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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발생하는 조는 환경 , 경제 인 피해의 발생으로 국가 인 문제로 두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10년간의 해양․기상자료를 수집하여 조발생에 우호 인 조건을 분석하고 각 해양․기상

요소를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양․기상상황에 용하여 조발생 측을 시도하 다. 그 결과 

2012년과 2013년은 실제 조발생 6∼11일 에 조의 발생가능경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은 평년

에 비해 많은 강수(장마), 낮은 일조시수, 수온 해역 발생 등의 이유로 조 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

를 얻었다. 따라서 조발생에 일조량이 미치는 향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 인 기상  해양요

소들의 복합 인 분석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Red tide occurs every year in the coastal seas of the South Korea, This phenomena has become a national issue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damage. In this study, we analyzed a suitable conditions to occur the red tide by using oceanic and 

atmospheric data during 10 years, These factors were applied to predict the red tide occurrence from 2012 to 2014. As a result, in 

2012 and 2013, it is able to alarm the red tide occurrence before 6∼11 days. However, in compared to the normal year and 2014, 

the prediction of red tide occurrence were less accurate because of more precipitation, short sunshine duration, low temperature 

wa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investigate the impact of sunshine duration(Solar radiation) on red tide occurrence, it is 

more necessary to consider the comprehensive analysis using addi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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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매년 우리나라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여 피해를 입

히는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종에 

의한 조는 1982년 진해만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재 우리나라  연안에 걸쳐 최소 1회 이상 발생한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발생범 가 역화하

고 있다[1], [2]. 최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여

러 형태의 자연 변화와 더불어 조의 발생 역시 더

욱 상하기 힘들어지고 있다[3].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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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발생한 조방제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황토 

살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양식장의 침

하  격리, 해양생물의 신속한 채취, 조생물을 죽

이는 물질 개발 그리고 천  개발 등이 있으나, 이들

은 부분 국소 인 처방이거나 엄청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실용화의 가능성이 다[4]. 따라서 경제   

친환경 인 조건을 만족하면서 조 생물을 효율 으

로 제거하는 효과 인 방법은 재까지 없다 할 수 

있으며, 유일한 해결책은 조와 련된 기상  해양

학  특성을 악하여 조의 발생정보를 정확하게 

측하고 비하여 그 피해를 이는 것이 가장 실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5]. 해양환경을 구성하는 

수온, 염분, 클로로필 등의 인자들이 서로 간에 향

을 미치는데 이러한 환경이 변화하면 서식하는 생물

에 향을 다[6]. 따라서 조의 보 연구에서 해

양환경 인자들의 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까지 조발생에 한 연구는 주로 생리학 , 

생태학  그리고 분자생물학 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7-8]. 그러나 아직까지 충분한 해답을 구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조는 생물  

화학 인 요소 외에 조발생 해역의 기상  해양물

리 인 특성과도 한 련성을 지닌다[9]. 그러나 

조의 발생, 확산 그리고 소멸 등 조발생의 반

인 메카니즘에 한 물리역학 인 규명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조 발생의 피해방지  피해의 

최소화를 한 ․경보 기술개발이 실 으로 실

히 요구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상  해양학 인 인자들과 련하여 

조가 형성되는 기구와 정한 기상  해양학  조

건을 이해하고 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필

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조의 발생 시기를 측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Ⅱ. 자료  방법

본 연구의 공간  범 로는 조의 발생빈도가 많

은 한반도의 남해안(여수, 남해, 통 )을 상으로 하

며 조사 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10년간 

상해역의 기상자료를 이용하 다. 

이용한 기상자료는 각 지방기상 에서 측되고 기

상청에서 종합 발표하는 년․월보자료에서 획득한 일

일데이터  기온, 강수량, 일조시수 그리고 일평균 

풍속 자료를 사용하 으며, 조가 주로 발생하는 7월

부터 8월의 자료를 분석하 다[10]. 

