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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의 코클로디니움 조 발생 변동 연구

The fluctuations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s in coastal 
wat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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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연안에서 1995년 이래 수산피해를 일으키는 대표

적인 유해적조는 와편모조류인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ikrikoides)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 
1999; 2000; 2002; 2004; 2005a; 2005b; 2007; 2008; 2009; 
2010). C. polykrikoides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1982년 최초

로 발견되었고(김학균등, 2001), 1995년에 대규모 적조와 

막대한 수산피해를 발생시킨 후 크고 작은 적조발생과 더불

어 어업피해를 일으켰다(국립수산과학원, 1999; 2000; 
2002; 2004; 2005a; 2005b; 2007; 2008; 2009). 

코클로디니움 적조는 남해안에서 발생하여 동해안과 서

해안으로 확산되었다가 소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강양

순등, 2009). 본 연구에서는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코클

로디니움 적조발생과 변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연구를 하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

고 있는 “적조모니터링” 연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수

산과학원에서 1999년 이후 발간하고 있는 “한국연안의 적

조발생 상황(1999; 2000; 2002; 2004; 2005a; 2005b; 2007; 
2008; 2009; 2010)” 및 기타 미발간자료(Pers. Comm.)를 

근간으로 하였다. “적조모니터링” 연구사업은 1) 1978년 이

후 적조발생상황 기록, 2) 1996년 12월 17일 수산청 훈령 

제655호(적조예찰 ․ 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된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 123호(2009. 
8.26)를 근거로 수행되고 있다. 

시료 채집과 분석, 수질환경조사 및 방법에 대하여는 김

학균등(2001)과 강양순등(2009)에 기술되어 있다. 

결과 및 고찰

1. 적조발생규모 변동 

적조발생규모 현황은 1) 발생해역분포, 2) 발생기간(일), 
3) C. polykrikoides 최고밀도(cells/ml)의 3가지 항목을 기

준으로 각 항목별로 대규모․중규모․소규모 범위 안에 들어간 

항목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Pers.comm.). 
대규모 적조는 발생해역이 남․동해 전 연안, 발생기간이 

50일 이상이면서 최고밀도가 30,000 이상인 경우를 다 만족

시키는 경우인데 1995년과 2003년 적조가 이 기준에 부합

한다. 중규모 적조는 발생해역이 남해~동해남부(경북)연안, 
발생기간이 30~50일 이하면서 최고밀도가 20,000~30,000 
이상인 중규모 적조 기준이 3개항목이거나 대규모 평가항

목이 2개 이하인 경우로 1999년, 2001~2003, 2007년 적조

가 이 기준에 부합하였다. 따라서 1996년~1998년, 2000년, 
2004년~2006년, 2008년 적조는 소규모 적조로 평가할 수 

있겠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적조대발생이 없었다.

2. 적보발생과 수산피해

대규모 적조발생은 막대한 수산피해를 야기했다. 1995년
에 764억원, 2003년에 215억원이었다. 중규모 적조 역시 

대규모 적조 다음으로 수산피해를 일으켰는데, 2007년 적

조는 수산피해액(115억원)이 역대 세번째 적조였으며 특이

하게도 1999년 적조(3.2억원)의 피해규모가 작았다. 소규모 

적조도 최고 21억원까지 수산피해를 발생시켰으나 2008
년~2010년에는 수산피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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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조발생․유지 시기와 적조규모 

농림수산식품부 “적조예찰 ․ 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

령” 중 적조예보(적조주의보, 적조경보) 발령기준 중 C. 
polykrikoides 밀도기준은, 주의보는 300~1,000 범위, 경보

는 1,000이상일 때이다. 최근 2년간(2009년~2010년) C. 
polykrikoides 밀도가 적조예보 발령기준에 들어간 발생시기

는 9월 중순(2010년)과 10월말(2009년)로 C. polykrikoides
종이 300cells/ml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발생을 

할 수 있는 환경조건(고수온, 고염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는 시기였다. 따라서 C. polykrikoides종에 의한 유해적조 

발생은 일정 밀도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요인을 유지

할 수 있는 시기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 대규모 적조

(1995년, 2003년)는 8월에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산피

해를 일으키는 중 ․ 소규모 적조는 7월중순~9월초에 발생하

기 시작하였다.
1995년 이후 우리나라 연안에서 수산피해를 일으켰던 대

표적인 유해적조인 C. polykrikoides종에 대한 연구는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정 규모이

상의 발생 요인 규명과 확산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더불어 

적조예보모델 개발 등 학제간 연구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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