altimeter,
  12L*36 bottles

1set

28

Metreorolo
gical 

Observatio
n System

ELP HP2620

▪ Wind speed/direction, Air temp, 
Humidity, Air pressure, 
Pyranometer, 

▪ Pyrgeometer, Quantum Sensor, UV 
radiation sensor, Rain sensor, 

▪ Net radiation sensor, 3D sonar 
windsensor, Aeromass 
sepctrometer, Datalogger

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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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장비명 제작사 모델 사양 수량

29
Giant 
Piston 

Corer(30m)
OSIL

▪ Length: 32.3m
▪ diameter: 0.91m
▪ Barrel length: 6m, ID: 130mm
▪ Liner length: 6m, ID: 110mm

1set

30

Aircompres
sor for 

Multichann
el Seismic 

System

LMF
LMF 51s/
138-207-

E60

▪ screw compressor
   : FAD-51m3/min discharge
     pressure-217.5 psig
▪ piston compressor
   : FAD-51 m3/min, discharge 
     pressure-2000 or 3000 psig,
     speed-1500rpm

　

No 장비명 제작사 모델 사양 수량

1 Wet 
Scrubbing

대청
사이언스 DCS-GS-80 ▪ 600W * 800D * 2000Hmm 2set

2 Auto clave TOMY/
한솔에스엠 SX-700

▪ Capacity: 79liters
▪ Temperature Range
   : 105℃ to 135℃ 
▪ Temperature Control 
   : Microprocessor on Digital 
▪ Temperature Display Type
   : Digital 
▪ Temperature Increments: 1℃ 
▪ Pressure Range: 0 to 0.4mpa 
▪ Pressure Display Type: Analog 
▪ Maximum Operating Pressure
   : 0.263mpa 
▪ Sterilization Heat Source
   : Stainless steel electric
     heater, 2.0kw 
▪ Time Control 
   : Microprocessor Control 
▪ Time Display
   : Sterilization cycle 1 to 99
     hour, 1to 999 min and
     continuous Warming cycle 1 to
     99 hours 
▪ Chamber diameter: 370mm 
▪ Chamber height: 774mm 
▪ Net Weight : 72kg 
▪ Power: 100V, 50/60Hz, 15amps

1set

3

TEI 
ultraclean 
sampling 

system(Con
tainer)

NIOZ/ 
MD system

▪ NIOZ Ultraclean PVDF butterfly 
valve PRISTINE samplers 26 
samplers= 24 fitted on frame 
plus two spares includes 
Multivalve unit for seawater 
hydraulics closing of the 
samplers at desired depths 
teflon tubing and connectors 
from Multivalve unit to each of 
24 individual samplers

▪ Full titanium sampling frame
  TITAN
▪ CTD System (Seabird SBE911plus)
▪ Ultraclean laboratory container
  van Home of TITAN frame with 
PRISTINE samplers

▪ Transport system for transport 
of TITAN frame over the ship 
deck Aluminium transport pallat 
and long-bed forklift

1set

2) 선주 공급 연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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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장비명 제작사 모델 사양 수량

4

CUFES (the 
continuous 
underway 
fish egg 

sampler) & 
PUMP

MD system

▪ Continus Underway Fish Egg Sampler
▪ CONCENTRATOR
▪ SAMPLE COLLECTOR
▪ HORSE AND TUBING, 75MM DIA
▪ SUCTION AND DISCHARGE HOSE AND
▪ SPARE PARTS KIT

1set

5 Corer 
scanner 　 　

▪ X-ray source with high power 
X-ray tube.

▪ Maximum core length is 1.75 
meters as standard.

▪ We can provide a modified that 
accepts cores with diameters 
from 40 up to 150 mm on request. 

▪ Scan time: Down to ~0.5 s/point 
for radiography, and ~1.5s/point 
for XRF, which refers to total 
time per point including 
analysis, as well as overhead 
time for sample re-positioning, 
data storage, etc.

▪ Software: Software is for 
instrument operation with 
graphical user interface. It is 
easy to learn and use. Sets of 
analytical parameters can be 
stored and re-called for fast 
set-up of standardized analyses. 

▪ The data are available as 
spectra, and as peak areas or 
element concentrations in table 
format. Raw analytical data from 
each point are stored as spectra 
for quality assurance reasons.

1set

6 Salinometer Guildline/
MD system 8400B

▪ Measurement Range:
  0.0001:1.15 Conductivity Ratio
  0.004 to 76mS/cm
  0.005 to 42 Equivalent Practical  
  Salinity Units(PSU)

▪ Accuracy:  < ± 0.0001 
Conductivity Ratio, @ same set 
point 
temperature as standardization 
and within -2℃ and +4 ℃ of 
ambient.

▪ By calculation & substitution in 
the Bennett equation or the 
UNESCO tables, < ± 0.002 
Equivalent PSU.

▪ Short Term Stability: < ± 
0.00005 for 24 hours without 
restandardization

▪ Maximum Resolution: 
   < 0.00001 Conductivity Ratio
 < 0.0002 mS/cm @ 15 ℃ and 35 PSU
 < 0.0002 Equivalent PSU

▪ Autosal Laboratory Salinometer 
50Hz or 60Hz 

▪ Spare conductivity cell for 
8400A/B 

▪ Thermistor Kit for 8400A/B 
▪ Replacement Pump Kit 
▪ Maintenance Kit for 8400A/B 
▪ Autosal Computer Interface & 
Software 

▪ External Sample Pump for Autosal 
& Portasal 

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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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장비명 제작사 모델 사양 수량

7 Diamond 
saw

MK 
Diamond/
한솔에스엠

▪ Motor: Baldor, Horse Power 10HP, 
230V 3 phase, Blade Guard 24”, 
Depth of cut 8”, Length of cut 20”
Including blade MK-62GSPV 24’’ 
part #:160326 × 2(Including 
spare)

1set

8

Multiple 
Layer 

plankton 
Sampler

오션텍 MK5010T

▪ Opening Size of Net: 1 square meter
▪ Net Size: 333 micron mesh
▪ No. of Net: Max. 9
▪ Mouth Area : 1.0m2 at 45 degree 
towing angle

▪ Length of Net: 6.0 m
▪ Weight: 150 kg in air
▪ Net Width: 1.0 m
▪ Conductivity Sensor: Range
   : 0.0 to 7.0 S/m
▪ Temperature Sensor: Range
   : -5.0 to +35 ℃
▪ Recommend Wire Diameter: 8.1 mm
▪ Sensor Interface
   : CTD & Flow Meter

1set

9 TV Grab OKTOPUS/
오션텍

▪ 6,000M DEPTH CLASS
▪ Battery capacity 24V/230Ah
▪ Heaving/Lowering time/1000m
   : 20-25 min
▪ Hydraulic power grab
▪ Onboard control open / close function
a) Grab
 - Area of sample size: 0.6m2,    
   Volume of sample: 0.6m3
 - Max. operating depth: 6000m
b) Deck Unit:  Dimension: 19", 4U 
c) Color video Camera
  Optical Specifications
    Lens: 2.5 mm, f 2.0
           (wide angle)
    Focus: fixed
    Field of View in Air
     : 110°Horizontal/82.5° Vertical 
    Field of View in Water
     : 75° Horizontal/56.3° Vertical 
  Video
   Sensor: 1/3" CCD image sensor
   Electrical Shutter
     : 1/50 - 1/100 000 sec.
   Resolution
     : 380 TV-Lines Horizontal 
   Sensivity: 1,0 Lux at f = 2,0 
   Signal to Noise: > 50 dB
   Video Output: FBAS 1,0 Vpp/75 Ohm 
   Video Format: 625 Lines, 50 Hz 
d) B/W video camera
e) Underwater light
 - Nominal Voltage : 24VDC, 
   Lamp power : 50W
 - Reflector : 100  〫〫
f) Deep sea battery  
 - Nominal diving depth 
    : Full ocean depth
g) Underwater unit - Material
    : Titanium

1set

- 25 -





이사부호 활용을 위한 ‘PIONEER 프로그램’ 

(중장기 과제 제안서)

mid- to long-term pre-proposals for PIONEER Program

(Pacific & Indian Ocean Network Establishment for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제 2 장  서태평양 과제제안서

제 1 절 서태평양 생물종합

제 2 절 저서동물 생물자원

제 3 절 적도서태평양 물리관측

제 4 절 민다나오해류 관측

제 5 절 대양수중소음 관측





대양 규모의 탐사를 통한 생태계 기능 이해 및 생물자원 활용 기술 개발 연구

제 2 장 서태평양 과제제안서

제 1 절 서태평양 생물종합

1. 연구의 필요성 

가. 기후변화, 온난화, 해양 산성화 등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서 대양의 이해 필요

1)  우리나라가 인접한 서태평양 해역은 극지방으로부터 유래하는 오야시오해류, 북적

도 해류, 북적도 반류, 적도류, 민다나오 해류 및 쿠로시오 해류 등 다양한 수괴

의 영향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빈영양한 해역인 웜풀 해역, 극한해역으로 생

물공학적 활용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갖고 있는 많은 수의 해저 열수구 및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coral triangle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환경을 

가져, 생물해양학적 과정을 연구하고 생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해양학적 

bio-hotspot임

2) 20세기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등에 의한 전 지구적 

기후 변화는 해양 온난화, 산성화, 엘니뇨, 라니냐 등의 해양 환경 변화를 야기하

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 환경의 변화는 해양 생태계 변동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류의 생활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의 마련

이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며, 과학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음

3) 우리나라 주변해는 대양을 가로지르는 해류의 교환에 의해 태평양 및 인도양의 해

양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우리나라 주변해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미래 변동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서태평양 해역의 생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중국해를 포함한 우리나라 근해는 지난 100년 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온난화한 

해역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으며, 쿠로시오의 강화나 북향이 이러한 원인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어, 주변 대양의 이해가 우리나라 해양 생태 환경의 장기적 변동 이해

를 위해 반드시 연구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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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다양한 모델에 의해 예측된 미래

           온도 변화 예측(IPCC, 2009)

그림 2.2. 장기모니터링 정점에서 측정된

          이산화탄소 농도 및 pH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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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1900-2008년 사이의 SST 변동. Wu et al., 2012

나. 생물 다양성 및 먹이망 구조 연구의 필요

1) 해양 생태계는 일차생산자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태

계의 구조 및 기능이 유지되고 있음. 해양 환경의 변화에 의한 생태계의 변동은 

각각의 생태계 구성 생물들 사이의 생태적 균형을 파괴하여 생태계의 구조 및 기

능의 변동을 야기함. 따라서, 생물 다양성, 먹이망 및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에 대

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는 해양 생태계의 현황과 변동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초석임

2) 해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유입되는 해류의 특성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이러한 

해양학적 특성은 생물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서태평양의 다양한 수괴

에서의 다양성 및 먹이망 연구는 우리나라 주변해의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

요함

3)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외해 난류 유입의 중가로 난류성 유입종의 출현이 국내해역

에도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동시에 외래 생물을 매개체로 하는 새로운 기생생

물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쿠로시오 난류를 통해 외부로부터 유입

되는 난수성 유입종은 국내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교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들 외래 유입종에 대한 면밀한 검출 기법의 개발과 생태적 특성의 규명이 필요함

4) 생물 음향장비 특성상 연구선 이동의 모든 정선에 대해 부유 생태계의 3차원 구조 

파악이 가능함.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자원량 파악 및 전체 표영 생태계 구조 파악

을 위한 자료 제공 가능

5)  최근에 생물의 유전적 특징을 활용하여 형태 형질로 종 분석이 어려운 해양생물의 

난이나 유생도 종 수준의 분석이 가능함. 어류의 종별 산란장 탐색과 동물플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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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의 정밀 분포도 작성을 위해 CUFES로 수집된 어란과 동물플랑크톤을 분자마커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림 2.4. 태평양의 해류체계의 모식도

다. 생태계 기능(생지화학적 과정) 이해 및 변동성 연구의 필요

1)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과 같은 새로운 분석 기기의 개발은 21세기 생물학적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하였으며, 유사하게 전사체, 단백체와 같은 오믹스 

기술 및 single-cell genomics 분석 기술의 발달을 통해 생물학적 빅데이터에 기

반한 역생지화학적 순환(reverse-biogeochemical cycles) 방식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존의 지화학적 기반의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거대한 생물학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음. 이러한 기술적 발달은 대양과 같은 거시적 환경의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

해서 물리·화학적 환경 요소와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환경유전체, 환경단백질

체, 환경대사체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태계의 기

능적 변동까지 종합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였음

2) 해양 온난화, 산성화 등 해양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생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

하게 되며, 이는 결국 개체, 개체군, 군집, 먹이망 구조 및 기능의 변동을 야기하

여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 양상의 변화를 야기할 것임. 이러한 환경 스트레스에 의

한 주요 생물 종의 반응 및 모의실험과 분자생태학적 분석을 통해 생태계의 생태 

기능 변동을 평가함으로써, 미래 생태계의 변동을 보다 면밀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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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 생명 자원 개발의 필요성

1) 해양은 지구상 생명체의 80%가 존재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특이·유용 생물/유전자원이 다량 존재. 특히 대양, 심해저, 열수구 및 냉용

수 생태계 등에서 극한생명체와 특이한 생명현상들은 바이오산업의 원천소재 및 

응용기술 발굴 가능성이 큼. 또한 CBD 협약에 따라 해양 생명자원에 대한 선점이 

필요함

2) 21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생물자원 확보 및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산업 

paradigm이 대량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 중. 미국, 일본, EU 등은 해

양 생명현상 및 기능에 대한 신지식을 바탕으로 대체에너지, 친환경 오손처리, 이

산화탄소 고정 등 에너지, 환경 문제 해결 연구를 진행 중

3) 해양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그룹으로 발전하고 바이오산업의 신성장 동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답지인 특수한 해양 환경을 탐사하고, 확보된 신생명 현

상에 대한 유용 기능 규명 및 응용 기반 마련이 시급함

4) 해양선진국에서는 대양 탐사는 물론 심해 탐사까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를 위해 지

속적인 생물자원탐사를 진행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양 및 심해 생명자원 

확보를 위한 대양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해양생명공학산업이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양 탐사를 통한 유용 해양생물자원의 탐색 및 

확보는 국내 기초 및 응용과학의 원천기반 확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함

마. 5천톤급 연구선의 건조와 활용성

1) 이전의 해양 연구선은 승선 연구원 수와 연구 공간(wet & dry labs)의 제약으로 다

학제적인 종합 연구에 제약이 많았으나, 5천톤 연구선의 건조로 승선 연구원의 수

가 50여명까지 크게 증가하고, 다양한 장비와 실험실 공간을 활용한 다학제적 연

구가 가능해짐

2) 5천톤급 대양연구선 ‘이사부(R/V ISABU)’에는 해양 연구에서 활용하는 첨단 생물 

음향 장비 이외에 생물 채집 장비를 탑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면, 연구선 이동 

정선에 대해 상위 부유생태계의 3차원 구조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자원

량 파악 및 전체 표영 생태계 구조 파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3) 잠수정 활용이 가능해져 열수구 등에서 미세 환경 탐사를 하면서 연구 활동이 가능함

2. 연구동향 

2.1. 국내 연구동향

가. 국내 대양 연구 

1) 국내의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관고유사업 및 국토해양부와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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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의 R&D 사업으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심해저 열수생태계 연구가 진행 중이

나, 대부분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해저열수광상 탐사 및 개발 분야에 편중되어 있

기 때문에 심해 열수생태계와 구성 생물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

지 9년간 북서태평양의 웜풀 해역에서 대한해협에 이르는 구간을 탐사하였으나 연

구선의 공간제약 등으로 해수 순환 및 기후 변화 등이 주로 연구되었으며 생태계 

전반 및 생지화학적 순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음

3) 극지연구소에서는 쇄빙선 아라온호를 활용하여 북극해 및 남극해 연안에서 연구활

동을 하고 있으나, 열대와 온대 해역의 대양 연구는 수행되지 못함

4)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연구단"에서는 열

수구에서 분리한 해양미생물 써모코커스 온누리누스(Thermococcus onnurineus 

NA1)의 유전체 해독을 통해 수소를 생성하는 기능 유전자를 발견하여, 해당종의 

유전 정보를 활용한 바이오 수소 연구개발 진행 중이며, 다른 호열성 고세균으로

부터 유전자 수식 효소를 산업화하는 데 성공하였음. 그러나, 국내에서 대양환경

에서 생물의 배양 및 생체시료의 확보에 중심을 둔 연구는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해양환경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생명공학 원천시료 제공이라는 주요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

5) 대형연구선을 이용하여 대양에서 채집한 해양생물을 활용한 해양천연물 연구는 한

국해양연구원에서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2003년에 Ayu trough에서 분리한 해양방선

균인 Streptomyces로부터 신생혈관저해제의 분리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심해생

태계나 공해상에서의 체계적인 샘플 확보 및 유용 천연물의 발굴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음

나. 생물 다양성, 먹이망 및 생지화학 분야의 연구 

1) 우리나라 연안의 생물 다양성 연구를 위해 법정 조사인 ‘해양생태계기본조사’가 

2005년부터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조사를 10년 주기로 계획하여 진행중임. 그러

나, 조사가 연안역에서만 수행되어 근해, 원해 및 대양의 연구는 수행된 바 없음

2) 최신 NGS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 및 동해에서 미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김등 2010, 윤등 2012, 이등 2012, Lee et al., 2010, 

2012), 대양에서의 연구는 전무함.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POSEIDON’ 과

제를 통해 북서태평양 해역의 초미소남세균 다양성 및 기후가스인 DMS의 생성과 

연관된 dddP 유전자 분포 연구가 최신 NGS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되어 발표되었고, 

질소고정자 및 초미소광합성 진핵생물 다양성의 광역적 분포가 NGS 및 real-time 

PCR 방법 등을 이용하여 연구되었음(Choi et al., 2011, 2014, 2015). 하지만, 생

태계의 먹이망 구조 및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음

3) 2014년에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통해 해양 생물의 유전체 및 환경 유전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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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계획되어 진행 중임. 그러나, 생태계의 기능을 이해하기 보다는 유용한 유

전자의 발굴의 관점에서 진행되며, 우리나라 근해의 해역으로 제한되어 수행됨 

4) 동물플랑크톤과 자치어의 경우 2000-2012년과 2006-2014년에 동중국해를 포함 북서

태양에서 이들의 종 목록과 분포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분석하였음. 하지만 

생물음향산란특성과 융합연구는 실시되지 않았음. 최근 2011-2012년에 이 해역에

서 수집된 부유성 어란을 분자마커를 이용하여 종 수준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음

5) 국내 기생성 원생생물은 주로 양식어류에 기생하는 종류에 국한된 어병 관련 연구

의 주제에 치중되어 진행됨. 자연생태계에 서식하는 종류에 관한 연구는 불과 소

수의 몇 종이 보고되어 있음(Park et al., 2004; Bachvaroff et al., 2012). 최근 

기생성 원생생물의 조사 결과 이들의 분포는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남해에서 

하계와 추계에 높은 빈도로 출현함이 보고되었으나(Coats et al., 2014), 유입 경

로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못함

6) 해양수산부 주관 기획사업 “2012년도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 기획연구”을 

수행하여 마이크로플라스틱 오염을 포함하는 해양쓰레기 오염 장기연구개발 계획

이 수립되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관사업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2012년-2014년)를 통해 거제동부해안과 진해만에서의 

부유 마이크로플라스틱 조사와 섭식 영향 실험이 수행됨. 그러나, 해양 쓰레기가 

patch 형태로 광범위한 분포를 하고 있다고 알려진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조사는 

수행된 바 없음 

2.2. 국외 연구동향

가. 생물 다양성, 먹이망 및 생지화학 분야의 연구 

1)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해양 생태계는 지구의 생지화학적 순환과 기후의 조절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해양 생물의 다양성(구조, 진화와 dynamics)에 대한 

전지구적 규모의 국제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

2) 2000년에 창립된 Census of Marine Life(CoML) 프로그램을 통해 80여개국 2,700여

명의 과학자가 10여년 에 걸쳐 540회 이상의 탐사를 통해 획득한 결과물이 2010년

에 발표되어 해양 생물이 25만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각 해양 생물

의 지구적 분포에 대한 웹 데이터베이스 및 DNA 바코딩 정보를 제공함

3)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과 북미 국제공동연구팀(36개국)은 Tara Oceans 

Project(2009-2012; www.embl.de/tara-oceans/)를 수행하며 북/남대서양, 북/남동

태평양 및 서대서양의 150개 지점에서 27,000여 개의 샘플을 확보하였음. 현재 

NGS 및 SCG(Single Cell Genomics) 등을 이용하여 미소해양생물의 생태계기능 유

전체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Karsenti et al. 2011), 생물 진화, 생태계 이해 및 

기후 변화에 의한 생태계 영향 예측 등에 활용하고자 하였음

4) 유럽에서는 EMBOS(European Marine Biodiversity Observing System)를 통해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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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거점들을 광역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자연적/인위적 영향 구배를 고려하여 해

양 생물 다양성의 장기적 변화와 이의 원인을 평가하고자 함

5) 2012년 유럽해양위원회는 “해양생물 다양성 유럽과학로드맵” 보고서를 출판하였

음. 이 보고서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시․공간적 변화, 생태계 기능에서의 생물다양성

의 역할, 인간에 대한 해양생태계의 이익 제공에 대한 더욱 완전한 지식을 획득하

기 위한 미래의 연구 필요와 우선사항을 제시하였음

6) 미국 Bigelow 해양연구소는 2008년부터 Single Cell Genomics Center를 설립하였으

며, SCG를 응용한 해양미소생물의 유전체 및 생태기능유전체 연구를 다양한 국제

공동연구팀과 수행하고 있음(https://scgc.bigelow.org)

7) 대양의 해양생태계의 예측을 위해 다양한 관측으로부터 얻어진 음향산란 특성과 생

물학적 정보(선박, 위성, 부위, 수중글라이더, 네트 등)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음

8) 생태계에서 전지구적인 동물플랑크톤의 역할에 대해 국제프로그램(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ICES;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PICES)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주요 연구 목표

는 기후변화에 대한 동물플랑크톤 반응, 다양한 생태계, 먹이사슬, 탄소순환에서 

이들의 역할 등임. 자동화된 이미지 수집을 통한 동물플랑크톤의 속 수준의 분석

(영국), 분자마커를 이용한 종 동정(미국, 네덜란드) 등 최신의 IT와 BT기술을 해

양생태계 연구에 도입하고 있음(Keister et al., 2012)

9) 일본은 북서태평양에서 수집된 자치어의 출현정보와 어란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

여 뱀장어의 산란장을 발견하였음(Tsukamoto, 2006; Tsukamoto et al., 2011). 형

태형질로는 자치어를 13% 정도만 종 수준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이들의 종 분석에 분자마커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Ko et al., 2013)

10)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인 대기 중 CO2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광대한 

대양에 철(Fe)을 살포해 다양한 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연구들이 수행됨

(Martin et al., 1994)

11) 미국에서는 Global Ocean Sampling(GOS) 탐사 프로그램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1600개 시료로부터의 해양미생물/환경 유전체 자원을 확보

함. 이를 통해 미생물 다양성,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 연구 및 유용 유전자 발굴 

연구를 수행함

12) 미국 NSF의 지원을 받는 C-MORE 연구센터에서는 대양 등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유

전자 연구를 통해 미생물 다양성, 대사,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을 이해하기 위한 

다층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13) 유럽 과학재단에서는 생태·진화적 기능유전체 연구를 위한 EuroEEFG(Ecological 

and Evolutionary Functional Genomics, 2010∼2013년) 연구를 진행하였고, 2007

년부터 2010년까지는 심해 생태계 기능 및 생물다양성 연구를 위한 EuroDeep 과제

를 수행하였음

14) 독일은 MIMAS(Microbial Interactjions in Marine Systems, 2008∼)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해양환경의 미생물 다양성, 환경유전체(metagenome), 환경전사체(metatranscriptome), 환

경단백질체(metaproteome)등의 복합연구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대사순환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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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양생물에 대한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

로 수행되고 있으며, 생물에 대한 구체적 영향보다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섭취  

에 대한 보고가 주류를 이룸(예: 어류를 주로 섭식하는 호주 Macquarie섬 물개의 

변에서 평균 4.1mm의 플라스틱 입자의 발견으로 먹이사슬 이동을 언급함)

그림 2.5. Tara Ocean Project에 의한 조사 경로 및 sampling 방법

 Tara       Oceans project 

 36       countries

 126       scientists

 2009-2012       

 Tara       Oceans project 

 36       countries

 126       sci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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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음향산란 특성에 기반한 해양생태계 모델 연구 대양 연구 개념도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Handegard et al., 2013)

나. 생명 자원 분야 연구 

1) 유럽은 MAMBA(Marine Metagenomic for new Biotechnological Application, 2009∼)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해양환경으로부터 극한생물 및 환경유전체자원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효소발굴 및 대사경로를 규명. 또한 이를 기반으로 유용케미칼, 

항산화제, 항암제 등의 유용소재 개발연구를 진행

2) 미국의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및 국립암연구소(NCI), 일본의 이화학연구소(RIKEN), 

독일의 막스플랑크 해양미생물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Marine 

Microbiology) 등에서는 전지구적 스케일로 해양미생물을 분리, 보존하고 있으며, 

초고속 활성검색 시스템(HTS)을 이용하여 해양미생물이 생산하는 천연물 신약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3)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Fenical 교수는 적도지방에서 채집한 심해퇴적토에서 다양

한 해양방선균을 분리하였으며, Salinispora tropica라는 균주로부터 

salinosporamide라는 항암물질을 분리해서 임상시험 진행 중

4) 미국의 우즈홀 연구소 및 일본의 JAMSTEC에서는 심해생물자원 확보를 위하여 심해

열수분출구 및 서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 탐사를 통하여 다양한 심

해생물 및 심해미생물을 확보하였으며, 이들 생물이 생산하는 천연물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5) 미국 Bigelow 연구소는 난배양성 미생물의 기능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오염물질 제거, 천연물 생산 등의 실용화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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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은 대양 및 심해탐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해양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통하여 의약품, 식품,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신해양산업 창출을 위한 

정부주도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3. 연구목표 

가. 서태평양 해역의 생물 다양성, 생태계 구조 및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1) 서태평양 생물 다양성의 지리 분포 규명 및 환경 상관성 파악

2) 수괴의 특성 파악 및 해류 혼합에 의한 다양성 변동 이해

3) 해역별 먹이망 구조 특성 파악

4) 다학제적(물리, 화학, 지질 및 생물) 연구를 통한 생태계의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 규명

5)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먹이망 구조, 생태계 기능의 변동성 파악 및 미래 생태계 

변동 예측 

나. 생물자원 확보와 오믹스 연구를 통해 특이 생명 기능과 유용 물질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 구축

1) 다양한 대양 생태계의 bio-hotspot으로부터의 생물∙생명 자원 확보, 동정 및 장기 보존

2) single cell genomics 및 metagenomics를 난배양성 생물의 기능 연구

3) 배양, 오믹스 및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통한 해양 생명자원의 기능 및 특이 생명 기능 발굴

4) 해양 생물 및 해양 미생물의 체계적인 확보를 통한 신의약 소재, 기능성 건강식품 

소재, 화장품 소재의 개발 기반 구축

4. 추진전략 및 방법 

4.1. 국내협력

1) 주관연구기관과 외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최적 연구팀을 구성하고 본 기획에 제시

된 기본 조사 항목에 대해 9년간의 장기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이로부터 연구 목

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함

2) 매년 총 연구비의 1/5은 국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1-2년 이내의 단위과제를 공

모함. 이때, 공모된 연구 분야는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과 새로운 내용으로 

적절히 배분함

3) 이러한 협력 방안을 통해 국내외 연구자에게 연구선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장기 연구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양적 연구 성과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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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제협력 

1) 타국 EEZ에 대한 조사 허가서를 발급을 위해 조사는 최소 1년 전에 계획이 결정되

어 발급 절차에 들어가 원활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게 조치함

2) 생태계 다양성, 구조 및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 분야는 3년간의 단독 조사를 통해 

조사 해역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국제 전문가와의 협력 및 국제 프

로그램과의 연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

요가 있음

3) 대양의 마이크로플라스틱 연구 분야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과학전문가그룹(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및 PICES(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WG-31, working groups on Emerging Topics in Marine Pollution)에서의 북태평양 6개국 

연구자들과의 자료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University of Plymouth의 Thompson 교수팀과 

협력 연구를 수행함

4) 연구 해역이 결정되면 연관국과의 영해 조사를 위해 연구선을 활용한 국제 공동연

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예, Coral triangle 해역의 조사는 필리핀, 인도네

시아의 연구자와 협력)

4.3. 추진방법

1) 연구 해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서태평양 해역을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에 

대해 2~3개 정점을 선정함 

2) hydrothermal vent의 조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열수광상사업과 연계한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심해 무인잠수정 등 임대 장비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

점이 있음

3) 분석 비용과 자료 분석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유전체(메타지놈) 연구는 연구 

해역에 대한 1차년의 광역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해역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

차별로 수행하여, 비용 및 자료 분석 시간을 전 연구 기간으로 분산시킴

4) single-cell genomics를 위한 cell-sorting은 현장에서 직접 수행 되어져야 함으로 

cell-sorter를 포함한 주요 장비는 연구 개시와 함께 구매함

5) 마이크로플라스틱 분야는 1차년 조사를 토대로 대양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점 및 

채집시간 등 방법 조율 후 2차년도 채집 및 조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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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내용 

5.1. 연구해역

1) 연구는 서태평양의 10개 해역에 대해 조사함 

2) 서태평양 해역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류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

으며, 다른 동태평양 및 대서양과 같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연구 활동이 활

발히 수행되지 않아 해양학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해역임

3) 이중 8개 해역은 해류의 특성이 차이가 있으며, hydrothermal vent와 coral 

triangle 지역은 생물 다양성의 차이가 큰 해역임

그림 2.7. 제안된 연구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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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기간

- 3년/단계, 3단계, 총 9년

5.3. 연구내용 

가. 연구 해역의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

1) 수온, 염분을 포함한 해수의 물성 특성 및 해류 분포

2) 영양염, DOC, POC, 미량금속 등 화학적 변수 조사

나. 생물다양성 및 먹이망 구조

1) 대양 생물(원생생물, 원생동물, 동∙식물플랑크톤, 난자치어 및 어류) 다양성 

- 최신 NGS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하여 해역별 해수, 생물체 공생 미생물의 다양성 

정보 구축

- Single-cell genomics를 이용한 난배양성 미생물의 유전체 특성 파악

- 현미경, 이미지 장비(flowCAM), NGS 등을 활용한 식물플랑크톤 다양성 목록 작성

- CUFES, MOCNESS, 초대형 네트를 활용한 부유생물 표본 수집 : 동물플랑크톤, 난자

치어, 소형 어류 수집 및 어란과 소형동물플랑크톤의 연속 채집

▪ 소형 생물의 단일 표본에서 genomic DNA 추출, 유전자 증폭,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local 참조 reference DB 구축

▪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대량의 해양부유생물 표본 분석

▪ 모식표본 제작 

- 쿠로시오 해역의 기생성 원생생물의 형태, 생태 및 분포 파악 및 국내 유입종 선별 

- 국내 유입 기생성 원생생물의 분자유전학적 검출 기법 개발

2) 먹이망 구조 

- 유광대 수층에서의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엽록소, flow cam) 및 생산력(14C-고정

법)측정

- 유광대 수층에서 원생생물의 생물량(flow cam) 및 섭식율 측정 

- 유광대 수층에서 원핵생물의 생물량(flow cytometry), 생산력(3H-thymidine 고정

법) 및 호흡량(Oxygen optode) 측정 

- 동물플랑크톤 생물량 파악

- 환경, 음향, 해양생물 정보를 활용한 해양생태계의 구조 분석 및 종별 정밀 분포

도 작성(분포도, 산란장, 보육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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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기능 변동 예측

1)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 연구 

- 메타지놈 분석을 통해 역생지화학적 과정을 추정하고, 중요 과정에 대해서는 지화

학적인 검증 분석을 수행함

- 주요 생지화학적 과정에 관여하는 기능유전자의 발현량과 지화학적 분석 결과와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지화학적 속도의 proxy 개발

- Single-cell genomics 자료 분석을 통해 우점 미생물 그룹의 생지화학적 기능을 

규명함

- 매년 해역별로 약 1000~2000m 수심 간격으로 sediment trap의 장기 계류와 이를 

통한 심해로의 유기물 입자 플럭스의 연중 변동성을 파악함. 동시에 유기물의 현

미경 검경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어떤 생물 기원의 유기물인지와 유기물 분해에 

참여하는 미생물 그룹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메타유전체 및 전사체 분석을 통

해 연중 침강 입자에서 일어나는 생지화학적 기작에 대해 추정함

- 잘 알려지지 않은 미소성 해양기능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여 새로운 해양생

태계 구조 및 기능 이해도를 높힘

2)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종 다양성 및 기능의 변동 연구 

- 모사된 미래 환경(해양 산성화, 온난화 등)에서의 주요 생물 그룹의 생리적 변화

를 배양체를 이용한 파악함. 또한, 모사된 환경에서 기능 유전자나 메타전사체 분

석을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다양성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주요 그룹의 생리실험을 통한 환경 적응성(생산력 등) 평가

- 마이크로플라스틱의 분포와 생물 영향 규명

▪ Manta trawl net와 hand net을 이용한 표재 마이크로플라스틱 채집, 성분 및 개

수 분석

▪ 폴리머 타입별 생물 영향 분석

3) 생태계 모델을 통한 생태계 기능 변동성 파악

- 최종 3단계에서는 이상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미래 환경에서의 생태계의 먹이망 구

조와 생태계 기능을 예측하기 위한 생태계 모델 연구

- 기후변화-생태모델을 연계하여 지구환경 변화 시나리오에 근거한 생태계 변동 예

측 및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해색위성을 활용한 연구해역의 장기적 생산성 변동 양상 파악

라. 해양 생명 자원 발굴 및 활용 기반 연구

 

1) 유용 원핵생물 자원 배양 및 활용 연구

- 각 해역에 특이적인 배양 시스템 구축: 환경 특성에 따른 배양 시스템 개발 및 보

존 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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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 기반 주요 생물자원 배양체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생리 특성 파악, 유용 

기능 탐색 및 활용 연구

2) 해양 오믹스 자원 확보

 - bio-hotspot의 오믹스 분석을 통한 신생명기능 및 유용 기능 규명

3) 해양 천연물 자원 개발

- 대양의 심해 및 심해퇴적토 생물의 의 체계적인 확보 및 보존 

- 해양생물 및 해양미생물의 추출물 library 구축 및 생리활성의 검색

- 활성물질의 분리, 정제 및 구조규명과 유용물질, 유용효소 등을 활용한 신의약,   

 기능성 신소재 개발 기반 마련(타과제와 연계)

