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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und seawater quality was investigated, and the algal growth potential (AGP) tests were performed along the 

Tongyeong coast to examine the inflow of materials, which is needed for the red tide species Cochlodinium polykrikoides to 
grow. The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mechanism for C. polykrikoidesred tides. Water temperature, salinity, pH, 
and dissolved oxygen (DO) ranged from 16.05 to 20.74°C, 18.20 to 32.11 psu, 6.00 to 7.61, and 3.41 to 7.91 mg/L (41.4–
96.1%), respectively. No seasonal variation was observed in water temperature. The salinity, pH, and DO saturations at most 
stations were lower than those of coastal seawater at Tongyeong. The NH4

+-N, NO2+3
--N, PO4

3--P concentrations ranged from 
0.43 to 16.00μM, 1.50 to 132.38μM, and 1.30 to 6.29μM, respectively; the values at some stations were much higher 
than observed in Tongyeong coast seawater. Using seawater from station B, C. polykrikoides grew consistently, with a high 
growth rate, similar to the red tide in nature. This seawater appeared to contain materials needed by C. polykrikoides to grow. 
Therefore, C. polykrikoides red tides seem to occur wherever the ground sea water contains materials that are needed for its 
growth.

Key Words : AGP test, C. polykrikoides, Ground seawater, Trigger elements, Water quality

1)

1. 서 론

한국 연안 해역에서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의 발생 규모는 최근(2010∼2011년)에는 그리 크

지 않지만, 1995년 이후 2009년까지 대규모로 발생하

여 많은 경제적 피해를 일으켰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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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아라비아, 오만 등지에서도 C.  polykrikoides 
적조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

다(Richlen 등, 2010).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가 C.  
polykrikoides 적조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

과 연구를 하고 있지만(Kim 등, 2004; Lee 등, 2005; 
Lee, 2008; Lee, 2006; Lee와 Lee, 2006; Lee와 Kim, 
2007; Lee 등, 2010; Richlen 등, 2010), 그 발생 메커

니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C.  polykrikoides 적조의 발생메커니즘을 크게 4 

단계로 나누어보면, Ⅰ. C.  polykrikoides의 유입,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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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증식 단계(소규모 적조: 6,000∼8,000 cells/mL), 
Ⅲ. 대규모 증식 단계(대규모 적조: >8,000 cells/mL), 
Ⅳ. 소멸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Lee, 2006; Lee와 

Lee, 2006). 여기서 Ⅱ번의 소규모 증식 단계에서 핵

심 인자는 증식 촉진물질을 들 수 있다. 장기간 실내에

서 C. polykrikoides를 물리 조건(수온, 염분, 빛 등)과 

영양염(F/2 배지 성분)을 첨가하여 제주도 주변해수

로 배양한 결과 C. polykrikoides가 잘 증식하는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것은 C. polykrikoides
가 증식하는데 필요한 물질(세균 포함)이 있고, 이 물

질로 인해 C. polykrikoides가 폭발적으로 증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물질은 한국에서는 나로도 이남해역에

서 유입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Lee, 2006).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조는 오염된 내해, 즉 마산

만, 진해만 등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C. polykrikoides
의 적조는 외해, 즉 전남 여수의 나로도, 남해도 남부 

해역, 통영 외해, 동해에서 대규모로 발생하였다(Lee, 
2006). 또 가끔 서해에서도 C. polykrikoides 적조가 

발생하여 연구자를 당황하게 만든 경우도 있다(Lee, 
2006). 이로 인해 오염된 마산만, 가막만 북부, 통영북

신만과 같은 내해의 적조와 구별되며, 그 원인을 밝히

기가 어렵고,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 C. 
polykrikoides 적조가 주로 외해에서 최초 발생하기 

때문에 외해성 적조라고도 하며, 그 원인을 외해에서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 C. polykrikoides 
적조가 발생한 남해와 멀리 떨어진 서해에서도 관측

되었으며, 또 동해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위의 나로

도 이남해역에서만 C. polykrikoides가 대량으로 증식

하기위해 필요한 물질이 유입된다고 설명하기에는 부

족한 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C. polykrikoides 적조의 발생메커

니즘 구명연구의 일환으로 지하해수의 수질과 조류성

장잠재능력 실험으로 C. polykrikoides가 대량으로 증

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지하해수는 통영시 연안에서 지하 30~50m에서 채

취하여 어류의 양식 및 보관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염분이 15 psu 이상인 지하해수를 