해수면온도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표하는 각 

연구 상지역의 조 측소에서 측정된 분 단  해수

면온도 자료를 일일평균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11]. 측결과와 비교하기 한 조 발생 황자료

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조발생상황정보를 

이용하 다. 조발생상황정보에는 일일단 의 조 

발생 해역, 조 생물, 도  특보상황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12].

수집된 해양․기상자료를 조가 발생한 날짜에 

입하여 조가 발생한 시기의 기온, 수온, 강수, 일조

시수 그리고 평균 풍속을 추출한 후 각각의 해양․기

상요소별 조 발생에 합한 임계값을 설정하여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에 각각 용하여 각 

요소들의 조건을 만족하는 조발생에 우호 인 환경

조건을 가진 날을 조 발생 가능일로 측하 다.

Ⅲ. 결과  고찰

3.1. 우리나라의 조발생 황

연구기간동안의 우리나라 조 발생 황을 살펴보

면 조에 의한 경제 인 피해액은 2003년, 2013년 

각각 215억, 247억의 막 한 피해를 기록하 으며 그 

외의 해에도 경제  피해가 발생하 으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는 조가 발생하 으나 경제

인 피해는 집계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2011년은 유해성 조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경제 인 피해액이 최 로 발생한 2003년과 2013년

에 조 생물의 최  도 한 연구기간  최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피해액이 많았던 2007년과 2012

년, 그리고 2014년 역시 조 생물의 최 도가 높게 

나타나 경제  피해액과 조 도와 상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13]. 

3.2. 조발생과 해양․기상조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조가 발생했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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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mount of 

damage
21.5 billion 0.12 billion 1.06 billion 0.07 billion 11.5 billion -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mount of 

damage
- - - 4.4 billion 24.7 billion 5.3 billion 

표 1. 연도별 조에 의한 피해액(해양수산부, 2014) 
Table 1. Amount of damage by red tide(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

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Maximum 

concentration

48,000

cell/ml

5,800

cell/ml

25,000

cell/ml

22,500

cell/ml

32,500

cell/ml

4,300

cell/ml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Maximum 

concentration

1,660

cell/ml

1,300

cell/ml
-

23,000

cell/ml

34,800

cell/ml

20,000

cell/ml

표 2. 연도별 발생한 조의 최  도(해양수산부, 2014) 
Table 2. Maximum concentration of red tide(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

기의 해양․기상 자료를 분석하 다. 기온의 경우, 연

구기간 동안 조의 발생 당시 기온의 분포는 15∼3

0℃로 매우 범 하게 나타나고 있어 조발생에 있

어 기온이 직 인 제한인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구기간 동안 조발생시기의 기온분포
Fig. 1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during red tide 

occurrence from 2003 to 2012

일반 으로 조발생과 련하여 조주의보와 

조경보는 조 도로 구분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는 그 기 을 코를로디니움 조의 경우 도가 10 

cells/ml 이상이면 조생물 출 주의보, 100 cells/ml 

이상이면 조주의보, 1000 cells/ml 이상이면 조경

보단계로 나뉘고 수질이 정상상태일 때 조 해제 단

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2는 각각의 해양․기상요소

별 조발생 시의 범 를 나타내며 각 그림에 표시된 

범 는 조경보 시의 범 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연안의 조발생과 련된 자료 분석결

과, 조발생에 합한 호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1차

으로 수온(해양인자)이며, 2차 으로는 강수량(기상

인자), 3차 으로는 일조시수(기상인자) 그리고 마지

막으로 바람(기상인자)이다. 

