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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2차 국제 인도양 탐사 (IIOE-2) 과학 계획은 인도양의 지질학적, 해양 및 대기 과정과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고 이들의 역학관계가 해당 지역과 전세계적으로 기후, 해양의
생지화학적 순환, 생태계, 어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필요가 있어 진행되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구 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에 미치는 인도양의 영향은 물론 인도양의 기후
변화, 오염, 어획량 증가의 영향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양의 관리 전략 개발 정책
입안자에게 인도양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필수적이다. IIOE-2가 가져올 근본적인 물리적,
생지화학적, 생태학적 과정에 대해 향상된 이해는 인도양의 섬과 주변 공동체의 생태학과 인간
사회와도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해양 위험, 기후 변화, 생태계 보호 및 연관된 해양 천연 자원 관리라는 포괄적 주제를 포괄하는
IOC의 상위 목표와 깊은 관련성을 고려해 IIOE-2는 통합 해양 생물지구학 및 생태계 연구
(Integrated Marine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IMBER) 프로그램과 지속적 인도양
생물지구화학 및 생태계 연구 (Sustained Indian Ocean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SIBER)
프로그램의 지원과 함께, 해양과학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 SCOR),
UNESCO의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인도양 전세계
대양 관측 시스템 (Indian Ocean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IOGOOS) 프로그램의 공동 후원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IIOE-2는 글로벌 대양 관측 시스템(Global Ocean Observing System:GOOS)이
후원하는 인도양 패널과 (Indian Ocean Panel: IOP), IOGOOS의 후원 하에 있는 기후 변화와 예측
가능성 (Climate Variability and Predictability: (CLIVAR) 프로그램과 인도양 관측 시스템 (Indian Ocean
Observing System: (IndOOS) 자원 포럼(Resources Forum: IRF)과도 역시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본 과학 계획은 네 차례의 IOC 후원 기획 회의와 (2013년 5월 14-15일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2013년 11월 20-21일 중국의 칭다오, 2014년 3월 6-7일 모리셔스, 2015년 3월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소집), SCOR 후원 워크샵 (2014년 9월 12-13일 독일 브레멘)에서 논의하고 구상한
개념과 전략, 그리고 또한 호주, 독일, 인도, 미국, 영국의 국가적 기획 노력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이 회의에는 인도양 주변 국가, 동부 아시아, 유럽, 북미의 과학자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나온 정보와 아이디어들은 여섯 가지 주요 주제로 요약되었으며, 각 주제마다
인도양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안과 우선순위 질문들을 식별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구체적인 측면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구현 계획이 본 문서에 추가될 것이다. 정기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SCOR와(http://www.scor-int.org/IIOE-2/IIOE2.htm) IOC가 (http://www.iocperth.org)
주관하는 두 개의 IIOE-2 웹사이트가 설정되었다.
IIOE-2 과학 계획은 야심적이며 광범위하여, 해안 환경부터 깊은 바다까지 지질학, 대기, 해양학
연구, 그리고 미생물 및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어류와 인간을 비롯한 최상의 육식 동물까지 전체
범위에 대한 영향 수준을 포괄한다. 본 계획은 인도양의 국가 및 국제적 연구를 위한 잠재적
연구에 초점을 두고 고려될 중요한 과학적 주제들을 식별하고 있으며, 또한 IIOE-2 하에서 연구
추진을 모색하는 많은 인도양 주변 국가들의 해안 및 지역에 대한 관심도 인식하고 있다.
완전히 통합된 방식으로 인도양과 지구 시스템에 대한 주요 질문들이 언급되도록 하여 모든 관련
분야의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IIOE-2 과학 계획을 구현하도록 장려하였다.
SCOR IIOE-2 과학 계획 개발 위원회 (기고 작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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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지구 시스템을 설명하고 모델화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왔으나, 인도양의
지질학적 대양 및 대기 과정은 많은 점에 있어 여전히 기초적일 뿐이다. 이는 대체로 공간과
시간 두 가지 모두의 측면에서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비해 인도양에 대한 샘플 조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도양은 몬순의 영향 하에서 역동적으로 복잡하고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악화되었다. 지질학적, 대양 및 대기 과정이 인도양과 인도양 주변의 기후, 극한
상황, 해양 생지화학적 순환, 생태계와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불확실하게 남아있다. 지구 온난화 맥락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와 해안 환경과 어업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에 대한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영향들로는 해안 침식을
야기하는 해수면 상승과 맹그로브 상실, 생물 다양성 상실 등이 있다. 관광 산업과 어업 모두를
위해 인도양에서 생태에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보도되고 있다.
50여 년 전 해양과학위원회와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 SCOR) UNESCO의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가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최대의 해양학 탐사, 즉
국제 인도양 탐사에 (IIOE) 대한 동기를 유발하였다. IIOE 이후 50년간 지질, 해양, 대기 과학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지구 시스템을 측정하고, 모델화하고, 파악하는 우리의 능력에 변혁을
일으켰다. 이런 기술적 개발 덕분에 이제 우리는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바다가 어떻게 변화하며 이런 변동이 대기와 지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구할 수 있다. 더욱이,
거의 전적으로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에 의존하던 IIOE 시대와 비교해 잘 계획된 표적형
현장 프로그램과 조합된 새로운 측정 기술은 인도의 가변성에 대해 훨씬 더 통합된 그림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 개선된 통신으로 훨씬 더 광범위한 전세계
과학계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인도양에 초점을 둔 국제 연구의 새로운 단계는 2015 후반에 시작하여 2020까지 지속되며, SCOR,
IOC, IOGOOS가 관리하고 있다. 새로운 단계의 목적은 진행중인 연구를 보조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제2차 국제 인도양 탐사 IIOE-2의 일부로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IIOE-2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개발 지원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류의 안녕을 위해 인도양과 지구 시스템에서
그 역할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킨다. 이런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IIOE-2는 인도양 지역의 복잡한
물리적 역학을 상승시키는 지질, 해양, 대기 과정들 간에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이런
역학관계가 기후, 극한 상황, 해양 및 생지화학적 순환, 생태계와 인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구 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에 미치는 인도양의 영향은 물론 인도양과
주변 국가의 기후 변화, 오염, 어획량 증가의 영향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양의 해안
구역, 생태계, 어업관리 전략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새로운 이해는 정책 입안자에게
근본적인 것이다. IIOE-2의 또 다른 목적은 해당 지역으로부터 해양학적 데이터의 가용성과 접속
가능성을 개선하여 연구 역량 구축을 돕는 것이다.
IIOE-2 과학 계획은 여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주제에는 인도양의 해양 생
지화학적 순환, 생태계, 어업에서 가변성을 유도하는 물리적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키
고 이런 가변성이 향후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언급될 필요가 있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질문 대부분이 대양, 해안, 연안 영해 환경과
주로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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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1: 인간에 대한 영향 (인간이 유도한 바다의 스트레스 요인이 어떻게 인도양의 생물지구
화학과 생태학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영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

•

주제 2: 경계류 역학 관계, 용승 가변성, 생태계 영향 (인도양의 해양 생지화학적 순환, 생태계
과정과 어업은 경계류, 소용돌이, 용승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가? 국소적 및 원격 세력 사
이의 상호 작용이 인도양의 해류와 용승 가변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과정과 지
역 날씨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떻게 변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

주제 3: 몬순 변동성과 생태계 반응 (어떤 요인들이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의 몬순 변동성을
조절하는가? 이런 변동성은 인도양의 물리, 화학, 생물지구화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
태계, 어업,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주제 4: 순환, 기후 가변성과 변화 (인도양의 대기 및 대양의 순환은 과거 어떻게 변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변화는 지형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태평양, 대서양, 남빙양
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생물학적 생산성과 어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주제 5: 극단적 상황과, 생태계 및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인도양의 극단적 상황이 해안과 해
양 생태계에 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후 변화가 열대 저기압이나 츠나미 같은 인도양
의 극심한 날씨 및 바다 상황의 빈도 그리고/또는 심각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질 것인가? 해
수면 상승과 연관되어, 인도양 지역의 낮은 해안 지역과 섬 국가에 사는 인구에게 위협이 되
는 극심한 기후 현황, 화산 분출, 츠나미는 무엇인가?)

•

주제 6: 인도양의 독특한 지질학적, 물리적, 생지화학적, 생태학적 기능 (어떤 과정이 인도양의
현재, 과거, 미래의 탄소와 산소의 역학 관계를 조절하며, 이들은 생지화학적 순환과 생태계
역학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도양 남부 환형 지대의 물리적 특성이 인도양의 생
물지구화학과 생태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도양의 복잡한 지질 구조적 및 지질학적
과정과 지형이 인도양의 순환, 혼합, 화학적 성질, 또한 생지화학적 및 생태학적 과정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가?)

계획에 따른 연결
본 IIOE-2 과학 계획은 해양과학위원회의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 SCOR) 후원으로
개발되었다. 본 계획은 UNESCO의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가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후원하는 IIOE-2 참조 그룹 회의에서 나온 지역별 입력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부록 II 참조). IIOE-2는 통합 해양 생물지구학 및 생태계 연구 (Integrated Marine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IMBER) 프로그램과 지속적 인도양 생물지구화학 및 생태계 연구
(Sustained Indian Ocean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SIBER) 프로그램, 표면 대양 – 하부
대기 연구 (표면 Ocean – Lower Atmosphere Study: SOLAS), 인도양 전세계 대양 관측 시스템 (Indian
Ocean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IOGOOS), GEOTRACES (해양 환경에서 미량원소 및 동위원소
의 생지화학적 순환과 대규모 분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글로벌 대양 선박
기반 수로학 조사 프로그램 (Global Ocean Ship-Based Hydrographic Investigations Program: GO-SHIP),
국제 대양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 IODP), InterRidge (대양 확산
중심에 대한 학제간 국제 연구를 추진하는 국제 프로젝트), 해양 대륙의 해 (Year of the Maritime
Continent:YMC) 연구 계획 등과 같은 국제 연구 노력으로 관리될 것이다. IIOE-2는 또한 몇 가지
인도양의 해안 및 외해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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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프로그램들로는 CLIVAR과 GOOS가 후원하는 인도양 관측 시스템 (Indian Ocean Observing
System: (IndOOS), 호주의 통합 해양 관측 시스템 (Integrated Marine Observing System: IMOS), 남빙양
관측 시스템 (남부 Ocean Observing System: SOOS) 그리고 몇 가지 지역 GOOS 프로그램 등이 있
다. 인도양 생태계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위해 IIOE-2는 서부 인도양 해양 과학 협회
(Western Indian Ocean Marine Science Association: WIOMSA), 해안 및 해양 연구를 위한 남 아프리카
네트워크 (South African Network for Coastal and Oceanic Research: SANCOR), 전략 작용 프로그램 정
책 화합 및 제도적 개정 (Strategic Action Programme Policy Harmoniz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s:
SAPPHIRE) 프로젝트, 벵갈만 대형 해양 생태계 (Bay of Bengal Large Marine Ecosystem: BOBLME)
프로젝트, EAF-난센 프로젝트 (개발 도상 국가의 해양 어업 생태계 접근과 구현을 위한 지식 기
반 강화) 등과 협조할 것이다. IIOE-2가 진전됨에 따라 관여하는 참여자, 기관, 프로그램 수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IOE-2는 이런 야심적이고 전세계적인 중요한 탐구를 시작하기 위해 여러
학분 분야에 걸친 과학과 과학자들의 일정 수준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혁신, 방향, 협조를 제공할
것이다.

유산
IIOE-2를 통한 인도양 연구의 동기 부여, 협조, 통합으로 중요한 지역임에도 샘플이 적고 이해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적 역량이 증가하고 국제적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IIOE-2는 지역 생태계, 인간, 전세계 기후에 미치는 인도양의 가변성과 변화의 영향을 비롯해, 인
도양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여 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IIOE-2의 유산은 더욱 견고한 지식 기반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
고 인도양 생태계의 지속적인 관리와 인도양 주변 인구의 위험 완화를 위해 정책 입안자가 더 많
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IOE-2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들 간의 국제
공조로,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연구를 추진하고 따라서 인도양 주변과 이웃 국가들의 과학적 역
량과 기반시설을 늘림으로써 SCOR와 IOC가 강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IIOE-2의 성공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인도양 체계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발전시키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해양 자원, 환경 관리, 대양과 기후 예측, 차세대 해양 과학자 교육에 대한 지속 가
능한 개발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로 판단될 것이다. 이런 성공에 대한 비전이 구현된다면 IIOE-2는
적어도 원 IIOE 탐사만큼이나 풍부한 유산을 남기게 될 것이다.

xi

소개

동기부여

이 답을 얻지 못한 채 남아 있다.

50여
년
전
해양과학위원회와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 SCOR) 정부간해양
학위원회가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최대의 해양학적 탐사 즉 국제
인도양 탐사를 (IIOE) 실행하였다 (그림 1). 지구
상에 있는 마지막 대형 개척지 탐험에 대한 필
요로 탐사가 시작되었다. 탐사는 최초로 몬순 세
력에 대한 북 인도양의 반응을 설명하여 몬순의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를 극적으로 발전시켰고
판 구조 이론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도
양 분지의 복잡한 지형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그림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50년 후 인도양은 분
지 관측 시스템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전세계
대양 중 가장 조사가 열악하고 간과된 지역으로
남아있다. 그 결과, 많은 중요한 과학적 질문들

IIOE 이후로 사회적으로 연관된 긴급한 질문들
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25% 이상이 인도양 지역에 살고 있으며
(Alexander et al., 2012) 대부분 인도양 주변 국가
의 인구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970년과 2000
년 사이 인도 인구는 75% 이상 증가하였다 (UN,
2004). 인구 증가는 해안과 외해 환경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부영양화, 깨끗한 지하수 고갈, 탈
산소화, 대기와 플라스틱 오염, 어류 남획 등과
같은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 기여한다. 이런 지역
적 스트레스 요인은 많은 종의 생물 계절학 및
생물 지리학적 변화는 물론 글로벌 기후 변화로
인한 온난화 및 산성화와 결부되어 인도양의 생
물 다양성 상실이라는 결과를 야기한다.

그림 1: 상단 좌측: IIOE의 로고와 현장 기구 캐이스 (MBLWHOI 도서관 제공). 상단 우측: 국제 인도양
탐사 동안 연구 선박의 순항 궤도를 보여주는 인도양 지도 (출처: Behrman, 1981). 하단: 독일 (Meteor II,
좌측), 미국 (Atlantis II, 가운데, 사진: Jan Hahn©©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영국의 (Discovery,
우측, 출처: http://www.oceanswormley.org/index.html) IIOE에 참여했던 세 대의 해양학적 연구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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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바다의 순환, 해
수면 상승, 극단적 상황, 몬순
변동성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세계적으
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벵
골만의 저지대 지역에 감당 못
할 정도의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림 2). 일부 인도양 섬 국가
와 삼각주 해안의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 홍수와 가뭄
증가, 열대 사이클론의 강도와
그와 연관된 강우량 상승을 비
롯해 인도양 주변에 극단적 상
황의 심각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예상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취약성과
높은 위험 노출과 맞물려 수십
년 내에 인도양 주변 국가에서
극단적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인 결과가 극적으로 상승할 것
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 (위) 1991년 방글라데시 사이클론이 덮친 다음 날 방글라데시
강 주변 침수된 마을과 현장. 방위 시각 정보 센터 제공 영상, ID 번
호 DFST9206136 (작가: 하사 Val Gempis (USAF),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 Flooding_after_1991_cyclone.jpg
(아래) 방글라데시: 인구 밀도와 저지대 해안 구역, 제작자:
McGranahan, G., Balk, D. and Anderson, B. 본 자료는 저작자 표시 허가
2.5 하에 일반인에게 허가되었음.
https://www.flickr.com/photos/54545503@N04/5457306385

또한, 식량 안전 보장과 어업,
인도양 해안 환경에 미치는 직
접적인 인위적 영향에 대한 우
려도 있다. 특히 영세 어업과
산업적 어업 두 가지 모두의
감소는 인도양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 국
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개발이
덜되고 주민들이 식량과 고용
을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해
안 침식, 맹그로브 상실, 산호
초 품질저하 등과 같은 해안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인위
적 영향은 관광 산업과 어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양의 생
태계 보존에 대한 긴급한 필요
를 야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과 글로벌 기
후 변화에 미치는 직접적인 인
간의 압박은 인도양의 변화 파
악과 예측에 대한 시급한 필요
성을 나타내지만, 이에 필요한
측정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제2차 국제 인도양 탐
사가 요구되었다.

있으며 인도 아대륙이 북방 분지를 분할하고 있다.
북쪽의 광대한 유라시아 토지의 대부분은 매우 건
조하거나 (즉, 아라비아 반도와 북서 인도의 타르
사막) 그리고/또는 높은 산이 많은 지형이 (예, 아

일반적 배경
인도양은 주목할만한 곳이다 (그림 3). 태평양이나
대서양과 달리, 인도양 북쪽은 저위도 지대 경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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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M) 남서에서 북동쪽으로 불고 북반구 겨울에
는 (12월-3월) 북동 몬순 (NEM)이 반대 방향으로
분다 (검토 자료는 Schott과 McCreary, 2001 참조).
이 바람은 아라비아해와 벵골만 모두에 극심한 영
향 미치며, 그 효과는 ~ 10ºS에 이를 정도로 분명
하게 나타난다. 몬순 바람 세력의 결과로 북부 인
도양의 모든 경계류가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SWM 동안에는 용승 순환을, NEM 동안에는 하강
순환을 발생시킨다. 이런 변화는 생지화학적 순환
과 생태계 반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Hood et
al., 2009; Brewin et al., 2012; Hood et al., 인쇄 중). 북
부 인도양은 생지화학적 순환 역시 독특하여 북부
세 주요 외해 산소 극소 대역 (OMZ)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다른 두 개는 동부 열대 태평양의
적도 양측에 각각 위치해 있음). 중층수의
(~100-800m) 산소 농도는 거의 0까지 떨어져 (예,
Morrison et al., 1999; Stramma et al., 2008; 2010), 생지
화학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중국 남서부)
대부분이다. 북부 인도양에는 아열대나 온대 지역
이 없다. 결과적으로, 지표수의 고위도 냉각 그리
고 차후로 발생하는 중층수와 심층수의 환기가 발
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특이한 인도양의 특징은
인도네시이아의 트루플로우로 (ITF) 알려져 있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저위도 교환이다. 인도양
의 현저한 세 번째 특징은 세 개의 자오면 등선과
세 개의 확산 중심이 만나는 삼중합점이 많은 해
저 지형이다. 따라서, 대서양이나 태평양과 비교해
인도양은 남북과 (남쪽에서만 심층수가 있어, 고위
도 교환 발생) 동서 (동부 주변을 따라서 얕은 물
교환) 방향으로 모두 매우 비대칭적이며, 대단히
복잡한 해저 지형을 가지고 있다 (몇 개의 주요
등선이 순환적, 화학적, 생물학적 영향을 미침).
유라시아 대륙과 근접하고 그 위 기단의 가열과
냉각 결과로 인해 북부 인도양은 계절에 따라 반
전되는 강한 몬순 바람의 세력에 영향을 받는다.
즉, 북반구 여름에는 (6월-8월) 남서 몬순이

그림 3: 인도양 지형 지도, NOAA NGDC의 Etopo2 수심 측량 데이터로부터 유도 (Elsevier의 허가로 Talley
et al. (2011)에서 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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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규모의 소용돌이는 모잠비크 해협의 용승
및 하강 순환에 엄청나고 복잡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생산성과 상위 영양 수준에도 역시 영향
을 미친다 (Ternon, 2014). 아굴리아스 해류는 “용
승 호의적”이다. 하지만, 용승의 중요한 표면 발
현은 대부분 지역 바람과 지형적 세력에 의해
좌우된다 (Lutjeharms, 2006). 이는 일차 생산과
상위 영양 단계 반응에 있어 상응하는 변화와
함께 계절에 따라 변동하는 국지적인 용승 및
하강 순환을 일으킨다.

북부 인도양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일년 내
내 발생하는 많은 먼지와 에어로졸 유입이다. 북
부 인도양 주변에 먼지를 일으키는 다양한 지역
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대륙 (소말리
아), 아시아 (파키스탄/인도) 등이 있다 (Pease et
al., 1998; Leon and Legrand, 2003). 특히 주변 대륙
의 산업 오염과 생물질 연소로 발생하여, 아라비
아해, 벵골만, 남부 열대 인도양 위에 머물러 있
는 갈색 연무 같은 인간이 유발한 유입물 역시
일반적이다 (Lelieveld et al., 2001; Ramanathan et al.,
2007; McGowan and Clark, 2008). 마지막으로 북부
인도양은 몬순 바람과, OMZ의 영향으로 인해 다
양한 방면에서 생태학적으로 독특하다. 현저한
생태학적 특성 중 하나는 아라비아해의 세계에
서 가장 큰 중심 해수층의 어류 자원
(myctophids)이다 (Gjosaeter, 1984). 이 어류는 특
이하게도 극심한 OMZ에 특수하게 적응하여 포
식자를 피해 낮 동안 거주한다. 아마도 이런 샛
비늘 어류는 (myctophids와 다른 많은 어류 및
무척추종) 몬순으로 유도된 해류와 식량 공급의
계절적 변화, 또한 낮은 산소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독특한 행동과 생리적 적응을 발전시켜온
듯하나,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인도양의 해령은 대양저 확산이 발생하는 범세
계적 해령 시스템의 일부이다. 이 해령은 인도양
대양저에 삼중합점을 형성한다 (Kennett, 1982; 그
림 3). 이런 활동적인 확산 중심은 깊은 바다의
화학적 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Nishioka
et al., 2013; Vu and Sohrin, 2013) 다양한 열수 분출
공
심해
공동체를
지탱하지만
(http://www.interridge.org/WG/VentEcology
참조),
이는 세계 대양 중에서 가장 탐구가 제대로 안
된 분야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양에는
중요한 내진 해령도 몇 개 있다 (그림 3). 표면
까지 연장되어 많은 곳에서 열도를 형성하는 이
해령들은 표면 순환과 심층 순환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지표수 영양 공급과 생물학적 생
산에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예, Strutton et al.,
2015).

남동부 열대 인도양에서는 ITF가 태평양과 인도
양 분지를 연결한다. 이는 열과 담수 교환을 통
해 인도양 수괴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Schott
and McCreary, 2001), 영양분 교환을 통해 생지화
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Talley and Sprintall,
2005; Ayers et al., 2014). 짐작하건대, ITF는 태평양
과 해양 대륙으로부터 플랑크톤과 치어 수송을
통해 인도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
각되나 (그림 40 참조), 조사된 적은 없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세계 인구의 상
당 부분이 인도양 주변 국가의 해안과 내륙 지
역에 살고 있으며, 이들이 몬순과 이와 연관된
강우량의 가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일 것이다. 더욱이, 많은 인구가 저지대 해안
지역과 섬 국가에 거주하고 있어 열대 저기압과
해수면 상승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열대 저기압
과 해수면 상승은 두 가지 모두 해안 침식과 해
안 생태계 악화를 가속시킨다. 해수 순환의 계절
적 변화와 이와 연계된 생지화학적 및 생태학적
반응과 같은 다른 많은 인도양의 과정 역시 직
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이들 인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도양 지역의 복잡한 물리적 역
학 관계를 발생시키는 지질학적, 대양 및 대기
과정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하
고 이런 역학 관계가 기후와, 극단적 상황, 해양
의 생지화학적 순환, 생태계와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양의 남반구에서는 하강-호의적인 르윈 해
류가 호주의 서해안을 따라 극지를 향해 흐른다.
르윈 해류의 극지 방향성은 동부 경계류 중에서
도 독특한 것이다. 이 해류는 이례적으로 높은
엽록소, 온난 코어, 하강 소용돌이를 가지고 있
어 생산적인 규조 군락과 해안 어류, 무척추 어
류 유생을 서쪽 외해로 이동시킨다 (Waite et al.,
2007). 이 분지의 다른 편에는 아굴리아스 해류
가 아프리카 남동 해안을 따라 남서쪽으로 흐른
다. 이 해류는 모잠비크 해협, 동 마다가스카르
해류, 남서 인도양 아환형 지대에서 유래된 해류
원천과 합류하는 매우 큰 해류이다 (Lutjeharm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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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들과 함께 공식적으로는 1965년까지 계속되
었다. 인도양에 대한 현대의 이해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고려할 때 IIOE는 놀랄만한 성공을 증명
하였다. 이런 많은 유산들 중에서도, IIOE는 인도
양 분지의 최초 해양학 지도와 (Wyrtki et al.,
1971) 인도양 수심 측량에 대한 세부적인 지도
(Heezen and Tharp, 1966) 발행을 유도하였다. 또한,
인도양의 적도 잠류의 존재를 밝혔고 (Knauss
and Taft, 1964) 현상 기반 경험적 설계로 보완될
필요가 있는 오래된 격자 모양의 대양 횡단을
실현하였다 (Stommel, 1963).

역사적 배경
대서양이나 북 태평양에 비해 인도양 연구에 대
한 주목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초기 해양학에서
는 인도양이 본질적으로 등한시되었다. 챌린저호
탐사의 경우 (1872-1876) 캐이프 타운에서 멜버
른까지 단일 항로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
다 (Benson and Rehbock, 2002의 검토 자료 참조).
1933-34년 동안 이루어진 첫 번째 주요 인도양
탐사인 John Murray 탐사는 (Sewell, 1934) 아라비
아해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 동안 극심한 중심
해수층 산소 결핍이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국제
지구 관측년의 준비와 실행하는 동안에는
(1957-1958) 호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소련
연구자들이 남부 인도양의 해양학적 탐구를 실
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양은 해양과
학위원회가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 초기에는 해양연구특별외원회로 불림)
국제 인도양 탐사 (IIOE) 계획을 시작할 때 가장
알려지지 않은 바다였다.

IIOE 기획자들은 표준화와 상호검정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플랑크톤의 움직임에 인도양 표준망을
(Indian Ocean Standard Net: IOSN) 적용하였고 (그
림 4) (Currie, 1963) 생물학적 및 화학적 파라미
터에 대해 상호검정 관행을 실행하였다. 인도 코
친에 인도양 생물학 센터를 설립하여 IOSN과
함께 수집한 생물학 샘플을 처리하였고, 이는 고
아 지역에 인도의 많은 근대 해양학적 연구 역
량의 개발 시초로 여겨지는 인도 국가 해양학
기관의 (National Institute of Oceanography: NIO) 설
립으로 이어졌다 (그림 5) 많은 국가들이 역량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참여하였다.

국제 인도양 탐사
IIOE는 놀랄만한 대량의 사실들을 도출하였다.
1957-1958년의 국제 지구 관측년은 다국적 협력
노력의 가치를 입증하였으며, SCOR이 형성되어
해양 과학에서 국제적 협력을 고무시키는데 전
념하였다. 1957년 첫 번째 회의에서 SCOR 회원
들은 인도양을 전세계 대양 중 가장 알려지지
않은 지역으로 설정하고 첫 번째 과제로 인도양
탐구를 구상하였다 (Deacon, 1957). 2년간 전적으
로 계획한 후, SCOR은 그 노력을 선도하기 위해
첫 번째 프로젝트 관리자인 Robert G. Snider를 고
용하였다.
전미 과학 아카데미를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S) 통해 미국 국립 과학 재단의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자금 조달로 뉴
욕에 IIOE 프로젝트 사무소가 설립되어 NAS 해
양학 위원회의 (현재 국가 연구 의회 해양 연구
위원회의 전신) 감독을 받았다. 그 후로, IIOE는
1962년 중반에 프로젝트의 관리 책임을 맡은
IOC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되었다. Behrman은
(1981) 많은 참여자의 개인적 반영 등을 비롯해
탐사에 대하여 대중을 위한 계정을 제공하였다.
IIOE에 대한 많은 역사적 정보들은 SCOR의 웹
사이트 http://scor-int.org/IIOE1/History.htm에서 찾
아볼 수 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IIOE 관측소들은 태양과 별
의 관측과 추측 항법을 기반으로 위치가 정해졌
다. 2세기 전에 했던 쿡 선장의 방식으로 IIOE
동안 많은 항해가 이루어졌다. 또한, IIOE는 지역
의 역량 구축, 특히 인도의 역량 구축을 유도하
였다. 그 후 수년간 아라비아해, 벵골만, 인도의
해안 지역에서 NIO의 연구가 해양학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뚜렷한 개선을 선도하였다.

IIOE는 20 세기 중반의 기념비적인 해양학적 연
구 프로그램으로, 전체 인도양 분지를 다루고 있
는 전례 없이 많은 측정 조사의 동기가 되었다
(그림 1). 이는 물리 해양학, 화학 해양학, 해양
생물학, 기상학, 해양 지질학, 지구 물리학을 아
우르는 여러 학문 분야가 관련된 노력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14개의 다른 국기 하에 참여한 연구

그림 4: 국제 인도양 탐사를 위한 인도양 표준
망 개발. 출처: Currie (1963). Elsevier의 허가로 사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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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 동안 해양학의 발전은 정말 놀랄만하
다. 전세계 통신의 기술적 개발과 향상 덕분에,
이제 우리는 공간적 및 시간적 차원에서 전세계
적으로 인도양 전반에 걸친 역학 관계와 이런
역학 관계가 지질학적 과정과 대기 과정과 어떻
게 연결되는지 연구하기 위해 좀더 완전하게 연
구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연구
IIOE 작업에 대한 향후 연구가 개발되었다 (초
기 인도양 연구 노력에 대한 좀더 자세한 요약
은 Zeitschel and Gerlach, 1973을, 아라비아해에 대
한 연구 노력은 Wiggert et al., 2005을 참조). 다음
으로 조성된 국제 연구는 인도양 실험으로
(INDEX, 1979)아라비아해에서 여름 몬순에 대한
소말리
해류의
물리적
반응을
조사하여
(Swallow et al., 1983) 연관된 생물학적 및 화학적
분포에 대한 최초의 검토를 제공하였다 (Smith
and Codispoti, 1980). 심해 굴착 프로젝트의 (1968
– 1983) 일환으로 대륙붕과 심해 대양저의 광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역시 배로
인도양을 가로질러 항해 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
두 기관이 (해양 수력물리 기관과 남해 생물학
기관) 열 가지 실험을 실행하였는데 대부분
1980년대에 이루어졌다 (Goldman and Livingston,
1994). 이전 소련 연방은 물론 나중에는 러시아
기관들로 역시 인도양에 대한 몇 가지 탐사 작
업을 하였다.

그림 5: 고어에 있는 인도 국가 해양학 기관
(National Institute of Oceanography: NIO). NIO의 허
가로 사용됨.
2015년 말은 IIOE 완료 50주년 기념으로 기록될
것이다. IIOE 이후 50년간 해양 과학에는 세 가
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지구 관
측 위성에 대한 해양학적 및 기상학적 센서의
폭넓은 사용인데, 이는 물리적 및 생물학적 해양
가변성과 그 가변성에 대한 대기의 세력 특성화
를 극적으로 향상시켰다. 두 번째는 인도양 관측
시스템의 새로운 구성 요소 출현으로, 가장 주목
할 만한 것은 아르고 플롯이나, 아프리카-아시아
-호주의 몬순 분석과 예측에 (RAMA) 사용한 고
정 배열, 츠나미 탐지 네트워크이다. 세 번째 근
본적인 변화는 기후 예상에 대한 단기 예측부터
계절별 예측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대양
모델링의 개발이다. 이 밖에도, 분석 기술의 향
상은 모든 해양 학문에서 새롭고 더 나은 측정
을 가능하게 하였다 (예, 낮아진 탐지 한계, 업
데이트된 배양 프로토콜, 새로운 화학적 생물학
적 방법, 새롭게 개선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구). 해양학에만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중
요한 다른 본질적 변화들로는 정밀 항해를 위한
위치 확인 시스템의 발달,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전송의 발달, 데이터 공유와 과학적 협력을 매우
용이하게 해주는 통신의 발달 (예, 월드 와이드
웹) 등이 있다. 이런 발전으로 바다를 측정하고
모델화하고 파악할 수 있는 역량에 혁신이 일어
났다. 더욱이, 거의 전적으로 배나 비행기에 기
반해서 이루어지는 관찰에 의존하던 IIOE 시대
와 비교해 (그림 1), 잘 계획된 표적형 현장 프
로그램과 조합된 새로운 측정 기술은 인도양 가
변성에 대해 훨씬 더 통합된 그림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 기관과 원조 단체
노력은 최근 수 년간 인도양 주변 국가들의 대
양과 대양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대양 연구와 관찰에 대한 기술적 발
전은 개선된 인식과 더불어 인도양 주변 국가
과학자들의 IIOE-2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참여
와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미래의 발전된 해
양학에 대한 더 나은 잠재성 보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SIR-국가 해양학 기관의 (National Institute of
Oceanography: CSIR-NIO) 연구자들은 그때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던 특히 아라비아해와
벵골만의 인도 주변 바다에서 몬순 바람과 해류
간 연관성의 기저가 되는 역학 관계를 선봉에
나서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의 발견은
인도양의 순환을 설명하고 파악하는데 매우 중
요한 것으로, 기후부터 생물 자원 범위에 이르기
까지 다른 많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반을 제
공하였다. 이런 발견은 인도 주변 바다의 순환
지도를 만들기 위해1987–1994년 동안 수행된 해
양학 순항이 계기가 되었다 (Shetye et al., 1990;
1991a,b; 1993; 1996; Shetye and Gouveia, 1998).
다음으로 마련된 조사 주기는 네덜란드 인도양
프로그램으로 (NIOP, 1992–1993; Smith, 2005의 검
토 참조) 시작되었는데, 이는 국제 공동 전지구
적 해양 물질수지 연구의 (Joint Global Ocean Flux
Study: JGOFS)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몬순 변동
성이란 독특함으로 인해 세부 과정 연구를 위한
네 개 지역 중 하나로 아라비아해가 선정되었다.
1990년대 동안 이런 조사들은 중앙 및 동부 아
라비아해의 생지화학적 역학 관계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대개는 상부 500~1000m의 물기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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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 SIBER-인도를 (CSIR-NIO 지원) 비롯해 인
도양에서 몇 가지 생지화학적 및 생태계 연구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였다.

제한되었다 (JGOFS 아라비아해 탐사에 대한 심
해 연구 II, volumes 45-49 참조). 고해양학 연구는
소말리아, 예맨, 오만, 파키스탄의 대륙 사면을
따라 있는 깊은 횡단과 함께 서부 아라비아해에
초점을 두었다. 동시에, 세계 해양 대순환 실험
은 (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 WOCE) 전
체 인도양 분지를 십자로 가르는 지역 및 자오
선 구역과 함께 훨씬 더 광범위한 지형을 커버
하였다.

CLIVAR와 GO-SHIP 프로그램은 WOCE에 의해
시작된 정기적 수로 측량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인도양의 조사 수준은 태평양이나 대서양 심지
어 남빙양의 조사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다.
인도양에서 마지막 주요 국제 연구 프로그램이
있은 후 거의 20년이 지났다. 새로운 국제 프로
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노력이 개시될 필요가 있
다. 이런 필요는 JGOFS, WOCE, IODP 프로그램
으로부터 나온 중요한 질문들이 아직도 다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적 연구 노력으로부터 최
근 흥미진진한 새로운 질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로 더욱 다급해지고 있다 (아래 참
조). 더욱이, 인도양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과 결
과적으로 이런 영향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연관된 새롭고
긴급한 질문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

그 이후로, 개별 국가들에 (인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의해 대부분 물리적 과정에
초점을 둔 몇몇 탐사가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1998–2012년 동안에는 인도 기후 연구 프로그램
하에
(http://www.tropmet.res.in/~icrp/icrpv11/icrp2.html)
세 가지 주요 관찰 프로그램이 있었다. BOBMEX
는 (벵골만 몬순 실험) 벵골만과 인도의 여름 몬
순 사이 상호 작용 과정에 초점을 두었고
ARMEX는 (아라비아해 몬순 실험) 아라비아해에
서 이런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대륙성 열대 수
렴대 (Continental Tropical Convergence Zone:
CTCZ)
(http://odis.incois.gov.in/index.php/projectdatasets/ctcz
-programme/overview-and-background) 프로그램은
대양, 대지, 대기 사이에 삼방향 상호작용을 다
루기 위한 동시 관찰을 포함하였다. 좀 더 최근
에는 CSIR-NIO가 IndOOS (인도양 관측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한 지구 과학부의 (Ministry of Earth
Sciences: MoES) 자금 조달로 인도 해변의 대륙
붕과 경사면에 음향 도플러 해류 프로파일러가
(ADCPs) 장착된 계류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시
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계류는 한 시
간의 주기 해상도로 서부 인도 연안류와 (Amol
et al., 2014) 동인도 연안류에 대한 (Mukherjee et
al., 2014) 직접 측정을 최초로 제공하였다.

과학적 배경과 동기부여
지질 과학의 드라이버
고해양학에서 인도양은 세 개의 주요 대양 분지
중 가장 복잡하지만 지질학적 측면에서 가장 탐
구가 안된 분지이다. 인도양은 약1억 5천만년 전
남반구 초대륙 곤드와나의 붕괴로 형성되었다
(Norton and Sclater, 1979). 이 붕괴는 약 1억 2천5
백만 년 전 인도 아대륙의 북동쪽 이동으로 인
한 것이다. 약 5천만년 전 인도 아대륙은 유라시
아 대륙과 충돌하였다. 이는 약 5천 3백만 년 전
아프리카의 서쪽 이동과, 남극 대륙과 호주의 분
리와 동시에 일어났다. 인도양은 3천6백만 년 전
에 대략 현재의 모양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인도양 분지의 나이는 8천만 살이 안 된다.

