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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3. 결과 및 고찰

해상에서의 경제 활동 및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상

위치기반의 해양 생물 데이터베이스는 지역 및 계절별

변사자가 매년 700여건 발생하고 있다. 해상 변사자의 신원

해양생물의 군집구조와 특정 종의 서식 위치를 확인할 수

확인 및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있게 하였다. 또한 채집당시와 현재의 수온, 채집수온, 염분

해양경찰연구센터는 최초 익수지점 및 신원확인을 위한

도, 파고, 기온의 해상기상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바다에 익사하게 되면 해수가

세대염기분석기로부터 산출된 데이터를 본 데이터베이스에

체내에서 흡수되고 이때 해양미소생물들이 장기, 피부 및

입력하여 분석하면 위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였다.

옷감에 남게 된다. 이를 채취하여 메타바코딩 분석하면

또한 입력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군집분석을 수치화하여 다

최초 익사지점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해양미소생물의

양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고, 데이터베이스 검

군집구조가 각 해역마다 계절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색 기능으로 동종된 종이 구글 이미지 검색에 시각화가 가

해양경찰연구센터는 각 해역 및 계절별로 해양환경시료를

능케 하였다. 그리고 변사사건의 정보와 익사체의 특징 담

확보하여 해양미소생물의 메타바코팅 데이터를 축적하였다.

을 수 있어 시간에 따른 익사체의 변이도 분석할 수 있도록

또한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축적된 데이터의 정확도도 평가

하였다.

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해양미소생물 데이터
베이스를 소개하고 다양한 활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해양과학수사의 기반을 다지고, 해상 변사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나 본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반도 온난화로 인한 해양

2. 연구방법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절별로 한강, 인천, 평택, 군산,

생태계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현실에서 본 데이터

강릉, 포항 등의 해역에서 해양미소생물을 그랩, 플랑크톤네트

베이스를 통해 한반도 해양생태계 변화연구도가 가능하며,

반돈채수기 등으로 채집하였다. 채집된 해양미소생물은

지역별 수산자원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DNA추출- 정제-18S RNA 증폭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염기

현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다는

분석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 후 Qiime을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데이터 수집과 각 기관마다

이용하여 클러스터링 및 필터링을 하였으며 NCBI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통해 활용성을 극대

KBOL

화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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