수온은 15∼35℃의 범  내에서 조생물의 성장에 

제한인자로 작용하는데, 조생물의 배아는 수온이 1

5℃ 이상이 되었을 때 발생하며 수온이 증가하여 3

0℃이상이 되면 조생물의 성장이 지되고 사멸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수온과 련한 조발생 

가능범 를 15∼30℃로 상정할 수 있는데 수집된 기

상자료 분석결과 조가 발생하고 조의 도가 높

아져 조경보가 발령되었던 당시의 수온은 22∼25℃

의 범 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생물이 발생한 이후라 하더라도 강수에 의해 

육지로부터 양염류가 연안 해역으로 수송되지 않는

다면 조생물은 양염류 결핍으로 인해 성장과 증

식을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강수는 조가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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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를 지어 군집을 이루는데 있어 양염류를 공

하는 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이때 강우량은 조발

생 당일을 기 으로, 1∼4일  24.4∼54.5mm 범 의 

 강우량이 당하다.

그림 2. 조발생에 합한 수온(A), 강수량(B), 
일조시수(C) 그리고 풍속(D)의 임계값. 표시된 
범 는 각각의 해양․기상요소별 조 경보가 

발효되었던 당시의 범
Fig. 2 Suitable range for red tide occurrence of 
water temperature, precipitation, sunshine duration 

and wind velocity

 

마지막으로 일조시수와 바람은 수온이나 강수량과 

달리 조발생에 결정 인 인자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발생한 조를 성장시키고 조생물의 

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다. 이때의 조건으로는 일

조시수의 경우 일 일조시수로 2∼10.3 hr의 범

를 가질 때 그리고 풍속은 일평균 2.4∼4.6 m/sec의 

범 를 가질 때 호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4].

결과 으로 본 연구의 연구 상지역에서 조가 발

생할 수 있는 일반 인 해양․기상학  호조건으로는 

조가 최  발생하기 1∼4일 에 24.4∼54.5mm 정

도의 강수량과 20∼30℃의 따뜻한 기온, 2∼10.3h 범

의 일조시수, 2.4∼4.6m/s의 풍속  남서풍계열의 

바람 등이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이 따뜻한 기온(수

온)과 정한 풍속을 유지하는 날은 조생물이 흩어

지는 것을 최소화하여 조발생 횟수를 증가시킬 가

능성이 높아진다.

3.3. 조 보 로그램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이용하여 단기간 조 보를 

할 수 있다. 입력되는 자료로 기온, 수온, 강수량, 풍

속, 일조시수이 필요하여 각각의 해양․기상인자의 임

계값들을 필터링하여 모든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조

발생 경고가 나타나게 된다. 

이 로그램은 첫째로 조발생 가능 날을 수 일

에 알게 해주며, 둘째로 각 해양․기상요소에 따라 

조경보, 조주의보, 상태 유지 그리고 조 없음 단

계로 상 값을 알 수 있게 해 다.

작성한 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수와 남해 그리고 

통 에서의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 7, 8월의 

해양․기상정보에 시험 으로 입하여보았다. Fig. 3, 

4, 5는 조 측 로그램의 각 연도별 결과를 나타낸

다. 그림에서 ● 표시는 여수, 남해, 통 의 각 해양․

기상정보에 조발생 보 로그램을 용하여 조

발생경고가 산출된 날이며 ●는 장에서 실제로 

조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일까지 표시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여수에서는 7월6일부터 

7월 22일까지 16일간 조발생경고가 산출되었으며 

그로부터 6일후인 7월 27일 여수해역에 최 로 조

가 발생하 다. 보결과  7월 10일과 11일에 경보

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조발생 조건  강수

량이 7월 10일과 7월 11일 양일간 24.4mm에 미치지 

못하 기 때문이다. 7월 27일 여수에서 최  발생한 

조는 조 도 400 cell/mL 이었으며 당시 수온은 

26.1℃를 기록하 다. 8월 6일까지 조 도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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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mL∼800 cell/mL 사이의 도를 유지하다 8월 

7일 조 도 4,090 cell/mL를 기록하여 국립수산과학

원에서는 조경보를 발령하 고 조는 8월 28일 완

 소멸되었다.

