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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안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의하여 매년 발생하고 있는 양식생물의 대량폐사의 원인을 규명

하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양식장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해양환경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연

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실시간 관측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는 외양의 계류부이에 비해 관측

정보가 직접 필요한 양식장에서 관측하여 제공함으로써 생산한 정보의 활용도가 높았으며, 양식장

은 접근이 용이하고 상주인원이 있어 관측 장비의 유지보수가 유리한 점이 개발한 시스템의 특징

이었다.

연속적 정보 수집을 위하여 관측치의 이상발생에 대한 긴급정비와 주기적인 예방정비 및 관측

현황 모니터링을 시스템화하였으며,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구한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관측 자료의 신뢰도 제고와 관측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를 최종 이용

자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개발내용에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양식장의

현장에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형전광판과 어시장의 대형전광판을 통한 정보 제공체계

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어업인의 과학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였고, 양식장 적지선정과 관련

된 어장환경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식생물의 대량폐사와 같은 경제적인 피해를 저감하며, 장기적으

로 연안 해양환경의 변화와 이와 관련된 해양연구에 본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주요어 : 실시간 정보제공, 해양환경, 양식장, 대량폐사

2007년 3월 13일 접수 Received on March 13, 2007 / 2007년 6월 7일 심사완료 Accepted on June 7, 2007

1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팀 Ocean Research Team,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2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해양환경팀 Marine Environment Team, South Sea Fisheries Institute

3 (주)오션이엔지 제조개발팀 Research & Development Team, OCEANENG Co. LTD.

※ 연락저자 E-mail : yangjy@nfrdi.re.kr



Development of Real-time Oceanographic Information System using Platforms of Aquaculture Farms
―――――――――――――――――――――――――――――――――――――――――――――――――――――――――――――――――
48

ABSTRACT

Real-time oceanographic information system was developed using platforms of aquaculture

farms to examine causes of mass mortality of hatchery fishes, and to reduce the damage of

mass mortality which has been occurred frequently off coast by abnormal change of ocean

conditions. The system had the advantages of direct data distribution to fishermen at the farm

and instant maintenance of equipments due to easy access to the farms and residents at the

farms in comparison with offshore mooring buoy system.

To avoid discontinued measurement of the system, repairs caused by malfunction of

equipments, bimonthly preventive maintenances and daily monitoring of measured data were

systematized. Confidence intervals calculated by a statistical method using accumulated data

were applied to data management. Such activities could minimize discontinuance of

measurement and keep information more trustful. In addition, the system has various ways of

data distribution. Through homepage and e-mail in the internet, information was provided to

public. Display units which were connected to equipments at the farm gave the measured data

directly to fishermen, which guided them to run their farm scientifically. Finally large display

unit was installed at a fish market and showed the measured data at the nearest station with

tide and weather information. Proper region for aquaculture and wintering region were studied

using temperature data obtained by the system in 2006. The system will contribute to reduce

economic damage of coastal fishery and to understand coastal marine environment.

KEYWORDS : Real-time Information, Marine Environment, Aquiculture Farm, Mass Mortality

서  론

양식생물의 대량폐사는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생물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유기물이나

독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inderman과 Swanson,

1979; Boesch와 Rosenberg, 1981 Hartley,

1982; 서해립 등 1999). 경상남도의 어업재해

에 의한 경제적인 피해는 2001년 이후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며, 밝혀진 피해원인은 주로

급격한 수온 변동이라고 보고하였다(경상남도,

2006). 그리고 고수온에 의하여 우렁쉥이가 영

일만과 통영해역에서(나기환 등, 1991; 홍정표

등, 2000), 피조개가 진해만에서(전영열 등,

1991) 폐사하였고, 동해안에서는 참가리비가

폐사하였다(박영제 등, 2001). 1996년 8월에는

평년과는 다른 20psu 이하의 양자강 희석수가

제주도 서부해안에 유입되어 낮은 염분에 의

하여 전복, 소라 등 여러 분류군이 함께 폐사

하기도 하였다(김성수 등, 1998; 서해립 등,

1999). 또한, 여름철 성층에 의하여 산소가 표

층에서 저층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양식

생물의 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Yang과 Hong,

1988). 이러한 대량폐사의 발생은 양식장이 주

로 위치하고 있는 연안의 해양환경 변화가 외

해와 달리 급격하게 일어나고, 폐사의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가 드물어 매년 반복적

