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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방사성 동위원소인 228Ra을 추적자로 이용하여 동해 울릉분지 

해역의 상부 수층에서 유기물과 영양염의 수직 플럭스를 산정하였다.  

극미량으로 해양에 존재하는 228Ra의 수직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류 

장치에 Mn-fiber를 부착하고 체류 시키는 방법으로 Ra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Mn-fiber는 RaDeCC (Radium delayed coincidence 

counter)과 감마 계수기를 이용하여 226Ra과 228Ra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226Ra의 농도는 표층에서 가장 낮은 

농도(5.60±0.15 dpm 100L-1)를 나타냈다. 표층부터 500m까지 수심이 

깊어지면서 226Ra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500m부터 

해저까지는 비교적 일정한 농도(평균: 9.11±0.46 dpm 100L-1)를 

나타내었다. 계류 시료를 통해 측정된 동해의 228Ra/226Ra 수직 분포는 

표층에서 1.0으로 높고, 수심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해양의 수직 확산 플럭스를 산정하기 위해 정상상태를 가정하고, 228Ra을 

추적자로 이용하여 1차원 확산 모델(1-D diffusion model)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동해의 100-500m 수심에서 산정한 수직 와동 

확산 계수는 9.64 cm2 s-1로 나타났다. 확산 계수와 용존 물질의 농도 

구배를 통해 추정한 동해 200m 수심에서의 수직 확산 플럭스는 용존 

유기 탄소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용존 무기 

질소(dissolved inorganic nitrogen; DIN), 용존 무기 인(dissolved 

inorganic phosphorus; DIP)에서 각각 0.45 mol m-2 yr-1, -1.40 mol 

m-2 yr-1 그리고 -0.11 mol m-2 yr-1로 나타났다. 또한, 유광층에서 

생산된 유기물이 산화, 분해되면서 산소가 소모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유광층에서 심층으로의 유기탄소 수송 플럭스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해수 연령과 겉보기 산소 소비량(apparent oxygen utilization; AOU)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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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산소 이용률(oxygen utilization rate; OUR)을 산정하고 

유기탄소의 심층 수송 플럭스(export production)를 측정하였다. 동해 

울릉분지에서 228Ra과 226Ra의 반감기 차이를 이용하여 산정한 해수 

연령은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이 높아지는 분포를 보였으며, 

심층에서 최대 25년의 연령을 나타내었다. 200m부터 2300m까지의 

산소 소모량과 이를 Redfield 비를 사용하여 탄소로 환산한 유기 탄소의 

심층 수송 플럭스는 각각 5.0 mol m-2 yr-1, 7.2 mol m-2 yr-1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층 수송 플럭스(입자성 유기탄소+DOC)의 약 

10 %가 DOC의 수직 확산 플럭스(0.45 mol m-2 yr-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에서 유광층으로 공급되는 DIN의 수직 확산 

플럭스(1.40 mol m-2 yr-1)를 Redfield 비를 사용하여 탄소로 

환산하였을 때 10.2 mol m-2 yr-1로 나타났다. 이렇게 유기물의 심층 

수송 플럭스는 공급된 DIN으로부터의 생산량의 약 50%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심층으로 수송되는 유기 탄소 플럭스와 알려진 

일차생산(primary production) 자료를 통해 산정한 f-ratio(export 

production / primary production)는 0.2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Mn-fiber 계류에 의한 226Ra과 228Ra의 정밀 

수직 농도 분포 측정 방법은 해수의 수직 와동 확산 계수와 심층 해수의 

나이를 정확하게 산정하게 하고, 이러한 값들은 기존의 생지화학적 

방법에 비해 큰 공간 및 시간 스케일에서 용존 물질 및 유기물의 수직 

수송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방법은 향후 

전지구 해양의 물질 및 탄소 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라듐; 계류; 수직 혼합; 와동 확산 계수; 해수 연령; 동해 

 

학   번 : 2017-24974 



 

 iii 

목    차 
 

초    록 ..................................................................................... i 

목    차 ................................................................................... iii 

List of Tables........................................................................... v 

List of Figures ....................................................................... vii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재료 및 방법 ................................................................ 5 

2.1. 연구 해역 ............................................................................... 5 

2.2. 시료 채취 방법 ...................................................................... 9 

2.3. Ra 동위원소 분석 방법 ........................................................ 14 

 

제 3 장 결과 및 고찰 .............................................................. 20 

3.1. 동해의 Ra 동위원소 수직 분포 ............................................ 20 

3.2. 유기탄소 및 영양염의 수직 플럭스 산정 ............................. 31 

3.2.1 수직 와동확산 계수 산정 ............................................ 31 

3.2.2 수직 확산 플럭스 산정 ................................................ 34 

3.3. 산소 이용률을 통한 심층 수송 플럭스 산정 ........................ 38 

3.3.1 해수 연령 계산 ........................................................... 38 



 

 iv 

3.3.2 산소 이용률 및 심층 수송 플럭스 산정 ...................... 40 

 

제 4 장 결    론 .................................................................... 51 

 

참 고 문 헌 ............................................................................. 52 

 

Abstract ................................................................................. 62 

 

감사의 글 ................................................................................ 65 

 

 



 

 v 

List of Tables 
 

 

Table 1. Concentrations of DOC and nutrients in the East Sea. 

The data are from the East Asian Seas Time series 

(EAST) cruises conducted from 2006 to 2017. .......... 12 

Table 2. The activities of 226Ra in seawater samples ............ 23 

Table 3. Measured 228Ra / 226Ra activity ratios and 228Ra 

concentrations in moored samples at EC-01 station. 24 

Table 4 Measured 228Ra / 226Ra activity ratios and 228Ra 

concentrations in moored samples at EC-trap01 

station....................................................................... 26 

Table 5. Measured 228Ra / 226Ra activity ratios and 228Ra 

concentrations in moored samples at EC-trap02 

station....................................................................... 28 

Table 6. The constituent gradients and vertical fluxes in the 

East Sea. .................................................................. 37 

Table 7. Water ages calculated from 228Ra at station EC-01. 43 

Table 8. Water ages calculated from 228Ra at station EC-

trap01. ...................................................................... 44 



 

 vi 

Table 9. Water ages calculated from 228Ra at station EC-

trap02. ...................................................................... 45 

Table 10. The O2 consumption and export production of the 

East Sea. .................................................................. 50 

 



 

 vii 

List of Figures 
 

 

Figure 1. The natural uranium-thorium decay series(Van Der 

Loeff, 2008). ................................................................ 4 

Figure 2. A topographic map of the East Sea with isobaths of 

200, 1000, 2000, and 3000 m. The stations for the 

mooring system where radium sampling was 

conducted are indicated by blue circle. JB, UB, and YB 

denote the Japan Basin, Ulleung Basin, and Yamato 

Basin, respectively. .................................................... 7 

Figure 3. A map showing the sampling location where the 

mooring system is located (blue circle) in the Ulleung 

Basin. Both mooring and water samples were 

collected at the station EC-01. KP, UT, UIG, AS, UI, 

and DI denote the Korea Plateau, Ulleung Trough, 

Ulleung Interplain Gap, Anyongbok Seamount, Ulleung 

Island, Dok Island, respectively. ................................. 8 

Figure 4. A simplified schematic of the mooring system (left) 

and photographs of Mn-fiber attached to the mooring 

line (right). ............................................................... 13 



 

 viii 

Figure 5. The flow chart of the analytical procedure for 

determining Ra activity in the seawater and moored 

samples from May 18, 2017 to May 29, 2017 at station 

EC-01. ...................................................................... 16 

Figure 6. The flow chart of the analytical procedure for 

determining Ra activity in the moored samples from 

Oct. 2017 to Mar. 2018 at station EC-trap01 and EC-

trap02. ...................................................................... 17 