그림 2.8. 연구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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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엽록소

해색 자료

난자치어

무척추동물 유생

생태계 모델링
- 근미래 해양 생태계 구조 및 물질 순환
   양상의 변동성 예측

유해 물질 영향
 파악

- 미세플라스틱 분포 및 생물영향 파악

유용 원핵생물 자원

해양 생명 자원
 발굴 및 개발

1 단계 2 단계 3 단계
최종 목표

세균 배양체 확보

분리세균의 유전체 자원

유용 해양생물 및
미생물 채집 배양

유용 유전자원 발굴 및 개발

섭식율

생물량

군집조성

다양성

생태계 기능
및 변동

화학특성

생태 물리화학적
환경

- 유용 생리활성 물질 발굴, 기능 규명 및
   산업화 기반 마련

다양성

군집조성

- 장기 생태환경 변동 파악

- 부유생태계 먹이망 구조 변동성 파악
- 해역별 생산성 파악 및 연변동 규명
- 수괴 특이적 생물학적 지표종 발굴 및
   해류에 의한 이동성 규명
- 기생성 원생동물 분포 규명 및 영향 파악
- 주요 생물 그룹의 생물지리학적 분포 규명
- 유용 유용생물의 산란 특성 파악
- 부유성 동물의 3차원 분포 파악

유용 오믹스 자원

해양 천연물 자원

유용 천연물 발굴 및 기능 규명

해양 산성화 및
온난화

유기물 분해
미생물 군집 및 기능 유전자

미세플라스틱

생태 기능

지화학적 연구

동물플랑크톤

sinking flux 변동

-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일차생산자의 생산성
  변동 예측
-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기능 변동
   예측

- 심해로의 유기물 플럭스의 연변동 파악
- 유기물 분해 기작 및 기능 미생물 그룹의
  규명

- 유용 해양 및 극한 미생물 자원 확보 및 응용
   기반 마련
- 해양 신 오믹스 자원 발굴 및 유용 기능 규명

분자생물학 기법 기반

메타-오믹스 연구

먹이망 구조 및 물질 순환

- 해역 특이적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 특성 규명
- 생태기능 유전자 분석을 통한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 양상 파악 기법 개발
     (지화학적 검증 병행)
- 난배양성 우점 미생물의 유전체 정보 기반
   생리 특성 규명

single cell genomics

배양체 생리 기반

생산력

군집조성

개체수

생산력

개체수

다양성 

대분야 중분야 세부항목

식물플랑크톤

물리특성

미량금속

영양염, POC, DOC

해류 특성

수온, 염분

생물 다양성
(먹이망 구조)

생물량

원핵생물

원생생물

표 2.1. 연구 내용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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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서태평양 해역의 생물 다양성 및 물질 순환에 대한 다학제적인 연구와 종합적 이해

를 통해 우리나라 주변 생태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후 변화

와 산성화 등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 생태계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음

2) 대양/심해/극한 해양 환경에 특이적인 새로운 생명 현상을 규명하고 새로운 생물 

자원을 발굴함으로써, 신기능 및 신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원천지식을 제공

3) 국제적인 해양의 생지화학,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과의 경쟁 및 협

력을 통한 한국의 해양 과학기술의 위상 제고

4)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연구결과의 융합을 통한 해양 수괴 흐름의 재해석 가능

5) 수괴의 특성에 따른 생물 군집 및 유전체 정보 파악을 통한 cryptic biodiversity 

발굴 및 해양 신물질 추적자 개발

6) 외해 기인 국내 유입 잠재적 기생성 원생생물종 효과적 검출을 통한 국내 해양생태

계 내 기생성 원생생물의 출현 감시 

7) 쿠로시오 수역권 기생성 원생생물 기인 해양생태계 교란의 국내 발발 대비 및 효과

적 대응 방안 수립 

8) 대양 및 심해생물의 체계적인 확보 및 신소재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9) 국제/국내 관련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종합 연구선의 효과적 이용 기술 확보

10)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제공함으

로써, 국제적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 연구 개발 및 국제적 대응 방법 마련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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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해양생물 다양성 및 유용생물자원 탐색

제 2 절 저서동물 생물자원

1. 연구의 필요성

1)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연안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해를 포함

하는 대양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 특히 심해에서 분포하는 

심해생물의 80% 이상이 아직 보고되지 않는 미기록종으로, 향후 학술적으로 가치

가 매우 높으며, 또한 미래생물자원 개발을 위한 자원 확보 차원으로 매우 중요함

2)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계특성의 변화(온도, pH, 산소 등)와 표층으로부터의 영

양염 공급 변화는 심해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며, 심해생태계는 해양의 

생지화학 순환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3) 심해생물은 생물진화의 기원을 밝히는데 중요하며, 의화학용 신물질 발견 기대 높

고, 최근의 심해 활용 증가(심해 수산자원 획득, 원유개발, 가스, 심해광물 개발,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따른 심해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4) 특히, 서태평양 지역은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이 높고, 전 세계 산호초의 1/3을 차지

하고 있으며, 해양동물군의 94%가 출현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 회유하는 유용

생물자원의 산란, 성장, 섭식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의 유용생물자원탐

색이 필요함 

그림 2.9. 전 지구적인 해양생물의 종 다양도 분포 예측(좌)과 다랑어류 회유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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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동향 

2.1. 국내 연구동향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북동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기술 개발 및 환경보전 연

구의 일환으로 심해 중형, 대형저서생물 연구를 실시하였음

2) 인도양, 남태평양 통가 피지 주변의 열수광상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된 열수분출공 

심해 생태계에 관한 환경 연구 사례 있음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태평양 종합대양연구(I)를 통해 2000년부터 2002년 까지 

북서태평양 및 동중국해에서 지질 및 지구물리, 물리, 화학, 생명공학 및 부유생

태계 조사가 이루어졌음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연구(POSEIDON 

Northwestern Pacific Ocean Study on Environment and Interactions between 

Deep Ocean and marginal seas)가 2006~2011년 동안 이루어졌음

5)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에서 주요 심해어종에 대한 생태학적 특성을 규명

하고 심해수산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동해 심해

역 6개 수층(300~1,300m)을 대상으로 동해 심해생태계 수산자원특성 조사를 수행

하고 있음

2.2. 국외 연구동향 

1) 심해생태계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국제네트워크(INDEEP, International network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of deep-sea ecosystems) 프로그램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제에는 16개국이 참여하여 심해생태계

에 서식하는 심해생물의 분류와 진화, 종다양성, 심해생물들 간의 연계성, 심해생

태계 기능, 인위적인 교란에 대한 과학적 정책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

고 있음. 2단계는 2017-2022년 동안 진행될 예정임

그림 2.10. 심해생태계 과학적 연구를 위한 국제네트워크(IN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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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southampton대학의 심해그룹에서는 상업용 ROV와 공동 협력으로 심해지역의 

생태계 탐사와 ROV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중이며, 심해가스석유회사와 공동으로 심

해환경장기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3) 일본 JAMSTEC은 세계 주변지역의 심해환경에 서식하는 심해생물의 진화과정 및 세

계 심해 지역(열수, 해구 등)간의 생물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QUELLE(Quest 

for Limit of Life)’ 프로그램을 1년 동안의 항해를 통하여 수행하였음

 

그림 2.11. 국제 상업용 ROV를 이용한 심해환경장기모니터링 프로그램

그림 2.12. 일본 JAMSTEC R/V Yokosuka에 수행된 QUELLE2013 조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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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태평양의 Coral triangle 지역은 인도양과 서태평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높은 생물다양성과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이곳에 분포하는 

산호초는 전 세계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 동물군의 94%가 출현하여, 우리나

라에 회유하는 다양한 유용생물자원의 산란, 성장, 섭식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우

리나라의 유용생물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 

연구 및 유용 생물자원 탐색은 미래 해양발전에 매우 중요함

5) SoJaBio (Sea of Japan Biodiversity Studies)

- 2010년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SoJaBio를 통해 동해 북동부 해역 및 쿠릴열도 

부근 북태평양 심해 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연구가 진행됨

- 러시아-독일 국제 공동 심해 원정대는 동해 북동 심해 지역을 탐사한 결과, 600종 

이상의 동물을 채집하였고, 이중 새로운 3개의 속(genera)과 201신종(new 

species)들을 발견하여 매우 높은 생물다양성을 지니는 곳으로 밝혀져서 태평양 

북부해역의 심해 생물다양성 연구는 그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으로 판단됨

그림 2.13. SojaBio의 조사해역 및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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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Zooxanthellate coral의 전 진구적 다양성 분포

(위)와 Coral triangle 지역내의 Zooxanthellate 

coral의 ecoregions(Veron et al., 2009)

3. 연구목표 

- 남서태평양 해역에서 우리나라 주변부까지 서식하는 심해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 및 

  종지리 분포 연구를 통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용생물자원 탐색

4. 추진전략 및 방법  

4.1. 국내협력

- 국내 심해저서 생물다양성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교(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및 연구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과 함께 한국 심해 생물다양성 

  네트워크(Korea Deep Sea Biodiversity Network)를 구성하여 심해에서 출현하는 해

  양생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할 예정임

4.2. 국제협력 

1) 심해 저서생물 종 다양성 및 종 지리 분포 연구 분야의 경우, 국제 INEDDP 프로그

램에서 생물다양성분야 책임자인 Dr. Gordon Paterson(영국자연사박물과)과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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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my Horton(영국, Southampton 대학)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조사 지역에서 나오

는 생물종에 대한 고유 코드 부여 및 종지리 분석

2) Coral triangle 지역 내의 Celebes 해 심해조사의 경우 인도네시아국립과학원

(LIPI) 연구진과 협력 필요

4.3. 추진방법 

1) 본 연구는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1단계는 북서태평양(적도-베링해) 지역에서

의 심해 해양생물 다양성 연구 및 유용생물자원의 출현량 및 이동 경로 연구를 수

행하며, 2단계에서는 남서태평양 지역까지 연구 해역을 확장하여,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열수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하여 유용생물자원 탐색 및 확보를 

실시함 

2) 심해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 및 종 지리 분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대형조

사선인 이사부호를 승선하여 9개 지역의 연구지역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정점은 최대한 타국의 EEZ외에 위치하도록 하며, 조사의 연계상 타국의 EEZ내에 

조사가 필요할 경우(일본, 대만 등)에는 해양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EEZ 

사용을 신청함

3) Celebes sea에 위치한 연구1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국립과학원(LIPI) 연구진과 함

께 공동 승선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함

4) 심해 해양생물 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각 조사 정점에서 box corer, multiple 

corer, Epibenthic sledge를 이용하여 생물을 채집하며, 현장에서 각 생물을 분리

하고 영상 촬영을 실한 후, 각 개체 별 알코올 보관을 실시함

5) 표영 환경/생물 인자가 저층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

심 해역에 sediment trap을 설치하여, 계절적 변화를 연구함

6) 우리나라 주변해로 유입되는 난류성 및 한류성 유용생물자원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

여 MOCNESS(multiple opening closing net and environmental sensing system), 

Isaacs-Kidd midwater trawl 등을 이용하여, 연구지역 5-9번 사이에서 집중 조사

를 실시함

7) 심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생태 및 생화학 특성 연구를 위하여 심해 서식 수산자

원의 생태 및 생화학 특성 분석을 통한 서식 수심 적응 프로세싱(depth-related 

adaptation process)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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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내용 

5.1. 연구해역 

1) 관측기간 : 30일/년(1단계), 60일/년(2단계)

2) 1단계 : Celebes sea-필리핀해–동지나해-동해-오오츠크해-베링해(9구역으로 구분)

3) 2단계 : 동해-동지나해-필리핀해-솔로몬해-산호해-통가 열수지역

그림 2.15. 1단계 연구 해역도

그림 2.16. 2단계 연구 해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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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기간 

1) 총 2단계 10년

2) 1단계 : 5년 (2016-2020)

3) 2단계 : 5년 (2021-2025)

5.3. 연구내용

가. 심해 저서생물 종 다양성 및 종 지리 분포 연구

1) 연구내용 : 심해 서식지별 저서동물 종 다양성 분석 및 종 지리 분포

2) 조사장비 : Box core, Multiple core, Epibenthic sledge, Baited trap, Deep Sea

              Camera, CTD with Rosette sampler 등

3) 조사지역 : 태평양 생물지리분포 남북지선 - 태평양 북부해역인 쿠릴열도 및 오호  

           츠크해부터 웜풀 발생해역인 남태평양 열도 부근까지의 심해저평원,   

           해저산, 해구(오키나와), 대륙사면부 등

4) 분석항목 : 종 분류(형태 + 유전자), ß-divesrity, Life history traits, dispersal,

              population dynamics, Scales of heterogeneities, Biological interactions 등

그림 2.17. 심해저서생물 채집 장비(Box corer, Multiple corer, Epibenthic dredge, baited trap)

나. 표영 환경/생물 인자 변화에 따른 저층 환경/생물 연관 연구

1) 연구내용 : 표영 환경/생물 인자 변화에 따른 저서환경/생물 연관 연구를 통한

              물질 순환

2) 조사장비 : Sediment trap, CTD with Rosette sampler 등 

3) 조사지역 : 심해저평원, 대륙사면부, 동해 심해 등

다. 우리나라 주변해로 유입되는 유용생물자원 조사

1) 연구내용 : 서태평양에서 우리나라 주변해로 유입되는 유용생물 자원 변동 파악

2) 조사장비 : MOCNESS(multiple opening closing net and environmental sensing system),

                Isaacs-Kidd midwater trawl, baited trap, Epibenthic sledg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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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지역 : 해저산, 대륙사면부 등

4) 분석항목 : 정점별 해양생물자원의 Inventory 구성 및 종다양성 분석, 정점별 우점종 파악

그림 2.18. 수층 유용생물(난 자치어 및 어류) 채집 장비

라. 심해 서식 수산자원의 생태 및 생화학 특성 연구

1) 연구내용 : 심해 서식 수산자원의 생태 및 생화학 특성 분석을 통한 서식 수심

              적응 프로세싱(depth-related adaptation process) 이해  

2) 조사장비 : 저층 trawl

3) 조사지역 : 대륙사면부, 동해 심해 등

4) 분석항목 : 생태학적 특성(종 분류, 형태 특성, 식성 등), 생화학적 특성(대사 반

              응 효소, 생리기전 물질 등), 유전특성(유전적 다양성, 발현유전체, 서

              식 수심 적응 유전자 등) 

그림 2.19. 연차별 로드맵

- 56 -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서태평양 심해지역의 심해생물의 종 다양성 분석 및 생물지리분포 연구를 통한

   국내의 국제적 지위 향상

2)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유용생물자원 분포 및 변동량 파악을 통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생물자원 관리

3) 기후변화 및 인위적인 개발에 의한 심해생태계 변화 예측의 신뢰성 확보

4) 심해 생물의 서식 수심 적응 프로세싱 및 관련 유전자 연구 관련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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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서태평양 해양 및 대기 모니터링

제 3 절 적도서태평양 물리관측

1. 연구배경

가. 과학적 배경

1) 적도 해역은 지구상 열에너지의 수급해역 

2) 서태평양 열대해역 상층은 고수온 해역(warm pool)으로 태풍 발생해역

3) 서태평양 적도해역은 엔소(ENSO) 변화의 시발점

4) 서태평양 적도해역은 인도양 적도해역으로부터의 대기의 중규모현상(MJO)이 전달되

어 태평양으로 확대되는 통로

5) 서태평양 상층은 미세구조(meridional interleaving layers,내부파 등)의 발달로 

대규모 순환에 대한 미세규모 현상의 역할의 중요성이 있음

나. 기술적 배경 

1) 엔소 연구에 해류 시계열 관측 자료의 부족(해수 물성, 해양-대기 열속, 바람 등은

   관측 자료를 활용하나 해류 자료는 모델 결과에 의존)

2) 기후변화에 해양 심층의 역할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해양 심층의 해수 물성 변

화 경향 탐지를 위한 심층 수온염분 관측망 구성 중(Deep ARGO의 활용 초기 단계

이지만 극 심층의 시계열 자료 확보에는 ARGO 관측에서는 한계가 있음)

3) 국제적으로 향후 열대 태평양 관측망(TPOS 2020)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임

2. 연구목표

 - 서태평양 적도 해역에서의 해양-대기 변화 탐지 및 엔소 발달 소멸 기작 연구

3. 연구내용

1) 연구기간 : 2018년 ~

2) 연구비 : 20억원/년

3) 연구내용

- 해양 관측망 유지 및 시계열 관측(해류, 해수 물성,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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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상층 변동성 분석(년 변화 이내)

- 엔소 발달 및 소멸 기작 연구

- 엔소 예측(KIOST 기후예측시스템 모형에 자료 제공)

- 해양 심층 물성 변화 탐지 및 해저면층의 해양물리 과정 연구 

- 무인 관측(Wave glider, Subsurface glider) 활용 실험

4) 조사선 활용 계획

- 관측 해역 : TAO 관측망 설치 해역의 일부   

              8S~8N, 156E 및 180E(그림 2.20)

- 관측 소요일수 : 30일 (축 - 관측 - 축)

- 관측 방법 : 관측 장비 계류, 선박 정선 관측 

- 연구 전략 : 현 수행중인 사업(GAIA 사업)의 연계확대 및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력 확보

5) 국제협력

- NPOCE/CLIVAR 사업과 협력

- OceanSITES Deep T/S 기여(그림 2.21)

- TPOS 2020 기여를 위한 기반 구축

- 국제협력 대상 기관 : NOAA의 NDBC, PMEL, OCO

      그림 2.20. TAO/Triton 관측망 및  GAIA사업 ADCP계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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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1. OceanSITES 관측망 현황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시계열 관측 자료

2) 심층 해수물성 변동성 분석(년 변화 이내 시간 크기)

3) 심층 해수물성 장기 변화 진단을 위한 기준 자료 확보

4) KIOST 엔소 예측 성능 개선(KIOST 기후예측시스템 공동)

5) 엔소 과정의 이론 개발 

6) 적도 태평양 해양 시계열 관측 자료 생산에 국제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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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 해류의 시공간적 변동성 연구

제 4 절 민다나오해류 관측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북적도 해류(North Equatorial Current: NEC)는 서안경계(필리핀)를 만나 남북으로

   그 흐름이 나눠져 북쪽으로 흐르는 쿠로시오와 남쪽으로 흐르는 민다나오

(Mindanao) 해류를 형성함(그림 2.22)

2) 필리핀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민다나오 해류는 민다나오섬 남쪽에서 서쪽으로 흐르

면서 민다나오 와류라 불리는 반시계방향의 흐름을 형성하며 적도부근을 따라 동

향하는 북적도 반류와 연결됨

3) 민다나오 해류에서 벗어나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는 술라웨시해와 마카사 해협을 통

해 인도네시아 해역으로 흘러가는 인도네시아 통과류(Indonesian Throughflow: 

ITF)를 형성함(그림 2.23)

 4) NEC의 분기(bifurcation)는 계절적 변동성과 경년 변동성을 가지고 있음. 겨울철

에는 북쪽으로 올라가며 여름철에는 남쪽으로 내려가며 엘니뇨 발생시기에는 북쪽

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임 

5) 최근 20년간 NEC 분기점이 남쪽으로 약 2도 내려간 경향이 위성관측을 통해 확인

됨. 또한 NEC 분기점의 변동은 쿠로시오와 민다나오 해류의 변동성과 높은 상관관

계를 보임

6) 하지만 이러한 북서태평양의 서안경계역의 변동성은 주로 위성관측 혹은 수치모델

실험을 통해 보여줬을 뿐 현장관측을 통한 검증은 미미하며 따라서 그 변동성을 

실증할 현장관측의 필요성이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음 

2. 연구목표

 

1) 필리핀 동부 북위 7도선을 따르는 해역을 통과하는 민다나오 해류의 유속구조와

   물질 및 열수송량의 수 시간 변동에서 경년 변동까지 관측

 2) 민다나오 해류의 변동성과 북적도 해류의 분기점 변동성과의 상관관계 규명 

 3) 민다나오 해류 변동성과 인도네시아 통과류 변동성과의 상관관계 규명

 4) 민다나오 해류 변동성과 북태평양 해양기후시스템과의 상관관계 규명

 5) 해양 및 기후모델의 검증에 필요한 민다나오 해류 시계열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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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서태평양 해역의 평균 해수면 높이(Rio et al., 

             2011). 수심 1000미터 이상 해역만 표시하였음. 필 

              리핀 동부 보라색 점은 북적도 해류의 평균 분기점 

              을 보여줌(Qiu and Chen, 2010)

               

그림 2.23. 표층부이 trajectory(2005년∼2006년). 대부분의 표   

             층부이는 민다나오 해류를 따라 남하하다가 반시계방    

             향 회전을 한 수 북적도 반류를 따라 동쪽으로 흘러     

             가지만 몇 개의 표층부이는 술라웨시해를 통해 인도네시  

             아 해역으로 흘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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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1) 관측기간 : 2016년∼2010년(4년간)

 2) 북위 7도 선을 따라 관측 장비 투입. 투입 장비는 유속 계류계 2기(75 kHz ADCP + 

RCM-11 3대)와 Current- and Pressure-recording Inverted Echo Sounder(CPIES)

    6대(그림 2.24)

 3) 2017년부터 매년 유속 계류계 회수 및 재투입 실시. CPIES는 음향자료전송을 통해 

자료만 획득하고 문제 발견 시 회수 후 재계류  

 4) 북위 7도선을 따라 계류계 정점을 포함하는 정선관측점을 정하여 CTD/LADCP 전층 

관측 실시. 또한 Long-range Shipboard ADCP 자료 획득. 

 5)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의 Randy Watts교수, 콜럼비아대학교의 Arnold Gordon교

수 및 필리핀 해양학자와 공동연구로 수행. Watts교수는 CPIES의 개발자로 CPIES

를 이용한 관측연구의 최고 전문가로 북서태평양 뿐 아니라 전세계 여러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CPIES를 이용한 관측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Gordon교수는 인도네

시아 통과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해양학자들과 지속적

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음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4년간의 수온, 염분, 유속, 유량 변동 시계열 획득

 2) 총 5회에 걸친 정선관측 수온, 염분, 유속, 유량 자료 획득

 3) 위성고도계 자료와 필리핀 연안의 조위자료간의 해수면 고도차와 현장 관측한 유

량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1992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민다나오 해류 유량 시

계열 획득 및 북태평양 해양기후시스템과의 상관관계 분석

 4) INSTANT프로그램을 통해 마카사 해협에서 장기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통과류와 관측된 민다나오 해류와의 상관관계 분석

 5) 대형조사선의 국제공동 현장관측연구 사례 제시 및 국제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해

역의 현장관측 결과 발표를 통한 해양과기원의 위상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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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위) 유속계 및 CPIES 계류계 투입 인근 해역의 수

심도. 점선은 Jason-2 위성고도계 트랙을 나타냄. 

(아래) 유속계 및 CPIES 계류계의 사이드 뷰. 계류

계 위치는 빨간색 점으로, CPIES위치는 파란색 점

으로 표시. 배경은 자료동화된 HYCOM의 2007년 1월

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남북방향 평균 유속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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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의 수중소음관측을 통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 5 절 대양수중소음 관측

1. 연구의 필요성

1) 최근 인간의 해상활동 증가(선박추진기 소음) 및 해양관측(어군탐지기/멀티빔 발생

   음) 등에 의해 해양에서의 소음이 증가되는 추세임

2) 수중소음의 증가는 해양포유류의 의사소통 또는 포식자 탐지 능력 감소를 발생시켜

   해양오염원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음

3) IMO(국제해사기구)에서는 상선 방사소음 규제를 위한 법규제정을 가시화하고 있으

   며, 대양에서의 선박소음 관측으로 해양생태계 보호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사회에서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해양포유류 및 어류군집에서 발생되는 수중음향을 분석하여 해양자원의 분포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2. 연구목표

- 대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중소음(선박소음, 자연소음, 생물소음 등)을 관측하고, 

  특히 자연배경소음 및 해양생물(포유류 및 어류)에 의해 발생되는 음향을 수집․분석

  하여 수중소음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생물 자원을 파악함

3. 연구내용

1) 대양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수중소음 관측시스템(부이/선상관측) 구축

2) 수중소음 및 해양생물 음향분석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수중소음원(선박, 파랑, 해양동물 등) 파악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해양생물자원 파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제 구축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해양생태계 보존 및 수중소음 분쟁과 관련한 기준 마련에 활용

2)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 개발,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략수립을 위한 기반 확보

3) 선진해양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대양에서의 우리나라 해양기술의 도약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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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대양에서의 수중소음 관측시스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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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등고래의 먹이 포획시 내는 소리의 sonogram 분석 예.

     (위: 시간파형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소리진폭)

      아래: sonogram (가로축: 시간, 세로축은 주파수, 색깔은 진폭세기)

그림 2.26. 혹등고래의 먹이 포획시 내는 소리의 sonogram 분석 예.

  * 범고래의 우는 소리의 sonogram 분석 예.

그림 2.27. 범고래의 우는 소리의 sonogram 분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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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태평양 과제제안서

제 1 절 해양환경 모니터링

제 2 절 서태평양 태풍경로

제 3 절 해양대기 동아시아 몬순

제 4 절 동태평양 연안변동

제 5 절 북태평양 남태평양





적도태평양과 인도네시아 통과류 지역에서 

미량원소 및 동위원소의 생지화학적 순환 연구(Korea GEOTRACES)

제 3 장 태평양 과제제안서

제 1 절 해양환경 모니터링

1. 연구의 필요성

1) 대기 중 이산화탄소농도 증가, 기후변화, 각종 해양오염 등이 해양 생지화학 

순환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미량원소와 이들의 동위원소(Trace Elements and their 

Isotopes, 이하 TEIs라 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해양퇴적물에 보존되어 있는 TEIs의 정보를 통해서 과거의 해양환경(온도, 염

분, pH,탄소순환, 해양순환, 생물생산력 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에까지 진행된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환경의 역할 또는 반응

을 유추할 수 있음. 이러한 정보는 미래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3)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적인 해양조사에 불구하고, 청정 분석환경과 분석기

술의 제약 때문에 TEIs의 해양 분포와 특성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임. 

국제 GEOTRACES 프로그램을 통해서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4) 국내에서는 청정실험실을 갖춘 연구선이 없었기 때문에 해수 중의 TEIs를 분

석하는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었음. 그로인해 관련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며 

전문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임. 하지만, 청정실험실을 갖춘 이사부호가 건조 

중임에 따라,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음

5) 전 지구적 현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해 여러 해양 지역을 공동연

구하고 결과를 공유해야 함.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내의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협력 연구사업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6)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해양연구 프로그램의 참여는 국제 해양학계에서의 한국

의 위상을 높이며, 국제적 수준의 연구표준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관련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의사결

정 과정에 한국 과학자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71 -



7) 주변국인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대

만, 인도 등도 국제 GEOTRACES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

는 그렇지 못한 실정임

2. 연구동향

2.1. 국내 연구동향

1) 국내의 해양 TEIs 관련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자원도 작성, 방

사능 오염 연구, 해저환경 연구, 화학물질 수지 및 순환 연구 등의 주제로 

진행된 바 있고, 국내 대학(서울대, 연세대, 충남대, 인하대, 군산대, 부산

대, 한양대, 부경대, 목포대 등)에서 개별 연구가 진행하였음

2)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Co, Cu, Zn, Cd, Pb 등의 미량금속들은 육상 기원의 오

염을 지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동위원소들(dD, d13C, d15N, d18O, 

d34S)은 수괴 추적자, 해양유기물 및 대기오염물의 추적자, 황산염/질산염의 

환원과정과 과거 온도/영양염/생산성의 지시자 등으로 사용됨

3) 방사성 동위원소는 해양입자들의 특성 및 퇴적물의 연령 측정(Po, Pb, Th), 

수괴추적자(Ra), 지하수 추적자(Ra, Rn), 유기탄소 침강량 추정(Th) 연구 등

에 활용되는 한편, 방사기원 동위원소(Sr, Nd, Pb)들은 육상 기원 물질의 기

원지 추적자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활용되었음

4) 하지만, 철이 해양생산력을 제한하는 요소이고, Mn, Cu, Cd, Zn, Co 등의 미

량원소들이 해양탄소순환에 관련되는 과정 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5) 국제 GEOTRACES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www.geotraces.org/)에 미량원소/

동위원소 측정전문가로 등록된 국내연구자는 전무하였음.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의 김경태 박사가 GEOTRACES 프로그램의 한국 연락책으로 활동 중임

6) 2009년 1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관(국토해양부 지원)으로‘Korea-Geotraces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 방향 연구’기획보고서가 출간되었음. 이 보고서

   의 중점사업은 TEIs 연구환경 조성과 동해 및 황해 연구였으며, GEOTRACES 사

   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 국외 연구동향

1) 2006년 SCOR(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의 주관아래 

“GEOTRACES: An International Study of the Marine Biogeochemical Cycles 

of Trace Elements and Their Isotopes”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 계획이 출

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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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까지 732개의 정점을 조사하였고, 조사 정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그림 3.1) 

   (적색: 계획정점, 노란색: 완료된 정점, 흑색: International Polar Year

    프로그램과 공동연구정점)

3) 2014년 ‘GEOTRACES Intermediate Data Product’를 2014년 하와이 Ocean 

Sciences Meeting을 통해 발표함(그림 3.2)

4)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콜럼비아, 베네쥬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

나, 칠레,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그리스, 러시아, 이스라엘, 쿠웨이트, 남

아프리카 공화국, 튀니지, 인도, 중국, 대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GEOTRACES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그림 3.3), 이 가운데 18

개국이 매년 연차보고서를 통해서 각국의 GEOTRACES 관련 연구비 현황, 연구

활동, 논문 등을 교류하고 있음

그림 3.1. GEOTRACES의 승인된 관측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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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GEOTRACES Intermediate Data Product의 3D 지도

그림 3.3. GEOTRACES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활동이 진행 중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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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GEOTRACES 프로그램은 북극, 대서양, 태평양으로 연구지역을 나눔. 지역

별로 2012, 2008, 2008년도에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

행계획을 수립하였음. 각 지역에 대해 제안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  극 : 생지화학적 순환의 이해(해빙, 눈, 해수에서의 TEIs 분포와 해빙  

        의 역할, Shelf 지역으로부터의 물질공급, TEIs와 인간보건), 미  

        량 원소 및 동위원소의 농도 분포와 에어로졸 화학 연구(계절적  

        변화, 장기변동, 북극 유입 오염물질 기원지 판별), 북극의 미래  

        에 대한 예측력 향상

- 대서양 : 열염순환과 TEIs의 흐름, 수지 등에 대한 연구, TEIs와 탄소순환  

        사이에 생물학적인 연계, 해양 경계지역에서의 TEIs 공급, 제거  

        및 순환 연구, 대기침적을 통한 TEIs 공급, 해저 열수구에 의한  

        TEIs 공급/제거 연구

- 태평양 : 열대태평양 지역의 빈산소층과 열수플룸(Hydrothermal Plume),

           Scavenging에 의한 TEIs 제거, 탈질(denitrification)과 용승    

       지역에서 질소순환, 금속원소와 영양염 간의 비율 연구, 태평양   

       중층수, 아시아 기원의 대기침적 등이 포함됨

6) COST action ES0801 프로그램이 유럽 GEOTRACES 연구의 네트워킹과 미팅을 위

   한 자금을 2010-2013 기간 동안 지원하였음(20개국). 관측조사 계획, 분석기

   술의 상호검증(Intercalibration), 자료관리, 교육 및 훈련의 총 4개의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음

7) UK GEOTRACES 프로그램은 University of Bristol, National Oceanography 

Centre를 포함한 영국 내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남대서양, 적도대서

양, 발틱해를 주요연구 거점으로 연구를 진행 중임

- 남대서양 : 미량영양염 순환, 고기후 지시자(paleoproxy) 연구

- 적도대서양 : 철공급과 질소고정 간의 관계, 철의 주요 공급원(대기, 빈산  

             소 퇴적물층)에 대한 연구

- 발틱해 : 발틱해의 TEIs 순환 연구, 빈산소 환경에서의 TEIs 변형 연구

8) 일본은 GEOTRACES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논의를 2003년부터 진행해왔으

며, 2005년에 관련 위원회를 설립하고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채택되

지 못했음. 이후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2009년과 2010년에 GEOTRACES 기준을 

충족하는 첫 크루즈를 인도양을 대상으로 진행함. 이후 일본연안 지역과 북

태평양 고위도 지역의 관측도 진행됨. 2014년 말 - 2015년 초에 남태평양 관

측 예정

9) 중국은 C-GEOTRACES 프로그램을 통해 동중국해와 북서태평양 해역의 TEIs 연

구를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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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목표

1) TEIs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급원들과 생지화학적 과정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규명

2) 지화학적 추적자(TEIs)를 이용한 과거기후(해수순환 등)의 복원과 이를 통한 

   미래기후의 예측

3) 전지구적 탄소순환에서 ITF 및 적도 해역의 역할 규명(CO2 흡/배출량, 침강입

   자 플럭스)

4. 추진전략 및 방법

4.1. 국내협력

1) 실해역 관측조사 일정을 확정한 뒤, 이를 국내의 해양관련 학회와 연구/교육

   기관에 공지하여 공동연구 의견 수렴

2) 이 중에서 연구목표(GEOTRACES 프로그램의 핵심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과제

   들을 선정하여 공동 관측조사의 기회를 제공함

3) 매년 연구결과 발표회 및 차년도 관측을 위한 워크샵 개최. 관련 연구자를 초

   청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공동 발굴함

4) 국내의 TEIs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신규연구인력 유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TEIs 교육 활동을 지원함

4.2. 국제협력

1) 국제 GEOTRACES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적도 및 ITF 해역의 크루즈를 

GEOTRACES 탐사로 공식인증을 받음

2) 실해역 관측조사 일정을 확정한 뒤, 국제 GEOTRACES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

   여,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함

3) 국내의 TEIs 청정 분석환경 및 분석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 전문가 그룹을 방

   문하거나 유치하여 단기간에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됨

4) GEOTRACES가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연구기반이 부족한 ITF 지역 주

변 국가들(인도네시아)의 연구자들에게 공동관측의 기회와 기술협력을 제공

함으로써 ITF 지역에 대한 관측허가권을 얻도록 노력함

5) ITF 지역의 경우, 인도네시아 지역해에서 연구를 수행 중인 미국, 프랑스, 네

   덜란드, 일본, 호주, 독일 등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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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진방법