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식생물의 대량폐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

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양식장의 해양환경정

보의 연속관측과 관측된 자료를 양식어민 및

관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

다. 현재 실시간 해양환경 정보제공은 일반적

으로 부이를 해상에 고정된 지점에 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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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에 탑재된 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으

로 자료를 획득한 뒤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윤용훈 등, 1998; 심재설

등, 1999; 이동규 등, 1999). 기상청은 해상의

날씨를 예보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

하기 위하여 3m 원반형 부이를 동서남해 5개

소에 설치하여 관측하고 있다(윤용훈 등,

1998; http://www.kma.go.kr). 국립해양조사원

은 전국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조위관측소

중 27개소에서 수온과 염분을 관측하고 있다

(http://www.nori.go.kr). 이동규 등(1999)은

자료의 통신수단을 상업 통신망인 휴대전화

망을 이용한 연근해용 소형해양기상관측부이

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계류부이 방식의 실시

간 정보제공은 우리나라 연근해의 어업활동

이 주야로 활발하므로 설치한 부이의 분실과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측이 자주 중단

될 뿐 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큰 어려움이 있

다. 또한 연안에 위치한 양식장과는 거리가

멀고, 관측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없어

상기 방식은 연안 양식장에서 활용하기가 어

려운 실정이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

산연구소는 강원도 연안 3개소에 계류부이를

기반으로 하여 어장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이 주 등,

2005), 강원도 연안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서

해와 남해 연안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양식장의 해양환경의 실시간 정보제공이 요

구되고 있다.

본 개발연구에서는 계류부이와 비교하여 신

뢰성 있는 자료를 안정적으로 관측하여 실시

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안 양식장

밀집해역과 어업재해가 빈발한 양식장의 플랫

폼을 이용한 실시간 해양환경정보 제공시스템

의 개발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시스템의 안정적

인 운영을 통한 관측시스템이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방안

과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전달체계를 함께 개발하였다.

시스템 구성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서해와 남해 연안

양식장 13개소에 대한 해양환경의 연속관측과

관측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그

림 1, 표 1). 그림 2는 관측 장비를 양식장 플

랫폼에 탑재한 모식도를 나타낸 것으로, 시스

템은 양식장 플랫폼에 탑재한 관측 장비와 자

료의 전달을 위한 무선통신체계, 국립수산과학

원의 자료의 수집과 입력을 위한 메일서버, 자

료입력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서버와 정보제공

을 위한 웹서버, 대형전광판으로 구성된다(그

림 3). 관측 장비는 다시 태양전지, 축전지, 센

서, 메인콘트롤박스와 소형전광판으로 이루어

지며, 메인콘트롤박스에는 전류의 충전 및 방

전을 제어하는 충·방전제어기와 이 제어기와

연결되어 전원을 공급받는 신호처리부,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부와 무선이

동통신을 위한 통신모듈이 내장된다(그림 3의

양식장). 장비에 필요한 전원은 태양전지를 통

하여 독립적으로 공급되는데, 일조량이 풍부할

때에는 태양전지로부터 발생되는 전류가 충․

방전제어기를 거쳐 직접 관측 및 통신기기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잉여량은 축전지에 충전되

며, 야간이나 구름이 많은 날과 같이 일조량이

부족할 때에는 축전지가 전원으로 사용된다.

센서는 대체로 양식장에서 요구하는 수심인

5m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측정 항목은 수온,

염분과 용존산소이며, 매 30분 간격으로 관측

한다.