Figure 7. Radium delayed coincidence counter (RaDeCC) 

system used for measuring radium isotope (226Ra). .. 18 

Figure 8. Two types of gamma counter for radium isotope 

(226Ra, 228Ra) analysis. The photo show insides of a 

well-type (left) and a coaxial-type (right) gamma 

counter. .................................................................... 19 

Figure 9. The vertical profiles of 228Ra / 226Ra activity ratios 

against depth in the East Sea. The lines denote the 

surfaces of bottom sediments (EC-trap01, solid line; 

EC-trap02, dotted line; EC-01, deviant crease line). 30 



 

 ix 

Figure 10. 𝐥𝐧𝑨𝟎𝑨𝒛 values against water depth (m) at EC-01 

station, where A0 is the 228Ra activity at the boundary 

(x = 0) and Az is the 228Ra activity at each depth. ..... 36 

Figure 11. Water ages based on 228Ra / 226Ra ratios (this study) 

in the Ulleung Basin and pCFC-11/pCFC-12 ratio 

(Min, 1999) in the Japan Basin. ................................. 46 

Figure 12. The vertical profile of apparent oxygen utilization 

(AOU) against depth in the East Sea......................... 47 

Figure 13. The plot of correlation between AOU (μmol L-1) 

and water age (yr) estimated by Ra isotope in the East 

Sea. The lines are best fit for samples collected within 

each age range. The slope of the AOU versus age is 

0.43 mg L-1 yr-1 with R2=0.998 within 10 years and 

the slope is 0.13 mg L-1 yr-1 with R2=0.994 when the 

age is more than 10 years. ....................................... 48 

Figure 14. Oxygen utilization rates from 228Ra age estimated 

in the East Sea. The lines show how the integral was 

performed to find the remineralization rate. ............. 49 



 

 1 

제 1 장 서    론 
 

라듐(Radium; Ra)은 네 개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동위원소를 

가지는 방사성 핵종이다. 226Ra은 238U 계열, 223Ra은 235U 계열, 224Ra과 

228Ra은 232Th의 붕괴 계열에 속하며, 다양한 범위의 반감기(223Ra, 

t1/2=11.4일; 224Ra, t1/2=3.6일; 226Ra, t1/2=1602년; 228Ra, t1/2=5.7년)를 

가진다(Figure 1). Ra의 원자번호는 88이며, 알칼리토금속에 속하는 

다른 원소들(Mg, Ca, Sr, Ba)과 유사한 화학적 특성을 나타낸다(IAEA, 

2014; Li et al., 1973). 

연안에서 Ra은 입자에 흡착되어 강물을 통해 하구로 유입되며, 

해수를 만나 입자로부터 탈착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화학적 거동의 

특성은 담수와 해수 중에서 Ra의 흡착 계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며, 하구역으로 Ra이 공급되는 중요한 기작이다(Li et al., 1977). 

또한, 해양에서 Ra은 심해나 대륙붕의 퇴적물에서 입자 흡착성이 강한 

토륨으로부터 생성된 후 경계 면을 통해 일정한 속도로 확산되어 수층에 

공급된다(Li et al., 1977; Moore, 2000b). 수중으로 유입된 Ra은 방사 

붕괴를 제외하고는 보존적인 거동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해수 

혼합의 유용한 추적자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추적자로서의 Ra은 

Koczy(1958)에 의해 처음 알려진 이후 분석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범위에서 연구되어왔다. 그 활용의 예로 해수의 연령을 계산하고 

체류 시간을 산정하는 연구(Harada and Tsunogai, 1986; Moore, 

2000a), 이류-확산 모델을 이용하여 해수의 혼합을 추적하는 

연구(Charette et al., 2007; Moore, 2000b; Su et al., 2013),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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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를 이용한 지하수 유출 등의 플럭스 연구(Burnett et al., 2008; 

Kim et al., 2008; Moore, 1996, 2007) 등이 있다. 

그동안 Ra을 추적자로 사용한 연구들은 대체로 짧은 반감기의 

223Ra과 224Ra을 이용해 수평 혼합을 추정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 

되어왔다(Colbert and Hammond, 2007; Hancock et al., 2006; Moore, 

2000b). 하지만 수온 약층을 가로지르는 수직 혼합은 수평 혼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반감기가 짧은 223Ra과 224Ra는 

수직 혼합의 추적자로 적합하지 않다. 한편, 228Ra은 1년에서 30년 

사이의 시간 범위에서 추적자로 활용하기 적합한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해양에서 수직 혼합 과정을 이해하거나 해수의 연령을 계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Kaufman et al., 1973; Moore, 1969). 그러나 

해양에서 228Ra은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외해에서 매우 낮은 농도로 분포하고, 특히 저층에서는 더 낮은 농도로 

존재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의 조사 해역인 동해 표층에서 

228Ra의 농도는 2-23 dpm 100L-1의 값을 나타내며, 200-500m에서 

0.7-3.3 dpm 100L-1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15).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000 L 이상의 많은 해수 시료를 

농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Kaufman et al., 1973), 정밀하게 측정된 

228Ra의 수직 분포는 드물게 보고가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류 장치에 망간 파이버를 부착하고, 해수에 장기간(2주-6개월)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다량의 해수가 통과한 높은 농도의 Ra 시료를 

채취하여 수직 와동 확산 계수와 해수 연령을 계산하는 추적자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염화불화탄소(Chlorofluorocarbon; CFC)나 

삼중수소(Tritium)를 추적자로 이용한 연령 계산법은 기체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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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핵실험 등을 통해  주로 생성되기 때문에 

환경 중에 유입되는 농도가 일정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Jenkins, 1982). 

이로 인해 해수의 이동이나 생물 활동이 활발한 표층 부근의 비교적 

얕은 층에서 얻어진 수직 플럭스에 대한 신뢰도는 낮으며, 핵실험 

등으로 추적자가 다량 배출되기 전의 오래된 해수와 배출량이 감소된 

후의 연령이 낮은 해수가 구분이 어렵고 큰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Hahm and Kim, 2008; Min, 1999; Sonnerup, 2001; Warner et al., 

1996). 그에 비해 Ra의 농도 비를 이용한 연령 측정은 Ra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천연방사성 핵종으로 일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정밀한 해수 연령을 측정할 수 있으며, 시료 보관이 간편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Moore, 2000a; Sarmiento et al., 1990). 

