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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해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의 210Pb과 210Po의 거동을 

파악하고자 2016년 4월 동해 해수 시료를 채수하여 화학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측 해역 표층(0-200 m)에서 총 210Pb과 210Po의 농도는 

각각 3-29 dpm/100L, 2-9 dpm/100L로 나타났고, 이 중 난수성 

소용돌이 내부에서 각각 14 dpm/100L, 5 dpm/100L, 외부에서 각각 9 

dpm/100L, 3 dpm/100L의 분포를 보였다. 210Pb의 농도는 소용돌이 

외부 정점의 표층과 소용돌이 내부 정점의 아표층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며 210Po의 농도는 수심에 대해 일정한 분포를 보였다.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 표층과 아표층에서 염분, 밀도, 210Pb 농도가 각각 일정한 

점을 통해,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 내의 210Pb의 분포는 해수의 혼합으로 

인한 물리적인 작용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의 210Pb과 210Po의 농도가 외부 정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난수성 소용돌이의 작용에 의해 각 핵종이 소용돌이 중심부로 

수렴한 결과로 판단된다. 물질 수지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210Po의 

체류시간은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 내부에서 난수성 소용돌이 외부에 

비해 약 2배 정도 길게 나타났다. 난수성 소용돌이 내부와 외부의 

해수가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난수성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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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의 해수 중 210Po은 효과적인 재순환 과정을 거쳐 긴 체류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성 붕괴에 의한 제거와 대기 기원을 통한 공급을 고려한 

물질수지모델을 이용하여 두 방사성 핵종의 해역별 체류시간을 

계산하였다. 남해에서의 210Pb의 체류시간(150±2일)은 동해 

(320±3일)나 동중국해(230±4일)에 비해 더 짧고, 210Po의 

체류시간은 남해(660±90일)가 동해(500±30일)나 동중국해 

(430±80일)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났다. 해류에 의한 수평방향 

플럭스까지 추가로 고려한 결과, 남해에는 210Po에 대한 순 공급 

플럭스가 존재하며 210Pb에 대해서는 제거 플럭스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210Po의 순 공급 플럭스는 저층 퇴적물 상의 210Pb가 붕괴되어 

형성된 210Po가 수층으로 이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물 생산이나 육지로부터 입자성 물질의 공급이 많은 큰 대양 주변부 

해역은 Pb과 같은 입자 반응성 원소의 주된 제거해역이지만, 210Po에 

대해서는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210Po; 210Pb; 동해; 남해; 난수성 소용돌이; 물질 수지 모델 

학번: 2013-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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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방사성 동위원소 210Pb(반감기: 22.3년)은 238U 붕괴계열에 속하는 

핵종으로, 해양에서는 대기로부터의 유입과 해수 중 226Ra의 붕괴가 

주된 공급원이다(Bacon et al. 1976). 대기 기원의 210Pb은 대기 

중 222Rn이 붕괴하여 생성되며, 주로 입자의 형태로 침강하거나(dry 

deposition) 강수 현상(wet deposition)에 의해 해양으로 

공급된다(Preiss et al. 1996; Henderson and Maier-Reimer 2002). 

강을 통해서도 210Pb이 해양으로 공급될 수 있으나, 대부분 

입자상(particulate fraction)이고 하구에서 침강에 의해 빠르게 

제거되어 외해에서는 강에 의한 영향이 적다(Rama et al. 1961; Lewis 

1976). 해수 중 용존상 210Pb은 해수 중 입자성 물질에 흡착하여 

비교적 빠르게 제거되고, 퇴적물 표면으로 침강한다. 이로 인해 전 

수층에서 전반적으로 210Pb의 방사능은 용존성이 강한 

어미핵종인 226Ra에 비해 결핍(deficiency)된 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퇴적물에서는 수층에서의 결핍량에 대응되는 210Pb의 과잉(excess)량이 

나타난다(Cochran et al. 1990).  

방사성 동위원소 210Po(반감기: 138일)은 210Pb의 딸 핵종으로, 

해수 중에서 어미핵종인 210Pb의 붕괴에 의해 생성되며 입자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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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나 생물 활동에 의해 빠르게 제거된다(Shannon et al. 1970). 

해수 중에서 210Po의 입자흡착계수(Kd = 1-4 × 104)는 210Pb과 

유사하지만(Carvalho 1997), 210Po은 210Pb과 달리 생물활동 과정에서 

소모되기 때문에(Kim 2001; Shannon et al. 1970; Thomson and 

Turekian 1976) 표층 해수 중 210Po이 210Pb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결핍되며 체류시간이 짧다. 생물활동 과정에서 소모된 210Po은 입자성 

유기 물질의 형태로 침강하고, 아표층(subsurface layer)에서 재광물화 

(remineralization)를 거쳐 용존상의 농도가 어미핵종(210Pb)에 비해 

높아진다(Bacon et al. 1976). Shannon et al.(1970)은 Cape of Good 

Hope 인근 해수에서 측정한 210Po/210Pb 농도비가 표층 해수에서 0.5, 

식물플랑크톤에서 3, 동물플랑크톤에서 12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Jones et al.(2015)은 Gulf of Mexico에서 저층 해수 중 

높은 210Po/210Pb 농도비를 통해, 저층 퇴적물 표면에 침강한 입자성 

유기물질이 분해되거나 저층 퇴적물 중 210Pb의 방사성 붕괴로 

인해 210Po이 수층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210Pb과 210Po의 반감기는 입자성 유기 물질의 거동을 추적하기에 

적합하며 해수 중 공급 및 제거기작이 잘 알려져 있어, 그 플럭스의 

크기를 계산하기 쉽다. 또한 해수 중에서 210Pb과 210Po이 입자에 잘 

흡착하는 특성 때문에 입자성 유기물질의 거동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Anderson et al. 1994; Bacon et al. 1988; Theng and 

Mohamed 2005; Tsunogai and Nozaki 1971). 입자성 물질과 210P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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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 현상 간의 연관성을 이용하여 210Pb은 입자성 물질의 침강 

플럭스에 관한 추적자로서 사용될 수 있고, 수층과 퇴적물 중 210Pb의 

분포를 비교하여 여러 해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평 방향 플럭스를 

추적할 수도 있다(Cochran et al. 1990). 해수 중 210Pb의 체류시간은 

입자성 물질의 농도가 작은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200년)에서 입자성 

물질 농도가 큰 대륙붕 해역(2개월)으로 갈수록 짧아진다(Nozaki et al. 