GPS를 통하여 현재 위치와 시간 정보를 얻

을 수 있으므로 표준클럭발생기 등 별도의 시

간검출기를 구성하지 않아도 시각정보를 포함

한 관측 자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통신

모듈은 셀(Cell) 방식의 상용이동통신을 지원

하는 송수신장치로서 무선이동통신 단말기와

동일한 양방향방식을 취하였으며, 대표적인 예

가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단말기이다. 이러한 통신방법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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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역 관측소명 양식생물 관측항목 관측개시일

서 해

1 백령도 전복 수온, 염분 2006.09.12

2 보령 효자도 우럭 수온, 염분 2005.10.07

3 함평 석성 돔, 우럭 수온, 염분 2005.10.10

4 진도 회동 전복 수온, 염분 2005.10.07

남 해

5 완도 청산 전복 수온, 염분, 용존산소 2005.11.03

6 완도 신지 우럭 수온, 염분, 용존산소 2005.10.26

7 고흥 용정 전복 수온, 염분, 용존산소 2005.11.10

8 여수 신월 농어 수온, 염분, 용존산소 2005.11.02

9 남해 미조 돔, 우럭 수온, 염분 2005.11.22

10 통영 사량 돔 수온, 염분, 용존산소 2005.11.20

11 통영 학림 돔, 우럭 수온, 염분, 용존산소 2005.09.23

12 통영 풍화 돔 수온, 염분, 용존산소 2004.12.24

13 거제 가배 돔 수온, 염분, 용존산소 2004.12.24

TABLE 1. 양식장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해양환경 정보제공시스템 관측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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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실시간 해양환경 정보제공시스템의 관측소의 위치(○는 관측소, X 대형전광판이 설치
되어 있는 보령어시장)와 어장환경정보 활용연구에 이용한 A의 보령 효자도(2)와 진도 회동
(4), B의 완도 청산(5)과 신지(6), C의 통영 사량(10)과 학림(12)의 위치(관측소명은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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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양식장 플랫폼에 탑재한 관측 장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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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연안으로부터 수 km 내에 인접하여 위

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다. GPS 수신부,

통신모듈 및 센서는 모두 신호처리부의 중앙

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며, 저장장치에 관측

치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또한

중앙처리장치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중앙처리

장치를 초기화(Watchdoc)하는 기능을 포함하

였다.

이후 관측 자료는 통신모듈에 입력하여 송

신하게 된다. 발신된 관측 자료는 이동통신기

지국을 통하여 해당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버에

도달하게 되며, 통신서버에 도달된 자료는 전

자우편 형태로 국립수산과학원의 메일서버로

전송하게 하였다(그림 3의 국립수산과학원).

메일서버에 전송된 관측 자료는 자료입력 컴

퓨터의 자동 프로그램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화되며, 이 과정에서 관측현황 모니터링이 이

루어지게 하였다.

관측 자료의 신뢰성 검정 알고리즘 개발

해양환경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동이 심

하여 관측치의 이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

로 관측치의 이상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관측소의 과거 자료로부터 구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통계적인 방법으로

신뢰구간을 설정하였다(그림 4). 수온과 용존

산소는 모든 자료를, 염분은 예방정비 및 긴급

정비 후 일정기간의 자료를 선택하여 참값

으로 판단되는 기준자료집합을 구성하였다.

Chebyshev의 정리에 의하면 자료의 분포가

불분명할 경우에 평균과 표준편차가 계산되면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세배를 더하고 뺀

구간에 포함될 자료의 수는 최소한 88.9%이다

(강금식, 2003). 따라서 기준자료집합으로부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뒤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세배를 더하고 뺀 범위를 벗어나

는 자료가 있으면 제거하였다. 이상치를 제거

한 기준자료집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다시

산출한 뒤, 다시 산출한 표준편차의 세배를 더

하고 뺀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가 없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수온은 다른 항목

에 비해 태양에 의한 변동 정도가 크므로 계

절별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다음 단계는 평균과 표준편차와 함께 신뢰

구간의 폭을 결정하는 계수 a를 구하는 것이

다(그림 4). 과거 자료의 참값을 이용하여 자

료집합을 구성하였으므로 자료 통과율을 1.0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평균

의 연간 변동을 감안하여 자료 통과율을 1.1로

상향 조정한 뒤 관측소별로 신뢰구간을 설정

하여 시험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림 5는 진도

회동에서 2006년에 관측한 수온 자료에 대하

여 신뢰구간을 계절별로 도시한 것으로 평균

값은 계절적인 변화를 보이는 반면에 동․하

계에 비해 춘․추계에 신뢰구간의 폭이 큰 것

을 볼 수 있다. 이 신뢰구간을 벗어나면 이상

관측치인 것으로 판단하고 긴급정비를 실시하

도록 하였다.