1) 총 3개의 연구그룹(TEIs, 생지화학, 물질수지 분야)을 두고, 이들 연구단위에

   서 측정한 자료를 종합하여 국제 GEOTRACES 팀에 보고하는 자료 관리팀을 별

   도로 운영함

- TEIs 분석 그룹은 TEIs 분석기술의 고도화를 진행하며, 실해역 관측 시 해

  수 및 퇴적물의 청정시료획득 시스템의 운영 및 관련 시료의 획득, 보관,

  운송, 분석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총괄함. 별도로 국제협력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의 신진연구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임무를 

  수행함

- 해수 생지화학 연구 그룹은 N, P, Si 등의 영양염, 해양 CO2인자(알칼리도, 

  pH, CO2 분압, 총무기탄소) 및 기체 추적자 분석(SF6 및 CFCs)을 담당하여, 

  TEIs와 해양 생지화학 순환과의 관계 등을 연구함

- 물질수지 연구 그룹은 Sediment Trap을 통해 침강입자 플럭스 추정 및 조

  성 분석을 진행하고, 한편으로는 대기로부터 공급되는 물질의 조성과 양을 

  분석 함.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대기-해양-퇴적물로 이어지는 물질수지를 연

  구함

5. 연구내용 

5.1. 연구해역 

   - 연구지역으로 적도태평양과 ITF(Indonesian Throughflow)지역을 제안함

1) ITF(Indonesian Throughflow)

- 다음의 4개의 정선관측(ITF의 유입/유출구와 2개의 주요 채널)을 제안함

- 관측기간 : 연 30일

2) ITF(Indonesian Throughflow) 지역의 연구 필요성

- ITF는 태평양으로부터 인도양으로 해수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해류로

  서, 전 지구적 해양순환 시스템의 한 축을 이루며, 따라서 지구 기후에 있

  어서  중요함

- 열대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은 인도네시아 해역을 사이에 두고 대양 간 해수

  교환이 이루어지고 난수풀의 격년 변동이 발생함. 해수 수송과 함께 교환

  되는 열에너지는 열대 동인도양에서 대기순환을 거쳐 티벳고원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 ITF 지역에 대한 이산화탄소 및 생지화학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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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 기후에 속한 인도네시아 육상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질들이 ITF 해

  역의 TEIs와 생지화학 인자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인도네시아 지역의 산불발생과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대기를 통해 해양으로 

  침적하는 물질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양물질순환에 있어서 이

  들의 역할을 밝힐 필요가 있음

그림 3.4. ITF 지역과 관측 제안 정선라인(붉은색)

3) 적도태평양

- 국제 GEOTRACES 프로그램에서 ‘Section Cruise’ 지역으로 선정한 적도 

  태평양을 탐사

- 연 30일의 일정(약 80정점)으로 관측을 진행하며, 매년 관측 시 Leg 1(서

  적도 태평양)과 Leg 2(동적도 태평양)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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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국제 GEOTRACES 프로그램이 선정한 태평양 관측 정선

4) 적도태평양 지역의 연구 필요성

- 태평양은 대서양 등과 비교했을 때, TEIs 관련 연구가 부족한 해역임

- 적도 해역은 용승이 발생하여, 생물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구가치가 높음

- 적도 태평양과 그 인근 지역에서 빈산소 수괴가 분포하고 있음. 이곳에서 

  발생하는 탈질 과정은 해양 표층의 질소고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질소순환 연구를 위한 핵심 지역임

- East Pacific Rise에서 유래한 해저 열수구의 플룸이 관측되는 지역임

- 적도 해역은 연간 0.7-1.5 Pg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그 가운데 약 70% 가량이 적도 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적도 태평양 해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

  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혀짐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 대양조

  사(WOCE, CLIVAR/GO-SHIP) 사업에는 적도 태평양 지역에 정선라인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음. 현재는 부이를 활용한 pCO2 모니터링 위주로 이산화탄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CDIAC, Carbon Dioxide Information Analysis Center)

- 적도태평양에서 침강입자 플럭스는 ENSO 변동에 의해 큰 변화를 보임

  적도 태평양의 동쪽해역에서는 엘니뇨가 일어나면 침강입자 플럭스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엘니뇨 기간 동안 용승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아서 

  표층으로 영양염 공급이 감소하여 일차생산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라니냐의 경우 반대 현상 발생

- 적도태평양의 동쪽해역과 달리, 서쪽해역에서는 침강입자 플럭스가 라니냐 

  기간에 비해 엘니뇨 기간 동안에 2-3배가량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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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도태평양의 서쪽해역에서는 ENSO 변동이 침강입자 플럭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 또한, 지구온난화에 의해 해양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도태평

  양에서 침강입자 플럭스에 대한 장기간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후변

  화에 따른 침강입자 플럭스의 변화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전혀 없음

- 따라서 적도태평양에서 침강입자 플럭스를 장기간(5년 이상) 관측하여 

  ENSO 변동과 기후변화에 의한 침강입자 플럭스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5.2. 연구기간

1) 단계별 4년 계획으로 총 2단계 8년을 계획함

2) 1단계에서는 연구지역의 TEIs의 분포(Section Cruise)와 그러한 분포의 원인

을 찾는데 주력함

3) 2단계에서는 TEIs의 과정연구(Process Study)를 진행하고, 기후 및 환경 변화

에 따른 TEIs의 반응을 연구함

5.3. 연구내용

1) 해양의 TEIs 순환

- 해양의 TEIs의 주요 공급원은 육상으로부터의 유입, 해양-대기 교환(침적 

  포함)과 퇴적물로부터의 공급, 해저 열수구임

- 해양의 TEIs의 일부는 해양생태계에 해를 끼치고도 하고 다른 일부는 생물

  생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양생지화학적 순환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중요함

- TEIs는 생물에게 직접 흡수 또는 침강하는 물질에 흡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해로 전파되고 이 중 대부분은 수층에서 재생되고 미량만이 퇴적물에 집

  적되어 과거 환경을 기록함. 또한 물리적 순환에 의해서도 TEIs 농도 구배

  가 발생하므로 해양순환의 지시자로도 활용될 수 있음

2) 국제 GEOTRACES 프로그램이 선정한 주요 연구 주제

- TEIs 순환과정을 바탕으로 국제 GEOTRACES는 아래의 표와 같은 핵심 연구 주

  제를 제시하였음

- 한국 GEOTRACES 프로그램도 국제 연구테마에 의거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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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GEOTRACES(K-GEOTRACES) 연구 내용

- TEIs 분석기반 구축 및 분석기술의 고도화

▪ 국제 GEOTRCES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TEIs 분석 실험

  실을 구축하고,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관련 기술 습득

▪ 국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석환경을 점검하여,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함

▪ TEIs 분석기술의 표준절차서를 작성 및 배포함

▪ 현재 건조 중인 5천톤급 연구선인 이사부호에는 청정 시료 채취 시스템이 

  구비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관련 시스템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음. 이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표 3.2)로부터 관련 노하

  우의 확보

▪ 국제 상호검정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국제적 신뢰성 확보

▪ 1단계 동안 선진국 수준의 TEIs 분석기술 및 환경을 확보

그림 3.6. TEIs 물질 순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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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TRACES 연구테마 세부연구주제

Theme 1

 Fluxes and processes 

at ocean interfaces

▪ Atmospheric deposition

▪ Continental run-off

▪ Sediment-water boundary

▪ Ocean crust

Theme 2

 Internal cycling

▪ Uptake/removal from surface waters

▪ Uptake/regeneration in the sub-surface

  ocean

▪ Seafloor regeneration

▪ Physical circulation

Theme 3

 Development of proxies 

for past change

▪ Controls on water column distributions of

  proxies

▪ Uptake of proxies by sediment substrates

▪ Geochemical responses to sediment fluxes

표 3.1. 국제 GEOTRACES에서 선정한 TEIs 관련 주요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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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TEIs 청정관측시스템의 국가별 구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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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TEIs 청정관측시스템의 국가별 구비현황

- 실해역 관측연구

▫ TEIs 분포와 영향 요인 연구 

▪ 적도 태평양 및 ITF 지역의 Al, Fe, Cd, Zn, Pb, Mo, As, Th, REE 등의 

  미량원소의 분포 파악

▪ 적도 태평양 및 ITF 지역의 Th-230, δN-15, δC-13의 분포 파악

  (위의 TEIs가 가지는 과학적 의미는 아래 표 참조)

▪ 적도 태평양 및 ITF 지역의 Th-234, Pb-210/Bi-210/Po-210 분석을 통한

  Scavenging과 regeneration의 파악

▪ 1990년대에 진행되었던 WOCE(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s) 이후

  에 TEIs의 농도 변화 파악(H-3, Sr-90, Pu-239/Pu-240, ΔC-14 측정, 

  δO-18 등)

▪ 해양 표층 염분 및 온도의 변동성 파악(Sr, Mg, B, U, Ba과 Ca와의 

  비율과 δO-18 분석, 산호초)

▪ 해저 열수구 플룸 추적

▪ 퇴적물의 TEIs 분석, 고기후 예측, 고기후 지시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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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국제 GEOTRACES 프로그램이 선정한 핵심 인자들과 관련 프로세스

▫ 해양 생지화학 순환

▪ 해양표층과 대기의 pCO2 농도와 해양표층의 온도 및 염분을 연속 관측

▪ 해양 이산화탄소 변수인 총알칼리도, 총무기탄소, pH, 해수 연대추적자인 

  SF6와 CFCs, 그리고 산소, 엽록소, 영양염(질산염, 인산염, 규산염)의 측정

▪ 적도지역 및 ITF 해역의 CO2 흡/방출량을 규명하고, 엘니뇨/라니냐와 같은 

  기후 인덱스와 비교하고, 결과를 TEIs의 변화 및 분포와 관련하여 고찰함

▪ 질산염과 인산염의 상대적 풍부도와 용존 철의 농도 등을 고찰하고 질소 

  고정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함

▪ 빈산소층의 기후변화 가스, TEIs 농도변화, 탈질화 연구를 진행함

▪ ITF 해역의 유기탄소 플럭스 측정

▫ 물질수지 연구

▪ 시계열 퇴적물트랩을 ITF 지역 및 적도태평양 3정점(160°E, 180°W, 

  160°W), 수심 1000m에 계류하여 침강입자 플럭스를 관측함.

▪ 퇴적물트랩 시료에서 총질량, 유기탄소, CaCO3, 생기원규소, 중금속(Al, 

  Fe, Mn) 등 분석하여 침강물질 플럭스를 추정

▪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의 침강 물질 플럭스 비교

▪ 5년 이상 장기간 플럭스의 연변화를 관측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침강입자 

  플럭스 변화 파악

▪ 프로파일링 플로트(profiling float)를 이용하여 입자성유기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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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농도와 침강입자의 상대치를 측정함.

▪ 이 POC 플로트(Carbon Explorer라고 명명됨)를 활용하여, Sediment Trap 

  연구를 보완함(시간 해상도 증가)

▪ 선상에 대기입자 및 강우 채취기(그림 3.9)를 설치하여, 일일 간격으로 

  관련 시료를 획득하여 대기로부터 공급되는 N, P, Si 등의 주요 영양염과 

  중금속의 양을 파악하고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서 기원을 파악함

 

그림 3.7. Sediment Trap 계류 제안 정점(적도태평양)

그림 3.8. Carbon 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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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연구선에 설치된 대기입자 및 강우 채취기

4) 연구 로드맵

그림 3.10. 연구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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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해양환경의 변동과 그 핵심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

   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조.

2) 국내의 해양학 연구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되고, 이는 국가의 해양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임.

3)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국가 해양정책 수립에 일조

4) 신뢰성 있는 해양자료 확보 및 해석기술은 해양정보 서비스 시장의 발전에 도

   움을 줄 수 있으며, TEIs 분석기술의 선진화로 인해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

   에 기여 가능

5) ITF 주변국과의 공동 연구로 국가 간 협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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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태풍발생지역 및 이동경로) 중장기 해양-대기 변동성 연구

제 2 절 서태평양 태풍경로

1. 연구배경 및 동기

한반도 주위 기후 및 해양의 변동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 남서태평

양 지역의 대기-파랑-해양의 상호작용을 관측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아중규모이하 

해양물리 및 동역학적 이해하고 이를 극한 기상상황에 자료기반 모델 및 수치모델

에 적용하여 극한 기상상황을 효과적으로 예측  및 예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

니다.

전지구 기후변화와 연관하여 한반도주위의 기후 및 해양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아중규모에서의 해양에 유입된 에너지의 이동경로를 이해하고 이를 수치모델에 모

수화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수온도, 해류, 및 

파랑의 변동성을 가용한 관측자료, 수치모델, 및 현장관측을 통해 단/중/장기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해양과학기술연구원에서 운용중인 연구선의 남서

태평양 관측 및 이동 일정중의 일부를 할애하여 위 연구에 필요한 현장관측 자료 

획득 및 지원을 요청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계획을 제출합니다. 

2. 연구목적 및 주제

2.1. 해양 및 대기 상호작용의 이해 

1) Wind-wave-current interactions

2) Vertical mixing 

3) Near-inertial surface/internal motions

4) Wind energy dissipation and pathways

2.2. 아중규모 모수화 

1) 중규모 모델의 한계와 아중규모 모수화의 장단점 이해

2) 극한 기상상황의 기후모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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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기 기후 변동성 이해 및 극한 기상상황 예측

1) 서태평양기후 변동성 및 현장관측자료 의 종합적 분석

2) 근실시간 자료 획득을 통한 수치(예측)모델 구성

3) 극한 기상상황의 자료기반 모델 및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3. 연구내용

3.1. 중/장기변동성 이해

1) SST, SSH, 중규모Reanalysis 자료 분석

2) 기후인자(Climate indices)의 한반도 기후 및 남서태평양 지역의 해양 및 대

기변동성 이해 

3.2. 단기 변동성 및 아중규모 이해

1) 태풍 및 극한 기상상황 단위의 종합 관측; wave, currents, 대기 관측자료의 

   종합 관측

2) glider 및 wave glider 를 이용한 이동하는 관측 대상을 효과적으로 관측하기

   위해 Lagrangian 방식 및 현장상황에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

   하고자 함

3) fleet 방식의 플랫폼 운영; 최적의 운영 알고리즘 개발

4. 정량적 성과 및 기대효과

4.1. 학계 및 산업계 기여

1) Top-shelf journal papers in oceanography

2)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3) 극한 해상상태 및 해양환경 연구 

·

4.2. 기후 변화 및 재난 대비 국가 안전 강화

1) 극한 기상상황 및 해양 재난 대비 예측 및 예보기술 개발

2) 한반도 주위 태풍의 경로 및 재난 예보 

3) 장기 해양 변동성 및 기후변화 이해; 도시, 건축, 식량자원의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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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청사항

5.1. 관측영역(cruise track)과 관측 소요 일수(시작점~종료점까지) 

1) 대만 및 필리핀 북동해역(그림 *) 관측센서의 launch 회수 지원 및 정점/이동

중 해양관측 지원

2) 관측 소요 일수: ~1주일

5.2.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파트너의 인적사항

1) 현재 국제 공동연구 파트너로 고려중인 학자는 없으나, wind-wave-current 

interactions을 주제로 일부 학자들과 협력연구를 제안중임. 

그림 3.11. Tracks of Tropical Cycl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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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Integrated air-sea-wave observations using a Wave Glider 

passing through a tropical storm.

 
그림 3.13. Temperature profiles obtained from a glider passing

           through a tropical 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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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Study domain of wind-wave-current interactions

           under extreme weather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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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온난역의 해양변동성 역학조사 및 동아시아 기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 3 절 해양대기 동아시아 몬순

1. 연구의 필요성

1) 최근 서태평양과 인도해역의 온난해역이 확장되고 따뜻해지는 등 두드러진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나,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음. 표층 해수면 온도의 변화는 잘 

   보고되었는데 반하여, 해양 내부 구조 변화 조사는 제한된 해양 관측자료 등에 인

   해 한계가 있음

2) 열대 온난역은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지만, 시간 

   규모에 따라 해양-대기 상호작용 과정의 상세 역학과정이 다양하게 달라짐. 단순

   한 해수면 온도뿐만 아니라 해양의 혼합층 변동 등 해양 내부구조가 해양-대기 상

   호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3) 열대 온난역 변동 연구는 대부분 해양의 해수면 온도 변동에만 국한되어 왔으며, 

   해양 내부 구조의 변화가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임

4) 열대 해역의 변동은 열대 지역뿐만 아니라, 중위도 기후 예측성의 가장 중요한 근

   원(source)이며, 기후예측 향상을 위해 최적의 열대 해역 예측인자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함.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도 기후는 서태평양과 동인도양 온난역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와 관련된 원격상관의 이해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2. 연구동향

2.1 국내 연구동향

1) 여름철 특정한 시기에만 동아시아 지역으로 파동모양의 원격상관이 이루어짐

2) 시기에 따른 서태평양에서의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가 중요

3) 해양-대기 heat flux exchange 관측이 반드시 필요함

- 94 -



2.2. 국외 연구동향

1) 열대 해수면온도 패턴은 유사해도 대기 원격상관 패턴은 매우 다를 수 있음

2) 시기에 따른 서태평양의 대류 강도 변화가 동아시아 기후에 중요함

3) 대류강도에 서태평양의 해양배경장의 계절성이 중요하나 구체적 역학이 제시되지 않음

4) Makassar Strait 수송량 2008/2009 급격한 변화는 ENSO 강제력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그 역학은 미해결

3. 연구목표

1) 서태평양과 동인도양 온난해역의 다양한 시간규모(수일~수년)의 해양 변동성 파악 

   및 그 역학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2) 온난역의 해양 변동성과 관련된 중위도 원격상관 패턴을 이해하고, 동아시아 기후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4. 추진전략 및 방법

4.1. 국내협력

 - 본 연구는 POSTECH과 KIOST의 공동연구로 진행된다. POSTECH에서는 온난역의 해양 

   내부 역학 및 해양-대기 상호작용, KIOST에서는 중위도 기후와 관련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사업은 국내 여러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임

4.2. 국제협력

 - 일본 동경대, JAMSTEC, 중국 NCC/CMA, IAP, 미국 하와이대, 워싱턴대, 유럽 MPI, 

GEOMAR 등과 함께 모델링 실험 등 다양한 공동 연구가 진행될 것임.

4.3. 추진방법

1) 해양 내부 역학을 연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다양한 해양 관측 자료가 이용된다. 

KIOST 관측선 및 다른 기관의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ARGO 자료, TOGA-TAO 부이, 

위성자료 등이 분석된다. 또한 다양한 해양재분석 자료 (SODA, KIOST 재분석 자

료) 및 CMIP5등 접합 대순환 모형의 장기 적분결과가 분석된다.

2) 온난역의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중위도 기후와 상관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간단화

된 모형 및 접합대순환 모형을 이용한 이상화된 모형 실험이 수행된다. 특히, 

ITF의 지형 변화 및 온난역 지역의 열속 및 염분속 변화 실험을 통해 역학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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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이해한다. Linearized GCM을 이용하여 열대 대류강제력에 의한 중위도 원격

상관패턴 변화 등이 연구된다. 

5. 연구내용

5.1. 연구해역 

  - 관측지점은 서태평양 가능한 여러 지점을 지속적으로 관측한 것이 좋으며 시

기와 정확한 관측지점은 정해지지 않았음

그림 3.15. 연구해역

5.2. 연구기간 

  - 총 1단계 3년

5.3. 연구내용 

1) 온난 해역의 해양변동성 분석 및 해양-대기 상호작용

- 종관 규모 대기 순환 및 변동에 따른 열대 해양 내부 구조 변화 및 해양 피드백 

연구

- 계절별 해양 계절 내 변동 모드 추출 및 이에 따른 해양-대기 상호작용 연구

- 다양한 시간 규모별 서태평양 온난역과 동인도양 온난역 변동의 상호 관련성 및 

ITF 및 원격상관에 의한 대양 간 상호작용 연구

- 중위도 대기순환이 온난역 해양 내부 구조 변화 및 엘니뇨/IOD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최근 온난역 해양 내부 구조 변화 경향 및 온난역 확장에 대한 해양의 역할 연구

- 미래 온난역 변화 경향 및 해양-대기 상호작용 변화 전망

2) 온난 해역의 해양변동성 및 중위도 기후 관련성 연구

- 온난해역 변동과 관련된 해양-대기 상호작용과정이 북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계

절 내 변동 모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북서태평양에서 빠르게 발달하는 태풍과 관련된 해양혼합층 피드백 및 온난역 변동 역학 연구

- 96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양-대기

상호작용

▪ 종관규모 대기 순

환 및 변동에 따른 

열대 해양 내부구

조 변화 및 해양 

피드백 연구

▪ 계절별 해양 계절

내 변동 모드 추출 

및 이에 따른 해양-

대기 상호작용 연구

▪ 다양한 시간 규모

별 서태평양 온난역

과 동인도양 온난역 

변동의 상호 관련성 

및 ITF 및 원격상관

에 의한 대양 간 상

호작용 연구

▪ 중위도 대기 순환

이 온난역 해양 내

부 구조 변화 및 

엘니뇨/IOD에 미치

는 영향 연구

▪ 최근 온난역 해

양 내부 구조 변

화 경향 및 온난

역 확장에 대한 

해양의 역할 연구

▪ 미래 온난역 변

화 경향 및 해양-

대기 상호작용 변

화 전망

중위도 

원격상관

▪ 온난해역 변동과 

관련된 해양-대기 

상호작용과정이 북

서태평양에서 북진

하는 계절내 변동 

모드에 미치는 영

향 연구

▪ 북서태평양에서 빠

르게 발달하는 태풍

과 관련된 해양혼합

층 피드백 및 온난

역 변동 역학 연구

▪ 다양한 규모의 온

난해약 변동과 이

와 연관된 중위도 

원격상관 패턴 및 

중위도 기후 관련

성 이해 및 모델링

▪ 기후변화에 따른 

북서태평양 대류활

동 민감도 및 이와 

관련된 원격상관의 

변동성 연구

▪ 미래 온난역 변

화에 따른 중위도 

원격상관 변화 연

구 및 불확실성 

평가

- 다양한 규모의 온난해역 변동과 이와 연관된 중위도 원격상관 패턴 및 중위도 기

후 관련성 이해 및 모델링

- 기후변화에 따른 북서태평양 대류활동 민감도 및 이와 관련된 원격상관의 변동성 연구

- 미래 온난역 변화에 따른 중위도 원격상관 변화 연구 및 불확실성 평가

3) 연차별 로드맵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열대 온난역 해양 변동의 역학 이해 및 중위도 기후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진보

2) 우리 대양 관측 자료를 활용한 연구 SCI 논문에 출판 

3) 해양 관측 불확실성 분석을 통한 대양관측의 필요성 제고

4) 해양 모니터링을 통한 극한현상 진단기법 향상 및 그에 따른 재해 대응 능력 제고

5) 온난역 해역 예측인자 개발로 한반도 기후예측 진단기법 선진화 및 예측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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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동태평양 해수 순환과 기후변동 연구

제 4 절 동태평양 연안변동

1. 연구의 필요성

열대 동태평양은 엘니뇨가 일어나는 바다이다. 페루 연안에는 남동쪽에서 북서

쪽으로 향하는 연안과 평행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분다. 이 바람은 페루연안에 용승

을 일으켜 저층의 영양염이 풍부한 물을 표층으로 올려주어 생산성이 높은 해역이 

된다. 페루 어민들은 연안에서 엔초비를 잡아서 수익은 얻는다. 그런데 어떤 이유

에서 이 남동풍이 약해지고 차가운 물이 올라오지 않게 된다. 대신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페루 앞바다에서 평소와 다른 따뜻한 해수가 남쪽으로 흘러들어 페루어민들

은 평소에 잡지 못했던 따뜻한 해역에서 사는 어류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 해류

를 페루 어민들은 신의 선물로 여겨 엘니뇨(El Niño)라고 불렀다.

 

엘니뇨는 페루 연안의 어민들에게는 어종이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

만 기후측면에서는 페루북부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하여 홍수가 일어난다. 이러한 국

지적인 면으로 엘니뇨를 이해하다가 워커순환(Walker Circulation)이 알려지면서 

페루의 반대편 서태평양의 인도네시아의 산불과 인도의 가뭄이 동태평양의 엘니뇨

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해양과 대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움

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엘니뇨는 전 세계 기후를 좌우하는 말이 되고 말았

다. 이와 반대로 지나치게 강한 남동무역풍으로 인하여 연안에 평소보다 차가운 냉

수가 나타나는 라니냐(La Niña, 소녀)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엘니뇨와 교대로 나

타나는 라니냐 현상이 남반구의 기압변동과 관련하여 ENSO(El Niño La Niña 

Southern Oscillation)라 부르며, 이 변동에 대한 인덱스를 만들어 지구 기후변동

을 예측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ENSO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 직접 관측을 통

해 모니터링하기 위해 TOGA/TAO 부이 어레이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적도 태평양을 

감시하고 있다. ENSO가 전세계 기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열대동태평양의 순환

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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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동향 

2.1. 국내 연구동향 

열대 동태평양의 연구는 심해저자원 개발을 위한 망간단괴 분포를 연구하면서 

해저 자원 개발 시에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 연구하였으나 엘니뇨-라니냐

가 발생하는 해역과 많은 거리가 있다. 국내의 연구는 모델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며 일부 TOGA/TAO 자료를 이용한 연구도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ENSO

와 관련한 적도 전선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페루 해양연구소(IMARPE)와 공동으로 연

안에 있는 오일 플랫폼에 수온과 유속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계류하고 있다.

2.2. 국외 연구동향

열대 동태평양은 미국 주도로 TOGA 부이 관측망을 설치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유

지 관리하며 해양기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대기 해양 접합 수치모델을 운용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Baja California 외해의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다. 남아메리

카 태평양 연안국인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4개의 국가는 ENSO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국가들로 자국의 연안을 선박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서로 모여 보고하

고 토의하는 국제기구(ENFEN)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한국해양과학

기술원과 협력하여 IMARPE에 기후변동 예측역량강화 사업으로 페루 연안과 외해에 

데이터 부이를 설치하고 해양기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장비 및 기술을 이전하

는 ODA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엘니뇨가 발생하는 해역에서 실

시간으로 동태평양 연안의 엘니뇨 핵심해역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

를 갖게 된다.

그림 3.16. 태평양 적도해역에서 엘니뇨 지수 (Nino Index)로 이용되는 해역.

                 (최근 ‘중태평양 엘니뇨(CP-El Nino) 발생의 증가와 더불어 동태평양 연안에    

     국한된 ‘지역 엘니뇨(Local El Nino)’의 발생이 2014년말~2015년 사이에 동   

     태평양 연안국에 큰 피해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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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목표

열대 동태평양 연안의 기후변동을 관측하여 서태평양 기후변동에 대한 원격상관

성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후변동에 대한 예측능력 향상

4. 추진전략 및 방법

4.1. 국내협력

ENSO에 따른 기후변동에 선도적인 한양대학교, 포항공대 등과 기후자료를 공동

으로 분석한다. 관측분야는 열대 동태평양의 순환에 관심 있는 대학교 교원과 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를 받아 승선 조사에 합류하여 함께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국내 협력 기반을 다진다.

4.2. 국제협력

페루 해역은 ENSO 감시 핵심 구역이지만 공해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

는 페루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페루에는 2012년에 한국과 페루는 IMARPE에 한·

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KIOST가 IMARPE와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돕고 있다. 페루와의 

공동연구는 한·페루 센터를 통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KOICA ODA 사업으로 

페루 기후변화 역량강화 사업이 시행되면 국제 공동연구가 더 쉽게 이루어질 가능

성이 크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도 페루와 더불어 CPPS 국가 이므로 페루가 공동연

구를 한다면 주변 국가에도 파급되어 공동연구영역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4.3. 추진방법 

1) 한·페루(중남미)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를 통하여 페루를 비롯한 CPPS 

   국가들과 공동연구사업 제안서 작성

2) 각국에서 국제공동연구 사업 계획서 승인

3) 이사부호 진수 및 운항에 맞춰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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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내용 

5.1. 연구해역 

1) 열대 동태평양 외해 및 연안

2) 관측기간 : 20일/년

그림 3.17. 페루 연안에 ‘해양변동성 관측과 지역 엘니뇨 

            (Local El Nino) 감시. 모니터링을 위해 설정한

             2개의 관측정선(Paita ~ 5oS, Chicama ~ 8oS)

5.2. 연구기간 

 

 - 총 3년

5.3. 연구내용

1) 1차년도 : 계류 및 정점 조사

2) 2차년도 : 회수 정비, 정점조사, 자료분석

3) 3차년도 : 회수, 정점조사,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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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열대 동태평양의 해양기후 변동과 우리나라 기후변동의 상관성을 밝힘으로

   기후 예보 예측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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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해수 모니터링 및 남태평양 순환연구 분야

제 5 절 북태평양 남태평양

1. 연구의 필요성

가. 북서태평양에서 인공방사성 물질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중층수 연구 측면

1)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다량의 인공방사성물질이 대기와 해양으

로 방출됨. Cs134와 Cs137의 반감기는 각각 2.07년 및 30.07년으로 상대적

으로 길어 이들의 이동‧확산은 해양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대한 위협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이슈임

2) 해양 상층의 방사성물질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함에 반해 쿠로시오/오야시

오 확장역 부근에서 생성되는 수괴와 연관된 방사성물질은 해당 수괴의 이

동/확산에 의해 그 분포가 결정되고 남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3) 후쿠시마로부터 해양으로 직접 방출된 오염수는 대부분 동측으로 이동하지

만 최근 새로운 경로에 대한 관측 결과가 보고됨. 후쿠시마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제시되었으며 북태평양아열대모드수(North Pacific 

Subtropical MODE Water, NPSTMW)내 Cs의 양이 추정됨(그림 3.18)

그림 3.18.  Cs134 이동 모식도(Kaeriyama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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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 제시된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 방사성물질 향후 거동, 우리나라에 영향

을 줄 가능성,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5) 북태평양아열대모드수와 북태평양중층수(North Pacific Intermediate 

Water, NPIW)는 대표적으로 쿠로시오/오야시오 확장역 부근에서 생성되는 

수괴임. 이 들 중층 수괴의 생성 이동에 대한 연구는 방사성물질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수적임

6) 북태평양중층수는 북태평양에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해수로 북서태평양의 

이산화탄소 제거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후변화와도 관련

되어 있음

7) 북태평양중층수의 일부는 동중국해대륭붕단에서 쿠로시오의 거동과 연관되

어 동중국해로 유입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따라서 북태평양중층수에 의

한 방사성물질의 이동에 의한 영향으로 방사성물질이 우리 인접 해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됨

나. 웜풀해역 및 남태평양 연구 측면

1) 적도Warm Pool해역은 해양기후현상이 두드러지고 지구상 해수면 상승률이 

가장 큰 해역으로 심층에서의 온난화 등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관측할 필요

가 있다. 심층아고 플로트가 상업적으로 가용해지는 시기까지는 이사부호를 

이용하여 수심 4000-5000m 수심까지 직접 관측하여 수온, 염분 변화를 관측

할 필요가 있다.

2) 남반구에서 주목할 만한 기후 변동 인자로 바람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 

중 편서풍은 1960년대 이후로 1990년대 후반까지 남극 대륙 상층에서의 오

존 감소와 전지구적인 온실기체 증가로 인하여 극방향으로 수축함과 동시에 

크기가 강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바람응력 회전성(wind stress curl)이 증

가하였다(Marshall, 2003). 이러한 바람장 변동이 남반구 전체에 걸쳐 일어

나는 현상이기에 대기 강제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해양 변화 또한 남

극해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바

람장 변화로 인한 남극해의 해양 물리 인자의 기후 변동은 대양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3) 남태평양 아열대 자이어의 세기는 바람장의 영향으로 12년에 걸쳐 20% 정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해수면수온이 급격히 상승하였음이 아고 뜰개자료와 

해수면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었다(Roemmich et al. 2008, 그림 

3.19). 반면, 인도양과 대서양에서 서안경계류 유속 증가와 해류 이동 경로

에서 수온 증가는 발견되었지만, 태평양에서 관측된 것과 같은 자이어 세기 

증가 및 수온 상승은 관측되지 않는다. 자이어 이남의 남극순환류(ACC) 해

역에서도 태평양 구역의 경우 수십년에 걸쳐 해수면수온과 해빙, 그리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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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순환류의 위치에 있어서 유의미한 장기 변동성이 관측되지 않았지만, 인

도양의 경우 동일한 기후 변수에 대하여 명백한 변화 즉 수온 상승 및 해빙 

감소, 남극순환류 남하가 관측되었다(Kim and Orsi 2014). 대서양의 경우 

상대적인 변동의 크기는 인도양에 비해 적지만 그 변동 양상은 인도양과 유

사하여, 인도양과 대서양이 Agulhas Leakage를 통해 하나의 거대 자이어

(supergyre)로 연결되어 있음을 반증한다(Ridgway and Dunn, 2007; Lee et 

al.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태평양이 인도-대서양 거대 자이어와 다른 

독자적인 기후변동 기작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평양 

아열대 자이어에서 관측되는 독자적인 기후변동 기작으로 태평양 해역에서 

형성되는 남극중층수(AAIW: Antarctic Intermediate Water)와 남극바닥수

(AABW: Antarctic Bottom Water)의 물성 변동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은 최근 보고되고 있는 남극중층수와 바닥수의 

염분 감소와 수온 증가와 일치한다(Johnson et al. 2007).

그림 3.19.  (a) OISSTv2를 이용한 해양표층수온과 (b) AVISO 격자자

료를 이용한 해수면 높이의 선형 변동성. P16S의 위치는 

초록색 점으로 나타내었으며, 남극순환류의 북쪽경계

(SAF: Subantarctic Front)과 남쪽경계(Sbdy: Southern 

boundary)가 각각 붉은 선과 자색 선으로 표시되었다. 

4)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최적의 남북방향 관측 단면은 세 번에 걸쳐서 

재방문 관측이 이뤄진 P16S 단면을 들 수 있다(그림 3.19, 그림 3.22(c)). 