본 연구에서는 228Ra과 226Ra의 농도 분포를 이용하여 심해에서 

확산을 통해 유광층으로 공급되는 영양염의 플럭스와 유광층에서 

심층으로의 유기물 침강 플럭스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해역인 동해에서 (1) 계류 장치를 이용하여 228Ra의 정밀한 수직 

분포를 획득하였다. (2) 연직 와동 확산 계수(vertical eddy diffusion 

coefficient)를 계산하고, 동시에 용존 영양염의 수직 농도 구배를 

조사하여 저층으로부터 유광층으로 공급되는 영양염의 확산 플럭스를 

산정하였다. 또한, (3) 유기 탄소가 분해되어 무기물로 전환되는 

재무기화(remineralization)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는 특성을 

이용하였다. 해수의 연령을 계산하고 산소 이용률(oxygen utilization 

rate; OUR)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광층에서 심층으로 수송되는 

유기물의 플럭스(export production)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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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natural uranium-thorium decay series(Van Der Loeff,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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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료 및 방법 
 

 

2.1. 연구 해역 
 

동해(East Sea)는 아시아 대륙과 한반도, 일본 열도로 둘러 쌓인 

반폐쇄성 연해(marginal sea)로, 해역 면적은 1012 m2, 최대 수심은 

3800m 이다. 동해의 해저 지형은 북부의 일본 분지(Japan Basin), 

서남부의 울릉분지(Ulleung Basin), 동남부의 야마토 분지(Yamato 

Basin)의 3개 분지로 구분되어 있다. 동해의 남부는 동중국해(East 

China Sea)와 대한 해협(Korea strait)을 통해 연결되어있고, 동부는 

북태평양(North Pacific)과 쓰가루 해협(Tsugaru Strait)을 통해 

연결되어있으며, 오호츠크해(Sea of Okhotsk)와는 라페루즈(소야) 

해협(La Perouse Strait, Soya Strait)으로 연결되어있다. 동해는 수심이 

150m 이내로 좁고 얕은 해협을 통해서만 인접한 바다와 제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쿠루시오 해류(Kuroshio Current)에서 갈라져 나와 

대한 해협을 통해 동해로 진입하는 대마난류(Tsushima Warm 

Current)가 상층 200 m를 형성하고 있다(Chang et al., 2004). 

 외부와 분리된 심층 순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동해의 순환은 

대양의 열염분대순환(thermohaline circulation)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100년 이내의 체류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양의 축소모형으로 여겨지며 해양 순환을 연구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Kim et al., 2001b). 동해는 40°N 부근에 위치하는 

아극전선(subpolar front)에 의해 북부의 차가운 수괴와 남부의 따뜻한 

수괴가 구분되고, 북부에서 저층수가 형성되어 울릉도(Ull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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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nd)와 독도(Dok Island) 사이의 좁은 해저 간극인 UIG(Ulleung 

Interplain Gap)를 통해 남쪽인 울릉분지로 유입된다(Chang et al., 

2002). 연구 해역인 울릉분지는 유입된 심층수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Chang et al., 2002; Senjyu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동해의 울릉분지에서 총 3개의 정점: EC-01 

정점(37°20′N, 131°25′E), EC-trap01정점(37°38′N, 

131°21′E), EC-trap02정점(37°0′N, 131°0′E)에 실시된 계류 

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 하였다(Figure 2, 3). EC-01정점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UIG에 위치하며, 일본분지와 울릉분지 간의 심층 

해수가 유일하게 교환되는 통로이다. EC-trap01 정점은 한국 

대지(Korea Plateau)와 안용복 해산(Anyongbok Seamount) 사이에 

위치하고, EC-trap02 정점은 울릉분지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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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topographic map of the East Sea with isobaths of 200, 

1000, 2000, and 3000 m. The stations for the mooring system where 

radium sampling was conducted are indicated by blue circle. JB, UB, 

and YB denote the Japan Basin, Ulleung Basin, and Yamato Basi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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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map showing the sampling location where the mooring 

system is located (blue circle) in the Ulleung Basin. Both mooring and 

water samples were collected at the station EC-01. KP, UT, UIG, AS, 

UI, and DI denote the Korea Plateau, Ulleung Trough, Ulleung 

Interplain Gap, Anyongbok Seamount, Ulleung Island, Dok Islan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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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료 채취 방법 
 

해수 중 Ra의 분석을 위해서 망간 파이버(MnO2-impregnated 

fiber;  Mn-fiber)에 Ra 동위원소를 흡착 시켜 농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Moore and Reid, 1973). 실험실에서 아크릴 섬유(acrylic 

fiber)를 0.4M 과망간산칼륨(KMnO4)용액에 넣고 80℃-85℃ 에서 

4시간 가열하여 코팅한 망간파이버를 제작하였으며, 증류수로 헹구어 준 

후 사용 할 때까지 지퍼 백에 담아 습윤한 상태로 보관하였다(Moore, 

1976). 

 외해에서 228Ra은 매우 낮은 농도로 분포하기 때문에 228Ra의 

분석을 위해서는 해수 시료를 대량으로(1000 L 이상)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보통 조사 항해에서는 시간이 제한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228Ra 의 정밀한 수직분포를 획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류 장치에 망간 파이버를 부착하고, 해당 수심의 해수에 

장기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Ra 동위원소를 농축하여 높은 농도의 

228Ra 시료를 확보하였다(Figure 4).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 항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 2017년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국립해양조사원의 

연구선 해양2000호를 이용하여 한 개 정점(EC-01)에서 계류를 

실시하고, 해수 시료를 채수하였다. 계류는 2017년 5월 29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선 이어도호를 이용하여 회수하였다. 

(2) 2017년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2018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두 차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선 이어도호를 이용하여 두 

개의 정점(EC-trap01, EC-trap02)에서 계류가 실시되고, 회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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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Ra의 수직 분포를 파악하기위해 이용한 계류 장치는 

총 3개 정점에서 실시 되었다. EC-01정점에서 2017년 5월 18일에 

계류하여 5월 29일 회수하였고(12일), EC-trap01정점에서 2017년 

10월 16일 계류하여 2018년 3월 30일 회수하였으며(166일), EC-

trap02정점에서 2017년 10월 17일 계류하여 2018년 3월 29일 

회수하였다(164일). 실험실에서 제작한 망간 파이버(건조 중량으로 약 

24g)를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재질의 망에 담아 계류 장치에 약 

100m 간격으로 부착하여 체류 시킨 후 회수하였으며, 망간 파이버 

시료는 회수된 직후 이중 지퍼 백으로 밀봉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Ra의 정량 분석을 위해 한 개 정점(EC-01)에서 총 6개 수심 각 

60L의 해수 시료를 로젯 채수기를 이용하여 채수하였다. 채수된 시료는 

현장에서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재질의 큐비테이너(Cubitainer) 

용기에 옮겨 담아 망간 파이버(건조 중량으로 약 16g)가 담긴 아크릴 

컬럼(acrylic column; 직경 4cm, 길이 15cm)에 중력류의 속도(gravity 

flow; <1 L/min)로 통과시켜 Ra을 흡착 시켰다. 흡착된 망간 파이버 

시료는 이중 지퍼 백으로 밀봉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Kim et al., 

2005). 

용존유기탄소와 영양염 자료는 2006년부터 2017년 까지 동해 심층 

해수 생성 및 물질 순환 기작 규명(East Asian Seas Time series; 

EAST) 과제를 통해 보고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Table 1). 