2009년 1월과 7월에 채취하였다(Fig. 1). 채수한 해수는 

현장에서 휴대용 수질 측정기(YSI, 6920, Yellow 
Springs, Ohio, USA)로 수온, 염분, pH, DO를 측정하였

으며, 일정량을 DIN(NH4
+-N+NO2+3

--N), DIP(PO4
3--P) 

및 조류성장잠재능력(AGP) 실험을 위해 여과 후 냉

장 보관하였다. NH4
+-N, NO2+3

--N, PO4
3--P는 해양환

경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해양수산부, 2002). 
수질인자에 따른 정점 간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ver. 10.1)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조류

성장잠재능력 실험을 위해 C. polykrikoides는 통영주

변해역의 해수에 Na2SiO3을 제외한 F/2배지를 첨가하

여 계대 배양하였다. 조류성장잠재능력 실험은 여과

멸균을 위해 0.2 μm 여과지로 지하해수를 여과하였으

며, Na2SiO3을 제외한 F/2배지 성분을 첨가하고, 50 
mL의 멸균된 플라스틱 용기에 20 mL을 넣고, 계대배

양중인 C. polykrikoides를 2 mL를 접종하였다. 초기 

C. polykrikoides의 밀도는 200 cells/mL이 되도록 하

였다. 배양은 온도 23±2℃, 빛 7,000±500 lx, 12:12 h 
명암 cycle로 하였으며, 증식량을 현미경(Olympus, 
BX 50)으로 측정하였다(Lee와 Lee, 2006).

Fig. 1. Map of the sampling stations  to determine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water quality and AGP of C. 
polykrikoides along the coasts of Tongyoung,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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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지하해수의 수질특성을 Table 1에 나타냈다. 지하

해수의 수온은 최저 16.05 최고 20.74℃이었으며, 1월
보다는 7월에 채취한 시료에서 약간 높았다. 염분은 

최저 18.20 psu 최고 32.11 psu이었으며, 7월에 정점 

H에서 가장 낮았다. pH는 최저 6.00 최고 7.61이었으

며, 정점 J에서 가장 낮았다. DO는 최저 3.41 mg/L(포
화도 41.4%) 최고 7.91 mg/L(96.1%)이었으며, 평균

은 5.05 mg/L(62.4%)로 대부분의 정점에서 포화도가 

낮았으며 일부정점에서는 예외로 높았다. 
NH4

+-N의 농도는 최저 0.43 μΜ 최고 16.00 μΜ이

었으며, 정점 간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정점 F, G에서 

높았다. NO2+3
--N의 농도는 최저 1.50 μΜ 최고 

132.38 μΜ이었으며 정점 간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

다. PO4
3--P의 농도는 최저 1.30 μΜ 최고 6.29 μΜ이었

으며 정점 E에서 가장 높았다. DIN/DIP는 최소 4.75, 
최대 50.02였다.

C. polykrikoides의 최대 증식량, 즉 조류성장잠재

능력 실험결과를 Fig. 2에 나타냈다. C. polykrikoides
의 최대 증식량은 2009년 1월의 경우 정점 A, B, C, D, 

Fig. 2. AGP of C. polykrikoides for f/2 mediums with various 
ground seawater.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mean 
error of triplicate incubations ( n = 3).

E, F, G에서 각각 687, 5847, 233, 1400, 293, 240, 267 
cells/mL이었으며, 정점 B의 지하해수로 배양한 경우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9년 7월의 경우 정점 

AA, BB, H, I, J에서 각각 1080, 10260, 347, 1167, 
5760 cells/mL이었으며, 2009년 1월의 경우와 같이 

정점 BB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 9월
에 정점 BB의 지하해수를 이용한 F/2배지에서 C. 
polykrikoides의 계대배양이 잘되었으며, 8 cells의 

chain이 자주 관측되었다. 그러나 그 외 해수로 준비

한 F/2배지에서는 1, 2차 계대배양은 되었지만 C. 
polykrikoides의 size가 줄어들거나 최대 증식량이 점

점 감소하였으며 2 chain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

고 3차 이후에서는 계대배양이 어려웠다.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정점 B(BB)의 지하해수로 C. polykrikoides
를 배양할 경우 일관되게 잘 증식하였으며, 남해 연안 

해역에서 적조가 발생했을 때와 같은 형태로 대량으

로 증식하였다. 