1997; Nozaki et al. 1991). Sarin et al. (1999)은 100-500 m 

수층에서 용존상의 210Po 결핍(210Po deficiency, 210Pb-210Po)과 

입자성 유기물질 농도 간의 높은 상관성(r2 = 0.61)을 

보고하였고, 210Po 결핍과 해수 중 생물학적 제거 과정 간의 연관성을 

제안하였다. Cherry et al. (1975)은 210Po의 제거 플럭스가 동·식물 

플랑크톤의 대사작용으로 생성된 분립성 물질을 통한 제거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반면, 입자성 유기 물질의 농도로 설명할 수 없는 210Po의 거동이 

보고되었다. 빈영양성 해역들(Sargasso Sea, Philippine Sea)에서 

부영양성 해역들(New England bight, Arabian Sea, Indian Ocean)에 

비해 높은 210Po의 210Pb 대비 결핍 현상이 보고되었다(Chung and Wu 

2005; Kim 2001; Nozaki et al. 1990). Nozaki et al. (1990)은 이 

현상이 대기로부터 210Pb이 표층 해수로 다량 공급되어 발생한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Kim (2001)은 빈영양성 해역에서의 210Po은 생물 

활동에 의해 소모된 뒤 상위 영양단계로 전달되어, 저층 해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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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강하지 않고도 크게 결핍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부영양성 

해역에서는 210Po이 free-living bacteria의 형태로 표층 해수에서 

장시간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210Pb 대비 결핍이 빈영양성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제안하였다(Kim 2001). Chung and Wu (2005)는 

퇴적물-해수 경계면에서 입자성 유기물질 형태로 침강하는 210Po의 

제거 플럭스를 계산하였고, 이 양이 전체 수층에서의 210Po 결핍량의 20% 

미만임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210Po의 결핍현상에 생물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Chung and Wu 2005).  

본 연구해역인 동해는 북서태평양에 위치한 한반도 인근해로(Fig. 

1), 해역의 면적은 ~106 km2, 평균수심은 1350 m, 최대수심은 3700 m 

이다(Hirose et al. 1999; Harada and Tsunogai 1986). 동해는 한반도, 

일본 열도, 러시아로 둘러싸인 반폐쇄성 해역으로 전 세계 대양과는 

독립적인 저층 해수 순환 체계를 지닌다(Kim et al. 2001). 이 순환 

체계와 대양의 순환 체계 간의 유사성과 동해 해수의 상대적으로 짧은 

체류 시간(~100년) 으로 인해 동해는 대양의 축소판으로 여겨지고 

있다(Kim et al. 2001; Kim et al. 2002). 동해는 세계에서 

소용돌이(eddy)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역 중 하나이다(Morimoto et 

al. 2000). 이 중 난수성 소용돌이(warm eddy)는 남해의 표층 해수를 

동해로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Isoda 1994). Nozaki et al. 

(1973)은 대기를 통해 동해 표층 해수로 공급되는 210Pb 중 수온약층 

하부로 침강하는 플럭스의 비율이 작고 대부분 해류를 통해 외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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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Hong et al. (1997)은 동해 남서부 

해역에서 210Pb의 퇴적층 내 분포를 이용하여 퇴적속도(0.02-0.2 cm 

yr-1)를 계산하였다. Hong et al. (2008)은 동해 해수 중 210Po의 연직 

플럭스를 이용하여 수심 별 210Po의 거동, 입자성 유기 물질의 제거 

과정, 재광물화 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Kim and Kim (2012)은 동해 

해수 중 210Pb와 210Po를 입자 크기 별로 용존상(<10 kDa), 콜로이드상 

(10 kDa - 0.45 μm), 입자상(>0.45 μm)으로 나누어 

각각의 210Pb과 210Po의 체류시간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콜로이드 

상 210Po의 체류시간이 콜로이드 상 유기물의 알려진 

체류시간(<10일)보다 5-7 배 길다는 것을 통해 210Po이 표층 해수에서 

제거될 때까지 몇 차례 순환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서태평양의 주변 해역인 동해에서 발생한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의 210Pb과 210Po의 특징적인 거동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중국해, 남해, 동해에서 두 핵종의 체류시간과 제거 플럭스를 

계산하여 두 핵종의 해역별 거동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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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  석   방  법 

 

2.1. 시료 채취 방법 

 

해수 중 210Po과 210Pb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2016년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연구선 Akademik M. A. Lavrentyev를 이용하여, 

동해에서 발생한 난수성 소용돌이(warm eddy) 내부 3개 정점(UW5, 

UW7, UW9)과 소용돌이 외부 1개 정점(UW2)의 표층부터 200 m 

수심까지 정점당 7-8개, 총 30개의 해수 시료를 채수하였다(Fig. 1). 