이 단면은 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WOCE)의 일환으로 1992년

에 최초 관측되었고, 이후 WOCE 후속 사업인 Climate Variability and 

Predictability(CLIVAR)의 일환으로 2005년 재방문 관측이 이뤄졌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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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으로는 2014년 3월 GO-SHIP Project에 의해서 재방문 관측이 이루어져 

삼십년 가량의 선형적 장기 변동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었다. 그

러나, 삼십년 동안 수행된 총 세 번의 현장 관측은 기후변동을 단선적으로 

이해하도록 제한하여 최근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남극해에서의 가속화된 

기후 변동을 관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Wang et al. 2012). 본 과제는 P16S

에서 ARGO, CTD/LADCP 관측 자료를 획득하고 재분석 자료 및 인공위성을 통

해 얻어진 시계열 자료와 함께 종합적인 기후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자 한

다. 또한, 수립한 가설에 근거하여 경년변동을 포함한 비선형적 장기 기후

변동 기작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태평양에서 이뤄진 이 연구는 향후 대서양

과 인도양에 적용, 남극전반뿐만이 아니라 전지구적 기후 변동 기작을 연구

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동향

2.1. 국내 연구동향

가. 북서태평양에서 인공방사성 물질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중층수 연구 측면

1) 북서태평양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측은 연구선 이동 경로에서 행한 단발

   성 관측만 있으며 방사성물질의 이동/확산을 확인하려는 수준의 관측은 수

   행되지 않음

2) 수치모델링을 통해 방사성물질의 이동/확산을 추정하고 있으며 모의 결과에 

   대해 관측을 통한 검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3) 쿠로시오/오야시오 확장역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으며 우리 원내에서 고기

   후연구 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있음

4) 북태평양중층수 관측은 POSEIDON 사업에서 적도해역으로 이동 경로 상에서 

   단발성으로 행해졌으며 쿠로시오/오야시오 확장역 부근의 중층 수괴에 대한 

   조사는 없는 수준임

나. 웜풀해역 및 남태평양 연구 측면

1) Kim and Orsi(2014)는 남반구에서 얻어진 해면온도, 해수면 높이, 해빙, 아

고뜰개를 이용하여 남극해 전역에 걸쳐 최근 30년간의 기후 평균장 및 표층 

기후 변동성을 연구하여 남태평양이 인도양과 남대서양과 구별된 기후 변동 

기작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2) 웜풀해역에 대한 해수면 변동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시도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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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외 연구동향

가. 북서태평양에서 인공방사성 물질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중층수 연구

1) 일본은 쿠로시오/오야시오 확장역과 그 남쪽 해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방사능물질의 이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그림 3.20)

그림 3.20. 동경 149도를 따라 관측된 Cs134와 온위의 남북 단면

(Kumamoto 등, 2014).

2) 미국 등이 참여한 국제공동조사가 쿠로시오 확장역에 대해 수행되어 북태평

양중층수에 해당하는 밀도대에서 방사성물질을 관측함. 방사성물질의 이동/

확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측 연구를 수행함

3) 일부 에디에서 1000m 수심에서도 방사성물질의 증가가 관측된 결과를 위성

관측과 비교하여 중규모에디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이동에 대한 연구도 수행

됨(Budyansky 등, 2015)

4) 수치모델링을 통한 방사성물질의 이동에 관한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으며 관측 결과와 비교하고 있음

5) 쿠로시오/오야시오 확장역에서 북태평양중층수 생성과 연관된 조사는 오래 

전부터 일본에서 수행되어 왔음

6) 북태평양중층수에 관한 연구의 상당 부분은 일본 연구자에 의한 것이며 북

태평양아열대모드수에 대한 연구 역시 일본측이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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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웜풀해역 및 남태평양 연구 측면

1) 전세계적으로 웜풀해역은 1cm/yr 이상의 해수면 상승이 나타나는 해역으로

서 고도위성을 이용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심층 온난화 때문인지 

상부혼합층의 warming때문인지에 대한 연구는 Argo 플로트에 의한 2000m층 

상부의 자료만이 가용하다.

2) GO SHIP(Global Ocean Ship-Based Hydrographic Investigations Program).

   GO SHIP은 IOCCP와 CLIVAR의 후원으로 2007년도에 설립되었다. 이 국제 협

력프로젝트는 해양조사선을 이용한 지속적인 전지구 해양 관측을 통하여 해

양 물성/순환의 기후인자 변동을 규명을 목표로 미국, 호주, 독일, 영국, 

스페인, 일본,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다. GO SHIP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2020년까지 전지구 해양관측 단면에 대한 탐사가 계획되어 있으나, P16S 단

면은 2014년에 관측된 이 후에 2020년까지 추가 관측 계획은 없다. 관측된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

든 관측 데이터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려 받을 수 있다(그림 3.21).

그림 3.21. GO-SHIP website(www.go-shi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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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목표

가. 북서태평양에서 인공방사성 물질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중층수 연구 측면

1) 쿠로시오 하부로 침강하여 쿠로시오 남측으로 이동한 방사성물질 분포를 지

속적으로 감시함

2) 북태평양중층수의 생성 특성과 변화를 평가하고 북태평양중층수에 의한 방

사능물질의 이동을 평가함

나. 웜풀해역 및 남태평양 연구 측면

1) 남태평양 P16S단면 및 정도 Warm Pool 해역에 Argo 부이 투하를 통한 연구

를 통하여 KIOST 국제공동 연구 활성화 기여 및 지구 기후변화 연구 참여

2) 남태평양 아열대 자이어에서의 3차례 재방문 관측을 통하여 해수의 물성 및 

해류 세기의 장기변동을 관측하여 남태평양 해역의 기후 변동 기작 제시

4. 추진전략 및 방법

4.1. 국내협력

  -  해당 사항 없음

4.2. 국제협력

가. 북서태평양에서 인공방사성 물질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중층수 연구 측면

1) 중국 TIO(Y. Zhang) 와의 관측 협력

2) 중국 FIO(Q. Fangli) 와의 방사능물질 거동에 대한 모델링 협력

3) 일본 연구진(E. Oka, T. Suga)과 쿠로시오/오야시오 확장역의 북태평양 아

열대모드수와 북태평양 중층수에 대한 관측 협력

나. 웜풀해역 및 남태평양 연구 측면

   -  Warm pool 및 남태평양 Argo 투하 연구는 국제Argo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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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진방법

가. 북서태평양에서 인공방사성 물질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중층수 연구 측면

1) 북태평양중층수 남북단면 분포 조사(3-5년 계속 수행, 기본 물리 특성 외 

난류 특성 조사)

2) 인공 방사성물질의 표층 분포 및 연직 분포 모니터링

3) PIES 등 계류를 통한 장기 변화 조사

나. 웜풀해역 및 남태평양 연구 측면

1) Warmpool 해역은 우리연구원의 이사부호의 관측 프로그램 해역과 연관될 가

능성이 유력한 해역으로서 이해역을 통과하는 시기를 활용하여 Argo 플로트 

투하 혹은 심층 CTD 관측 조사를 실시한다. 

2) 남빙양 Ross Sea 내에 위치한 P16S의 남쪽 정점들은 극지연구소의 장보고 

기지로 들어가는 아라온호의 남극항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극지연구소

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추가 비용 없이 해빙이 존재하는 P16S의 남쪽 

해역인 Ross 해의 안쪽 해역까지 반복하여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

다.  

3) 본 연구를 국제공동 기후연구 프로그램인 CLIVAR와 GO-SHIP에 등록하여 국

제적인 협력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예정이다. 이를 해양 관측에 있어서 국

제적인 명성을 가진 해외 우수 과학자들(Texas A&M University의 

Alejandro H. Orsi, University of Texas의 민동하 교수, Scripps의 Lynn 

Talley, CSIRO의 Steve Rintoul)이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 협력을 통해서 GO-SHIP에서 제시한 국제적 수준의 자료를 획득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5. 연구내용

5.1. 연구해역 

가. 북서태평양, 웜풀해역 및 남태평양 해역 대상

1) 그림5에 3개 대상 해역인 북서태평양/웜풀/남태평양 해역을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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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서태평양에서 인공방사성 물질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중층수 연구 측면

1) 관측기간 : 20일/년

2) 그림 3.22(a)에 지도와 정점/정선 경위도, 관측소요시간 표시함

그림 3.22. 북서태평양, 웜풀, 남태평양 P16S 단면 해역.

그림 3.22(a). 동중국해 PN 관측선, 북위 28도 관측선,

              Shatsky Rise 부근(160⁰E). 쿠로시오/오야시오 

   혼합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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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웜풀해역 및 남태평양 연구 측면

1) 웜풀 해역 범위 : 2°S – 12°S, 155°E - 170°E, 위도2°x경도4°간격 총

                   20개 정점(그림 3.22(b)는 관측영역. 2014년 말 현재 Argo  

               자료 산출점)

2) 예상 관측 소요 시간 : 20일(일 5 정점 관측시)

3) 남태평양 해역 범위 : 55°S – 20°S, 150°W, 0.5° 간격 총 71 정점

                        (그림 3.22(c))

4) 예상 관측 소요 시간 : 20일(일 3.5 정점 관측시)

그림 3.22(b). 위도2°x 경도4° 간격으로 총 20개 예상 정점 영역. 청색점은

              2014년 말 현재 Argo 자료 산출점. 심층 Argo투하가 가능한 

              경우 연차별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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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c). 남태평양 해수 및 해류 변동성을 연구하기 위해 
제시하는 관측 정점(빨간점). 각각의 선은 위에
서부터 아열대전선(STF: Subtropical Front, 노
랑), 아남극전선(빨강), 극전선(PF: Polar 
Front, 파랑), 남극순환류 남방전선(sACCf: 
southern ACC front, 초록)을 나타낸다.

5.2. 연구기간 

 - 총 3단계 9년

5.3. 연구내용

가. 북서태평양에서 인공방사성 물질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중층수 연구 측면

1) 쿠로시오/오야시오 확장역 조사

- 쿠로시오/오야시오 확장역 부근의 혼합 특성과 북태평양중층수 특성 조사

- 북태평양중층수 형성에 미치는 쿠로시오, 오야시오 전선의 역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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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방사능 농도 연직 분포 관측 

2) 쿠로시오 전선 남쪽 해역 조사

- 아열대순환역에서 북태평양중층수의 변동 특성 조사

- 주요 남북, 동서 단면에서 북태평양중층수 분포 및 해양방사능 분포 조사

3) 북태평양 중층 해수 형성 및 순환구조와 관련된 후쿠시마 기인 해양방사능

의 거동 연구 

- 최근 표층 하 300m 깊이에서 최대값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후쿠시

  마 기인 해양방사능 물질의 형성 과정 및 향후 거동에 대한 연구

- 북태평양 중층 수괴 특성 변동성 조사

나. 웜풀해역 및 남태평양 연구 측면

1) 웜풀해역과 남빙양 Argo 플로트 투하 (웜풀 심해역 CTD관측)

- 서태평양 적도 웜풀 해역과 남빙양 아열대 Zyre 해역에 정기적으로 10여대 

  규모 Argo float 투하 및 관련 지구기후변화(웜풀해역 온난화 특성/세계 

  최고 상승률 해수면 상승 과정 연구 등) 연구

- 적도웜풀해역에 심층 Argo 부이(1-2대) 적도해역 투하

- 남태평양 연구 프랑스 6대학(자연사박물관) 공동 진행

2) 남태평양 반복 해양 관측 탐사에서의 기후 분석 알고리즘 제시

- 1992년과 2005, 2014년에 관측 된 P16S 해역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 자료

  를 보정한 후 수온, 염분, 용존산소, 밀도, PV(Potential Vorticity), 지

  형류, TS 분포도 등의 물리적 특성 등을 분석하는 기후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3) 남태평양 아열대 자이어의 세기 및 변동성 관측

- 남태평양 아열대 자이어에서 CTD(Conductivity/Temperature/ Depth)와 

LADCP (Lowered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Underway CTD, 

Bottle을 이용 해수의 물성 및 해류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거의 물성 관측 

자료와 비교 분석

- P16S 해양관측 시에 ARGO profiler를 투하하여 Ross Sea 자이어와 남태평

  양 아열대 자이어의 중층에서의 세기 측정

- 해양관측시 표층 부이를 운용하여 표층에서의 순환 시스템 규명

- 남태평양에서의 자이어 spin-up의 mechanism을 제시

4) 해양-대기 자료 구축

- 해양 수면온도, 바람장, 대기 온도 등 해양 대기 database 구축 후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기후변동의 시공간적 변화 이해

- 남극해역에 투하된 모든 ARGO 뜰개 자료를 통한 database를 구축한 후 객

  체 내삽 방법을 통해 격자 기후 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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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CE/CLIVAR 시기의 관측 자료를 통해 만들어진 과거의 격자 기후 자료 분석.

- 관측치와 CMIP5 등의 기후변동 모델 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을 검증 후 과거 

  기후 변화 분석

5) 대서양-인도양에서의 기후 변동 mechanism 제시

- 대서양과 인도양에서 관측된 모든 반복 관측선에서의 관측자료를 확보하여 

  품질 검사 및 보정하여 남반구 전체의 해수면 상승 및 수온 변화를 연구를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확보

- P16S에서 개발된 자동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해역의 기후 변동을 수치적

  으로 분석하여 각 해역별 장기 기후변동 모델 제시

구분 목표

1단계

('16-

'18)

북서태평양 
방사능물질이동/ 
중층수 연구

▪ 쿠로시오/오야시오 확장역 과거 장기 관측 자료 분석
▪ 쿠로시오/오야시오 확장역 부근 북태평양중층수 특성 조사
▪ 북서태평양 주요 단면에서 해양방사능 농도 연직분포 관측

적도웜풀
해역 연구

▪ 서태평양 적도해역(Warm Pool)과 남태평양해역 Argo 부이
  재투하를 통한 국제공동 프로그램 참여 지속 

▪ 온난화 두드러진 적도해역 2000m상층 해수면상승 기작 연구

남태평양P16S단면
해역 연구

▪ P16S 해역의 과거 장기자료 분석/물성 및 해류탐사시스템 구축
▪ 남태평양에서의 기후 변동 기작 제시/아고자료구축 통한
  표층 중층 순환규명

▪ 인도양/대서양 재분석자료 확보 및 기후변동 분석
▪ 해역별 해양-기상인자 연관성 규명 및 장기 기후변동모델 제시

2단계

('19-

'21)

북서태평양 
방사능물질이동/ 
중층수 연구

▪ 쿠로시오 변동성과 북태평양중층수 변동성의 상관성 분석
▪ 북태평양중층수 특성 장기 변동 조사
▪ 북서태평양 주요 단면에서 해양방사능 농도 연직분포 관측

적도웜풀
해역 연구

▪ 서태평양 적도해역(Warm Pool)과 남태평양해역 Argo 부이
  재투하를 통한 국제공동 프로그램 참여 지속

▪ 온난화 두드러진 적도해역 2000m이하층 해수면상승 기작 연구 

남태평양P16S단면
해역 연구

▪ 남태펴양 물성 및 해류탐사시스템 구축
▪ 남태평양에서의 기후 변동 기작 제시 및 순환규명
▪ 해역별 해양-기상인자 연관성 규명 및 장기 기후변동모델 제시

3단계

('22-

'24)

북서태평양 
방사능물질이동/ 
중층수 연구

▪ 아열대순환과 북태평양중층수 특성 변동의 상관성 조사
▪ 북서태평양 주요 단면에서 해양방사능 농도 연직분포 관측
▪ 북태평양 중층 수괴와 해양방사능 분포의 관계성 조사

적도웜풀
해역 연구

▪ 서태평양 적도해역(Warm Pool)과 남태평양해역 Argo 부이    
  재투하를 통한 국제공동 프로그램 참여 지속
▪ 극지 해빙영향과 적도해역 해수면상승 상관성 연구

남태평양P16S단면
해역 연구

▪ 아고 30년자료 등 장기 남태평양 관측기반 물성 변동성 검토
▪ 남태평양에서의 모델/장기자료 기반 기후 변동 기작 제시

다.  단계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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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북서태평양에서 인공방사성 물질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중층수 연구 측면

1) 북태평양 해양방사능 농도 DB 확장

2) 대양연구능력 강화

3) 북태평양 물질순환 정량화

4) 후쿠시마 기인 해양방사능 거동과 관련한 상세 정보를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

5) PICES WG30 활동 및 UNRP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주도적 기여

나. 웜풀해역 및 남태평양 연구 측면

1) Argo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KIOST의 지속참여를 통한 위상 제고

2) 지구규모 현상(남극해/적도Warm Pool해역) 연구의 동참을 통한 해양과학기

술원 능력 확대

3) 해양기후현상 중 해수면 상승률이 가장 큰 해역의 물리과정 이해를 통해 향

후 전지구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에 대비

4) 남태평양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남태평양 해역에서의 기후 변동의 기작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대기 변동 위주의 기후 연구에서 해양 중층 

순환 시스템의 변동이 남태평양의 기후 변동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게 될 것으로 기대

5) 남태평양 관측을 통해서 개발된 자동 기후변동 관측 알고리즘을 대서양과 

인도양에 적용하여 각 해역의 기후 변동을 수치적으로 분석, 해역별 장기 

기후 변동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향후 남극해역에서의 장기 미래 변동 

수치 연구를 검증하는 기본 자료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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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도양 과제제안서

제 1 절 서태평양-동인도양 해수교환

제 2 절 서인도양-동인도양 해수수송

제 3 절 서인도양 해저열수 

제 4 절 서인도양 물질순환과 

생물자원





태평양-인도양 해양순환 연구 프로그램

제 4 장 인도양 과제제안서

제 1 절 서태평양-동인도양 해수교환

1. 연구의 필요성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 이변으로 우리나라는 여름에 가뭄을 동반한 폭염과 겨

울철의 극한 한파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변화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및 해양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북서태평양 중위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이 21세기에 많이 나타나는 ‘중태평양 엘니뇨’의 발생시 다른 해역보다 

몇 배의 수온상승을 보이며 그 여파로 태풍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강화되는 등 기

상이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지구기후변화가 우리나라의 해양기후에 

미치는 근본적인 이해와 거시적 원인규명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림 4.1. 우리나라 주변의 대기순환과 국외 대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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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북극해와 

시베리아 고기압에 연계된 극진동, 티베트고원의 기압변동성, 그리고 태평양-인도

양 열대 해역의 변동성이 그것이다(그림 4.1). 이중에서 시베리아와 티베트고원의 

기압변동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

나, 열대 동인도양과 서태평양의 변동성에 대한 연구 및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져 동북아시아(특히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해양기후

예측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지 못한 요인이 되어 왔다. 

열대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은 인도네시아 해역을 사이에 두고 대양 간 해수교환

이 이루어져 난수풀(warm pool)의 경년 변동이 발생하는 무역시장이다. 해수수송과 

함께 교환되는 열에너지는 다시 열대 동인도양에서 대기순환을 거쳐 티베트고원의 

대기변동에 영향을 주어 이것이 중국대륙을 거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4.2). 즉, 우리나라의 해양기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적도 해

류로부터 분지되어 쿠로시오로 북상하는 흐름이지만, 남쪽으로 분지된 민다나오 해

류가 뉴기니 연안류와 만나 그 일부가 인도네시아 해역으로 유입되고 다시 인도양

으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열에너지가 대기의 해들리 순환을 통하여 중위도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림 4.2. 북반구 여름에 인도양 쌍극자모드(IOD)가 우리나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모식도(T. Yamagat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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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INSTANT (2004-2006) 기간에 관측된 서태평양-동인도양 대양 간 해

수유출입 패턴 인도네시아 해역을 통과(~15 Sv) 중에 강한 용승과 

해양-대기 열교환, 조석혼합 발생.

 해양과 대기를 통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대기를 통한 영향이 수 일 내지 한 달 이내의 비

교적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해역에 영향을 주는 데에 비해서, 열

대역 변동성이 쿠로시오를 따라 이동하여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영향에 미치기까지

는 보통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과 대기 사이에서 시차를 두고 열에너지와 운동량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워

커 순환 (Walker circulation)의 저기압 중심축이 인도네시아해역에서 중태평양으

로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동서대기순환의 변동, 이에 따라 해들리 순환 (Hadley 

circulation)의 저위도 중심축도 함께 이동하여 생기는 남북대기순환의 변동은 

1980년대 이전에도 이해하고 있었으나, 서태평양과 동인도양 사이에서 복잡하고 수

많은 해협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해(海)를 통하여 흐르는 수송량을 무시할 만한 것

으로 간주한 해양-대기모델로써 엘니뇨-남방진동(ENSO) 현상을 규명하려 했다. 그

러나, 모델결과와 실측치 사이의 간격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 인도네시아 

통과류(Indonesian Through-flow)에 있으며 이것이 대양심층순환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송량인 10~15 Sv(= 1 x 106 m3s-1) 정도의 해수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사

실(그림 4.3)을 알게 된 1990년대 이후, 좀 더 정밀한 격자의 순환모델로써 대양 

간에 열과 물질의 활발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재현하고 이로써 보다 현실적

인 해수순환과 기후예측 정밀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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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평양 저위도 경계역(Low-latitude Western Boundary Current region)은 그 

중에서도 서로 다른 해류의 수렴(민다나오 해류, 뉴기니 연안류 / 연안잠류)과 발

산(북적도반류, 인도네시아 통과류)이 일어나며 그 사이에 와류 한쌍(Mindanao 

Eddy, Halmahera Eddy)이 상존한다. 민다나오 에디(또는 Mindanao Retroflection)

를 중심으로 등온-등염분의 돔 구조를 나타내는 ‘민다나오 돔(Dome)’의 보고는 

이 와류의 존재와 높은 상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으로부터 기인한 서로 다른 수괴가 인도네시아 동부해역으

로 유입되는 통로는 크게 세 가지다. 민다나오 해류가 술라웨시해를 거쳐 마카사 

해협으로 흐르는 제1경로, 술라웨시 북단과 할마헤라섬 사이의 몰루카해를 통과하

여 반다해로 흐르는 제2경로, 그리고 할마헤라섬과 뉴기니 사이의 할마헤라해와 세

람해를 거쳐 반다해로 흐르는 제3경로가 있다(그림 4.4). 물론, 그 외에도 필리핀 

제도와 줄루해를 통과하여 술라웨시해로 연결되는 흐름도 있으나, 그 수송량은 크

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직 그 흐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이 연구에서는 제외된다. 인도네시아 통과류(ITF)는 국제기후연구 프로그램인 ‘기

후변동성연구(CLIVAR)'에서 2012년~2013년 사이 별도로 테스크팀을 구성하여 운영

할 만큼 그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인도네시아는 물론 미국과 

일본, 프랑스, 중국,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수송량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계

획을 만드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림 4.4. 서태평양-동인도양 Gateway 내의 인도네시아 통과류(ITF)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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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동향

2.1. 국내 연구동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한 포세이돈사업을 통하여 북

서태평양이 우리나라 주변해에 미치는 해양기후순환생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 

및 예측하였다. 

-  북서태평양의 위도별 해양생태계 군집 구조의 특성 및 해양환경과의 상관성 

연구를 위해 남해, 동중국해 및 북서태평양에 대한 종합탐사를 매년 수행하

여 해양환경 자료와 해양생태계 시료를 획득하였다.

-  북서태평양의 열대역 해류 변동 특성 모니터링을 위한 중층 계류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이 중 열대역 저위도의 2개 정점의 수심 1,000m에 해수

중의 침강유기물 플러스를 측정하기 위한 퇴적물트랩을 설치/운영하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북적도 반류를 최초로 관측하였다.

-  IPCC 모델 결과 분석을 통하여 지구온난화와 연계되어 중위도 대기변동성을 

유발하는 중태평양 엘니뇨 특성을 규명하였으며, 엘니뇨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겨울철 SST 변동에는 CP-EL Nino가 큰 영향을 미치

고, 엘니뇨 시에 SST와 강수는 모두 동서로 넓게 분포하나 라니냐 시기에는 

한곳에 편중되는 현상을 알아냈다.

 우리나라는 북서태평양의 환경/생태모니터링 결과를 한국해 변화와 연계시켜 

대기 및 해양물리, 생지화학 인자 변동 예측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대양 계류 해

양관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CLIVAR, NOAA, JAMSTEC 등 해외 유수 해양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 협력체제 구축, 물리 생태 예측 모델 입력 자료와 북서태평양의 공간

/경년 변동성 이해를 위한 장기 자료 확보로 미래 해양환경변화 예측 시나리오 작

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2.2. 국외 연구동향

 인도네시아 주변 해역의 복잡한 지형과 해협 때문에 ITF 관측은 쉽지 않으나, 

Gordon et al.(2003)은 1996년 12월에서 1997년 7월 사이, 인도네시아 Makassar 해

협에서 수온, 염분, 유속, 바람 등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해협에 많은 

양의 해수가 흐르는데 표층이 아닌 수심 약 300m에서 유속이 최대가 되고, 이 수심

층의 수온은 15℃ 정도로 나타나, 인도네시아 통과류(ITF)가 그 동안 알려진 것 보

다 더 깊은 수심에 최대유속이 나타나고 수온도 더 낮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International Nusantara Stratification and Transport(INSTANT) 관측 프로그램을 

통해 2004~2006년 인도네시아 주변해역의 주요 해협들을 통과하는 해류 수송량을 

동시 관측하였다(Gordon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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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해양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구온난화 이외에도 크게 엘니

뇨/라니냐를 동반한 해양-대기 상호작용과 열대서태평양 난수풀의 경년 및 장기변

동성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이 요인들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려는 국제공동 관

측망 구축(OKMC, NPOCE, TOCS, SPICE)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열대 서태평양과 동인도양 사이를 흐르는 ‘인도네시아 통과류(ITF)’는 지구 

심층 순환에서 열대서태평양에서 동인도양으로 흐르는 순환 고리의 일부로 동아시

아 몬순과 북극진동과 함께 중위도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양을 미치고, 최근 우리

나라 주변의 해양현상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국제적인 연구를 통

하여 점차 밝혀지고 있는바(그림 4.5), 이에 관한 국내 연구회가 조직되어 능동적

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 지구 기후와 관련된 해양 컨베이어 벨트(Ocean Conveyer Belt)를 구성하는 

자오면 순환(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에서 상․하층 간 열 교환을 활발

하게 하는 내부파에 의한 해양혼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왔

다. 최근 미국 해군연구국의 지원으로 Internal Waves In Straits Experiment 

(IWISE, 연구기간: 2008~2013)라는 대형 연구사업이 TIPEX 해역에 포함되는 남중국

해 해역에서 진행 중이다. 이 연구 사업에서 국제 공동 현장 관측과 수치모형 실험

을 이용한 루손 해협의 내부파 발생 및 남중국해에서의 내부 조석파 생성 및 전파 

특성과 이와 연관된 해양혼합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Pressure-recording Inverted Echo Sounder(PIES)를 이용한 현장 관측도 이 연구프

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 

-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 기후변화 연구 및 인도네시아 통과류 연구를 수

  행 중이다. 1995년부터 수행한 연구를 통하여 이 지역의 Indonesian flow의 

  변화는 계절적으로 반응하고 인도양의 우기계절 바람에 반응하며 태평양의 

  무역풍에 반응하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해역의 inflow와 

  outflow 지역에 해양관측 장비를 계류하여 이를 관측하고 모니터 할 예정이다.

- 일본 JAMSTEC : 대양 간 해수순환 및 기후 변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

  구환경변동영역분야에서 열대기후변동연구 프로그램 운용 중이다. 열대기후

  변동연구프로그램(Tropical Climate Variability Research Program)은 계류

  부이관측망 전개를 통한 엘니뇨, 인도양 다이폴모드 현상 변동 구조 연구, 

  서태평양∼인도양 열대역에서의 고정밀도 해양․대기․육지관측 연구, 몬순과 관

  련된 물 순환 및 Madden-Julian Oscillation(MJO) 발생․발달 구조 및 영향

  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 중점수행 분야 중 해류와 천해(淺海)의 역학과정 

  연구는 주로 서태평양 순환류계통과 엘니뇨 변이의 역학, 근해해류 연구 등

  에 역점을 두고 비교적 완벽한 서태평양 해류와 엘니뇨의 형성 및 변화의 역

  학 이론체계를 수립함으로써 ENSO와 동아시아 계절풍의 예측능력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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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양학적 이론기초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림 4.5.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대기 시스템

3. 연구목표

우리나라의 해양, 기상,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대양기후현상의 포괄적 이해를 

위한 태평양-인도양 사이 적도 해양변화 감시 및 변동성 연구를 위한 서태평양과 

동인도양 해황 및 해수 수송량 관측, ITF/Warm-pool/ENSO/IOD 등 대규모 해양-대기 

현상 변동 기작 연구, 국제 대양 관측망(TAO_TRITON, RAMA, OceanSITES) 참여 등을 

수행한다.

4. 추진전략 및 방법 

4.1. 국내협력

  국내 관련 연구자들과 협력관계 추진 

4.2. 국제협력 

- CLIVAR program : Clivar는 최근 인도네시아 통과류(ITF)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task team(clivar ITF TT)을 구성하여 ITF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

  한 국제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clivar ITF task team 에 참여하여 대양 

  간 해수교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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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OAA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ITF 관측모니터링 

  설계’를 위한 과제 수립을 협력 중이다.

- 일본 JAMSTEC : 열대 서태평양의 계류관측망(TRITON)을 담당하고 있으며, 열

  대 서태평양과 인도네시아해, 그리고 인도양에서 계류관측망의 일부를 구축

  하고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JAMSTEC과의 협력연구와 공동관측 노력

  이 필요하다.

- 중국 : 최근 ‘북서태평양 해양기후순환실험(NPOCE)'을 CLIVAR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쿠로시오와 민다나오 해류를 포함하여 ENSO 변동 및 연

  관성,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연구 중이다. 따라서 중국의 NPOCE 프로그램과 

  국제공동협력이 필수적이다.

- 인도 : 연안과 인도양에서 관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선을 보유하고 있

  으며, 인도양에서 자료수집 부이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양의 RAMA 관측망에

  참여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4.3. 추진방법 

- 서태평양-동인도양 해황 및 대양 간 해수순환 모니터링을 위한 첨단 연구장

  비를 북서태평양, 동인도양, 인도네시아 내해에 설치하여 열대역 해양-대기 

  변동을 모니터링 하고, 대양 간 해수교환량을 관측(그림 4.6). 

- 서태평양-동인도양 해황 및 대양 간 해수순환 모니터링을 위한 인도네시아통

  과 해역을 중심으로 최적의 관측망을 설계하여 장기 관측 수행. 대양 및 각 

  해협의 심해에 각종 해류계를 중층 계류하여 해수 수송량 관측 수행(그림 4.7).

- 서태평양-동인도양 해양-기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대양 표층 부이 운영

  (그림 4.8) 및 국제 대양관측망 참여 및 등록 추진.

- 인도네시아의 EEZ를 벗어난 해역에서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TIPEX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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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서태평양-동인도양 해황 및 대양 간 해수순환 모니터링

           연구 장비 투입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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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태평양-인도양 해류 수송량 관측을 위한 다층의 해류계 계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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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해양-기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대양 표층부이 계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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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내용

5.1. 연구해역 

서태평양-동인도양 해양순환연구를 위한 연구해역은 인도네시아 내해를 태평

양과 인도양으로 연결하는 대양의 경계역(그림 4.9)을 대상으로 한다.

 

- 서태평양 경계역 :  ITF로 유입되는 민나나오 해류 수송량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

- 동인도양 경계역 :  ITF에 의해 유츌되는 해수 수송량 관측

그림 4.9. 이사부호를 활용한 TIPEX 연구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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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기간

 

 - 총 3단계/10년   1단계 : 2016년∼2018년(3년), 

  2단계 : 2019년∼2021년(3년),

  3단계 : 2022년∼2025년(4년),

5.3. 연구내용

1) 서태평양과 동인도양 해황 및 해수 수송량 관측

- 대양기후현상의 포괄적 이해를 위해 첨단 관측기기(계류시스템, 대양부이, 

  글라이더)를 활용하여 대양 간 해수 교환량, 열염순환 등을 관측

- ADCP를 이용하여 북적도 해류 / 민다나오 해류, 인도네시아 통과류, 남적도 

  해류 / 뉴기니 연안류 등 서태평양과 동인도양 사이에서 인도네시아해 각 

  해협을 통과하는 해수수송량의 장기 계류관측

- TIPEX 해역에서 Pressure-recording Inverted Echo Sounder (PIES), CTD/LADCP 

  그리고 Turbomap을 이용한 정선관측을 통해 내부파에 의한 해양혼합 생성에 

  관한 물리적 프로세스를 규명

2) ITF/Warm-pool/ENSO/IOD 등 대규모 해양-대기 현상 변동 기작 연구 

- 태평양-인도양 해양 순환 및 해양 변동이 동아시아 기후에 미치는 영향, 

  인도양 씽극모드 변동성, IOD와 다른 기후 변동성(PDO, 난수풀, 엘니뇨)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규명

- 대양 표층 부이를 활용하여 대양 간 해수 교환 발생 해역에서 기후 변화 

  실시간 모니터링용 표층 부이 운용

3) 국제 대양 관측망(TAO_TRITON, RAMA, OceanSITES)

- CLIVAR ITF 태스크팀 논의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대양간 해수교환 

  연구를 선도할 연구 프로그램으로 국제협력 추진

- 기후변화와 관련한 미국 NOAA와 양자 협력 연구과 열대 서태평양의  

  계류관측망 (TRITON)을 운용하는 일본 JASMTEC의 연구 기술 노하우 습득으로 

  인도네시아해와 인도양의 관측망 구축에 국제공동연구 협력 추진 

- 북서태평양에서 수행중인 중국의 NPOCE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연구 협력 추진, 

  인도양 계류 모니터링 관측망 구축을 위해 인도와 연구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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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1. 기대효과 

1) 적도 열대역 글로벌 기후변동 연구를 위한 해양과학조사 기반 구축⋅운영

- 태평양 및 인도양을 포함하는 인도네시아 통과류(ITF) 해역을 중심으로 적도 

및 열대역의 해양관측 및 연구를 위한 국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해양과학조사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연구 선도

- 기후/환경 변화 원인, 반응 요소에 대한 지속적 해양 모니터링 망 구축 사업 

  수행 가능

- 해양관측시스템을 통한 해양-대기 시스템에서의 해양환경 변화 효과를 

탐지하여 미래 예측 능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의 확충 및 개선에 활용 가능

2) 기후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대기 현상 연구

- 난수풀 변동에 대한 한반도 주변 대기 및 해양에 대한 특성을 파악함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난수풀 변화로 인한 주변 해양 특성 파악 가능

-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대양기후현상의 포괄적 이해를 위한 대양 간 해수 

  교환량을 관측하고, 기후변화 예측 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자료 구축

- El Niño–Southern Oscillation(ENSO), Indian Ocean Dipole(IOD),

  Madden–Julian oscillation(MJO), Warm pool, Monsoon index 등을 비롯한

  적도 대양 간 해류 교환 해역 3차원 해양구조 정기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지구규모 및 적도역 기원 기후변동이 한반도의 해양과 기상에 미치는 영향의

  정량적 평가 시도

3) 전지구적 해양과학조사를 통한 국제적 이슈 대응 및 위상강화

- 서태양-동인도양 지역에서의 기후변화연구(기후변화 모델링, 엘니뇨 및 

라니냐 연구 등)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자료 및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글로벌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

- 열대 해역의 해양환경 변동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환경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대응 노력에 우리도 대양 연구 거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인 협력체제 강화 및 국제 사회내의 위상 강화 

6.2. 활용방안 

1) 기후 변화 연구 및 미래 예측성 향상 

- 대양 간 해수순환 교환량 장기 변동 자료, 연구 해역의 해양-대기 변수 자료 

확보를 통한 기후변화 예측 향상을 위한 대양 간 해수순환 모델 정확도 향상

에 관측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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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F-WP/ENSO/IOD-동아시아 몬순의 상관성 규명을 통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적도해역의 영향 평가

- 해양-대기 상호 작용에 의한 기후 변화 연구 

2)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 강화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 변화, 심해 

광물자원 및 생물자원 개발 등의 국제적 논의 동향에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 우리나라-인도네시아 간 직접적인 기후변화, 해양자원 등에 대한 공조 및 

전지구적 기후변화 관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국제협력연구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3) 국가 발전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제법적인 논의 동향과 국제협약 등을 반영한 국내 법⋅제도 정비에 활용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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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벵골만과 아라비아해의 교환 수송 과정 및 변동성

제 2 절 서인도양-동인도양 해수수송

1. 논리적 근거와 배경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인도 동쪽의 벵골만 주변과 인도 서쪽의 아라비아해는 염

분의 관점에서 매우 대조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사해를 비롯한 고염의 표층수

가 분포하는 아라비아해와 달리 벵골만에서는 갠자스강 등으로부터의 담수 유입이 

많아 표층 염분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10). 반면 중층수(e.g., 27.7σ

θ)는 오히려 유사한 부분이 있는 데, 두 해역 모두에서 Mediterranean Water(MW) 

및 Red Sea Water(RSW)에 해당하는 특성의 해수가 잘 발견되고 있어서 다른 대양의 

동위도대에서 나타나는 Antarctic Intermediate Water(AAIW)와 구별된다(그림 

4.11).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층수의 구조와 벵골만 담수 유입에 관련된 저염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는 인도양 북부의 해양 순환을 이해하고, 해양-대기 상호작용

과 용존산소 최소층의 특성과 역학을 규명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라

고 볼 수 있다. 