4. 고 찰

4.1. 지하해수의 수질특성

통영 연안해수의 1월 수온 9.5℃, 7월 수온 20℃과 

비교해보면 기온변화 등으로 큰 계절변동이 있었으나

(이 등, 2011), 이번조사의 지하해수의 수온은 1월보

다는 7월에 채취한 시료에서 약간 높았으며(2.08℃) 
연안해수의 수온처럼 큰 계절 변동 없이 비교적 일정

하였다(Table 1). 이번조사의 지하해수의 염분은 최저 

18.20 psu, 최고 32.11 psu로 정점별 변동이 심하였으

며, 일반적인 통영연안의 염분농도 >32 psu와 비교하

면 정점 A, C, AA, I를 제외하면 아주 낮은 값이 관측

되어(이 등, 2011) 시기와 정점에 따라 담수 및 해수의 

유입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pH 변동범위는 

최저 6.00 최고 7.61로 통영연안과 비교해보면 빈산소

수층 발생 등 특이한 시기를 제외한 평균값 7.97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에서 DO는 통

영주변해역 해수의 평균 농도인 8.23 mg/L보다 상당

히 낮게 나타났으며, 시기별로 보면 1월보다 7월에 포

화도가 낮았고 정점별 변동도 심했다. 
  NH4

+-N의 평균 농도는 1월에는 5.19 μΜ, 7월에

는 2.55 μΜ이었으며, 정점 F, G에서 각각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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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Water temperature, Salinty, pH, dissolved oxygen, and nutrients concentrations in ground seawater samples collected 
from coastal areas of Tongyoung, Korea

Site
　

Water 
temperature
℃

Salinty 
psu

pH
　

DO
mg/L

DO
％

NH4
+-N NO2+3

--N
μΜ

PO4
3--P DIN/DIP

　
Sampling 

date
　

A 17.06 31.28 7.10 5.07 63.0 1.29 110.50 4.65 24.06 Jan., 2009
B 16.05 28.62 7.06 7.06 85.0 0.43 43.71 2.84 15.55 "
C 16.12 31.71 6.76 4.00 49.2 1.00 33.79 2.84 12.25 "
D 16.52 23.77 6.94 4.07 48.1 0.93 112.50 3.10 36.63 "
E 17.01 27.81 6.97 7.91 96.1 1.14 28.71 6.29 4.75 "
F 17.20 27.55 6.75 6.54 80.3 16.00 1.50 2.55 6.87 "
G 17.94 23.88 6.79 5.20 63.4 15.57 1.50 3.19 5.35 "

Ave. 16.84 27.80 6.91 5.69 69.30 5.19 47.46 3.64 15.07 "
AA 18.88 32.11 7.05 3.94 53.2 2.19 23.29 1.30 19.53 July, 2009
BB 17.00 23.94 6.98 3.41 41.4 2.26 100.17 2.05 50.02 "
H 19.83 18.20 6.39 4.88 58.5 3.48 132.28 3.81 35.63 "
I 20.74 31.84 7.61 4.76 65.0 1.24 46.24 2.77 17.16 "
J 18.16 23.22 6.00 3.77 46.0 3.57 131.73 3.26 41.50 "

Ave. 18.92 25.86 6.81 4.15 52.82 2.55 86.74 2.64 32.77 "
Min. 16.05 18.20 6.00 3.41 41.40 0.43 1.50 1.30 4.75 
Max. 20.74 32.11 7.61 7.91 96.10 16.00 132.28 6.29 50.02 
Ave. 17.71 26.99 6.87 5.05 62.43 4.09 63.83 3.22 22.44 　

15.57μΜ로 연안 해역에서 평균 NH4
+-N농도(통영연

안 1.43 μΜ, 가막만 2.14 μΜ, 광양만 2.57 μΜ)와 비교

해보면 정점 F, G의 값은 아주 높은 값이 관측되었다

(이 등, 2011). NO2+3
--N의 농도는 NH4

+-N의 농도가 

아주 높았던 정점 F, G를 제외하면 연안해역의 평균 

농도(통영주변해역 4.79 μΜ, 가막만 4.14 μΜ, 광양만 

11.74 μΜ)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13배 이상으로 아

주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조사 항목 중에서 

NO2+3
--N의 농도가 정점 간에 아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PO4
3--P의 평균 농도는 3.22μΜ로 통영주변해