선상에서 로젯 채수기(Sea-Bird Electronic Inc., Bellevue, WA, 

USA)로 시료당 해수 15-20 L를 채수하여 접이식 폴리프로필렌 

용기에 보관하였다. 모든 해수 시료는 이후 전처리 과정 중에 첨가하는 

철 운반체 시약이 잘 용해될 수 있도록 해수 10 L당 35% HNO3 50 

ml을 첨가해서 pH를 1이하로 낮춘 상태로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2.2. 시료 분석 및 전처리 과정 

2.2.1. 210Po 

 

전반적인 전처리 및 분석 과정은 Kim et al.(1999)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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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였다(Fig. 2). 실험실로 운반된 시료는 20 L 양동이에 옮긴 

후, 210Po 회수율 계산을 위해 산처리가 된 시료에 209Po 1 dpm, 철 

공침전을 위한 철 운반체(Fe(III) carrier, FeCl3) 75 mg을 넣고 납 

회수율 계산을 위한 안정 납 운반체(Pb carrier) 25 mg을 첨가한다. 

1시간 동안 휘저어 혼합한 뒤 6시간 방치하여 시료와 첨가한 성분들이 

화학적 평형에 이르게 한다. 화학 평형에 도달한 뒤 14% NH3 용액을 

가해 시료의 pH를 8까지 증가시켜 철 침전을 발생시킨다. 철 침전이 

발생한 뒤 1회 이상 휘저어 용액 내의 미세한 침전물이 완전히 응집될 

수 있도록 한다. 최소 3시간 이상이 지난 후 침전물이 용기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은 것을 확인한 이후 사이펀 방식으로 상등액을 최대한 

제거한다. 나머지 용액은 여과지(Whatman grade 41 paper)를 

사용하여 여과한다. 증류수를 사용하여 여과지의 잔류 염분을 제거한 뒤, 

여과지 상의 침전물을 테플론 비커에 옮기고, 양동이나 여과지에 남은 

잔량은 HNO3를 이용하여 회수한다.  

회수된 침전물 용액은 자력식 가열교반기(Hot plate/Magnetic 

stirrer)를 사용하여 증발시킨다. 용액이 거의(<2 ml) 증발되었을 때, 6 

M HCl을 이용하여 침전물을 용해시킨다. 이 과정을 최소 2회 이상 더 

반복하여 시료 용액의 조성을 HCl로 전환시킨다. 이 때, 용액 내의 

침전물이 건조 상태에서 지나치게 가열되어 타는 것은 피한다. 이후 

같은 과정을 HNO3로 시도하고 침전물이 완전히 용해되지 않을 경우 

HF로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용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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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용해된 시료는 0.5 M HCl 50 ml 상태로 전환시킨다. 이 

경우 시료 중 HCl 농도를 위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 6 M HCl을 가하여 

증발시키는 시도를 반복하여 물-HCl의 공비농도(azeotrophic 

concentration)인 6.5 M에 근접시킨 뒤 증류수(de-ionized water)로 

약 12배 희석한다. 그 뒤 아스코르빈산을 소량 가하여 시료를 완전한 

환원 상태(무색)로 만든다. 시료에 투입할 은판(silver disc, 10 mm, 

순도 : ~99%)의 210Po을 흡착시킬 면의 반대쪽 면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여 210Po이 흡착되는 것을 막는다. 절연 테이프를 부착한 은판은 

자석 교반 막대(magnetic stir bar)에 부착시킨 뒤, 섭씨 90도의 용액 

내에서 3시간 이상 빠르게 회전시켜 용액 내의 210Po을 은판에 

흡착시킨다(Fig. 3). 흡착 과정 중에 은판이 검게 변색되거나 용액이 

다시 노란색으로 변하는 경우 아스코르빈산을 소량씩 첨가하여 은판과 

용액의 상태를 환원 상태로 바꾼다. 210Po이 흡착된 은판은 알파 

분석기(Passivated Implanted Planar Silicon (PIPS) detector, 

Canberra)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09Po와 210Po의 에너지 범위는 각각 

4300-4550 keV, 4950-5150 keV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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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10Pb 

 

210Po이 흡착된 은판을 제거하고 남은 용액을 이용하여 210Pb 분석 

및 전처리 과정을 실시한다(Fig. 3). 용액에 포함된 아스코르빈산을 

분해시키기 위해 용액을 가열한 뒤 충분한 양의 HNO3을 가한다. 

분해가 완료된 뒤 계속 가열하여 시료를 거의 증발시킨 뒤 시료를 5 ml 

9 M HCl 상태로 전환시킨다. 유리 컬럼(내경 : 10 mm)에 AG 1×8 

음이온 교환 수지 (100-200 mesh, Bio-Rad Laboratories, Inc.)를 

7-8 cm 정도 채우고 5 ml 9 M HCl을 통과시켜 전처리를 실시한다. 

전처리가 완료된 컬럼에 시료를 통과시키고 테플론 비커와 컬럼 내에 

잔류하는 210Pb은 추가로 15-20 ml 9 M HCl을 테플론 비커를 거쳐 

이온 교환 수지 컬럼에 통과시켜 회수한다. 납 회수율을 계산하기 위해 

통과한 시료 중 소량(<0.5 ml)은 따로 1 M HNO3 용액으로 2×104배 

희석시켜 안정 납 동위원소의 농도를 25 ppb 이하로 낮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209Po을 1 dpm 첨가하고 최소 3개월 이상 

방치하여 210Pb의 딸 핵종인 210Po을 생성시킨다. 생성된 210Po은 같은 

과정을 거쳐 측정하고, 측정된 210Po의 농도와 시료를 방치시킨 기간, 

고분해능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HR-ICP-MS, Finnigan 

Element 2, Thermo Scientific, Germany)로 측정한 안정 납 

동위원소의 농도를 통해 계산된 회수율을 이용하여 모핵종인 210Pb의 

농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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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에 투입한 납 운반체에 대한 회수율을 계산하기 위해 납 운반체 