두 해역 모두 강한 몬순 변동성으로 인한 변동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1회적인 관측만으로는 극심한 변동 양상과 패턴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미 

해군연구국(Office of Naval Research, ONR)에서 ASIRI(Air-Sea Interactions in 

Northern Indian Ocean) 등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계열 관측을 실시(그림 4.10)하

고 있는 배경도 바로 이와 같은 극심한 해양변동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주

변국들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의 접근 및 자료 교환의 어려움 때문에 국제

적인 지원과 협력 없이는 이 해역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적은 

비용으로 두 해역의 해수 특성과 순환 변동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두 해역 사이

의 교환 수송 과정과 그 변동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구상할 수 있다. 두 해역 사이

의 스리랑카 인근에 집중 관측을 수행하면, 미국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벵골만

에서 수집된 다른 자료와의 비교 검증을 통해 인도양 북부의 해양 순환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고, 해양-대기 상호작용과 용존산소 최소층 특성 및 그 역학과정 규명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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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왼쪽 위) 인도양 북부의 아라비아해와 벵골만의 구글어스

(Google Earth) 이미지. (왼쪽 아래) 미 해군 해양순환모델 

NCOM(Navy Coastal Ocean Model)으로 재현한 인도양 북부의 해표면

염분(SSS; Sea Surface Salinity) 분포의 예(2013년 4월 4일에 해

당). 아라비아해와 벵골만 사이의 염분 차이가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미 해군연구국(ONR)의 ASIRI 프로그램 관측 지

도. 미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바닥장착형 PIES 위치는 노란색 별로 

표시되어있고,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관측선(주황색)을 따르는 

Underway CTD 관측을 제안한다. (Source: Send et al. (2014) - ONR 

ASIRI)

그림 4.11. 저염 및 고염 중층수 분포. 

            남반구 넓은 영역에 걸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Antarctic 

Intermediate Water(AAIW)를 나타내고, 지중해와 대서양으로부터 

아라비아해와 벵골만에 걸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Mediterranean Water (MW) 및 Red Sea Water (RSW)의 해수를 나타

낸다.(Source: Talley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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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표

인도양 벵골만과 아라비아해 사이의 스리랑카 인근 해역(그림 4.10)에서 고분

해능 관측을 수행하고, 열, 염, 물질 수송량을 정량화하여 시계열 관측 결과와 

비교, 검증하여 수송과정과 그 변동성을 규명한다. 

3. 연구내용

3.1. 연구해역

스리랑카 동방 및 남방(그림 4.10 의 주황색선)을 그 대상 해역으로 한다. 

3.2. 대형조사선 사용기간

총 7일 (1회), 선속은 10kt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단, 연구 대상 해역으로의 

이동 기간(몰디브에서 이동하는 경우 4일 소요, 미얀마 해역까지 이동하는 경

우 약4일 소요)은 포함하지 않았다. 

3.3. 예산 및 기간

총 4억원(1회), 총 연구기간 - 20개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 

고분해능 관측(2억원), 자료관리/분석(1억원), 국제협력(1억원)

3.4. 방법/접근

1) 고분해능 관측(국제협력 필요)

- 인도양 벵골만과 아라비아해 사이의 스리랑카 인근 해역(그림 4.10)에서

  7일간 집중 관측

2) 자료관리/분석(국제협력 필요)

- 선박 CTD 및 Underway CTD 자료의 검/교정

- 분석 결과와 미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시계열 관측 자료의 상호비교/검증

- 교환 수송량 산출

4. 정량적 성과와 기대효과 및 국제협력

1) 스리랑카 인근해역 관측자료 3건(CTD, Underway CTD, ADCP)

2) 국제 학술논문 2편

3) 대양연구 전문인력 양성 2명

4) 국제협력 1건(스크립스 해양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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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도양 해저열수 해양화학 연구

제 3 절 서인도양 해저열수 

1. 해저열수와 화학체계

 

열수순환은 해수가 해양지각을 관통하여 가열되어 지각의 암반과 반응하여 해저

면으로 올라올 때, 일어난다. 해저면 열수시스템은 지역적으로 열수 플룸에서 측정

되어질 수 있는 해양의 화학체계에 큰 영향을 가진다. 열수 추적자들 중에 어떤 것

들은 (특히, 헬륨) 열수 근원으로부터 수천 km 까지도 감지되며, 이것은 심해의 해

양순환을 이해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열수의 순환은 해수로부터 어떤 화합물들을 

(예, Mg, SO4) 제거하기도 하고 기타 많은 것들을(Mn, Fe, H2, CO2) 첨가하기도 한

다, 이것은 해수의 조성을 지배하는 중요 과정이다1).

다음 그림은 NOAA의 "VENTS PROGRAM"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으로 열수구 체계

의 플룸의 형성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2. Diagram of hydrothermal vent processes

1) Hydrothermal Vent Geochemistry, http://www.pmel.noaa.gov/vents/chemoce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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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유동체는 해수와 빠르게 혼합된다. 주변의 해수는 상승하는 플룸을 희석시

키고 플룸내에서 온도와 입자 농도를 분출공으로부터 짧은 거리내에서 감소시킨다. 

열수 플룸은 주변 해수보다 밀도가 낮은 한 부력에 의하여 계속하여 해수를 통하여 

상승한다. 일단 열수 플룸의 밀도가 주변 해수의 밀도와 같게 되면, 열수 플룸의 

상승은 중지되고 수평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 “중성 부력 플룸” 동일한 밀

도에서 해류에 의하여 날려감으로써 분포되어진다. 플룸내에서의 열과 입자의 강도

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상대적으로 공급원 근처에서 일어난다(수 km 이내). 상

승, 주변 해수와의 혼합 및 공급원 지역으로부터의 이차 이류의 과정을 통하여, 플

룸은 변화된다. 분출 유동체와 입자들의 변화는 플룸의 발견과 공급원으로부터의 

다양한 시공간적 시료채취에 의하여서만 연구되어질 수 있다.

가. VENTS PROGRAM

미국 NOAA의 PMEL (Pacific Marine Emvironmental Laboratory) 에서 전지구적 

해양에서 해저화산과 열수구가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VENTS PROGRAM” 에서 화학분야의 연구 주제는 는 플룸화학  (Plume 

Chemistry); 헬륨 (He); 열수구 유동체 화학 (Vent Fluid Chemistry); 열수구 입자 

화학 (Hydrothermal Particle Chemistry) 와 같이 크게 네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1) 플룸화학

열수구에 대한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매년 수행되고 있으며 연직 관측과 

“Tow-yo" 기술을 이용한 CTD 작업, 빛의 감쇠 측정, SUAVE(System Used to Access 

Vented Emissions) 를 이용한 화학분석용 해수시료채취를 포함한다. 반복된 플륨 

관측을 통하여 새로운 열수구를 발견하고, 해저면 배출구의 장기적 변화 연구를 수

행한다.

이 연구가 지향하는 목적은 1) 열수 플룸과 열수구 체계의 위치와 분포도를 작

성하기 위한 방법 개발; 2)  특히, 화산작용에 반응하는 열수구 체계의 변동성과 

진화를 관측; 3) 전지구적 중앙 해령 시스템을 따라 열수, 마그마 및 판구조 사이

의 관계 연구 등이다.

특히, SUAVE 는 철, 망간 등, 열수 플룸에 높은 농도를 가지는 화학성분을 현장

에서 직접 분석하는 기능과 광, 온도, 염분 등 일련의 물리특성 감지기를 포함하며 

이들 자료를 실시간으로 선상에서 확인 가능하게 하는 통합시스템으로 해저 열수구

의 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1991년에서 1997년까지 7년동안 총 

226 회 사용된 적이 있으며, 이 중에서 CTD 캐스팅에 80 회, CTD- Tow-yo 관측에 

96 회, ROV 에 부착하여 23 회, 잠수정에 22 회, 카메라에 4 회 등 사용되었다

(Massoth et al., 1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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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Photo of SUAVE and an example of SUAVE data

2) He 동위원소 추적자 연구

He 동위원소 실험실에서 해양에서의 다양한 시․공간적 규모의 열수분출 영향을 

연구해 오고 있다. 전지구적으로 해저중앙해령의 축을 따라, 그리고, 어떤 해저화

산에서 분출하는 열수는 순환하는 해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의 3He을 함

유한 열수 플륨을 생성한다. 이들 플륨은 지역적으로 국한된 공급원을 가지기 때문

에, 그 분포는 순환과 혼합의 경향을 추적하는데 이용되어질 수 있다. 

화산해령의 확장율이 아주 큰 태평양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과량의 헬륨이 주입

된다.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연구는, 태평양의 심층수와 중층수의 순환으로, 해양순환

과 열수 플룸의 혼합 경향을 그리기 위하여 불활성 가스 추적자, 3He을 이용한다. 

WOCE (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 프로그램에서 해양의 3He 측정은 심해 

태평양에서 열수 플륨의 분포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2) Gary J. Massoth, Hugh B. Milburn, Chris Meinig, Mike Stapp, Joseph A. Resing, Stacy M. 
Maenner, Kenneth S. Johnson and Kenneth H. Coale. 1997. SUAVE (Submersible System 
Used to Assess Vented Emissions): A diverse tool to probe the submarine hydrothermal 
environment. International Workshop Marc'h Mor: Marine Analytical Chemistry for 
Monitoring and Oceanographic Research, Brest,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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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로는:

- Lupton, J.E., Hydrothermal plumes: near and far field, in Seafloor 

Hydrothermal Systems: Physical, Chemical, Biological, and Geological 

Interactions, Edited by S. Humphris, R. Zierenberg, L. Mullineaux, and R. 

Thomson, Geophysical Monograph 91, American Geophysical Union, Washington, 

D.C., pp. 317-346, 1995.

- Lupton, J.E., A far-field hydrothermal plume from Loihi Seamount, 

Science 272, 976-979, 1996.

- Lupton, J.E., Hydrothermal helium plumes in the Pacific Ocean, J. 

Geophys. Res., 103(C8), 15,853-15,868

 등이 있다.

3) Vent Fluid Chemistry

열수구 플룸 화학을 조절하는 과정으로는 해수가 관입통로로 흘러 들어가 열원

을 만나 가열하여 상승하고, 이 과정에서 암석과 반응하고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들

을 포함한다. 

- 순환대(Circulation zone)

해양지각의 투수성 구조와 열원의 위치는 열수 유동체가 어떻게 순환할 지를 결

정한다. 개념적으로, 세가지 단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충전대(Recharge zone)에서는, 차가운 해수가 해양지각을 관입하고 점차 그 흐

름의 통로를 따라 가열된다. 유동체로부터 암석으로 마그네슘(Mg) 이 제거되는 강

한 열역학적 구동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산(Acid) 이 형성되며, 이것은 여타 주요 

원소와 전이 금속을 암석으로부터 열수 유동체로 용출시키게 된다(Seyfried, 

1987).  해수의 황산염이 무수화물과 같은 침전물과 황화수소로 환원됨으로써 용액

에서 제거된다.

열원 근처의 고온 반응대(high-temperature reaction zone) 에서 유동체는 최고

온도에 달한다. 고온 유동체 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들로는 압력, 온도, 물/

암석 비, 암석 조성, 충전 유동체 조성, 반응시간(체류시간) 등이 있다. 반응은 높

은 온도에서 매우 빠르며, 유동체는 일련의 변성 광물암과 평형에 이르기도 한다.

뜨거운 열수 유동체는 부력이 있어 상승대(upflow zone)에서 해저면을 향하여 

상승한다. 이 지역에서의 체류시간은 아마 매우 짧을 것이나, 유동체는 흘러가는 

동안 암석과 계속하여 반응한다. 유동체는 감압(단열 냉각) 으로 약간 냉각되고 주

변의 암석에 열을 잃고(전도 냉각) 혹은 해저면 아래의 차가운 해수와 같은 유동체

와 혼합되어 크게 냉각될지 모른다.  냉각은 열수 유동체를 과표화시키게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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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광물의 침전을 가져 오게 된다(금속 황화물, quartz, 등). 그리하여, 유동체의 

화학적 특성은 반응대를 떠날 때와 해저면에 도착하였을 때 사이에 약간의 변화를 

가진다.

열수구(Hydrothermal vents) 는 고열, 무산소 상승대와 차갑고 산화된 해수 사

이의 경계면이다. 고온의 유동체가 차가운 해수와 혼합될 때, 많은 열수광물들이 

빠르게 침전하여 black smokers 의 과밀한 입자 플륨 특성을 형성한다. 입자들은 

주로 황화물(예,  pyrrhotite FeS, sphalerite ZnS, chalcopyrite CuFeS2, etc.) 

와 황산염(anhydrite CaSO4, barite BaSO4) 혼합체 들이다. 이러한 광물들의 일부

는 해저면에 형성되는 굴뚝 구조의 부분으로 되고, 기타는 플륨내에서 형성되어 물

로 분산된다. 

열수구의 또 다른 형태는 발산구로, 저온의 유동체가 고온의 smoker 주변의 갈

라진 틈을 통하여 희미하게, 혹은 현무암에서 직접 분출하는 고립지역에서 해저면

으로 방출되는 것이다. 저온 유동체는 일반적으로 충분하게 용존금속과 smoker를 

형성하기 위한 황화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더 차가운 확산 분출 유동액은 대부분의 

경우, 뜨거운 smoker와 같은 유동체가 차가운 해수와 같은 유동액과 해저면 아래에

서 혼합됨으로써 형성된다는 증거가 있으며, 많은 경우, 해저면 아래에서 광물들이 

침전되게 된다.  

- 유동체와 암석의 반응과 평형

반응속도는 온도에 따라 증가하고, 평형은 중앙해령에서 고온의 반응대에서 도

달된다는 가설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Bowers et al., 1988). 열수 시스템은 단순하

지만, 열역학적 자료는 완전하고 아주 확실하다. 관입되는 유동액과 암석 조성 정

련된 반응 통로로부터 약간의 정확도를 가지는 평형 유동체 조성을 예측할 수도 있

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미네소타 대학과 워싱턴 대학의 W.E. Seyfried Jr., 

Everett Shock 과 같은 선구적 실험실에서 착수되고 있다. 지금까지, 열역학 모델

과  물/암석 실험 접근법을 통하여 열수화학에서 중요한 해석과 예측을 만들었다. 

PMEL과 기타 실험실들에서 수행된 현장 및 분석 화학 작업의 역할은 실제 열수 유

동체가 새로운 혹은 기존의 열수 시스템의 모델에 적합한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장 및 실험실 작업과 이론적 작업 사이의 상호 작용이 있으며, 열수화학을 이해

하는데 꾸준한 진전을 가져오고 있다.

- 상 분화(Phase separation)

상의 분화 과정은 초임계 압력하에서 정상적인 비등 혹은 염수 충진으로 발생하

며 열수구 유동체 조성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원소들은 액체와 증기 

페이스 사이에서 분화되며, 액체 페이스로 분배된 이온종들과 증기페이스로 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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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종들과 함께, 상의 변화는 다양한 환경하에서 일어난다. 액상의 염 용액에

서, 정상적인 비등(낮은 염분도 증기)은 유체가 임계 압력과 온도 이하에서 두가지 

상의 곡선을 가로지를 때, 일어나며, 유체가 임계점보다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두

가지 상의 곡선을 가로지를 때, 유체로부터 높은 염분도의 염이 응축된다. 상 분화

의 이러한 두 형태는 매우 다른 화학 조성을 초래한다.

열수시스템의 임계점 아래의 상 분화에 대한 완벽한 예는 Axial Volcano에서 일

어난다. 화학적 분류 계통학에 기초하여(Butterfield et al., 1990), 분화구 경계

의 단층을 따라 upflow zone 으로 상승하는 단일 열수 종말점은 감압되어 두 상의 

곡면을 가로지르면서 높은 염분과 잔류 액체상으로부터 이동하여 기체상으로 된다.  

   액체상에서 분화되어 기체상으로 결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작들이 있는데, 이

러한 것들이 많은 열수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림 4.14. Seawater phase curve between temperature and pressure

 - 열수 유동체 화학의 시간 변화 

오랜기간에 걸쳐서 아주 안정된 유동체 조성을 유지하고 있는 고온의 해저 열수 

체계는 열수구 유동체 조성의 평형 조절에 대한 증거로 해석된다. 배출구 유동체의 

화학 조성의 시간에 따른 큰 변화는 1990년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후, 화

산활동에 의하여 영향받는 열수 시스템의 시료채취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관측을 통하여 분출 유형과 유동체 조성에 빠르고 큰 변화는 분출을 수반하면서 즉

각 나타난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Haymond et al., 1993; Butterfie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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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oth 1994; Von Damm et al., 1995). 해저 화산 분출은 아주 극적으로 일어나고 

megaplumes(event plumes) 형성, 미생물번성 및 배출 유동체의 온도와 조성의 빠른 

변화를 포함하는 결과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 

North Cleft, East Pacific Rise 등에서의 해저 분출 사건으로부터 축적된 증거

로, 열수 체계가 화산활동을 따라 임의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묘사하고, 열수 수지

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여 졌다. Juan de Fuca에서의 관측

과 자료는 열수 반응과 화산작용에 수반되는 유동체의 화학 변화의 일반모델을 만

들기도 하였다.

아래 그림은 화산작용에 대한 열수체계의 시간에 따른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열수지의 상대적 강도(빨간선), 염소이온의 농도(파란선), 철(점선), 황화수소(굵

은선). 열수 시스템은 상의 분화에 따라, 증기 위주의 고열 수지 단계에서, 점이단

계를 거쳐 염수 위주의 배출에서 궁극적으로 열수지가 없고 해수조성으로 돌아가는 

단계로 진화한다.

 

그림 4.15. Time responses of vent fluids to volcanic event  

- 열수 유동체 화학과 미생물 서식처

1970년대 Galapagos 해령에서 심해 열수계의 발견은 동화 에너지가 태양이 아닌 

지구 내부의 열로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 유래하는 전혀 새로운 생태계의 탐사의 

장을 열게 해 주었다. 이 시스템에서의 일차생산자는 6만 km 길이의 중앙해령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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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과 기타 해저화산 아래의 마그마와 해수와의 반응에 의하여 방출된 황, 수소, 메

탄 및 기타 화합물을 이용하는 아주 다양한 박테리아와 Archaea 이다. 이들 미생물

들의 가장 흥미있는 몇가지는 열친화적이고 고열친화적인 Archaea, 그들 중 일부는 

섭씨 100 도 이상의 온도에서 적절한 성장률을 가진다. Archaea 는 이런 극심한 온

도와 압력의 영역에서 대처하여 번성하는 특별한 효소를 가진다. 이들 

“extremozymes" 은 많은 상업적 응용 때문에 생명공학 집단에 큰 흥미를 준다, 그

리고, 심해 열수구 생물체들은 높은 압력/높은 온도 환경 때문에 특별한 관심거리

이다.

그림 4.16. Redox reactions and temperature in

           deep-sea hydrotherm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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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idge 2000 

이 프로그램은 미국 NSF 의 지원을 받는 중앙해령에서의 지질 및 생물의 통합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1년 11월 발간된 "Ridge 2000 science plan" 에 의

하면, 이 프로그램 이전의 약 10여 년간에 걸친 중앙해령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 전지구적으로 광대한 중앙해령시스템에 대하여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

  들에 대한 탐사, 도표화 및 기초지질시료채취

- 지구물리 및 지화학기술을 이용한 맨틀흐름의 경향 추정과 마그마의 기원 조사

- 지구물리 및 암석연구로부터 상부와 하부지각에서의 마그마의 시공간적 분포 조사

- 활발한 화산, 열수 및 생물 시스템을 발견하고 기록

- 태양광이 없는 심해저에 번성하고 있는 대형 및 미소생물군집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조사

- 열수 미소 대형생물에서의 새로운 생리 경로와 생화학적 능력 규명

- 해저 분출지역 다수 감지와 분출지역에 대한 신속한 반응 방문장치 설치

- 현장장비를 이용한 해저면의 활발한 변형 측정

- 다수의 현존하는 가장 원시적인 생물체를 포함하여 박테리아와 Archaea로

  구성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해저면하의 미생물군집 발견

그리고, 이러한 연구 탐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괄목할만한 기술의 진보가 있

었다.

- 육상에서 가용한 해상도를 가지는 도표 및 도면을 심해에서 작성 가능

- 선상, 해저면 지진 기술로 해양지각에서의 마그마 저장고의 도면작성에 사용

- 물리, 화학, 생물 센서로 활성인 열수구 시스템과 해저면의 변형에 대한

  시계열 기록 제공

- 해안선과 연결된 실시간 자료의 장기 해저면 관측시스템 확립 중

- 다양한 열수구 동물 및 미생물을 자연서식환경을 모사한 조건하의 실험실에서

  배양 유지가능

해저열수작용에 의한 생지화학적 과정에 대하여 이 프로그램에서 제기하는 과학

적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 맨틀의 흐름, 맨틀조성, 해령의 모양과 분절사이의 관련성은?

- 용융물질의 이동이 맨틀과 지각 내에서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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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수 순환이 용융지역의 특성, 지각의 구조와 조성 및 해령의 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생물활동이 열수구의 화학과 열수 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열수 생물권의 구조와 범위를 결정짓는 힘과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 해저면하의 깊은 곳에서부터 상부의 수층까지 생물권의 특성과 시/공간적

  범위는?

- 열수 수지가 상부 해양의 물리, 화학, 생물의 특성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목적

1) 열수플룸과 열수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분포도를 작성하기 위한 화학적 접근방법 개발

2) 전지구적 화학물질수지에서 열수의 역할을 평가

3) 열수체계의 화학적 변이와 해저면하에서 미소생물권을 유지시키는 역할의 정량화

 3. 연구내용 및 방법

기 간 내  용 방  법

1단계

(2016-2018)

- 연구기반 구축 

- 열수플룸 추적

 (플룸위치 확인 및 mapping)

- 열수플룸 변화 관측

 (시공간적 변화)

- 열수플룸의 화학 특성 정량

 (화학 수지 분석)

- 선진국 자료 수집 및 전문가 활용

- 플룸 추적 화학센서 시스템 운용 

: 국제 공동협력 및 센서확보

- CTD 부착 화학센서 운용

- 화학 관측기 및 시계열 시료채취

기 계류

- 해수층의 용존, 입자 성분, 퇴적

물, 암석 시료 채취 및 분석

-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확산

계수, 방출속도, 성장률 계산 

2단계

(2019-2021)

- 연구능력 확충

- 열수플룸과 해수의 상호작용

  연구

- 열수플룸과 암석 및 퇴적물과

의 상호작용 연구

- 열수구와 생물과의 상호작용

  연구

- 국제공조 및 연구장비 개발 및 

확보

- 열수구 인접 시료 채취 및 거리

에 따른 열수플룸의 화학적 변화 

분석

- 열수구 및 주변의 암석 및 퇴적

물 시료 채취 및 분석

- 생물군집, 개체, 생물량, 생물생

산력과 열수의 물리∙화학적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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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내  용 방  법

3단계

(2021-2024)

- 연구심화 및 독자연구 능력

  확보

- 열수구의 화학변이 모델 개발

- 열수구 화학일차생산력 측정 

및 화학합성 환경 실험실 재현

- 열수구 화학물질 생물전이 연구

- 독자 열수구 접근 화학시료채취 

시스템 완비

- 열수구 화학물질의 열역학 수지 

관련 항목 측정(고열관측센서 

및 시추)

- 화학일차생산력 제한 요인 및

  핵심 항목의 역할 이해

- 화학에너지의 전이 단계별 구성

성분 변화 분석  

4. 외국 선행연구 요약

4.1. 태평양

Juan de Fuca Ridge

 Coaxial seafloor eruption site defined by the seismic events 46°12'N-36'N

 Events plumes, characterized by unusual height (centers ~ 600-700m above the 

seafloor) symmetry, and volume were observed only in July.

  - 참고문헌

 Massoth et al. 1995. Observations of manganese and iron at the CoAxial 

seafloor eruption site, Juan de Fuca Ridge. GRL 22, 151-154

* 알려진 열수 주변 산맥의 사면을 통한 물질 교환 조사

  - 참고문헌

 Wheat et al. 1997. Chemical plumes from low-temperature hydrothermal 

venting on the easten flank of the Juan de Fuca Ridge. JGR 102, B7, 

15433-15446.

오키나와 해구 열수구

  - 장소 : 타이완 인근 수심 약 1000m, Shinkai 65000, 굴뚝높이 1-10m,

            온도 >170°C, pH = 4.5, 생물(Shinkaia crosnieri)

  - echo sounder : imaged bubble like signals rising from the seafloor

  - 참고문헌 

 Hsu et al. 2003. Hydrothermal signatures in the southern Okinawa T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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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ed by the sequential extraction of settling particles. Marine 

Chemsitry 84, 49-66.

Suruga Trough -cold seepage, CH4

  - 34°40'N 138°36'E, 수심 2000~3000m

  - 참고문헌

 Tsunogai U et al. 1998. Methane-rich plumes in the Suruga Trough (Japan) 

and their carbon isotopic characterization.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160, 97-105.

Eastern Manus Basin, Bismarck Sea

  - 참고문헌

 Gamo et al. 1993. Hydrothermal plumes in the eastern ManusBasin, Bismarck 

Sea: CH4, Mn, Al and pH anomalies. Deep-Sea Research I, 40, 

2335-2349.

Mariana Arc volcanos

  - Territory of Guam and the common 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 8 sites : West Rota, Northwest Rota, E. Diamante, Zeelanddia Bank,

              Maug Caldera, Ahyi, Diakoku, Northwest Eifuku

  - 참고 문헌

 Embley et al. 2004. Explorations of Mariana Arc volcanoes reveal new 

hydrotherma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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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Mariana Island Arc volcanoes are overlain with the track of 

T.G. Thompson cruise 153. Symbols for various features are 

shown in the legend. References for known hydrothermal 

sites(numbers in triangles) include; 1 [Masuda et al., 1994]; 

2 and 4 [Ishibashi and Urabe, 1995]; 3 [Stuben et al., 1992] 

and 5 [ McMurtry et al., 1993]. Hydrothermal vents on Nikko 

and two other volcanoes in the southern back-arc area are 

known from Shinkai 6500 dives(K. Nakamura and J.I.Ishibashi, 

pers.comm.,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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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This EM 300 multibeam three-dimensional image of northwestern 

Rota #1 volcano was taken looking southwest. Black lines are 

approximate end points of CTD two-yo. Light backscattering data 

from two-yo is shown above. Dissolved Mn, PH and 3He anom-alies in 

plume are shown at left. Small white arrows show location of 

structural lineaments running through volcano. Diameter of 

volcano(at base of steepest slope) is ~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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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도양

 

휴대용 수온, 탁도 관측기를 이미 화산할동이 높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대양저산

맥에 집중 투입

  - a portable Miniature Autonomous Plume Recorder(MAPR) attached to the    

      dredges and waxcore wires for all the 90+ lowerings.

  - 참고문헌

   Scheirer et al. 1998. Detection of hydrothermal plumes along the 

Southeast Indian Ridge near the Amsterdam-St. Paul Plateau. GRL 25, 

97-100.

그림 4.19. Study area, illustrating Southeast 

Indian Ridge(double lines), 

Amsterdam-St. Paul Plateau(shaded) and 

MAPR deployment sites(symbols). Filled 

circles indicate where near-bottom 

nephelometer anomalies were observed, 

open circles indicate possible 

anomalics and crosscs indicate no water 

column anomaly. Definite hydrothermal 

sites are numbered. inset; Sprcading 

centers of the Indian Ocean with the 

study area shades. Stars show known 

hydrotherma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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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riquez Triple Junction, Central Indian Ridge, black smoker(25°S, 70°E)

  - 1993 상황 증거

  - 1998 Shinkai 6500 투입 - 발견 실패

  - 2000, 정밀 조사(two-yo and deep sea camera) 대상 해역 축소

    deep towed camera equipped with a CTD, a tansmissometer, acoustic       

      tansponder for SSBL(super short base line) positioning  

    Kaiko 투입 - black smoker 확인

  - 참고문헌 

   Gamo et al. 2001. Chemical characteristics of newly discovered black 

smoker fluids and associated hydrothermal plmes at the Rodriguez 

Triple Junction, Central Indian Ridge. EPSL 193, 371-379.

4.3. East Pacific Rise, North

  - 이미 아는 장소에 대한 화학물질교환 조사 : 수온과 탁도가 초기 조사

    항목이 될 수 있음

  - 참고문헌

    Mottle M et al., Manganese and mathanes in hydrothermal plumes along 

the East Pacific Rise, 8°40' to 11°50'N GCA 59, 4147-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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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Methane and Manganese in Hydrothermal Vents and Plumes

 

- 155 -



표 4.2. (계속) Methane and Manganese in Hydrothermal Vents and Pl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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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ast Pacific Rise (Southern, ~19°S)

  - two-yos and 30 vertical casts

  - 참고문헌

 Feely et al. 1996. Hydrothermal plume particles and dissolved phosphate 

over the superfast-spreading southern East Pacific Rise. GCA 60, 

2297-2323.

 Ishibashi et al. 1997. Hydrothermal methane and manganese variation in the 

plume over the superfast-spreading southern East Pacific Rise. GCA 

61, 485-500.

4.5. Bransfield Strait, Hook Ridge

  - 기존 조사결과 : 수중 고 Mn 함량(~7 nM), 고 d3He>7, hydrothermal           

                    alteration of sedimentary organic matter(presence of Fe   

                    sulfide, Fe-Zn sulfide, Fe-Zn-Cu sulfide etc.) high heat  

                    flow(150~600 mW/m2)

  - 정밀조사 : dissolved Mn and Fe 측정, camera laden sled –ocean floor       

               observation system(OFOS), TV-guided grab sampler(TVG)

  - 참고문헌

 Klinkhammer et al. 2001. Discovery of new hydrothermal vent sites in 

Bransfiled Strait, Antartica. EPSL 193, 395-407.

4.6. Mid-Atlantic Ridge

  1) Rainbow site (36°14'N)

  - 수중 d3He 이상 측정

  - 참고문헌

 Jean-Baptiste et al. 2004. Helium isotopes at the Rainbow hydrothermal 

site (Mid-Atlantic Ridge, 36°14'N). EPSL 221, 325-335.

  2) 백금족 원소

  - 참고문헌

 Cave et al. 2003. Deposition of osmium and other platinum-group elements 

beneath the ultramafic-hosted Rainbow hydrothermal plume.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210, 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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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망간, 메탄, 헬륨시그날

  - 참고문헌

 Bougault et al 1998. FAMOUS and AMAR segments on the Mid-Atlantic Ridge: 

uniquitous hydrothermal Mn, CH4, d3He signals along the rift valley 

walls and rift offsets. EPSL 161, 1-17.

5. 총괄적인 논문

Rubin K. 1997. Degassing of metals and metalloids from erupting seamount 

and mid-ocean ridge volcanoes: Observations and predictions. GCA 61, 

3525-3542.

White SN and Chave AD. 1998. Imaging ambient light at deep-sea hydrothermal 

vents. Oceanus 4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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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열수계의 열수의 기원, 혼합, 해저면 변천 과정연구

가설 1 열수용액의 지각 내 체류 시간

해수 및 입자의 210Pb/Pb, 228Ra/226Ra 측정

해저 지각 화학 조성

해수 226Ra and 222Rn

Sub-vent geochemistry and biology/ deep-sea subterranean chemistry and 

biology : A high-temperature deep-sea hydrothermal system related to dacitic 

arc-volcanism was drilled using a tethered, submarine rock-drill system as a 

part of the Archaean Park Project. The benthic multi-coring system (BMS) 

employed allowed for direct sampling of microorganisms, rocks and fluids 

beneath hydrothermal vents. Based on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samples 

derived from this vigorous sub-vent environment, a model of deep-sea 

subterranean chemistry and biology was determined detailing optimal microbial 

activities(Takano et al., 2005).

