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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는 9월과 11월에 열대성 해조류상이 관찰되었으며, 동일한

울릉도는 한류와 난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해황

수심에서 구사동항과 관음도 정점에서 열대성 해조류상을

조건 때문에 계절에 따라 동해 고유의 해조 식생과 남해안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반면 2017년 2월과 6월 조

의 해조 식생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에서는 수심과 상관없이 각각의 정점에서 온대성 및 아열

해의 중장기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기

대 혼합 해조류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동해안의 수온상승과

위하여 해조류의 식생을 해석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수온변

더불어 동안난류의 영향을 받는 강하게 받는 울릉도의 지리

화가 울릉도 연안의 해조류 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적 특성으로 인해 서서히 제주도 해역의 조하대 생물상과

하였다.

유사한 경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기간 중
울릉도 해조류 분포는 수온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7년 2, 6, 9, 11월 울릉도 연안 6개 정점의 수
심 5, 10, 20m에서 실시하였다. 해조류 채집은 SCUBA Diving
으로 50×50cm 방형구에 서식하는 생물을 채집하여 실험실로
옮긴 후 현미경 관찰 및 건조표본을 제작하여 종 분류를 수

으로 해석되며, 동해안의 수온상승과 더불어 난류의 세력이
강해질수록 조하대의 해조류 상은 온대성 해조류 상에서 아
열대 해조류상으로 천이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행하였다. 해조류 상을 해석하는 지표는 갈조류(P), 홍조류

동해안의 수온상승과 동안난류의 세력이 북상함에 따라

(R), 녹조류(C)의 자료를 활용하여 (R+C)/P ratio를 산출한 후

울릉도 연안의 해조류 상은 점차적으로 제주도 생물상과 유

정점, 수심 및 채집시기별 해조류 상을 비교하였다.

사하게 아열대화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현
상은 동해안 해안과는 다르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3. 결과 및 고찰

받는 섬 생태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조사기간 중 채집된 해조류는 녹조류 15종, 홍조류 76종,

결과는 단기간 동안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나

갈조류 35종으로써 총 126종이 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향후 장기적인 자료가 확보된다면 기후변화와 동해 해양환

(R+C)/P ratio가 3 이하인 경우 온대성 또는 한대성 해조류상,

경과의 상호관계를 구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

3 6 사이는 아열대성인 혼합 해조류상, 6 이상인 경우는 열

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성 해조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eney, 1977). 본
연구에서는 9, 11월에 공암의 수심 5m에서 아열대성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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