용액을 약 106 배 수준(0-25 ppb)으로 희석한 용액을 이용하여 납에 

대한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실시하였다. 표준화를 위한 납 

운반체와 납 회수율 계산을 위한 시료들의 희석 용액은 HR-ICP-MS로 

총 2회(RSD: 18%) 측정을 실시하였다. 시료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1 

ppb의 Tune solution(Tune-up Solution, 1 μg`L-1, 5% HNO3, 

Thermo Fisher Scientific)을 이용하여 기기의 감도를 

최적화하였다(238U > 8 × 105 count`sec-1). 측정된 시료와 납 운반체 

희석액의 결과값(count`sec-1) 간의 검정선을 이용하여 납의 회수율을 

계산하였다. 분석 시 HR-ICP-MS의 측정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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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210Pb, 210Po 농도 산출 과정 

 

알파 분석기로 분석된 210Po과 209Po의 결과값(cpm)과 ICP-MS로 

분석된 납 회수율을 이용하여, 분석 및 전처리 과정 중의 방사성 붕괴로 

인한 증감을 보정하는 과정을 통해 각 핵종별 시료 채수 시점의 

농도(dpm/100L)를 계산한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10Po 농도([210Po]sample) 계산 과정 

 

� Po210 �sample
counting①

(dpm/ 100L) 

=
�� Po210 �sample

①
−� Po210 �background

①
�(cpm)

�� Po209 �sample
①

−� Po209 �background
①

�(cpm)
× 100(L)

V
× [ Po209 ]spike

①
(dpm) (1) 

 

� Po210 �sample
plating①

(dpm/100L) 

= [ Po210 ]sample
counting①

(dpm/100L) × eλPot2    (2) 

 

� Po210 �sample(dpm/100L)  

= � Po210 �sample
plating①

(dpm/100L) × eλPo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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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210 ]sample(dpm/100L) × (eλPot1 − 1)     (3) 

 

 

- 210Pb 농도([210Pb]sample) 계산 과정 

 

� Po210 �sample
counting②

(dpm/100L) 

=
�� Po210 �sample

②
−� Po210 �background

②
�(cpm)

�� Po209 �sample
②

−� Po209 �background
②

�(cpm)
× 100(L)

V
× [ Po209 ]spike

②
(dpm) (4) 

 

� Po210 �sample
plating②

(dpm/100L) 

= [ Po210 ]sample
counting②

(dpm/100L) × eλPot4    (5) 

 

� Pb210 �sample
plating①

(dpm/100L) 

= [ Po210 ]sample
plating②

(dpm/100L) × λPo−λPb
λPo(e−λPbt3−e−λPot3)

× 1
R
  (6) 

 

[ Pb210 ]sample(dpm/100L) = [ Pb210 ]sample
plating①

(dpm/100L) × eλPbt1  (7) 

 

①, ②는 각각 2.2.1.절(210Po), 2.2.2.절(210Pb)의 분석 및 전처리 

시점을 나타낸다. plating, counting은 각각 시료의 210Po를 은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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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시키는 시점과 은판을 알파 분석기로 분석하는 시점을 나타낸다. 

sample, background, spike는 각각 시료 측정값, 배경값, 투입한 

내부표준물질(209Po)의 양을 나타낸다. t1, t2, t3, t4는 각각 시료 채수 

시점-1차 은판 흡착 처리 시점(plating①), 1차 210Po 은판 흡착 처리 

시점(plating①)-1차 210Po 분석 시점(counting①), 1차 210Po 은판 

흡착 처리 시점(plating①)-2차 210Po 은판 흡착 처리 시점(plating②), 

2차 210Po 은판 흡착 처리 시점(plating②)-2차 210Po 분석 

시점(counting②)간의 시간 간격(day)을 나타낸다. R, V는 각각 ICP-

MS로 분석된 납의 회수율, 시료의 부피(L)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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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s of all stations with 210Pb and 210Po data. Filled circles indicate 

the sampling stations in this study (April, 2016). The data of O-1 to 4 and E-1 

(filled squares, May 2004) and C-2 to 4 (open circles, November 2003) are from 

Joung (2006). The data of CB-5 to 8 stations (open squares, May-June 1987) are 

from Nozaki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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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schematic diagram of the analytical procedure for 210Po in the seawate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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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schematic diagram of the analytical procedure for 210Pb in the seawate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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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ng conditions for HR-ICP-MS instrument 

HR-ICP-MS (Finnigan Element 2) 
Plasma condition  
   Power 1250 [W] 
   Cool gas flow 16.00 [L`min-1] 
   Auxiliary Ar flow 0.80 [L`min-1] 
   Sampling gas flow 0.945 [L`min-1] 
Nebulizer  
   Peristaltic pump speed 10.00 [rpm] 
Data acquisition  
   Quantification type Intensities 
   Number of runs 15 
   Number of passe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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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및  토 의 

 

3.1. 210Pb과 210Po의 공간적 분포 

 

동해 표층(0-200 m) 해수 중 총 210Pb의 농도는 3-29 

dpm/100L(평균: 14.0±0.3 dpm/100L), 총 210Po의 농도는 2-9 

dpm/100L(평균: 4.8±0.5 dpm/100L, Fig. 4, Table 2)의 값을 보였다. 