이런 물리적 해양학적 연구 외에도, 유엔 개발
프로그램의 식량 농업 기구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UNDP/FAO) 자금
지원을 받은 두 가지 대형 해양 생태계 프로그
램이 인도양에 있었는데, 남서부 인도양의 아굴
리아스 해류와 소말리 해류 대형 해양 생태계
(ASCLME) 프로그램과 북동부 인도양의 벵갈 만
대형 해양 생태계 (Bay of Bengal Large Marine
Ecosystem: BOBLME) 프로그램이다. 이들 LME는
다른 목표 중에서도 생물학적 데이터와 상위 영
양 단계 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도양 주변
국가의 연구 기량 구축을 돕는 데 초점을 두었
다. ASCLME에서 행한 대부분의 조사 작업은
UNDP/FAO를 통해 EAF-난센 프로젝트가 지원한
(개발 도상 국가들의 해양 어업에 대한 지식 기
반 강화와 생태게 접촉 구현) 노르웨이 연구 선
박에서 (RV Dr. Fridtjof Nansen) 실행되었다. 진행
중인 SIBER 프로그램 역시 북부 인도양에서 6
개 외해와 8개 해안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

인도양의 해령은 대양저 확산이 발생하는 범세
계적 해령 시스템의 일부이다. 이 해령은 대양저
위에 Y를 꺼꾸로 한 모양의 놀랄만한 삼중합점
을 형성하고 있다 (Kennett, 1982; 그림 3). 아라
비아해의 칼스버스 해령의 북서 상단을 시작으
로 이 해령은 정남쪽으로 돌아, Chagos-Laccadive
고원을 지나, 중부 인도 (또는 중앙 인도) 해령
이 된다. 해령의 분지는 마다가스카르의 남동쪽
에서 남서 인도 해령으로 들어 가서 아프리카
남쪽에서 대서양-인도 해령과 합쳐질 때까지 남
서쪽으로 지속되고, 남동 인도 해령은 타스매니
아 남부에서 태평양-남극 해령과 합쳐질 때까지
동쪽으로 연장된다. 이런 해령들과 연관된 단열
대로는 호주 남서에 위치한 Diamantina 단열대와
함께 Owen, Prince Edward, Vema, Amsterdam 등이
있다 (그림 3, Owen, Vema, Diamantina 해령과 단
열대는 각각 영국, 미국, 호주에서 IIOE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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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에 있는 다른 중요한 비지진성 해령으로
는 마다가스카르, Chagos-Laccadive, Mascarene 고
원 등이 있다. 표면까지 연장되어 많은 곳에서
열도를 형성하는 이 해령들은 인도양의 표면 순
환과 심층 순환 모두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
해령은 표면 해류가 지형적 특징 및 열도와 상
호작용하는 지역에서 인도양 지표수의 생물학적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영양분 그리고/또는 트레이스 금속을 비옥하
게 만들어 섬-후류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Strutton et al., 2015).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성
측정된 지형과 바다색 사용을 제외하고는 지형
적 순환 세력과 생물학적 생산성이 광범위하게
연구되지는 않았다 (예, Gaube et al., 2013; Strutton
et al., 2015)

했던 선박의 이름을 딴 것임). 이런 지질 구조적
으로 복잡하고 활동적인 확산 중심은 심해의 화
학적 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Nishioka et
al., 2013; Vu and Sohrin, 2013), 다양한 열수 분출
공
심해
공동체를
지탱하지만
(http://www.interridge.org/WG/VentEcology
참조),
이는 세계 양에서 가장 탐구가 안된 분야 중 하
나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양에는 중요한 내진 해령도 몇
개 있다 (그림 3).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동경 90° 해령일 것이다. 전세계 대양에서 가장
똑바르고 가장 긴 해령이다. 이 해령은 위도
31°S에서 9°N에 있는 지역의 붕괴 해령으로부터
90°E 자오선을 따라 북쪽으로 4,500km를 흐른다.

그림 6: 인도양의 총 퇴적물 두께 (출처: Divins, 2003), 출처 콜로라도, 볼더, NOAA 국립 지구 물리학 데
이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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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3,000 미터) 페러망간 결절이 심해 평원에서
발견되는 반면, 칼스버그와 중앙 인도 해령의 산마
루에서는 열수 금속 함유 퇴적물들이 우세하다. 이
퇴적물들은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인도의 정부 후원 해양 과학 프로그램의 네
트워크는 이미 북부 인도양에서 해저 연구를 착수
하여 시험 채굴을 실행하였다. 아직 제대로 특성화
되지 않은 이런 광물 자원 퇴적물들이 인도양 전
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깊은 인도양 분지는 해령의 측면에서 연장된 두꺼
운 퇴적물이 상대적으로 평평한 면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6). 인도양의 해령 지형은 320 ~
9,000km 범위의 폭을 가진 몇 개의 분리된 분지들
을 경계짓는다. 이런 분지로는 서부와 중부 인도양
에 있는 아라비안, 소말리, 마스카렌,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아굴리아스, 크로제 분지와 동부에 있는
워튼과 남 호주 분지가 있다 (그림 3과 6).
인도양의 대륙붕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좁
고 고작 평균 120km의 폭으로 확장한다 (Talley et
al., 2011; 그림 3). 가장 넓은 대륙붕은 인도 뭄바
이 (봄베이) 근처와 북서부 호주에서 발견되었다.
대륙 붕단은 일반적으로 약 150미터 깊이에서 발
견된다. 특히, 갠지즈, 인더스, 잠베지 강은 대형
협곡을 깍아 각각 벵골만, 아라비아해, 모잠비크에
대륙 붕단과 경사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자바 해구와 순다 아크 참호 시스템의
섭입 수역과 연동된 지질 구조적 활동은 지질 연
대 동안 인도양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많은 츠
나미와 화산 분출을 생성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Kennett, 1982). 가장 최근에는,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 츠나미가 30 미터 높이의 파도를 감당하지
못한 14개 국가의 연안지역 서식지에서 283,000명
이 넘는 인명을 앗아갔다 (Lay et al., 2005). 이 츠나
미는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연 재해로 기록되
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국가이
고 다음은 스리랑카, 인도, 태국 순이었다. 또한 인
도네시아의 지형은 이런 섭입 수역에 의해 생성된
화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인도
네시아는 127개의 활화산을 가지고 있고 약 5백만
명이 화산 위험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장 활
동적인 화산은 자바 섬에 있는 Kelut와 Merapi인데
이 화산은 해당 지역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해 좀 더 나은 경보
시스템과 대피 계획을 개발하려면 츠나미와 화산
분출을 일으키는 지질학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향
상시켜야 한다.

세 개의 대양 중에서 인도양이 강에서 나와 바다
로 흘러 들어간 부유 퇴적물 적재가 가장 높은데,
이 적재량 중 반은 인도 아대륙으로부터 유래된다
(Schott, 1939; Ewing et al., 1969; Kidd and Davies, 1977;
Kolla and Kidd, 1982). 이런 퇴적물은 대부분 대륙붕,
경사면에 퇴적되어 높아지다가 어떤 곳에서는 인
도양의 심해 평원으로 더 멀리 연장된다 (그림 6).
벵골만, 아라비아해, 소말리, 모잠비크 분지에서는
두께가 1마일이 넘는 퇴적물도 발견된다 (그림 6).
인도양에서 가장 오래된 퇴적물은 북서 호주 워튼
분지에서 발견된다. 벵골만에 있는 갠지즈-부라마
푸트라 퇴적 원뿔에서 어떤 곳의 퇴적물 두께는 7
마일이 넘고 남위 10°까지 연장된다 (그림 6).
IODP가 이런 퇴적물을 통해 많은 장소에서 심해
코어를 수집하였으나 인도양은 샘플링이 상대적으
로 희박하다. 2015년 동안 몇몇 IODP 탐사가 중부뱅갈 팬과 인더스 팬 내 갠지즈-부라마푸트라 입
구 근처에서 길게 뻗은 코어를 새로 발견할 것이
다. 이런 코어가 히말라야의 부상과 침식, 몬순의
진화, 인더스 갠지즈-부라마푸트라 저수지에서 환
경 조건과 상호 작용의 긴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France-Lanord and Derry,
1997).

물리 해양학과 대기
과학 드라이버 일반적 순환과 생물지구화학 및 생
태학에 미치는 영향
인도양의 일반적 순환은 모든 외해 분지 중에서도
가장 파악이 덜된 분야이다. 이는 다른 대양 분지
에 비해 인도양의 표면 해류와 심층류가 더 복잡
하고 변동적이며 연구가 덜 되었기 (관찰적 측면
이나 모델링 측면 두 가지 측면 모두) 때문이다.
위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런 복잡성은 몬순 바람
과 (그리고 이 바람에 의해 생성된 연관된 행성파),
ITF (그리고 인도양을 통과하는 글로벌 열염분 순
환 표면 회귀 흐름), 해저 지형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반대로, 자바와 수마트라 해안 북 호주 분지에는
해안 근처 자바해구 트랩 퇴적물 때문에 상대적으
로 적은 퇴적물이 축적되었다 (그림 6). 오히려 이
지역에서는 섭입 수역과 연관된 활 화산작용으로
인하여 규소 화산재가 발견된다 (아래 참조). 북위
10°와 남위 40° 사이 섬과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 지역에서는 인도양 퇴적물로 갈색과 적색의
점토가 주류를 이룬다. 생산적인 적도 구역에서는
석회질과 규산질 연니가 풍부하다. 남극 수렴선
(대략 남위 50°) 아래에서는 남 태평양과 남 대서
양처럼 규조 연니가 발견된다. 상대적으로 얕은 인
도양에서 (40 ~ 400 미터) 주요 광물 자원 침적은
인회석이다. 좀 더 깊은 곳에서는 (1,000 ~ 2,500 미
터) 페러망간 껍질이 두드러진다. 깊은 인도양에서

몬순 세력의 결과로 모든 북부 인도양 경계류는
계절에 따라 반전되어 엄청난 생지화학적 및 생태
학적 영향을 미친다 (다음 장 참조). 남쪽으로 남
위 10°까지 연장될 수 있는 몬순 역학 관계 외에
도, 북부 인도양에는 독특한 물리적 해양학적 특성
들이 많다. 이런 특성으로 계층화 장벽층 형성을
유도하는
북부
벵골만의
담수
영향이
9

(Vinayachandran
and
Kurian,
2007)
있다
(Vinayachandran et al., 2002; 그림 4와 5 비교). 남동
부 아라비아해에는 미니 SST 난수역이 존재한다
(Rao and Sivakumar, 1999; Shenoi et al.,1999, 2005;
Kurian and Vinayachandran, 2007). 이런 미니 난수역
과 인도 반도에서 시작된 몬순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이 있지만 이런 연결은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Vinayachandran et al., 2007). 이 지역의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는 인도 남쪽 끝 바깥에 냉수역
(Joseph et al., 2005; Shankar et al., 2007), 스리랑카 돔
(Vinayachandran and Yamagata, 1998), 중요한 식물성
플랑크톤 군단 (그림 7; Vinayachandran et al., 2005;
2009, Jyothibabu et al., 2015) 등이 있다. 또한, 이 지
역에는 벵골만의 소금과 담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소금 펌프가 있다
(Vinayachandran et al., 2013).

과를 만든다 (Strutton et al., 2015). 이런 적도풍 체
계가 열대성 불안정 파의 진행과 대서양과 태평양
적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계된 생물학적 반응을
방해한다는 설이 있었으나 (Chelton et al., 2000;
Strutton et al., 2001), 최근 연구에서는 행성파 현상
이 중앙 적도의 인도양에서 중요한 생물학적 영향
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rutton et al., 2015).
남부 열대 인도양에서는 (STIO), ITF와 연계되고
태평양 서부와 연관 관계가 있는 계절에 따라 달
라지는 이류가 STIO의 역학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Gordon and Fine, 1996; Potemra,
1999). 더욱이, STIO는 분지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진행할 때마다 변온층/영양층의 깊이를 조절하는
로즈비 파가 발생하는 현장이다. Madden-Julian 진
동(MJO)의 특성은 표면의 강한 섭동 (열, 운동량,
담수), 유동, SST와 연계된 대기 대류에서 30-60일
의 가변성이다 (Madden and Julian, 1994). 마지막으
로, 분지의 고유한 기후 모드인 인도양 다이폴
(IOD)의 특성은 동부 인도양에서 이례적인 용승,
이례적인 적도 풍, 5-10°S 구역에서 대양 열 함유
량의 상승이다 (Saji et al., 1999; Vinayachandran et al.,
2009). IOD가 작용하면 ITF, Wyrtki 제트, MJO의 흐
름이 바뀌고 (Shinoda and Han, 2005), 이런 변화는
모두 분지 전체에 걸쳐 중요한 생태계의 이례적인
작용을 발생시키는데 기여한다 (Resplandy et al.,
2009; Wiggert et al., 2009).

적도와 인도양 남부 지역은 시기적으로 매년 계절
내내 추가적인 물리적 과정에 의한 강한 영향을
받는다. 적도 밴드 안에서는 반년마다 몬순 사이
주기 동안 동쪽으로 전파되는 Wyrtki 제트들이 발
생해, 주로 적도 편서풍 때문에 발전된다 (Han et
al., 1999; Wyrtki, 1973). 5월과 11월에 이런 제트가
도착하면 분지 동쪽의 변온층/영양층이 침체되어
일차 생산이 감소된다. 하지만, 제트는 중앙 적도
의 인도양에 있는 Chagos-Lacadive 해령을 따라 섬
이나 해안과 상호 작용을 하여, NEM과 SWM 기간
사이 동안 동쪽으로 또한 서쪽으로 광범위하게 높
은 엽록소 밀도를 볼 수 있는 극적인 섬 후류 효

그림 7: 1998-2002년 동안 SeaWiFS로부터 유래된 엽록소의 월별 합성 영상으로, 여름 몬순 동안 인도 남
쪽 끝과 스리랑카 주변 엽록소 군집의 진화를 보여준다. 제공: 남부 미시시피 대학교 Jerry Wigg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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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S의 위도 범위 안에 (남 적도 해류 또는
SEC) 존재한다. 약 남위 17°, 마다가스카르 바로
동쪽에서 SEC는 북쪽 지류와 남쪽 지류로 갈린다
(Chen et al., 2014). 북동 마다가스카르 해류로 알려
진 북쪽 지류는 마다가스카르 북쪽 끝을 지나 동
아프리카 연안 해류로 공급된다 (EACC). 남동 마
다가스카르 해류로 알려진 남쪽 지류는 마다가스
카르 남쪽 끝을 지나 아굴리아스 해류로 공급된
다 (Schott and McCreary, 2001). 인도양의 남부 중앙
환형 지대는 전세계 대양에서 가장 연구가 덜된
지역 중 하나이다. 대서양이나 태평양에서처럼,
이 환형 지대의 특성은 서쪽으로 집중된 고기압
성 순환이다. 그러나 이 환형 지대는 ITF와 (위에
서 논의한 것처럼) 해저 지형, 즉 동경 90도 해령
의 영향으로 인해 독특한 점이 있다. 이 해령은
동에서 서로 수백 킬로미터로 전파되고 표면 해
류와 심층류 모두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표면
소용돌이를 생성하는 두드러진 지형적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예, Strutton et al., 2015). 이렇게 지형적
으로 생성된 소용돌이와 순환의 생지화학적 및
생태학적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
다.

인도양에서 적도의 생물학적 분포와 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적도의 생물학적 분포 사이에는 눈에
띄는 대조가 있다. 인도양에서는 변온층과 영양층
의 서쪽 매몰 결과로 일반적으로 서쪽에서는 상
승된 엽록소 밀도가, 동쪽에서는 빈 영양 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양 적도 밴드의 물리
적 과정은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조사되었지만
연관된 생지화학적 및 생태학적 가변성은 그렇지
못하여, 그저 관찰이나 아니면 모델링 작업에 대
한 서너 가지 예만 있을 뿐이다 (Wiggert et al.,
2006; Hanson et al., 2007; Waite et al., 2007; Resplandy
et al., 2009; Strutton et al., 2015). 특히나 MJO와 IOD
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Seychelles-Chagos 변온층
해령으로 (SCTR, Vialard et al., 2009), 5-15ºS 구역
내 인도양을 가로질러 있는 얕은 혼합 층이
(~30m) 특징이다. 최근 관찰에서는 동쪽으로부터
ITF의 유입과 굽어진 바람 분포에 의해 생성된
영구적인 변온층 해령이 결합하여 SCTR이 생성
된 것으로 나타났다. SCTR은 시간 상으로 계절
내내 그리고 매년 MJO와 IOD의 활동과 관련되어
침강된다. 최근 연구에서 이례적으로 깊어진 변온
층으로 인해 MJO 작용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IOD 작용으로 MJO와 IOD이
지역의 상층부 해양 엽록소 밀도에 분명히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Resplandy et al., 2009;
Vialard et al., 2009).

마지막으로, 인도양의 전도 특성이 열과 그 외 다
른 특성 들의 재 분포에 중요하다는 것을 주목해
야 한다 (Schott et al., 2002). 인도양은 32°S를 가로
질러 나가는 1.5PW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오면 열 이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기로부
터 순 열 취득, 활발한 확산성 가열, 바다 깊은
바닥의 용승과 연계되어 있다 (Bryden and Beal,
2001; Lumpkin and Speer, 2007). 이런 이동이 대서
양과 남빙양의 열 상실 균형을 맞추며 (Talley,
2013) 10년간의 SST 가변성과 (Han et al., 2014) 인
도양 주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CO2 흐름과 연
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조사가 열악
하여 가변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ITF는 최대 ~20Sv까지 추정되는 유입물을 인도양
에 보내 태평양 분지와 인도양 분지를 연결한다
(Gordon and Fine, 1996; McCreary et al., 2007). 이는
열과 담수 교환을 통해 인도양 수괴의 특성에 영
향을 미친다. 사실, ITF의 물은 SWM 동안 STIO를
가로질러 소말리 해류를 통해 아라비아해까지 전
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 et al., 2004). ITF를
통한 영양분, 플랑크톤, 심지어 치어의 이동과 교
환은 특히 남동부 인도양의 생지화학적 및 생태
학적 가변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영향의 정
도는 별로 탐구된 것이 없다. ITF를 통한 이동을
정량화하려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 중
두 개의 연구만, 영양분 흐름의 정량화를 시도했
다 (Talley and Sprintall, 2005; Ayers et al., 2014).
Talley와 Sprintall은 (2005) 남 적도 해류의 (SEC)
생지화학적 특성에 (규산염) 상당한 영향을 미치
는 ITF의 영양분 유입을 보여주고 있다. Ayers와
동료들은 (2014) ITF가 기여한 총 영양분 흐름이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열대 인도양에서 새로운
생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런 영양분 유입이 르
윈 해류의 영양분 농도 또는 북부 인도양 산소
극소 대역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같은 질문
처럼, 이런 영양분 입력이 좀더 큰 영향을 가지는
지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경계류 역학 관계와 용승 가변성
경계류는 주요 해양 생물들 간에 생지화학적 특
성과 플랑크톤 생태계의 흐름을 조정하며, 연안
구역의 용승 및 하강 순환과 역학적으로 연결되
어 있어 높은 영양 수준의 생산성, 행태, 충원에
영향을 미친다 (Hood et al., 인쇄 중). 인도양 분지
의 독특한 지형으로 인해 경계류와 이와 연관된
용승 및 하강 순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하
면서도 독특하다 (Hood et al., 인쇄 중).
북부 인도양에서는 몇 가지 경계 해류계가 계절
에 따라 반전된다 (예, 소말리 해류, 동서 인도 연
안 해류, 자바 해류) (그림 8). 이렇게 뒤바뀌는 표
면 해류는 몬순-유래 시스템의 특성으로 대단한
생지화학적 및 생태학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용승 및 하강도 북부 인도양 바람과 경계류의 반
전과 연계되어 극적으로 변화한다. 용승의 강도와
표면 발현은 장소마다 달라지지만, 이는 SWM 동

대서양이나 태평양에서의 상황과 유사하게, 인도
양에도 서부 인도양 경계류를 공급하는 남동 교
류에 의해 유도된 폭넓은 서부 지역 흐름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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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인도양 행성파의 영향
에 대한 파악은 그저 바람이 해안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매카니즘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바다가 어
떻게 몬순에 영향을 미치고 몬순이 어떻게 바다
에 영향을 미치는가 (Shenoi et al., 2002;
Vinayachandran et al., 2002; Durand et al., 2004;
Shankar et al., 2004; Shenoi et al., 2004; de Boyer
Montégut, 2007; Kurian and Vinayachandran, 2007;
Shankar et al., 2007; Vinayachandran et al., 2013), 또한
해수위의 가변성에 대한 이해 (Shankar and Shetye,
1999; Shankar and Shetye, 2001; Unnikrishnan and
Shankar, 2007; Shankar et al., 2010; Aparna et al., 2012),
그리고 이런 모든 물리적 과정이 북부 인도양의
생물자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Vinayachandran
et al., 2004; Vinayachandran et al., 2005; Levy et al.,
2007; McCreary et al., 2009; Vinayachandran, 2009) 이
해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안 북부 인도양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바람과 고
기압성 경계류 순환과 연계된다. 가장 강한 용승
반응은 소말리아와 오만 바깥쪽 서부 아라비아해
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때 표면 근처 영양분 농도
는 > 15 μmole/L로 증가하였고 (Morrison et al.,
1998) 표면 온도는 16ºC로 낮아졌다 (Swallow and
Bruce, 1966). 덜 뚜렷하긴 하지만 남서 몬순과 남
으로 흐르는 서 인도 연안 해류도 인도 서부 해
안을 따라 표면에서 노출되는 용승을 촉진한다.
남서 몬순 동안 스리랑카 동쪽 경계류의 강도는
소말리 해류에 버금가는 것으로 (Hastenrath and
Greishcar, 1991), 스리랑카 주변을 돌아 벵골만으
로 침투하는 것이 특징이다 (Murty et al., 1992,
Vinayachandran et al., 1999). 벵골만의 경우, 아래에
서는 때때로 발생하지만 표면에서는 노출되지 않
는 용승과 함께, 강에서부터 북쪽으로 유입되는
대용량 담수의 영향으로 인해 바람과 해류 효과
가 (즉, 동 인도 연안 해류)부분적으로 애매해지
는 경향이 있다 (Gomes et al., 2000; Vinayachandran
et al., 2005). 용승 효과는 6월에서 10월까지 북서
로 흐르는 용승-선호 자바 해류와 용승-선호 남동
몬순 바람과 연계되어 자바 남부 해안을 따라 표
면에 있는 차가운 물로 강하게 나타난다 (Sprintall
et al., 1999, 그림 8).

남부 분지에서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소규모 르
윈 해류가 (그림 8) 흔치 않은데, 이는 대부분 남
쪽 흐름으로 인해 유래된 대규모 기압 경도를 제
공하는 ITF와 연계된 원거리 세력 때문이다. 르윈
해류는 계절에 따라 뒤바뀌지는 않지만 상당한
계절성과 연년 변동을 보여준다. 르윈 해류는 이
해류가 동쪽 해안으로 향하게 만드는 남반구의
남쪽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코리올리 효과 때문
에 하강 선호이다 (Smith et al., 1991; Hanson et al.,
2005a,b). 르윈 해류는 용승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
다. 하지만, 국소적인 바람 세력이 이런 일반적인
경향을 바꿔 해안 근처에서 용승과 해류의 반전
을 유도한다 (Hanson et al., 2005a,b). 르윈 해류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극지 방향성은 동부
경계류 중에서도 독특한 것이며 모든 중위도 동
부 경계 해류계 중에서 가장 큰 맴돌이 운동에너
지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해류는 이례적
으로 높은 엽록소, 온난 코어, 하강 소용돌이를
가지고 있어 생산적인 규조류 군락을 서쪽 외해
로 이동시킨다 (Waite et al., 2007). 르윈 해류는 호
주 서해안을 따라 오랫동안 생물군의 분포 및 이
동과 연결되어 유생 정체와 많은 해안 종의 분산
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Hood et al.,
인쇄 중).

이런 북부 인도양 경계류들은 국소적인 바람만으
로 유도되지는 않는다. 가끔은 바람으로 흐르는
해류가 그리고/또는 때로는 바람이 강할 때는 약
하고 반대로 바람이 약할 때는 강한 해류가 관찰
되기도 한다 (Potemra et al., 1991; McCreary et al.,
1993). 이런 해류의 계절 주기는 몬순으로 생성되
는 해안 캘빈파와 적도의 켈빈파와 로지파
(McCreary et al., 1996; Shankar et al., 1996; Shankar
and Shetye, 1997; Shankar et al., 2002), 그리고 복잡
한 순환 양상을 야기하는 이들의 경로를 기반으
로 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McCreary et al.,
1993; Shankar and Shetye, 1997; Vinayachandran and
Yamagata, 1998; Shankar et al., 2002). 인도 대륙붕에
서 얻은 데이터는 이런 원거리에 있는 세력 효과
가 내부 대륙붕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Shetye et al., 2008). 예를 들어, 인도 중부 서해안
에 있는 고아 바깥쪽에서 만나르 만처럼 멀리 떨
어진 곳에서부터 온 세력을 받은 대륙붕 해류가
관찰되었다 (Amol et al., 2012). 이런 데이터가
(Shetye et al., 2008; Amol et al., 2012; Amol et al.,
2014; Mukherjee et al., 2014) 수많은 모델화에 도전
하는 계기가 되어 계절 동안 가변성과 대륙붕 순
환에 대한 이해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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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겨울과 (좌) 여름 (우) 몬순의 바람 (위), 표면 해양 순환 (가운데), 위성- 유래 엽록소 밀도 (아
래) 비교. 바람과 순환 그림은 Schott and McCreary(2001)에서 얻은 것으로, Elsevier의 허가로 사용됨. 1월
(a)과 8월(c)의 위성 평균 엽록소 밀도. 1997년 9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월별 레벨 3 표준 맵 이미지 데
이터를 사용해 제작된 기후학으로 Goddard DAAC로부터 (http:// daac.gsfc.nasa.gov/) 얻은 자료. 위성 엽록
소 밀도는 Wiggert et al. (2006)로부터 다시 제작됨, Elsevier의 허가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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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서부 경계류처럼 아굴리아스 해류 주변의 해
양 온도장은 자전에 의한 편향력의 평형에 의해
조절되어 해류의 존재에 따라 반응하는데, 이는 해
류의 해안 경계선을 따라 표면을 향에 위로 기울
어지는 변온층을 발생시킨다. 이런 용승은 아굴리
아스 해류의 해안 가장자리를 따라 해표면에서 관
찰되는데, 해류가 해안으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하
류가 더 발달된다 (그림 9; Gill and Schumann, 1979;
Lutjeharms et al., 2000). 아굴리아스 해류로 하류를
전파하는 냉 코어의 격렬한 소용돌이는 심층수를
대륙붕 위로 들어 올려 (Lutjeharms et al., 1989;
Bryden et al., 2005) KwaZulu-Natal같은 좁은 대륙붕
지역을 따라 해안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대륙
붕이 넓어지는 동부 아굴리아스 뱅크의 해안 지역
과 만에서는Natal Pulses에 의해 몇 주의 기간이 지
나며 광범위해진 용승이 발생할 수 있다 (Goschen
et al., 2015). 여름에는, 북동으로 강한 바름이 부는
동안 바람에서 파생된 용승이 (그림 9) 동부 아굴
리아스 뱅크의 주요 곶 바깥과 (Schumann et al.,
1982; Goschen et al., 2012) KwaZulu-Natal 해안 곶과
오목한 곳 바깥에서 (Schumann, 1988) 빈번히 발생
한다.

중간 규모의 소용돌이는 모잠비크 해협의 용승 및
하강 순환에 엄청나고 복잡한 영향을 미치며 (그
림 8), 따라서 영양분과 식물성 플랑크톤 분포에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Jose et al., 2014; Lamont et al.,
2014; Roberts et al., 2014). 모잠비크 해협의 모델링
연구에서는 일반적 통념에 반하여 때로는 격렬한
용승 소용돌이가 중심에 낮은 엽록소 밀도를 가지
고 있고 하강 소용돌이가 중심에 높은 엽록소 밀
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Jose et al., 2014). 이
런 소용돌이 역시 아프리카 해안과 마다가스카르
로부터 영양분과 엽록소의 횡 이동을 조정한다
(Jose et al., 2014; Lamont et al., 2014; Roberts et al.,
2014). 이런 결과는 모잠비크 해협에서 격렬하고
고기압성 소용돌이 안에서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
이 소용돌이 자체에 의해 유도된 용승이나 하강
보다는 오히려 해안 구역으로부터의 이류에 의한
수광대 안으로 횡적 영양분 주입에 대한 반응으로
주로 발생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반대로, 동 마다
가스카르 해류에서는 대륙붕으로부터 흐름이 갈라
지는 해안 용승이 관찰된다. 이 용승은 냉하고 영
양이 풍부한 물을 표면으로 가져와 일차 생산을
자극한다 (Lutjeharms and Machu, 2000; Ho et al.,
2004; Quartly and Srokosz, 2004). 남쪽 겨울과 남쪽
여름에는 용승과 그 영향이 향상된다 (Ho et al.,
2004).

태평양이나 대서양과 달리 인도양의 적도 지역 낮
은 위도에서는 변함 없는 무역풍 세력 대신 몬순
세력으로 적도를 중심으로 한 영구적인 용승이 없
다. 대신, 더 높은 위도에서 침강된 물이 소말리
해변, Seychelles-Chagos 변온층 해령 (SCTR), 스리
랑카 돔과 같이 적도에서 떨어진 다양한 위치에서
용승한다. 이 지역에서 용승은 계절에 따라 몬순
바람의 세력에 의해 크게 바뀐다. 또한, SCTR과 자
바 바깥쪽 그리고 수마트라에서는 연년마다 IOD
및 ENSO와 연계되어 용승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많은 인도양 어업이 경계류 역학 관계와 용승의
가변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물
리적 해양학 특성은 직접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역학 관계와 가변성, 주에
서 년 단위로 시간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계류와 이와 연관된 용
승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며, 특히 기후 변화
와 지구 온난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 더 장기간에 대한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

몬순 변동성과 예측 가능성
유라시아 대륙과 근접하고 그 위 기단의 가열과
냉각 결과로 인해 인도양은 계절에 따라 반전되는
강한 몬순 바람의 세력에 영향을 받는다 (그림 8).
북부 인도양에서는 북반구 여름에는 (6월-8월) 따
뜻하고 습한 남서 몬순이 (SWM) 남서에서 북동쪽
으로 불고, 북반구 겨울에는 (12월-3월) 춥고 건조
한 북동 몬순이 (NEM) 반대 방향으로 분다. 북반
구 여름이 (6월에서 10월) 되면 이 세력은 분지의
동쪽을 따라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부는 남동 몬
순을 (SEM) 유도한다 (검토 자료는 Schott과

그림 9: 0.02도 분해능에서 Odyssea SST 일일 분석

을

사용한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

온도

(http://cersat.ifremer.fr/thematic-portals/
projects/medspiration/), 지평 Etopo-1, AVISO 격자 절
대 지형 속도 CNES의 지원으로 Ssalto/Duacs가 제
작하고
Aviso가
유포한
고도
(http://www.aviso.altimetry.fr/duacs/). Dr. M. Krug,
CSIR-NRE의 허가로 제작된 그림: 지구 생태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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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부터 년까지 시간에 따른 몬순 변동성
예측은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다. 앞으로 몇 해 동
안 몬순이 어떻게 바뀔 것이며, 특히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측하기 위
해 더 장기간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몬순의 경험
적 계절 예측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며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좀더 최근의 기계론적 모델링
작업은 성공하지 못했다. 아시아 몬순은 평균 구조
시뮬레이션 조차도 달성하기 힘든 것으로 입증되
었고 ENSO와 몬순 변동성 사이에 관찰된 관계는
복제가 어렵다 (Webster et al., 1998). 결과적으로, 현
재는 몬순 강우와 순환에 있어 단기 (주에서 년
단위)가변성이나 장기 (격년, 연년, 10년 주기) 리듬
과 변경 모두 예측에 대한 확신이 낮다 (IPCC,
2014).

McCreary, 2001 참조). 이런 바람은 아라비아해와
벵골만 모두, 또한 남동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비
롯해 인도양 분지 동쪽 전체에도 극심한 영향 미
치며, 그 효과는 ~ 10ºS에 이를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아열대와 열대 기후 특성에 해마다 가장 큰 폭의
변동을 주는 것 외에도, 몬순은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도 역시 상당한 가변성을 보여준다.
몬순은 연 주기 내에서 대규모로 폭이 큰 변동을
갖는다. 아마도 몬순의 가장 중요한 계절성 현상은
몬순 강우의 시작일 것이다. 몬순의 첫 번째 강우
는 5월 중순 버마와 태국에서 발생해 점차로 북서
쪽으로 진행하여 6월 중순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전체로 강우가 진행된다. 하지만 어떤 우기철이든
지 특정 지역에서 우기 시작 일자는 상당히 변동
적이다 (Webster et al., 1998). 연간 주기 보다 긴 시
간에 걸쳐 몬순은 격년, 연년, 십 년 주기의 리듬
으로 변화한다. 인도의 강우는 물론 인도네시아와

극단적 상황
인도양에서 특히 우려되는 극단적 상황으로는 열
대 저기압, 홍수, 가뭄, 츠나미 등이 있다. 모델에
서는 21세기 말까지 극한 온도의 상당한 상승이
예측되었다(IPCC, 2014). 인도양과 그 주변에서 따
뜻한 일일 극한 온도에 대한 빈도와 규모는 상승
하고 극한의 발생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인도양 주변 둘레 대부분의 지대에서도
역시 따뜻한 주기나 열파의 길이, 빈도, 그리고/또
는 강도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11년 동부
인도양에서 기록된 것과 같은 해양 열파는 엘리뇨
-남부 진동과 연결되어 (Pearce and Feng, 2011) 지구
온난화 결과로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생태학적 영향은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Wernberg et al., 2013).

동 아시아의 강우에서도 2~3년 진동의 격년 가변
성이 드러난다 (Mooley and Parthasarathy, 1984;
Yasunari and Suppiah, 1988; Tian and Yasunari, 1992;
Shen and Lau, 1995). 몬순의 연년 변동은 3년에서 7
년 주기로 관찰되며, 이런 가변성은 연결된 해양대기 체계의 다른 주요 특성과 연관될 수 있다. 분
명히, 인도와 ENSO의 가뭄 사이에는 중요한 관련
성이 있다. 즉,태평양의 SST가 흔치 않게 따뜻하면
다음 해에는 인도에 강우가 없는 경우가 잦다
(Shukla and Paolina, 1983). 십 년 주기 가변성은 지
난 수십 년간 ENSO와 인도 몬순 사이의 관계 변
화로 드러나고 있다 (예, Parthasarathy et al., 1988;
1992; 1994).
북부 인도양 주변의 농경 법은 연간 몬순 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규칙적으로 따뜻하고 습
하거나, 차고 건조한 몬순 주기는 농경 사회에 이
상적이다. 하지만 이런 규칙성은 년 주기 내 사소
한 변화에도 농사가 민감해지도록 만든다. 강수량
과 강수 시기의 변동이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몬순이 약해 총 강우량이 보통 때에
보다 상당히 적은 해는 일반적으로 수확량이 낮아
진다. 반대로 몬순이 강한 해에는 너무 많은 강수
로 홍수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수확
량이 풍부하다. 계절 별 가변성 (예, 몬순의 시작
과 쇠퇴 시기와 그 사이의 소강 또는 휴지 상태)
역시 중요하다. 몬순이 빠르게 또는 늦게 시작하거
나 몬순 강우 동안 예상치 않은 소강 상태가 있으
면, 비록 평균 강우량은 정상일지라도 농사에 대단
히 파괴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Webster et al.,
1998).