그림 3. 2012년 기상정보를 이용한 
조 보 로그램 결과

Fig. 3 Result of red tide prediction program using 
the oceanic and atmospheric factors of 2012

남해의 경우 조발생경보가 7월 6일부터 7월 13일 

까지 나타났으며 7월 29일에 조가 발생하 다. 7월 

29일 최  발생한 조의 도는 10 cell/mL∼480 

cell/mL를 보 고 당시 수온은 26℃를 기록하 다. 통

지역에서도 남해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 다. 7

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조발생경보를 보 으며 

최 로 조가 발생한 날은 여수와 같은 날인 7월 27

일이었다. 최  발생한 당시의 조 도는 340 

cell/mL∼530 cell/mL이었으며 수온은 24.1℃를 기록

하 다. 남해와 통 은 각각 30일, 32일간 조가 지

속되어 모든 해역에서 8월 27일 완  소멸이 확인되

었다. 

2012년 조 보 로그램의 결과, 조발생 경고

가 나타나고 6일에서 11일 사이에 로그램 용해역

에서 조가 실제로 발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13년에는 조 보 로그램에서 여수, 남해, 통

에서 모두 7월 4일에 조발생경보가 나타났으며 지

역별로 여수에서 3일후, 남해에서 7일후, 통 에서 9

일후에 각 해역에서 조가 발생하 다. 연구지역  

가장먼  조가 발생한 여수의 경우 7월 14일 조

가 최  발생하 으며 발생당시 조 도는 150 

cell/mL를 기록하 으며 수온은 24.7℃ 다. 최  발

생 이후 7월 21일 까지 도는 110 cell/mL∼2,700 

cell/mL 가량 이었으며 7월 22일 조 도 3,200 

cell/mL을 기록하며 조 경보가 발령되었다. 여수해

역에서 조의 소멸은 9월 4일로 여수지역에서 53일

간 조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해의 경우 조 보 로그램의 결과는 여수와 

같이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유지되었으며 최  

조발생은 여수보다 4일 늦은 7월 18일이었다. 300 

cell/mL의 도를 보 다. 통 은 조발생 경고가 유

지된 날은 5일간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짧았지만 경

고 후 9일째인 7월 17일 통 해역에서 실제로 조가 

최  발생하 고 8월 22일까지 32일간 유지되다 소멸

되었다.

그림 4. 2013년 기상정보를 이용한 
조 보 로그램 결과

Fig. 4 Result of red tide prediction program using 
the oceanic and atmospheric factors of 2013

2013년은 평년에 비해 조의 발생이 가장 빨랐다. 

역  조의 최 발생일은 2005년 7월 19일의 기록이 

가장 빨랐으나 2013년은 이보다 5일 빠른 7월 14일에 

최 로 조가 발생하 다. 그리고 2013년은 경제 인 

피해가 약 247억에 달할 정도로 기록 인 해 던 만

큼 고 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통  37일, 남해 41일, 

여수 53일로 길었는데 그 이유로는 2013년 7월 남해

안의 강한 일사량과 폭염, 마난류의 강세로 인한 고

수온( 년보다 0.5∼1.5℃ 고수온), 강한 남풍계열바람

의 지속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15]. 2013년 조 

보 로그램의 결과, 조발생 경고가 나타나고 3일

에서 9일 사이에 로그램 용해역에서 조가 실제

로 발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14년의 결과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 는데. 여

수와 남해에서 조 보 로그램의 결과, 조발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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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산출된 후에도 단기간 내에 조가 실제로 발생

을 하지 않았다. 여수 해역에서 조가 최 로 발생한 

것은 8월 27일로 당시 조 도는 43 cell/mL∼250 

cell/mL이었으며, 수온은 24.4℃를 기록하 다. 여수해

역은 다른 연구지역에 비해 늦게 발생하여 조의 소

멸은 10월 1일로 39일간 지속이 되었다. 남해의 경우

에도 조발생경고가 33일간 지속이 되었으며 실제 

조 발생일은 8월 13일이었다.