이는 동해에서의 기존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결과이다(Hong et al. 2008; 

Kim and Kim 2012). 210Po의 농도는 모든 정점에서 수심에 따라 

일정한 값을 보이고 210Pb의 농도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210Pb의 

농도는 2개 정점(UW2, UW5)의 표층에서 최댓값을 보이며(Fig. 4), 

모든 정점의 200 m 수심에서 낮은 값을 보이고, 100 m 보다 깊은 

수심에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분포를 보인다. 210Pb의 

농도는 모든 정점에서 100 m 인근 수심의 높은 값과 인접한 상부 

수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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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 내 210Pb과 210Po의 거동 

 

동해에서 2014년 12월에 발생한(국립해양조사원 관측 보고, 

http://www.khoa.go.kr/)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은 직경 약 150 km, 

평균 표층 온위(potential temperature) 13.3 ℃, 평균 표층 염분은 

34.36으로 나타났다. 난수성 소용돌이 중심 정점(UW7)에서의 수온 

약층 하부 수심은 약 400 m 였다(Fig. 5).  

난수성 소용돌이에 속하는 정점 중 UW7과 UW9 정점의 210Pb 

농도 수직 분포에서는 UW2와 UW5 정점과 달리 표층에서의 높은 값이 

발견되지 않았다(Fig. 4). 이는 일반적으로 210Pb의 농도가 표층 

해수에서 최대값을 보이고,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선행연구(Sarin et al. 1999)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UW5, 

UW7, UW9 정점의 수심 100 m 및 인접 수심에서는 공통적으로 210Pb 

농도가 높게 나타나며(Fig. 6), 수온과 염분이 일정하다(Fig. 5). 따라서 

난수성 소용돌이 외부 해역의 210Pb의 농도가 높은 표층 해수가 이 

수심으로 이동하여 난수성 소용돌이의 수심 100 m 근방의 높은 210Pb 

농도를 지닌 수층을 형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반면 난수성 소용돌이 표층 

해수와 난수성 소용돌이 남부 해역의 온도, 염분, 밀도, 210Pb 농도가 

유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난수성 소용돌이의 수심 100 m 이하의 상부 

수층은 난수성 소용돌이의 남쪽에서 기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 



 

20 

때문에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의 표층의 210Pb 방사능 값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210Pb의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 

UW7과 UW9 정점에서의 수직 구조는 대마 난류 기원 해수와 동해 

북부의 해수가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 혼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수성 소용돌이 고유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층(0-50m) 해수 중 총 210Pb과 총 210Po의 농도 모두 동해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의 값(210Pb : 15±1 dpm/100L, 210Po : 7±1 

dpm/100L)이 소용돌이 외부 해역에서의 값(210Pb : 13±1 

dpm/100L, 210Po : 3±1 dpm/100L)보다 더 높게 관측되었다. 난수성 

소용돌이가 해수를 수렴시키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기 기원의 210Pb이 표층 해수에 공급된 후 소용돌이 해역 내부에 

집중되었다고 판단된다.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 표층 해수 중 총 210Po의 체류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210Po의 물질 수지를 박스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때 정상상태를 가정하였고 전체 계를 0-50 m 수층으로 제한하였다. 

전체 계는 닫힌 계로서 수평방향 플럭스는 무시해도 무방할 정도로 

작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들을 반영한 물질 수지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λPo(IPb − IPo) − KPo =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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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I, K 는 각각 방사성 붕괴상수(radioactive decay constant, 

day-1), 현존량(Inventory, dpm m-2), 단위면적당 총 농도에 대한 

제거플럭스(dpm m-2 day-1)를 의미한다.  

체류 시간은 210Po의 현존량을 물질 수지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단위면적당 제거 플럭스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210Po의 체류 시간은 

난수성 소용돌이 내부 해역에서 170±30일, 외부 해역에서 70±30 

일로 나타났다.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 표층과 하부 수층이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 

표층에서의 210Po도 하부 수층으로부터 긴 시간 동안 격리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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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Vertical profiles of total 210Pb and 210Po in the East Sea (UW2, UW5, 

UW7, and U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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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Vertical distributions of potential temperature, salinity, and density 

anomaly in the East Sea (UW2, UW5, UW7, and U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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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Vertical distributions of total 210Pb, 210Po, and 210Po deficiency (210Pb-

210Po) in the East Sea (UW2, UW5, UW7, and UW9). The contour lines represent 

density anom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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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tivities of total 210Pb and 210Po in the East Sea  

Station Depth (m)  
210Pb (dpm/100L)  

210Po (dpm/100L) 

UW2 0  22±2  4±2 

 27  8±2  3±2 

 50  10±2  2±2 

 75  7±2  3±2 

 100  6±2  3±2 

 150  13±2  3±2 

 200  7±2  5±2 
UW5 0  23±2  6±2 

 20  13±2  9±2 

 50  8±2  4±3 

 75  12±2  4±2 

 100  12±2  4±2 

 150  17±2  3±3 

 200  15±2  3±2 
UW7 0  3±2  8±2 

 20  25±2  5±2 

 50  29±2  6±2 

 75  23±2  3±2 

 100  23±2  5±2 

 200  9±2  5±2 
UW9 0  20±2  6±2 

 20  11±2  7±2 

 37  10±2  7±2 

 50  18±2  6±2 

 75  6±2  6±2 

 100  15±2  8±3 

 200  22±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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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10Pb과 210Po의 상대 분포와 체류시간  

 

총 210Pb과 총 210Po의 농도차로 정의되는 210Po 결핍 

(deficiency)은 동해(11.0±0.4 dpm/100L, Joung, 2006)와 

동중국해(9.1±0.6 dpm/100L, Nozaki et al. 1990)에 비해 

남해(3.7±0.7 dpm/100L, Joung, 2006)의 값이 3-4배 작게 

보고되었다(Fig. 7). 총 210Pb과 226Ra의 농도차로 정의되는 210Pb 

방사능 과잉(excess)은 동해(28.6±0.4 dpm/100L, Joung, 2006)와 

동중국해(18.6±0.4 dpm/100L, Nozaki et al. 1990)에 비해 

남해(6.6±0.3 dpm/100L, Joung, 2006)의 값이 작다고 보고되었다.  