21 세기에는 인도양 주변 많은 대지에서 호우 빈
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IPCC, 2014). 특히 열
대 지역의 경우 가능성이 크다. 인도양에서 열대
저기압과 연계된 큰비와 평균 열대 저기압 최대
풍속은 지속적인 온난화와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감소된 강우량과 그리고/또는 상승한 증발산
으로 인해 21세기에는 인도양 지역 일부 지역과
계절에 가뭄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해수면 상승이 향후 해안의 고 수위 극한 상
승 경향에 기여할 것이다 (IPCC, 2014). 현재 해안
침식과 범람 같은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고 있는
인도양 주변 위치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도 마찬가지로 지속될 것이다. 해안 고 수위 극한
상승에 기여한 평균 해수면 상승은 예측된 열대
저기압 최대 풍속 상승과 함께 인도양 열대 섬 국
가들의 주요 우려 사항이다. 21세기에 인도양의 츠
나미 빈도는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
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그 영향이 (해안
침식과 범람)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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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날씨와 기후 상황에 얼마나 노출되고 취약한가에 대한 평가가 영향과 재난 가능성 (재난 위험)
을 결정한다. 출처: IPCC (2014), 허가 받은 사용

생지화학과 생태계 과학 드라이버

극단적 기후의 영향 특성과 심각성은 극단 정도뿐
만 아니라 노출과 취약성에도 달려있다. 부정적 영
향이 광범위한 손상을 일으켜 집단이나 사회의 정
상 기능에 심각한 변화를 야기할 경우에는 재난으
로 간주된다. 극단적 기후, 노출, 취약성은 인위적
기후 변화, 자연 기후 가변성, 사회 경제 개발을
비롯해 폭넓은 범위의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그림 10; IPCC, 2014). 자연 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
95% 이상이 개발 도상 국가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들 국가 중 많은 수가 인도양 주변에 위치하고 있
다. 인도양에 노출된 소 국가들, 특히 작은 섬 개
발도상 국가의 손실이 특히 높아, 많은 경우 GDP
의 1%를 초과하고 극심한 경우에는 대부분 8%를
넘는다 (IPCC, 2012). 이런 자연재해의 빈도 그리고
/또는 심각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인도양의 극단적 상황과 생태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 관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예
측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후 변화로 인해 이
들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아보고, 적응 및
완화 전략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오늘날 해양 생태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협 중에 하나는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결합된
영향이다 (스트레스 요인 지도는Halpern et al., 2012
참조). 해양과 강어귀 생태계의 스트레스 요인은
수없이 많은 형태와 근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 요인은 인간의 활동으로 결과된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된 정상 환경 변화의 극단적인 형태
로 나타난다(Breitburg and Riedel, 2005). 편재성을
고려했을 때, 유기체와, 인간, 공동체에 주로 동시
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
다. 인도양에서 특히 우려되는 해양 생태계 스트레
스 요인으로는 온난화, 해수면 상승, 탈산소화, 산
성화, 부영양화, 대기와 플라스틱 오염, 해안 침식,
어류 남획 등이 있다. 이런 스트레스 요인은 인간
활동의 다른 물리적 결과와 결합되어 생태계에 영
향을 주고 인간의 식량 안전 보장을 위협하면서
바위 웅덩이부터 대양 분지까지 모든 범주에서 유
전자부터 생태계까지 해양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
을 미친다. 어떤 경우에는 인도양에서 물리적 변화
속도가 전례 없이 이례적이기도 하다 (Brierley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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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

부영양화

최근, 인도양이 빠르게 온난화된다는 연구 문서가
발표되었다 (International CLIVAR Project Office,
2006; Alory et al., 2007; Pearce and Feng, 2007; Alory
and Meyers, 2009). 상승한 온도는 인도양 해양 생
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먹이 그물 역학 관
계, 종의 분포, 질병 발생 정도를 변경시킬 가능성
이 크다 (Hoegh-Guldberg and Bruno, 2010). 이런 온
난화는 생물질 연소와 화석 연료 소비로 인한 태
양열 흡수로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Ramanathan et
al., 2007). 담수, 영양분, 퇴적물 배송 시기와 양의
변화에 반응하여 인도양 해안과 강어귀의 생산성
이 바뀔 것이다. 높아진 물 온도와 담수 배송 변화
는 강어귀의 성층과, 거주 시간, 부영양화를 바꿀
것이다. 해양의 온난화 역시 인도양의 상업적 어종
을 포함해 많은 범주의 해양 유기물의 극지를 향
하는 이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이동이
이들의 포식자와 먹이에 이차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Scavia et al., 2002).

대부분의 인도양 강 유역 근접 국가의 인구가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0년 이후로 N 및 P 비료의
사용이 거의 열 배 규모로 증가하여 (FAO, 2008)
인도양에 지표수 영양분 유입의 극적인 증가를 야
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이와 연관된 하
수도 시스템 건축이 하천의 영양분 전달을 촉진하
고 있다. 이는 지표수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안
바다로 빠른 영양분 흐름 증가를 야기한다. 종합하
면, 이렇게 하천이 품은 영양분 적재는 종종 N, P,
Si의 화학량적 균형을 바꾸어, 담수와 해안 해양
시스템의 총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식물성 플
랑크톤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규조류의 성장
이 Si 제한에 의해 절충될 경우, 유해한 개화 형상
군락을 포함한 편모조류의 우세성과 함께 비-규조
류가 경쟁적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다. (Turner et al.,
2003). 따라서, N, P, Si의 상대성 가용성에 따라 먹
이 사슬 역학 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 이는 결과적
으로 어획량과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성화

바닷물 침범과 해저 지하수 방출

전세계 대양의 인위적 CO2 흡수가 상부 바다 생태
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수의 화학 성
분의 본질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배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추정에 의하면 대기의 CO2
수준이 금세기 말에는 800ppm 근처까지 도달할
것이다 (Feely et al., 2009). 전세계적인 대기와 해양
CO2 밀도 증가 경향은 산호초와 다른 석회 생물
에도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과 함께 앞으로 수십
년 내 pH 하락과 인도양의 산성화를 초래하여 할
것이다 (Doney, 2010). 1998년과 2005년에 높은 해표
면 온도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산호 탈색은 해양
순환 변화에 대한 인도양의 민감성을 드러내고 있
으며 (McClanahan et al., 2007), 바다의 산성화는 산
호초 지역에 유사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탈색은 상업적으로
수확되는 어류의 연령 분포를 바꿔 영양 수준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Graham et al., 2007). 산성화,
인간의 개발, 지구 온난화 효과의 결합 때문에 이
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산호초 생태계의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 (Hoegh-Guldberg et al., 2007). 현대
의 소말리아 플랑크톤 유공충에 대한 연구에 의하
면, 인간이 초래한 해양 산성화가 유공충의 석회화
속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조개류가 가벼워졌다
(de Moel et al., 2009). 이런 연구들이 인도양에 미치
는 기후와 인간의 영향을 탐구하기 시작했지만 영
향을 완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돕
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대개는 과도한 펌프 사용으로 인한 해안 대수층의
담수 고갈은 전세계 해안선을 따라 존재하는 문제
이다. 많은 경우, 해수면 상승과 습지 배수에 의해
악화된 고갈은 대수층으로 바닷물 침범을 야기시
켜 담수를 음료수나 공업용 및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염수 전선이 내륙으로 천
천히 이동하는 수문학 모델이 이런 침범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은 매우 다이나믹하다. 육생
의 수문학 힘 외에도 해양의 힘 (파도, 조수, 폭풍,
수위 가변성) 역시 대수층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해양 세력은 해안 대수층에 물을 만드는데,
이는 대륙붕 전체로 확산되어 해양과 교류할 수도
있다. 즉 물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해저 지하수
배출이라 한다 (SGD). 해양 모델을 기반으로
Kwon과 동료들은 (2014) 인도양으로 짠 SGD의 흐
름이 강물의 흐름을 초과한다고 추정하였지만 이
런 결론을 확인할 수 있는 인도양 해안 연구는 거
의 없다. SGD는 짜기는 하지만 해수와는 근본적으
로 구성이 다르다. 영양분, 탄소, 가스, 미량 원소
의 밀도가 보통 해수나 강물 보다 훨씬 더 높아,
SGD 흐름이 강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종
종 있다 (Moor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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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소화

견된 인도양의 쓰레기 경로는 인도양 남부 환형
지대의 상층 물기둥에 떠도는 해양 쓰레기 환형
지대이다 (Lebreton et al., 2012; van Sebille et al., 2012).
다섯 개 해양 환형 지대 각각의 다른 조각들과 마
찬가지로, 이 환형 지대에서도 회류하는 플라스틱,
화학적 슬러지, 기타 다른 잔해 수준이 상승한 것
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도 이런 잔해가 인도양 해양
생태계, 어업,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는 매우 제한적이다.

1960년대 이후 연안 해양 지역의 저 산소 구역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생태계 기능에 심각한 결과
를 가져왔다 (Diaz and Rosenberg, 2008). 데드 존 형
성은 일차 생산 증가, 비료의 하천 유출, 화석 연
료 연소에 크게 힘입어 결과된 세계적인 해안 부
영양화 증가에 의해 악화되어 왔다. 향상된 일차
생산으로 미립자 유기물 축적이 결과되고 이는 저
층수에서 미생물 활성과 용해된 산소 소모를 조장
한다. 데드 존은 많은 인도양 해안 지역에서 보고
되고 있으며, 아마도 해양 생태계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일 것이다. 사실, 북부 인도양은 전세계에서
산소 결핍 바다 물과 (O2 < 0.3 mL L-1) 접촉하는
해저 대륙 주변부의 약 3분의2를 가지고 있는데
(Helly and Levin, 2004), 이는 더 확대되어 해저 생
지화학적 및 생태학적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aqvi et al., 2006).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저 산소 영향에 대하여 비교적 아는
것이 거의 없다 (Cowie, 2005). 상대적으로 원시적
인 호주 서부 해안 환경과 아프리카 해안의 바다
물에도 이와 유사한 영향과 우려가 존재한다. 지구
온난화와 연계되어 증가하는 성층에 반응하여 북
부 인도양의 외해에 산소 극소 대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도 있다(Stramma et al., 2008;
2010; Doney, 2010; 다음 장 참조).

어류 남획
어류 남획에 대한 대단한 간접적 생태계 효과가
산호초와 다시마 숲 같은 해안 시스템에 나타나고
있다 (Scheffer et al., 2005). 대형 포식성 어류 제거
는 수중 먹이 사슬에 기록적인 연쇄 효과를 일으
킬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해양 생태계 범위에서는
어업에 의한 효과가 공들여 쌓은 탑의 붕괴 효과
를 훨씬 더 넘어 설 거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는 특히 해안과 외해 환경 모두에서 어류 남획
이 긴급한 사안으로 대두되는 인도양에 대한 우려
이다. (인도양 참치 위원회 요약 보고서 참조
http://www.iotc.org). 예를 들어, 참치와 새치류를 잡
는 산업적 주낙어선들이 이런 풍부했던 대형 해양
포식자들 중 일부를 심각하게 고갈시키는데 기여
하였다 (Myers and Worm, 2003; Polacheck, 2006;
http://www.iotc.org).

대기와 플라스틱 오염
생물 다양성 상실, 생물 계절학과 생물 지리학의
변화

인도양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일년 내내 발생
하는 많은 먼지와 에어로졸 유입이다. 북부 인도양
주변에 먼지를 일으키는 다양한 지역으로는 아라
비아 반도, 아프리카 대륙 (소말리아), 아시아 (파
키스탄/인도) 등이 있다 (Pease et al., 1998; Léon and
Legrand, 2003). 특히 주변 대륙의 산업 오염과 생
물질 연소로 발생해, 아라비아해, 벵골만, 남부 열
대 인도양 위에 머물러 있는 갈색 연무 같은 인간
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유입물 역시 일반적이다
(Lelieveld et al., 2001; Ramanathan et al., 2007). 위성
사진으로 보면,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남부 아시아
와 인도양 대부분의 위에 갈색 구름이 공기 중에
떠있다. 이 구름은 북동 몬순과 연관이 있는데, 이
동안에는 공기에서 오염 물을 씻어 낼 비가 오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 초래된 전세계 환경 변화에
의해 전례 없는 규모로 생물 다양성이 위협을 받
고 있다. 새로운 환경, 바뀐 확산 양상, 종들의 상
호작용 변화에 대한 생리적 과민성 때문에 인구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로 유래된 지역적 침입
및 멸종과 더불어 이런 과정은 결과적으로 신기한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포함해 집단의 구조와 다양
성을 변경시켰다 (Doney et al., 2012). 생태학 이론
과 커져가는 데이터 양에 의하면, 지역적으로 어떤
보편적 경향이 출현하고 있다. 즉, 온난화와 긍정
적인 상호작용이 좀더 우세해지고, 영양 수준은 불
균형적으로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도,
종들간 지리적 중첩이 변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종
들의 생활사에 대한 계절적 시기가 동시기 내에
있거나 벗어날 경우 중요한 생태학적 변화가 발생
한다 (Kordas et al., 2011).

지난 50~60 년간 세계를 둘러싼 바다, 해안 수, 넓
은 외해에는 플라스틱과, 기타 다른 합성 물질과
난분해성 물질에 의한 오염과 공해가 계속 증가만
하는 현상이 있었다 (Reisser et al., 2013; 2014). 이런
오염 물질의 원천은 대지 기반과 해양 기반 두 가
지 모두이고, 그 근원이 가까이 있거나 또는 멀리
있기도 하고, 환경적 결과도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
좀더 광범위하게 인지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해양
유기체와 바다 새의 복잡한 관계, 섭취, 질식, 전반
적인 쇠약과 연관된다 (Gregory, 2009). 2010년에 발

기후 변화와 가변성의 잠재적 영향은 인도양의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것이고, 겹쳐질
것이고, 많은 경우 다른 생태계 스트레스 요인을
(오염, 수확, 서식지 파괴, 침습성 종, 대지와 자원
사용, 극한 자연 상황) 강화시켜 더욱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다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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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식별, 생태학적으로 우세한 종의 집단 수준의
영향 변화 예측, 발달(적응)하기 위한 인간 능력의
결합, 기후 변화와 생명 시스템의 반응 규모 범위
이해 등이 있다.

면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이해, 변화를 모니터하고
탐지하는 표적 관찰, 다른 영향 시나리오를 조사하
기 위한 기계론적 모델 시뮬레이션을 향상시켜야
한다. 향후 인도양 연구를 위한 주요 방향으로는
인구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이

그림 11: 아라비아해와 (AS) (채워진 원) 벵골만 (BoB) (비워있는 원)에서 (a) 산소, (b) 질산염, (c) 아질산염
의 수직 프로파일 비교. 그림 내 기지 위치가 나타남 AS 그림 역시 동부-중앙 분지에 대한 탈질화 지역
의 한계를 보여준다. Naqvi et al. (2006)로부터 다시 제작됨. 제공: Robinson and Brink (2006), 저작권 © 2006
하버 대학교 학장과 교수진.

전세계 질소 및 탄소 주기와 철 결핍 영향에서 인
도양의 역할

한다 (Ramaswamy et al., 2001). 이런 과정은 동부-중
앙 아라비아해의 산소가 감소된 지하수에서
(200–800 미터) 발생하며 (그림 11) 전세계 외해
탈질소의 ~20%를 차지한다 (Codispoti et al., 2001).
반대로, 벵골만의 중심 해수층 용해 산소 농도는
약간 더 높아서 탈질소 임계치 바로 직전에 아슬
아슬하게 남아있다 (그림 11). 두 지역에서 생지화
학적 순환의 엄청난 차이와 더불어 깊은 산소 장
에서 미묘한 차이를 유지하는데 있어 표면 유기물
전달 대 순환과 통기에서 요구하는 생물학적 산소
의 상대적 역할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McCreary et al., 2013). 모델링 연구에서는 지구 온
난화에 대응하여 OMZ이 확장할 것으로 나타났지
만 (Stramma et al., 2008; 2010; Doney, 2010) 모델 예
측의 불확실성이 크고, 특히 인도양에서는 글로벌
시뮬레이션 모델이 관찰된 산소 분포 복제도 실패
하였다 (McCreary et al., 2013).

인도양은 생지화학적으로도 역시 독특하여 북부의
세 주요 외해 산소 극소 대역 (OMZs)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다른 두 개는 동부 열대 태평양의
적도 양측에 각각 위치해 있음). 아라비아해의 중
층수 (~200-800m) 산소 농도는 거의 0까지 떨어져
(예, Morrison et al., 1999), 생지화학적 영향이 매우
크다. 벵골만의 중층수에서도 역시 낮은 산소 농도
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아라비아해와 벵골만
사이에는 중요한 물리적 및 생지화학적 차이가 있
다 (그림 11). 아라비아해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외해 탈질소 지역으로 (Naqvi et al., 2005), 여기에서
는 NO3-와 NO2-가 N2O와 N2 가스로 변환되어 대
기로 배출된다 (그림 11). 따라서, 탈질소는 대양에
서 N을 제거하고 중요한 온실 가스인 N2O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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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자면, SWM-유래 용승 안에서 상승되는
pCO2 때문에 아라비아해는 대기 CO2의 공급원이
다 (그림 12, Takahashi et al., 2009; 2014 또한 참조).
14°S의 북쪽 연 평균 해양-대기 CO2 흐름은 약
0.12Pg C y-1이다 (Takahashi et al., 2002; 2009; 2014).
벵골만이 CO2의 공급원인지 아니면 싱크인지 여
부는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부족한 샘플링 때문에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Bates et al., 2006a).
남부 인도양은 강한 순 CO2 싱크로 나타났다
(14°-50°S 대역에서 -0.44 Pg C y-1). 남 인도양 지역
에서는 생물학 펌프와 (탄소를 내보내는 생물학적
으로 조정된 모든 과정의 합) 용해성 펌프가 (CO2
와 그 물리적 이동의 소멸) 똑같이 CO2 흐름에 기
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Valsala et al., 2012),
이런 싱크를 유지하는 요인은 분명하지 않다. 남반
구 겨울에는 찬 온도가 분명이 CO2의 용해성을
상승시키지만, 화학 및 생물학적 요인 역시 중요하
다는 증거도 있다 (Piketh et al., 2000; Wiggert et al.,
2006). 예를 들어, 인도양 분지의 거대한 지역에서
식물성 플랑크톤 생산 조절과 탄소를 깊이 보내는
데도 역시 철 결핍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 (Piketh et al., 2000; Wiggert et
al., 2006). 철 결핍은 대륙 공급원에서 유입 부족으
로 인해 남빙양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믿
고 있다 (Boyd et al., 2007). 아마, 이런 결핍은 남빙
양의 인도양 부분에도 (30°-120°E) 확장되었을 것
이다. 이런 추정은 크로제 섬의 하류에서 “천연”
철 실험 결과로 (CROZEX, Pollard et al., 2007) 뒷받
침된다. 이 실험은 용해된 Fe 가용성의 공간적 변
이와 연계된 식물성 플랑크톤 종 형성의 선명한
묘사를 입증하고 있다 (Planquette et al., 2007;
Poulton et al.,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빙양의
인도양 부분에서 Fe 고갈과 Fe 결핍 확대와 북쪽
으로 남부 인도양 분지로 확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림 12: 1월과 7월 대기와 대양 사이에 대기-해양
pCO2 의 차이 (matm), 제공: Takahashi et al. (2002)
의 기후학 4º x 5º 지역에 대해 데이터를 평균하여
1995년으로 수정하였다. 음의 값과 양의 값을 가
진 지역은 각각 해안 싱크와 대기의 CO2 원이다.
그림 출처: International CLIVAR Project Office (2006).
Takahashi et al. (2009; 2014) 또한 참조.

Takahashi와 동료들의(2009) 추정 역시 인도양의
CO2 흐름에 대한 최근 분석에 사용되었다
(30°N-44°S; Sarma et al., 2013). 이 논문은 관찰과 모
델 (대양, 대기 전도) 두 가지 모두를 기반으로 계
절별, 연간, 연년의 대기-해양 CO2 흐름의 합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인도양에서 해양 CO2
흐름을 가장 잘 종합한 이 분석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모델에서 유래된 해양-대기 CO2 흡수
가 (-0.37 Pg C y-1) 관찰로부터 얻은 추정과 (-0.24
Pg C y-1)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Sarma et al., 2013).

또한 인도양은 N2 가 다이아조영양성 시아노박테
리아에 의해 나뉘어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쉽게
활용될 수 있는 암모늄으로 전환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질소 고정 구역이 될 수도 있다. 아라비아
해에서는 30-40%의 수광대 질산염이 N2 고정으로
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Brandes et al., 1998),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지역의 새로운 N의 연간 유
입은 3.3Tg N yr-1으로 추정된다 (Bange et al., 2005).
또한 N2 고정은 동부 인도양과 같은 열대 저 생산
성 지역에서 새로운 생산의 최고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Raes et al., 2014). 그러나
인도양에서 직접적인 N2 고정 속도 측량은 극히
희소하다. 따라서, 인도양이 전세계 N 순환과 할당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은 일치하지만, 이
유역에서 순 대기-대양 N 흐름을 정량화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한 정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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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다른 대양에 비해 최근 수 년간 인
도양 (20°S의 북쪽) 관찰은 거의 없었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한다 (그림 13; Bakker et al., 2014,
www.socat.info 또한 참조). 사실, 인도양은 거의 비
어있다. IIOE-2가 이런 틈을 메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모델은 북서부 지역의 흐름은 과소평가하
고 벵골만의 흐름은 과대평가하였다. 이는 CO2 시
계열 부족으로 인해 대기 전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대양 대 대륙의 탄소 할당 분
리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
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양 탄소 흐름 관찰이

그림 13: SOCAT 데이터베이스 내 2000-2014년 동안 fCO2의 관찰 분포. 출처: www.socat.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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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모집, 생산성, 생물지구화학 및 물리학과 연
관성

협의 정어리 (Sardinella leumuru) 잡이와 (아마도)
생산의 극적인 변화와도 역시 연결되어 있다
(Ghofar, 2005; Sartimbul et al., 2010와 참조 인용문
참조).

생태계 역학 관계와 생지화학적 순환에 대한 수중
소비자의 역할 (그리고 그 반대로) 평가와 끝에서
끝까지 먹이 사슬의 이해 개발은 중요한 고려사항
이다. 원생생물, 후생 동물 플랑크톤, 유영 어류,
최상의 육식 어류로 (참치, 오징어, 상어) 구성된
영양 먹이사슬은 표해수층 구역에서도 중심 해수
층 구역에서도 중요하며 더 큰 많은 어류들이 양
쪽 서식지를 이어주고 영향을 준다. 이 외에도, 일
부 과학적 문제라는 맥락에서 고려하면 거북이, 바
다새, 포유동물, 심지어 어민들 까지도 중요하다.
관련성에 대한 질문은 유기체 자체의 생리학 및
행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대 아래서
위로 영향 조절 그리고 생태계 과정과 생지화학적
순환 사이의 상호작용과 더 많은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환경 스트레스와 감소한 종의 다양성
사이의 잘 알려진 생태학적 관계는 아라비아해와
벵골만 모두 직면하고 있는 해안 부영양화 문제는
물론 OMZ에 미치는 잠재적인 미래 기후 영향과
연관이 있다.
인도양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태학적으로 독특하다.
두드러진 생태학적 특징 중 하나는 아라비아해에
있는 거대 중심 해수층의 어류 (myctophids) 자원
이다 (Gjosaeter, 1984). 이 어류는 특이하게도 극심
한 OMZ에 특수하게 적응하여 포식자를 피해 낮
동안 거주한다. 해마다 ~200,000톤의 잠재적 산출
량이라면 (수확), 이 자원이 총 1톤이 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수치는 과대
평가된 것일 수도 있다 (T. Stromme, pers. comm.).
이런 생물질과 산출량 추정은 좀더 잘 통제할 필
요가 있으며 시간-공간 가변성도 정량화해야 한다.
아라비아해의 생태학적 및 생지화학적 역학 관계
에서 이런 어류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 어떻게 이런 샛비늘 어류가
OMZ와 상호작용하고 견디는지, 상업적 수확의 영
향, 기후 변화, 대양의 산성화를 비롯해 기후 변화
가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질문들이 있다. 최근 파키스탄 해안 밖
의 자원 평가에서 단일 샛비늘 어류 종 자원이
(아마도 Benthosema pterotum) 나타났는데, 이 종이
OMZ를 개척하기 위해 진화/적응된 애매한 (새로
운) 종일 수도 있다 (S. Kidwai, pers. comm).

그림 14: 평년의 참치 잡이와 (위) 비교한
1997/1998년 IOD 동안 인도양의 참치 잡이 (아래).
출처: Robinson et al. (2010). Inter-Research의 허가로
사용됨.

다른 많은 인도양 해안 지역에서도 자연 기후 변
동이 어장 모집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ENSO와 연관된 르윈 해류
이동의 변동은 호주 서해안을 따라 오랫동안 생물
군의 분포 및 이동과 연결되어 많은 해안 어류와
무척추 어류 종의 충원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예, Hutchins and Pearce, 1994; Waite et al.,
2007c; Caputi, 2008; Feng et al., 2010). 해양 생태계의
역학 관계, 상위 영양 단계의 행태 영향, 그리고
예를 들어 큰 군함조의 수렵 양상에 있어 모잠비
크 해협의 중간 규모 소용돌이의 주요한 역할은
잘 알려져 있다 (Fregata minor, Emilie and Marsac,
2010). IOD 및 ENSO와 연계된 남 적도 해류에 의
한 대규모 원거리 세력의 연년 변경이 모잠비크
해협의 소용돌이 수와 강도 그리고 동 마다가스카
르 해류의 이동에 엄청난 잠재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큰 군함조 같은 최상의 육식 동물
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Hood et al., 인쇄 중). 아굴리아스 해류의 강
한 영향력으로 인해, 남동 아프리카 해안 바다에
있는 대부분의 연안 어류 종들이 부유생물의 알과
유충을 성공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매우 선택적
인 생식 양상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Hutchings et al., 2002). 따라서, 아굴리아스 해류 이

인도양 적도 바다의 참치 이주는 인도양 다이폴과
(IOD) 같은 기후 현상에 반응하여 이례적인 먹이
분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다 (Marsac et al.,
2006; Robinson et al., 2010). 사실, IOD 같은 현상과
연계된 자연 기후 가변성은 참치 같이 상업적으로
중요한 최상의 육식 동물의 분포는 물론 식물성
플랑크톤 표면 생산성 양상을 바꾸어 (Wiggert et al.,
2009), 적도에서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해와 벵골만
에서도 강하게 드러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14; Marsac et al., 2006). 이런 영향은 발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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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자연적인 변동은 이런 종들의 생산성 및 모
집 가변성을 통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어떻
게 이런 변화가 먹이 사슬을 통해 위로 또는 아래
로 전파되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향후 기
후 변화로 이런 끊임없는 영양 현상들은 어떤 결과
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인간은 인도양의 산호초를 식량 및 다른 제품의
공급원으로 수천 년간 사용해 왔으며, 최근에는 여
가 및 관광 산업 장소로도 사용하고 있다. 인간이
산호초에 미치는 영향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지
만, 인도양에는 심지어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인간
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암초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영향으로는 서식지 파괴는
물론 어류 남획 등이 있는데 서식지 파괴는 주로
어류 남획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
다이너마이트로 고기잡이). 인간이 산호초 생태계
에 미치는 영향의 다양성, 빈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15).

산호초 역시 인도양의 중요한 식량원이다. 이런 암
초의 남획은 서식지 파괴와 같은 심각한 사안이다
(다음 장 참조).

사회적 드라이버
식량 안전 보장과 어업
인도양 지역의 개발 도상 국가들에게 어업은 특히
나 중요한 단백질 원이다. 어업과 어류 제품 생산
은 이 지역에 수백만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
를 제공한다 (FAO, 2004). 많은 어장이 과도하게
개발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식량과 고용을 어업에
의존해 살고 있기 때문에, 영세형 어업이다 산업형
어업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인도양 외해에서 단
위 작업 당 고기잡이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관
찰되었다 (Myers and Worm, 2003). 인도양 참치 위
원회는 어업과 식량 안전 보장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다
(IOTC;
see
http://www.iotc.org). IOTC는 인도양에서 참치와 참
치 유사 종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간 기구
이다. 이 기구는 지속적인 어업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양에서 참치 잡이에 관여하는 국가들 간
에 협조를 촉구하여 관리하고 있다. IOTC의 보고
서와 제삼자 검토를 마친 인쇄물에 의하면, 참치와
새치류를 잡는 산업적 주낙어선들이 이런 풍부했
던 대형 해양 포식자들 중 일부를 심각하게 고갈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참치와 참치 유사 종의 상
태 요약은 http://www.iotc.org; and also Myers and
Worm, 2003; and Polacheck, 2006 참조). 인도양의 적
도 바다에서 이런 자원을 잡는 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참치 외에도, 인도양의 다른 많은 어업
의 지속 가능성 역시 우려된다. 최근 이란이 시작
한 것으로 보이는 상업적인 샛비늘 어류 잡이가
자원에 영향을 줄만큼 대단할까? 인도 서부 대륙
붕 위에 있는 고등어 자원의 감소에 대해서도 역
시 많은 우려가 있다 (Kochi, 2007). 이는 해안과
섬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사회 경제적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다. IIOE-2로 계기가 된 어업 조
사가 해안 어업 관리를 위한 IOTC의 노력과 또한
국가적 노력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림 15: (A) 북서 호주의 Anampses lennardi 같은

관상 어류는 주로 특산종이며 과도한 포획에 민감
하다. (B) 표백된 Acropora nasuta 균락(아래)과 표백
되지 않은 Pocillopora meandrina (위), 열 스트레스
에 대한 대조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C) 표백된 석
산호 Acropora formosa가단일 특이적으로 서있는
모습.
(D) Scarus ferrugineus같은 파랑비늘 돔은 중요한 초
식어류이다. (E) 비늘 돔 물고기의 뜯겨진 상처 (F)
초식 어류 남획과 수질 저하에 의한 대형조류(위)
와 과도 성장한 산호(아래). 그림 및 캡션 출처:
Hughes et al. (2003). AAAS의 허가 하에 재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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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하지만, 해양학 연구에서 어업 생산 향
상을 촉진하는 물리학과 생물지구화학 사이의 관
계는 공간 및 시간 상으로 가변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런 가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행된 연구들
은 일관적이지 못해서, 이제 가변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학문들의 조화된 접근이 필수 사항으로 인
식된다
(http://www.nio.org/index/option/com_projectdisplay/tas
k/ view/tid/2/sid/15/pid/63에 있는 OCEAN FINDER
참조). 사실, 해양 과학에서 가장 큰 도전 중의 하
나는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생물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이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 목표
를 위해서는 세포와 유기체 수준에서 집단 및 생
태게 수준까지 생물적 반응 규모를 이해하고 생태
계와 생지화학적 모델에서 이런 생물적 반응의 매
개변수화가 필요하다.

어류 남획은 해양 보호 지역을 포함해 대부분의
암초에 있는 어류와 무척추 어류 량을 감소시켰다
(Hodgson, 1999). 더욱이, 향후 50 년 동안 예측된
이산화탄소와 온도의 증가는 과거 오십만 년 동안
산호초가 번창했던 당시의 증가를 넘어설 것이다.
비록 이런 변화의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산
호초의 스트레스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흥미롭게도, 지난 10-15년간 인도양 일부 지역
에서 산호초 서식지가 확장된 것이 관찰되었다
(예, 북부 아라비아해에 있는 파키스탄 연안 밖).
이런 확장의 원인은 정식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지
식을 기반으로 암초의 회복력과 이과 연관된 어업
을 지원하는 관리 전략의 통합을 활발히 구현해야
한다 (Hughes et al., 2003).
전세계 기후 변화의 영향은 단백질 섭취를 어류에
의존하는 인도양 주변 국가와 섬 국가의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도전이다 (Allison et al., 2009). 열대
아시아 국가들은 (예, 방글라데시, 미얀마, 말레이
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예측
된 온난화, 국가 경제 및 식습관에 상대적으로 중
요한 어업, 잠재적 영향 적응에 제한적인 사회적
역량의 결합 효과 때문에 특히나 취약하다. 또한,
인도양의 이런 취약 국가들은 대부분 세계에서 가
장 개발이 덜된 국가로 그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
장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 어업에 의존한다. 기후에
서 유래된 변화가 특정 어류 자원과 어업에 미치
는 정확한 영향과 방향은 불확실하지만, 연구에 따
르면 기후 변화의 영향이 어업에 의존하지만 적응
능력은 부족한 국가들의 개발에 경제적 어려움 상
승시키거나 아니면 기회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Allison et al., 2009).

해안 환경의 변화
해안 생태계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태계로
인간 사회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양에서
는 해안 생태계가 광범위한 범위의 서식지 형태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구 퇴적지, 맹그로브,
석호, 해변 식물, 다시마 숲은 해안과 연안 어류
그 외 다른 종들의 양식장으로 이용되어 상업적으
로 중요하다 (UNEP, 2006). 해변, 사구, 염습지, 하
구 퇴적지, 갯벌 같은 다른 서식지도 역시, 예를
들어, 어류, 조개, 철새의 생활 주기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상류와 조수 원의 영양분이 혼합된 하구
퇴적지는 가장 비옥한 해안 환경 중 하나이다. 하
지만, 인도양에서는 많은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
주변 국가 하천의 높은 영양분 적재와, 빠른 인구
밀도 증가 및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벵골만
의 해안 환경은 특히나 취약하다(Millennium 생태
계 Assessment, 2005). 방글라데시의 콜레라는 해수
면 온도 및 높이 변화와 연관이 있다 (Lobitz et al.,
2000). 영양분 적재 증가는 생지화학적 순환뿐만
아니라 해안 해양 먹이 사슬에도 영향을 미쳐, 결
국 상업적 및 생존형 어업을 비롯한 인간의 활동
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 개발로 인해
증가된 대형 해안 기반 시설 프로젝트와 해안을
따라 엄청나게 늘어난 인구는 특히 페르시안 만
국가의 해양 환경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향후 수십 년 동안에는, 특히 아라비아해와 벵골만
주변의 인구 밀도 증가로 인해, 그리고 기후 변화
의 결과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안 바다와 연안 영해의 높아진 영양
수준에 미치는 부영양화와 수경 재배로 인한 오염
의 영향을 인간-유래 어류 사살의 원인 및 정도와
관련하여 조사하고, 어류 남획의 잠재적 영향을 평
가해야 한다. 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기
후 변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모델
을 개발해야 한다. 수중 및 해저 먹이 사슬의 손실
과 잠재적 피드백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은 무엇인
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범람은 평균 수위 1미터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인도양 주변 저지대 지역
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위
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해안 삼각지
를 줄어들게 만들고 인도양 주변에 있는 모든 하
구 퇴적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 염분과
범람 증가로 인해). 일부 인도양 섬국가와 삼각주
해안은 그 존재 자체가 해수면 상승에 의해 위협
받고 있으며 해안 대수층으로 바닷물 유입은 지하
수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가장 많이 개발되고

식량 안전 보장과 어업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 파
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외에도, 국가적 또는 사
회적인 필요성을 이행할 잠재력이 있는 연구가 바
람직하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잠재적인 어장 구역을 (PFZ) 묘사하고 어
업 주의보를 발행하기 위해 위성-도출된 해수면
온도와 (SST) 엽록소 지도를 사용한다. 이런 PFZ
주의보는 널리 알려져 있다. PFZ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대개 간단한 선형 접근법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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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났다 (Harley et al., 2006). 예를 들어, 바다의
화학적 변화가 (예, 산성화) 많은 유기체의 생존과
활동에 온도 변화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치어
수송을 유도하는 인도양 순환의 변화 역시 인구
역학 관계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하
나 또는 몇 개 종에 미친 기후의 영향이 광범위한
집단 수준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와 특히 어업과 관련된 다른 인간-유도 변화
간의 합성 효과가 기후-유도 변화를 악화시킬 가
능성이 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일부 지역에 가해지는 또
다른 위협은 악화되고 있는 모래사장의 침식이다.
모래사장의 장기적인 기본 침식 속도는 해수면 상
승 속도의 백배이기 때문에 유의적인 해수면 상승
은 해안 거주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Leatherman et al., 2000). 맹그로브 숲 파괴 역시 인
도양의 해안 침식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전에는
태국 남부 해안의 60%가 맹그로브로 덮여 있었다.
지난 30년 동안 맹그로브 지역이 약 50%가 감소
되어 동쪽 해안에는 10% 미만만 남아있다. 이런
감소 때문에 지난 10년간 침식이 심화되었다
(Thampanya et al., 2006).

인도양의 빠른 온난화 때문에 (Alory and Meyers,
2000; International CLIVAR Project Office, 2006; Alory
et al., 2007), 다른 대양 분지에서 기후 변화가 생물
지구화학과 생태학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미칠 영
향을 인도양이 미리 보여 줄 수도 있다 (그림 16).
온난화 결과로 SWM이 심해지고 있는 듯하며, 이
런 심화가 아라비아해의 상승된 용승과 일차 산업
과 생태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Goes et al., 2005;
Gomes et al., 2009). 몬순의 강도와 기간의 변화는
아라비아해와 벵골만 양쪽 모두에 담수와 영양분
유입의 수직적 혼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
으로 특히 해안 지역의 인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상승한 온도 역시 인도양 해양 생태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쳐, 먹이 그물 역학 관계, 종의 분
포, 질병 발생 정도를 변경시킬 가능성이 크다
(Hoegh-Guldberg and Bruno, 2010). 인도양에서 산호
탈색 역시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당히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
다 (Wilkinson et al., 1999).