가설 2 열수 굴뚝의 연령과 성장속도, 존재 기간

       - Ingrowth of 228Th from 226Ra

       - 210Pb/Pb, 228Th/228Ra, 226Ra/228Ra

가설 3 열수구 발견 도구  탁도계(nephlometer) CTD mounted or deep-towed 

vehicle mounted, in situ methane sensor, bio-acoustic survey, 

dissolved phosphate depeletion 

가설 4 열수가 해양에서 이산화탄소의 주요 근원이다.

가설 5 W 등의 원소들의 해수 조성은 열수 플럭스로 결정된다.

가설 6 열수의 부력수플룸이 열수 배출 화학물질의 운반 거리와 화학형태를 결정한다.

가설 7 지진활동은 열수 화학물질 분출 플럭스를 증가시킨다.

가설 8 화학물질 플럭스 중 열수(vent) 구 보다는 열수사면(flanks) 의 기여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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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9 황화물 화학과 생물 생리간의 연구

        - T(°C), pH, H2S, CO2, Fe 열수구에서 생물 서식지간의 농도 경사에

          따른 생물 독성

가설 10 금속이온이 많은 환경에서의 생물의 금속 농축과 독성 연구

        - 생물 (패류) : Cd, Cu, Fe, Hg, Pb, Zn 

        - 패각 연대 측정 : 210Pb/226Ra 비평형 이용

가설 11 열수시스템과 해저암반과의 상호작용이 백금족 원소들의 열수인근 해저퇴  

         적물의 백금족 원소(Pd, Ir, Pt, Os)들의 함량을 결정한다.

        - heat flow

        - 퇴적물 시추, PGE 금속 함량 분석

가설 12 열수화학조성은 온도, 압력(임계조건)과 인근 해저 기반암이 결정한다.

        - 열수구 근접 해수시료채취

        - 평형이론 개발

가설 13 화학합성생태계의 공간적 범위 판단 추적자 개발

        - metal sulfide particles in the oxic surface sediment?, enrichment 

in Mn, Al, Pb, Ag, Co, Zn in the bottom sediments

        - 탄소, 질소, 산호, 황, 안정 동위원소 

가설 14 열수생물의 영양원 추적  화학합성 유기물 대 광합성 유기물

        - 방법 : 열수, 해수 화학 조성; Ca, As, Hg, Mn, Ba, HCO3, Li, Sr, B, I,  

       Cs, Fe, Si, Cl, Na, SO4, Br, REE을 포함한 모든 해수 화학     

       물질, W, Mo, H2, H2S, CH4, NH3, Cl 가스 

       - 1차년도 : 기체 밀봉 등압, 청정, 고온 산성 열수 채취기(WHOI + 유형 도입 제작)

       ▪ 열수계 입자 화학 연구 : 입자성 Fe, Mg, U, Cd, Zn. Co, Cu, REE,

                                 지방산, 탄화수소 분자적조성

       - 3차년도 : pH, CO2 열수 배출 플럭스 추정

       ▪ 안정 및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자 이용

       ▪ 열수 온도 추정 : 화학적 지구온도계(Na/Li, NaKCa, Si, KMg, Na/L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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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열수 찾기를 위한 심해관측장비(분야별)의 개념적 설계 및 운영

1. 추적자 검출 기술 개발

   - 210Po 측정 장치

   - Mn 연속 분석 장치 개발- colorimetry

      black smoker 

해저 화산 분출물 average maximum reference

CO2 20 mmol/kg 200 mmol/kg 1

H2S 7 mmol/kg 110 mmol/kg 1

H2 2 mmol/kg  40 mmol/kg 1

CH4 <1 mmol/kg 1

3He/4He 7.51 2

3He 25 pmol/kg 2

CO2

NH3

Mg

Mn 14.3 nmol/l 6

Cl

210Po 45~55 dpm/100L 5

The extent of Po degassing during these submarine eruptions(its 

volatility) is very similar to that at subaerial volcanoes: 210Po is 

essentially completely (>95%) degassed from erupting magamas of basaltic to 

andesite composition in all locales. This result is expected since Po is 

moderately volatile, such that in volcanic emissions it is completely gaseous 

at temperatures of ~400℃ or greater. Polonium has been suggested to 

volatilize as a halogen species, which is reasonable considering that the di 

and tetra halogen compounds of Po boil or sublime at temperatures of 110~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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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the earlier observation, 210Po activities, observed in Loihi seawter 

samples, is 45 and 55 dpm/100L and these are five to ten times greater than 

earlier measurements, and the particulate/dissolved ratio is also much 

greater than that typically found in thte open ocean.

2. 후보지의 법적 지위 검토

  - 타국의 EEZ와의 관계, 국제법상 연구(Marine Science Research, MSR)의 허용 범위

3. 국제동향 검토

  - 열수 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동향 예의 주시 필요

  - 열수 생태계 조사에 대한 국제적인 Code of Conduct 발표 주시 필요

4. 열수 발견 후 후속 연구계획

   연구 대 주제 선정 후에 관련 소 과제를 개발하고 이 소과제를 학제적으로

   망라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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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도양 열수분출구의 생지화학적 물질순환 특성 및

 유용 생명/생물자원 개발 연구

제 4 절 서인도양 물질순환과 생물자원

1. 연구의 필요성 

1) 해저열수구는 전지구적으로 67,000km의 중앙해령을 따라 분포하며, 알려진 

300여개의 열수구에서는 다양한 가스와 함께 철과 같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물질을 다량으로 분출함

2) 해저 열수구는 해양 표층의 광합성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화학적 에너지의 

전환을 통한 화학합성에 의해 유기물을 생산하는 생태계임. 또한 좁은 범위

에서 환경 구배가 크게 나타나므로 독립영양생태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한 

새로운 생태적 과정의 발견 등 새로운 과학적 성과를 도출하기에 적합한 연

구 환경을 제공함

3) 지난 15년 동안 해저 열수구의 생물과 생지화학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

으며, 이를 통해 

-‘subsurface biosphere’와 ‘rare biosphere’의 발견

- 120℃ 이상의 온도에 서식하는 생명체 발견

- 호열∙호산성 미생물의 존재

- 새로운 이산화탄소고정 경로의 발견

- 미생물 개체군 구조와 지화학적 특성 연관성

- 열수 미생물의 biofuel 및 bioenergy 개발에 적용 

- 유전체∙메타유전체 자료 확보 

    등 다양한 발견이 있었음. 그러나, 극한 환경에서 생물의 적응, 지각과 해수

의 경계면에서의 생지화학적 변형(transformation), 열수 환경과 생물이 지

역해 및 대양규모의 해양 생지화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은 아직도 미

비함

4)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의 비약적 발달은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

리·화학적 환경 요소와 생물다양성정보 뿐만 아니라 환경유전체, 환경단백

질체, 환경대사체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면밀

한 수준에서 생태계의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

하였음. 최신의 기술을 적용한 열수 환경의 연구는 기존에 밝혀내지 못한 새

로운 과학적 발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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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생물자원 확보 및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산업 paradigm이 대량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 중. 미국, 일본, 

EU 등은 해양 생명현상 및 기능에 대한 신지식을 바탕으로 대체에너지, 친환

경 오손처리, 이산화탄소 고정 등 에너지, 환경 문제 해결 연구를 진행 중

6) 해양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그룹으로 발전하고 바이오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답지인 특수한 해양 환경을 탐사하고, 확보된 

신생명 현상에 대한 유용 기능 규명 및 응용 기반 마련이 시급함

7) 심해 열수구는 고온∙고압 환경과 화학합성에 의존하는 에너지 흐름 등의 특성

으로 인해 극한 생명체와 특이한 생명 현상의 발굴 가능성이 높은 환경으로, 

바이오산업의 원천 소재와 기초원천기술의 개발 가능성이 큼

8) 6천톤급 해양과학조사선인 이사부호가 건조됨으로써 무인잠수정인 해미래의 

안정적 활용이 가능해져 열수구 등 미세 환경에서의 생물 탐사가 독자 기술

로 가능해짐

2. 연구동향 

2.1. 국내 연구동향

1) 국내의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관 고유사업 및 국토해양부와 

해양수산부의 R&D 사업으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심해저 열수환경 연구가 

진행 중이나, 대부분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해저열수광상 탐사 및 개발 분야

에 편중되어 있음

2) 심해 열수환경연구에 필수적인 최첨단 정밀 탐사·채취 장비(예, 심해견인 측

면주사 음탐기, 심해잠수정, 심해카메라 부착 채취장비)가 선진국에 비해 미

비하고 장비의 운용 기술이 초기 단계임.

3) 국내의 심해 열수생태계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 기관 고유사업 및 국토해양부 

R&D 사업으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Yap Trench, Manus Basin, Woodlark 

Basin, Tofua Arc. 등에서 실해역 탐사를 통해 심해 열수환경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유화광물과 열수환경으로 추정되는 퇴적물 시료를 확보함

4)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대양탐사를 통해 필리핀 옆 Ayu Trough로부터 중호열성 

신종 세균인 Bacillus alveayuensis를 보고함

5)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Pac Manus Basin으로부터 초고온성의 신종 고세균인 

Thermococcus onnurineus NA1 균주를 분리ㆍ보고함

6)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연구단"에서

는 해양∙극한생물의 확보, 분석으로 미래 생명자원 확보를 통한 해양생명자

원강국 실현의 목표로 2004년부터 연구를 수행하였음. 이 과제를 통해 앞서 

열수구에서 분리한 써모코커스 온누리누스(Thermococcus onnurineus NA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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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해독을 실시하고 핵산 중합효소를 산업화하는 데 성공하였음. 또한 

유전체정보로부터 수소를 생성하는 기능 유전자를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해당종의 유전 정보를 활용한 바이오 수소 연구개발 진행 중임

7) 충북대와 한국해양연구원은 Tofua Arc. 열수시료로부터 다양한 초고온성 고세

균을 농후 배양함 

8) 그러나, 열수의 극한생태계의 탐사를 통한 생물의 배양 및 생체시료의 확보는 

거의 시도된 바 없어, 열수 생태계 탐사를 통한 생명공학 원천시료 제공이라

는 주요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

9) 대형연구선을 이용하여 대양에서 채집한 해양생물을 활용한 해양천연물 연구

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2003년에 Ayu trough에서 분리

한 해양방선균인 Streptomyces로부터 신생혈관저해제의 분리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열수생태계에서의 체계적인 샘플 확보 및 유용 천연물의 발굴 연

구는 수행되지 못하였음.

2.2. 국외 연구동향

1) 지난 1970년대 말 유인잠수정 Alvin을 이용하여 동태평양해령과 갈라파고스해

령에서 해저열수분출이 확인된 이후, 해저열수시스템은 대양과 지구내부의 

물질·에너지 순환, 지구상 생명의 기원 등의 근본현상을 밝혀내기 위한 유

일한 연결고리로서의 학문적 관심을 불러와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탐사를 통

해 250개 이상의 열수활동 지역이 확인되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1977년 해저 열수분출구를 최초로 발견한 미국은 RIDGE, VENT, MARGINS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저열수시스템 연구를 주도

3) 2000년에 창립된 Census of Marine Life(CoML) 프로그램 및 Tara Oceans 

Project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해양생물 다양성 분석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

며, 동시에 NGS 및 SCG(Single Cell Genomics) 등을 이용하여 해양미생물의 

생태기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중임

4) 유럽에서는 EMBOS(European Marine Biodiversity Observing System)를 통해 

유럽의 관측 거점들을 광역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자연적/인위적 영향 구배를 

고려하여 해양 생물 다양성의 장기적 변화와 이의 원인을 평가하고자 함

5) 2012년 유럽해양위원회는 “해양생물 다양성 유럽과학로드맵” 보고서를 출판

하였음. 이 보고서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시ㆍ공간적 변화, 생태계 기능에서의 

생물다양성의 역할, 인간에 대한 해양생태계의 이익 제공에 대한 더욱 완전

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미래의 연구 필요와 우선사항을 제시하였음

6) 미국에서는 Global Ocean Sampling(GOS) 탐사 프로그램을 2003년부터 2010년

까지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열수구 시료를 포함한 1600개 시료로부터의 해

양미생물/환경 유전체 자원을 확보함 이를 통해 미생물 다양성, 생지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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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순환 연구 및 유용 유전자 발굴 연구를 수행함

7) 유럽 과학재단에서는 생태ㆍ진화적 기능유전체 연구를 위한 

EuroEEFG(Ecological and Evolutionary Functional Genomics, 2010∼2013년) 

연구를 진행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심해 생태계 기능 및 생물다양

성 연구를 위한 EuroDeep 과제를 수행하였음

8) 독일은 MIMAS(Microbial Interactjions in Marine Systems, 2008∼) 프로그램

을 추진하여 해양환경의 미생물 다양성, 환경유전체(metagenome), 환경전사

체(metatranscriptome), 환경단백질체(metaproteome)등의 복합연구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대사순환 연구를 수행

9) 유럽은 MAMBA(Marine Metagenomic for new Biotechnological Application, 

2009∼)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해양환경으로부터 극한생물 및 환경유전체자원

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효소 발굴 및 대사경로를 규명. 또한 이를 기

반으로 유용케미칼, 항산화제, 항암제 등의 유용소재 개발연구를 진행

10) 미국의 우즈홀 연구소 및 일본의 JAMSTEC 에서는 심해생물자원 확보를 위하

여 심해열수분출구 및 서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 탐사를 통하

여 다양한 심해생물 및 심해미생물을 확보하였으며, 이들 생물이 생산하는 

천연물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11) 중국은 대양 및 심해탐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해양생

명공학기술 개발을 통하여 의약품, 식품,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신해양산업 

창출을 위한 정부주도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3. 연구목표 

   - 서인도양의 열수 탐사를 통한 신생명 현상 규명 및 생물/생명자원 확보

▪ 고온∙고압 열수생태계의 구조 및 생지화학적 과정 연구로 신지식 발굴

▪ 생물자원 확보와 오믹스 연구를 통한 특이 생명 기능 및 유용 물질 탐색과

  활용 기반 구축

4. 추진전략과 방법 

4.1. 국내협력

1) 미생물,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 분류군의 연구팀을

   구성하기 위해 학∙연 협력

2) 심해 열수구 연구에 필수적인 무인잠수정 해미래 운용팀과 협력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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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제협력

1) 열수구 연구의 선두 그룹인 일본 JAMSTEC 등 해외 기관 및 연구자와 상호

   연구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를 극대화함

2) 서인도양에서 수행중인 GEOTRACES 프로그램과 협력 연구 수행을 통한 기반

   자료의 신뢰성 확보

4.3. 추진방법

1) 연구 해역은 서인도양 열수구 분포 해역으로 함

2) 해미래 등의 심해무인잠수정을 활용하여 원하는 목표 시료에 대한 샘플링 수행

3) GEOTRACES 프로그램과 협력을 통한 열수환경의 신뢰성 있는 지화학적 기반

   자료 획득

4) 화학합성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물 상호간 공생 규명을 위한 학∙연

   협력 프로그램 및 최신 연구 기법의 적용

 

5. 연구내용

 

1) 연구 해역의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

▪ 수온, 염분을 포함한 해수의 물성 특성 및 열수 플룸의 확산 연구

▪ N, P등 영양염, 황화합물, DOC, POC, 메탄/수소 등의 가스, 미량금속 등 

  화학적 변수 조사

2) 생물다양성 규명

    - 원핵생물, 원생동물, 무척추동물 시료의 채취를 통한 계통 연구 

▪ 분자계통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환경구배(열, 화학조성 등)에 따른 수층 및 퇴적물의 생물 다양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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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생미생물의 다양성 정보 구축과 공생생물 상호작용 연구

▪ Single-cell genomics/metagenomcs를 이용한 난배양성 미생물의 유전 특성 파악

3) 열수구 생태계의 기능적 특성 파악

   -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 연구 

▪ 플룸의 화학적 조성의 차이에 따른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 과정의 특성 파악

▪ 메타지놈 분석을 통해 역생지화학적 과정을 추정하고, 중요 과정에 대해서는   

      지화학적인 검증 분석을 수행함

▪ 주요 생지화학적 과정에 관여하는 기능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파악하고

  지화학적 분석 결과와의 상관성을 규명하여, 지화학적 속도의 proxy 개발

▪ Single-cell genomics 자료 분석을 통해 우점 미생물 그룹의 생지화학적   

      기능을 규명함

▪ 공생을 통한 물질 순환 양상 연구를 통해 독립영양해양생태계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4) 해양 생명 자원 발굴 및 활용 기반 연구 

   - 유용 원핵생물 자원 배양 및 활용 연구

▪ 열수환경에 특이적인 배양 시스템 구축: 고온∙고압 특성에 따른 배양 시스템   

      개발 및 보존 방법 개발

▪ 다양성 기반 주요 생물자원 배양체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생리 특성 파악,  

      유용 기능 탐색 및 활용 연구

   - 해양 오믹스 자원 확보

 ▪ 오믹스 분석을 통한 신생명기능 및 유용 기능 규명

6.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1) 서인도양 열수 해역의 생물 다양성 및 물질 순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해양 지식을 도출

2) 극한 해양 환경에 특이적인 새로운 생명 현상을 규명하고 새로운 생물자원을 

발굴함으로써, 신기능 및 신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원천지식을 제공

3) 열수 생태계의 생지화학, 생물다양성 연구 결과 및 열수 생물 활용 기술에 대한 

국제적 협력 기반 구축과 한국의 해양 과학기술의 위상 제고

4) 국제/국내 관련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종합연구선의 효과적 이용 기술 확보

5) 발굴된 생명자원/생명기능을 해양생명공학 산업기술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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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질⋅지구물리 과제제안서

제 1 절 동아시아 몬순과 고기후

제 2 절 ITF 지역 고기후와 광물자원

제 3 절 지구 진화 시스템

제 4 절 남서인도양 지각활동과 

퇴적물 특성





동아시아 몬순 진화와 기후변화 연구: 

히말라야-티베트 고원 융기와 몬순 기후변화 상관성 연구

제 5 장 지질⋅지구물리 과제제안서

제 1 절 동아시아 몬순과 고기후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대기․해양 표층 온도 증가, 평균 해수면 상승, 극지방 빙

산 축소 등)와 기상이변 현상(태풍, 가뭄, 홍수)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 분야는 물

론, 사회․정치적으로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공통의 이슈임: 

- 최근 전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과 환경변화는 인류가 직면

하고 있고,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 중 하나이며,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

들에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IPCC, 1990). 20세기 

중반부터 관측되어 온 지구온난화 현상이 인간 활동에 기인함이 밝혀지고 있

으며, 전 세계 과학 공동체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로서 기후변화가 생

태계 및 인류사회에 미칠 영향과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IPCC 4차 보고서). 

-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 변화가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미칠 영향과 그 대비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 기후 변화 예측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NA)로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이상 기상현상과 관련하여, 아시아 몬순(monsoon)은 중요한 전지구적 

기후변화 시스템들 중의 하나이며, 특히 동아시아의 기후변화를 지배하고 조절한

다. 최근의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동(가뭄, 홍수 등)은 이러

한 몬순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반도 및 주변의 고기후 

환경과 미래 기후변화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규모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시아 몬순의 시작과 진화를 이해하고, 여러 해양에서 과학적 근거가 

되는 해저의 기록들을 분석-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기후변화 및 몬순 기후 연구의 중요성: 동아시아 몬순과 반도성 기후가 접

목되어 있는 한반도는 강한 우기의 여름과 추운 건기의 겨울이 반복되는 매우 독특한 

기후 시스템의 영향 아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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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기 후기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는 급격한 해수면 변화, 주변 아시아 

대륙의 몬순 기후 진화, 북서 태평양의 해류 순환 변화가 있었으며, 그러한 

기후 변동들이 우리나라 동고-서저의 지형적 차이와 해양성 환경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 퇴적물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Takemoto and Oda, 1997; Li et al., 1999; Lim and Park, 2003; 

Lim et al., 2003; Lim et al., 2004; Ryu et al., 2005; Lim et al., 2006; 

Lim et al., 2007; 한국해양연구원, 2007). 특히, 동아시아권의 기후변화를 

지배하는 동아시아 몬순은 동아시아 및 한반도 주변의 육상-해양-대기 

환경시스템과 그 변화 기작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IMAGES(International Marine Past Global Change Study)나 

PAGES(Past Global Changes)와 같은 국외 주요 연구 기관들이 동아시아 몬순 

기작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 동아시아 몬순과 함께 세계 3대 몬순 기후에 속하여 현재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아프리카 몬순 연구는, 주로 아프리카의 큰 강(예: Congo, 

Niger)의 영향권에 있는 해양 퇴적물을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LGM 이후의 아프리카 몬순 기후 변화와 대기-해양 간의 물 

순환(hydrological cycle) 연구가 이루어져 상당한 과학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Schefuß et al., 2005 Weldeab et al., 2005 Weldeab et al., 2007). 

 일반적으로 몬순은 히말라야-티베트 고원의 융기, 대기 이산화탄소 함량 변화, 

지구운동의 주기적 궤도 변화에 따른 태양복사량 변화, 빙하의 범위에 따른 기후변

화 등에 의해 발생-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시아 몬순의 시작(onset)은 인도-유

라시아 판 충돌에 의한 히말라야 산맥과 티벳 고원의 융기 시기 즉 약 10Ma 또는 

22-27Ma에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연구(Licht et al., 2014_Nature)는 

아시아 몬순이 이보다 빠른 약 40Ma에 시작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

시아 몬순의 발생과 진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지구조운동-기후변화”의 관점에

서 히말라야-티베트 고원 대지의 융기와 아시아 몬순의 발달 사이의 상호관계 등에 

주안점을 둔 국제적 규모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요약하면, 지

구조운동(tectonic)에 의한 대규모 산맥형성과 융기는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육상과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즉, 대규모 융기에 의한 고도 증가는 

지역 대기순환을 변화시키고, 강수량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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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Schematic model showing the influence of plateau uplift 

on monsoons. Monsoon rains cause focused erosion in the 

Himalaya and this in turn drives exhumation patterns 

and controls the orogenic structure. Sediment eroded 

from the mountain front forms the submarine fans of the 

Indian Ocean. STD=South Tibetan Detachment, MCT=Main 

Cental Thrust, MBT=Main Boundary Thrust.(IODP 

Expedition 355 Scientific Prospectus)

따라서 “the growth of high topography in South and Central Asia(tectonic 

uplift of the Himalaya or mountain building) à intensification of the summer 

monsoon rains(i.e., orographic rainfall in summer) à atmospheric CO2 consumption 

during the Cenozoic(à onset of Northern Hemisphere glaciation) à intensification 

of chemical weathering of the Himalaya à change of ocean circulation with 

monsoon-related upwelling à increase of sea-surface productivity”로 연결되는 육

상과 해양의 상호작용의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그림 5.2, 그림 5.3). 결과적으로 아시

아 몬순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산운동(tectonic uplift of the 

Himalaya-Tibetan Plateau)-몬순발달(onset of monsoon)-해양변동(oceanic change) 사

이의 연관성과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작(mechanism)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아시아 몬순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 퇴적물을 이용한 고해양

/고기후 연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특히 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 침식 퇴적물이 매

우 두껍게 집적되는 인도양의 아라비해와 뱅골만은 조산운동-기후변동-해양변동 사이의 

상관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해역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큰 퇴적분지인 

Indus Fan과 Bengal Bay의 Bengal Fan은 본 연구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판단된다. 게다

가 이들 인도양과 접하고 있는 서태평양의 남중국해 또한 메콩강 등의 여러 강 등을 통

해 집적된 매우 두꺼운 퇴적층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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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아시아 몬순의 간접적 해역인 한반도 주변해역

(동해, 황해)에서만 기후변화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

하여 아시아 전체의 기후변화와 몬순 변화를 정밀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제약

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인도양의 아라비해, 뱅골만과 북태평양의 남중국해

는 인더스강(Indus River), 겐지스강(Ganges River) 그리고 메콩강(Mekong 

River), 레드(Red River), 펄(Pearl River) 강들을 통하여 히말라야-티베트 

고원 침식 퇴적물이 두꺼운 퇴적층을 이루고 있으며, 아시아 몬순의 진화에 

따른 고환경 및 고기후 변화를 초정밀(high resolution)하게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제안서에서는 지형학적으로 서로 연관되어있는 세 해역 코어 퇴적물 연구를 통해 

히말라야-티베트 고원 지역의 풍화-침식(weathering-erosion) 변화를 시간에 따라 복원

하고, 이와 관련된 해양의 고생산력(sea-surface paleo-productivity) 연구를 통해 지

난 제 4기 동안의 몬순기후의 변화를 밝히고, 나아가 조산운동(tectonic uplift of the 

Himalaya-Tibetan Plateau)-몬순발달(onset of monsoon)-해양변동(oceanic change)사이

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일부는 2015년 계획된 IODP expedition 355 연

구과제와 연계-수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거 한반도 동해와 황해에서 수행된 몬순 연

구결과들과 비교를 통하여 한반도에 미치는 기후변화(몬순변화)에 대한 정밀성을 높이

고, 향후 전지구적 기후변화 모델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2. Long-term carbon-cycle: weathering of rocks and marine 

productivity.(Skeptical Science, www.skepticalscie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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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Schematic diagram of erosion and the carbon cycle: 

Erosion plays a crucial role in the carbon cycle as it 

mobilizes the CO2 from the atmosphere and transfer it to 

the sedimentary reservoirs. Erosion uses atmospheric CO2 

to alter silicates which generates a flux of dissolved 

cations and alkalinity to the oceans. They supply 

precipitation of biogenic carbonates that sequesters C 

on a geological time scale. Meanwhile, erosion drains 

organic fragments with particle flow of rivers. The 

sedimentary burial of these fragments is also a C sink 

in the long term. This later process dominates in 

Himalaya. The "orogenic forcing of climate" hypothesis 

proposes that the development of mountain ranges 

amplifies the process leading to a decrease in 

atmospheric PCO2 and subsequent global cooling. This 

coupling could have played a role in the Cenozoic 

glaciation.(Christian France-Landord, http://recherché.crpg.cnrs-nancy.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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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동향

2.1. 국내 연구동향

 미래의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환경․고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과거 지구 환경과 기후

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적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과거 기후시스템 

변동과 기작 규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리고 대학 등에서 고기후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북동중국해를 포함한 한반도 남서부해역의 제4기 퇴적층의 

최후 빙기(LGM) 이후 해수면 변동 및 이에 따른 연안 퇴적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기록들을 제공하였고 고해상도 수치모델을 이용한 마지막 최대빙하기의 아

시아 몬순변화를 수치실험결과 홀로세 중기의 아시아 몬순의 여름철에 증가에 따른 

강수의 증가를 밝혀냈다(Yang, 1989; Yoo et al., 1996;; Park et al., 2000; Yoo 

and Park, 2000; Yoo et al., 2002; Yoo et al., 2003; 한국해양연구원, 2007). 그

러나, 특히, 고기후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프록시 및 연구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검증하고 있는 국외 연구 활동에 비해, 국내 연구는 유공충이나 안정 동위 원소 

중심의 몇몇 proxy에 한정되어있어 보다 새롭고 다양한 연구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국내에서의 몬순 변화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연구는 주로 동해(East Sea)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몬순의 진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고기

후 변화 예측” 사업이 2004년에서 2007년(3년)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

시아 기후변동을 조정하는 아시아 몬순의 진화현상과 동해 및 주변해의 해저주상퇴

적물에 기록되어 있는 고기후, 고환경 역사를 파악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지질 

및 대기기원 물질에 관한 지구과학적 연구를 통해 한반도 주변의 고기후 변화 환경

을 복원하고 미래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한국해양연구

원, 2007). 주요 결과에 따르면, 동해의 한국대지 해저산 지역은 중기 마이오세 동

안 폭풍파의 영향이 미치는 천해의 연안환경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기 플라이스

토세 동안 동해의 표층 수온이 현재 보다 약 10정도 낮았음이 나타났다. 또한 동해 

코어 퇴적물을 연구한 결과 지난 30만년 동안(MIS1 to 8)의 고해양/고기후의 주기

적인 변동 기록을 복원하였으며, 후기 마이오세 이후 동해의 수심은 최소 200m 이

상 깊어졌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대표적 국내 고기후변화 연구로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된 “심부

시추코어를 이용한 후기 제4기 고기후변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한국지질자원

연구원, 2003).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 5천년동안 한반도주변에 여름철 몬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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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후변화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그린란드 GRIP 빙상 코어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반도가 기후학적으로 중요한 동아시아 몬순 지역권에 속하여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주변 해역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 중국

이나 일본에 비해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나 과학적 성과물이 부족함. 특히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기후 프록시에 대한 개발 및 응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개별적으

로나마 수행된 해양, 육상 퇴적물 연구 자료는 통합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한반도 기후 변화에 대한 정밀한 기초연구 자료조차도 부족하

며, 따라서 동아시아 몬순과 같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고기

후/환경 복원에 필요한 다양한 프록시 및 연구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검증하

고 있는 국외 연구 활동에 비해, 국내 연구는 연구 지역과 연구 방법에 있어 새롭

고 통찰력 있는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2.2. 국외 연구동향

 최근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 중국 등의 여러 나라에서 각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고기후의 정밀기록을 추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고해양/고기후 연구의 예로, 아프리카의 Congo, 

Niger와 같은 큰 강과 인접한 연안 해역에서 얻은 코어 퇴적물을 분석하여, 아프리

카 몬순 지역의 과거 식생과 대기/해양 변화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지난 

간빙기(deglaciation) 이후 몬순 기작을 밝혀내는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도 LGM 

이후의 아프리카의 몬순 기후 변화와 대기-해양 간 “hydrological cycle”을 다룬 

논문들이 Nature, Science 같은 잡지에 꾸준하게 발표되고 있다(Schefuß et al., 

2003; Schefuß et al., 2005; Weldeab et al., 2007).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권에서도 히말라야-티베트 고원융기와 몬순 기후의 

발생과 발달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해 중이며, 이를 위해 2105년에도 아라비아

해와 뱅골만에서 IODP 심부시추 코어 채취가 계획되어있다. 히말라야-티베트 고원

융기와 몬순 기후의 발생과 발달에 대한 연구해역에서 수행된 몇 가지 결과들을 보

면, 아래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아시아 몬순은 8-9Ma에 시작해서 여러 번의 변화

를 거치며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5.4, 그림 5.5). 

 이와 같이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 중국 등의 여러 선진 과학국가들은 각 나

라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규모의 연구지역을 선정하여 고기

후의 정밀기록을 추정, 폭넓은 연구를 경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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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NQUA(International Union for Quaternary Research)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

의 경우, 영국․프랑스․스페인․독일․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들이 해양․육상 시스템 간의 

환경 상호작용을 밝히고, 양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기후변동 기작을 규명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중해, 포르투갈 Iberian margin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기후 연구 분야, 특히 동아시아 몬순 기작과 관련하여 중국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예로 Wang et al.(2004, 2005), Chang et 

al., (2008) 등의 연구자들은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동아시아 몬순-북반구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및 아프리카 몬순과 북대서양 기후변화와의 연관성 연구를 진

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들이 세계 우수저널(Nature, Science 등)에 발표되고 있다.  

그림 5.4. Climate indices from an experiment with four idealized 

stages of Himalaya-Tibetan plateau elevation(HT-1 to 

HT-4) and one glacial maximum stage (G) made with the 

NCAR climate model CCM3(Zhisheng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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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The last 8.5Ma summer monsoon proxy records from the ODP site 1143 

in the South China Sea. The shaded time inermvals of 8.5-7.6 Ma 

and 7.1-6.2 Ma are tow maximum strength monsoon periods and the 

intervals of 3.5-2.5 Ma and the past 1.0 Ma are two intensified 

monsoon periods after a weakened monsoon period at 2.5-10 Ma(Wan 

et al., 2006).

3. 연구목표

1) 인도양(아라비아해, 뱅골만)-서태평양(남중국해, 필리핀해, 그림 5.6) 

   시추 코어(코어 길이 20m 이상) 분석을 통한 지난 4기 동안 육상 풍화 및 침

식 강도 변화와 해양 생산성 변화 사이의 상관성 연구 

2) 이를 통한 제4기 동안 동아시아 몬순 기후 변화 복원과 원인 규명

3) 인도양(아라비아해, 뱅골만)과 서태평양(남중국해, 필리핀해)에서의 몬순     

변화와 극지역 기후변화 사이의 상관성 파악

4) 히말라야-티베트 고원 융기와 몬순 발생 사이의 상관성 연구(IODP 코어 시    

료 함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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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Study area: Arabian Sea, Bay of Bengal, South China Sea. The bold 

arrows(narrow arrow) indicate generalized wind directions of the 

summer(winter) monsoon(Zhisheng et al., 2001).

4. 추진전략 및 방법 

4.1. 국내협력

- 기존 연구 코어 시료와 자료 확보를 위한 국내 관련 연구자들과 협력관계 추진 

4.2. 국제협력 

1) 연구해역(시료채취 해역)은 아라비아해, 뱅골만, 필린핀해의 남부해역으로 시

료 채취 정점이 200마일의 바깥쪽 공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해역으로

의 진입을 위한 국제협력은 필요치 않음.

2) 본 연구의 특성상 2015년에 시추가 계획된 IODP EXPEDITION #355의 시추 코어

를 활용해야 하는 측면에서 본 시추에 직접참가하고 있는 Dr. Xu (IOCAS, 

China)와의 공동연구가 필요함.

 

4.3. 추진방법 

1) R/V 이사부에 장착된 롱코어러를 이용해 최소 20미터 이상의 퇴적물 주상시료 

채취: 시추해역의 지구물리 특성(수심 및 지형, 처부지층 구조 등) 파악을 

위해 R/V 이사부에 장착된 천부지층탐사기, 정밀지형탐사기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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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해역의 기존 연구 자료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파악하고,   

연구 예정지역은물론 주변국 EEZ 역내 시료 및 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 관련  

 국 연구자와 공동연구 추진

3) 본 연구사업은 “KIOST-대학 공동 R/V 이사부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가능: 본 연구해역은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인도양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해역 중하나이고, 또한 현실 여건상 대양연구를 수행하기 어려   

운 국내 해양관련 대학에서도 관심이 지대한 연구 주제로 판단됨.

4) IODP EXPEDITION #355의 시추 코어 시료는 공동연구자인 중국의 서박사(Dr.   

Xu)를 통해 확보함.