동해, 남해, 동중국해의 표층수(0-50m) 중 210Pb과 210Po의 

체류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두 핵종의 총량과 입자상의 물질수지를 박스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Fig. 8). 이 때, 대기를 통한 공급 플럭스는 

용존상의 210Pb만 있다고 가정하였다. 210Pb에 대한 대기 기원 공급 

플럭스는 Nozaki and Tsunogai (1973)에서 보고된 결과값(55 dpm`m-

2`day-1)을 사용하였다. 210Pb의 어미핵종인 226Ra이 해수 중에서 주로 

용존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되는 

입자상 210Pb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226Ra의 농도는 본 연구해역에서 

알려진 염분과 226Ra 간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Yang et al. 

1994; Yang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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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6
Ra = -0.93 × (salinity) + 39.96    (9) 

 

A226
Ra 는 226Ra의 농도(dpm/100L)를 나타낸다. 염분을 

이용한 226Ra의 추정치는 남해에서 8-10 dpm/100L, 동해에서 약 8 

dpm/100L의 분포를 보인다. 이 가정들을 반영한 물질 수지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 210Pb Mass balance 

λPb�IRa,t − IPb,t� + FPb,Atm − K Pb = 0    (10) 

λPb�IRa,d − IPb,d� + FPb,Atm − J Pb = 0     (11) 

λPb�−IPb,p� + J Pb − ScPb = 0      (12) 

 

 

- 210Po Mass balance 

λPo�IPb,t − IPo,t� − KPo = 0      (13) 

λPo�IPb,d − IPo,d� − JPo = 0     (14) 

λPo�IPb,p − IPo,p�+ JPo − ScPo = 0     (15) 

 

FAtm, J, Sc 는 각각 대기 기원 공급 플럭스(dpm`m-2`da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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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용존상, 입자상에 대한 제거 플럭스(dpm`m-2`day-1)를 

나타내며, t, d, p는 210Pb과 210Po의 총량, 용존상, 입자상을 나타낸다.  

체류시간은 각 핵종의 현존량을 물질 수지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단위면적당 제거 플럭스로 나누어 계산하였다(Table 4). 총 210Pb 및 

입자상 210Pb의 체류 시간은 남해(총 145±2일, 입자상 74±5일)가 

동해(총 321±3일, 입자상 110±10일), 동중국해(총 225±4일)에 

비해 짧은 반면, 총 210Po 및 입자상 210Po의 체류시간은 동해(총 

500±30일, 입자상 20±20일), 동중국해(총 430±80일)가 남해(총 

660±90일, 입자상 100±50일)에 비해 짧다. 각 해역에서의 

chlorophyll-a 농도(남해 : 1 mg`m-3, 동해 : 0.6 mg`m-3, Table 3, 

Joung, 2006; 동중국해 : 0.2-0.6 mg`m-3, Gong et al. 2003)를 고려해 

보면 입자성 물질에 의한 제거과정으로 입자 반응성 물질인 210Pb이 

남해에서 짧은 체류시간과 낮은 과잉을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210Po의 긴 체류시간과 낮은 결핍은 설명할 수 없다. 식 (3), 

(6)를 통해 계산된 210Pb의 제거 플럭스는 동해와 남해 해역이 서로 

비슷하지만(54 dpm`m-2`day-1), 210Po의 제거 플럭스는 남해(9 dpm`m-

2`day-1)가 동해(28 dpm`m-2`day-1)보다 약 3배 작다. 따라서 남해에서 

낮은 210Po의 제거 플럭스에 의해 210Po 결핍이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해가 동해와 동중국해에 비해 부영양성이기 때문에 210Po의 제거 

플럭스가 낮아진 결과일 수 있다(Kim,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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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접 해역에 의한 수평방향 플럭스와 그 영향 

 

인접 해역으로부터 공급되는 210Pb과 210Po이 물질 수지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해류에 의해 인접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평 

방향의 플럭스를 박스 모델에 포함시켜 제거 플럭스를 

계산하였다. 210Pb과 210Po의 수평 방향 플럭스는 해역 간 해류의 

유속과 단면적, 두 핵종의 해역별 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동중국해와 남해의 공간적인 범위는 288 km × 110 km × 0.05 km 

(길이 × 폭 × 깊이)로 설정하였고 동해는 (1.1 × 106) km2 × 0.05 

km (면적 × 깊이)로 설정하였다. 물질 수지 계산식에 각각의 해역 

사이의 해류에 의한 210Pb과 210Po의 수평 방향 플럭스, 방사성 붕괴에 

의한 플럭스, 대기로부터의 210Pb의 공급 플럭스에 대한 항을 

포함시켰다. 두 핵종의 농도는 입자 크기 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 210Pb과 총 210Po 기준으로만 계산하였다. 동해와 동중국해는 두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수평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여, 

해류에 의해 발생하는 210Pb과 210Po의 수평방향 플럭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들을 반영한 물질 수지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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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Pb 

RPb,ECS = λPbAECS�IRa,ECS − IPb,ECS�+ AECSFAtm    (16) 

RPb,SS = λPbASS�IRa,SS − IPb,SS�+ ASSFAtm + ψCECS −ψCSS (17) 

RPb,ES = λPbAES�IRa,ES − IPb,ES�+ AESFAtm    (18) 

 

 

- 210Po 

RPo,ECS = λPoAECS�IPb,ECS − IPo,ECS�     (19) 

RPo,SS = λPoASS�IPb,SS − IPo,SS�+ ψCECS −ψCSS   (20) 

RPo,ES = λPoAES�IPb,ES − IPo,ES�     (21) 

 

R, Fatm, A, ψ, C는 각각 제거 플럭스(removal flux, dpm`day-1), 

대기 기원 공급 플럭스(atmospheric depositional flux, dpm`m-2`day-1), 

각 해역의 면적(area, m2), 해수 수송량(water transport, m3`day-1), 

농도(activity, dpm`m-3)을 나타낸다. ECS, SS, ES는 각각 

동중국해(East China Sea), 남해(Southern Sea of Korea), 동해(East 

Sea)를 의미한다. 제거 플럭스는 이 물질 수지 모델에서 위의 항들에 

대응되는 플럭스들로 설명되지 않는 효과들의 총합이고, 

수층에서 210Po이 제거되어 감소하는 상황을 제거 플럭스의 양의 

부호라고 정의하였다.  