일반적으로 해안 침식과 해안 개발은 인도양 주변
해양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해안
환경의 압력과 영향은 국가마다, 예를 들어, 개발
도상국과 (예, 방글라데시와 북부 인도양) 선진국
이 (예, 남부 인도양의 서부 호주) 어떻게 다른가?
결과적으로, 해수면 상승이 이 지역의 해안 개발과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많은 지역에서
해안 개발은 도시화 및 산업 개발을 의미한다. 대
개 해안 개발은 대지 사용의 변화 역시 포함한다.
대지 사용 변화는 (예, 농업, 벌채, 사막화) 인도양
의해안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인간에
게 미치는 잠재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기후 변화, 극단적 상황, 몬순의 변동성에 대한 인
간의 영향
인간-유도 글로벌 기후 변화는 인도양의 해양 생
태계와 이에 의존하는 경제 및 사회 체제에 엄청
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바다의
비생물적 변화와 생물학적 반응 모두 복잡할 것으

그림 16: 위성 해표면 온도 데이터로 평가된 한 세기 당 인도양 온난화 (단위 °C) (좌, 출처: International
CLIVAR Project Office, 2006). 인도양 0-700m 층에 대한 년간 대양 열 함유량에 대한 시계열 (1022 J),
Levitus et al. (2012)에 2014 데이터를 포함시켜 수정. 제공자: Tim Boyer, 미국 해양 대기 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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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서식지 보존이 필수
적이다. 서식지 보존은 오늘날 인도양 주변 국가가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대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
한 사안이다. 서식지 파괴는 1) 파괴적인 어업 활
동 (예, 전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저층 트롤 및 산
호초 다이너마이팅), 2) 해안 개발 (예, 부동산 개발
을 위한 습지 매립, 증가한 토양, 토사 유출과 침
식 증가, 비료에 의한 영양분 오염, 가정용 하수와
산소 고갈), 3) 산업 오염 (해안 근처 산업 개발이
산업 화학물, 석유, 기름 같은 독성 물질의 해양
서식지 배출을 야기)에 의해 발생한다. 뿐만 아니
라 준설선 수로는 축적된 퇴적물과 오염 물질을
바다로 배출해 떠돌아 다니게 만든다. 또한 대수층
위의 차단 층을 붕괴시켜 그 안으로 바닷물 침범
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준설 작업이 해양 생물에
게 식량, 주거지, 번식지를 제공하는 해초층과 다
른 서식지를 파괴할 수도 있다. (개요 및 추가 자
료는
http://www.seaweb.org/resources/briefings/marinebio.php
참조)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도양에서 극단적 상황
의 빈도 그리고/또는 심각성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극단적 상황에 대한 높은 노출과 취약성
은 일반적으로 환경적 악화, 위험 지역에서 계획되
지 않은 성급한 도시화, 통제 실패, 빈곤자가 선택
할 수 있는 생계수단 부족과 연관된 왜곡된 개발
과정의 결과이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 인도양 주변
에 있는 많은 개발도상 국가와 작은 섬 나라에서
극심하다. 국가 개발 계획에 위험에 대한 고려사항
을 포함시키고 기후 변화 적응 전략을 채택한다면
재난 위험을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적
응 및 완화 전략이 각각 그리고 함께 극단적 상황
과 연관된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생물 다양성 상실과 관광 산업 및 어업을 위한 생
태계 보존
인간의 활동에 의해 증가된 전세계 환경 변화에
의해 전례 없는 규모로 인도양의 생물 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생물 자체를 위한 여러 가지 도
덕적인 이유 외에도, 인간의 존재를 위해 중요한
수없이 많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
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이런 서비스로는 식량 공급과
경제적인 서비스가 있다 (예, 영세 및 상업적 어업,
관광 산업).

수년간 인도양의 서식지 파괴가 증가되어 왔지만
해양 서식지 보호는 고작 최근에야 보전 기관괴
지역 및 국가 정부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
다. 인도양 주변 해안 지역은 빠른 해안 인구 증가
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식지 보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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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인도양 연구 초점을 위
한 핵심으로 사용될 것이다.

본 장은 추가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인도양에서
언급될 필요가 있는 주요 과학적 질문을 식별하고,
제2차 국제 인도양 탐사 계획과 계발을 위한 기반
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구체적인 측면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본 문서에 추가될 것
이다.

IIOE-2의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는 인도양 지역의
복잡한 물리적 역학 관계를 발생시키는 지질학적
과정과 대양 및 대기 과정들 간의 상호 작용에 대
한 더 많은 이해와 이런 역학 관계가 기후와, 극단
적 상황, 해양의 생지화학적 순환, 생태계와 인간에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구 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
에 미치는 인도양의 영향은 물론 인도양과 주변
국가의 기후 변화, 오염, 어획량 증가의 영향을 예
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양의 해안 구역, 생태
계, 어업관리 전략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새
로운 이해는 정책 입안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IIOE-2의 또 다른 목적은 해당 지역으로부터 해양
학적 데이터의 가용성과 접속 가능성을 개선하여
연구 역량 구축을 돕는 것이다.

IIOE-2에 대한 소개
SCOR, IOC, IOGOOS는 2015년 후반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5년 간 지속되는 인도양에 초점을 둔
협력적 국제 연구의 새로운 단계를 격려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새로운 단계의 목적은 진행 중인 연
구 준비를 돕고 해당 기간에 대형 탐사의 일부로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 기간 동안
인도양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연구를 가지고
있는 국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통합 해양 생물지구학 및 생태계 연구
(Integrated Marine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IMBER) 프로젝트의 지속적 인도양
생물지구화학 및 생태계 연구 (Sustained Indian
Ocean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SIBER) 프로그램
기후 가변성 (CLIVAR) 프로젝트
벵갈 만 대형 해양 생태계 (Bay of Bengal Large
Marine Ecosystem: BOBLME) 프로젝트
전략 작용 프로그램 정책 화합 및 제도적 개
정
(Strategic
Action
Programme
Policy
Harmoniz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s:
SAPPHIRE) 프로젝트
EAF-난센 프로젝트 (개발 도상 국가들의 해양
어업에 대한 지식 기반 강화와 생태게 접촉
구현)
GEOTRACES (해양 환경에서 미량원소 및 동
위원소의 생지화학적 순환과 대규모 분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글로벌 대양 선반 기반 수로학 조사 프로그램
(Global
Ocean
Ship-Based
Hydrographic
Investigations Program: GO-SHIP)
국제 대양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 IODP)
InterRidge (대양 확산 중심의 학제간 국제적
연구를 촉진하는 국제 기구)

과학적 주제
이런 대단히 중요한 목표를 다루기 위해 IIOE-2는
여섯 가지 과학적 주제로 연구를 구성할 것이다.
각각의 주제에는 인도양의 해양 생지화학적 순환,
생태계, 어업에서 가변성을 유도하는 물리적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이런 가변성이 향
후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언급될 필요가 있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질문 대부분이 대양,
해안, 연안 영해 환경과 주로 연관되어 있음을 주
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주제 1: 인간 영향의 배경
인간의 활동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지역적 및 전세
계적 규모로 지구의 환경을 바꾸고 있다
(Rockström et al., 2009; Halpern et al., 2012; IPCC,
2013a 참조). 주요 인간-유발 글로벌 변화로는 대
기 중 온실 가스의 (이산화탄소, CO2, 아산화질소,
N2O, 메탄, CH4 같은) 상당한 증가, 해안과 외해에
영양분 (즉, 질산염, NO3-, 인산염, PO43-) 유입 상
승 (즉, 부영양화), 화학적 화합물에 의한 대양, 대
지, 대기 오염, 해안 대수층으로 바닷물 침범, 대양
과 대지의 (마이크로) 플라스틱 잔유물 오염 등이
있다.

호주, 중국,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노르웨
이, 영국,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 기간
동안 항해와 기타 다른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도양의 새로운 지역 연구 프로그램들이 개발 중
에 있다. 이런 프로그램과 국가적 항해는 “IIOE-2”

이런 환경적 압박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회-경
제 개발 결과와 함께 (Mora et al., 2013; 그림 17a)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전세계 대양 생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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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마이크로-플라스틱 잔해의 상당한 축적은25°S
주변 남부 환형 지대에서만 발견되었다 (Cózar et
al., 2014). 인도양의 표면 마이크로-플라스틱의
(<5mm) 밀도는 세 주요 대양 분지 중 가장 낮으
며, 외딴 남 태평양 환형 지대와 견줄만하다
(Cózar et al., 2014). 하지만, 더 폭넓은 크기 등급의
플라스틱 잔여물을 (0.3 ~ > 200mm) 고려한 최근
연구 결과에서 남부 인도양이 “남 대서양과 남 태
평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입자의 양과 무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riksen et al., 2014). 그 이
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생지화학적
순환과
(Doney
et
al.,
2012;
Hoegh-Guldberg et al., 2014)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European Marine Board, 2013; 그림 17b).

기후 변화
약 200년 전 산업 혁명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대
기 CO2의 증가가 지구 온난화와 해양 산성화의
원인이다 (Gruber, 2011; Bijma et al., 2013). 결과적으
로, 지구 온난화는 해안과 외해의 생지화학적 과정
과 생물학적 생산성 및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Doney et al., 2012; Jennerjahn, 2012) 바람장의 변화,
물기둥의 성층 향상, 해양 순환 양상 변화, 해수면
상승, 대륙 빙하의 용빙을 초래하고 있다 (Bijma et
al., 2013; IPCC, 2013). 최근 몇 년간 주목을 받고
있는 전세계 대양 환경 변화에 대한 지표 중 하나
는 용해 산소 손실에 대한 관찰인데 (탈산소화),
이는 바다의 통기와 성층의 변화, 감소된 산소 용
해성, 부영양화에 의해 발생한 미생물 호흡 향상이
조합된 결과이다 (Diaz and Rosenberg, 2008; Keeling
et al., 2010; Andrews et al., 2013).

해안 구역의 도시화
뭄바이, 콜카타 (인도), 다카 (방글라데시), 카라치
(파키스탄)는 소위 해안 대도시로 천만 이상의 인
구를 가진 21개 집적 도시 그룹에 속한다 (von
Glasow et al., 2013와 해당 참고문헌 참조). 해안에
의한 간접적 영향만 받는 다카를 제외하고는 이들
대도시는 해안에 직접적으로 위치해 있다.

그림 17: 좌측 패널: 2100년까지 수확 실패, 해안 범람, 질병 확산으로 발생한 남 아시아 국가들의 연
간 경제적 손실 예측. Macmillan Publishers Ltd의 허가로 재인쇄: [NATURE] (Volume 512, page 253),
copyright (2014). 우측 패널: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 사이의 상호 작용에 기여하는 다양한 과정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을 묘사한 계통도. 출처: Allen (2011), Royal Society of Chemistry의 허가
하에 다시 제작됨.
일반적으로, 해안 대도시는 산업과 가정의 하수 배
출과 연안 바다의 부영양화는 물론 높은 대기의
오염/에어로졸 적재와 뒤이은 영양분 퇴적과 해양
오염을 통해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 (von Glasow et
al., 2013). 따라서, 대도시에서 나오는 배출과 방출
은 인근 해안 지역의 생지화학적 순환, 생태계, 어
업에 높은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von
Glasow et al., 2013).

직접적인 인위적 변화
최근 몇 년간 전세계 대양의 거의 모든 곳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 잔여물 발생은 (Cózar et al.,
2014) 물리적 및 유해 독성 잠재력 때문에 폭 넓
은 범위의 해양 유기체에 대한 (동물성 플랑크톤,
어류, 바다새, 포유동물) 글로벌 위협 상승으로 인
식되고 있다 (Law and Thompson, 2014; UNEP, 2014).
인도양의 독특한 지형적 조건 때문에 인도양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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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로 유도된 열대 저기압 강도 증가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찰과 같은 선상에서, 북부 인도양에
서 관찰된 사이클론 역시 최대 풍속이 상당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lsner et al., 2008).

해안 생태계에 가하는 인간의 압박과 수경 재배,
농업, 기반 시설, 관광 산업 용 대지에 대한 경쟁
은 많은 경우 맹그로브 생태계 상실의 주요 원인
이 된다 (FAO, 2007). 최근 수십 년간 전세계 맹그
로브 손실 속도가 상당히 증가해왔는데, 2000~
2005년 동안에는 둔화된 듯하다 (FAO, 2007). 파키
스탄,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인도양 주변 국가들에서 맹그로브 손실이 높다. 하
지만, 파키스탄은 손실 속도를 줄이는데 성공하였
다. 세계에서 가장 큰 맹그로브 지역의 일부인 순
다르반스(방글라데시)에서는 효과적인 보호 수단
덕분에 심지어 맹그로브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FAO, 2007).

따뜻해진 바다의 열 팽창과 빙하로부터 담수 추가
의 결과로 전세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IPCC,
2013b). 인도양에서도 심각한 해수면의 변화가 탐
지되었다. 적도 서부 인도양을 제외하고 일반적으
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해양 온
난화로 발생한 표면의 바람 변화와 대기 전도 순
환의 변화 두 가지 모두에 기인한다 (Han et al.,
2010; 그림 19).
온난화 경향이 지속될 경우, 예측되는 해수면 상승
은 관광 산업, 어업, 해안 보호 같은 생태계 서비
스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사회 경제적 결과와
함께 해변, 산호초, 맹그로브의 환경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이다 (Hoegh-Guldberg et al., 2014). 더욱
이, 인도양의 산호초는 진행 중인 온난화와 (대량
산호 탈색 빈도와 치사율 상승) 산성화 (다음 장
참조) 모두에 대해 취약하다 (Hoegh-Guldberg et al.,
2014). 그리고 온난화로 유도된 성층은 바다의 더
깊은 곳에서 표면 층으로 영양분의 용승을 감소시
켜, 영양분 공급 감소에 의한 생물학적 생산이 하
락할 것이다.

인도양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스트레스 요
인
인도양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압박
은 (소위 스트레스 요인) 온난화, 산성화, 부영양화,
대기의 오염, 탈산소화로 (그림 18), 다음 장에 간
략히 설명되어 있다.
온난화—20 세기가 시작한 이래 전세계 평균 해표
면 온도가 (SST) 증가하고 있다. 1950년에서 2009
년까지 기간 동안 인도양의 평균 SST는 0.65°C가
상승했는데 이는 주요 대양 분지 중 가장 빠른 온
난화 속도이다 (IPCC, 2013b).

그림 18: 해양 시스템의 세 가지 주요 스트레스 요인인 해양 온난화, 산성화, 탈산소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 수정 출처: Gruber (2011), Royal Society (UK)의 허가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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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 반도 해역에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매우
낮은 표면 pH는 (<7.9) SW 몬순 동안 지하수 용승
의 (더 산성임) 결과이다 (Takahashi et al., 2014). 표
면 해양 산성화의 시간적 진화에 대한 연구는 시
계열 측량의 부족으로 인해 단지 소수의 연구만
있을 뿐이다. 최근 발표된 동부 벵골만의 연구 결
과에서 실제로 1994 ~ 2012년 동안 pH가 0.2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Rashid et al., 2013).

산성화 (인위적 이산화탄소 흡수 포함)— 인도양의
인위적 CO2의 전체 흡수는 (즉, 전체 물기둥 내
CO2 저장 용량)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과 특별한
지형 조건으로 북부 인도양에는 형성된 심층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주요 대양 분지에 비해 낮다
(예, DeVries, 2014). 인위적 CO2 신호는 남서 인도
양의 1500m 아래에서 발견되며 모드 및 중층수
덩어리 형성과 연관이 있다 (Alvarez et al., 2009,
2011).

바다 상부에서 CO2의 증가는 미립자 유기질 호흡
의 생물지구화학 과정을 바꾸고 석회와 유기체에
(산호초, 코콜리토포리드; Gattuso and Hansson, 2011)

표면 해수의 산성화는 대기로부터 인위적 CO2의
흡수에 의해 발생하며 표면 pH를 감소시킨다. 1995
년 북부 (20°E-120°E, 0°-24.5°N) 및 남부

그림 19: 인도양의 해수면 변경을 일으키는 인도-태평양 따뜻한 연못 온난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여
주는 계통도 온난화는 인도양의 Hadley와 Walker 셀을 향상시킨다 (A). 두 개의 향상된 셀은 합쳐져
뚜렷한 해 수면 양상을 ((B)의 등고선) 유도하는 Ekman 펌프 작용 속도와 함께 ((B)에 있는 – 와 +
참조)특정한 양상의 표면 바람 교환을 형성한다 ((A)와 (B)의 화살표). Macmillan Publishers Ltd의 허가
로 재인쇄: [NATURE GEOSCIENCE] (Han et al., 2010), copyright (2010).
(20°E120°E, 0°-40°S) 인도양의 pH는 각각 8.068 +/0.03과 8.092 +/- 0.03이었다 (Feely et al., 2009). 따라
서, 인도양의 평균 표면 pH는 (그리고 알칼리도,
총 CO2, Ω같은 다른 탄소 화학성질도) 주요 대양
분지들 중 가장 낮다. 이런 차이의 원인은 파악되
지 않았다 (Takahashi et al., 2014).

영향을 미쳐 일부 종에 대한 (예, diazotrophs;
Hutchins et al., 2007) 일차 생산성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낮아진 pH는 암모니아에서 (NH3) 암모늄으
로 (NH4+) 화학적 평형을 이동시켜 식물성 플랑크
톤에 의한 미생물 질소 화합과 질소 동화작용 같
은 주요 생물학적 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Gattuso and Hanss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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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으로 낚는 종들은 (예, 연체 동물) 해양 산
성화에 취약하다 (Hoegh-Guldberg et al., 2014). 마지
막으로, 인도양의 남빙양 구간은 많은 상위 영양
단계 유기체의 먹이가 되는 익족류 석회화에 미치
는 산성화 영향으로 인해 수중 먹이 사슬의 상위
레벨에서 주요 단절을 경험할 수 있다 (Bednarsek
et al., 2012).
부영양화와 대기의 오염—인도양의 부영양화와 늘
어나는 대기 오염은 (연무 적재 포함) 심화된 산업
및 농업 활동의 결과로, 빠르게 증가하는 인도양
주변 국가들의 인구 밀도에 기인한다 (위 배경 장
참조).
용해된 영양분의 (즉, NO3-와 PO43-) 하천 유입이
연안 바다에서 부영양화의 주요 근원이다. 잠베지
강은 물론 인더스, 나르마다, 갠지즈/부라마푸트라,
이라와디 강과 같은 주요 하천 시스템들이 각각
북부 및 남서부 인도양으로 배수되고 있다. Mangla
댐과 Tarbela 댐의 건설로 (Milliman and Farnsworth,
2011; 그림 20) 아라비아해로 하천 영양분 유입이
상당한 감소를 보이며, 1960년대 초 이후 인더스
강에서 아라비아해로 연간 하천 방수는150km3에
서 <10km3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반대로, 갠지즈/
부라마푸트라 강의 방수는 여전히 높다 (Milliman
and Farnsworth, 2011). 결과적으로 하천 영양분 유
입에 의해 발생하는 해안 부영양화 잠재성에
(ICEP) 대한 지표가 북서부, 남서부, 남동부 인도
양에서는 낮은 반면 북동부 인도양에서는 높다
(즉, 벵골만; Seitzinger et al., 2010). 이런 인간의 영
향 외에도, PDO/IPO-유사 세력과 ENSO 흐름 가변
성과 연결되어 십 년 주기로 강의 흐름 가변성에
대한 신호가 (Ba/Ca, Mn/Ca, 발광 및 안정 동위 원
소를 통해 산호에서 측정) 뚜렷이 나타난다 (예,
Fleitmann et al., 2007; Grove et al., 2010; 2012; 2013;
Bruggemann et al., 2012; Maina et al., 2012). 강 말고도
해저 지하수의 방류도 (SGD) 대량의 영양분, 탄소,
가스, 금속을 연안 바다의 하구 퇴적지에 공급한다
(Moore, 2010).

그림 20: 1931-2002년에 인더스 강에서 방류된 연
간 수량(a)과 퇴적물 (b). 연간 수치는 적색 점선으
로, 5년 평균은 청색 선으로 표시됨. 출처: Milliman
and Farnsworth (2011).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허가로 사용됨.

질산염 분출과 비교해 아라비아해로 대기의 질소
유입은 몬순 사이 주기 동안 중앙 아라비아해의
생산성에만 유의할 뿐이다 (Bange et al., 2000).
Srinivas와 동료들은 (2011) 벵골만의 일차 생산성
중 약 13%가 에어로졸 증착을 통한 질소 유입에
의해 지탱된다고 추정하였다. NEM 계절 (1월– 4월)
동안, 벵골만 위의 에어로졸 증착 흐름이 일반적으
로 아라비아해 위에서 관찰되는 것 보다 높다
(Srinivas and Sarin, 2013a)

연안 수의 국소적 부영양화가 유해한 녹조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0년 동안 아라비
아해와 벵골만의 연안 수에서 유해한 녹조 (HABs)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Padmakumar et al., 2012).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해
와 벵골만의 외해 수 역시 진행 중인 온난화 진행
과 부영양화로 인한 것일 수 있는 유해 녹조의 증
가를 경험하고 있다 (Padmakumar et al., 2012). 동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의 해안을 따라 잦은 유해
녹조의 발생 역시 보고되었다 (Sidharta, 2005).

상당한 양의 유황과 질소 산화물이 선박의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어 선박의 경로를 따라 바다에 퇴
적된다. 따라서, 선박의 배출은 외해의 주요 인위
적 유입이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전
세계 선박 운항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에서 1992년
부터 현재까지 선박 운항이 네 배가 상승한 것으
로 드러났다. 인도양의 선박 운항 성장 속도가 가
장 빠른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아라비아해와
벵골만; Tournadre, 2014). 남부 벵골만에서는 주요
선박 경로를 따라 증가하는 선박 운항과 함께 대
기의 이산화질소 (원거리 센서로 탐지됨) 증가 역
시 볼 수 있다 (Tournadr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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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위적 배출은 벵골만
의 가용성/생체 활용 가
능 철분과 다른 미량 금
속의 중요한 원천이다
(Srinivas and Sarin, 2013b).
또한, 인위적 검은 탄소
와 황산 에어로졸 배출
증가는 바람장의 변화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1979
년부터 2010년까지 아라
비아해의 프리몬순 열대
저기압의 강도 상승과 연
계되었다 (Evan et al.,
2011). 아라비아해의 대다
수의 열대 저기압은 대지
로 상륙하기 때문에, 이
런 사이클론 강도 상승은
그로 인한 해안 지역의
손상 증가를 야기할 가능
성이 크다.

그림 21: 인도 위의 하늘이 벵골만 위를 흐르는 연무 입자로 덮여있다.
출처: NASA
(http://www.nsf.gov/mobile/news/news_images.jsp?cntn_id=122072&org=NSF)

북부 인도양에서 (특히 벵골만 위에서) 자주 관찰
되는 회갈색 대기 구름은 “아시아의 갈색 구름”
또는 “남 아시아의 연무”로 알려진 거대한 에어로
졸 기둥으로 때로는 10°S까지 남쪽으로 멀리 도달
할 때도 있다 (예, Ramanathan et al., 2007; 그림 21).
이 대형 기둥은 북부 인도양 지역의 매우 높은 대
기 오염과 육지에서 기원한 에어로졸 적재로 (즉,
생물질 연소와 화석 연료 연소) 인해 발생한다. 위
성-유도 시계열 측정에서 북부 인도양 위의 연무
적재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북부 인도양 이런 경향은 전세계 다른 해양 지
역보다도 더욱 뚜렷했다 (Hsu et al., 2012).
뿐만 아니라, 생물질 연소와 화학 연료 연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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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피드백은 물론 인도
양의 대기 화학, 대양 생
물지구화학과
생태계에
미치는 대기 오염과 에어
로졸 적재의 영향은 대부
분 밝혀지지 않았다. 유
해 녹조의 증가는 인간의
건강과 어업 및 관광 산
업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
다. 아라비아해의 질소-함
유 에어로즐 증착 증가는
중앙 아라비아해의 중간
층에의 향후 N2O 산출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Suntharalingam
et
al.,
2012).

그림 22: 300dbar에서 전세계 평균 용해 산소 분포와 (a) 1960-2010년 동안 300dbar에서 O2의 변화 (b). O2
가 증가한(b) 지역은 적색, 감소는 지역은 청색, 신뢰도 표준 오차 구간 O2 < 95%의 변화는 흰색. 그림과
캡션 수정 출처: Stramma et al. (2012a). 저자권 표시 라이센스 3.0 하에 사용.

이런 민감성 때문에 해양 미생물을 ‘탄광 안에 있
는 카나리아’라는 속담에 비유할 수 있다. 미생물
은 수천 년간 다른 물리적 및 화학적 파라미터에
(예, 온도, 염도, 정수압, pH, 영양분 농도) 적응해
왔다. 따라서 인간이 유발한 대양 온도와 화학 변
화가 인도양의 미생물 군집 구조를 바꿀 것이다.
온도 상승은 광합성을 하는 Prochlorococcus와
Synechococcus, SAR11, SAR86, Roseobacter를 비롯해
가장 풍부한 일부 해양 박테리아의 분포와 군집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작용 요인이다 (Brown et al.,
2014).

탈산소화—1959년에서 2004년 동안 용해 O2 측정
에 대한 포괄적 분석으로 아라비아해 중간층에서
진행 중인 탈산소화가 기록되었다 (Banse et al.,
2014). 이 외에도, Stramma와 동료들은 (2012a) 1960
년부터 2010년 까지 O2 농도 측정을 사용해 중간
층에 (즉, 300 미터; 그림 22) O2 농도 감소 경향이
심각한 지역으로 북부 인도양을 (즉, 적도 북쪽에
서부터) 식별할 수 있었다. 인도양의 최대 O2 농
도 감소 경향은 (~ -0.3µmol O2kg-1 yr-1) 인도네시
아 해역에서 계산되었다. (흥미롭게도, Stramma와
동료들은 (2012a) 적도 남부 인도양에서 O2 농도
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구간도 역시 발견하였
다.)

해양 화학 성분의 변화는 CO2 농도 상승의 잠재
적인 분포 확장과 질소 고정의 전반적인 속도 증
가, 따라서 질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 증가와 함께
질소-고정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중요한 유기체의
생태학적 지위를 바꿀 것이다 (Hutchins et al., 2007).
대양 온도와 화학 성분에서 예상되는 변화는 독성
녹조의 분포화 빈도에도 역시 영향을 미쳐 어업과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생산성 하락이나 (Boyce et al., 2010) 군집
이동이 (Montes-Hugo et al., 2009) 결과적으로 산소
생산/소비, 탄소 제거, 생지화학적 순환, 어업과 같
은 생태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먹이
사슬 맨 아래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미생물의 생
물질과 생산 변화)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Lehodey et al., 2010, Hollowed et al., 2013, Séférian et
al., 2014). 이런 영향에 대한 예측은 미생물의 군집
역학 관계와 어떻게 이런 역학 관계가 물리적 및
화학적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기계론
적 파악을 진전시켜야만 가능하다.

탈질소와 그리고/또는 아나목스 반응을 통한 아산
화/무산소 조건 하에서는 탈산소화가 생체 활용
가능 질소의 손실 증가가 유리한 조건을 가진 중
층수 층의 확대를 야기할 수도 있다. 더욱이, 탈산
소화는 북부 인도양의 용승 지역에서 대기로 방출
되는 N2O, CH4, 디메틸설파이드(DMS) 같은 기후관련 미량 가스의 산출을 향상시킬 것이다 (Naqvi
et al., 2010; Shenoy et al., 2012). 마지막으로, 중심 해
수층 어류 개체군은 탈산소화로 인해 호흡 스트레
스가 증가함에 따라 적합한 서식지 감소라는 위협
을 받을 수 있다(Stramma et al., 2012b).
해양 미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결정적으로, 대
양 환경에서 인간-유발 변화에 처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주로 해양 미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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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질문

하천과 해저 지하수 방출을 통한 해안 구역과 외
해의 부영양화와 대기침적이 증가하는 유해 녹조
와 탈산소화 상승의 (즉, O2 상실) 원인으로 의심
된다. 탈질소와 그리고/또는 아나목스 반응을 통한
아산화/무산소 조건 하에서는 탈산소화가 인도양
시스템의 전반적 생산성에 대한 알 수 없는 결과
로 생체 활용 가능 질소의 손실 증가가 유리한 조
건을 가진 중층수 층의 확대를 야기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탈산소화는 N2O, CH4, DMS 같은 기
후-관련 미량 가스 생산과 배출 상승을 초래할 수
도 있다. 중심 해수층 어류 개체군은 탈산소화로
인해 호흡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서식
지 감소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부영양화,
대기 오염, O2 손실이 인도 외해와 해안 구역의 생
지화학적 순환, 생태계,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1. 인간-유발 해양 스트레스 요인이 (예를 들
어, 온난화, 해수면 상승, 바닷물 침범, 탈
산소화, 산성화, 부영양화, 대기와 플라스
틱 오염, 해안 침식, 어류 남획) 인도양의
생물지구화학과 생태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2.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런 영향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도양 주변에 위치한 해안 대도시는 (뭄바이, 콜
카타, 다카, 카라치 같은) 하수구 배출과 부영양화
는 물론 높은 대기 오염/ 에어로졸 적재, 이어서
영양분과 오염물 퇴적을 통해 인접 해양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도시의 배출과 방출은
인접 해안 구역의 생지화학적 순환, 생태계, 어업
에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해안
생태계에 가하는 인간의 압박과 수경 재배, 농업,
기반 시설, 관광 산업 용 대지에 대한 경쟁이 많은
경우 (i)맹그로브 및 다른 생태계 상실과 (ii) 해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해안 도시화가 인도양의 인접 해안 구역의 (대륙붕
지역, 하구 퇴적지/삼각지, 맹그로브, 산호초, 석호,
해변 등과 같은) 생지화학적 순환, 생태계, 어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진행 중인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이와 연계된 먹
이 사슬의 변화는 수자원 분포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해안 어업과 따라서 인간의 생
계와 영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도양
의 바뀐 생물 다양성과 먹이 사슬 변화의 (어업 포
함) 사회 경제적 결과는 무엇인가?
대지 기반 산업, 가정, 농업에서 유래된 화학적 및
생물학적 폐기물이 대량으로 연안 수로 유입되고
있다. 선박 활동, 해안 오일과 가스 탐사, 산업에서
근원된 입자의 대기 침적에 의한 오염물 역시 유
입되고 있다. 병원균과 독성 폐기물에 의한 연안
수의 하수구 오염은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경 재배 활동은 연안 수의 부영양화를 (그
리고 탈산소화) 야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영
양화는 유해 녹조 (HAB) 위험과 HAB 독성 배출
을 향상시킨다. 인도양의 오염, 바뀐 생태계, 수경
재배 활동 증가로 인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결과
는 무엇인가? 좀더 일박적으로 말해 인간이 유발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양 온도와 화학 변화가 인
도양의 미생물 군집 구조를 바꿀 것이다 이런 변
화가 인도양의 외해와 해안 환경의 생지화학적 순
환과 생태계 역학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대기 중에 진행중인 CO2 상승은 바다의 온난화와
산성화 두 가지 모두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온난
화로 유도된 성층은 바다의 더 깊은 곳에서 표면
층으로 영양분의 용승을 감소시켜, 영양분 공급 감
소로 생물학적 생산을 하락시킬 수 있다. 생물학적
생산성의 모든 변화는 결과적으로 먹이 사슬과 어
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난화로 유도된 해수면
상승은 해변, 산호초, 맹그로브의 환경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이다. 더욱이, 산호초는 진행 중인 온
난화에 특히나 취약하다. 해양 상부의 CO2 증가는
(= pH 감소) 미립자 유기물 호흡의 생물지구화학적
특성을 바꾸고 (탈질소 포함) 석회화 유기체에 (산
호초, 코콜리토포리드) 영향을 미쳐 일차 생산성
변형을 야기할 것이다. 상업적으로 낚는 종들은
(예, 연체 동물) 해양 산성화에 취약하다. 인도양의
남빙양 구간은 많은 유기체의 먹이가 되는 익족류
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수중 먹이 사슬의 상위 레
벨에서 주요 단절을 경험할 수 있다. 인도양의 대
기 CO2 상승이 특히나 취약한 해안 생태계는 (산
호초, 맹그로브 등과 같은) 물론 생물학적 생산성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향후의 해수면 상승과 강화된 사이클론이 해안 기
반시설에 상당한 손상을 일으키고 맹그로브, 해변,
산호초 같은 해안 생태계를 바꿀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서식지와 성육 장소 (예, 맹그로브, 산호초)
파괴, 해안 공동체의 영양적 및 직업적 기회 감소
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안 어업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해안 기반 시설과 생태계의 손상은 (예, 온
난화와 산성화로 인해 표백된 산호초) 관광 산업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맹그로브와 산호초의 손실,
강화된 사이클론,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인도양
해안 구역 손상 증가의 사회 경제적 결과는 무엇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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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포괄적인 IIOE-2에서는 육생과 해양
해안 연구 사이에 연관성을 반영해야 한다. 위성
데이터, 원격 감지 정보, 해안 지형 사용 데이터,
해안 지하수와 해수 내 트레이서 분포 양상, 해양
유기체의 분포와 풍부함에 대한 정보를 응용하면
육생과 해양 시스템의 상호작용 및 관련된 과정의
정량적 및 정위적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IIOE-2의
과학적 접근법은 단순히 해양과 해안 환경뿐만 아
니라 해양/육생 상호작용도 조사하여 해양 및 육
생 측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주제 2: 경계류 역학 관계, 용승 가변성, 생태
계 영향
배경
몬순의 바람 세력과 합쳐진 인도양 분지의 기하학
은 열대 인도양의 독특하고 복잡한 삼차원 순환을
보여준다 (Schott et al., 2009).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인도양의 몬순 영역은 대개 몬순의 년 주기를 따
라 계절별로 전환되는 순환이 특성인 10°S의 북쪽
으로 정의된다. 이런 뒤바뀌는 해류로는 소말리 해
류, 서 인도 연안 해류, 동 인도 연안 해류, 자바
해류 등이 있다. 수십 년 간의 연구를 통해 분지
규모의 상부 순환은 분명해 지고 있지만 (Schott
and McCreary, 2001; Schott et al., 2009), 인도양의 경
계류와 용승 과정은 여전히 대서양과 태평양에 비
해 제대로 파악된 것이 훨씬 적다 (Hood et al.,
2015).

그림 23: 남서 몬순 동안 열대 인도양의 표면 해
류. 수정 출처: Tomczak and Godfrey (2003).

남부 인도양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경계류들은 (아
굴리아스와 르윈, 그림 24) 이웃 해안과 외해 생태
계에 매우 중요한 용승, 하강, 강한 소용돌이와 연
계된다. 아굴리아스 해류는 (그림 24) 인도양과 대
서양을 연결하고 이런 누출을 통해 글로벌 열염분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Beal
et al., 2011; 아래 주제 4와 6 역시 참조). 아굴리아
스 해류에 대해 상당한 양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그 역학 관계, 불안정성, 다중 규모의 변동은 여전
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굴리아
스 해류의 기원 지역, 동 마다가스카르 해류, 모잠
비크 해협 통과 흐름 역시 중간 규모의 활동 및
용승 과정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분지의 다른
쪽에는 르윈 해류가 (그림 24) 중간 규모의 소용돌
이와 강하게 연결되어 주 흐름과 함께 남동부 인
도양을 따라 해양 생태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서부/동부 경계류
인도양의 인상적인 서부 경계류는 소말리 해류로
그 강도와 계절적 반전, 연결된 소용돌이들을 주목
할 만하다 (그림 8과 23). 태평양의 Kuroshio, 대서
양의 Gulf Stream 같은 해류와 달리 소말리 해류는
북반구 여름 몬순 동안 좁은 구간 내에서 적도를
가로지르며, 남쪽 Ekman 이동과 균형을 이룬다 게
다가, 소말리 해류는 용승 및 강한 소용돌이와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생지화학적 과
정과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말리 해류는
북반구 겨울 몬순 동안 반전되어 남 적도의 해류
와 (SEC) 만나 남 적도 반류를 유발한다 (SECC)
(그림 8과 23). 이에 비해, 열대 인도양의 동부 경
계류인 남 자바 해류는 소말리 해류에 비해 많이
약하다 (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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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좌측 패널: 아굴리아스 해류의 근원 수, 소용돌이, 해안 흐름 (출처: Lutjeharms and Bornman,
2010; 남아프리카 저작권 2.5). 우측 패널: 르윈 해류 (출처: Feng et al., 2003; John Wiley & Sons, Inc.의 허가
로 사용됨)

적도의 해류

꾸준한 무역풍의 부재로 인해 적도에 중심을 둔
영구적인 용승은 없다. 대신, 더 높은 위도에서 침
강된
물이
소말리,
예맨,
오만
해변과,
Seychelles-Chagos 변온층 해령 (SCTR: 그림 25),
스리랑카 돔, 자바와 수마트라 해안을 따라, 그리
고 북서 호주 해역 같이 적도에서 떨어진 다양한
위치에서 용승한다. 이 지역에서 용승은 계절에 따
라 몬순 바람의 세력에 의해 크게 바뀐다. 또한,
SCTR과 자바 바깥쪽 그리고 수마트라에서는 연년
마다 IOD 및 ENSO와 연계되어 용승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 용승 지역의 차가운 해표면 온도는
(SST) 대기 해양 경계면을 가로질러 열과 운동량
교환에 영향을 주어 대기의 경계층을 안정화시킨
다(Vecchi et al., 2004).