역의 평균 농도인 0.79 μΜ, 가막만 0.43 μΜ, 광양만 

0.68 μΜ 보다 모든 정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위의 

NO2+3
--N보다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Fig. 3에서처럼 일부 정점에서는 인접한 정점 간

(정점 F, G)에 비슷한 수질 특성으로 나타났으나, 정
점 A(AA), B(BB)에서는 1월의 경우 염분이 각각 

31.28 psu, 28.62 psu, 7월의 경우 32.11 psu, 23.94 
psu, NO2+3

--N은 1월의 경우 각각 110.50 μΜ, 43.71 μ
Μ, 7월의 경우 23.29 μΜ, 100.17 μΜ로 동일한 정점

임에도 불구하고 채취시기에 따라 염분과 NO2+3
--N 

값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A와 AA, B와 BB정점

간의 수질 특성도 다르게 나타났다(Fig. 3).

Fig. 3. Cluster analysis of study stations based on water 
quality of ground seawater.

일반적으로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는 NH4
+-N와 

PO4
3--P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산림이나 논

경지를 경유한 담수에서는 NO3
--N의 농도가 높고 

PO4
3--P의 농도가 낮아 DIN/DIP 값이 높아 식물플랑

크톤의 제한영양염은 인인 경우가 많다(Caraco 등, 
1987; Fisher 등, 1992). 이번조사에서는 염분이 낮은 

경우에 NO2+3
--N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DIN/DIP 값은 염분이 25psu이하에서는 16이상으로 

나타났다(Fig. 4). 그리고 NH4
+-N의 농도는 정점 F, G

에서 15μΜ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NO2+3
--N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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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s between salinity and nutrients on ground seawater.

교하면 높은 농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용존 무기질소 및 인의 농도변동은 단순히 생활하수

나 산업폐수의 유입의 영향보다는 산림이나 논경지를 

경유한 담수의 유입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4.2. C. polykrikoides의 증식촉진물질

이번조사에서 각 정점간의 수질 측정값으로 군집

분석한 결과  C. polykrikoides의 계대배양이 잘된 B
와 BB, 그리고 그 외 정점 간에 명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Fig. 3), 정점 B와 BB간에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인자는 없었보인다(Table 1). 또 이번조사에

서 지하해수에 F/2배지 성분인 N, P, Fe, Mn, Co, Cu, 
Zn, Mo, B12, Biotin, Thiamine을 첨가하여 배양했으

나 정점 B(BB)에서만 C. polykrikoides가 3차 이상의 

계대배양이 이루어졌고, 정점 C, E, F, G, H, I 등에서

는 거의 증식하지 않았다(Fig. 2). 따라서 수온, 염분, 
pH, DO, N, P, Fe, Mn, Co, Cu, Zn, Mo, B12, Biotin, 
Thiamine은 C. polykrikoides 증식의 주요인자일 가능

성은 없어 보인다. 또 Se은 C. polykrikoides 증식에 필

요한 물질이기는 하나(Lee, 2008), 첨가실험에서 꾸준

한 증식은 확인할 수 없었다(미 발표). 이번조사에서 지

하해수에 대한 담수의 주요 유입원은 산림이나 논경지

를 경유한 담수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C. polykrikoides
에 의한 적조의 발생에 있어서 2차 생성물질인 용존 

유기 영양염이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Lee와 Kim, 
2007; Lee 등, 2010). 따라서 담수에 포함된 성분 또는 

이러한 담수가 지하해수와 혼합과정에서 미생물의 작

용 등으로 생성된 미지의 성분(위에서 서술한 성분 제

외)이 C. polykrikoides 증식의 주요인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Lee와 Kim (2007)과 Lee 등

(2010)은 C. polykrikoides에 의한 적조의 발생에 있어

서 2차 생성물질인 용존 유기 영양염이 중요하다고 보

고하고 있다. 그리고, C. polykrikoides는 유기 질소, 유
기 인을 이용하여 증식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Lee, 2008). 그러나 적조를 일으키는 Gymnodinium 
catenatum도 유기 질소, 유기 인을 이용하여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Oh 등, 2002), 다양한 유기 질소, 
유기 인을 첨가하여  C. polykrikoides을 배양한 결과 

3차 이상의 계대배양은 어려웠다(미 발표). 만일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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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유기 인이 증식 촉진 물질이라면 이러한 유기 물