물질 수지의 계산 결과를 Fig. 9에 요약하였다. 해수 중 210Pb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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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을 보이는 210Po로부터 예측되는 해수 중 210Po의 생성 플럭스는 3 

× 1011 dpm`day-1 이다. 이 값은 수평 방향의 해류에 의해 

제거되는 210Po의 플럭스(3 × 1012 dpm`day-1)에 비해 작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남해에서는 제거 플럭스가 음의 부호를 가지며, 210Po이 

공급되는 플럭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식 (13)).  

위의 박스 모델에서 정의한 것처럼 제거 플럭스는 남해 

해역의 210Po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플럭스를 포함한다. 그러나 

위의 결과를 통해 공급 플럭스(68 dpm`m-2`day-1)가 이 플럭스들 중 

가장 큰 부분(88%)을 차지하며, 이 공급 플럭스가 남해에서의 210Po의 

물질수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공급 플럭스는 남해의 상대적으로 얕은 평균수심을 고려해 볼 

때(남해 : <100 m, 동해 : 1350 m, 동중국해 : 2300 m, Cho et al. 

2000; Harada and Tsunogai 1986) 저층 퇴적물과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210Po 공급 플럭스는 저층 퇴적물로 

제거된 210Pb(118 dpm`m-2`day-1)이 퇴적물 내에서 붕괴하여 210Po이 

형성되고 이 중 일부가 수층으로 다시 이동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Jones et al. 2015). 따라서 남해에 존재하는 저층 퇴적물에 

포함된 210Po이 확산이나 재부유 등을 통해 해수로 공급되는 효과가 

입자성 물질에 의한 제거효과보다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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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Vertical distributions of total 210Po deficiencies in the surface ocean. The 

total 210Po and 210Pb data of the East Sea and the Southern Sea of Korea are from 

Joung (2006), and those of the East China Sea are from Nozaki et al. (1990). The 

thick vertical dash line represents secular equilibrium between 210Pb and 210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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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Box model schemes for sequential scavenging process of 210Pb and 210Po in seawater. Horizontal arrows indicate radioactive decay 

process and vertical arrows indicate the other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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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 schematic diagram of total 210Pb and 210Po budgets in the East China Sea, the Southern Sea of Korea, and the East Sea. The fluxes 

between the upper and lower water column (dpm`m-2`day-1) are illustrated as vertical arrows, and the fluxes among marginal seas (dpm`day-1) are 

illustrated as horizontal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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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ventories of 226Ra, 210Pb, 210Po (dpm`m-2), and chlorophyll-a (mg`m-2)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the East Sea, and the East China Sea  

 Station Depth 
(m) 

chlorophyll 
-a 

226Ra 
Total fraction  Particulate (>0.2 µm) 

210Pb 210Po  210Pb 210Po 

Southern 
Sea of 
Korea 

C-2 0-50m 49 4700 6100±100 4500±100  - - 

C-3 0-50m 49 4400 8100±100 6500±100  3400±100 2100±100 

C-4 0-50m 51 4000 9300±200 6800±800  4600±200 1000±800 

East Sea 

E-1 0-50m 45 4100 16700±500 11800±500  5300±600 - 

O-1 0-50m 11 4000 18200±500 11600±500  6400±800 600±600 

O-2 0-50m 25 4100 19000±500 11700±400  6100±600 800±600 

O-3 0-50m 21 4200 18800±200 12200±200  - - 

O-4 0-50m 40 4200 15800±200 13000±300  - - 

East China 
Sea 

CB-5 0-50m - 3100 13400±300 7900±300  - - 

CB-6 0-50m - 3100 11800±400 6000±300  - - 

SB-8 0-50m - 3200 11200±400 9000±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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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idence times of total and particulate 210Pb and 210Po (days), and inventories of chlorophyll-a (mg m-2)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the East Sea, and the East China Sea  

 Station Depth (m) Chlorophyll-a  
Total   Particulate (>0.2 µm)  

210Pb 210Po  210Pb 210Po 

Southern Sea 
of Korea 

C-2 0-50m 49 111±3 590±70  - - 
C-3 0-50m 49 155±2 860±90  66±4 140±30 
C-4 0-50m 51 170±4 540±240  83±9 70±90 

East Sea 

E-1 0-50m 45 301±6 510±50  100±10 - 
O-1 0-50m 11 285±7 460±50  120±20 30±30 
O-2 0-50m 25 375±7 240±10  110±10 20±10 
O-3 0-50m 21 351±5 370±20  - - 

O-4 0-50m 40 293±5 940±140  - - 

East China  
Sea 

CB-5 0-50m - 249±6 290±30  - - 
CB-6 0-50m - 218±7 210±20  - - 
SB-8 0-50m - 207±7 790±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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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동해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의 210Po의 농도는 수심에 대해 

일정하며, 210Pb의 농도는 난수성 소용돌이 외부 해역에서는 표층에서 

최댓값이 나타나며,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 수심 100 m 근방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 포함되는 일부 정점의 210Pb 수직 분포는 

해양에서의 일반적인 분포와 달리 표층에서의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난수성 소용돌이의 100 m 인근 수심과 난수성 소용돌이 표층의 수온, 

염분, 210Pb의 농도가 각각 균일한 점을 통해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 

내의 210Pb의 분포는 대마 난류 기원 해수와 동해 북부 수괴의 혼합으로 

인한 물리적인 효과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의 210Pb과 210Po의 농도가 외부 정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난수성 소용돌이의 작용에 의해 각 핵종이 수렴한 결과로 판단된다. 