2010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연 1회 이상의 조사 항해를 실시 

하였으며, 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특이 값을 제거하고자 

±2SD(표준편차) 수준을 만족하는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겉보기 산소 

소비량(apparent oxygen utilization; AOU) 계산을 위한 자료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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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국립해양조사원의 연구선 해양2000호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동해 울릉분지 해역에서SBE 9/11 CTD (Sea-

Bird Electronic Inc., Bellevue, WA, USA)를 통해 수온, 염분, 용존 

산소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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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centrations of DOC and nutrients in the East Sea. The data 

are from the East Asian Seas Time series (EAST) cruises conducted 

from 2006 to 2017. 

Date Cruise 

July, 2006 EAST Haeyang2000 (KHOA) 

May, 2007 EAST KOR-RUS 

August, 2008 EAST Haeyang2000 (KHOA) 

May, 2009 EAST Tamyang  

July, 2009 EAST KOR-RUS 

August, 2011 EAST Haeyang2000 (KHOA) 

March, 2012 EAST Haeyang2000 (KHOA) 

October, 2012 EAST KOR-RUS 

March, 2013 EAST Haeyang2000 (KHOA) 

April, 2014 EAST KOR-RUS 

November, 2014 EAST Haeyang2000 (KHOA) 

April, 2015 EAST KOR-RUS 

February, 2017 EAST Onnuri (KIOST) 

May, 2017 EAST Haeyang2000 (K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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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simplified schematic of the mooring system (left) and photographs of Mn-fiber attached to the mooring lin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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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a 동위원소 분석 방법 
 

첫 번째 계류 시기(2017년 5월 29일)에 회수된 EC-01정점의 

망간 파이버 시료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감마선을 계측하여 

226Ra(t1/2 = 1602년), 228Ra(t1/2 = 5.7년)을 분석하였다(Figure 5). 망간 

파이버 시료는 증류수를 이용하여 3번 헹구어 염과 이물질을 제거해 

주었다. 이후 회화로(Muffle furnace)에서 820℃의 온도로 16시간 동안 

회화시켜 계측 용기에 옮겨 담는다(Charette et al., 2001). 시료는 

222Rn(t1/2=3.8일)이 새어 나가지 않게 밀봉하여 226Ra이 딸핵종과 

평형에 이르도록 3주 이상(222Rn 반감기의 5배) 기다린다(Kim et al., 

2003). 전처리를 마친 시료는 우물형 감마 계측기(well-type high 

purity germanium detector, GCW4023, Canberra, USA)(Figure 8)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26Ra은 214Pb (351.9 KeV)의 피크(peak)를 

이용하고 228Ra은 228Ac (911 Kev)의 피크를 이용하여 방사선 

계수율(count per minute)을 구하였다. 결과를 표준화하기 위해, 망간 

파이버에 표준물질(226Ra, 228Ra)을 첨가하여 시료와 동일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감마 계측기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표준물질의 계수율을 

이용하여 시료의 Ra 농도를 계산하였고, 시료 채취 시간으로부터의 

방사 붕괴를 보정해 주었다. 

두 번째 계류 시기(2018년 3월)에 회수된 두 정점(EC-trap01, 

EC-trap02)의 망간 파이버 시료는 회화하지 않고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Ra 농도를 측정하였다(Figure 6). 먼저, RaDeCC(Radium delayed 

coincidence counter; Scientific Computer Instruments, USA)(Figure 

7)을 이용하여 226Ra의 농도를 측정 하였다(Waska et al., 2008). 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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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버는 증류수를 이용해 3번 헹구어 염을 제거하였고 Rn 방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분함량을 약 1 (수분 중량/망간 파이버 중량)로 

조절하였다(Kim et al., 2001a; Sun and Torgersen, 1998). 망간 

파이버는 PVC 컬럼에 넣어 밸브를 닫아 밀봉한 뒤 딸핵종인 222Rn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3-10일간 ingrowth 시켰다. 이후, 계측 챔버 

내부로 222Rn 을 균일하게 공급하기 위해 컬럼을 RaDeCC에 연결하고 

펌프를 이용하여 6-8 L/min의 속도로 15분간 순환시키고 밸브를 

닫아주었다. 222Rn과 딸핵종들이 평형이 되도록 약 3시간 안정화를 시킨 

후 계측하였다(Figure 7). 각각의 검출기에 대한 계측 효율은 아는 

농도의 226Ra이 흡착되어 있는 망간 파이버를 계측하여 계산하였으며, 

검출기의 바탕 농도(background)를 빼주어 보정하였다. 컬럼에 밀봉한 

시간이 어미 핵종인 226Ra과 평형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식을 이용해 최종 농도를 보정해 주었다. 

 

𝐴0 = 𝐴𝑡 (1 − 𝑒−𝜆𝑡)⁄                        (1) 

 

A0는 226Ra과의 평형이 되는 농도이고, t는 밀봉한 시간, At는 계측된 

농도, λ는 222Rn의 붕괴 상수(0.18 day-1)를 의미한다. 

RaDeCC를 이용한 226Ra의 분석을 마친 망간 파이버는 228Ra의 

농도를 구하기위해 평판형 감마 계측기(coaxial-type gamma detector, 

GC3018, Canberra, USA)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Figure 8). 228Ac 

(911 Kev)의 피크를 이용하여 방사선 계수율을 구하였으며. 표준 

물질을 첨가한 후 geometry를 같게 한 표준 시료를 이용해 Ra 

동위원소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16 

 

Figure 5. The flow chart of the analytical procedure for determining Ra activity in the seawater and moored samples from 

May 18, 2017 to May 29, 2017 at station E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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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flow chart of the analytical procedure for determining 

Ra activity in the moored samples from Oct. 2017 to Mar. 2018 at 

station EC-trap01 and EC-tra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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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adium delayed coincidence counter (RaDeCC) system used 

for measuring radium isotope (226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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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wo types of gamma counter for radium isotope (226Ra, 228Ra) 

analysis. The photo show insides of a well-type (left) and a coaxial-

type (right) gamma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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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3.1. 동해의 Ra 동위원소 수직 분포 
 

해수 시료를 통해 계측한 226Ra의 수직 분포는 표층에서 

5.60±0.15 dpm 100L-1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이후 수심이 

깊어지면서 226Ra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500m아래부터 

해저까지 일정한 농도(평균: 9.1±0.5 dpm 100L-1)를 나타내었다(Table 

2). 이는 해저 퇴적물에서 어미 핵종인 230Th(t1/2=75,690년)의 붕괴로 

생성된 226Ra이 공극수를 통해 해수 중으로 확산되며 혼합 되기에 

발생하는 분포특성이다. 226Ra의 표층 농도는 동해에서 7.0±0.4 dpm 

100L-1, 북서태평양에서는 8.0±0.4 dpm 100L-1, 북동태평양에서는 

6.6±0.6 dpm 100L-1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표층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이고 저층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여, 500m 

이하에서는 일정한 농도의 분포를 가진다(Harada and Tsunogai, 1986; 

Moore and Dymond, 1991). 

계류 시스템에 부착한 망간 파이버를 분석하여 얻은 226Ra과 228Ra 

의 결과는 계류된 기간 동안 각각의 망간 파이버에 통과된 해수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농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28Ra/226Ra의 

농도 비 값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비 값의 유용성은 Moore(1969)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연구 해역에서 228Ra/226Ra 농도 비 값은 

표층에서 높고, 1000m까지 수심이 깊어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Table 3, 4, 5, Figure 9). 이는 228Ra의 농도가 표층에서 

높으며 수심이 수백m 아래로 내려가면 검출 한계 이하일정도로 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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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Kaufman et al., 1973; Moore, 1969). 