그림 5. 2014년 기상정보를 이용한 
조 보 로그램 결과

Fig. 5 Result of red tide prediction program using 
the oceanic and atmospheric factors of 2014

그러나 통 은 여수와 남해의 경우와는 다르게 안

정 인 결과를 나타냈는데 조발생 경고가 7월 3일

에서 7월 17일까지 나타났으며 그로부터 8일후인 7월 

25일에 최 로 조가 발생하 다. 최  발생일의 

조 도는 0.24 cell/mL이었으며 수온은 23.8℃를 기록

하 다. 최  발생 후 8월 18일까지 0.2 cell/mL∼

500cell/mL 의 도를 기록하다 8월 19일 2,450 

cell/mL의 고 도를 기록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조 경보를 발령하 다. 통 에서 발생한 조는 75

일간 유지되어 10월 8일 소멸이 확인되었다. 

조 보 로그램의 결과에서 2014년에는 여수에서 

최 로 조발생경보가 7월 4일부터 나타났으나 실제 

조는 8월 27일 최 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조발생경보가 7월 4일부터 4일간 나타나다가 특이반

응을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8월 3일부터 3일간 다시 

경고메세지가 산출되었으며 8월 15일 다시 경고가 나

타나는 등 간헐 으로 경고결과가 산출되었는데 경고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실제로 조의 발생이 늦어진 

이유는 2014년 7월과 8월의 평년에 비해 높은 강수량

( 년 비 3배), 낮은 일조시수( 년 비 약 60%) 그

리고 근해역에서의 수온 상( 년 비 –2℃)으로 

조세력의 확장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6]. 따라서 기존의 기상요소의 기여도분석결과 이상

으로 일조시수 혹은 일조량의 향을 고려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기상정보를 이용하여 우리나

라의 남해안을 심으로 코클로디니움 조에 한 

조 보 로그램을 개발했다. 조의 발생 보는 조

발생과 련된 기후 , 해양학 , 생물학 인 조건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계로 조발생에 한 

보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성공 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클로디니움 조의 지난 

10년간의 경험 인 상을 이용하여 조가 발생하기 

수 일 에 조발생을 보하는 것이 시도되었다. 코

클로디니움 조발생에 우호 인 해양  기상학  

조건은 수집된 자료의 해석으로부터 유추해낼 수 있

었는데, 여름철의 많은 강수량(24.4 ∼ 54.5 mm), 높

은 수온(22 ∼ 25℃)  기온(20 ∼ 30℃), 한 일

조시수(2 ∼ 10.3h)와 바람(2.4 ∼ 4.6m/s) 등을 이용

하 다. 비록 조발생과 련한 상세한 원인과 결과

가 아직은 분석되지 않았지만, 앞서 제시한 해양․기

상학  조건들은 우리나라 조발생과 련하여 연안 

해역의 코클로디니움 조의 사  발생에 한 우호

인 환경조건을 제시한다. 조발생 측 결과, 2012

년과 2013년의 조 보는 발생가능 보 후 수 일 이

내로 조가 장에 실제로 발생하여 비교  높은 정

확도를 보 으나 2014년에는 각 조건의 임계치를 동

일하게 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정확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 다.

결론 으로, 정확한 조발생 보를 해서는 앞서 

언 한 여러 가지 해양․기상학  인자들의 더욱 정

한 결합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조 보에 

련한 여러 해양․기상인자들을 가지고 조발생의 확

률지수를 평가하고 이러한 인자들과 조발생간의 원

인과 결과는 조 보에 사용된 실제 인 방법을 

하게 조 함으로서 상세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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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양․기상

정보를 이용한 조 보는 미래의 더욱 발 되고 정

확한 조발생 측정보를 제공하는데 기본 이 배경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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