물질 수지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210Po의 체류시간은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 약 2배 정도 길게 나타났다.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서 표층과 

하부 수층이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 표층에서의 210Po도 하부 수층으로부터 긴 시간 동안 

격리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어미핵종인 210Pb에 대한 210Po의 결핍의 해역별 분포를 확인해 본 



 

38 

결과, 남해에서의 결핍이 인접한 동해, 동중국해보다 3-4배 가량 낮게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각 해역별로 방사성 붕괴와 대기 기원 

플럭스를 고려한 박스 모델을 이용하여 물질수지를 계산한 결과, 

남해에서의 210Pb의 체류시간은 다른 두 해역보다 더 짧았으나, 210Po의 

체류시간은 다른 두 해역보다 더 길었다.  

인접 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류에 의한 수평 방향의 플럭스를 

박스 모델에 추가하여 새로운 물질수지를 계산해본 결과, 남해에서의 

물질 수지는 정상 상태를 가정하면 210Po의 공급 플럭스(68 dpm`m-

2`day-1, 남해 해역 전체 공급 플럭스의 약 88% 차지)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공급 플럭스는 남해 해역의 수심이 인접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얕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저층에서 기인한 

공급기작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이를 통해 수심이 얕은 대륙붕 해역은 저층으로부터의 플럭스에 

의해 210Po에 대한 공급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210Pb과 유사한 

입자 반응성 원소에 대해서는 대륙붕이 주된 제거 해역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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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haviors of 210Pb and 210Po in  
the marginal seas of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Yu-Sik Jeong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isotope pair, 210Pb and 210Po, is belong to 238U 

decay series. 210Pb in seawater is produced by decay of parent isotope (226Ra), and 

originates from the atmosphere. Most of 210Po in seawater is generally produced by 

decay of parent isotope, 210Pb. Both 210Pb and 210Po are removed by particulate 

scavenging, but 210Po is more efficiently absorbed or utilized by phytoplankton. By 

using these characteristics, 210Po-
210Pb isotope pair has been used for studying 

particulate scavenging or particulate organic carbon export. However, in other 

studies, large deficiencies of 210Po in oligotrophic ocean were reported,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se deficiencies can be explained by preferential 210Po transfer to 

the higher trophic level.  

To determine the behaviors of 210Pb and 210Po in warm eddy area, I measured 

the activities of 210Pb and 210Po in warm eddy area of the East Sea (Sea of Japan) in 

April 2016. The total fraction of 210Pb and 210Po activities was in the range of 3-29 

dpm/100L and 2-9 dpm/100L, respectively, in the upper 200-m lay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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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of 210Po had no trend with depth. The activities of 210Pb showed 

maximum value in the surface water of UW2 and UW5 stations and relatively high 

value around a depth of 100 m in UW5, UW7, and UW9 stations.  

The vertical profiles of 210Pb activity in UW7 and UW9 stations, which were 

belong to the warm eddy area, showed disagreement with general distribution 

of 210Pb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Relatively high values of 210Pb activity lay 

within around 100 m depth. The 210Pb activities of each water mass (~100 m water 

column of UW5, UW7, and UW9 and surface waters of the warm eddy area) has 

uniform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210Pb activit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vertical 210Pb profiles in the warm eddy area, which has no maximum value in 

the surface, were caused by physical mixing of water masses in the warm eddy area. 

The higher activities of 210Pb and 210Po in the warm eddy area than that of outside 

seemed to be caused by convergence effect of the warm eddy. To compare the 

behaviors of 210Po in the warm eddy area to that of outside, a mass balance which 

considers radioactive decay and removal flux was calculated. Residence time 

of 210Po in the warm eddy area was two times higher than that of outside, indicating 

that 210Po in the surface layer of the warm eddy can be isolated below the water 

column for a long time.  

To determine the behaviors of 210Po and 210Pb in different oceanic settings, a 

mass balance model, considering radioactive decay and atmospheric deposition, 

and previously reported 210Pb and 210Po activity distribution data of each sea were 

used for estimating residence times of 210Pb and 210Po. The total fraction of 210Pb 

and 210Po activities was in the range of 9-61 dpm/100L and 7-31 dpm/100L, 

respectively, in the upper 0-50 m water column of the East Sea, the Southern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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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orea, and the East China Sea. Based on the mass balance model, the residence 

time of 210Pb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140 days) was much shorter than that 

of the East Sea (330 days) and the East China Sea (220 days), while the residence 

time of 210Po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630 days) was much longer than that of 

the East Sea (500 days) and the East China Sea (430 days).  

Based on a new mass balance model, considering the atmospheric deposition, 

radioactive decay, and horizontal transport, 210Po is likely to be supplied from the 

bottom sediments of the Southern Sea of Korea (68 dpm m-2 day-1, 88% of total 

input flux), while 210Pb is more effectively removed to the bottom sediments. My 

results suggest that the ocean boundary could be the net source for 210Po, while it is 

the net sink for Pb and most other particle reactive trace metals and radionuclides.  

 

Keywords: 210Po; 210Pb; East Sea; Southern Sea of Korea; warm eddy; mass bal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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