228Ra은 해저 퇴적물의 232Th(t1/2 = 1.4×1010년)으로부터 생성되어 

수중으로 확산하여 공급되는데, 그 반감기가 짧아 해저로부터 표층까지 

확산되기 전에 붕괴되어 버린다. 즉 표층의 높은 비 값은 이 해역에서의 

228Ra의 공급 경로가 해저 면으로부터의 확산이 아니라, 대륙붕으로부터 

공급된 228Ra이 수평혼합으로 표층에 빠르게 수송된 후 수직적으로 

확산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228Ra이 상층 해수에서 

수직 확산 플럭스를 산정하는 추적자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Kaufman et al., 1973). 

EC-01정점의 저층 부분에서는 228Ra/226Ra 농도 비 값이 다른 

정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2280m: 0.42)을 나타내었다(Table 3, 

4, 5, Figure 9). 본 연구에서 EC-01, EC-trap01, EC-trap02 정점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시료는 해저로부터 각각 33m, 262m, 93m에 

위치한다. Moore (1969)에 따르면 해저 면에서 100m 이내까지 

228Ra의 심해로부터의 공급이 강하게 관찰된다고 하였다. EC-

01정점에서 가장 깊은 수심의 시료가 다른 정점에 비해 해저에서 

가깝기 때문에 228Ra/226Ra 농도 비가 높은 값을 보임을 시사한다. 반면, 

EC-trap01정점에서는 해저로부터의 거리가 멀어 심해로부터의 공급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울릉분지 해역에서의 해수의 

유속은 EC-01정점에서 1.4-2.4 cm s-1이고, EC- trap02정점에서는 

0.7 cm s-1로 보고된 바 있으며(Chang et al., 2002), 이에 따라 유속이 

느린 EC-trap02정점의 저층에서 수직적으로 해수가 정체되어228Ra의 

심해로부터의 공급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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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자로 활용된 228Ra의 농도를 알기 위해, 계류 시료를 측정한 

228Ra/226Ra의 비 값과 해수 시료를 측정한 226Ra (dpm 100 L-1)의 

농도를 (1)의 식을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226Ra 의 농도는 내삽법을 

이용하여 228Ra/226Ra 비 값과 수심을 맞추어 주었다(Table 2, 3, 4, 5).  

 

𝑅𝑎228

𝑅𝑎226 × 𝑅𝑎226  (𝑑𝑝𝑚 100 𝐿−1) = 𝑅𝑎228  (𝑑𝑝𝑚 100 𝐿−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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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ctivities of 226Ra in seawater samples 

Station Depth (m) 
Height above 

the bottom (m) 
226Ra (dpm 100 L-1) 

EC-01 0 2313 5.60±0.15 

 300 2013 4.05±0.16 

 500 1813 9.19±0.24 

 1000 1313 9.49±0.23 

 2000 313 9.40±0.16 

 2298 15 8.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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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sured 228Ra / 226Ra activity ratios and 228Ra concentrations in moored samples at EC-01 station. 

Station Depth (m) 
Height above the 

bottom (m) 
228Ra / 226Ra  228Ra (dpm 100 L-1) 

EC-01 1 2312 1.04 4.79±0.23 

 57 2256 1.02 5.09±0.18 

 112 2201 0.76 4.06±0.14 

 220 2093 0.57 3.44±0.11 

 329 1984 0.43 2.87±0.12 

 436 1877 0.36 2.65±0.11 

 543 1770 0.24 2.16±0.12 

 648 1665 0.15 1.37±0.08 

 752 1561 0.12 1.07±0.06 

 855 1458 0.13 1.19±0.07 

 1059 1254 0.12 1.10±0.07 

 1159 1154 0.13 1.12±0.06 

 1279 1034 0.18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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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Station Depth (m) 
Height above the 

bottom (m) 
228Ra / 226Ra  228Ra (dpm 100 L-1) 

EC-01 1384 929 0.18 1.56±0.09 

 1489 824 0.13 1.05±0.07 

 1594 719 0.14 1.19±0.07 

 1802 511 0.21 1.90±0.13 

 1906 407 0.26 2.35±0.18 

 2010 303 0.27 2.45±0.16 

 2114 199 0.25 2.26±0.15 

 2196 117 0.38 3.43±0.21 

 2280 33 0.42 3.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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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sured 228Ra / 226Ra activity ratios and 228Ra concentrations in moored samples at EC-trap01 station. 

Station Depth (m) 
Height above the 

bottom (m) 
228Ra / 226Ra 228Ra (dpm 100 L-1) 

EC-trap01 250 2119 0.62 3.82±0.12 

 280 2089 0.55 3.52±0.10 

 325 2044 0.42 2.77±0.12 

 375 1994 0.31 2.12±0.10 

 425 1944 0.20 1.43±0.06 

 525 1844 0.18 1.66±0.10 

 625 1744 0.12 1.12±0.07 

 725 1644 0.12 1.07±0.07 

 825 1544 0.13 1.16±0.09 

 925 1444 0.06 0.55±0.04 

 1025 1344 0.09 0.78±0.08 

 1070 1299 0.08 0.74±0.06 

 1370 999 0.12 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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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Station Depth (m) 
Height above the 

bottom (m) 
228Ra / 226Ra 228Ra (dpm 100 L-1) 

EC-trap01 1670 699 0.12 1.08±0.09 

 1770 599 0.08 0.76±0.06 

 1870 499 0.09 0.81±0.05 

 1970 399 0.09 0.82±0.06 

 2020 349 0.05 0.49±0.04 

 2070 299 0.11 1.00±0.09 

 2077 292 0.09 0.83±0.09 

 2107 262 0.08 0.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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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sured 228Ra / 226Ra activity ratios and 228Ra concentrations in moored samples at EC-trap02 station. 

Station Depth (m) 
Height above the 

bottom (m) 
228Ra / 226Ra 228Ra (dpm 100 L-1) 

EC-trap02 370 1830 0.34 2.35±0.11 

 400 1800 0.27 1.95±0.11 

 450 1750 0.19 1.41±0.08 

 500 1700 0.17 1.33±0.09 

 550 1650 0.10 0.93±0.09 

 650 1550 0.10 0.91±0.06 

 760 1440 0.17 1.51±0.13 

 860 1340 0.06 0.53±0.04 

 965 1235 0.08 0.76±0.06 

 1010 1190 0.05 0.43±0.04 

 1110 1090 0.07 0.60±0.04 

 1210 990 0.04 0.39±0.03 

 1410 790 0.09 0.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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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Station Depth (m) 
Height above the 

bottom (m) 
228Ra / 226Ra 228Ra (dpm 100 L-1) 

EC-trap02 1615 585 0.10 0.93±0.05 

 1710 490 0.07 0.67±0.06 

 1810 390 0.09 0.80±0.05 

 1920 280 0.09 0.78±0.05 

 2020 180 0.06 0.52±0.04 

 2070 130 0.07 0.66±0.05 

 2077 123 0.06 0.58±0.07 

 2107 93 0.04 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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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vertical profiles of 228Ra / 226Ra activity ratios against 

depth in the East Sea. The lines denote the surfaces of bottom 

sediments (EC-trap01, solid line; EC-trap02, dotted line; EC-01, 

deviant creas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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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기탄소 및 영양염의 수직 플럭스 산정 

3.2.1 수직 와동확산 계수 산정 

 

Ra 농도가 방사 붕괴와 물의 혼합을 제외하고는 보존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1차원 확산 모델(one-dimensional diffusion model)을 통해 

수직 플럭스를 산정 해 볼 수 있다. 성층이 강한 수온약층에서는 수직적 

난류 혼합이 억제되고 장시간 해당 수심에서 체류하며 누적된 평균 Ra 

농도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류(advection)에 의한 혼합이 무시할 

만하다고 가정하였다. 