해류의 계절적 변동과 감소된 적도 용승을 고려할
때, 인도양 분지는 특이한 적도 지역이다 (그림8과
23). 적도는 두 개의 반구를 분리하는 역학적 경계
역할을 하며 측면을 경계로 하여 많은 역학 관계
의 유사성을 공유한다. 적도와 그 근처를 따라 동
쪽으로 흐르는 해류는 대량의 물, 열, 염분, 산소,
그 외 다른 성분의 이동을 통해 분지의 두 면을
연결하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적도 해류는 분지 규모의 순환과 생지화학적 과정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반구 봄과 가을 반년마다 겨울 몬순과 여름 몬
순 간의 이동 중에는 강한 편서풍에 의해 표면에
서 적도를 따라 강하게 동쪽으로 흐르는 Wyrtki
제트가 (Wyrtki, 1973) 생성된다. 하지만 태평양과
대서양에서는 변온층 깊이에서 영구적으로 동으로
흐르는 적도 잠류가 없다. 인도양의 저 위도에서는
몬순 세력이 (대서양과 태평양의 꾸준한 무역풍
세력 보다는) 해류 아래 이동을 유발하는데 3월과
그리고 다시 9월에 약해진 진폭으로 나타난다
(Iskandar et al., 2009). 적도에서 약간 떨어져서는 북
반구 겨울 동안 동쪽으로 흐르는 남 적도 반류가
존재한다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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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1월-2월 기후학적인 지상풍과 평균 0–300-m의 평균 해양 온도. 두꺼운 검은 화살표는 용승을 촉
진하고 SCTR 형성을 유발하는 바람에 의해 유도된 표면 흐름을 나타냄. SEC와 SECC로 표시된 화살표는
남 적도 해류와 남 적도 반류를 나타냄. 출처: Vialard et al. (2009).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허가
하에 사용됨.

경계류는 반구 간 (즉, 소말리 해류), 분지 간 (즉,
적도의 해류), 분지 차원의 (즉, 남 자바 해류, 아
굴리아스 해류, 르윈 해류) 해수, 영양분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해양 생지화학적 순환을 지원한다.
인도양의 다중 규모 경계류 변동과 특히 경계류의
강한 년간 주기, 십 년 주기 가변성은 다른 분지에
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높고 낮은 빈도의 해양 세력
에 반응하여 어떻게 생지화학적 반응과 생태계 반
응을 조정하는가? 용승은 또 다른 이동 과정이지
만, 해수면을 그 내부와 수직적으로 연결한다. 어
떻게 용승이 인도양 상부로 영양분 공급을 조절하
고, 어떻게 이 영양분은 수평 해류와 소용돌이에
의해 재분배되는가? 이런 복잡한 생지화학적 및 생
태계 과정이 어떻게 인도양 어업을 지원하는가?

용승은 바다 내부와 표면을 연결하고 여기서 바다
와 대기는 상호작용하고 원격 상관을 통한 원거리
영향을 생성한다. 따라서, 해안 용승은 지역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분지 규모의 순환, 지역 기후,
심지어 그 이상과 잠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
이, 용승은 상부층의 일차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영양분을 가져와 먹이 사슬의 상위 레
벨로 에너지를 이동시킨다. 전세계적으로 동부 경
계 용승 시스템은 전체 대영 면적의 2% 미만을
차지하지만, 전세계 해양 어획량의 20%를 지원한
다 (Pauly and Christensen, 1995).

핵심 질문
1.

인도양의 해양 생지화학적 순환, 생태계 과정,
어업은 경계류, 소용돌이, 용승에 의해 어떤 영
향을 받는가?

2.

국소적 및 원격 촉성 사이의 상호 작용이 인도
양의 이런 해류와 용승 가변성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가?

3.

이런 과정과 지역 날씨 및 기후에 미치는 그
영향은 과거 어떻게 변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
게 바뀔 것인가?

인도양에서 경계류와 용승은 원거리 힘은 물론 지
역적 힘에 의해서 유도된다. 소말리 해류의 경우,
그 체계의 역학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기 위
해서는 남 자바 해류와 그와 연관된 용승 과정이
특히나 중요하다. 이런 해류와 그와 연관된 용승
및 하강 순환을 유도하는데 있어 원거리 힘 대 지
역적 힘의 상대적 역할에 대한 비교 연구는 무엇을
말해 줄 수 있으며, 이런 영향은 영양분 공급과 생
태계 역학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
문을 다루면 국소 및 지역 기후에서 소말리 해류
와 남 자바 해류의 역할도 해명될 것이다. 아굴리
아스 해류는 지형과 계절 바람의 가변성에 의해
통제되는 좀더 전형적인 서부 경계류이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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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류와 용승 과정에 대한 고해양학 및 고기후
연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아라비아해와
(Wang et al., 2005) 아굴리아스 리키지의 과거 여름
몬순 동안의 강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여전
히 인도양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인도양에서
고해양학과 고기후 연구를 확대하고 이런 연구를
분지의 다른 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
하다 (Wang et al., 2005의 권장사항 참조). 대륙붕과
심해 코어 외에도 산호의 고기후학적인 데이터로
연년에서 수십 년 단위의 기후 가변성과 (Abram et
al., 2003; 2007) 경계류와 용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좀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사실, 산호에
서 측정된 SST, 염분, 생산성 등에 대한 프록시로
남 적도 해류, 아굴리아스 해류, 르윈 해류에서 십
년 단위 해양 순환의 가변성에 대한 분명한 신호
를 찾을 수 있다 (예, Zinke et al., 2014a,b; Pfeiffer et
al., 2004). 이 주제와 연관된 일부 고해양학 및 고
기후 질문은 다음과 같다.
몬순과 그와 연관된 용승 및 하강 순환의 강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과거에는 어떻게 변했으며, 앞
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과건 변화된 전세계
열염분 순환에서 인도양 경계류는 어떤 역할을 했
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과정이 지역 날씨와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
가?

이 해류 강도의 연년에서 십 년 주기 변동은 ITF
를 통한 이동과 또한 대서양과 남빙양의 순환 가
변성과 밀접하게 묶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간 차원에서 아굴리아스 해류 가변성과 이를 유
도하는 힘에 대한 이해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원거리 세력과 지역 세력이 아굴리아스 해류 이동
과 용승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
하며, 결과적으로 영양분 공급, 치어 수송, 어업 생
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르윈 해류는 ITF를
통한 이동에 의해서도 역시 강한 영향을 받으며,
ENSO 및 IOD와 연결된 원거리 세력도 받는다. 이
밖에 지역의 계절 바람도 용승과 하강 순환에 강
한 영향을 미쳐 소용돌이 생성, 치어 수송, 영양분
수송에도 역시 영향을 준다. 원거리 세력과 지역
세력이 르윈 해류 이동과 용승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영양분 공
급, 치어 수송, 어업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이런 해류와 그 용승 가변성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기후 가변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해류와 용승에 대해 좀더 분명
한 역학적 그림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측량에 의해 용승의 변화율을 알아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속도 때문에 어려우므로 트
레이서 관찰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론해야 한다. 이런 트레이서는 용승 과
정에 의해 지표수에 존재하게 된 변온층 물에 대
한 특성으로부터 도출된다. 예로, 14C, δ13C, AOU의
표면 이상과 (분명한 산소 활성), δ3He, pCO2, ΣCO2,
온도 등이 있다 (Broecker et al., 1978; Broecker and
Peng, 1982; Quay et al., 1983; Wanninkhof et al., 1995;
Klein and Rhein, 2004; Rhein et al., 2010). 이런 특성
중 몇 가지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용승의 변화율
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반면, 인도양에
서는 용승의 변화율에 대한 직접적인 측량이 없다.
SWM 동안 오만의 서부 아라비아해역과 인도의 서
해안과 동해안을 따라 있는 용승은 어떻게 변하며
이들 해안지역의 영양분 공급과 상위 영양 단계 생
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북부 인도양의 이
런 변화는 동쪽의 자바 해류와 서쪽의 소말리아 해
류/동 아프리카 연안 해류와 연관된 용승과 비교하
여 어떻게 다른가? 남서부 인도양의 용승을 (예, 모
잠비크 해협 소용돌이와 연결된 마다가스카르 남동
부 해역에 지형적으로 강제된 용승과, 남 아프리카
해역 아굴리아스 해류의 해안에 바람 및 지형적으
로 강제된 용승) 통해 공급된 영양분이 중요한가?
서부 적도의 인도양 바다 속 그리고 변온층 해령과
스리랑카 돔과 같은 적도의 밖 위치의 용승은 어떻
게 변하며, 이런 영양분 공급이 영양 이동과 그리
고 궁극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 (예, 참치) 생산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주제 3: 몬순 변동성과 생태계 대응 배경
여기서 “몬순”이란 인도와 남동 아시아에 영향을
주는 북반구 여름의 남서 계절풍과 북반구 겨울의
북동 계절풍, 그리고 또한 “해양 대륙” 남쪽 일부
와 호주에 영향을 주는 남쪽 여름의 남동 계절품
을 지칭한다 (해양 대륙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
푸아뉴기니를 포함한 남부 아시아 지역을 지칭, 그
림 40). 가장 큰 년간 진폭의 아열대와 열대 기후
특성을 가진 이런 바람은 아라비아해와 벵골만 그
리고 주면 대륙 모두, 그리고 남동 아시아와 오세
아니아를 비롯해 인도양 분지 동쪽 전체에도 극심
한 영향 미친다 (그림 8과 26).
북부 인도양에서는 북반구 여름에는 (6월-8월) 따
뜻하고 습한 남서 몬순이 (SWM) 남서에서 북동쪽
으로 불고, 북반구 겨울에는 (12월-3월) 춥고 건조
한 북동 몬순이 (NEM) 반대 방향으로 분다 (그림
8과 26). 북반구 여름이 (6월에서 10월, 그림 26)
되면 이 세력은 분지의 동쪽을 따라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부는 남동 몬순을 유도한다 (검토 자
료는 Schott과 McCreary, 2001 참조). 여름 몬순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류성 잠복 가열과 함
께 대류성, 방사성, 감열 소스 및 싱크와 연계된다.
북반구 여름 동안에는 벵골만– 인도–아라비아해
위와, 남 중국 해–필리핀 해 위, 두 지역에서 강한
대류가 관찰된다 (Wang et al., 2001). 이 두 대류 지
역은 해마다 뚜렷한 이동을 보인다 (그림 27). 수
마트라 서쪽에서는 9월부터 3월까지 최대 강우가
관찰된다 (5°S, 100°E). 대류 중심은 5월에 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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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질러 남부 벵골만으로 이동한다 (5°N, 92°E).
그리고 나서 5월부터 6월까지 큰비는 북쪽을 향해

북부 벵골만으로 이동해 남은 여름 내내 벵골만에
남아 있다.

그림 26: 위: 인도양과 그 주변이 아프리카-아시아-호주 몬순 하에 있는 전세계 몬순 분포 (출처: Li and
Zeng, 2003), Springer Science의 허가 하에 사용됨. 아래: 북반구 겨울과 (12월-2월; 좌) 여름 (6월-8월; 우)
인도양과 인접 대륙의 일일 평균 강수량, 해표면 온도 (SST), 바람에 대한 계통도 (제공: Andrew Turner,
Univ. of Reading,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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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주기 가변성은 지난 수십 년간 ENSO와 인도
몬순 사이의 관계 변화로 드러나고 있다 (예,
Parthasarathy et al., 1988; 1992; 1994).

연간 주기 외에도, 몬순은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당한 가변성을 보여준다. 아마도 몬순의
가장 중요한 계절 내 현상은 계절풍 강우 시작 시
기에 대해 관찰된 가변성일 것이다. 즉, 특정 지역
에서 우기 시작 일자는 상당히 변동적이다
(Webster et al., 1998). 또한, 계절 내 몬순 변동성은
남반구 여름 동안 적도를 따라 서에서 동으로 퍼
져있는 MJO의 영향과 연관된 활동-휴지 주기에
의해 주도된다. 남반구 겨울 동안에는 계절 변동이
좀 더 복잡하며 몬순의 계절 간 진동(Monsoon
Intraseasonal Oscillation: MISO)이라 불리는 강한 극
지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몬순
은 격년, 연년, 십년 주기 변동을 보여준다. 인도네

북부, 서부, 동부 인도양에서는 (10°S 아래) 계절에
따라 몬순 바람에 대응하여 경계류가 반전한다
(Schott and McCreary, 2001b; Shankar et al., 2002;
Schott et al., 2009) (그림 8). 이런 바람으로 강제된
해류의 반전은 용승과 하강 순환의 극적인 변화와
도 연결된다. 사실, 몬순-유도 용승-선호 바람과 해
류 전환 결과로 남서 몬순 동안 전체 북부 인도양,
특히 서부 아라비아해에는 부영양화된 해안 용승
시스템의 전이가 있다 (Wiggert et al., 2005b; Hood et
al., 인쇄 중; 참조문헌과 인용문헌; 그림 8). 분지
의 동쪽 자바 해역과 (그림 28) 분지의 서쪽 소말
리아 해역에서도 생물학적 생산성에 미치는 이런
몬순 유발 효과과 관찰되었다. 물리-생물학적 연결
모델링 연구에서는 연안 해류의 반전과 용승 강도
의 변화가 영양분 화학 양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
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ggert et al., 2006).

시아와 동 아시아, 인도의 강우에서도 2~ 3년 진동
의 격년 가변성이
드러난다 (Mooley and
Parthasarathy, 1984; Yasunari and Suppiah, 1988; Tian
and Yasunari, 1992; Shen and Lau, 1995). 몬순의 연년
변동은 3년에서 7년 주기로 관찰되며, 이 가변성은
연결된 해양-대기 체계의 다른 주요 특성과 연관
될 수 있다 (예, ENSO; Shukla and Paolina, 1983). 십

그림 27: 인도와 서부 태평양 위 강우량 중심의 연례 행진. 등고선은 12mm/일의 강우량을 나타냄. 최대

강우량 위치는 굵은 이태리 체 원으로 표시됨 우측 상단에 있는 플롯은 두 중심 간 월 평균 최대 강우
량의 강도. 그림 및 캡션 출처: Wang et al. (2001).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허가 하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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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해안선을 따라 유생 성육장에 들어갈 수 있
도록 플랑크톤의 난자와 유충의 성공적인 보존을
위해 선택적인 생식 패턴으로 진화하였다. 또한 어
류 종들이 첫 색이 치어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
한 고생산성의 몬순-유발 기간이 최대로 중첩하는
진화된 생식 전략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Cushing, 1990). 계절간 몬순 세력의 가변성에 이어
서 연년이나 십년 주기 가변성도 생태계 생산성,
상위 영양 단계의 행태, 모집 성공, 따라서 어업에
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연안 해류의 몬순-유도 계절성 반전과 용승 강도
의 연관된 변화는 산소 농도에도 역시 큰 영향을
미쳐 서부 인도 해역 대륙붕의 영양 수준을 높인
다. Naqvi et al., 2000; 2006). 또한, 경계류의 이런 극
적인 반전과 그와 연관된 용승과 일차 생산의 변
화는 상위 영양 단계에 있는 종의 적응 행태 진화
를 야기한다 (예, Smith, 1992; Idrisi et al., 2004). 의심
할 여지없이 북부 인도양의 많은 해안 어류 종들
이 몬순 바람과 연계된 해안이나 해역 이동 시 이
런 계절적 변화에 맞서 자손 유지를 보장하거나

그림 28: WiFs-유래 월 엽록소-남동 몬순 바람으로 유래된 여름 철 동안 용승으로 인해 증가된 생산성을
나타내는 자바와 수마트라 부근 동적도 인도양 해양에 대한 기후학. 월 6 – 11는 6월 – 11월에 해당함. 출
처: Hood et al. (인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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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시뮬레이션 된다. 왜일까? 지난 20년간 약
화된 몬순-ENSO 원격접속이 관찰되었다. 이는 십
년 주기의 태평양 진동의 (IPO) 냉각기 결과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지구 온난화의 특징인가? 몬순의
십 년 주기 변동에서, 특히 ENSO-몬순 원격접속의
변동에서 인도양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 몬순 변
동성은 MJO 및 MISO와 연관된 활동-휴지 주기에
의해 주도된다. 어떤 년도에는 MJO/MISO로 대부
분의 몬순 변동성이 설명되지만 어떤 해에는 설명
이 약하다. 왜일까? 일반적으로, 인도양의 국소적
및 원거리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몬순의 연년-계
절-십년 주기 가변성을 조절하는 일차 요인은 무엇
이며, 예측/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얼마나 잘 포착되는가?

주기적으로 따뜻하고 습하거나, 차고 건조한 몬순
주기는 농경 사회에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런 규칙
성은 년 주기 내 사소한 변화에도 농사가 민감해
지도록 만든다. 강수량과 강수 시기의 변동이 심각
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주부터
년까지 시간에 따른 몬순 변동성 예측은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다. 앞으로 몇 해 동안 몬순이 어떻
게 바뀔 것이며, 특히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 더 장기간에
대한 예측 또한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최근의 기계
론적 모델링 작업은 성공하지 못했다. 아시아 몬순
은 평균 구조 시뮬레이션 조차도 달성하기 힘든
것으로 입증되었고 ENSO와 몬순 변동성 사이에
관찰된 관계는 복제가 어렵다 (Webster et al., 1998).
몬순 시뮬레이션과 예측에 사용되는 연결 해양-대
기 모델의 전형적인 편향으로는 인도양의 SST가
너무 차거나, 적도의 서부 인도양이 너무 습하거나,
대륙 위가 너무 건조한 결과들이 있다. 이런 편향
으로 적도의 변온층이 상대적으로 평평해야 함에
도 동쪽에서 위로 기울어진 결과가 나온다. 결과적
으로, 이런 현상은 모델 내에서 활동 과잉적인 인
도양 다이폴로 나타난다. 이런 편향들이 분명하게
따라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인도양 분지 과
정에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모델은
MJO/MISO를,
특히
상부
인도양과
MJO/MISO의 상호작용을 그리 잘 시뮬레이션 하
지 못한다. 이런 편향을 줄이면 분명히 몬순 시뮬
레이션과 예측을 위한 더 나은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

MJO는 연년 주기로 자바/수마트라를 따라 SST, 적
도의 표면 해류, 해안 용승에 미치는 강한 영향으
로 인도양 분지를 가로지르는 대기-해양 상호작용
의 영향 범위를 (적도 남쪽 전체 분지를 가로지르
나 호주의 북서 대륙붕에서 가장 강하게) 보여준
다. 대부분의 MJO-SST 가변성은 열 흐름에 대한
주된 역할과 함께 대기의 표면 흐름에 대한 반응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양에서 SST 변
동이 가장 큰 지역은 (호주의 북서로) 관찰이 제한
된 지역이기도 하며 (예, RAMA 배열 내 큰 갭) 이
지역 혼합 층에 대한 열 할당의 중요한 사항은 아
직 미지로 남아 있다. MJO 상황의 열 할당과 가깝
도록 표면 열 흐름을 좀 더 잘 통제할 (예, 호주의
북서 쪽으로 계류를 추가로 사용하여) 수 있을까?
강한 인도 몬순이 연년으로 더 차가운 인도양을
야기하고 이로써 다음 해에 몬순의 시작이 지연된
다는 (즉, 격년의 변동을 야기) 가설이 제기되었다.
어떤 메커니즘이 이런 냉각을 유도하는가? 이 메커
니즘은 얼마나 튼튼한가 (즉, 격년으로 오는 정점은
얼마나 강력한가)?
최근의 IPO의 냉각 단계는 최근 ENSO의 가변성
감소와 연루되어 있다. 하지만, ENSO-몬순 원격접
속에서 IPO의 냉각 단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도
양의 순환/온도에 대한 영향과 결과는 무엇인가?
대서양으로부터의 원거리 세력의 역할, 특히 몬순
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인도양에서 이 세력의 역
할은 무엇인가? 몬순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인도양
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거나 아니면 인도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 상호작용은 일년 내, 연년, 십
년 주기 시간에 걸쳐 어떻게 바뀌는가?

핵심 질문
1.

어떤 요인들이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의 몬순
변동성을 조절하는가?

2.

이런 변동성은 인도양의 물리, 화학, 생물지구
화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생태계 반응, 어업,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
엇인가?

모든 인도 강수량을 전체 인도 여름 몬순 강도의
지표로 사용하면, 인도양의 지역 SST와의 관계는
약하지만 (인도양에서는 유의적 상관관계 없음),
라니냐와 어느 정도 떨어진 관계가 발견된다. 지역
적으로 인도를 가로질러, Ghat 산 범위 서쪽의 강
우는 북부 인도양의 지역 SST 변동과 연관이 있는
반면 (더 많은 강수량와 연관된 따뜻한 SST), Ghat
동쪽의 강우는 태평양 ENSO와 좀더 강하게 연관
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호주 몬순은 몬순 기간
보다 프리-몬순 계절 동안에 (9월, 10월, 11월) 라니
냐에 의한 원거리 세력과 더 강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다른 민감도, 특히 일반적으로 인도양 SST
과 몬순 변동성의 미약한 관계의 원인은 무엇인가?
모델링 측면에서 보면면, 몬순과 ENSO의 원격 접
속이 일반적으로 예측/시뮬레이션 모델에서 너무

몬순 세력은 관련 증거가 많으며 북부 인도양 전
체에 걸쳐 경계류 순환, 용승, 성층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고, 따라서 영양분 공급, 생태계 생산성, 상
위 영양 단계의 행태와 모집의 성공여부에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적어도 10°S까지 확장되는 이런 영
향은 동부 적도의 인도양 자바/수마트라 해역과
북서부/서부 호주, 서부 인도양 소말리아 해역에서
도 역시 나타난다. 계절간 몬순 세력의 가변성에
이어서 연년이나 십 년 주기 가변성도 생태계 생
산성, 상위 영양 단계의 행태, 모집 성공,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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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순환, 기후 가변성과 변화

어업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부/중앙 아라비아해를 제외하고는 (예, JGOFS 아
라비아해 과정 연구), 몬순 변동성과 생태계 반응
사이의 연결 특히 상위 영양 단계의 반응과 연결
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는 현저하게 희박하
다. 몬순 변동성이 인도양의 영양분 공급, 생태계
생산성, 상위 영양 단계의 행태와 모집 성공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런
가변성이 어업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식량공급
과 그리고/또는 수입을 어업에 의존하는 인도양 주
변 국가와 섬나라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배경
몬순 바람은 계절에 따라 인도양 북부 표면 해류
의 반전을 유도한다. 이는 전세계 대양에서 특이한
과정이다. 분지의 남부, 아열대 수렴대 남위 10º
남부는 아열대 고기압 구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남
반구 겨울 동안 전세계적으로 벨트를 계속 형성한
다. 이 지역의 계절 변동은 북부 인도양에 비해 작
다.
전세계 열염분 순환은 인도네시아 해를 통과해 인
도양으로 태평양의 따뜻하고 상대적으로 신선한
위쪽 해안 수를 이동시키고 계속해서 아굴리아스
리키지를 통해 남 대서양으로 이동시킨다 (그림
29). 인도양을 통과하는 이 이동 대부분은 적도 남
부 열대 남 적도 해류(SEC)에서 발생하고, ENSO와
인도양 다이폴의 (IOD)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인도
양 다이폴은 (IOD) 변온층에서 강한 가변성을 일
으키며 (Qian et al., 2003) SEC에서 로스비파에 의한
상층 두께 기형을 전파한다 (Xie et al., 2002; Feng
and Meyers, 2003; Yamagata et al., 2004). 약 20Sv의
물이 ITF를 통해 태평양에서 인도양 변온층과
SEC로 흘러 들어간다 (Sprintall and Révelard, 2014;
Susanto and Song, 2015). 따라서, ITF는 서부 태평양
과 인도양의 상층 수를 연결하여 두 대양 사이의
열과 담수 할당을 바꾸어, 결과적으로, 글로벌 기
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 아시아 몬순, 인도양
다이폴 (IOD), 엘리뇨-남부 진동 (ENSO) 같은 기
후 현상은 ITF 이동, 물의 특성, 수직 성층에 강한
영향을 준다 (Meyers, 1996; Wijffels and Meyers,
2004; Xu, 2014).

북부 인도양 주변의 농경 방법은 전통적으로 연간
몬순 주기와 묶여 있기 때문에, 주부터 년까지 시
간에 따른 몬순 변동성 예측은 상당히 시급한 사
안이다. 하지만, 인도양은 특히 태평양에 비해 계
절별 예측 기술이 (강우와 SST 두 가지 모두) 상
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물
리적 시스템의 오래된 "기억" 메커니즘 부족과 연
관되어 있다 (즉, 인도양에는 지연 진동자가 없다;
McPhaden and Nagura, 2014). 몬순 또한 자기 제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몬순의 예측 가
능성에 대한 제한을 좀더 파악하고 이 제한이 상부
인도양 순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까? 인도양에 대해 개선된 관찰이 (즉, 개선된 초기
조건) 예측을 개선시킬까? 대양은 몬순의 예측가능
성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역할
을 하는가? 몬순 강우에 대한 계절별 예측 기술은
여전히 저조하다. 이는 인도양의 모델 편향이 예측
기술을 제한하도록 작용해서 인가, 아니면 그저 몬
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낮은 상한 치를 반영하는
것인가? 관련된 상부 해양의 가변성을 포함해 몬순
변동성의 정확한 시뮬레이션과 예측을 (년간, 계절
별) 제한하도록 작용하는 주요 모델 편향과 오류는
무엇인가?
앞으로 몇 해 동안 몬순과 그와 연관된 강수량이
어떻게 바뀔 것이며, 특히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
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 더 장
기간을 (연년, 십 년 주기) 예측할 필요가 있다. 과
거에 몬순 세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더 잘 이해
하기 위해서는 고해양학 및 고기후학 연구가 필요
하다 (예, Charles et al., 1997; 2003; Cobb et al., 2001;
Pfeiffer and Dullo, 2006; Crueger et al., 2009; Zinke et al.,
2009; 2014c). 장 시간의 정보로는 대륙붕과 심해
코어에 대한 조사, 단 시간의 정보로는 산호에 대
한 조사 역시 연구에 포함해야 한다. 산호의 나이
는 최고 500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완신세
(Holocene)와 홍적세(Pleistocene)의 화석 샘플을 가
지고 있을 수도 있어, 퇴적물 코어 기반의 고해양
학, 고기후학, 고-모델링과 현재의 기상학 및 해양
학적 관찰 사이의 차이를 메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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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인도양에서 등밀도 직각 용승과 아굴리아스와 타스만 리키지의 역할을 보여주는 단순화된 글
로벌 열염분 순환. 그림 1 출처: Talley (2013). Oceanography Society의 허가로 사용됨.

대서양과 인도양의 이런 온수 연결이 글로벌 기후
양상에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Gordon,
1985; Beal et al., 2011). 하지만, 인도양과 대서양 사
이의 이동 중 반 정도는 사이클론과 공간적으로
쉽게 탐지되지 않는 비회오리성 필라멘트에 가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Boebel et al., 2003; Doglioli et al., 2006; Loveday et al.,
2015).

남 적도 해류는 약 20Sv의 인도양 물을 대서양으
로 이동시키는 아굴리아스 해류로 인도양의 열을
공급한다. 북쪽 끝에 있는 아굴리아스 해류의 기원
해수는 모잠비크 해협 소용돌이와 (de Ruijter et al.,
2002) 동 마다가스카르 해류를 통해 SEC로부터 유
래되지만, 가장 큰 기원수는 남서 인도양 아-환형
지대의 재순환이다 (Gordon, 1985; Stramma and
Lutjeharms, 1997). 아굴리아스 반전의 흥미로운 측
면은 (그림 24) 최서단 확장에서 직경 >300km의
고기압성 고리를 주기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런 고리는 유사한 밀도를 가진 남 대서양 지표
수보다 5°C 더 따뜻하고 염분이 0.3psu 더 많아 상
대적으로 따뜻하고 염분이 함유된 인도양의 물 웅
덩이를 에워싼다 (Gordon, 1985). 이 고리는 서로는
서경 5°까지 남으로는 남위 46°까지 차별적인 열
특성을 멀리까지 가지고 있다가 약 12cm s-1에서
남 대서양으로 말려들어 간다 (Lutjeharms and van
Ballegooye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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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남 인도양에서 가장 강한 열 이동을 보여주는 전세계 자오면 열 흐름 추정 (단위 petawatts). 출
처: Lumpkin and Speer (2007).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허가 하에 사용됨.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31), 20세기 후반
에 일부 지역은 10년에 0.2°C씩 더 빨리 더워지고
있어 온난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듯하다
(IPCC, 2007). 모델에 의하면 남 인도양 상부의 온
난화는 남동 무역풍의 감소와 이와 연계된 열대에
서 아열대로 열의 남향 이동 감소로 기인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2004). 북부 인도양의 온
난화는 바람으로 유도된 얕은 적도-횡단 셀에 의
해 이루어지는 적도를 가로지르는 남향 열 방출의
감소에 기인한다(Schoenefeldt and Schott, 2006;
Backenberg et al., 2012; McGregor et al., 2012 또한 참
조).

인도양의 전도 특성은 열과 다른 특성 분포에 중
요하다 (Schott et al., 2002). 인도양은 32°S를 가로질
러 나가는 1.5PW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
오면 열 이동을 (그림 30)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
기로부터 순 열 취득, 활발한 확산성 가열, 바다
깊은 바닥의 용승과 연계되어 있다 (Bryden and
Beal, 2001; Lumpkin and Speer, 2007). 이런 이동이
대서양과 남빙양의 열 상실 균형을 맞추며 (Talley,
2013) 십 년간 SST 가변성과 (Han et al., 2014) 인도
양 주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CO2 흐름과 연결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조사가 열악하여
가변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몇몇 연구에
서 20세기 동안 인도양의 지표수 근처가 따뜻해지

그림 31: 전체 인도양 (a), 북 인도양 (b), 남 인도양(c)의 0-700m 층에 대한 년간 대양 열 함량의 시계열
(1022 J), Levitus et al. (2012)에서 2014년까지 데이터 포함하여 수정. 제공자: Tim Boyer, 미국 해양 대기 관
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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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빙하기 동안에는 순수한 반전 모드가 우
세하여 인도양에 열과 염분을 쌓았다. 뿐만 아니라
해수면이 낮았던 빙하기 동안에는 ITF를 통한 이
동이 감소하였다. 해빙기가 다시 시작하자 인도양
에서 대서양으로 초기 열 진동이 매우 강했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며 일정한 속도와 규모에 도달
했을 것이다.

인도양 아열대 환형 지대 순환에 대한 알려진 변
화로 1962년에서 1987까지 속도 둔화와 (Bindoff
and McDougall, 2000) 1987년부터 2002까지 속도 증
가도 있다 (Bryden et al., 2003; McDonagh et al., 2005).
상부 변온층은 둔화 기간 동안에는 따뜻해졌다가
속도 증가 기간에는 냉각되었다. 이 지역의 시뮬레
이션과 기후 변화 시나리오의 분석에서 아열대 환
형 지대 순환의 변화는 십 년 주기 진동 양상의
일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Stark et al., 2006). 예를
들어, 1970년 이후 인도양의 온난화, 장기 인도양
SST 온난화, SST-대류 한계점 같이 이런 류의 변동
에 대한 분명한 신호는 산호에서도 기록되었다
(Cole et al., 2000; Zinke et al., 2004; 2005; 2014a,b;
Timm et al., 2005; Damassa et al., 2006; Pfeiffer and
Dullo, 2006; Pfieffer et al., 2006; 2009; Abram et al.,
2007; 2009; Neukom et al., 2013; 2014).

핵심 질문

장기적 규모의 (백 년에서 천년 단위의 가변성) 기
후-유도된 인도양 가변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그림 32). 하지만, 빙하기/
간빙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드의 작용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Peeters et al., 2004). 간빙기 동안
에는 아굴리아스 리키지가 대서양의 자오면 전도
를 위한 열과 염분의 원천 기능을 하고, 속도와 규
모 면에서 북대서양 심층수 형성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 빙하기 동안에는 아프리카의 남쪽 끝 앞을
지나는 아열대의 북쪽 이동이 아굴리아스 리키지
를 막았다.

1.

인도양의 대기 및 대양의 순환은 과거 어떻게
변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2.

이런 변화는 지형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태평
양, 대서양, 남빙양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3.

생물학적 생산성, 탄소 주기, 어업에는 어떤 영
향을 미치는가?

남부 인도양 위의 고기압성 바람은 지구 온난화와
오존 고갈에 반응하여 서부 아열대 환형 지대에서
가장 뚜렷한 편서풍과 물기둥 온난화 심화시키며
남으로 이동하여 확대되었다 (Alory et al., 2007;
Levitus et al., 2009). 지난 1백만 년간 유사한 온난
화와 염분 혼합은 대서양 자오면 전도 순환을 강
화하고 기후 변화의 가속화를 야기한 아굴리아스
리키지의 최고조를 동반하였다 (Peeters et al., 2004;
Caley et al., 2011; Marino et al, 2013). 아굴리아스 리
키지가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는 하지
만 (Biastoch et al., 2009; Rouault et al., 2009), 이 경
향이 지속될 것인가 (Beal et al., 2011; Le Bars et al.,
2012; Durgadoo et al., 2013)? 아굴리아스 해류의 가
변성과 변화, 그리고 최근에 관찰된 계절 주기를
넘어 리키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 (Krug and Tournadre, 2012, Beal et al., 2014).

그림 32: 년간 척도부터 지질 구조적 시간 척도에 대한 몬순 변동성의 개념적 스펙트럼. 스펙트럼의 최
고조 기간에 라벨 표시됨. 이런 최고조 변동의 상대 농도는 밝혀지지 않았음 출처: Wang et al. (2005),
Elsevier의 허가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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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 이후로 강화된 편동풍이, 비록 지구
온난화에 반응하여 장기적으로는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Sprintall et al., 2014), 양 흐름의 현재
강화 경향을 야기한 듯 하다 (Feng et al., 2011;
Backenberg et al., 2012; McGregor et al., 2012; Sprintall
and Revelard, 2014). 이런 변화가 동부 인도양의 생
물학적 생산성과 어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
구 온난화와 연관된 미래의 변화가 어떻게 인간에
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굴리아스 해류의 강도와 리키지의 과거 변화가
미래에 대해 무엇을 알려줄 수 있는가? 아굴리아스
해류/리키지, 그리고 정말 ITF 와 글로벌 열염분 순
환을 통한 흐름이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에 반
응해 바뀔 것인가? 과거에 인도양 순환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고해양학 연구
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에는 퇴적물 중심과 산호에
대한 검사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순환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지 해명하기 위해서는 모델
링 연구가 필요하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인도양은 대서양과 남빙양
두 가지 모두의 열 손실의 균형을 유지하며 32°S
를 가로질러 나가는 1.5PW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오면 열 이동을 가지고 있다 (Bryden
and Beal, 2001; Lumpkin and Speer, 2007). 최근 바람
으로 유래된 남빙양 용승과 대서양 전도에 대한
초점으로 인해, 연관된 전도와 열 이동이 상당함에
도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는 인도양 해저 바닥
의 깊은 확산 가열과 등밀도 직각 용승의 중요한
역할에 그늘을 드리워지고 있다 (Talley, 2013). 이
런 이동의 가변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SST의 십 년 주기 가변성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이 크므로 (Han et al., 2014),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CO2 흐름은 지역 기후의 중요한 유발 자이다. 이
런 전도 순환과 이동을 더 잘 포착할 수 있을까?
이런 순환의 생지화학적 영향은 무엇이며 전세계
영양분과 탄소 할당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도양 다이폴은 (IOD) 기후 변화 시, 동부 적도
인도양에는 좀더 차고 염분이 많은 물로, 서부 열
대 환형 지대에는 더 따뜻하고 신선한 물로 양성
기를 향해 이동할 수도 있다 (Zheng et al., 2013a),
(Grunseich et al., 2011). 이런 기형은 아라비아해와
서부 열대 환형 지대의 생산성 억제와 동부 적도
의 인도양의 생산성 향상을 초래할 것이다
(Wiggert et al., 2009). Abram와 동료들은 (2003; 2007)
적어도 완신세 주기 중반 이후로 IOD가 인도양
기후의 중요한 현상이었음을 입증하였다. IOD의
주기성이 상승하여 강해진 아시아 몬순과 연결되
었을 수도 있다 (Abram et al., 2008; Nakamura et al.,
2009; Chu et al., 2014). 적도 편서풍의 약화와 서쪽
에서 더 빠른 온난화로 인해 극도의 양성 IOD가
증가하여 (Cai et al., 2013; Chu et al., 2014), 동부 아
프리카에는 더 많은 홍수를 인도네시아와 호주에
는 가뭄과 산물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Ashok
et al., 2003; Behera, 2005; 3월ant et al., 2007; Cai et al.,
2009; Ummenhofer 2009). 모잠비크 해협과 아굴리아
스 시스템에서 중간 규모의 활동 역시 로스비 파
에 의해 서부 경계로 확산된 IOD/ENSO 기형의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Wijffels and Meyers, 2004;
Palastanga et al., 2006).
해양-대기 연결 모델로 이런 변화를 예측할 수 있
을까? 인도양의 생지화학적 과정과 생태계 역학 관
계가 이런 IOD-유도로 인한 용승, 성층, 생산성 변
화에 어떻게 반응할까? 어업 생산성의 변화와 서쪽
의 홍수 증가, 동쪽의 가뭄 증가로 인해 인간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인도양 해저 지형은 다른 대양 분지보다 더 복잡
하다. 이런 지형이 표면과 심층 순환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 지형은 어떻게 인도양
을 통해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의 글로벌 열염분 순
환의 흐름 귀환에 영향을 미치는가? 과거 해수면의
변화가 어떻게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
로는 해수면 상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세계적인 파생 결과는 무엇인가? 적도 지역과
(예, 동경 90도 해령) 서부 열대 인도양에 (예, 마
스카렌 고원) 있는 지형적 세력은 용승과 ITF의
혼합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얕은 Lombok
및 Ombai 해협과 Timor Passage를 통해). 이 세력은
생물학적 생산성, 탄소 주기, 어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인도양 섬국가와 주변 국가의 주민
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아열대 지방의 연년 변동은 아열대 SST 다이폴의
지배를 받아 남부 아프리카와 호주의 강우에 영향
을 미치지만, IOD 및 ENSO와 연결은 복잡하고 그
에 대한 파악도 열악하다 (Reason, 2001; Zinke et al.,
2004; England et al., 2006; Morioka et al., 2013). 동부
아열대 지방에서는 인도네시이아의 트루플로우와
르윈 해류가 태평양 적도 바람 및 ENSO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England and Huang, 2005; Feng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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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 극단적 상황과, 생태계 및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학 과정의 산물이다. HAB는 해안과 강어귀에 나타
나는 해양 생지화학적 현상으로 어류를 죽이고 관
광 산업을 방해하며 인간의 질병과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아라비아해와 벵골만
의 연안 수에서 HAB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Padmakumar et al., 2012; 그림 33). 인위
적 온실 가스 세력의 결과로써 인도양의 해표면
온도 상승은 ENSO나 IOD 같은 기후 상황과 결합
하여 심각한 산호 탈색을 초래하는 한계점 이상으
로 지역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대양의 CO2 흡
수 때문에 해양 산성화가 증가하여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오염와 탈색에 의한 위협 외에도 산호
석회화에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추가하고 있다.