5. 연구내용

5.1. 연구해역

 

1) 코어 시추 및 천부탄성파 탐사 해역 : 인도양 아라비아해(Arabian Sea), 뱅골만

(Bay of Bengal), 남중국해(South China Sea), 필리핀해(Philippine Sea)

2) 코어 채취 정점수 : 총 30정점

- 1차년도(아라비아해, 남중국해): 15정점(5정점/년)

- 2차년도(뱅골만, 필리핀해): 15정점(5정점/년)

3) 코어 채취 예상 소요 시간

- 총 5일/년 (이동 소요 시간 제외)

- 연구선 “이사부호”에 장착될 “giant piston corer”의 운영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구해역 내에서의 시료 채취해역과 연구선의 동선은 타 분야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4) 코어 채취 해역(경위도)

- 아라비아해(Arabian Sea) : 63°- 70°E / 15°- 20°N (1단계 : 총 10정점)

- 남중국해(South China Sea) : 109°- 118°E / 6°- 17°N (1단계 : 총 5정점)

- 뱅골만(Bay of Bengal) : 85°- 92°E / 13°- 19°N (2단계 : 총 10정점)

- 필리핀해(Philippine Sea) : 126°- 138°E / 17°- 25°N (2단계 : 총 5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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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연구 해역

5.2. 연구기간 

- 총 2단계/6년 : 1단계 : 2016년∼2018년(3년), 2단계 : 2019년∼2021년(3년)

- 1단계 : 아라비아해/남중국해 탐사, 2단계 : 뱅골만/필리핀해 탐사

5.3.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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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분석항목 : C, N, S, Hg contents, biogenic opal, CaCO3, clay          

minerals, elemental compositions(XRF-scan), Nd-Sr isotopes,             

microfossils(diatoms, dinocysts, pollen), age

2) 주요연구결과 : 1) Reconstruction of weathering intensity based on        

elemental compositions, clay mineralogy and Nd-Sr isotopes of           

detrital component, 2) Reconstruction of sea-surface                

paleoproductivity based on various proxies.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본 연구에서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넓은 범위를 포괄적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 기존 연구 및 자료를 기반으로 일관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몬순 기후의 생성과 진화에 대한 원인과 기작을 

밝힘으로써 전 지구 기후 시스템에 저위도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 제공. 

2) 세계 3대 몬순 지역에 속하는 동아시아 몬순에 대한 향후 후속 연구 기반 

마련; 동아시아 및 북서태평양 해양퇴적물에 적용 ․ 연구함으로써 

동아시아(우리나라 포함) 몬순 변화 연구 및 전 지구적 규모의 

기후변화(또는 북서 태평양 환경 변화) 연구에 기여.

3) 본 프로젝트 연구 성과는 향후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공공적 관심은 물론 과학적 흥미를 도모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구기후 변화에 대처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음. 

4)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될 통합 프록시 자료는 과학적 자원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기후를 모델링하는데 있어 미래 연구 전략(future research 

strategy) 발전에 기여. 

5) 저위도 몬순 변화 발달 연구를 통해, 최근 기후학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전 

지구적 기후 변동은 열대 지역의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로써 가치가 높은 두 주요 몬순 

시스템 (아프리카-동아시아 몬순) 변화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6) 향후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북서태평양역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대기․해양․육상 환경시스템의 서로 다른 반응 및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 개발과 계획 및 연구정점 선정 시 중요한 

기반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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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될 학술회의나 연구 성과 게재는 현재 분산된 연구 

공동체를 통합시키고 장기적 협동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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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지구적 기후변화 관련성과 잠재자원 평가(인도네시아 통과류 지역)

제 2 절 ITF 지역 고기후와 광물자원

1. 연구의 필요성

1) 서태평양 웜풀지역(Western Pacific Warm Pool; WPWP)과 인도네시아 통과류 

(Indonesian Throughflow; ITF) 지역을 포함하는 저위도 지역은 지구적 

규모의 열 공급지역임과 동시에 이로 인한 범지구적 기후변화의 

조절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음(그림 5.8)

2) 또한 ITF지역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주요 대양의 연결 길목임과 

동시에 아시안 몬순의 결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디안 몬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역임

그림 5.8.  Western Pacific Warm Pool(WPWP)지역과 ITF지역. ITF는 Makassar 

해협을 통과하여 인도양으로 흘러가며 이 동안에 해수특성이 변화하

고 아시안몬순변화를 반영한다.(Figure from Oppo and Rosenthal, 

2000)

3)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ITF지역은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 기록 

(예, Heinrich event)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범지구적 기후변화 

기록 반영), 표층수가 통과하면서 해수 특성이 변질되는 등 기후변화 연구 

관점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받고 있음(그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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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ITF지역에 대한 연구결과. 고위도 북대서양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 기

록인 Heinrich event가 ITF가 지나가는 해역에 나타나며, 이 시기에는 

ITF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보고된다.

4) 특히 ITF지역의 중심지인 인도네시아는 오스트레일리아판과 태평양판이 

충돌하는 도호지역(island arc)이며 이러한 지질학 배경은 지구조적 우월성, 

열수광상, 자연경관, 잠재적 광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5)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해역은 해저광물자원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으로 

Sumatera 북부지역에서 Jawa를 거쳐서 Banda 제도에 이르는 해역에는 

광물자원이 많이 부존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지역은 금, 은, 동, 납, 

아연, 철, 몰리브덴, 텅스텐, 수은과 망간단괴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epithermal 내지 pyrometasomatic 유형의 광상들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Banka, Belitung, Singkep, 그리고 Riau의 다른 섬 지역에서는 주석 광상이 

유명하고 이는 저어콘, 금홍석, 모나자이트, 티탄철석, 그리고 제노타임 

등과 같은 희유금속광물들도 산출된다. 보오크사이트도 Bintan 섬과 

Kalimantan의 Tayan에서 발견되며 주석을 함유한 화강암은 모나자이트, 

제노타임, 저어콘, 금홍석, 티탄철석과 콜럼바이트와 같은 희유금속광물들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광물들은 육상에서는 충적층, 해저에서는 사광상의 

산물로 채광되어 왔음(그림 5.10)

6) 가까운 미래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대형 연구조사선 “이사부호”의 건조 

등으로 인해 대양연구의 편리성이 제공되며, 동시에 지구적 기후변화와 

자원확보 측면에서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제기되고 있음 

7) 특히 최근 들어 각국은 자국내의 EEZ수역에 대한 관리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잠재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관할지역의 주요국인 인도네시아의 MGRDC(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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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Indonesia), 자원평가 및 

조사 전문기관인 KIGAM과의 국제 공동연구가 필요함

 

그림 5.10. Mineralization belt of detrital mineral in Indonesia 

2. 연구동향

2.1. 국내 연구동향

1) 기후학적으로 연구대상인 ITF 지역은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기후학적 연구는 매우 빈약한 형편임. 

그러나 최근 IODP가 이 지역에 대해 시추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국내 학자가 

중심이 되어 APL(보조 시추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2) 광물자원과 관련해서는 국내 연구기관인 KIGAM이 지난 40여년 동안 CCOP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3) 2014년에는 국내 일부 관련기관(KIGAM, KIOST, 해양대학교) 연구자가 이 

지역 EEZ주권국가인 인도네시아 MGI를 방문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IODP 

시추제안서(APL)제출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를 협의 하는 등 일련의 

연구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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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외 연구동향 

1)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이 지역에서의 외국의 선행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도 몇 개의 국제적 공동연구가 계획되어 있음

2) 이미 수 년 전에 유럽연구팀이 주도된 국제공동연구(IMAGES)에 의해 

ITF지역에 대한 시추가 이루어졌고 그 연구결과가 일부 도출되었음. 

대표적인 연구결과중의 하나는 이미 3-4백만년 전에 Indonesian seaway가 

닫히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아프리카의 건조화가 시작되었다는 보고이다 

(Cane and Molnar, 2000). 또한 이들 시료를 이용하여 Zuraida 등(2009)은 

북대서양의 대표적 기후변화 기록인 Heinrich events 3-5사이에는 ITF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보고했음

3) 또한 Oppo 와 Rosenthal(2010)은 “The Great Indo-Pacific 

Communicator”라는 논문에서 ITF가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안 다도해 지역을 

통과하면서 주변에 뚜렷한 기후변화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ppo 

등 (2009)은 과거 2000년 동안 이 지역의 수온변화를 복원하여 과거 

소빙하기인 Little Ice Age(약 AD 1550-1850)동안에는 현재보다 0.5~1oC정도 

SST가 내려갔음을 보이고, 산소동위원소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몬순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였음

4) 대표적인 국제공동연구인 IODP(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에서는 2016년 ITF지역 주변에 대한 시추제안서를 승인했고, 

시추가 예정되어 있는 등 과거의 연구에서 확실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음

5) 자원평가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MGRDC(Marine Ge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는 1984년부터 인도네시아 해역에 대한 mapping을 

GEOMARIN I을 사용하여 수행하여 왔으며, 수년 전부터는 신조된 GEOMARIN 

III를 사용하여 mapping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그림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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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Mapping area of Indonesian water by MGRDC.

3. 연구목표

    이 연구의 연구목표는 기후변화와 자원조사의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1) 기후변화 관련 : “범 지구적 기후변화 양상에 대한 ITF지역의 기후학적 역할  

                및 중요성 파악”이며 세부적으로는

- 시공간적인 천년 단위의 WPWP변동성이 ITF와 어떻게 결부되는가? 

- WPWP의 수력학적 변화는 동아시아 몬순변화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독립적  

      으로 북대서양의 변화와 결부되어 있는가?

- ITF의 궤도요소 및 천년 단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 인류세(Anthropocene)동안에 일어난 고분해 변화는 무엇인가 등이다.

2) 잠재자원 조사와 관련 : “ITF지역의 잠재자원 평가”이며 세부적으로는

-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잠재자원 가능성이 많은 곳을 파악하는 것과

- 인도네시아와의 국제협력을 전제로 했을 때, 개발지역과 목표자원(target  

      mineral) 을 결정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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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 및 방법

4.1. 국내협력

  -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KIOST가 주축이 되어 관심있는 국내 연구자를 결집시

키고 공동연구 혹은 협동연구를 도출해 낸다.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해양대학교의 몇몇 관련자의 참여가 확실하며 그 외 타 기관에서도 연구가 

시작되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2. 국제협력 

1) 연구지역이 인도네시아 EEZ수역이기 때문에 현지 인도네시아의 관련자의 참여

가 필수적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이미 2014년에 인도네시아 MGI를 방

문하여 기 획득된 코아시료의 사용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협력을 약속한바 

있음

2)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CCOP를 통해 자원과 관련해서 지난 40여년

간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원과 관련한 한국의 대

표적 기관임으로 자원평가 및 궁극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국내기관 간

(KIOST-KIGAM) 및 국가(Korea-Indonesia)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3. 추진방법

1) 기후변화 관련연구는 새로 건조되는 이사부호를 이용하여 약 30미터 길이의 

주상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일부 인류세 기

간의 고분해 연구는(Mahakam delta에서 시료채취 계획 중) 인도네시아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퇴적률이 높은 지역에서 주상시료를 채취하고 공동연구로 

실시한다. 

 2) 국내에서 참여 가능한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하여 당 과제에 참여

토록 하며, 참여 연구진의 연구내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내용에 분담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한다. 

3) KIOST-KIGAM과는 협동연구로 추진, MGRDC(Indonesia)와는 공동연구로 

추진함. 자원탐사, 평가 및 기후변화 연구에는 필요에 따라 이사부호, 

탐해호 및 GEOMARIN III를 교차 투입하여 연구목적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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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내용

5.1. 연구해역

  - 연구해역은 연구목적에 따라 세 지역으로 구분했다.

1)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광역연구지역: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포함해야 함으로 광역 연구지역과 집중연구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그림 5.12). 광역 연구지역은 남태평양과 인도

양이 포함된 지역으로 15oN125oE, 15oN140oE~15oS100oE, 10oS130oE 사이에서 실

시한다(추후 구체적 지역 선정).

 

그림 5.12. Potential broad and condensed areas for climate and 

mineral resources studies.

   

2) 집중 연구지역: 집중 연구지역은 잠재자원 평가를 위한 것으로 5oN135oE, 

10oS135oE(Makassar Strait 지역 포함)에 해당한다(그림 5.13). 

3) 이와는 별도로 인류세(anthropocene)의 영향 연구는 Mahakam delta에서 퇴적

물을 채취하고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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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Potential areas(box) for potential resources assessment in 

Indonesian water.

  

5.2. 연구기간

 1) 1단계 : 2016~2018 (3년)

 2) 2단계 : 2019~2022 (4년)

 3) 3단계 : 2023~2015 (3년)

5.3. 연구내용

 - 단계별(연차별) 로드맵은 타 과제와 연계하기 때문에 추후 작성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전지구적 기후변화 및 한반도 주변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기후변화

에 대한 국제적 연구 리더 지위 확보

2) 연구지역의 자원부국과의 긴밀한 연구협력을 통해 잠재 자원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통해 기초적 지질/지구물리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자원 확보 기반 마련

3) 국내 기관 간 협력,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해 관련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

제적 기후변화 연구에 동참함으로써 국위 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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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 해양의 물질교환 및 지구 진화 시스템 연구

제 3 절 지구 진화 시스템

1. 연구의 필요성 

1) 지판 경계부의 중요성

- 지판경계부 : 중앙해령, 섭입대 등 생동하는 지구의 가장 극적인 현장

- 다양한 화산활동으로 지각-해양 물질교환 및 해저열수시스템 형성

- 지각의 진화, 지구내부 물질순환, 생명의 기원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자연학습장 

2) 해저열수시스템에 대한 관심 및 연구 증가

- 현재 550여개의 열수활동이 관찰됨(전체의 약 30%로 추정)

- 열수분출공 발견과 더불어 신생물종의 보고 증가

- 신규 탐사 및 분석기술의 적용을 통한 새로운 연구성과 도출 

3) 새로운 bioprocess 연구의 장

- 지판 경계부 및 해저열수환경은 생명탄생과 진화의 모태

- 해저열수생태 분포특성/지정학적 관계: 열수생물 기원 및 이동경로 추적

- 화학합성 생태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생지화학 과정과 반응 이해 

4) 새로운 생명자원 개발

 - 열수환경에서 형성된 화학합성 생태계: 에너지 생산과 유기물 합성 경로의 새

로운 원천으로서 학술적, 생명공학적 가치가 높음

- KIOST 독자 기술로 열수환경 유래 초고온성 고세균 분리 성공 

- 유전체 해독을 통한 새로운 수소화효소 규명을 위한 열수 생명자원 확보필요

 2. 연구동향 

2.1. 국내 연구동향 

1)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지원 하에 남서태평양(통가, 피지) 및 인도양 공해상

에서 해저열수광상 탐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06년 무인잠수정 ‘해미래’

를 개발하는 등 열수환경 연구에 대한 인프라가 일부 구축되어 있음

2) KIOST 연구진은 2000년대 초반 남태평양 해저열수지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초

고온성 고세균을 분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생산 메커니즘을 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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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외 연구동향

1) 1977년 해저 열수분출구를 최초로 발견한 미국은 RIDGE, VENT, MARGINS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저열수시스템 연구를 주도

2) 일본은 6,5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유인잠수정 ‘Shinkai 6,500', 지각시추선 

“Gikyu" 호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JAMSTEC을 중심으로 전 대양 열수시스템

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 

3) 프랑스는 IFREMER 주도하에 대서양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전 대양으로 연구지역을 확장 중

4) 중국은 2010년 유인 잠수정 ‘대륭호’ 개발을 통해 활발한 심해 연구를 수행

하고 있으며, 2013년 칭다오에 심해연구센터를 개소 심해탐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5)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지원 하에 남서태평양(통가, 피지) 및 인도양 공해상

에서 해저열수광상 탐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06년 무인잠수정 ‘해미래’

를 개발하는 등 열수환경 연구에 대한 인프라가 일부 구축되어 있음

6) 미국 Venter 연구소는 Global Ocean Sampling(GOS) expedition을 통한 새로운 

해양생물·유전자의 발견과 생명진화 및 지구생명시스템 이해 연구 수행

7) 유럽연합의 MAMBA(Marine Metagenomics for New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09∼) 프로젝트; 해양의 biohot-spot 생물탐사로부터 새로

운 대사경로 및 생촉매 탐색 

8) 미국과 EU는 RIDGE Program 등을 통해 해저열수환경에서의 생명현상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

3. 연구목표 

1) 해저열수 생성환경 이해(지판경계부의 지질/지구물리 특성)

2) 해저열수 환경의 진화 및 물질교환 시스템 규명

3) 극한환경 생명기능현상 규명 및 유용 생명자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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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 및 방법 

4.1. 국내협력 

1) 근접해저면 전자기 탐사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심해저 생태, 생물 다양성 연구 : 서울대학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한양대학교

3) 열수, 암석지화학 연구: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4.2. 국제협력 

1) 심해잠수정 활용 근접해저면 탐사 및 생물시료 채취 : 하와이대학, 캐나다 CSSF

2) 열수 생태계 분석 : 듀크대학, JAMSTEC, NOAA

4.3. 추진방법 

1) KIOST 주관으로 열수탐사, 지각지질, 해양바이오, 지화학 연구 국내/국제 협력

2) 주관기관(KIOST) : 탐사 및 연구 인프라 제공

3) 협력기관 : 분석 및 연구인력 제공/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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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내용 

5.1. 연구해역 

 관측기간 : 60일/년, 이동항해 포함

1) 서태평양 공해지역 및 도서국가 연안 남북 종주 항해

2) 주요 탐사 측선 및 입항 국가(항구)

- 한국(출항)–동중국해–필리핀제도 남동측(북위 2°- 4°, 동경 130°- 134°)

–비스마르크해(남위 1°- 3°, 동경 143°- 144°)–솔로몬해(남위 10°- 

12°, 동경 154°- 157°)–산호해(남위 14°- 18°, 동경 154°- 158°)–뉴

질랜드(오클랜드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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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지각과 해양의 물질교환 및 지구 진화 시스템 연구 탐사 경로

5.2. 연구기간 

 - 총 3단계 10년

5.3. 연구내용

1) 신규 열수분출지 탐색

- 지구물리 탐사를 통한 지판경계 지형/지구조 해석

- 수층 내 열수 플룸 추적을 통한 신규 열수활동지역 발견

- 신규 열수지역 탐지를 위한 탐사노하우 축적

2) 열수분출공 근접해저면 탐사

- 대형조사선, 심해 잠수정을 이용한 근접해저면 탐사

- 자체 탐사장비, 기술을 이용한 연구인프라 구축에 기여

3) 열수분출공 물질 플럭스 모니터링

- 열수분출구 주변 sediment trap 설치를 통한 열수기원 입자와 원소 거동 이해

4) 열수생물 채취 및 군집연구

- 근접해저면 탐사를 통한 열수생물 채취 및 열수생태 연구

- 열수분출구의 진화(형성-발달-소멸)에 따른 생물종 천이

- 생물 군집상을 통한 열수분출구 형성시기 및 연령 추정

5) 새로운 대사과정의 탐색 및 활용

- SIP (Stable Isotope Probing) –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등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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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

1단계

(3개년)

▪ 연구대상 지역 선정 및 환경·생물학적 특성 파악

▪ 열수해역 기초조사, 분출구 탐색, 지구조 특성 규명 및 물질대사과정

2단계

(4개년)

▪ 광역/정밀조사 : 열수 정밀탐사, 열수환경 물질순환 장기 모니터링,

  해저열수활동 진화 연구

▪ 생지화학 과정/생물다양성 연구 : 대사다양성 규명 및 신규 대사과정

  보유 생명체 확보

3단계

(3개년)

▪ 지각과 해양의 물질교환 정량화

▪ 열수시스템 진화에 따른 열수환경변화 및 열수생태계의 상관관계 규명

▪ 열수환경-생태계 상호작용 규명 및 신규 대사과정 활용

연구기법을 접목하여 생지화학적 과정의 주요 생물들을 기능적 측면에서 연구–환

경–생명기능–진화 및 적응 등의 상호관계를 통합적으로 해석

- Metagenomics – Single Cell genomics 및 기능유전체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대사과정을 탐색하고 산업적 가치창출로 연결

6) 단계별 연구내용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극한환경의 신물질/신약 개발을 통한 산업적 가치 창출

2) 신 에너지원 및 유용광물자원 확보기반 구축

3) 해양극한환경 탐사 기술의 획기적 발전 

4) 고도기술기반의 극한환경 연구수행을 통한 해양과학기술 국가 경쟁력 확보

5) 생명기원 및 진화 기작 규명을 통한 생명/우주과학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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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인도양 해저지각 활동 모니터링과 지구조 및 퇴적물 특성변화 연구

제 4 절 남서인도양 지각활동과 퇴적물 특성

1. 연구배경

- 120년 이래 최악의 가뭄이 2014∼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지속됨으로써, 지구온난

화 관련 논란이 더욱 커지는 상황

- 더욱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30년 내 대규모 지진발생 가능성이 언급되고, 네팔 지

진사태 등으로 인해, 최근 자연재해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 고조

- NOAA 자료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 가뭄과 유관한 것으로 보이는 북동태평양 

대규모 고수온대가 형성되었으며(그림 5.15), 이는 기상현상과 유관할 수도 있지

만, 이 지역 해저의 대규모 해저열수(mega plume) 분출로 인한 해수온 상승과 유

관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음.

- 아울러 지구온난화와 유관한 해수 중 철 농도가 열수 mega plume에 의해 공급된 

철이 천 Km 이상을 해류를 따라 이동, 전지구 대양에 공급된 결과라는 보고도 있

음(그림 5.16).

그림 5.15. The SST anomaly pattern(compared to 1981-2010)

           off the coast of Washington and Oregon

           for April 2014(from ES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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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열수구 생성 철 확산을 나타내는 모습  

- 한편, 미국 서부 Fuan de Fuca 열곡지역 인근에는 해저지진계를 비롯한 수많은 

관측장비들이 해저에 무어링-가동되고, 해저 케이블을 따라 실시간으로 육상 전

송하는 연구 진행 중

- 해저열수분출 현상은 지구온난화와 유관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진 등 자연재해 

예측 등에 활용(일본 동측 해저 지진관측망 사례)

- 이러한 열수연구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1) NOAA와 RAMA 국제공동 협력 필요

성, 2) 우리나라 인도양 열수광상 인근 지역 해양연구의 당위성이라는 두가지 배

경 하에 인도양 연구를 추진코자 함.

- 이 지역에서는 생물연구, 해양기상기후연구, 수층 화학연구를 비롯한 해양지질지

구물리 연구 등이 추진될 수 있음.

2. 연구지역

- 서인도양 연구지역은 기본적으로 RAMA 부이중 NOAA와 협력을 해야 하고, 우리나

라 열수광구 주변지역으로 한정됨. 0-12oS, 45-70oE 해역(연구지역 그림 5.17 하

얀색 선은 조사 측선; 몰디브-조사측선-세이셀 이동)

- 이 지역가운데 지질지구물리 연구분야는 2o45'S, 67oE의 Mabahiss Fracture Zone

을 중심으로 열수연구를 수행(이 지점은 남북으로 연결된 긴 열곡 가운데 수심이 

낮은(shallow) 지점임).

- 연구지역에서 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해저지판이 확장해 나가는 방향(소말리아 모

가디슈 방향)이며, 아프리카 대륙 가까이에서는 1.5억년의 가장 오래된 해저지각 

연령이 나타남.

- 세이셀-모리셔스에 이르는 대규모 해산지역은 잔류 대륙으로 여겨지며, 이 잔류

대륙을 중심으로 기존 ODP 코아 연구 등이 인근해역에서 기 수행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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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연구지역에는 인도양 적도 및 반적도 해류 등 태평양에서 나타나는 해

류 시스템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5.18).

그림 5.17. 탐사연구 측선이 포함된 남서인도양 연구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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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인도양 해류 분포도

3. 연구내용

- 서인도양에서 정밀 탐사중인 우리나라 해저열수광구 중심으로, 광역 주변 해역의 

지질 및 지구조 특성을 탐사

- 이 지역은 태평양과 비교해 비록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망간단괴, 망간각, 

열수광물 등 해저광물자원 모든 종류가 분포하고 있어 광물자원 연구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그림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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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전세계 대양 심해저 광물자원 분포도

- 탐사 대상지역은 ODP, DSDP 등을 통해 지질 및 지구조 연구가 기 다수 수행되었

고, 대상지역 서측 micro continent의 성인, 연령 등도 구명된 상황임. 

- 거의 대부분 생물기원 퇴적물이 집적된 대상 연구지역은 특별한 퇴적물 관련 이

슈가 없는 상황이지만, 3천만년 동안 이동되어 현재의 위치에 있는 micro 

continent의 이동과정에서 수심은 약 1천미터 깊어졌고, 이 과정에서 집적된 퇴

적물 특성은 수심 증가와 산소고갈층(OMZ) 통과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보일 것

으로 추정됨. 

- 아울러 적도해역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서 나타나는 부유생물 종조성 변화가 

퇴적물에 반영되었을 것이며, 코어퇴적물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3차원적 변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지구조 특성은 탄성파 정밀탐사 자료 등은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최신 지

구물리 음향탐사장비를 장착한 이사부호의 탐사자료는 기존 자료와는 차별화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열수 플룸(plume)은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또

는 불규칙한 주기를 가지는 펄스형태의 분출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관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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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해저 장기 실시간 관측시스템 설치가 해미래 등을 이용해 추진되어야 하며, 

기록된 자료는 다음 연도에 회수-분석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전송시스템까지 구축, 서인도양 해저열수구 활동상황을 안

산 본원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쌍방향 통신-제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미국-캐나다는 미국 켈리포니아 앞에 해저케이블을 설치, 실시간으로 해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그림 5.20).

그림 5.20. 미국 캘리포니아 서안 심해 관측 케이블망 구축도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기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질지구물리분야 연구내용 

추진을 제안함.

▪ 장시간 해저관측 시스템 개발 및 활용 연구

▪ 남서인도양 퇴적물 조성 및 지구조 변화연구

▪ 서인도양 ODP, DSDP 코어시료 활용 연구 

▪ 차세대 해양지질 및 지구물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승선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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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이사부호를 2016년 6월 취항하는 것

으로 목표로 건조중이다. 따라서 이사부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대양연구계획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형조사선 이사부호를 활

용한 대양연구 과제 발굴 기획을 수행하였다. 이사부호는 본격적인 대양연구를 위

한 최초의 대형 연구조사선으로서 거의 모든 첨단 관측장비를 탑재하고 있고, 최대 

60일의 연속항해가 가능하여 오대양을 포함하는 전지구적인 해역에서 관측 활동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대양을 연

결해주는 인도네시아 통과류(ITF; Indonesian Throughflow) 해역이 주요 대상해역

이 될 것이다. ITF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는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은 동중국해를 포

함한 우리나라 주변해의 해양기후와 생지화학적 환경, 해양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 대양으로서 기존의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국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해양과학기술을 선도해야할 집중관심 대상해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사부호를 활용한 중장기 대양연구과제 발굴기획의 기본 틀을 대양환경 

연구를 위한 태평양과 인도양 관측을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수립하였다. 

대형연구선 이사부호를 활용하기 위하여 제안된 연구과제는 크게 4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그룹은 서태평양을 대상 해역으로 하는 연구 과제들로서 대

양 규모의 탐사를 통한 생태계 기능 이해 및 생물자원 활용 기술 개발, 심해 해양

생물 다양성 및 유용생물자원 탐색, 적도 서태평양 해양 및 대기 모니터링, 민다나

오 해류의 시공간적 변동성, 그리고 대양의 수중소음관측을 통한 해양생태계에 미

치는 영향 등의 연구를 포함한다. 둘째 그룹은 태평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과제들로 적도태평양과 인도네시아 통과류 지역에서 미량원소 및 동위원소의 생지

화학적 순환, 북서태평양(태풍발생지역 및 이동경로) 중장기 해양-대기 변동성, 열

대온난역의 해양변동성 역학조사 및 동아시아 기후에 미치는 영향, 열대 동태평양 

해수 순환과 기후변동, 북서태평양 해수 모니터링 및 남태평양 순환 등의 연구 분

야를 포함한다. 셋째 그룹은 인도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과제들로 태평양-인도양 

해양순환, 인도양 벵골만과 아라비아해의 교환 수송 과정 및 변동성, 그리고 국제 

사회의 인도양 RAMA 관측망 운용 지원 등을 포함하는 연구 분야이다. 제안된 연구 

과제의 마지막 그룹은 동아시아 몬순 진화와 기후변화(히말라야-티베트 고원 융기

와 몬순 기후변화 상관성), 범지구적 기후변화 관련성과 잠재자원 평가(인도네시아 

통과류 지역), 그리고 지각과 해양의 물질교환 및 지구진화 시스템 연구 등을 포함

하는 지질 및 지구물리 연구 분야이다. 

기획과제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구과제들을 국가 연구인프라 및 연구예산의 효율

적인 투자와 대형 해양과학조사선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대/요구에 부합하기 위하

여 정책적으로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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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대해서는 도전적인 연구 개발 지원으로 새로운 과학적 사실 규명 및 이해를 

달성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높이는 계기가 되며, 대양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

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연구인프라인 ‘이사부호’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 연구자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

하고, 우리나라의 대양연구 역량강화를 통하여 국제공동 연구 프로그램 참여를 활

성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부호를 통하여 대양 연구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전지구적인 대양을 구간별로 기존과제 또는 신규 파일럿 과제에 근거하여 제안

된 것과 같은 해양관측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연구조사선(이사부호)의 처녀항

해 관측루트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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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열대태평양 관측시스템(TPOS 2020)

         (TPOS 2020; Tropical Pacific Observing System) 

1. 추진 배경 및 구성 체계

‘열대 해양-지구대기(TOGA; Torpical Ocean-Global Atmosphere)’ 프로그램은 

1985년~1994년 사이에 구축된 최초의 열대태평양 관측시스템으로서 엘니뇨와 관련

된 대규모 기후경년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후 20년 동안, 새로운 

현장 관측 장비와 위성관측기술이 출현하였으며 분석, 모델링, 예측 기술이 크게 

발달하였고, 열대태평양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한 관측체계와 시

스템설계가 요구되었다. 또한, TOGA 관측망이 최근 수 년 내에 크게 훼손되었으므

로 잘 통제된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향후 십수년 이상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

측망을 구축, 운영해야 할 국제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열대태평양관측시스템 2020사업’은 2020년까지 GOOS의 틀 속에서 기존의 열

대태평양의 과학을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지원 관측체제

로 구축하여 향후 수십 년간 ENSO 등 해양기후 예측체계와 생지화학 변동성을 이해

하기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사용자 단체와 연계된 과학

기술적 세부주제와 설계, 다양한 자원을 각 국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협력, 

감시되어야 할 관측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이 사업은 2014년 1월에 해양기후관측패널(OOPC)과 협조하여 NOAA와 JAMSTEC에

서 워크샵을 개최하여 15명의 운영위원(SC)을 선출하였고, 그해 10월 워크샵을 통

하여 부여한 5가지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TPOS의 폭넓은 단면을 포함한 관측망 구성의 평가

∙ 해양-대기 플럭스, 해수면 부근 과정과 일변화를 포함한 경계층(planetary 

boundary layers) 관측의 과학적 필요와 실현가능성

∙ 동안과 서안 경계역 관측을 위한 접근 평가

∙ 생지화학적 관측을 위한 논리적 근거, 요구사항과 전략

∙ 관측이 최대의 영향을 주는 모델링과 자료동화, 종합분석을 위한 접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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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앞으로 2020년까지 6년 동안 TPOS 2020 운영위원회(SC-1)가 심층 토

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성, 모델링, 자료관리, 최신현장기술을 포함하는 종합 관측시스템 

   - 열대태평양의 다중규모 변동성에 알맞은 다층적 접근방안 확대 

∙ TPOS 2020의 일부로서 관측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평가 

   - 필요한 중복성, 또는 센서의 다양성과 같은 시스템 요구사항 등

∙ 장기적 기후기록을 구별해내고, 지속시키는 것

∙ TRITON 관측망 감소의 영향을 최소화할 전략과 대안 마련

∙ 조사선, 공동 과정연구 참여, 모델과 자료동화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TPOS를 지원하고 참여할 기관의 확대

∙ 계류를 위해 조사선을 동원하여 관측에 참여하고, 한정된 기간 동안 과정

연구를 가능하게 해줄 인프라로서 기본관측망을 이용할 기회 확대

∙ 자료처리와 배포에서 적합한 투자수준을 확보

TPOS 2020은 감독과 조정의 책임을 맡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후원

과 협력자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Resource Forum, 위원회와 포럼을 이끌고 기록을 

담당하는 집행부 (Executive), 협력활동과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무국 

(Project Office)로 구성된 독립 프로젝트이며,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인

터넷 웹사이트 www.tpos2020.org 에서 얻을 수 있으며, 질문과 조언은 

info@tpos2020.org 로 문의하면 된다.

그림 1. 지난 20여 년 동안 열대태평양에서 엘니뇨 관측을 위해 유

지되어 온 TAO-TRITON 관측망(위)과 열대수렴대(ITCZ/SPCZ) 

중심의 새로운 관측망(아래)을 제안하고 있는 Billy 

Kessler(NOA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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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OS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2014년 10월 KIOST에서 1차 회의를 개

최하여 열대 태평양 전체 관측망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한 임무를 맡은 Backbone 

task team(TT), 모델/자료동화 TT, 서태평양 TT, 동태평양 TT, Planetary Boundary 

Layer(PBL) TT, 생지화학(BGC) TT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고 적도용승과정(CP/Cool 

tongue upwelling)을 별도의 process study 주제로 잡아 논의하였다. 2015년 4월 1

일에는 운영위 중간화상회의(SC interim teleconnection meeting)를 개최하여 각 

task team 별로 추진된 활동 진척도와 NOAA의 예산확보 추진현황과 각국의 참여기

관을 통한 예산확보방안 등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2. 토론과 제언

TAO-TRITON 계류관측망이 한 정선에 7개 (8oN, 5oN, 2oN, EQ, 2oS, 5oS, 8oS) 내

외로 정점이 구성되고, 정선 간격이 약 1,000~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에 비해

서 새로이 구축될 정선의 개수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 3~4개로 이루어질 것이며, 수

평적으로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주는 열대수렴대 (ITCZ / SPCZ)를 0.5도 

간격으로 집중 관측하는 3개 정선을 운영하는 PMEL/NOAA의 제안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운영위원들 사이에 인식되었다(그림 1). 그리고, 동태평양 연안에 1개 정선

을 운영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본측(JAMSTEC)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서태평양의 TRITON 관측망은 앞으로 수 년 내에 대부분 수중글라이더와 파랑글라이

더로 대체될 계획이며, 미국측(NOAA)에서도 이런 대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측(NOAA)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열대 태평양의 계류관측망 운영에 참여

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며, 그에 앞서 TPOS-SC 회의를 통해서 2020년까지 과

학적 검토를 완료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상태이다. 