 

𝑑𝐴

𝑑𝑡
= 𝐾𝑧

𝜕2𝐴

𝜕𝑧2 − 𝜆𝐴,                    (2) 

 

여기서 A(dpm 100 L-1)는 228Ra의 농도, KZ (cm2 s-1)는 수직 와동 

확산 계수, z(m)는 수심 간격, λ(0.12 yr-1)는 228Ra의 방사 붕괴 

상수이다. 모델에서 Ra의 유일한 공급원이 표층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확산이고 방사 붕괴와 수직 혼합만이 Ra의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가정하였다. 정상상태조건 (
𝑑𝐴

𝑑𝑡
= 0) 에서 z가 0m일때, Az=A0이고, 

x=∞에서 Az=0 임을 가정하여 식 (2)는 다음 식 (3)으로 변환할 수 

있다. 

 

𝐴𝑧 = 𝐴0 𝑒𝑥𝑝 [−𝑧√
𝜆

𝐾𝑧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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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0는 z (m) 가 0일 때 즉, 공급원에서의 Ra 농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혼합층 아래인 100m 지점을 기준으로 잡았다. Az는 

기준점으로부터 z (m) 만큼 떨어진 수심에서의 Ra 농도이다. (3)의 

식은, 자연 로그를 이용해 (4)의 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ln
𝐴0

𝐴𝑧
= 𝑧√

𝜆

𝐾𝑧
                       (4) 

 

수직 와동 확산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4)의 식을 활용하여 

ln 𝐴0 𝐴𝑧⁄  와 z (m)를 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으며(Figure 

10),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인 √𝜆 𝐾𝑧⁄ 를 통해 수직 와동 확산 계수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228Ra의 분포를 활용하여 나타낸 수심 

100m부터 500m까지의 기울기는 0.002였고 R2는 0.999로 

나타났다(Figure 10). 이러한 선형의 높은 상관관계는 이 시스템에서 

이류에 의한 혼합은 무시할 만하고 확산에 의해서 조정되는 환경이라는 

가정이 유효함을 의미한다(Moore, 2000b). (4)의 식을 이용해 계산한 

수심 100m부터 500m 사이의 수직 와동 확산 계수는 30,401 m2 yr-1 

(9.64 cm2 s-1)로 나타났다. 높은 영양염 해역인 남극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된 수직 와동 확산 계수는 표층에서부터 300m까지와 

300m부터 1000m까지 에서 각각, 11-100 cm2 s-1, 1.5 cm2 s-1로 

나타났다. 이는 300m보다 상층의 수층에서 더 빠른 수직 혼합이 

일어남을 의미한다(Charette et al., 2007). 다만 동일한 해역에서 

CTD/LADCP를 통해 측정된 수직 와동 확산 계수는 300m-

1000m에서 0.35-0.66 cm2 s-1로 나타났으며(Garabato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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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을 통해 측정한 값과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표층 환경이 

지나치게 역동적이었기 때문이거나, 수직 와동 확산 계수를 산정함에 

있어 LADCP에 비해 Ra을 통한 산정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확산 

계수를 산정할 수 있기에 나타나는 차이로 여겨진다(Charette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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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직 확산 플럭스 산정 

 

앞서 3.2.1절에서 계산된 수직 와동 확산 계수와 다음 (5)의 식을 

이용하여 화학 구성성분들의 수직 확산 플럭스를 산정 하였다. 

 

𝐾𝑧  (
𝑚2

𝑦𝑟
) × 𝑐𝑜𝑛𝑠𝑡𝑖𝑡𝑢𝑒𝑛𝑡𝑠 𝑔𝑟𝑎𝑑𝑖𝑒𝑛𝑡𝑠 (

𝜇𝑚𝑜𝑙

𝐿 𝑚
) =

𝐶ℎ𝑒𝑚𝑖𝑐𝑎𝑙 𝑐𝑜𝑛𝑠𝑡𝑖𝑡𝑢𝑒𝑛𝑡𝑠 𝑓𝑙𝑢𝑥 (
𝑚𝑜𝑙

𝑚2 𝑦𝑟
)                     (5) 

 

여기서 겨울철 혼합층의 아래 부분인 200m에서 구성 성분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Shewhart’s technique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Kodama et al., 2016). 동해에서 수집된 해당 지역의 농도 

분포를 101m-150m, 151m-200m, 201m-300m의 3개 수심으로  

나누어 농도 기울기를 계산하였다. 또한, 특이 값을 제거하기위해 

±2SD 이내의 범위로 들어오는 자료만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기울기는 용존 유기 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DOC), 

용존 무기 질소(dissolved inorganic nitrogen; DIN) 그리고 용존 

무기인(dissolved inorganic phosphorous; DIP)에서 각각 0.015 μmol 

L-1 m-1, -0.046 μmol L-1 m-1, -0.004 μmol L-1 m-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5)의 식으로 산정한 DOC와 DIN, DIP의 200m에서의 수직 

플럭스는 각각, 0.45 mol m-2 yr-1, -1.40 mol m-2 yr-1, -0.11 mol m-

2 yr-1으로 산정되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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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표적인 빈 영양 해역인 Sargasso해에서의 

질산염(nitrate) 수직 플럭스인 -0.6 mol m-2 yr-1에 비해 연구 해역인 

동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의 질산염이 표층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Jenkins and Wallace, 1992). 이는 동해 울릉분지가 

영양염이 적은 대마 난류가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일차생산을 

보이는 이유가 심층 영양염의 수직적 혼합에 의한 영향이라는 

연구결과와 부합한다(Hyun et al., 2009; Yamada et al., 2005; Yoo and 

Kim, 2004; 이재철,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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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𝐥𝐧(𝑨𝟎 𝑨𝒛⁄ ) values against water depth (m) at EC-01 station, 

where A0 is the 228Ra activity at the boundary (x = 0) and Az is the 
228Ra activity at each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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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constituent gradients and vertical fluxes in the East Sea. 

 Chemical constituents 

 DOC DIN DIP 

Gradients (100-300 m) 
0.015 -0.046 -0.004 

(μmol L-1 m-1) 

Flux (200 m) 
0.45 -1.40 -0.11 

(mol m-2 y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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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소 이용률을 통한 심층 수송 플럭스 산정 

3.3.1 해수 연령 계산 

 

해수의 연령(age) 계산은 체류시간(residence time)을 구하거나, 

용존 물질들의 수송이나 반응성 등의 거동을 알기 위한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Moore et al., 2006). 해양의 심층 수송 플럭스를 산정하기 위한 

OUR을 계산하기 위해, 해당 수심에서 해수의 연령과 AOU의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Ra의 공급은 표층으로부터 일정하게 공급되어 

수직적으로 확산되며, 저층으로부터의 확산 등 추가적인 공급원은 

상층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무시할 만하다고 가정하였다. 20년 이내의 

수괴 연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해에서 적합한 추적자인 

228Ra/226Ra의 농도 비 값을 이용하여 각 깊이에서 해수의 연령(age)를 

계산하였다(Kim et al., 2001b; Moore, 2000a).  