배경
극단적 상황은 정상 범위에서 멀리 벗어난 드문
자연 현상이 특정 장소와 시간에 발생하는 것이다.
극단적 상황은 경제적 상실 측면에서 또 인명 상
실 측면에서 취약한 인구에게 처참한 효과를 줄
수 있다. 특정 한계점을 넘어설 경우 극단적 상황
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자연 위험이 있
다. 극단적 상황은 극심한 열대 폭풍, 거대한 폭우,
폭염, 폭설과 같은 기상학적 과정과 연관된다. 극
단적인 IOD 상황 같은 기후 상황의 극단성과 연
관이 있을 수도 있는 홍수와 가뭄 같이 어떤 경우
에는 대기 과정과 수문학적 과정 모두와 연관되어
있기도 한다 (Cai et al., 2014). 극심한 열과 가뭄 결
합은 야생 화재 범위 확산에 기여해 또 다른 형태
의 극단적 상황을 만든다. 화산, 지진, 츠나미처럼
지구 물리학에 근원을 둔 극단적 상황도 여전히
존재한다.

극단적 상황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한다. 인도양은
독특한 대양과 대기의 순환, 지형학, 거주 인구의
취약성 때문에 특별한 지역이다. 많은 중하위권 수
입 국가들의 상당한 인구가 인도양에 접한 빈곤
지역에 살고 있다. 이 인구는 자연 위험의 위협을
완화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
문에 이들에게 극단적 상황에 대한 노출은 커다란
위험이다.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묘사하였다.

해양적 기질의 극단적 상황으로는 츠나미 외에도
폭풍 해일, 산호 탈색, 해양 산성화, 유해 녹조
(HABs), 탈산소화된 “데드 존” 등이 있다. 폭풍 해
일은 해안 구역에 영향을 주는 열대 폭풍에 의해
생성된 바람의 힘을 받은 파도와 연관이 있는 반
면, 츠나미는 해저 산사태와 지진 같은 지구 물리

2009년 4월-5월 벵골만의 따뜻한 지표수 위에서
발전한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3-4급 허리케인과 맞
먹는 210km hr-1 속도의 바람과 함께 미얀마 해안
을 따라 상륙하였다 (McPhaden et al., 2009; 그림
34).

그림 33: 1917년에서 2010까지 인도 EEZ에서 유해 녹조 발생 증가를 나타내는 동향 수치 (좌, 붉은 점은
각 녹조 관찰을 나타냄). 지난 세기 동안 유해 녹조 발생 빈도 (우). Padmakumar et al. (2012)로부터 그림
채택. Creative Commons License, Attribution 3.0 Unported (CC B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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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년 남반구 여름 국가 전체에 파괴적인
야생 화재를 야기했던 호주의 폭염 (그림 35)) 있
을 것임이 사실상 확실하다. 총 폭풍 수는 일정하
게 유지되거나 심지어 감소할 지라도 가장 심각한
열대 폭풍 빈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Knutson
et al., 2010). 따뜻한 대기가 강수량을 상승시킬 수
있는 습기를 더 많이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 호우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도
여름 몬순의 계절성 총 강우에 집중호우가 더 많
은 비율을 차지할 것임을 나타내는 징조가 있다
(Goswami et al., 2006). 21세기 말까지 지구 일부 지
역에서는 가뭄도 역시 더욱 심화되고 길어 질것이
다.
21세기 극단적 상황에 대한 취약성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개발도상국가의 더 높은 인구 성장
으로 중하위 수입 국가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경
제적 기회와 생활 조건이 더 유리해 보이는 해안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통계적 변화가 진행 중이
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약 40%가 해안으로부터
100km 이내에 살고 있으며 해안 지역에 사는 인
구는 2025년까지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
구 밀도 역시 해안 지역이 훨씬 더 높고 기반 시
설의 밀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기 중 온실 가
스 농도 상승 결과로 높아진 평균 해수면, 심해진
열대 폭풍, 심한 손상을 주는 폭풍 해일의 증가된
위협에 해안 인구가 훨씬 더 노출될 것이다.

그림 34: 사이클론 나르기스: 2008년 5월 0440Z,
Terra 위성에서 MODIS으로부터 보이는 매우 심각
하고
격렬한
폭풍
나르기스
(출처:
http://rapidfire.sci.gsfc.nasa.gov/gallery/ ?2008122-0501
/Nargis.A2008122.0440.250m.jpg, Author NASA).

거센 강우와 폭풍 해일이 저지대와 인구 밀도가
높은 이라와디 강 삼각지를 침수해 130,000명의 목
숨을 앗아갔다. 역사에 가장 치명적인 열대 폭풍으
로 기록된 Bhola는 1970년 11월 현재의 방글라데
시를 강타하였다. 저지대와 인구가 밀집된 갠지즈
강 삼각지 폭풍 해일은 500,000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갔다. 기록된 지진 중 세 번째로 큰 지진에 의
해 발생된 아시아의 2004년 12월 26일 츠나미는
인도양 주변 섬과 해안 국가에서 230,000명의 목숨
을 앗아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츠나미이다 (Lay
et al., 2005). 지난 십 년간 인도의 심각한 가뭄은
(2002, 2004, 2009) 계절풍 강우가 없어 발생한 것으
로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예,
Krishnan et al., 2006). 반대로 여름 몬순 폭우는
2010년 7월 파키스탄에 역사적인 폭우를 초래해
당시 국토의 오 분의 일이 물에 잠겼다. 경제적 손
실은 수십억 달러였고 2,000명 이상이 홍수로 비명
횡사하였다.

그림 35: 2014년 1월 4일 끝나는 주 동안 호주 대
륙과 타스마니아의 가장 높은 최대 표면 온도. 제
공: Australian Bureau of Meteorology.

글로벌 기후 변화 모델 예측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21세기 동안 극단적 상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IPCC, 2012). 예를 들어 글로벌 온
도 상승과 더불어 더욱 심각한 폭염이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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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지역의 극단적 상황과 연계된 위험 평가
에 있어, IIOE-2는 이런 상황 원인에 대해 근간
이 되는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여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다. IIOE-2가 초점을 두고 있는 기상학
적, 기후학적, 해양학적 과정들이 지구 물리학
과정에 기원하는 극단적 상황을 제외한 모든 유
형의 극단적 상황의 기원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
-대기 상호작용, 대양 순환, 해수면 상승, 영양분
분포, 생물학적 생산성, 생태계 역학 관계와 연
관된 연구가 이런 상황 정의와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과학적 지식이 극단적 상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위험 관리 전략에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온난화 세상에서 증가된 자연 위험의
위협에 직면하여 지역 사회가 좀더 회복력을 갖
도록 만들기 위래 적응 전략 개발을 위한 지침
을 제공할 수 있다.

대양의 극심한 상황은 해수면과 연관되며 (예,
폭풍, 해일, 풍랑), 기상학적 유도자 (예, 열대 저
기압이나 폭풍과 같은 극심한 기후 현황), 연안
해류, 극심한 온도는 해안과 외해 생태계 모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양에서 극심한
상황을 일으키는 생물학적 추이는 많고도 다양
하다. 예를 들어, 높은 파도, 높은 조류, 그리고/
또는 해수면 상승과 결합된 폭풍 해일의 영향
(Shand et al., 2012), 또는 높은 해안 해수면과 동
시에 발생하는 높은 강우량 (Zheng et al., 2013b)
등은 해안 범람 빈도나 범위를 증가 시킬 수 있
다. 저지대 인도양 주변 국가와 섬국가에서는 이
렇게 결합된 상황이 예를 들어, 맹그로브나 산호
초-기반 해안 생태계에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
다. 극심한 해양 온도 역시 해양 생태계에 재난
이 될 수 있다 (Feng et al., 2013; IPCC, 2013b). 극
심한 온도는 서식지를 변화시켜 생태계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멸종을 통해 풍부한 해양
종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인도양에 사는 열
대 해양 종들은 이미 열 한계선에 가까이에 살
고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온도, 해
양 산성화, 저산소증의 상호작용이 산호, 산호질
해조, 연체 어류, 갑각류, 어류 같은 유기체의 극
한 온도에 대한 민감성을 상승 시킬 수 있다
(IPCC, 2013).

핵심 질문
1.

기후 변화가 인도양의 극심한 기후 현황, 열
대 저기압의 빈도 그리고/또는 심각성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2.

인도양의 극단적 상황이 해안과 해양 생태계
에 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어떤 극심한 기후 현황, 화산 분출, 츠나미가
해수면 상승과 연관되어, 인도양 지역의 낮
은 해안 지역과 섬 국가에 사는 인구에게 위
협이 되는가?

“Ningaloo Niño”와 (Feng et al., 2013) 해양 생물 다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Wernberg et al., 2013) 포함
해, 극심한 해양 온도의 예들이 최근에 문서화되
었다. (Kataoka와 동료들은(2014) Ningaloo Niño의
메커니즘이나 호주 해역의 이례적인 온난화를
논의하였으며, Feng과 동료들은 (2015) 이런 현상
의 십 년 주기 가변성을 논의하였다. Doi와 동료
들은 (2014) 처음으로 이런 현상의 예측을 시도
하였다). 향후의 극심한 해양 온도가 인도양의
독특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알아내고 특히나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생태
계를 식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과거 상황
의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권장되어야 한
다 (예, Abram et al., 2003). 산호초와 어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극심한 해양 온도에 대한 개선된
예측 도구의 개발 역시 필요하다. 향후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극심한 해수면
과 극심한 파도의 역사적인 변화 그리고 해안
생태계에 미친 이들의 영향을 연구하고 더 많이
파악해야 한다. 해안선 침식과 퇴적이 폭풍 해일
과 서로 다른 해안 유형을 (예, 모래사장, 바위와
산호초 해안선, 하구 퇴적지, 연안 수로) 따라 있
는 파도 같은 극단적 상황과 해수면 상승에 어떻
게 반응할 것이며, 해안 생태계에는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가?

21세기에는 온실가스 세력에 반응하여 열대 폭
풍의 강도가 증가되어 (Knutson et al., 2010), 취약
한 인구가 심지어 더 큰 홍수와 허리케인 강풍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다. 바다의 열 팽창과 빙
하가 녹은 물로 인한 양적 증가로 인해 전세계
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IPCC, 2013b).
뿐만 아니라, 인도양 몬순과 Walker 순환의 잠재
적인 변화가 (Vecchi and Soden, 2007; Turner and
Annamalai, 2012) 해수면 상승에 대한 지역적 구
조를 악화시킨다 (Han et al., 2010). 마찬가지로 열
대 폭풍 강도 상승 가능성과 결합하여, 폭풍 해
일에 의한 저지대 해안 지역과 섬 국가의 범람
위협도 커지고 있다. 온난화 세상에서는 극단적
IOD 상황의 빈도가 증가해 인도양 주변 국가들
에게 더 심각한 가뭄과 홍수를 초래할 수도 있
다. 기후 변화 모델에서 IOD와 유사한 기후 가
변성 모드와 온실 가스 세력이 미치는 효과를 더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전세계 및 분지-규모 과정
에 대한 정보를 영향을 받는 인구와 가장 큰 연
관성을 가진 지역적 및 국소적 규모로 어떻게 정
확하게 축소할 수 있을까? 인도양의 향후 해수면
상승 예측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까?
기후 변화 모델에서 극심한 열대 폭풍을 발생시
키는 대양 및 대기 과정을 어떻게 잘 나타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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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 분출을 일으키는 지질학적 과정에 대한 이
해를 향상시켜야 한다.

인도양의 해안과 외해 생태계에 미치는 극심한
상황의 부정적 영향은, 예를 들어, 해안 영세 어
업과 외해의 상업적 어업 두 가지 모두 줄어든
수확을 통해 인간에게도 역시 직접적으로 귀결
된다. 식량 안전 보장을 주로 어업에 크게 의존
하고 있는 개발 도상국에서는 이런 영향이 심각
할 수 있다. 또한, 극단적 상황은 인간에게 직접
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가뭄, 홍수, 폭풍은 자산을 파괴하고 농업 생산
량을 줄이고, 관광 산업과 무역에 손상을 주며,
인명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극단적 상황에
대한 높은 노출과 취약성은 일반적으로 환경적
악화, 위험 지역에서 계획되지 않은 성급한 도시
화, 통제 실패, 빈곤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생계수
단 부족과 연관된 왜곡된 개발 과정의 결과이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 인도양 주변에 있는 많은
개발도상 국가와 작은 섬 나라에서 극심하다. 어
떻게 이들 국가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재난 위험
을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 국가들이 국
가 개발 계획에 재난 위험을 포함시키고 기후 변
화 적응 전략을 채택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
을까? 적응 및 완화 전략이 각각 그리고 함께
극단적 상황과 연관된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주제 6: 인도양의 독특한 지질학적, 물리적,
생지화학적, 생태학적 기능
배경
인도양에서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 사이에 발생하는 시공간
적으로 변화 가능한 상호작용의 복잡한 결과이
다. 이런 현성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화학 원소
의 해양 자원에 매우 중요하여, 기후 변화에 민
감하고, 폭넓은 원격접속과 사회적 관련성을 가
지고 있어 기후변화의 잠재적인 기여자 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방면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는 여전히 열악하다.
중요한 예로, 아라비아해와 벵골만은 지구에서
크기가 가장 큰 외해 빈 산 소수를 가지고 있고
(그림 36) 양 분지 모두 북쪽이 육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대서양과 태평양과 달리) 생물학적 생산
성과 저산소증에 대한 물리적 원인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계절에 따라 반전하는 몬순
은 인도양 다이폴(IOD)에 따라 변화하며, 연안
영해로부터의 유입과 통기가 열악한 지하 흐름
과 더불어 극심한 중층수 산소 극소 대역에 기
여하여 아라비아해에 거대한 일차 생산을 만든
다. 생산성과 저산소증 두 가지 모두 수중 및 해
저 군집과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라비아해 내에서 조차도 용승과 중층수 산소
고갈의 강도, 관련된 입자 흐름과 아산화 생지화

마지막으로, 인도양에는 지질 구조적 활동, 즉
츠나미나 화산 분출과 연관된 극단적 상황에 특
히나 민감한 몇몇 국가들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
다. 자바 해구와 순다 아크 참호 시스템의 섭입
수역과 연동된 지질 구조적 활동은 지질 연대
동안 인도양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수 많은
츠나미와 화산 분출을 생성하였다. 가장 최근의
2004년 12월 26일 인
도양 츠나미는 역사에
기록된 가장 치명적인
자연 재해이다. 인도네
시아가 가장 심한 타
격을 입은 국가이고
다음은 스리랑카, 인도,
태국이었다. 또한 인도
네시아의 지형은 이런
섭입 수역에 의해 생
성된 화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는 127개의 활화산을
가지고 있고 약 5백만
명이 화산 위험 구역
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다. 이런 화산은 해
당 지역에서 수천 명
의 목숨을 앗아갔다.
인명 손실을 완화하기
그림 36: 아라비아해와 벵골만의 250m에서 연간 평균 용해 산소 농도
위해 좀 더 나은 경보
(ml/l). 데이터 제공: World Ocean Atlas 2013 (1 degree grid, 1955-2012), 플롯 제
시스템과 대피 계획을
공: Ocean Data View.
개발하려면
츠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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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과정 차원에서 해안 대 외해의 두드러진
지역적 대비가 (계절적 대비는 물론) 발생한다.
벵골만에서는, 몬순-유발 용승은 여전히 요인으
로 남아 있지만, 중층수 산소 고갈은 갠지즈-부
라마푸트라 흐름으로 결과된 성층에 의해 주로
조절된다. 이런 흐름과 성층은 다시 몬순과 IOD
에 의존한다. 벵골만의 생산성과 산소 고갈에도
역시 지역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성층과 하천에
서 생성된 퇴적물 적재가 입자 흐름, 유기물 전
환, 산소 고갈의 주요 차이를 만드는 듯하다. 결
정적으로, 벵골만의 외해 산소 고갈은 아라비아
해에 비해 약간 덜 심한 편이고, 따라서 뱅골만
지역은 탈질소가 심각하지는 않다 (그림 11). 하
지만, 예상된 환경적 변화(온난화)와 그리고/또는
인위적 영양분 유입의 상승으로 산소 고갈이 증
가할 것이다. 벵골만의 완전한 저산소화라는 잠
재적 생지화학적 결과는 생체 원소 주기와 온실
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어마어마해 질것이며, 수
중 및 해저 생태계, 자원과 (예, 어류 자원) 많은
인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인도 대륙붕과 그리고
벵골만에서 산발적으로 최근 수십 년간 관찰된
계절성 저산소증의 확장과 심화는 (아라비아해,
Naqvi et al., 2000; 2009; 그림 37) 이런 변화가 이
미 진행 중이라는 증거이다. 저산소 환경에서 물
리적, 생지화학적, 생태학적 상호작용에 대한 메
커니즘과 가변성에 대하여 그리고 지역적 차이
의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남아있다. 저산
소 환경에서 미생물부터 상위 영양 수준 까지
(예, 중심 해수층 어류 자원) 생물학적 집단의
역할과 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 그리고
생태계 기능이 어떻게 향후 변화에 반응하는 가
하는 질문 역시 남아 있다.

그림 37: 1999년 9월-10월 동안 서부 인도 대륙
붕에 있는 심각한 저산소증 구역과 샘플링 현장
위치. 저산소증 구역은 어둡게 나타남 (O2 < 0.5
ml l-1). Macmillan Publishers Ltd의 허가로 재안쇄:

소개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SWM-유래 용승 안에
서 상승되는 pCO2 때문에 아라비아해는 대기
CO2의 순 공급원이다 (그림 12). 벵골만이 CO2
의 공급원인지 아니면 싱크인지 여부는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부족한 샘플링 때문에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Bates et al., 2006a; Takahashi et
al., 2009; Sarma et al., 2013). 남부 인도양은 강한
순 CO2 싱크로 나타났지만, 이런 싱크를 유지하
는 요인은 분명하지 않다 (Piketh et al., 2000;
Wiggert et al., 2006b). 또한 관찰에서 남부 인도양
은 대기의 CO2 농도 상승에 반응하며 (Laika et
al., 2009), 해양의 온도, 순환, 생산의 변화에도
역시 복잡한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드러났다. 이런 변화가 대기와 대양 사이의
CO2 흐름을 바꾼다. 글로벌 탄소 주기에서 인도
양의 역할을 알아내려면 이런 흐름 모두를 좀더
잘 정량화해야 한다.

[Nature] (Naqvi et al., 2000), copyright (2000)
다른 많은 현상과 상호작용도 마찬가지로 중요
하지만 그에 대한 파악은 여전이 열악하다. 예를
들어, 적도의 인도양에 있는 지역 변온층과 영양
염농도가 급증하는 모래톱은 태평양이나 대서양
과 달리 동쪽 대신 서쪽을 향하고 있다. 적도의
인도양
역시
Wyrtki
제트,
Madden-Julian
Oscillation, IOD 같이 다른 대양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진동과 동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독특한 물리적 역학 관계와, 이들의 생태학적 및
생지화학적 영향의 많은 측면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남아있다.
또 다른 예는 연구가 부족한 인도양의 남부 아
열대 환형 지대의 순환이다. 대서양과 태평양처
럼, 이 환형 지대는 서향으로 강화되어 극쪽으로
흐르는 경계류에 의해 (아굴리아스) 경계가 지워
지지만 동쪽은 중-위도 동부 경계류 시스템 중
에서도 가장 큰 맴돌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례적인 남쪽-흐름 르윈 해류에 의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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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아직 연구에서는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주목 받고 있다.

계가 구분된다. (그림 8과 그림 24). 또한, 환형
지대의 북쪽은 ITF로부터 분지 전체에 걸쳐 따
뜻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담수를 이동하는 SEC
로 경계가 지워진다. 이런 해류는 동경 90° 해령
의 지형적 영향과 결합해 수많은 서향 전파 소
용돌이를 생성하고 (그림 38; Gaube et al., 2013),
물리적이나 생지화학적 영향 면에서 완전히 파
악되지 않은 흔치 않는 순환 양상을 만든다. 순
환 양상의 예로서, 남부 아열대 환형 지대의 강
한 DMS 흐름은 글로벌 DMS 분포에 대한 상당
한 기여를 나타내지만, 여전히 이 지역의 일 년
중 반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핵심 질문
1.

어떤 과정이 인도양의 현재, 과거, 미래의 탄
소와 산소의 역학 관계를 조절하며 이들은
생지화학적 순환과 생태계 역학 관계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가?

2.

인도양 남부 환형 지대의 물리적 특성이 인
도양의 생물지구화학과 생태학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가?

3.

인도양의 복잡한 지질 구조적 및 지질학적
과정과 지형이 인도양의 순환, 혼합, 화학적
성질, 또한 생지화학적 및 생태학적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날 북부 인도양의 산소 극소 대역은 (OMZ)
생산성과 유기물 배출, 중층수 유입의 수명과 통
기, 표면 층 성층화의 범위를 통제하는 요인들간
에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된다 (McCreary
et al., 2013). 이런 요인은 분지 사이에서도 그리
고 분지 내에서도 바뀌지만, 어느 분지에서건 저
산소증은 심화되고, OMZ의 두께는 남서에서 북
동쪽으로 증가하고, 가장자리는 현저하게 다른
산화 환원 조건과 과정을 경험한다 (그림 11).
이런 지역적 경향은 조절 요인의 복잡성을 분명
하게 나타내며 어느 분지의 용승/일차 생산성과
도 연관되어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벵골만의
중층수가 아라비아해 보다 약간 더 산소를 공급
받고 있기는 하나 조만간 완전 빈산소화가 될
태세이다. 이렇게 미묘하기는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원인은 아직 불확실하다. 계절성 해안 저산
소증은 용승과 흐름-유발 성층과 연관되고, 하천
영양분 유입 증가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
며, 또한 양 분지에서 중요한 현상이다. 특히, 지
구에서 가장 큰 해안 저산소수 확장을 형성하면
서 전체 인도 서부 (아라비아해) 대륙붕을 따라
발생한다 (Naqvi et al., 2000, 2009).

그림 38: 위성 고도 데이터에서 도출된 (a) 고기
압성과 (b) 격렬한 소용돌이의 궤적. 각 소용돌
이의 시작 위치는 검은색 원으로 표시 되었음.
위성-특정된 엽록소 농도와 소용돌이 유도
Ekman 펌핑 속도 사이에 평탄화된 교차 상호관
계에 대한 0.2 등고선이 회색으로 나타남. 제공
자: 와싱턴 대학, Peter Gaube

마지막으로, 인도양의 복잡한 지질 및 지형과 연
관된 물리적, 생지화학적, 생태계 현상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그림 3). 수없이 많은 해저산, 해령, 고원들이
순환과 혼합/용승에 강한 영향을 주어 주위의 심
층수 지역에 이례적인 흔치 않고 대비적인 생산
성 체계를 일으킨다. 이들은 분명히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류종의 공급과 번식에 중요한 공정점
역할을 하지만, 이에 대한 기능도 생지화학적 중
요성도 아직 연구에서 적절한 주목을 받지 못하
고 있다. 또한, 이런 지형적 특성은 분명히 깊은
인도양 순환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알려진 것이 거의 없
다. 뿐만 아니라, 지질 구조적으로 활동적인 대
양 중앙 해령과 그와 연관된 열수 분출공 순환
은 미량 금속과 감소된 환원 화합물을 심해로
주입한다. 이런 미량 금속의 운명과 영향은 이제
는 GEOTRACES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통찰 방
법이 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알려
져 있지 않다. 환원 화합물은 다양한 열수 분출
공 군집을 지원하는 화학적 자가 영양 생산을

함께 해양 영양분 비축, 생산성, 글로벌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 가스의 중요한 흐름은 (예,
CO2, N2O, DMS) 물론 C, N, P의 글로벌 주기에서
주요 소스와 싱크 기간 등을 포함해, 양 분지를
가로질러 물기둥과 퇴적물의 저산소 조건 하에
서 발생하는 생지화학적 과정은 폭넓은 생지화
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 질문
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열악한 벵골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북부 인
도양의 OMZ와 분지 내 그리고 분지 사이에 관
찰된 산소 고갈의 차이를 야기하기 위해 요인들
이 산소 역학 관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조절하
는가? 어떤 요인이 아라비아해와 벵골만의 O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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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벵골만에서 해안 저산소증 발생은 물론 서
부 인도 대륙붕 상에서 (아라비아해) 계절성 저
산소증의 심화는 생지화학적 주기, 어업, 그 외
해양 자원과 북부 인도양 주변 국가에 사는 많
은 사람의 식량 안전 보장에 중요한 잠재적 결
과를 일으키는 저산소증의 확장과 강화가 이미
북부 인도양에서 진행 중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
다. 해저 및 수중 군집과 해안 및 외해수의 생태
계 기능이 향후에는 계절성 또는 장기화된 저산
소증에 어떻게 반응할까? 향후 저산소증이 인도
양 주변 국가의 어류 자원, 상업적 어업, 식량 안
전 보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분포를 조절하며, 이런 요인과 분포가 바뀌고 있
는가? 아라비아해의 용승과 생산성의 역할에 견
주어, 담수 흐름과 부유 퇴적물 적재는 벵골만의
산소 역학 관계를 조절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무엇이 해안 저산소증의 발달을 조정하
며, 자연 요인과 인위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은
무엇인가? 저산소증과 연계된 주요 생지화학적
과정과 흐름에 대한 산소 임계 치는 얼마인가?
산소 역학 관계의 통제 요인으로 수중 및 해저
과정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생지화학적 과정
상에서 진보적인 산소고갈과 생체원소 소스와 싱
크 기간의 순 효과는 무엇인가? 중층수와 해안
모두에서 수중과 해저 군집 그리고 생태계 기능
에 미치는 저산소증의 영향은 무엇인가?

산소 외에도, 인도양의 탄소 주기에도 여전히 많
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전세계 대양의 대기
CO2 흡수의 ~1/5을 인도양 전체가 차지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Takahashi et al., 2002). 인위적 C
흡수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시간에 따라 인위
적 C의 저장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Sabine et al.,
1999; Coatanoan et al., 2001)? 총 용해 C의 증가
와 연관된 pH의 감소가 어떻게 일차 생산과 N2고정을 바꾸는가? Trichodesmium에서 N2고정 속
도는 주변 CO2 농도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Hutchins et al., 2007). 따라서, 인도양에서CO2의
증가는Trichodesmium와 N2-고정의 존재를 상당히
증가시킬까?
PH의 하락은 산호초와 그와 연관된 생태계뿐만
아니라 코콜리토포리드와 포람과 같은 수중 석
회화 종에 의해서도 역시 결정될 것이다. 수중
석회화 종의 하락이 배출 흐름과 OMZ의 생물학
적 O2 요구 그리고/또는 저생 생물의 생산에 영
향을 미칠까? 인도양의 변화가 다른 온실 가스의
대기 배출을 (예, N2O, CH4) 바꿀까? OMZ의 범
위와 강도가 상당히 변한다면, 최근 결과가 시사
한 것처럼 (Stramma et al., 2008), 아산화 수의 질
화 작용을 통한 생산 향상/탈질소로부터 유래된
대기로 N2O의 유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모
델에서는 인도양 탄소 싱크의 소규모 심화가 나
타났지만 (1990-2009년 동안 십 년 당 -0.01 Pg
C), 이는 남서부 인도양의 관찰과 일치하지 않는
다. 왜 모델-예측 흐름 변화가 남서부 인도양의
관찰과 일치하지 않을까? 1991-2007년에 실행된
항해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대기의 CO2 증가와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상당한 해표면 pCO2 증
가가 식별되었다 (Metzl, 2009). 인위적 탄소 흡수
와 분명히 연관되고, 온도를 상승시키고, 또한
기후 가변성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큰 이런
pCO2 경향을 추적하고 파악하려면 좀더 관찰이
필요하다 (예, IOD). 다른 대양에 비해 최근 수
년간 인도양 (20°S의 북쪽) CO2의 관찰은 거의
없었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한다 (그림 13;
Bakker et al., 2014, www.socat.info 또한 참조).

퇴적물 기록은 북부 인도양의 산소 고갈과 그와
연계된 생지화학적 과정이 일시적인 역학 현상
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궤도 기간과 준궤도
기간 모두 아라비아해에서는 생산성과 중층수
산소 고갈의 대규모 변동이(완전 유산소에서 무
산소로) 발생하였다 (Reichart et al., 1998; Schulz et
al., 1998; see also Wang et al., 2005 and literature
therein). 하지만 몬순-유발 용승의 성질과 (영양
분 공급, 일차 생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통
제하는) 이런 변동을 통제하는 다른 물리적 과
정과의 (혼합과 통기) 상호 작용은 아직도 밝혀
지지 않았으며, 특히 벵골만의 기록은 불확실하
다. 저산소증의 정도와 면적 범위는 과거에 어떻
게 바뀌었으며, 아라비아해와 비교해 벵골만에서
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다른 시간 척도에 대하여
두 분지에서 과거 산소 역학 관계를 조절하는데
있어 용승과 생산성, 중층수 순환과 담수 흐름
변화의 상대적인 기여는 무엇이었는가? 대양 영
양분 비축, 생지화학적 순환, 환경적 변화에 대한
피드백에 대하여 과거 산소 수준의 변동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북부 인도양 저산소증과 생지화학
적 과정이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어떻게 진
화할 지에 대한 예측을 과거 기록이 가능하게 해
줄까?
산소 고갈과, 연관된 생지화학적 과정과 흐름이
온도, 순환, 표면 대양 성층의 예측된 변화로 인
해, 부영양화를 통한 직접적인 인위적 힘에 의해
잠재적으로 합성되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부 인도양에서 수중과 해저 저산소증에 대한
적응 그리고 저산소 시스템에서 상위 유기체에
의한 생태계 역할에 대한 특성 파악이 열악하다.
저산소증이 길어지면 대규모 사망 즉 "데드 존”
위협이 되지만, 일부 산소 고갈이나 단기의 극단
적 상황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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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남부 중앙 환형 지대에서 나타나는 이런
확장이 지구 온난화로 유도된 장기적 경향의 징
조인가, 아니면 단기적 (예, 십 년 주기) 가변성의
발현인가?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남부 중앙 환형
지대 순환이 예를 들어, 해수면의 변화에 대응해
어떻게 바뀌었으며,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가?

인도양의 온도와 CO2 상승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물기둥 전체의 온도와 인위적 CO2 통과
의 최근 진전에 대하여 좀 더 알아야 한다. 대규
모 공간에 대한 측정 (횡단) 외에도, 수로, 영양
분, CO2 시스템의 특성에 대한 시계열 측정이
향후 영향 모델링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남부 인도양과 남빙양의 인도양 부분에서
추가정인 측정 역시 시급하다.

인도양 남부 중앙 환형 지대와 남빙양 사이의
표면수와 심층수의 교류로 역시 물리적이나 생
지화학적으로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주목해
야 한다. 인도양 남부 아열대 환형 지대와 남빙
양 사이의 표면 심층 교류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런 교류가 분지의 열, 영양분, 산소 할당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도양의 남빙양 구간이
철-결핍인 것은 알려져 있지만 (Blain et al., 2008),
이런 결핍이 북쪽으로 인도양 남부 중앙 환형
지대까지 얼마나 멀리 확장되었는지는 알지 못
한다. Piketh와 동료들은 (2000) 남 아프리카로부
터 먼지와 철 이동이 탄소 고정을 자극하고 남
부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넓은 자리에 탄소 싱크
를 만들며, 남위 20-35° 구역에서 발견된 강한
자가 영양과 순 CO2 싱크가 이를 뒷받침 한다
고 하였다 (Bates et al., 2006a,b). 따라서, 철-충만
상태, 철 결핍, 일차 생산의 광물성 먼지 상승의
공간-시간 균형과 새로운 질소 원이 (N2-고정을
통한) 인도양 남부 중앙 환형 지대의 생물학적
펌프와 CO2 소스/싱크 균형을 조절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도양의 분지 전체의
CO2 역학 관계와 일반적인 글로벌 탄소 주기에
서 남부 중앙 환형 지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철
이동과 퇴적이 이 지역의 CO2 소스와 싱크 변경
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사실, 탄소와 영양분 측면뿐만 아니라 순환 측면
에서도 역시 인도양의 남부 중앙 환형 지대는
전세계 대양에서 가장 연구가 덜된 지역 중 하
나이다. 표면 순환은 서향- 및 동향-전파 소용돌
이에 의해 지배된다. 환형 지대의 심층 및 표면
순환과 소용돌이 생성 과정 두 가지 모두 동경
90도 해령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비교적 거의 없다. 인도양 남부 중앙 환형 지대
의 표면 성질, 중층 및 심층수 흐름, 열 이동에
대하여 더 많은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면, 일
반적으로 현장, 원거리 감지, 모델링 연구가 필
요하다. 표면 해류와 심층 해류 변경에서 동경
90도 해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해령과 아주
흔한 동향- 및 서향-전파 소용돌이의 물리적 및
생지화학적 영향은 무엇인가?
남부 아열대 환형 지대는 아굴리아스 해류의 이
동에 크기 기여한다 (Stramma and Lutjeharms,
1997). 반대로, 환형 지대 간의 교류가 있는 분
지의 동쪽에서는 이 지역의 복잡한 순환 양상으
로 인해 ITF, SEC, 이례적인 남향-흐름 르윈 해
류가 완전히 정량화되지 않는다 (Domingues et al.,
2007). 이 교류를 좀 더 잘 정량화할 필요가 있
다. 이 지역의 영양분 공급/제한, 플랑크톤 집단
(식물성 플랑크톤 군집 구조와 섭식 조절 등),
상위 먹이 그물 구조와 어류 자원 에 대한 성질
과 역학관계에 대한 정보가 전체적으로 부족하
다. 남동부 인도양의 영양분 생물지구화학, 일차
생산, 어업 생산성에 대한 인도양의 ITF, SEC, 르
윈 해류, 남부 아열대 환형 지대 간의 교류 결과
는 무엇인가?

동경 90° 해령의 대단한 영향 외에도 인도양에
는 물리적, 생지화학적, 생태학적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지형적 특성들이 있다
(그림 3). 인도양은 마스카렌 고원과 Walter의 모
래톱 같이 독특함이 존재하는 대규모 면적의 얕
은 지형은 물론 수 많은 해저산과 해령의 고향
이다. 지형학적 고기압은 순환, 혼합, 생산성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 측면에서는 물론 어업과 생
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영
향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열악하다. 인도
양의 생물 다양성과 어업 관리에 대한 기여와 관
련하여 인도양의 얕은 해저산과 해령, 그리고 관
련된 MPA의 물리적, 생지화학적, 생태학적 효과
를 평가해야 한다.