대양연구를 지향해야할 이사부호의 향후 20년 활용의 주요 무대는 태평양이라는 

점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NOAA)과 일본

(JAMSTEC) 양국체제로 유지되어온 TAO-TRITON 관측망을 새로운 관측시스템을 구축, 

재편해야하는 전환기에 이사부호의 역할이 세계무대에서 한국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국제사회는 해양과학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양과학기술인의 인식 여하에 따라 

그 선도적 역할의 무게가 크게 좌우될 것이다.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없이 우

리나라가 국제사회를 선도할 가능성을 꿈꾸는 것은 바다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에 만큼이나 터무니없다. 인프라(이사부호)는 그것을 제대로 운용

할 줄 아는 탐험대(해양과학자)의 무수한 탐사가 있어야 발견과 발전이 가능한 것

이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태평양을 우리의 활동무대로 만들 수 있는 잠재적 역량

과 기회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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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북서태평양 해양순환기후실험(NPOCE) 프로그램

         (NPOCE; Northwestern Pacific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Experiment) 

KIOST의 ‘북서태평양 해양환경변화기 우리나라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POSEIDON; Northwestern Pacific Ocean Study on Environment & Interaction 

between Deep Ocean and marginal seas)’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중국과학원 해양

연구소(IOCAS)에서 구축되어 CLIVAR(기후변동성 연구)에서 승인된 국제프로그램이

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프로그램으로서 착수보고회는 KIOST의 POSEIDON 사업보다 

수 년 늦은 2010년 5월 중국 칭따오에서 개최되었으며, NPOCE의 목적은 북서태평양 

순환역학과 난수풀을 유지시키는 그 역할을 이해하고, ENSO 싸이클의 변환과 장주

기 변동성을 규명하는 데에 두고 있다(그림 1). 그 세 가지 목표를

 

∙ 북서태평양 해양순환의 구조와 변동성, 역학을 관측, 규명하고, 특히 저위

도 서안경계류(LLWBC)와 인도네시아통과류(ITF), 그리고 아열대순환과의 

상호작용의 이해

∙ 관측과 모델연구를 통해서 난수풀 변동성과 지역-지구기후 변동성에서 서

태평양 열-담수 수송, 해양-대기 플럭스의 역할 평가

∙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미래기후 예측을 위한 해류와 열, 질량 수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과학적 근거의 제공

에 두며, 난수풀 변화와 ENSO, 동아시아 몬순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능력과 더불어, 북

서태평양 태풍의 예측과 지역해양기후조건을 예측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측

과 모델을 함께 조율하고 노력하여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 과학적 주

제를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관측과 모델 수행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 서안경계류 : 민다나오해류(MC)/민다나오잠류(MUC), 쿠로시오/루손잠류(LUC), 

                      뉴기니해안류(NGCC)/뉴기니해안잠류(NGCUC) (그림 2)

   ∙ 적도해류 시스템과 대양 내부의 순환, 남중국해 순환, 인도네시아통과  

  류(ITF)와 연계된 상호작용

   ∙ 난수풀(warm pool) : 열염구조 형성, 열과 담수의 수지, 동서위치 이  

                       동에 미치는 북서태평양의 역할 (그림 4)

  ∙ 지역해양-대기 상호작용과 기후영향 : 동아시아몬순, 태풍과 상층해양의

                                          상호작용, 계절 내 상호작용, 

                                          경년~장주기 상호작용, 장기온난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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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은 기본적으로 필리핀 동부해안, 민다나오와 뉴기니 사이, 루손해협과 ITF 

입구, 뉴기니 북부 해역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CTD 관측을 포함한다(그림 3). 

POSEIDON 관측정선인 135oE를 포함한 북적도해류(NEC) 중심축으로부터 필리핀 동안

의 분지되어 나뉘는 서안경계류(Kuroshio & MC, ITF, NGCC/NGCUC) 해역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부이계류 계획을 만들었으나, 민다나오 단면(~8oN)에서 ADCP를 약 1년 동

안 계류를 수행하여 유속자료를 얻었으며, 2014년 9월 이후 인도네시아 조사선

(BJ-7)을 이용하여 할마헤라 부근에서 ITF 수송량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ADCP를 계

류 중이다. 아직 미완성인 NPOCE 관측계획은 TPOS 2020 프로젝트와 연관해서도 서

태평양의 관측시스템을 상당부분 보완하는 상시관측체제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Sketch showing important roles of the low latitude western Pacific 

  Ocean in regional and global climate during boreal summer. Emphasized 

  is the role of the NWP in large-scale climate systems, including 

  ENSO, monsoons, the Walker Circulation, and the Hadley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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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ketch indicating surface and subsurface currents in 

  the western Pacific Ocean.

그림 3. NPOCE observation program. All components were tabled 

  at an Implementatio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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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he sketch of the triangular area in the

         Indian-Pacific-Qinghai-Tibet-Plateau 

 controlling the outbreak of the South 

 China Sea Monsoon 

NPOC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치모델은 크게 5 가지로 구분된다. 

∙ 분지규모(또는 지구규모) 해양모델 : JAMSTEC OFES(0.1o x 0.1o, 54개층)

                                      IOCAS quisi-global HYCOM(1/12ox 1/12o, 20개층)

∙ 지역해양모델 : 함부르그 대학 HAMSOM 

                 (15oS~40oN, 104oE~144oE, 수평해상도 : 4‘~5’)

∙ 해양-대기접합모델 

∙ 지역접합모델 

∙ 자료동화 대순환모델 : SODA, HYCOM-NCODA, ECCO

기본적인 모델링 전략은 지구규모 해양대순환모델, 지역해양순환모델, 해양-대

기접합모델 결과를 비교검증하기 위하여 IPCC-AR5 모델결과를 이용하고, 관측을 포

함하여 위성고도자료와 ARGO자료, 위성표면수온자료 들을 모델검증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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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해양시계열관측 장기심해 네트워크(OceanSITES)

         프로그램

장기적인 심해 고정형 플랫폼들을 통해 표층 대기-해양 상호작용에서부터 

5,000m 수심에 이르는 대양 해저면까지 전체 수심의 다종 환경 파라미터 모니터링

을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인 OceanSITES(http://www.oceansites.org) 국제 장기 심

해 시계열 해양 관측 네트워크는 중층 플로트 관측 네트워크(ARGO)와 더불어 국제

해양관측망(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OOS)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

다. 현재 OceanSITES는 그 자체로 기후 및 지구 시스템의 주요 대표적인 혹은 결정

적인 사이트(sites)에서 전지구적인 해양시계열 자료의 수집을 지속하기 위한 근거

가 되며, 이 자료를 통해 해양순환, 대기-해양 상호작용, 탄소 순환과 해양산성화, 

해양 생지화학, 생태계 등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과정들과 변동성을 연구하기 위

한 표준이 되고 있다. 

1999년부터 국제 OceanSITES 과학팀은 계류선을 이용하는 잠재적인 해양 시계열 

자료 관측을 위한 비용과 자료를 공유해왔는데, 이 네트워크는 점차 성장하여 오늘

날 30개의 표면 및 30개의 수중 계류선들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표층 계류

부이들은 인공위성과의 교신을 통해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과학자들과 일반

에 제공하고 있다. 2013년 8월 현재 51 정점에서 실시간, 126개 정점에서 지연 모

드의 시계열 자료가 활발하게 수집되고 있다(그림 1). 

OceanSITES 는 가능하면 고급의 센서들과 자료 전송/통신 기법을 사용하여 자동

화된 체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우 조밀한 시간간격의 연속 시

계열(종종 실시간) 자료를 장기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남 등, 2014a; Send et 

al., 2010a). 관측 내용은 기상학, 물리해양학, 해수수송량, 생지화학과 탄소순환, 

해양산성화, 생태계와 지구물리를 포함한다. 국제 OceanSITES 프로그램에서는 공간

적으로는 조밀하지 않지만 해당 해역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면서 사회적으로나 과학

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새로운 사이트(site)를 수립하는 방향을 취한다. 또한 향후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계획한다. 

1958년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과학자 킬링(Charles David Keeling) 박사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Mauna Loa 

Observatory의 site)를 수립하여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 수집을 지속함으로써 오늘

날 기후변화 요인으로 잘 알려진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의 중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

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e.g., The Keeling Curve), OceanSITES의 목표는 주요 대표

적인 지점에서 장기간의 해양 시계열 자료 수집을 지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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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ceanSITES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초록색) 및 지연모드(파란 

 색)로 수집되고 있는 사이트들(sites)의 위치. 주황색은 계획 

 된 사이트, 붉은색은 중단된 사이트를 나타낸다. (출처:

 http://www.oceansites.org)

OceanSITES는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1) - 정부

간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2) 해양학과 해

양기상학을 위한 공동기술위원회(Joint Technical Commission on Oceanography and 

Marine Meteorology, JCOMM)3)의 자료부이협력패널(Data Buoy Cooperation Panel, 

DBCP)4)의 활동 그룹이다. OceanSITES에는 효율적인 자료관리팀(Data Management 

1) 지구의 기상, 해양-기상 상호작용, 이들이 만드는 기후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수자원의 분포에 대한 상태와 

그 행동에 대한 유엔 차원의 권위를 가지는 발언을 위해 1950년에 처음 세워졌다가 1951년에 기상, 수로, 및 

관련 지구과학 분야를 위한 특수 조직이 되었다. 2013년 1월 1일 현재 191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http://www.wmo.int/

2) 해양 과학, 해양 관측, 해양 자료와 정보 교환, 쓰나미 경보와 같은 해양 서비스를 위해 세워진 유네스코 산하

의 유엔 조직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연구, 서비스, 해양 및 연안의 자연과 자원에 대한 이해력 향상

과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조정하는 임무를 가진다. http://ioc-unesco.org/

3) 해양학과 해양기상학을 위한 공동기술위원회(the Joint Technical Commission for Oceanography and 

Marine Meteorology)는 비정부간 기술 전문가 그룹으로서 해양학적, 해양기상학적 관측, 자료 관리와 서비

스, 전문가 연합, 기상학 및 해양학 커뮤니티를 위한 기술과 개발능력에 대한 국제적 조정을 담당한다. WMO

와 유네스코 IOC의 전문성 및 기술적 능력들을 합하여 효율성과 조정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http://www.jcomm.info/

4) 해양기상과 해양학적 상태를 관측하는 자동화된 자료 부이들의 사용을 조정하는 JCOMM의 국제 프로그램이

다. http://www.jcommops.org/db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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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이 있는데, 두 개의 글로벌 자료수집센터(Global Data Assembly Center, 

GDAC), 미 해양기상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국가 자료 부이 센터(National Data Buoy Center, NDBC), 유럽 코리올리(Coriolis 

at IFREMER)에서 통일된 자료형식을 갖추어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OceanSITES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대양의 중요한 정점 혹은 특성화된 정점에 위치한다. 

∙ 장기간 운용을 계획한다.

∙ 시간적으로 조밀한 간격의 측정이 이루어져 수 일(day) 이내 시간 규모의

   일시적인 변동이나 단주기 변동 성분을 포함한다. 

∙ 가능하면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센서들을 사용한다. 

∙ 수집된 자료는 OceanSITES의 글로벌 자료수집센터(Global Data Assembly 

Center, GDAC)를 통해 실시간 및 지연모드로 제공된다. 

OceanSITES는 GOOS의 공식 해양시계열 관측 부분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면서 글

로벌 해양과 해양기상 관측을 조정하는 JCOMM DBCP의 활동 그룹이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것은 글로벌 해양관측에 동참하는 활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

시에 이것은 또한 OceanSITES가 더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게 됨을 의미하기

도 한다. JCOMM을 통해서, 그리고 전지구해양 관측을 위한 파트너쉽(the 

Partnership for the Observation of the Global Oceans, POGO; 

http://www.ocean-partners.org), Ocean-United (http://www.Oceans-United.org), 

Group on Earth Observations(GEO; http://www.earthobservations.org)를 통해서 

각국은 OceanSITES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OceanSITES 웹페이지를 통해 통합 조정된 지속적인 장기 해양 시계열 관측의 장

점과 결과물이 공유되며, 사용자들의 수요와 필요를 진단하게 된다. 특히 각각의 

해양 시계열 관측 프로그램들이 지속되어야 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

다. OceanSITES는 해양 시계열 자료의 공유와 통합, 그리고 조정 기능 뿐 아니라 

인력과 예산, 플랫폼, 경험, 장비와 선박 사용 등의 공유 또한 증진시키기 위한 노

력을 지속하고 있다. 각각의 장기 해양 시계열 프로그램들은 OceanSITES를 통해 같

은 자료가 더 큰 틀의 네트워크에서 가지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되며, 

OceanSITES에서 요구하는 자료형식과 자료처리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해양자료 및 해양 메타자료의 표준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두 곳 이

상의 자료수집센터로 링크하여 여타의 해양 시계열 자료 활용도를 더욱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 OceanObs99 회의5) 이후 국제 OceanSITES 커뮤니티는 비전과 경

5) (물리, 생지화학, 생태 등) 해양 변동에 대한 기술, 이해와 예측/예보, 기상, 계절변화부터 수 십년의 기후변동, 

기후변화, 해양자원의 지속적 관리, 및 더 장기적인 경향 등의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지구적 해양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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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자료 등을 서로 공유하여 해양 시계열 관측 네트워크가 가지는 큰 잠재성을 살

리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표준화된 자료 관리 체계에 대한 합의, 사용

자들을 위한 성과물과 정보 제공 방법, 그리고 글로벌 해양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등이 포함된다. 

해양관측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각각의 해양관측 접근방식은 저마

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다종의 플랫폼을 함께 

병행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해양관측/모니터링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구축된 해양 관측

망에서도 다종의 플랫폼들을 동시에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전체를 통합하

고 있는 종종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지구해양관측 네트워크에서도 각 플랫폼별

로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 중인 네트워크들을 통합, 조정하여 GOOS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양관측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향후 해양관측 플랫폼과 더불어 새로운 센서 혹은 기존 센서의 개선을 위한 기술들

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류, 수온, 염분과 같은 전통적 물리 환경 센서보다

도 용존산소, pH, pCO2, 영양염, 엽록소 등의 다양한 생지화학 센서들, 그리고 음향 및 

광학 센서들이 더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향과 광학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

고 수중카메라 등의 영상 자료들을 함께 수집하여 해양생태계와 지구물리/지질학적 관

측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개발되는 센서들이 기존 및 새로 개발되

는 이동형과 고정형 플랫폼에 잘 통합되어 기존 센서들의 자료와 함께 잘 전송하기 위

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센서들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센서들과의 

융합 및 자료의 관리와 형식 등의 표준화 또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운용되는 무인 해양관측의 경우 수집되는 자료의 양 못지않게 

그 질의 관리와 지속적인 운용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 특히 자동측정 장비들이 자

료를 수집하고 있는 위치에서 정기적으로 선박 관측을 통한 해수 시료 수집과 정밀한 

실험실 분석을 통한 정밀 측정값들이 함께 수집/분석되어 센서들의 검교정이 주기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배터리와 메모리 같은 전자기적인 부분들  뿐 아니라 체인과 

샤클 등의 기계적인 부분들의 마모 및 생물부착 등을 고려하여 계류 장비들 또한 정기

적으로 점검/교체하는 것이 필요한데, 계류 장비들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선이 접근할 

때마다 계류 장비에 부착했던 모든 센서들을 정밀한 해수 시료 분석 자료와 비교하여 

각 센서들의 검/교정에 사용해야 한다. 즉, 무인 해양관측망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선박 관측을 통한 해수 시료의 수집과 정밀한 실험실 

분석을 통한 센서 자료의 검/교정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 열린 회의이다. 36개국 6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서로 의견과 비전을 교환하고, 회의 후 99편의 커뮤니티 백서와 47편의 일반 

논문들을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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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부록 4. 해양생지화학-생태연구(IMBER) 종합 국제프로그램 

(IMBER; Integrated Marine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1. 추진 배경 및 구성 체계

IMBER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자연/인위적인 외압이 해양의 생지화학적 순환과 생

태계, 이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과 지구 시스템의 되먹임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을 이해하기 위한 장기 국제연구프로그램이다(그림 1(a), 본 프로그램은 2001년 

IGBP(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SCOR(국제해양연구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의 해양미래계획위원회에 의해 착수되

어, 2005년에 프로그램의 추진연구계획과 전략집이 발간되었다(그림 1(b)). 

그림 1(a). IMBER 프로그램의 주요연구내용 모식도와 (b) IMBER 프로그램 연구추진 

           계획 및 전략집    

이러한 계획에 따라, 1단계 5년 동안에는 유사 해양생태계 연구 프로그램인 

GLOBEC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GLOBEC이 종료된 2단계에서는 해양 생태계 연구

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GLOBEC 산하의 지역연구프로그램을 IMBER로 이관하였다. 현

재는 4개의 지역연구프로그램(CLIOPTOP, ESSAS, ICED, SIBER)이 수행되고 있다. 

IMBER 조직은 주요 의사 결정인 과학 운영위원회(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SSC)와 국제(International Project Office), 지역프로젝트 사무소(Regional 

Project Office)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 운영위원회는 과학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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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ER의 연구 개발, 계획 및 실행을 감독한다. 국제 프로젝트 사무소는 일상적인 

행정업무와 SSC의 활동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내외의 과학자들 간의 소통과 IMBER 

관련 국가, 지역 연구프로젝트의 정보 수집과 공유를 통해 연구목적달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IMBER 조직도 

현재 노르웨이 해양연구소와 해양연구위원회가 사무실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프로젝트 사무소는 중국 상해 동부 사범 대학에 2011년 3월에 개소하여, 행정 

및 기금 마련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IMBER 활동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그림 3). 

지역연구프로그램 주요 연구내용 ;

 ESSAS/ICED – 기후변화 영향의 공간적 범위와 생물 분포/반응의 양극지방

                비교 연구  

 CLIOTOP – 지구온난화와 해양산성화가 22개 태평양 도서국에서의 어류 서  

      식지 및 군집 그리고 수산 양식에 미칠 영향 예측을 통한 수산  

      업의 이익/ 손실 국가 분류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을 줄이기  

      위한 적응 및 정책 제안   

 SIBER – 위성을 통하여 관측한 결과 인도양 양극화(IOD)가 대양의 물리적  

     변동성을 변화시켜 생물학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현장관측(Indian Ocean Expedition 2)을 통해 이를 입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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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MBER 산하 지역 연구프로그램(ESSAS, CLIOPTOP, ICED, SIBER)과

          지역 사무국(IPO, RPO) 및 프로그램 참여 국가들.    

2. 연구주제

IMBER 프로그램은  4 가지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각 주제마다 세부관심내용을 설

정하여 추진되고 있다.

 

주제 1. ‘생지화학 순환 및 해양 먹이망 사이의 상호작용’

세부연구 1 – 먹이망에서의 유기물 거동 

세부연구 2 – 해양경계면(대기-해양-해저면)사이에서의 물질이동(그림 4)

세부연구 3 – end-to-end 먹이망에서의 물질 흐름

  

주제 2. ‘전지구적 변화에 대한 생지화학 순환과 해양 생태계의 민감도’

세부연구 1 –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의 물리역학적 변동 

세부연구 2 – 이산화탄소 증가와 pH 감소(산성화) 영향

세부연구 3 – 해양에 유입되는 영양염(필수 미량 금속을 포함한) 변동 영향

세부연구 4 – 수산 활동이 해양 먹이망과 생지화학적 순환에 미치는 영향(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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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양경계면에서의 물질교환 과정 모식도

주제 3. ‘지구 시스템의 되먹임 현상’- 전지구적 환경변화에 대한 

                                       해양의 생지화학적 순환과 생태계 반응 

세부연구 1 –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능 변동(그림 6) 

세부연구 2 – 해양순환과 가후에 대한 생태계의 되먹임 현상

세부연구 3 – 산소최소층(OMZ)의 전지구적 변화가 N2O 순환에 미치는 영향

 

주제 4. ‘사회의 반응’ - 인간과 해양 시스템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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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순화한 해양먹이망(식물플랑크톤-동물플랑크톤-소형어류-대형어 

   류)에서 인위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특정 영양단계의 생체 

   량 감소(붉은색 라인)가 타영양단계들(파랑색 라인)의 생체량에 

   미치는 영향을 각 먹이망 조절 유형((a)bottom-up, (b)top-down, 

   (c)wasp-waist)에 따라 제시한 모식도. 

  

그림 6. 전해양의 인간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저장량 분포(mol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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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river-Pressure-State-Imapct-Response(DPSIR)framework:

        사회와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을 단순화하여 제시

 
3. 실행전략

분자생물학적 기술과 현장관측센서/위성활용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적용

하고 새로운 연속관측정점의 선정과 조사는 현장과정연구과 메조코즘 연구 그리고 

이들 현장과 실험실을 병행한 연구를 통해 추진될 것이다.  특히, 해양 생물과 생

지화학 분야가 함께 협력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수행될 것이다.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 구조 형태의 모델을 개발하여 전지구적인 현상 해석에 활

용할 것이다. 모델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관측을 통해 획득된 

자료의 DB 구축과 지속적인 자료의 관리/공동활용을 함께 진행할 것이다. IMBER 프

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과학

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간과 자연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므

로 IMBER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중복 연구를 피하고 다학제적 연구가 용이하기 위해 

다른 국제연구 프로젝트와 전 지구 해양관측시스템(Global Ocean Observation 

System)과 같은 프로그램과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을 권장할 것이다.  

4. 향후계획

IMBER 프로그램의 co-sponsor인 IGBP는 2015년에 Future Earth로 대체될 예정이

며, 다른 co-sponsor SCOR의 10년 아젠다 연구프로그램으로도 IMBER 프로그램은 

2015년으로 종료되기에 후속 프로그램의 추진과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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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거 10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프로그램의 세부연구 방향과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후속 연구방향은 ‘해양과 인간체계의 통합적 이해’

로서 크게 두 가지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를 grand challenge(전지구적이며 사회, 경

제, 정책 등의 영역을 포함한 큰 스케일에서의 해양과 인간 상호 관계)와 

innovation challenge(새롭고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접목한 생지화학적 과정 이해)

로 구분하여 설정하여 관련된 세부 연구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작성하고 있는 상태

이다. 

5. 국내활동 및 제언

현재 한국은 소수의 과학자가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동아시아 지역 IMBER 활동

(한중일 IMBER 심포지움 참석 및 개최)과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실질적인 IMBER 관련 활동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도 아직까지 인프

라 및 연구비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IMBER 관련 연구활동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2016년에 건조되는 대형조사선(이사부호)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대양연구프

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의 해양학자들이 IMBER 프로그램 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 뿐 만 아니라 국제적인 해양학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 외 IMBER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imber.info/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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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인도양 계류 관측망(RAMA) 

         (The Research Moored Array for African-

         Asian-Australian Monsoon Analysis and    

 Prediction)

1. 추진 배경 및 구성 체계

열대태평양에서 1982-83년 엘니뇨에 의해 세계 각국이 큰 피해를 입고 나서 관

측망을 구성하여 ENSO에 대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양에서도 몬순에 크게 의존하

는 인도양의 해양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2000년대 이후 국

제공조협력에 의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동아프리카 협력체제 이외에도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등이 참여하여 계류 관측망(RAMA)을 설치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

다. 인도양에서 관측을 위한 노력은 1960년대 ‘국제인도양탐사(IIOE)'로 시작된 

이후, 1970년대에 ’인도양탐사(INDEX)', '하계몬순실험(NONEX)'등이 계획되었고, 

‘열대해양-지구대기(TOGA)(1984-1994)’프로그램과 ‘세계해양순환실험(WOCE) 

1990-1998’을 통해서 기후와 관련된 대규모 해양순환패턴과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연구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한편, 몬순과 관련한 해양물리학적 단기계획 이외에

도 해양생지화학 순환과 생물생산력을 연구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에 ‘JGOFS 아

라비아해 탐사’가 수행되기도 했으나, 인도양의 해수표면수온(SST)몬순 강우의 관

측은 많은 오차를 내포하고 있어서 열대 인도양 관측시스템 구축은 태평양과 대서

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1997년 인도양 쌍극모드(IOD)의 발견(Saji et al, 1997)은 인도양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인도양에 구축되고 있는 지구해양관측시스템(IndOOS)을 보

완한 관측프로그램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표출되어 인도양의 기후연구와 예측에 적

합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고품질의 실시간 관측시스템(RAMA) 구축하게 된 것이다. 

RAMA는 동아프리카와 아시아, 호주의 몬순을 이해하고 예측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기의 원격상관성 때문에 인도양 이외의 

나라에도 이익을 주며, 태풍과 해일 등 단기예보의 향상에도 RAMA의 실시간자료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RAMA는 대규모 해양-대기 상호작용, 혼합층 역학, 몬순과 해양순환의 관계를 연

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38개의 표면계류와 8개의 수중계류정점을 운영하기로 

설계되었다. 8개의 수중 계류점 중 5개 정점에서는 상층 해류(300-400m)의 장기시

계열을 관측하도록 ADCP를 계류하고, 이중 4개 정점은 지형류가 깨져 해류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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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해야하는 적도상에 놓인다. 나머지 1개 정점은 인도양 쌍극모드(IOD)와 관계된 

표면수온 이상치가 처음 발달하는 자바해안 용승지역에 위치한다. 이러한 계류정점 

이외에도 인도측에서 적도상에 4,000m 수심까지 해류를 관측하는 3개 계류정점

(77oE, 83oE, 93oE)을 운영해오고 있다.  

 실시간 RAMA 자료는 기상 예측와 기후 계절 예측에 이미 쓰이고 있으며, 해양-

대기 재분석자료 또는 위성자료 검증에도 유용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고, 해양과 대

기역학모델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RAMA 계류정점은 특히 ‘지

속적 학제간 해양시계열 환경관측시스템(Ocean SITES)'의 기준점으로 등록되어 있

으며 (www.oceansites.org), '국제 해양탄소협력 프로젝트(IOCCP; www.ioccp.org), 

'인도양 생지화학-생태연구 프로그램(SIBER)와 같은 국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생지

화학 센서를 추가로 매달 수도 있다. 

 국제사회는 RAMA 계류 관측망을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 년 더 국제공조협

력을 지속해야 하며, 이것은 과학적 이해 이외에도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당위성

도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2. 국내활동 및 제언

   미국(NOAA)은 태평양(TAO/TRITON)과 대서양(PIRATA)에서 열대대양관측망을 구성

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기여한 바, 지난 10년 사이에 인도양에도 계류 관측망 

(RAMA)을 구축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여기에 

인도양 주변국 이외에도 일본과 중국,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그동안 인도양 심해열수광상 탐사에 수년째 온누리호를 동원한 노력 이외에 

기후변동성 연구를 위한 노력이 없었으나, 2016년 대형조사선 이사부호의 진수를 

계기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주 무대로 삼아 본격적인 대양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

다. 서태평양 연구를 위해서는 미국(NOAA)과 일본(JAMSTEC)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

며, 앞으로 동인도양 연구를 위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지

만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서태평양(마이크로네시아)

과 동태평양(페루)에 있는 거점이 태평양 연구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도양 진출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동인도양 주변국에 거점을 구축하는 일이

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 이어 태국(푸켓)에 이미 거점을 구축하고 활발

하게 인도양에서 또 다른 맹주 역할을 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동인도양

에서 RAMA 계류 관측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력하면서 중국을 경

쟁상대로 국제사회에서 도약하는 실용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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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1. NOAA의 과제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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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인도양탐사(IIOE-2) 국제프로그램

         (International Indian Ocean Expedition;  

         IIOE-Phase 2) 

1. 추진 배경 및 구성 체계

IIOE(국제인도양탐사; 1962-1965)는 13개국에서 40척의 연구조사선을 동원하여 

인도양 해양종합탐사를 수행한 국제 프로그램으로서 1957년에 우즈홀 해양연구소

(WHOI)에서 개최된 제1차 SCOR(Scientific Committee on Ocean Research)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 회의에서 주목한 점은 우선 1) 기아에 허덕이는 인도양 주변국가들

에 어류자원을 식량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이었으며, 2) 이 국가들의 농업자원이 몬

순에 크게 지배되므로  인도양 북부해역의 해류패턴과 용승, 일차생산력과 CO2 순

환 등을 이해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고, 3) 핵폐기물 등 쓰레기 해양투기를 제한

하는 것도 의제로 결정하였다. 서로 다른 조사선을 이용하여 관측된 자료의 호환성

을 위해서 장비와 분석방법, 자료저장의 표준화와 장비보정을 꾀하였다. SCOR에서 

인도양탐사(IIOE)를 인준하였으므로 호주,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남아공, 영

국, 소련, 미국 등이 참여 계획을 함께 논의하였다. 인도는 국가해양학위원회

(INCOR)를 설치하여 각국의 참여와 관련 연구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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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제                        핵심의제

인간의 영향 

1. 인도양의 생지화학과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에 의한 
스트레스 (예를 들면, 온난화, 해수면상승, 탕산소화, 
산성화, 대기와 플라스틱 오염, 해안침식, 어류남획 등)

2. 이런 스트레스가 인도양 주변국의 인구에 미치는 영향 

경계류 역학, 
용승 변동과 
생태계 영향

3. 경계류와 에디, 용승의 영향을 받는 인도양에서 생지화학 
순환과 생태계 과정, 수산 

4. 인도양에서 지역과 원격 외력 사이의 상호작용이 경계류와 
용승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5. 이러한 역학적 과정, 그리고 지역날씨와 기후에는 과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몬순변동성과 
생태계 반응

6. 현재, 과거, 미래의 몬순 변동성을 조절하는 요인
7. 몬순 변동성이 인도양의 해양물리, 화학, 생지화학에 미치는 

영향
8. 몬순 변동성이 생태계 반응, 수산, 인구에 미치는 효과 

순환과 기후 
변동과 변화 

9.  인도양 대기와 해양순환의 과거와 미래
10. 인도양 대기와 해양순환의 과거와 미래의 변화가 태평양,   

 대서양, 남빙양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11. 생물 생산력과 수산에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극한사건과 

생태계와 

인구에 
미치는 

그 영향

12. 인도양 연안과 외해 생태계에 극한사건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13. 인도양의 극한날씨와 태풍, 쓰나미의 빈도와 강도에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4. 인도양의 해안저지대와 소도서 국가에서 해수면상승과     

    연계된 극한 날씨, 화산폭발, 쓰나미의 위협은? 

인도양의 
물리적,

생지화학적, 
생태적 특성

15. 인도양의 현재, 과거, 미래 용존산소량을 조절하는 과정  
16. 남인도양 순환시스템의 물리적 특성이 인도양 생지화학과
    생태에 미치는 영향  
17. 인도양의 지질/지구물리 과정과 해저지형이 순환과 혼합,

    화학, 생지화학과 생태 과정에 미치는 영향 

2단계 인도양탐사계획(IIOE-2; 2016-2020)은 1단계 인도양탐사(IIOE)의 50주년

에 맞추어 SCOR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독일 브레멘에서 웍샵을 개최하였으

며, AGU 가을학회에서도 논의되었다. 여기에는 SCOR 이외에도 IOC/UNESCO, 

IOP/CLIVAR(인도양패널), SIBER/IMBER(Sustained Indian Ocean Biogeochemstry & 

Ecosystem Research/ Integrated Marine Biology & Ecosystem Research), IOGOOS  

(Indian Ocean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EOTRACES, GO_SHIP 등이 참여하

였다. 브레멘 웍샵에서 작성한 6개 주제와 핵심의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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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도양 용승 이니셔티브 (EIOUI) : IIOE-2 Process Study/Expedition;

 IIOE-2 주제를 통일하는 용승과 전체 인도양과의 상관성

 기후변동성(CLIVAR) 프로그램의 학제적 이니셔티브  

 용승, 수산과 같은 해양과학과 사회적 편익의 연결   

 인도양패널(IOP)과 SIBER에서 IIOE-2를 위해 이 주제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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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활동 및 제언

IIOE-2 프로그램은 50년 전에 수행된 IIOE의 후속 인도양 프로그램으로서 인도양 주

변국과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제해양연구의 종합탐

사계획이다. 2014년 10월에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IOGOOS, SIBER 회의 일본과 한국이 옵

저버 자격으로 초청되어 참여했으며, IIOE-2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회원국들

의 권유가 있었다. 이사부호의 주 활동무대가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이라는 점에 비추어 

각국의 아이디어를 모아 계획 중인 ‘동인도양 용승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최신연구주제를 공유하며 국제해양학계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도양 연구에 대한 국내해양학계의 관심과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와 태국(푸켓)에 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적 우위에 서서 국제해양학계를 선도할 기회가 IIOE-2 프로그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도 인도양 진출에 적지이며 동남아 국가들의 종주국을 자처

하는 인도네시아에 공동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이사부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

는 것이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인도양 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다.

- 244 -



부록 7. 정지궤도 해색위성(GOCI-II) 소개

천리안위성의 해양관측센서(GOCI)는 2010년 6월에 발사된 이래 한반도를 중심으

로 한 2500km x 2500km의 지역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최

초의 해색센서로 하루 8회 관측된 영상은 춘계 식물성플랑크톤 대번성, 하천 방류 

기인 용존유기물의 확산, 동해안의 용승현상, 부유물질 이동 모니터링 등 표층의 

해양 이벤트를 탐지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조석의 효과나 적조의 일주 변화 

등 연근해의 단기 변동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위성자료이다.

GOCI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측지역의 한계로 대양 연구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2019년 발사 예정인 후속센서 GOCI-II는 관측영역이 동경 128.2도 

정지궤도에서 관측 가능한 전체 영역(전구, full disk, 아래 그림 1)로 확대되어 

한반도 주변 이외에도 서태평양, 호주, 동인도양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GOCI-II는 

두 개의 관측모드가 있는데 하나는 GOCI와 같은 지역관측 모드로 하루 최대 10회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고, 다른 하나는 전구관측 모드로서 하루 1회의 자료를 제공

한다. 또한, 지역관측인 경우에 필요에 따라 관측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관측영역 

지정기능을 포함될 것이다. 이와 같이 GOCI-II의 향상된 기능으로 동남아시아나 호

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지

역관측인 경우 공간분해능이 GOCI의 500m에서 250m로 향상되어 공간적으로 보다 세

밀한 관측이 가능하며, GOCI의 채널수가 8개인데 반하여 12개로 증가됨에 따라 해

색 산출물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GOCI-II의 영상이 조사선에 준 실

시간으로 전송될 경우 현장 주변의 생지화학적 변동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

이며, 축적된 자료는 생지화학적 해역분류 및 기후변동성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GOCI-II spectral bands(left) and GOCI-II full-disk coverage(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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