 

[
𝑅𝑎228

𝑅𝑎226 ]
𝑜𝑏𝑠

= [
𝑅𝑎228

𝑅𝑎226 ]
𝑖

𝑒−𝜆228𝑡

𝑒−𝜆226𝑡                  (6) 

 

여기서, [228Ra/226Ra]obs는 각 수심에서의 228Ra/226Ra농도비(activity 

ratio)를 의미하고, [228Ra/226Ra]i는 공급원의 농도 비로서, 여기서는 

EC-01정점에서의 표층 농도 비를 의미한다. λ는 각각 Ra동위원소의 

붕괴 상수, t는 해수의 연령이다. 동해에서의 겉보기 해수 연령은 

표층에서 저층으로 갈수록 연령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대 

25년의 연령을 나타내었다(Table 7, 8, 9, Figure 11).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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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11/CFC-12 비 값을 이용해 계산한 Min(1999)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Figure 11). 본 연구에서는 보존적 추적자인 Ra을 이용해서 

동해 울릉분지에서 해수 연령을 정밀하게 측정 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와 달리 Min(1999)의 연구에서는 표층부터 600m까지 수괴의 

연령이 일정하고 크게 변화가 없는 분포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 해역인 

울릉분지와 Min(1999)의 연구 지역인 일본분지에서 해수 순환의 

특성이 다른 것을 시사한다. 위도가 높은 동해 북부의 일본분지에서 

저층수가 형성되어 섭입 되기 때문에 해수의 연령이 600m까지 낮은 

분포를 나타낸다(Kim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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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산소 이용률 및 심층 수송 플럭스 산정 

 

용존성 혹은 입자성의 유기 탄소는 유광층 아래로 침강하면서 

분해되며 산화되어 산소를 소모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를 이용하여 

산소 소모량을 OUR을 통해 구한 후 Redfield ratio를 통해 환산하면 

유기물의 심층 수송 플럭스를 산정할 수 있다(Jenkins, 1982; 

Takahashi et al., 1985). 

연구 해역인 동해에서 AOU를 확인해보면 표층에서부터 500m까지 

범위와 표층에서 750m까지 범위에서 각각 82%, 92%의 산소가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2). 이처럼 해양의 상층부에서 

대부분의 산소가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해의 

겨울철 혼합 층 아래인 200m부터 750m까지의 산소 이용률을 계산하여 

심층 수송 플럭스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앞서 3.3.1절에서 

228Ra/226Ra의 농도 비를 이용해 계산한 해수의 연령과 동해에서 측정된 

AOU의 자료를 이용하여 OUR을 계산하였다. OUR은 해당 수심에서의 

해수 연령의 변화량과 AOU의 변화량의 비를 (7)의 식으로 

계산하였다(Figure 13, 14). 

 

OUR (μmol 𝐿−1 𝑦𝑟−1) =
∆AOU (μmol 𝐿−1)

∆Age(yr)
            (7) 

 

이에 따르면 해수 연령이 약 10년 일 때 기울기가 변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다(Figure 13). 계산된 OUR은 200-500m 구간(~10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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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50m(10년~) 구간에서 각각 13.5 μmol L-1 yr-1과 4.1 μmol 

L-1 yr-1로 나타났다(Figure 14). 

동해에서 산정된 OUR을 수심에 따른 그림으로 나타내면 표층에서 

높은 OUR이 저층으로 갈수록 감소함을 알 수 있다(Figure 14). 

유기물의 심층 수송 플럭스를 산정하기 위해 OUR을 수심 별 box로 

나타내어 합산하였다. 동해 울릉분지의 200m부터 500m까지, 

500m부터 750m까지 수심에서 산소 소모는 각각 4.1 mol m-2 yr-1, 1.0 

mol m-2 yr-1로 나타났다. 산소 소모량을 Redfield ratio 117/170(C/O2 

비)를 통하여 탄소로 환산하면(Anderson and Sarmiento, 1994), 

200m부터 750m까지의 수심에서 3.5 mol m-2 yr-1 의 유기 탄소가 

심층으로 수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750m 이하의 

구간에서는 동해 해수의 최고 연령인 25년을 적용하여 

환산하였다(Table 7, 8, 9, Figure 11). 750m부터 2300m까지의 

수심에서 OUR은 1.4 μmol L-1 yr-1로 나타났으며,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200-2300m에서의 산소 소비는 7.2 mol m-2 yr-1로 나타났다.  

이를 C/O2 비를 통해 탄소로 환산하면 5.0 mol m-2 yr-1이 심층으로 

수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and Sarmiento, 1994). 기존에 

동해에서 pCFC-11/pCFC-12 비 값과 3H-3He연령계산을 이용하여 

산정된 심층 수송 플럭스는 2.4-8.3 mol m-2 yr-1 로 보고되어 

있다(Hahm and Kim, 2001, 2008; Min, 1999).  

앞서 3.2.2 에서 수직 와동 확산계수를 이용해 산정한 200m에서 

저층으로의 DOC의 확산 플럭스는 0.45 mol m-2 yr-1이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POC+DOC의 총 유기탄소 플럭스가 5.0 mol m-2 yr-1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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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의 플럭스는 전체 심층 수송 플럭스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2.2에서 산정한 심층에서 유광층으로 공급되는 

DIN의 수직 확산 플럭스(1.40 mol m-2 yr-1)는 Redfield ratio로 탄소로 

환산하였을 때 10.2 mol m-2 yr-1이다. 이러한 결과를 산정된 유기 

탄소의 심층 수송 플럭스와 비교하면 유광층에 공급된 영양염의 약 

50%가 유기탄소의 형태로 심층으로 수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 

울릉분지에서 위성 자료를 통해 계산된 일차 생산량(222g C/m2 yr-1)을 

인용하여 계산한 f-ratio(export production / primary production)는 

0.27로 나타났다(Yamada et al., 2005). 이 결과는 동일해역에서 

Hahm(2008)의 결과 값인 0.28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해수의 

온도가 낮을 때 f-ratio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분지의 f-ratio(0.5)보다는 울릉분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관찰되었다(Hahm and Kim, 2008; Laws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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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Water ages calculated from 228Ra at station EC-01. 

Station Depth (m) 
Height above the 

bottom(m) 
Age (year) 

EC-01 1 2312 0 

 57 2256 0 

 112 2201 3 

 220 2093 5 

 329 1984 7 

 436 1877 9 

 543 1770 12 

 648 1665 16 

 752 1561 18 

 855 1458 17 

 1059 1254 18 

 1159 1154 18 

 1279 1034 14 

 1384 929 15 

 1489 824 18 

 1594 719 17 

 1802 511 13 

 1906 407 11 

 2010 303 11 

 2114 199 12 

 2196 117 8 

 2280 3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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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Water ages calculated from 228Ra at station EC-trap01. 