FIGURE 4. 신뢰구간 설정 순서도

유지보수 체계를 통한 관측중단 최소화

해상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장비의 특성상

센서에 해양생물이 부착하여 관측치가 이상해

지거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관측중단이

발생한다. 본 시스템의 개발 목적이 신뢰성 있

는 해양환경정보를 안정적으로 관측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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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진도 회동에서 2006년에 관측한 수온으로부터 계절별로 구한 자료의 
신뢰구간

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장비의 오작동과

관측중단 최소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1년에

6회 관측소를 방문하여 관측 장비의 예방정비

를 실시하여 센서에 부착되어 있는 생물을 제

거하고, 사전에 관측 장비의 이상 징후를 감지

하여 조치함으로써 관측 중단을 줄일 수 있다.

계절에 따른 해양생물의 부착정도를 감안하여

예방정비의 주기를 하계에 더 짧게 하였다. 또

한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정보관리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관측 장비의 작동여부와

관측치의 이상을 점검하여 관측현황을 파악하

고 이상 발생시 관측소를 방문하는 긴급정비

를 실시하였다. 예방정비와 긴급정비를 실시할

때 센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정되어

있는 정밀기기를 이용하여 관측소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교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문

서화하여 시스템 운영을 정보화하였다.

정보제공

관측되어 수집된 정보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종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시

스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 시스템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

료센터의 홈페이지(http://kodc.nfrdi.re.kr)를 통

하여 각 관측소별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하

였으며, 과거 자료는 여러 관측소를 함께 다양

한 시간 조건에 대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과거 자료를 검색한 결과는 그래프

로 가시화할 수 있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홈페이지를 매번 방문하지 않고

특정 관측소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메일링서비스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정보의 최종 이용자인 양식어민은 많은 경

우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어업현장에서 정보를 직접 확인하면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관측 장비로부터 정보를 바

로 받아 관측한 자료를 표출하는 소형전광판

을 개발하여 13개 양식장에 설치하였다(그림

6a). 소모 전력을 고려하여 버튼을 누르면 일

정 시간 동안 최근 자료가 관측한 시간과 함

께 표출되도록 하였다. 소형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해역의 양식어민들이 관측한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온에 따라 양식

생물의 먹이 투입량을 조절하는 등 과학적인

어업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보령어시장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여 관측 자료와 함께 조

석, 기상정보, 자체공지 사항을 표시할 수 있

도록 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였다(그

림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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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6. 양식어민에게 직접 관측 자료를 
제공하는 소형전광판(a)과 
어시장의 대형전광판(b)

어장환경정보 활용연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연안의 가두리 양

식장은 고정시설로서 다른 해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적된 사료와 배설물로

인한 자가 오염이 발생하고 낮은 수온으로 인

하여 성장이 정지되는 동계에 월동장으로 이

동이 불가능하며 적조 및 유류유출사고 등 갑

작스런 재해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조규대

등, 1999). 특히 수온의 급격한 변동에 의하여

고정시설인 양식장의 양식생물 대량폐사가 발

생하였다(경상남도, 2006). 따라서 서해와 남해

연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관측소의 수온자

료를 이용하여 해역별 특징을 분석하고, 양식

생물의 서식적수온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3개

관측소중에서 서해 중부의 보령 효자도, 서해

남부의 진도, 남해 서부 완도 해역의 내해에

위치한 신지와 외해에 위치한 청산, 남해 동부

통영 해역의 외해에 위치한 학림과 내해의 사

량의 수온변화를 비교하였다(그림 1).