질을 첨가했을 경우 3차 이상의 계대배양이 되어야한

다. 따라서, 용존무기질소, 용존무기인이 단순히 지하

해수에 용존무기질소, 용존무기인의 대용으로 C. 
polykrikoides가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유기 질소, 유
기 인에 의해 증식이 촉진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4.3. C. polykrikoides 적조 발생 가능 해역

C. polykrikoides 적조의 최초발생해역은 주로 여수 

나로도 주변해역과 남해도 남부해역이다. 이 시기의 

C. polykrikoides의 chain은 4∼8 cells가 기본이다. 즉 

최초 C. polykrikoides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서 관측

된 4∼8 cells의 C. polykrikoides는 증식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C. polykrikoides 적조를 발생

시키는 증식 물질의 기원을 외해로 보는 경우도 있다

(Lee, 2006). 그리고 1998년과 1999년에 기존의 적조 

발생해역과 멀리 떨어진 군산 연안 해역에서 C. 
polykrikoides 적조가 발생했으며(Lee, 2006), 때로는 

C. polykrikoides 적조가 완전 소멸된 후에 다시 C. 
polykrikoides 적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그 이유

에 대하여 의문이 많다. 
이번 조사에서 통영연안해역 정점 B(BB)의 지하해

수로 배양했을 경우 일관성 있게 C. polykrikoides가 

잘 증식하였으며 그 밀도가 6000 cells/mL이상으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정점 B(BB)해수에 F/2배지 성분

을 첨가하지 않을 경우 그 증식 량과 세포의 크기가 현

저히 떨어졌다. 이것은 C. polykrikoides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 통영연안해역의 정점 B의 지하해수

에 포함되어있고, 이러한 지하해수가 연안해역으로 

유입되고 더불어 질소, 인 등의 물질이 유입될 경우  

C. polykrikoides 적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C. polykrikoides의 증식에 

필요한 물질 중 일반해수에는 없거나 부족한 물질이 

군산 연안해역이나 적조 소멸 후에 환경 변화에 의해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C. 
polykrikoides 적조 소멸 후, 그리고 군산 연안 해역에

서 C. polykrikoides가 대량으로 증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조사에서 정점 B(BB)의 지하해수로 배양했을 

경우 일관성 있게 C. polykrikoides가 잘 증식하였으

며, 정점 B의 지하해수가 연안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

다. 그러나 정점 B 주변에서는 C. polykrikoides 적조

가 한 번도 관측되지 않았다. 식물플랑크톤이 대량으

로 증식하기위해서는 수많은 인자가 관여하고 있다. 
정점 B 부근은 생활하수가 유입되며 비교적 오염된 

해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특성으로 또는 지하해

수의 용출양이 적어 C. polykrikoides 적조가 관측되

지 않을 수도 있어, 단지 C. polykrikoides 적조가 발생

하지 않았다고  C. polykrikoides 적조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결 론

C. polykrikoides가 대량으로 증식하기위해 필요한 

물질이 오직 나로도 이남의 해역에서만 유입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기위해 지하해수로 증식실험을 하였다. 
지하해수의 수온의 변동범위는 16.05~20.74℃이

었으며, 계절 변동 없이 일정하였다. 염분의 변동범위

는 18.20~32.11 psu이었으며, 통영연안보다 일부 정

점에서 아주 낮았다. pH의 변동범위는 6.00~7.61이었

으며, 통영연안보다 약간 낮았으며, DO의 변동범위는 

3.41(41.4)~7.91 mg/L(96.1%)이었으며, 평균은 5.05 
mg/L(62.4%)로 대부분의 정점에서 포화도가 낮았다. 
NH4

+-N, NO2+3
--N, PO4

3--P의 변동범위는 각각 

0.43~16.00 μΜ, 1.50~132.38 μΜ,  1.30~6.29 μΜ 이

었으며, 일부정점에서 통영연안해역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정점에서도 채수시기에 따라 

수질이 다르게 나타났다. 
C. polykrikoides의 최대 증식량은 2회의 조사결과 

모두 정점 B의 지하해수에서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정점 B의 지하해수로 C. polykrikoides를 배양할 경우 

일관되게 잘 증식하였다. 또 적조가 발생했을 때와 같

은 형태로 대량으로 증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정점 B의 지하해수에 C. polykrikoides가 증식하기위

해서 필요한 물질이 포함되어있고, 그 물질로 인해 C. 
polykrikoides가 잘 증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하 해수가 C. polykrikoides 적조 발생 시기에 유입

되면 C. polykrikoides 적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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