Station Depth (m) 
Height above the 

bottom(m) 
Age (year) 

EC-trap01 250 2119 4 

 280 2089 5 

 325 2044 7 

 375 1994 10 

 425 1944 14 

 525 1844 14 

 625 1744 18 

 725 1644 18 

 825 1544 17 

 925 1444 23 

 1025 1344 21 

 1070 1299 21 

 1370 999 18 

 1670 699 18 

 1770 599 21 

 1870 499 20 

 1970 399 20 

 2020 349 24 

 2070 299 18 

 2077 292 20 

 2107 26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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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Water ages calculated from 228Ra at station EC-trap02. 

Station Depth (m) 
Height above the 

bottom(m) 
Age (year) 

EC-trap02 370 1830 9 

 400 1800 11 

 450 1750 14 

 500 1700 15 

 550 1650 19 

 650 1550 19 

 760 1440 15 

 860 1340 24 

 965 1235 21 

 1010 1190 25 

 1110 1090 23 

 1210 990 26 

 1410 790 20 

 1615 585 19 

 1710 490 22 

 1810 390 20 

 1920 280 21 

 2020 180 24 

 2070 130 22 

 2077 123 23 

 2107 9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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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Water ages based on 228Ra / 226Ra ratios (this study) in the 

Ulleung Basin and pCFC-11/pCFC-12 ratio (Min, 1999) in the Japan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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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vertical profile of apparent oxygen utilization (AOU) 

against depth in the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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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plot of correlation between AOU (μmol L-1) and water 

age (yr) estimated by Ra isotope in the East Sea. The lines are best 

fit for samples collected within each age range. The slope of the AOU 

versus age is 0.43 mg L-1 yr-1 with R2=0.998 within 10 years and the 

slope is 0.13 mg L-1 yr-1 with R2=0.994 when the age is more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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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Oxygen utilization rates from 228Ra age estimated in the 

East Sea. The lines show how the integral was performed to find the 

remineral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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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O2 consumption and export production of the East Sea. 

 O2 consumption Export production  

Depth(m) (O2 mol m-2 yr-1) (C mol m-2 yr-1)  

200-750 m 5.1 3.5 
(This study) 

[Ulleung basin] 

200-2300 m 7.2 5.0 
(This study) 

[Ulleung basin] 

200-3500 m 3.5 2.4 
(Min, 1999) 

[Japan basin] 

200-1600 m 7.7 5.3 
(Hahm and Kim, 2001) 

[Ulleung basin] 

200-1600 m 12 8.3 
(Hahm and Kim, 2008) 

[Japan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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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동해 울릉분지 해역에서 228Ra과 226Ra의 농도 분포를 이용하여 

해양의 상부 수층에서 유기 탄소와 영양염의 수직 플럭스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228Ra을 추적자로 이용하여 계산한 200m 수심에서의 수직 와동 

확산 계수는 9.64 cm2 s-1로 나타났다. 이를 사용하여 추정한 DOC, DIN, 

DIP의 수직 확산 플럭스는 각각 0.45, -1.40, -0.11 mol m-2 yr-1로 

나타났다. 228Ra과 226Ra의 반감기 차를 이용하여 계산한 해수 연령은 

수심이 증가하면서 연령이 높아지는 분포를 보였으며 최대 25년의 

연령을 나타내었다. 한편, OUR을 이용하여 추정한 산소 소비는 7.2 mol 

m-2 yr-1이며, 이를 Redfield 비로 환산한 유기 탄소의 심층 수송 

플럭스는 5.0 mol m-2 yr-1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울릉분지의 

유광층에서 심층으로 수송되는 유기탄소 플럭스 중 약 10%가 DOC 

형태임을 나타낸다. 또한, 심층에서 유광층으로 공급되는 DIN을 탄소로 

환산하였을 때, 유기물의 심층 수송 플럭스는 공급된 DIN으로부터의 

생산량의 약 50%로 추정되었다. 위성 자료를 통해 계산된 일차 생산 

자료로 산정한 f-ratio는 0.27로 계산됐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망간 

파이버 계류에 의한 226Ra과 228Ra의 정밀 수직 농도 분포 측정 방법은 

해수의 수직 와동 확산계수와 심층해수의 나이를 정확하게 산정하게 

하고, 이러한 값들은 기존의 생지화학적 방법에 비해 큰 공간 및 시간 

스케일에서 용존물질 및 유기물의 수직 수송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방법은 향후 전지구해양의 물질 및 탄소 

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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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vertical fluxes of organic carbon and nutrients were calculated 

in the upper layer of the Ulleung basin, East / Japan Sea (EJS) using 

the radioactive isotope 228Ra (t1/2: 5.75 years) as a tracer. In order 

to measure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228Ra with low activity in the 

Ulleung basin, Ra samples were collected by attaching MnO2-

impregnated fiber (Mn-fiber) to the mooring system. The activities 

of 226Ra (t1/2: 1602 years) and 228Ra were measured through a radium 

delayed coincidence counter (RaDeCC) and a gamma counter, 

respectively. The activity of 226Ra showed the lowest concentration 

(5.6±0.2 dpm 100L-1) in the surface layer and increased with depth 

to 500 m. 226Ra activity was relatively constant (9.1±0.5 dpm 1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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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low 500 m. 228Ra/226Ra ratios in the Ulleung basin was high (1.0) 

in the upper water column and decreased with depth. 

Using the 228Ra profile and a one-dimensional diffusion model, 

the vertical eddy diffusivity (Kz) was estimated to be 9.64 cm2 s-1 by 

assuming steady state for a system from 100 to 500 m in the Ulleung 

basin. The vertical fluxes of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dissolved inorganic nitrogen (DIN) and dissolved inorganic 

phosphorus (DIP) at 200 m depth (the bottom of the winter mixed 

layer) were estimated to be 0.45 mol m-2 yr-1, -1.40 mol m-2 yr-1 

and -0.11 mol m-2 yr-1, respectively, using the Kz and the vertical 

gradient of each chemical constituent. In order to estimate the export 

production from the euphotic layer to the deep layer, oxygen 

consumption by decomposition of organic matter was utilized. The 

oxygen utilization rate (OUR) was calculated using the age of 

seawater and apparent oxygen utilization (AOU). The age of 

seawater in the Ulleung basin, which was estimated using the half-

life difference between 228Ra and 226Ra, increased with depth and 

reached 25 years at deep sea. The export production from 200 m to 

2300 m was estimated to be 5.0 mol m-2 yr-1. Approximately 10 % 

of this export production (particulate organic carbon + DOC) is DOC 

(0.45 mol m-2 yr-1). Approximately, 50% of the organic matter 

produced from DIN was transported to the deep layer through export 

production. Conclusively, the f-ratio (export production /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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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estimated to be 0.27 was comparable to previously 

measured values. 

In this study, precise distribution of 226Ra and 228Ra activities was 

obtained by attaching Mn-fiber to a mooring system. The distribution 

could be utilized to accurately estimate the vertical diffusion 

coefficient of the ocean and the age of deep seawater. Thus, the 

measurement of higher resolution vertical fluxes of dissolved matter 

in large spatiotemporal scales compared to conventional 

biogeochemical methods was made possible. Therefore, this method 

can be useful to understand the biogeochemical cycle of the global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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