그림 7은 2006년에 6개 관측소에서 관측한

수온의 시계열그래프와 월평균을 도시한 것으

로, 모두 동계에 최저치를, 하계에 최고치를

보이는 계절변화를 하였다. 또한 모든 관측소

에서 수온이 조석주기에 해당하는 일변화를

보였으며, 특히 성층이 강한 하계에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 월평균의 최고치는 범위가 23.45

～25.54℃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최저치(3.69

～9.80℃)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표 2). 또한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는 보령 효자도를 제외

하고 17℃이하였으며, 북부해역에 위치한 보령

효자도의 수온차(21.85℃)가 크게 나타났다. 이

것은 동계에 서해 남부와 남해 해역의 수온이

서해 중부해역보다 적게 하강하여 상대적으로

수온 연변동이 적음을 의미한다. 또한 완도와

통영 해역의 내해가 외해에 비하여 수온차가

컸다. 내해가 얕은 수심으로 기온의 영향을 쉽

게 받는 것과 해양에 비해 온도 변화가 큰 육

지의 영향으로 수온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남해안 외해의 수온 최

저치가 약 10℃에 이르렀다(표 2). 넙치와 농

어의 경우 월동장의 서식적수온이 10℃ 이상

이므로(조규대 등, 1999) 남해안에서 육지에서

먼 해역에 위치한 섬 부근 해역이 상기한 양

식생물의 월동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림 8은 통영 학림에서 관측

한 2006년 1월 21일과 8월 3일의 30분 간격의

수온과 용존산소를 도시한 것이다. 1월은 수온

과 용존산소의 유의한 관계를 볼 수 없으나

(그림 8a), 하계인 8월의 경우 수온과 용존산

소가 반대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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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2006년 보령 효자도와 진도 회동(a), 완도 청산과 신지(b), 통영 사량과 학
림에서 관측한 수온의 시계열그래프(좌)와 월평균 그래프(우)

관측소명 해   역 최저치(℃) 최고치(℃) 최고치-최저치(℃)

보령 효자도
A

서해 중부 외해 3.69 25.54 21.85

진도 회동 서해 남부 외해 7.13 24.30 17.17

완도 청산
B

남해 서부 외해 9.21 23.45 14.24

완도 신지 남해 서부 내해 7.48 24.10 16.62

통영 학림
C

남해 동부 외해 9.80 23.87 14.07

통영 사량 남해 동부 내해 7.83 24.30 16.47

TABLE 2. 해역별로 선택한 관측소의 수온 월평균의 최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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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2006년 1월 2l일(a)과 8월 3일

(b)에 통영 학림에서 관측한 1일간의 수

온과 용존산소 시계열그래프

결  론

양식생물의 대량폐사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양식장의 급격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실시

간 정보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서해와 남해 연안의 양식장 13개

소의 플랫폼을 관측소로 활용한 실시간 해양

환경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

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해양환경 관측과 정보

제공은 관측 자료가 필요한 양식장에서 직접

관측하여 제공함으로써 생산한 정보의 활용

도가 높은 점과 관측소에 대하여 접근이 용

이하고 관측 장비를 관리하는 상주 인원이

있으므로 관측 장비의 유지보수가 유리한 점

이 개발한 시스템의 특징으로 관측 자료의

신뢰도 제고와 관측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시스템의 목표가 신뢰성 있는 정보의 안

정적인 관측과 신속한 제공이지만, 해상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관측 장비의 특성상 센서

에 해양생물이 부착하여 관측치 이상이 발생

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관측중단이 발

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개

발내용에 주기적으로 관측소를 방문하는 예

방정비와 관측 현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상

발생이 파악될 때 관측소를 방문하는 긴급정

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

다. 또한 관측치의 이상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과학적

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다. 정

보를 최종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

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와 전자우편과 같은

인터넷과 양식장의 현장에서 정보를 직접 확

인할 수 있는 소형전광판, 어판장의 대형전

광판을 통한 정보 제공체계를 개발하여 어업

인의 과학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어장환경정보 활용연구를 통하여 연안 수산

업에 필요한 해양환경정보를 체계화함으로써

어장환경변수간의 관계 분석은 물론 양식장

적지 선정에 해양 GIS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어장환경에 관

한 실시간 관측체계와 해양 GIS를 토대로 어

장환경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양식생물의 대

량 폐사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장기적으로 연안 해양환경의 변화와 이와 관

련된 해양연구에 본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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