인도양의 남부 중앙 환형 지대가 확장하고 있다
는 증거가 원거리 감지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
Jena et al., 2012). 대서양과 태평양에 대해서도 유
사한 경향이 보고되었다 (Polovina et al., 2008). 하
지만 원거리 감지 데이터는 이런 변화의 성질을
밝힐 수 있을 만큼 시간적으로 충분히 뒤로 돌
아 갈 수가 없다 (Rykaczewski and Dun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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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심이 깊은 인도양에는 지질 구조
적으로 활동적인 세 개의 해령이 종횡으로 가로
지르며 남위 20°와 40° 사이 남부 중앙 인도양
대양저 위에 놀랄만한 삼중합점을 형성한다 (그
림 3). 세 해령은 칼스버그/중앙 인도 해령 (삼중
합점에서 북에서부터 아라비아해와 아덴만으로
확장), 남서 인도 해령 (남서에서 남빙양과 남
대서양으로 확장), 남동 인도 해령이다 (남빙양
과 남 태평양으로 확장). 세 개의 해령 시스템
모두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령에 비해 별로 탐구
되지 않았다. 남서 인도 해령은 확산이 아주 느
린 세계에서 가장 큰 해령 시스템으로 마그마성
균열과 비마그마성 균열과 연관된 통기를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런 확산 중심이 인도양과 남빙양
심해에서 트레이스 원소의 중요한 원천인 것이
거의 확실하며, 표면과 전세계 대양에서도 중요
한 원천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 해령으로부터
의 원소 흐름은 아직 완전히 정량화되지 않았다.
인도양 확산 중심에서 나온 미량 금속의 분지 전
체에 대한 기여는 무엇이며 글로벌 생물지구화학
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대서양, 태평양, 남빙양처럼, 확산
중심과 연관된 열수 분출공이 환원된 무기 화합
물을 지속적으로 깊은 해령 위의 물에 주입하여
해저와 그 위 물기둥 안의 화학적 자가 영양의
일차 생산을 지원한다. 이런 일차 생산은 다시
놀랄만한 열수 분출공 집단을 부채질하지만 인
도양의 이런 통기 군집에 대한 연구와 특성화는
지금까지도 매우 부족하다. 인도양 열수 분출공
군집은 다른 대양 분지에서 발견되는 것과 얼마
나 유사한가? 새로운 대체 화학적 자가 영양 공
생이 이런 확산 중심과 연관되어 진화되었는가?
군집은 짧은 수명의 열수 분출공에도 어떻게 지
속되며, 유기체 유충은 해령 사이를 또는 해령을
따라 얼마나 멀리 이동할 수 있는가? 분지의 다
른 부분에서 발견된 열수 분출공 군집들 간에 흐
르는 중요한 유전자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인도
양의 열수 분출공 군집을 탐험하고 연구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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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및 계획된 연구

IIOE-2의 대부분은 2015–2020년에 대해 계획되어 있
으며, 진행 중인 연구 구성과, 인도양에 대한 더 큰
지속적 탐사의 일부로 새로운 계획의 동기 유발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인도양에서 진행 중이
거나 계획된 연구나 관찰을 가지고 있는 국제 프로
그램으로는 통합 해양 생물지구화학 및 생태계 연구
(Integrated Marine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IMBER) 프로젝트의 지속적 인도양 생물지
구화학 및 생태계 연구 (Sustained Indian Ocean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SIBER) 프로그
램, 기후 가변성 (CLIVAR) 프로젝트, 글로벌 대양 관
측 시스템의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IOGOOS)
인도양 부분, 벵갈 만 대형 해양 생태계 (Bay of
Bengal Large Marine Ecosystem: BOBLME) 프로젝트,
전략 작용 프로그램 정책 화합 및 제도적 개정
(Strategic Action Programme Policy Harmonis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s: SAPPHIRE) 프로젝트, EAF-난센
프로젝트 (개발 도상 국가들의 해양 어업에 대한 지
식 기반 강화와 생태게 접촉 구현), GEOTRACES (해
양 환경에서 미량원소 및 동위원소의 생지화학적 순
환과 대규모 분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글로벌 대양 선반 기반 수로학 조사 프로
그램
(Global
Ocean
Ship-Based
Hydrographic
Investigations Program: GO-SHIP), 국제 대양 디스커버
리 프로그램 (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
IODP), InterRidge (대양 확산 중심에 대한 학제간 국
제 연구를 추진하는 국제 프로젝트) 등이 있다. 호주,
중국,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노르웨이, 영국,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 역시 IIOE-2 기간 동안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IIOE-2 연구 계획
진행 중인 연구 구성 외에도, IIOE-2는 위에 설명한
핵심 연구 질문을 다루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지질
학적, 해양 및 대기 연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착
수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부 및 서부
인도양의 용승 연구 계획을 착수하기 위한 기획 노
력이 진행 중이다. CLIVAR의 학제간 용승 연구 주제
와 맞춰진 이 새로운 계획은 인도양의 용승 가변성
을 유발하는 상호작용의 힘과 생지화학적 및 생태학
적 반응 결과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승은 물의 수직적 이
동을 의미하며 반드시 노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용승은 해양 역학 관계에서 해안과 외해 지역에 강
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수직 이동이
수 백 미터 이내로 제한적일지라도, 용승은 인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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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은 물론 바다의 안이나 위의 물리, 대기,
생물학적 과정을 지원한다. 용승은 해양 생태계
기능을 조절하는 (즉, 수광대로 영양분과 생지
화학적 트레이서의 수직 흐름을 용이하게 하여)
주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기후 가변성과 궁극
적으로는 대지의 강우와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혼합 층과 때로는 해표면 온도에도 (SST) 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용승은 식량 공급에 미치
는 영향과 난치 자어의 이류를 통해 상위 영양
단계 생산성과 해양 생물 다양성, 그리고 여러
등급의 종 모집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어업도 용승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
인도양 외해에서는, 코리올리 효과의 영향으로
무역풍이 Chagos-Seychelles 변온층 해령의 형태
로 혼합층의 매몰을 일으킨다 (SCTR). 이 특성
은 열대 저기압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을 향
상시켜 풍부한 참치 공급을 위한 중요한 특성
이다.
중부
적도
중부
인도양에서는
Chagos-Laccadive 해령 및 해저산과 적도 해류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섬 후
류 효과를 유도한다 (Strutton et al., 2015). 마찬가
지로, 서향 흐름의 지형적 조절이 발생하고 난
류와 혼합이 유도되는 남 적도 해류와 마스카
렌 고원의 뚜렷한 부각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
해서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바람과 바람-유발 해류에 대한 용승의 궁극적인
의존성은 용승이 분명한 사회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글로벌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임
을 암시한다.

동부 인도양 용승
연구 계획
동부 인도양 용승 연구 계획은 (Eastern Indian
Ocean Upwelling Research Initiative: EIOURI) 이미
진행된 단계이다. 이 계획의 주요 초점은 자바,
수마트라, 북서 호주 해역에서 계절에 따라 발
달하는 용승 지역이 될 것이다 (그림 39). 하지
만, 동부 적도의 인도양의 용승, 벵골만과 안다
만 해의 경계류와 연결된 용승과 스리랑카 돔,
르윈 해류와 연결된 서부 호주 해역과 그곳에
서 발생되는 소용돌이 같은 더 넓은 관심 지역
역시 포함된다 (그림 39).

그림 39: 동부 인도양 용승 연구 계획의 관심 지역과 과정. 일본 JAMSTEC에서 2013년 4월 25-26일 제 1
회 기획 워크샵에서 나온 EIOURI 주요어 요약

용승 가변성과 해안–외해 상호작용에도 역시 미치는
지역 대 원거리 세력의 결합된 영향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이 계획의 드라이버는 물리 해양학과 대기
과학이다. 지역 대 원거리 세력에 대한 연구로는 용
승의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 계절성 발달
과 쇠퇴, 계절 간 및 연간 가변성 등이 있다. 또한
이 주제는 용승에 미치는 적도파의 역학적 과정과
지역 바람 세력의 영향, ITF의 영향도 다루고 있다.
EIOURI의 해안–외해 상호작용 연구로는 소용돌이와
제트가 내륙-연안 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동부
인도양의 일반적 순환의 광범위한 영향 등이 있다.
EIOURI의 생지화학 및 생태학 과학 견인차로는 동
부 인도양 용승 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물리 세력, 예
를 들어, 질소 고정, 탈질소의 영향과 연결된 영양분
농도와 화학 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식물성 플랑
크톤 생산성과 군집 구성이 이런 영양분 유입에 대
응하는 방법 파악에 대한 필요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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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산성 반응의 (재순환, 더 큰 소비자로 이
동, 종합적 전달, 필라민트와 소용돌이 연안 이
동) 운명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먹이 사슬 역
학 관계의 차이와 연관되어 다른 동부 경계 용
승 중심에 비교해 동부 인도양 용승 지역의 영
양 이동 효율성이 차이가 있는가? 이 밖에도, 용
승 수에서 낮은 산소와 pH의 생지화학적 및 생
태학적 영향은 무엇인가? 이 용승 구역에서 물
이 대륙붕 위로 이류 되는가? 인간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서부 인도양 용승
연구 계획
EIOURI 외에도 분지의 서쪽에서 상호보완적 용
승 연구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착수되
었다. 서부 인도양은 용승을 포함해 다양성이
풍부한 지구 물리학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동부 인도양과는 매우 다른, 사실, 전세계적으
로 유일한 지역이다.

가 해양학 기관(National Institute of Oceanography:
NIO)을 설립했던 원 탐사의 역량 구축 달성과 동
일한 성과를 현대에서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아시아-아프리카 몬순은 인도양 오만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가장 극심한 용승 지역을 만든다 (그림
8과 23). 남서부 인도양에서는 SEC에 미치는 마다
가스카르 영향이 중간 규모의 고기압과 격렬한 소
용돌이 형태로 모잠비크 해협에서 높은 난기류를
만든다. 소용돌이는 중심이 위를 향한 돔형의 변온
층으로 바다 상부층의 생산성은 향상시키지만 고
기압은 모잠비크 해안을 따라 대륙 붕단 용승을
일으킨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서부 경계류 중의
하나인 아굴리아스 해류는 남 아프리카 남동 해안
을 따라 남쪽으로 격렬한 소용돌이의 고정과 이동
의 생성과 확산을 통해 대륙 붕단 용승을 일으킨
다.

기타 잠재적 IIOE-2 연구 계획
EIOURI와 WIOURI는 단지 IIOE-2 하에서 이미 진
행중인 연구 계획의 두 가지 예일뿐이다. 사실, 탐
사 범위는 용승을 훨씬 넘어서 다른 많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해양학 측면을 아우르고 있으며,
지질학과 대기 과학 역시 포함하고 있다. IIOE-2
하에서 추가적인 학제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노
력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는 위에서 설명
한 핵심 주제를 주안점으로 한 계획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제 3은 (몬순 변동성과 생태계
반응) 주요 IIOE-2 연구 계획의 근간을 제공할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다음 세가지 질문을 제공한
다. 어떤 요인들이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의 몬순
변동성을 조절하는가? 이런 변동성은 인도양의 물
리, 화학, 생물지구화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태계 반응, 어업,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
가?

서부 인도양에서 변화하는 용승 시스템은 서부 인
도양 용승 연구 계획의 (WIOURI) 지역 "용승" 프
로젝트처럼 다음 9가지 체계로 구분되어 분류될
수 있다 (그림 8, 23, 24):
1.

아굴리아스 해류-유발 용승

2.

모잠비크 해협의 용승

3.

마다가스카르 해령과 해저산

4.

동 아프리카 연안 해류의 (EACC) 용승과
주요 섬에 (Mafia, Zanzibar, Pemba) 대한
영향

5.

소말리아 해류 시스템의 용승

6.

오만/아라비아해의 용승

7.

Chagos-Seychelles 용승 돔과 Chagos 해령

8.

마스카렌 고원-유도 용승

9.

Chagos-Laccadive 해령-유도섬 후류 효과

여섯 가지 주제 이외에도, 인도양의 복잡한 해저
지형에서 발생하는 지구 물리학 과정을 탐사하고
좀더 파악하기 위해 주요 연구 계획이 지정될 수
도 있다. 이런 계획은 인도양의 복잡한 지질 구조
적 및 지질학적 과정과 지형이 표면 그리고/또는
심해에서 인도양의 순환, 혼합, 화학적 성질, 또한
생지화학적 및 생태학적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가에 대한 탐험을 잠재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
다. 또 다른 잠재적 주제는 고해양학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 다음과 같이 한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연구 주제 2, 3, 4에 설명되어 있다. 용승 과정과 지
역 날씨 및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떻게 변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떤 과정
이 인도양의 현재, 과거, 미래의 산소 역학 관계를
조절하며 이들은 생지화학적 순환과 생태계 역학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도양의 대기 및
대양의 순환은 과거 어떻게 변해왔으며 앞으로 어
떻게 바뀔 것인가?

역량 구축과 유산은 IIOE-2의 핵심 주제이다 (아래
교육과 훈련 장 참조). 이런 용승 계획의 중요한
특징은 인도양 주변 국가들의 지역 연구 기능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안 지역에 대한
해양 질문 및 관측 시스템으로부터 "축소 가능"하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안 지역에서 용승 발생
을 기록하기 위해 지역 과학 단체가 모니터 할 수
있는 간단한 지하수 온도 기록기를 (UTR)배치할
수 있다. WIOURI가 기대하는 두 개의 유산 프로젝
트는 캐이프타운에 기술 해양 학교 (SOTO) 설립과
잔지바르에 새로운 해양 과학 기관 (IMS)의 보완
과 육성이다. SOTO는 짧은 과정을 통해 기존 인간
자원 기술의 향상을 비롯해, 기기 장치, 계류, 플랫
폼, 설계, 데이터 분석, 지역 가시화를 포함한 해양
학의 기술적 측면에서 새롭고 유능한 졸업생들을
배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남서부 인도양 지
역의 관측 시스템 지원을 뒷받침할 것이다. 새로운
IMS는 회의, 안식기간, 서부 인도양 해양 과학 협
회의 (Western Indian Ocean Marine Science
Association: WIOMSA) 자금 조달과 출판 지원 기능,
그리고 년 2회 과학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과학적
협력의 중심 장소가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런 IIOE-2의 유산이, 무엇보다도 인도의 고아에 국

또한 주요 연구 계획이 생물 다양성 상실을 다룰
수도 있다. 이는 EAF-난센 프로그램이 도움을 제
공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1980년
대에 인도양 조사에서 얻은 결과와 최근 조사에서
얻은 결과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례
연구” 가 개발될 수 있으며 (예, 모잠비크, 미얀마,
파키스탄의 경우) 이를 위해 난센 조사 정보 시스
템 (Nansis) 안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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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대륙의 해

현장 관찰, 원거리 감지, 모델링, 동화
작용

연구 계획 외에도, IIOE-2는 2017-2018년 해양 대륙
의 해와 (Year of the Maritime Continent: YMC) 동시
에 주요 현장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것이다. 해양
대륙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등의 국
가들 사이에 구성되어 열대 웜풀 내에 자리잡고
있는 인도와 태평양 사이의 남동 아시아 지역을
말한다 (그림 40).

현장 관찰
인도양에 위치한 몇몇 해안과 외해에서 장기적인
현장 관찰과 모니터링 작업이 진행 중이다. IIOE-2
의 일부로 시작된 연구는 이런 기존 연구 기반 시
설을 대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해안 모니터링과 관찰—호주의 통합 해양 관측 시
스템은(Integrated Marine Observing System: IMOS) 인
도양 해안 구역에서 일상적인 관찰을 위해 첨단
과학 샘플링 기구를 사용하는 국가 관측 시스템의
한 예이다 (그림 41). 다른 무엇보다도, 호주 IMOS
프로그램은 서부 호주의 남, 서, 북서 연안의 해역
에 있는 얕은 (< 200 m) 물에 생물학적/물리적 결
합 계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고정 기반 시설에
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하는 조사가 해당 지역에서
현대의 선박-기반 관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제
적 작업으로부터 큰 혜택을 얻을 것이다. 또 따른
예로는 남동부 아프리카의 대륙붕을 따라 이동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모잠비크 해협에 있는 덴마
크의 계류 정열, 북서 아라비아해의 대륙붕(오만
해역)에 있는 오만의 두 개의 케이블이 연결된 관
측소, 아라비아해와 벵골만에 있는 인도의 외해 시
계열 관측소 등이 있다. 이런 기반 시설 모두 지렛
대 효과를 제공하며, 잠재적으로는 IIOE-2의 일부
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림 40: 해양 대륙을 포함해 대기의 시스템 연구
의 MJO 조사 실험의 (AMIE) 연구 지역을 보여주
는
지도.
수정
출처:
http://asr.science.energy.gov/meetings/stm/posters/view?i
d=522

YMC의 목표는 참여 국가들의 기관 지원 설정을
기반으로 현장 관찰과 모델링에 대한 국제 협력의
틀을 제공하여 글로벌 기상 기후 연속체에서 해양
대륙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다. YMC는 다음 사항
을 조사할 것이다.
1.

MJO, 몬순, 평균 강수량에 대한 대류의 주간
주기 상승 효과.

2.

주간 주기, MJO, 몬순 시간 차원에서 에어로
졸과 대류/순환의 기원, 이동, 제거 사이의 상
호 작용.

3.

대기-해양 상호작용과 주간, MJO, 몬순 시간
주기의 상층 해양 과정.

관찰 작업은 대기 대류 (주간 주기, 내륙과 해안
개발), 생물질 연소에서 나온 에어로졸과 대양 분
무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상부 해양 혼합 (조수,
관성 파도, 난류 혼합, 영양분 흐름, SST 피드백),
용승과 ITF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림 41: 호주의 통합 해양 관측 시스템은
(Integrated Marine Observing System: IMOS) 광범위한
관찰 자산을 배치하고 있으며, 모든 데이터는
IMOS 해양 포털을 (https://imos.aodn.org.au) 통해
접속 공개적으로 접속 가능하다.

따라서, YMC는 IIOE-2 주제 1, 2, 3에 주로 주안점
을 둘 것이다. 2017–2018년 동안에는 YMC와
IIOE-2 연구 활동 협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착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벵골만에서 국제 연구 관리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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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 같이 남반구에서 특히 강하다. 동 아프리카
해역의 참치 어업은 몇몇 국가에게 중요하기 때문
에, 서부 열대 인도양에서 국제적 관련성은 특히
강하다.

받으려면 벵골만 대형 해양 생태계 (Bay of Bengal
Large Marine Ecosystem: BOBLME) 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다.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의 잠재적인 영
향력은 예를 들어, 연안 수 연구를 실행하는데 몇
가지 정치적 장애가 있는 르윈 해류와 모잠비크

그림 42: 아프리카 (WBC) 해역, 아라비아해와 (ASEA) 벵골만(BOB), 인도네시아의 트루플로우 (ITF), 호주
해역 (EBC), 심해 적도 해류의 경계류를 관찰하기 위해 경계 정렬은 물론, 계류, 아르고 플롯, XBT 라인,
표면-드리프터, 조수 측량에 의한 분지-규모 관찰을 가지고 있는 통합 관측 시스템. 그림 제공: Yukio
Matsumoto, 동경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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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특히나 가치가 있다. 현재는, 인도양 전체
에 걸쳐 외해 산소 농도 분포에 대한 샘플이 절대
적으로 부족하다 (Stramma et al., 2008). 적도의와 남
반구 해수에 대해서는 특히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IIOE-2가 아르고 네트워크 설계 기준에 부합하
도록 추가 플롯 배치와 또한 생물학적 그리고/또
는 화학적 센서를 가진 플롯 배치에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

외해 모니터링과 관찰—CLIVAR와 IOGOOS는
XBT 라인 반복, 표면 및 지하 드리프터, GO-SHIP
을 통한 선박-기반 수로학과 더불어 계류 정렬 배
치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해양 대기 관리처가 후
원하는 아프리카-아시아-호주 몬순 분석과 예측을
(RAMA) 위한 계류 배열 연구) 인도양의 분지 규
모의 관측 시스템을(IndOOS) 개발 하였다 (그림
43). 계류는 대규모 해양 역학 관계, 해양–대기 상
호작용, 글로벌 및 지역 기후에서 인도양의 역할을
설명하고,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필요한 주요 측정
변수로 사용 가능하다. RAMA 계류에 생지화학적
센서를 배치하려는 작업 역시 진행 중이다 (예,
Strutton et al., 2015). 사실, 계류-기반 측정은 다양한
범주의 생지화학적 및 생태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우수한 대기, 물리, 해양학적 관찰 기반을 제
공할 수 있다.

아르고 플롯과 결합한 XBT 라인은 기후 변동에서
바다의 역학 관계 역할을 모니터링하고 파악하는
방법을 제공해, 상부 바다의 열, 담수, 운동량 할당
개발에 효과적이 수단이다. 기후 가변성에 대하여
분명한 민감성을 보여주는 생지화학적 및 생태학
적 관심지역인 자바/수마트라의 용승 구역이나
Seychelles-Chagos 변온층 해령 (SCTR) 같이 특정
지역의 모니터링에도 역시 효과적이다. XBT 조사
라인 역시 인도양과 열대 태평양 사이에 기본적인
교류 경로를 나타내는 ITF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
링을 제공한다 (그림 42). 지금은 대부분의 XBT
네트워크가 국가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해
양학과 해양 기상학 공동 위원회 산하에 있는
(JCOMM; 기회 프로그램의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아래
참조)
(http://ioc.unesco.org/goos/jcomm.htm) 기회 선박 구
현 패널이 (Ship of Opportunity Implementation Panel:
SOPIP, http://www.ifremer.fr/ird/soopip/) 관리하고 있
다.

계류 정렬(mooring array)은 바람에 의한 연별 및
분기별 해류 변동이 왕성한 열대 인도양, 즉 아라
비아해, 벵골만, 적도의 도파관, 다이폴 모드에 대
한 동서 지표 지역 (10°N–10°S, 50–70°E; 0–10°S,
90–110°E), 변온층의 바람 유도 용승과 로스비파가
SST에 영향을 미치는 남부 열대 인도양 남위
5°-12° 사이 변온층 해령, 해양 역학 관계와 대기–
해양 상호작용이 사이클론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남서부 열대 인도양에서 해양–대기 상호작용의 주
요 지역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Xie et al., 2002).
15°N–16°S, 55–90°E 지역에 대량의 정렬에 집중되
어 있다 (그림 42). 따라서, 계류 정렬은 IOD, MJO,
Wyrtki 제트 같은 현상의 물리적, 생지화학적, 생
태학적 영향을 연구하기에 이상적인 현장이다. 하
지만, 북서부 인도양의 해적 행위 문제와 선적 가
용성의 제한 때문에 RAMA 정렬은 부분적으로만
배치되어 있다. IIOE-2는 이런 정렬을 완료하고 또
한 추가적인 생지화학 및 생태학 센서를 배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수로 측량과 계류 지원 항해 역시 인도양에서
IIOE-2로 계기가 된 연구를 실행하는 데 잠재적
영향력이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계류 지원
운영은 협조 활동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어, 전체
항해 계획에 계류 위치 근방에서 집중된 과정 연
구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런 공동 계류 지원과
물리적 및 생지화학적 샘플링 작업 간에 합병은
CIRENE 항해의 주요 예를 보여준다 (Vialard et al.,
2009). 부표 관리와 표적 현장 연구 간의 합병은
생물학적 및 화학적 샘플을 얻기 위한 비용-효율
적인 수단으로 RAMA 정렬에 대한 관리 비용을
정당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도양에서 진행 중인 아르고 프로그램은 WOCE
(세계 대양 순환 실험) 동안 이루어졌던 측정에 대
한 탐사 플롯의 지속이다. 아르고는 10일 마다 글
로벌 3° 범위의 온도와 염분의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 설계되었다. 아르고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위성 고도 측량 데이터로 (역시 10일 간
격으로 표본 추출) 연구 응용과 운영 해양학 용으
로 많이 보완되며, 플롯은 제한된 현장에 생물학적
그리고/또는 화학적 센서로 사용될 수 있다. 위도/
경도 3°×3° 당 한 개 플롯 이라는 아르고(Argo) 네
트워크 설계 기준에 부합하려면 인도양의 40°S까
지 450개의 플롯이 필요하고 이 범위를 유지 관리
하려면 매년 125회의 배치가 필요하다. 플롯 배치
는 진행 중이며, 제한된 수이기는 하나 더 많은 기
능을 가진 선상 산소 센서도 배치할 수 있으며, 배
치해야 한다. 이런 플롯 배치는 인도양의 넓은 범
위 전체에 대해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결합 측
정을 하는데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산소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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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HIP 프로그램 역시 인도양의 수로 측량에 동
기 부여를 위해 일하고 있다. GO-SHIP은 전세계
대양/기후 관측 시스템의 일환으로 물리적 해양학,
탄소 주기, 해양 생물지구화학, 생태계를 비롯해
지속적인 수로학 부문에 대한 전세계적으로 공조
된 네트워크 개발을 목표로 한다. GO-SHIP은 열,
담수, 탄소, 산소, 영양분, 전이 트레이서의 재고
변화에 대하여 이런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확도를 가진 글로벌 측정으로, 연안에서
연안까지 전체 깊이의 (위에서 아래까지) 대양분지
를 포괄하는 대략 십 년의 계획을 제공한다.
GO-SHIP은 인도양에 글로벌 십 년 조사의 일환으
로 몇 개의 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림 43). IIOE-2
기간 동안 이 라인 사용은 국가 별로 예정되어있
다 (표 1). GO-SHIP과 IIOE-2의 협력은 관찰 현장
에 측정을 추가하고 인도양 조사를 완료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GO-SHIP은 IIOE-2 프로젝트의 필수 구
성 요소로, 반복되는 전용 수로 라인을 따라 고 품
질의
포괄적인
인도양
샘플링을
제공한다.
GO-SHIP은 GEOSECS,
WOCE/WHP, CLIVAR
CO2/GO-SHIP 후 네 번째로 포괄적인 고품질 조사
를 제공할 것이며, 이로써 심해와 중해의 인위적
기후 변화 신호를 정량화할 수 있다. IIOE-2와
GO-SHIP은 인도양에 포함될 수 있는 부수적인 측
정 목록을 정해야 한다. 이런 부수적인 측정으로,
예를 들어, 북부 인도양의 대규모 탈질소에 주안점
을 둔 생물 광학 채수, 영양분 역학 관계 같은 개
선된 생물학적 샘플링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림 43: IIOE-2의 일부가 될 GO-SHIP의 구간. 일
부 구간은 국가별로 확정됨 (표 1 참조). 그림 제
공: JCOMM-OPS.

표 1: IIOE-2 동안 사용될 GO-SHIP 장.
G0-SHIP
장

공칭 위치

년도

국가

I08S

동경 95º 남위32º 남부

2015-2016

미국

I09N

동경 95º 남위 32º 북부

2015-2016

미국

I01E

북위 10º 벵골만

2016

미국

I09S

동경 115º

2017

호주

I05

동경 32º

2018

미국

I06S

동경 30º

2019

미국

I08N

동경 90º 동경 32ºE 북부

2015 또는 2018

일본/인도

107N

동경 60º

미 확정 (보안상의 이유)

^ 참조

자바에서 북서 호주까지
(동경 110º)

2015 또는 2018

일본

I03

남위 20ºS 호주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미 확정

# 참조

S04I

남위 62º

미 확정

I01W

남위 10º 아라비아해

미 확정

I10/IR06

^ 미국의 계획은 아니지만 국제 보안 경고가 해제되면 미국 장이 행해질 예정.
# 인도 담당자와UK IIOE-2 간에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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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기반 작업, 아르고 플롯, 계류 외에도, IIOE-2는
무인 수중 이동체 (AUV), 원격 작동 이동체 (ROV),
무인 표면 이동체, 해양 글라이더, 드리프터가 제공하
는 새로운 관찰 기회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는 IIOE-2가 전통적인 방법과 협력하여 좀더 새로
운 비용-효과적인 기술을 개척할 타이밍이다. 표면
이동체와 (웨이브글라이더 같은) 프로파일링 글라이
더는 파손이나 해적 행위가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계
류 체인에 대한 유용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이동체들은 기후, 대기-해양 가스 교류, 몬순 예
측 가능성을 위해 특히나 중요한 표면 근처 측정이
가능하다.
EAF 난센 프로젝트—EAF-난센 프로젝트(개발 도상
국가들의 해양 어업에 대한 지식 기반 강화와 생태게
접촉 구현)는 1975년 이후 오랫동안 개발 도상 국가
들의 어업 자원 조사를 실행했던 난센 프로그램의 새
로운 단계로 2006년 12월에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
는 노르웨이 개발 협력 기관이 (Norad) 자금을 조달
하고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노르웨이 해양 자원 기
관과 (IMR) 협력하여 시행되었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난센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경
험을 얻었고, 국가 및 기역 기관 및 프로그램과 협력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난센 프로그램은 협력, 지식
산출, 지역 특히 아프리카와 서부 인도양 개발에서
배운 기술화 학습 교환을 위한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발전되었다. 연구 선박, Dr. Fridtjof 난센의 가용성은
다른 무엇 보다 ASCLME와 BOBLME 프로젝트 같은
지역 프로그램 지원 연구 활동의 주요 도구였다. 난
센은 유엔기를 달았기 때문에 연구 선박이 쉽게 관할
경계선을 넘어 국경 이동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
난센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 결과는 2007년 이전 대부
분의 인도양 조사를 요약하고 있는 Saetersdal et al.
(1999) 보고서로 편집되었다.
확장된 새로운 단계는 새로운 선박을 가지고 2016년
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은 해담 범
주와 연관된 정부와 그들의 프로그램, 그리고 기관과
연락하고 협력할 것이다. 또한, 예를 들어, 기후 가변
성과 변화 같은 관련 글로벌 문제를 다루는 장기 전
략 지식 대비를 통해 전세계 공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17까지 연구
선박 Dr. Fridtjof 난센이 IIOE-2에 할 수 있는 기여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인도양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
터와 지식을 국제 사회에 제공하는 것 외에도, IIEO-2
의 EAF-난센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아프리카와 남
동 아시아의 프로젝트 국가 및 지역 파트너의 적극적
인 탐사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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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감지
인도양에서 IIOE-2 연구는 바다와 인접 육지의
물리적 및 생물학적 가변성을 특성화하기 위해
원거리 감지를 충분이 이용할 것이다. 주요 기
여자로서 NASA의 대표 임무에 해당하는 관련
측정으로는 위성 대양 색상 (SeaWiFS와
MODIS-Aqua
회상),
해표면
온도
(SST)
(NOAA/AVHRR, MODIS-Terra/Aqua), 해표면 높
이 (SSH; T/P와 Jason), 표면 벡터 바람
(ISS-RapidScat), 강수량 (글로벌 강수량 임무,
GPM) 등이 있다. 공간 가변성의 우세한 규모를
정의하여 특성화하고, 또한 인도양의 연년 변동
특히 기후 변화와 연관된 연년 변동을 특성화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원거리 감지를 적용해야
한다.
물리적 (SST와 SSH) 및 생물학적 (엽록소와 일
차 생산) 역학 관계 두 가지 모두를 설명하고
인도양의 생물학적 과정과 또한 대지-해양 상호
작용에 미치는 물리 해양학의 영향을 파악하려
면 반드시 학제간 원거리 감지 연구를 모색해
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이 배치한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외에도, 다른 국과 기관이
나 다국적 컨소시엄을 통해 얻은 원거리 감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도의 Oceansat-1과 Oceansat-2는
1999년부터 시작해 고해상도 데이터 사용을 통
해 물리 (SST와 바람) 및 해양 색상 측정을 이
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인도인이 아닌 과학자
들에게도 제공한다. 유럽의 항공 우주국 (ESA)
역시 바다의 색 (MERIS), SST (AATSR), SSH
(RA-2), 바람에 (ASCAT) 대한 측정을 제공하는
몇 개의 위성을 (예, ERS-1, 2, Envisat) 미션을 시
작하였다. 이 밖에도, 2009년 11월 이후, ESA의
SMOS (토양 습기와 해양 염분) 임무는 정기적
으로 해표면 염분에 대한 글로벌 맵핑을 제공
하고 있다 (SSS; Berger et al., 2002). 이 원거리
감지 기능은 SSS 측정을 제공하는 NASA의 아
쿠아리스 미션 시작으로 강화되었다 (Lagerloef
et al., 2008). MOS와 아쿠아리스가 제공하는 SSS
의 지속적인 관찰은 무엇보다도 수문학 주기가
북부와 동부 인도양의 물리적 역학 관계에 행
사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위성 관찰은 인도양의 계절, 년, 연년 주
기의 생지화학적 가변성을 연구하는데 중심적
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표면 온도, 해표면
높이, 엽록소, 일차 생산의 전형적인 연 주기의
특성화, IOD, MJO, Wyrtki 제트, 사이클론 같은
극단적 상황과 연계된 작은 변화에 대한 물리
적 및 생지화학적 반응과 같이, 위에서 논의했
던 많은 현상들이 위성 연구 대상이 될 수 있
다. 회귀적 연구를 격려해야 한다. AVHRR을 기
반으로 한 위성 SST 측정을 재처리하여 1981년

까지 과거로 확장시켜 30년 이상의 기록을 얻을 수
있다. 이 기록은 인도양에서 관찰된 뚜렷한 반응을
포함해 전세계적인 온난화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Arguez et al., 2007). SST 극초단파 데이터는 (TMI와
AMSR-E) "구름 통과” 기능과 대류 시스템 하에서 강
한 냉각을 모니터 할 수 있는 기능 덕분에 인도양의
구름이 잦은 지역에서 매우 유용하다 (예, Harrison and
Vecchi, 2001; Duvel et al., 2004). 마찬가지로, 해표면 높
이에 대한 회귀적 연구도 지금은 20년 이상의 기록을
제공하는 위성 SSH 측정을 사용해 촉진되어야 한다.
위성 원거리 감지 역시 예를 들어, SWM 동안 먼지의
이동이나 NEM 동안 인위적 오염물 이동 같은 대기
의 이동을 연구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SeaWiFS, MODIS, 기타 궤도 센서로부터 얻는 해양
색상 데이터는1997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넘는 기간에
대한 기록을 제공한다. 이런 데이터들은 IOD 동안 이
례적인 생물학적 분포 (Murtugudde et al., 1999; Wiggert
et al., 2002; 2009), 적도를 따라 STIO 내 식물성 플랑
크톤 블룸 특성 (Wiggert et al., 2006; Lévy et al., 2007;
Uz, 2007), SCTR의 MJO와 연관된 블룸 (Resplandy et
al., 2009) 등을 밝히기 위해 이미 활용되었다. 순 일차
생산과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리적 상태 추정을 제공
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SeaWiFS와 MODIS에서 얻은
해양 색상 측정의 활용을 확장하려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 (Behrenfeld et al., 2005; 2009). 하지만, 인도양
블룸 역학 관계와 생지화학적 가변성에 대한 좀더 포
괄적인 묘사가 필요하다. 해양 색상 측정은 기후 변
화에 대한 지역과 분지 전체의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연구에도 사용되었다 (Goes et al., 2005; Gregg et al.,
2005). 이런 연구들과 더불어 추가적인 연구가 촉진
되어야 한다.
IIOE-2 현장 측정 또한 위성 관찰의 보정과 확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우주로부터 해양
염분 측정은 해양 원거리 감지에 대한 새로운 개척자
중 하나이다. IIOE-2는 기후 가변성과 (예, MJO, 몬순,
IOD, ENSO) 하천 방출의 (예, 벵골만의 갠지즈 부라
마푸트라 하천 체계) 영향으로 인해 SSS의 가장 역학
적인 공간-시간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아쿠아리스와
SMOS에서 얻은 분지의 위성 SSS의 보정과 확인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위성 SSS가 아르고의 5-m 염
분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강우와 강의
범람에 심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50cm 위의
현장 염분 측정이 표면 근처 염분 성층 문제를 조사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아쿠아리스와
SMOS의 SSS 보정과 확인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대
양 표면 층의 역학 관계와 관련 대기-해양 상호작용
에 대한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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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 기술한 중간 규모의 가변성은
IIOE-2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중하나이다.
NASA 센서를 가진 (예, 아쿠아리스-형 능동-수
동 센서, SWOT) 공중 작업의 개별 과정에 대한
연구 역시 대규모 연구 계획의 (예, EIOURI와
WIOURI) 일부로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모델링과 동화작용
비록 실질적인 어려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원거리 감지 연구는 인도양의 많은 지
역에서 관찰되는 극심한 가변성 모델링 연구와
결합될 수 있으며, 결합되어야 한다. 인도양 경
계류와 용승 시스템의 물리적 및 생물학적 가
변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맴돌이-분석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해류와 연결되는 맴돌이 장은
예를 들어, SSH 데이터를 완전히 소화하는 1/16
해상도의 Navy Layered Ocean (NLOM) 같은 모델
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모델화되었다
(Smedstad et al., 2003). 고해상도 모델에 이런 데
이터 동화작용 방법 사용을 통해 중간 규모 맴
돌이 장 시뮬레이션의 현실성이 상당히 향상되
었다.
해양 예측 호주 모델은 (OFAM) BLUELink의 후
원으로 인도양에 적용되는 또 다른 맴돌이-분석
관련 모델이다 (http://www.cmar.csiro.au/bluelink/
참조). 호주 연안 수에 OFAM의 1/10도 해류를
구현하여 성공적으로 르윈 해류를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전체 인도양을 포함하기 위해 OFAM
의 1/10도 구현이 확장되었다 (R. Matear, pers.
comm.). 현재는, 회귀적 연구는 물론 현장 연구
지원을 위해 OFAM이 “날씨 현황 보도”와 단기
예측을 생성하고 있다. 경계류와 용승 연구 맥
락에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모델들이 알려지
지 않은 대륙 간의 교류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다.
모델링 순환, 가변성, 변화—수많은 모델링 연
구가 인도양에서 관찰된 극심한 물리적 가변성
의 진행 파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chott and
McCreary, 2001; Schott et al., 2002; 2009 검토 자료
참조), 이는 여전이 연구가 활발한 분야이다. 그
러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인도양의 대기 및
대양의 순환은 과거 어떻게 변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델링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이 밖
에도, 인도양의 표면 및 심층 순환 양상과 열
흐름, 그리고 이들의 가변성, 지형과의 연관성,
태평양, 대서양, 남빙양과의 연계성을 좀더 제
대로 파악하려면 지역 및 분지 전체 모델링 연
구를 착수해야 한다.

인도양의 물리적 역학 관계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
향을 식별하려면 장기 회귀적 모델과 기후 예측 모델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양과 인도양
의 소 구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델 예측을 2050년
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실행해야 한다. 이런 예측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구 시스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기후 모델을 증가된 현실성을 가지
고 국소적 가변성와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지역 시뮬레이션으로 만드는 축소 기술 역시 적용해
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양 분지-규모 및 지역
모델링에 특별히 전문적이며, 지구 시스템 모델링 공
동체 외부에 있는 과학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여기
서 강조하는 내용은 위성 관찰로 기후 변화를 조사하
는 회귀적 모델링 결합에서도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
(SST, SSH).
하지만, 주제 3에서 논의한 것처럼, 인도양은 특히 태
평양에 비해 계절별 예측 기술이 (강우와 SST 두 가
지 모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몬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제한을 좀더 파악하고 이것이 대기와
상부 인도양 순환 가변성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
하려면 대기–대양 결합 모델링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저조한 예측 기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대기–해양
결합 모델에서 잘 알려진 편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
다. 시뮬레이션과 예측에 사용되는 결합 모델의 전형
적인 편향으로는 인도양의 SST가 너무 차거나, 적도
의 서부 인도양이 너무 습하거나, 대륙 위가 너무 건
조한 것이다. 대개 이런 편향으로 적도의 변온층이
상대적으로 평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쪽을 향해
위로 기울어진 결과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
은 활동 과잉적인 IOD로 나타난다. 이런 편향들이 분
명하게 따라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인도양 분지
과정에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모델은 MJO/MISO를, 특히 상부 인도양과 MJO/MISO
의 상호작용을 그리 잘 시뮬레이션하지 못한다. 편향
감소를 목표로 하는 모델링 작업을 착수한다면, 아마
시뮬레이션과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편향 생성에 있어 대기와
해양 모델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링
연구는 대기-대-대양에서 발생하는 주요 모델 편향
식별을 목표로 해야 한다.
생지화학적 과정 모델링—지금까지 인도양의 생지화
학적 모델링 작업의 대부분은 북부 분지나 두 개의
소 구역에 초점을 둔 지역 애플리케이션들로 구성되
어 있다 (예, McCreary et al., 1996; 2001; 2013; Swathi et
al., 2000; Hood et al., 2003; Vinayachandran et al., 2005;
Anderson et al., 2007; Sharada et al., 2008). 겨우 최근에
서야 북부 인도양 밖에 있는 지역에 초점을 두게 되
었다. 그 한 예가 SCTR의 생물학적 과정에 미치는
MJO와 IOD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적용된 물리적생지화학적 모델링 구현이다 (Resplandy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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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양 분지와 SE 인도양에 초점을 둔 분석
과 마찬가지로, 적도와 아열대 바다에서 행성파
-유도 엽록소와 생산성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
위성과 물리-생지화학 결합 모델 두 가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예, White et al., 2004; Waite et al.,
2007; Feng et al., 2009). 아라비아해와 벵골만의
표면 맴돌이 운동 에너지 간에 극적인 차이점
을 고려할 때, 이 두 분지의 대비를 겨냥한 모
델링 연구는 역학적 차이에 대한 우수한 일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아라비아
해의 경우, 관찰된 가변성을 해결하기 위한 충
분한 해상도를 가지는 것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물리적 세력에 대한 생지화학적 및 생태학적
반응 연구를 위해 물리-생물학 결합 모델 역시
적용할 수 있다 (예, Wiggert et al., 2006; Lévy et
al., 2007). 표면 가변성에 초점을 둔 연구 외에
도, 중층수와 심층수 과정, 즉 표면 생산, 배출,
광물 재공급과 이들이 아라비아해와 벵골만의
OMZ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 사이의 연결을 조
사하기 위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해
야 한다.
분지 전체 가변성을 다루고 있는 회귀적 생지
화학적 모델링 연구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Kawamiya and Oschlies, 2001; Kawamiya and
Oschlies, 2003; Wiggert et al., 2006; Wiggert and
Murtugudde, 2007; Kone et al., 2009). 모델링 시뮬
레이션을 1940년대 후반까지 뒤로 확장하기 위
해 세력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Kistler et al.,
2001). 예를 들어, SeaWiFS-이전의 시간 틀에서
IOD가 생지화학적 가변성에 미치는 영향처럼
연년 및 10년 주기 생지화학적 가변성을 조사
하려면 시간적으로 훨씬 뒤로 확장한 회귀적
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도양의
생지화학적 역학 관계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식별하려면 장기 회귀적 모델과 기후
예측 모델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양과 인도양의 소 구역에 초점을 두고 있
는 생지화학적 모델 예측 역시 2050년까지 또
는 그 이후까지 실행해야 한다. 예측 개발을 위
해서는 하천 흐름 (그리고 연관된 영양분 공급),
대기 침적 (Fe, Si, N, C), 해양의 생지화학적 과
정, 생태계 역학 관계 같은 과정을 포함하는 기
존 지구 시스템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하천과 대기의 유입 영향 모델링—아라비아해와 벵골
만의 담수와 영양분 유입의 원천, 운명, 영향을 연구
하려면 위성 적용과 마찬가지로 모델을 적용할 수 있
다. 영양분과 담수 흐름을 가지고 양 분지의 물리적
구조와 생지화학적 순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
화를 끄거나 켜서 모델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모델링 실행이 아라비아해와 벵골만 사이에 관
찰된 물리적 및 생지화학적 차이에 담수 유입이 기여
하는 정도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안 영해의 영향, 예를 들어, 페
르시안 만의 확산과 영향, 아라비아해의 적해 수, 안
다만 해와 벵골만 사이의 심층수 교환의 영향을 연구
하기 위해 모델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
야 한다.
아라비아해와 다른 인도양 지역 먼지의 입자 흐름과
퇴적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대기 먼지와 오염 흐름에
대한 모델링 연구 역시 착수해야 한다. 과거에 하천
영양분 적재가 어떻게 변했으며, 향후 인구 밀도 상
승과 그에 따른 대지 사용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예측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회귀적 분수령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야 한다. 이 시뮬레이션
은 해안 생지화학적 순환과 생태계 역학 관계에 대하
여 분수령에서 이런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해안 순환
과 생지화학적 모델을 만드는데 에도 사용할 수 있
다.
상위 영양 단계 모델링—생태계 역학 관계와 상위 영
양 수준 연구에 결합 모델 적용은 여전이 상당히 어
려운 도전이다. 현재는, 주로 하위 영양 단계의 역학
관계를 (예, NPZD-형 역학 관계와 상호작용) 시뮬레
이션하고 파악하는데 결합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IMBER과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온 상위 영양 수준
시뮬레이션을 위한 새로운 모델링 접근법이 지렛대
효과를 줄 수 있다. IIOE-2는 새롭고, 대안적인 엔드투-엔드 모델링 접근법의 개발과 사용을 진작하고,
특히 적응 가능하고 그리고/또는 창발적 행태를 생성
하는 모델 구조를 추진해야 한다. 최근 이런 적응 가
능한 그리고/또는 창발적 행태를 포착할 수 있는 좀
더 기본적인 생태학 원칙을 기반으로 한 몇 가지 대
체 모델링 접근법이 개발되었다 (예, Follows et al.,
2007; Maury et al., 2007a,b). 인도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용된 이런 형태의 모델링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상위 영양 수준 연구에는 “오프라인” 개
인-기반 모델링 (IBM)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
Lehodey et al., 1998). 좀더 전통적인 먹이 사슬 모델링
접근법 (예를 들어, EwE, http://www.ecopath.org 참조)
역시 인도양의 생태학적 과정에서 우세한 영양 상호
작용 경로와 기후 변화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 연구에
생산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67

동화작용—여기에 기술한 모델링 작업은 주로
중간 규모의 단기 해양 분석이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호주의 BlueLink 모델링 같은 단
기 예측 작업은 거의 실시간 데이터가 (지연 모
드 기후-품질 데이터에 반대하여) 시스템에 소
화되기 때문에 연년이나 장기 규모의 가변성을
연구하는데 반드시 적합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장기적 규모의 회귀적 연구의 경우, 지연 모드
기후-품질 데이터를 소화하는 해양 상태 추정
작업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작업으로는 단순
해양 데이터 동화작용 (SODA), 해양 순환과 기
후 추정 (ECCO), ECMWF의 해양 재 분석 시스
템 (ORAS4), NOAA의 기후 예측 시스템 등이
있다. 장기적 가변성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질
문을 다루려면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 해양과
대기 가변성에 대한 회귀적 연구의 동기를 유
발해야 한다. IIOE-2의 현장 관찰이 이런 제품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OE-2의 기회 선박과 시민 과학자 계획의 잠재

적 역할
IIOE는 인도양의 근본적인 지질학, 대기, 해양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 정보 묘사의 긴
급한 필요성에 의해 유발되었다. 그리고 전통적
연구 플랫폼에서 전통적인 과학 방법을 사용해
이런 데이터를 얻었다 (즉, 정부 자금 조달로
지원되는 과학 연구 선박). 지난 십 년간 통신
과 샘플 수집 및 처리 기술 발전으로 “기회의
선박”과 “시민 과학자”라는 이점을 사용해 상업
용 선박이나 개인 선박으로부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상업용 선박으로부터 해양학 및 기상학적 데이
터 수집은 JCOMM (해양 및 해양 기상학 합동
WMO-IOC 기술 위원회) 기회 선박 프로그램에
(SOOP) 의해 전세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SOOP의 주된 목표는 상업용 선적에서 측정하
기에 알맞은 GOOS와 GCOS가 수립한 상부 해
양 데이터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SOOP
는 주로 지속적인 운영 유지 관리와 XBT 기회
선박 네트워크와 협력을 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측정 역시 (예, TSG, XCTD,
CTD, ADCP, pCO2,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가능
하다. 이런 네트워크는 모델의 데이터 동화작용
과 기타 다양한 해양 분석 체제를 위한 상부
해양 데이터 제공을 통해 다른 여러 가지 필요
한 운영도(어업, 조선, 방위 등) 지원한다.

인도양의 XBT 네트워크는 대개 국가 기관에 의해 운
영되고 있으며, 기회 선박 구현 패널(Ship of
Opportunity Implementation Panel: SOPIP)의 협조를 받고
있다 XBT 네트워크를 IIOE-2에 통합해야 한다. 표면
흐름-통과 엽록소-형광성과 진행 측정을 사용하고 (예,
Lee et al., 2000) 지속적 플랑크톤 기록기(CPR) 같은
기구를 끌게 함으로써, XBT 배치에 사용되는 기회 선
박이 생지화학적 및 생태학적 측정을 병행해 실행하
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 역시
존재한다. SCOR의 오션스콥 작업 그룹은 상업용 선
박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측정법을 제안하였다
(http://scor-int.org/Publications/
OceanScope_Final_report.pdf 참조). 또한, “스마트 바다스마트 산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 장치나 과학자를
태우거나 드리프터나 아르고 플롯 배치를 위한 기회
선박 식별과 준비를 위해 세계 대양 의회를 (WOC)
관여시켜 킬 수 있다. 전세계 대양 기구는
(http://global-oceans.org) 인도양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
기 위해 상업용 선박 자원을 사용하는 IIOE-2의 새로
운 접근법 계획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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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외에도, 지난 십 년간 IIOE-2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시민 과학자” 계획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 Indigo V 탐사는
(http://indigovexpeditions.com) 바다의 건강이라는
연구에 헌신하는 여러 국가 출신의 (호주, 캐나
다, 덴마크, 이태리, 모리셔스, 남 아프리카, 미
국 등) 해양학자, 연구자, 자원 봉사자, 항해 자
들의 전세계적 모임이다. 이들의 목표는 개인
선박으로부터 수질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통 해
양학 연구 작업을 보충하는 것이다. Indigo V 탐
사는 이미 인도양의 샘플 수집 동기를 유발하
고
있다
(http://indigovexpeditions.com/expeditions/indian-oce
an2013/ 참조). 요트에 선상에 기구 장치 배치라
는 IIOE-2의 대규모 계획이 전통적인 연구 선박
-기반 측정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었다.
IIOE-2에서 출현한 시민 과학자와 기관의 또 다
른
예는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이다
(http://www.projectbaseline.org). 프로젝트 베이스
라인은 전세계 수생 환경 내에서 환경적 변화
를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 잘 훈련 받은 잠수
부들(시간을 기부한 개인 시민)을 구성한다. 얕
은 해안 환경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관찰을 수
집하여 (주로 사진 조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
화를 측정한다. IIOE-2의 프로젝트 베이스라인
잠수 팀 동원은 예를 들어, 해안 지역과 장기
변화의 인위적 영향을 문서화하려는 IIOE-2 작
업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상호검정

SCOR 작업 그룹 147: 전세계 대양 영양분 데이터
의 비교 가능성 지향은 (COMPONUT), 전세계적으
로 영양분 CRM 배포를 촉진하고 2016년 글로벌
상호
비교
행사
(자세한
내용은
(http://www.scorint.org/SCOR_WGs_WG147.htm 참조)
주관 작업을 하였다. IIOE-2와 그 밖의 기간 동안
얻을 영양분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 개선에 도움이
될 영양분 CRM을 IIOE-2에 배포하는 작업이 진행
되어야 한다.

IIOE 기획자들은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검정의 중
요성을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인도양 표준망은
(IOSN) 표준 동물성 플랑크톤 샘플 (Currie, 1963)
수집에 사용되었으며, 당시 사용되던 다른 망과 상
호 검정되었다 (Barnes and Tranter, 1965). IIOE를 위
해 IOSN이 특별히 설계되었다. 스테이션 간에 비
교 가능한 샘플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생
물학 및 화학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역시 상호 검
정 연습이 실행되었다. 비록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
한 시도였지만, 분지 전체 역학 관계를 제대로 파
악하기 위해 IIOE 기획자들이 다른 조사 자들로부
터 얻은 데이터를 연구가 가능한 데이터 모음으로
결합할 수 있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알 수 있다.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IIOE-2 기획자는 분지
전체와 상호검정 활동 측량에서 측정할 변수를 식
별하고, 측량을 실행하고, 표준 방법에 대한 설명
서를
편집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GEOTRACES 프로그램은 미량 금속과 동위원소
분석에 대한 활발한 상호검정 프로토콜을 수립하
였다. 이는 IIOE-2에게 화학적 상호검정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작업들이 다른 항해나 다른
실험실에서 의미 있는 방법으로 얻은 결과들의 비
교를 반드시 가능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호검
정 활동은 지역 실험실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된 샘
플 수집, 처리, 분석 절차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역
량 구축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영양분 농도 측정은 분명히 IIOE-2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일 것이다. 이전 IIOE와 심지어 WOCE 시
대에는 영양분에 대한 인증 기준 물질(CRM)이 없
었다. 결과적으로 측정 역사기 오래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영양분 데이터에 대한 비교가능성은 여전
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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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다른 관련 프로그램과의 협력이 IIOE-2 성공의 관
건이 될 것이다. IIOE-2는 다른 많은 인도양 연구
프로그램의 활동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이들을 통
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IIOE-2는 효과를 늘
리고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호주의 통합 해양 관
측 시스템(Integrated Marine Observing System: IMOS)
과 같은 국제 및 국가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협력
해야 한다. SOLAS 및 GEOTRACES와 연계를 발전
시켜 대기 이동과 침적, 영양분과 화학 순환에 대
하여 제한적인 이해를 개선해야 한다. IIOE-2는 해
양의 최상 육식 동물에 대한 기후 영향
(CLIOTOP) 프로그램과 연계를 형성하여 해양 생
태계의 엔드-투-엔드 이해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열대 연구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인도양 전체의 모든 해양 화학 측면에서 교육,
과학, 기술 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IIOE-2는 해안 및 해양 연구를 위한 남 아프리카
네트워크 (South African Network for Coastal and
Oceanic Research: SANCOR), 벵갈 만 대형 해양 생
태계 (Bay of Benga Large Marine Ecosystem:
BOBLME) 프로젝트, 전략 작용 프로그램 정책 화
합 및 제도적 개정 (Strategic Action Programme
Policy Harmoniz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s:
SAPPHIRE) 프로젝트, 서부 인도양 해양 과학 협
회와 (Western Indian Ocean Marine Science
Association: WIOMSA) 강한 연계 형성을 모색해야
한다.

결합
IIOE-2는 SCOR, IOC, IOGOOS의 공동 후원을 발전
시켰다. 국가 및 국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IMBER, CLIVAR, 그 외 다른 국제 프로젝트와 밀
접히 연관되어 이런 기관들과 공동으로 규제되는
IIOE2는 지구 시스템의 일부로 인도양의 복잡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역학 관계를 발생시키는
지질학적, 해양, 대기 과정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것이다.
IIOE-2는 아라비아해의 과정 연구, 세계 해양 대순
환 실험 (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 WOCE),
아굴리아스와 소말리 해류 대형 해양 생태계 프로
젝트 (ASCLME) 같은 과거 프로젝트의 연구 경험
을 바탕으로 국제 협회의 해양 지질학자, 대기 과
학자, 생물, 화학, 물리 해양학자, 어업 과학자 사
이에 여러 학분 분야에 걸친 연결을 생성할 것이
다. 또한 IIOE-2는 CLIVAR/IOGOOS 인도양 관측
시스템 (Indian Ocean Observing System: (IndOOS),
GEOTRACES (해양 환경에서 미량원소 및 동위원
소의 생지화학적 순환과 대규모 분산에 대한 이해
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글로벌 대양 선반
기반 수로학 조사 프로그램 (Global Ocean
Ship-Based Hydrographic Investigations Program:
GO-SHIP), 국제 대양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 IODP),
InterRidge (대양 확산 중심에 대한 학제간 국제 연
구를 추진하는 국제 프로젝트) 같이 진행 중인 프
로젝트를 기반으로 지렛대 효과를 만들 것이다.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이나 남빙양 같은 다른 대양
분지에서 작업하는 과학자들 사이의 연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저위도 지역
글로벌 기후 변화의 가장 강한 발현 중 일부는 인
도양에서 발생하여, 지속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전세게 대양의 반응과
잠재적인 피드백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도
양과 다른 대양 분지에서 관찰되고 있는 변화들
사이에 연결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서양,
태평양, 남빙양 연구자 및 프로그램과 연대 발전은
IIOE-2 측면에서, 특히 비교 분석과 모델 개발에
있어 중요하다. IIOE-2는 CLIVAR의 태평양 판,
IMBER의 통합 기후 및 생태계 역학 관계 (ICED)
프로그램, 남빙양 관측 시스템 (Southern Ocean
Observing System: SOOS)과 함께 작업 협력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LIVAR의 인도양 패널 (Indian Ocean Panel: IOP),
인도양 GOOS 지역 동맹 (IOGOOS), IMBER의 지
속적 인도양 생물지구화학과 생태계 연구 프로그
램은 (SIBER) 이미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 IIOE-2
계획 단계를 지원하는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IIOE2, IOP, IOGOOS, SIBER의 협력은 인도양의 물
리적, 생지화학적, 생태계 역학 관계에 대한 새로
운 수준의 이해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학
분 분야에 걸친 국제적인 노력을 동원할 할 수 있
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질학적 과정과 심해
생태계까지 이런 노력과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서
는 해양 확산 중심에 (해령간) 초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해양 지질학 연구 기관과 (IODP 같은)
학제간 연구 협회와 강한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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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과학자 및 그룹과의 연결은 특정 개
념과 방법이 지리적 초점과 상관 없이 적용될 수
있거나 채택될 수 있는 모델 개발과 같은 분야에
서도 역시 중요하다. 먼저, 관련 분야에 있는 비인도양 과학자를 초대해 IIOE-2 회의나 워크 샵에
참석시켜 연결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문서에는 연
결과 협력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한 다른 많은
예들이 있다. IIOE-2 과학자의 중요한 역할은 인도
양의 독특한 지질학적, 대기, 대양의 역학 관계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지구 시스템 모델 내에 표현하
는 것이다. 이는 IODP, IMBER, GOOS, CLIVAR와
함께 하는 작업을 통해 대부분 달성할 수 있다.
다음 장은 과학 계획 개발 위원회가 제시한
IIOE-2 구현에 대한 제안 중 일부를 제공하고 있
다. IIOE-2 구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IIOE-2 구
현 계획서를 참조한다.
IPC (2015). 2015-20년 제 2차 국제 인도양 탐
사를 위한 구현 전략 (Ed. N D’Adamo). 작성
자: UNESCO IOC IIOE-2 임시 계획 위원회 (전
문가 그룹). 프랑스, 파리, UNESCO 정부간해
양학 위원회 (IOC).

IIOE-2의 구조
IIOE-2 관리 구조는 구현 단계에서 준비되겠지만,
과거 및 현재의 대규모 해양 연구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본 과학 계획에서
제공된 주제와 관련하여 과학 활동의 구현과 우선
순위 책정을 감독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는 국제
과학 심의 위원회(SSC)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SCOR는 SCOR, IOC, IOGOOS가 정식으로 SSC를
지정하고, 그 회원은 공동 후원자가 수립한 다음
프로토콜에 따라 돌아가며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IIOE-2 과학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학문 분야에서 구체적이며 폭넓은 전문성을 가지
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과 국가를 대표할 수 있
는 적극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될 것이다. 탐사의 행
정과 물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제 프로젝트 사
무소 (IPO) 역시 필요하다.



웹사이트—탐사와, 연계된 국가 및 국제 프로
그램의 활동을 관리하고 발표하고, 프로젝트와
진행에 대한 가장 최신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
고, IIOE-2 과학을 가능한 한 많은 관객들과 소
통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과학 잡지와 신문의 기사—CLIVAR
Exchanges, 미국 지구 물리학 유니온의 Eos, 또
한 GEOTRACES, IMBER, IOGOOS, SOLAS에
의해 발간되는 소식지들이 있다. 또한 IIOE-2
정기적 업데이트와 설명을 새로이 만든 IIOE-2
전용 소식지 인도양 버블-2에 발표할 수도 있
다.



IIOE-2 과학 회의와 특별 세션—프로그램이
수립되면 별도/IIOE-2 전용 회의는 물론, 예를
들어, IUGG, IAPSO, AGU, EGU, IOGOOS,
WIOMSA, SANCOR, IMBER 컨퍼런스 및 회의
와 연결 시킬 수 있다.



화학 공동체 외부의 소통—IIOE-2의 결과는
과학 저널과 보고서에 발표될 것이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 관리자, 대중을 포함해 좀더 많
은 독자들이 주요 결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향후 IPO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리고 이런 노력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
겨야 한다). 따라서 요약 시트와 책자 제작을
위한 작업도 있어야 하다.

데이터 및 정보 관리
데이터 합성 및 관리 방법
데이터와 정보 합성 및 관리는 IIOE-2 과학에서
파생된 데이터와 정보를 잘 관장 및 관리하고 품
질 보장을 할뿐만 아니라 인도양 이해 당사자들의
사용과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한 IIOE-2의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와 정보 관
리 메커니즘 그리고 관련된 기능 구축 프로그램
범위 내 효과적인 연결과 활용을 확실히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작부터 IIOE-2 데이터와 정보 관리를
강조하고 전념할 필요가 있다. 협력 모델 하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 관리 프로그램,
설비, 제도 망에 걸쳐 이런 메커니즘과 프로그램은
IIOE-2 참여 국가들의 국가/기관 수준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통합 수준에서 존재한다.

여섯 가지 IIOE-2 연구 주제 각각에 대하여 초점
을 맞추고, 선도하여 작업하기 위해 과학적 측면에
서 유연하고 상호작용하는 작업 그룹들을 (WGs)
형성할 수 있다. 종합 및 통합 WG는 여섯 IIOE-2
WG들과 다른 프로그램 사이에 정보 교류를 촉진
할 수 있다.

IIOE-2는 데이터와 정보 관리 계획을 개발할 것이
다. 데이터와 정보 관리 계획은 조만간 정리되어
IIOE-2 웹사이트에 발표될 것이다. 데이터와 정보
관리 계획은 기여자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현
장 작업과 연구 작업의 중복성을 줄이면서 프로그
램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자원의 완전한 탐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데이터’라는 용어는 원 그대
로 또는 처리된 현장 및 실험실 데이터와 모델 결
과를 포함한다. IIOE-2 데이터와 정보 관리 계획에

소통
IIOE-2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하면, 소통은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며 프로젝트 구현 계획의 중요한 요
소이다. IIOE-2의 소통은 다른 국제 연구 프로젝트
와 함께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
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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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단계에서는 모든 핵심 파라미터에 대해 중앙
집중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지 결정해야
한다. CLIVAR, 아르고, GEOTRACES, IIOE (IOSN 샘
플의 경우), 그리고 일부 다른 프로젝트들은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관리를 구현하여, 모든 샘플에서
얻은 상호 교정 데이터의 매끈한 통합과 데이터
세트 합병 생성이 가능하였다. 중앙 집중 데이터
관리 없이는 프로젝트 완료 후 데이터 편집에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예, 합동 글로벌 대양 흐름
연구). 하지만 IIOE-2를 위한 중앙 집중 데이터 관
리 시스템 구현 비용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높을
수도 있다. 한가지 대안은 IIOE-2 데이터 보관을
위해 위에서 언급했던 기존 국가 및 국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분배된 IIOE-2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IOC의 IODE와 연결하는 것이다.

대한 개발은 IIOE-2에 대한 IOC의 제47회 집행 의
회 회의 결의에 따라 (2014년 7월 1-4) IIOE-2 중간
기획 위원회의 (전문가 그룹) 감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COR의 과학 계획 과정과 관련하여, 초
기일 지라도 SCOR의 후원으로 개발되고 있는
IIOE-2의 과학적 목적과 전략이 (즉, 본 과학 계획)
데이터 및 정보 관리와 연관된 해당하는 포괄적
주요 요소와 맞추어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수준에서는 IOC의 국제 해양학적 데이터와
정보 교환이 (IODE) IIOE-2 데이터와 정보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와 기반 시설을 제공
한다. 사실, IODE는 1961년 (www.iode.org), 원 IIOE
기간 동안에 설립되었다. IODE의 목적은 IOC 참여
회원국들 간에 해양학 데이터와 정보 교환을 용이
하게 하고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춤으로써 해양 연구, 이용, 개발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IODE 네트워크는 국가, 지역, 글로벌 규모
의 시스템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IIOE-2의 생성한
데이터와 정보가 과학적으로 관리, 정돈되고 접속
가능해진다. 국가적으로는 국립 해양학적 데이터
센터, 데이터 유닛 협회 (2013년 이후), 해양 라이
브러리 (해양 정보 관리에 대한 IODE 국가 협조),
OBIS 노드 (2010년 이후) 등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해양 데이터 및 정보 네트워크 (ODIN) 허브
(IODE 지역 협력과 함께), OBIS 노드 (2010년 이
후) 등이 있다.

현장 작업 협조 및 개발
인도양은 어마어마한 크기와, 거리성, 사용 가능한
연구 선박의 부재로 인해 이론적으로 작업하기가
어려워 지구에서 샘플링이 가장 덜된 지역이다. 이
런 상황에서 용이한 통합을 위해 현장 활동 계획
과 착수를 확인하는 것은 인도양 전체에 걸쳐 운
영하는 많은 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커다란 도전이
다. 인도양의 지리학적 범위 개선, 과학적 목적의
능률화, 물리적, 생지화학적, 생태학적 과정의 통합,
주요 차이 식별, 효과적인 향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IIOE-2
의 주요 역할은 본 계획서에 식별된 핵심 과학 질
문을 다루기 위해 국가와 프로그램들 간에 개선된
현장 작업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ICSU 월드 데이터 시스템과 월드 해양학 데이터
센터 역시 IIOE-2 데이터와 관련된 역할을 한다.
IOC 데이터 정책과 (2003, www.iode.org) 연관된
IODE 뼈대의 장점은 시기적절하고 제한되지 않은
모든 데이터, 관련 메타 데이터, IOC 프로그램의
후원 하에 생성된 제품을 무료로 회원국에게 제공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공유는 지역에서 주요한 사
안이며, 전체 지역에서 얻은 데이터를 종전보다 앞
으로 좀더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성
공에도 중요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 동안, IIOE-2는 기존 및 계
획된 현장 연구의 통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으로 교차식 과학 활동과 개인, 전
문가, 방법론, 데이터, 장비의 교류 증진 등이 있다.
개별 프로그램들의 결과물 통합 효율성과 과학적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IIOE-2 관련 연구활동 인벤토리를 개발해야 한다.
인벤토리는 다이나믹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문서로, 연구 공동체가 기획을 목적으로 광범위하
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SCOR은 이미 이런 인
벤토리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http://scor-int.org/IIOE2/IIOE2.htm 참조).

이
밖에도,
해양
데이터
포털은
(ODP:
http://www.oceandataportal.org) 배포 시스템으로써,
데이터 시스템에 연결해 네트워크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정보 공유 체계를 제공한다.
IIOE-2와 IIOE-2내 과학-생성 파트너들은 해양 데
이터 포털의 노드가 될 수 있다. 국가/기간 수준에
서는 IIOE-2가 생성한 데이터와 정보를 미국 생물
학 및 화학 데이터 관리 국 (BCO-DMO), 호주
IMOS, 그리고 인도의 ITC Ocean이나 UNESCO 카
테고리 2 지역 교육 센터 (이란) 같은 지역 IOC-관
련 교육 센터 시설과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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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OE-2는 인도양 과학자들과 해당 지역에서 과학
활동 착수를 계획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
국가들의 관련 기관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IIOE-2
는 인도양 지역 안과 밖의 전문가와 물리적 자원
의 협조적인 사용을 성취하고, 교육, 합동 연구와
분석, 그 외 다른 작업들 할 수 있는 역량 구축 요
소를 포함해야 한다. 동기 부여는 지역 및 그 외
지역의 과학자들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이런 방식
으로 프로젝트 구현이 (논리적 운영, 데이터 습득
과 관리 및 처리, 과학적 혜택을 위한 과학 결과
응용) 지속되어야 한다.

국가 프로그램은 주로 한정된 지리학적 지역과 자
신의 해안 구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현
장 활동은 인도양 분지의 오직 일부만 포함하고
있다. IIOE-2는 해안과 외해 지역 모두에서 인도양
의 지리학적 범위 개선을 위해 국제적인 노력 촉
진에 특히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위성 데이터와 원
격 기구의 사용 증가가 이런 개선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원격 기구로는 해양학 계류 같은 고정 위
치 장치와, 기회의 배 측정이나 해양학 (Argo) 드
리프터 같은 이동 플랫폼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
세계 대양 의회의 “스마트 바다 스마트 산업” 프
로그램으로 선박 회사와 관계를 맺어 데이터 수집
과 기구 배치에 참여하는 기회 선박을 마련할 수
있다.

IIOE-2 역량 개발 계획을 위한 기본 사항
세부적인 역량 개발 (CD) 계획은 IIOE-2 구현 단
계에서 마련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계획 작성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현장 작업 계획 측면에서, 몇몇 국가와 국제
기관의 주목을 받아 중요한 관심이 인정된 지역은
(아라비아해 등), 합성과 모델링을 위해 중요한 데
이터 제공을 지속할 것이다. 훨씬 주목을 덜 받고
(벵골만, 적도 수, 남부 인도양의 외해 지역 등),
데이터가 희박한 다른 지역은 향후 협력 현장으로
주목해야 한다. 끝으로, IIOE-2는 위에서 설명한 동
부 및 서부 인도양 용승 연구 계획 같이 연구가
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연구 계획 개발
을 촉진해야 한다.

1.
2.
3.

교육 및 훈련
4.
첫 번째 국제 인도양 탐사의 (IIOE) 주요 측면은
인도양 지역에서 해양 과학의 역량 향상이었다. 이
는 다음 두 가지 작업을 통해 성취되었다.
(1) IIOE 항해에 해당 지역의 과학자들이 참여해,
호주, 일본, 영국, 구 소련, 미국에서 보내온 배에
승선
(2) 봄베이에 인도양 생물학 센터와 (IOBC) 국제
기상학 센터 설립을 위해 지역 바깥과 인도에서
투자(http://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7106/
Exchange+of+Notes+for+Establishment+ofan+Internati
onal+Meteorological+Centre). 두 센터는 분류학과 기
상학에서 인도 과학자들의 교육을 위한 주요 허브
가 되었고, 지역 외부에 있는 과학자들의 협력을
유치하였다. 마찬가지로, IIOE-2도 여러 학분 분야
에 걸친 과학 기술, 워크샵, 섬머 스쿨, 개인 교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진전시
켜 국제 사회에서, 특히 개발중인 인도양 주변 국
가들 간에 연구 역량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또한, IIOE-2는 교육과 훈련을 위해 학생들이
연구 선박에 탑승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 것
이다. Morrison과 동료들은 (2013)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역량 구축에 대하여 IIOE-2에서 역량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다.

5.

CD에 초점을 둔 활동은 2015-2020년 동안
IIOE-2의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이다.
IIOE-2 관련 지역에서 CD 필요성 결정.
필요와 연관된 국가 및 국제 자원 결정.
a. 지역에 어떤 교육 센터가 있는가?
b. IOE-2 기간 동안 새로운 센터를 개발해야
하는가?
c. 항해에서 지역으로 어떤 CD 활동이 존재
할 것인가? 항해 중 비어있는 정박지가
있는가?
국제 기구의 어떤 CD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알아본다.
IIOE-2와 연관된 CD 기회, 활동, 계획에 대한
인벤토리 개발과 연구 공동체가 기획을 목적
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문서로 인벤토리
생성.

몇몇 국제 및 지역 기관이 IIOE-2의 개발에 사용
되고 있는데 IIOE-2 구현 동안 그들의 역량 구축
자원을 타진해야 한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역량 개발을 위한 IOC의 전략
계획은 선진국의 과학 공동체가 IIOE2 하에서 있
는 과학과 관련된 과거 그들이 활동하는 동안 역
량 개발을 촉진시키고 가능하게 한 메커니즘을 어
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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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의 IODE는 IIOE-2 하에서 IOC의 역량 구축 활
동을 구성하고 구현하는데 편리하고 논리적인 한
가지 제도적 및 계획적 체계를 제공한다. IODE는
OceanTeacher 같은 원거리 학습 기술을 통해 국가
내 또는IODE 본부 교육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http://classroom.oceanteacher.org/ 참조).

IIOE-2 결과물 및 유산
본 문서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
활동의 결과로 인도양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해양 종, 생물 다양성, 생태계 구조와 기능
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지화학적 순
환에 영향을 미치고 어업 관리 전략 개발에도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인간-유발 효과는 극단적
상황의 빈도와 심각성도 바꾸고 있다. 인도양 해안
지역에 사는 인구에 미치는 이런 변화의 영향은
이미 입증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가변성과 변화의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양 지역의 복잡한 물리적, 생지화학
적, 생태학적 역학 관계를 일으키는 지질학, 해양,
대기 과정들 간의 주요 조정과 피드백을 알아보기
위한 분지 전체에 대한 학제간 접근법과 통합된
분석이 필요하다. 인도양 주변 국가는 대부분 개발
도상 국가들로, 이는 IIOE-2가 작업 동안 역량 구
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임을 의미한다.
사실, IIOE-2의 성공은 주변 국가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해양과학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 SCOR)— SCOR은 1957년 개시 이래 IIOE
의 일환으로 역량 구축 미션을 포함하고 있다.
SCOR의 현재 역량 구축 활동은 과학 학회 여행
지원, 해양학적 관찰 교육 (전세계 대양 관찰을 위
한 파트너쉽과 함께), SCOR 방문 장학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SCOR 후원 연구 프로젝트—통합 해양
생물지구학 및 생태계 연구 (Integrated Marine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IMBER) 프
로젝트, 표면 대양 – 하부 대기 연구 (Surface
Ocean – Lower Atmosphere Study: SOLAS),
GEOTRACES. 이들 각각은 IIOE-2에 적용할 수 있
는 자체 역량 구축 경험과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특히, SOLAS와 IMBER는 IIOE-2와 관련한 역량 구
축의 중요한 접근법인 섬머 스쿨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SCOR는 인도양 지역에 (지금까지 방
글라데시, 인도, 남아프리카) 방문 장학생을 보냈
다.

본 문서 전체를 통해, 연안 수와 내륙 해부터 외해
에 이르기까지IIOE-2 공동체가 다루어야 할 폭넓
은 범위의 본질적인 과학적 질문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궁극적인 목표는 인도양 분지의 대규
모 작용에 대한 이해를 크게 개선하는 것이다. 하
지만, 본 계획에서 분명히 설명한 것처럼, 이 목표
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학 질문들을 다루고 있는
연구 동기를 유발해야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
(주제 1-6). 개선된 분지 전체에 대한 이해를 제공
하기 위해 연구 탐사의 종합 단계가 있을 것이다.
상당한 양의 데이터 수집과 모델링 연구가 이미
착수되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며, 수집된 데이터가 없거나 거의
없어 고작 서너 번의 모델링 연구만 실행된 인도
양 지역이 방대하다. 현재 부족한 것은 이해의 차
이를 메우기 위한 분지 전체에 대한 여러 학분 분
야에 걸친 노력이다. 이런 노력이 IIOE-2의 중심
초점과 그 결과와 유산의 기반을 형성한다.

글로벌 대양 관찰 파트너쉽 (POGO)—POGO는 비
정부 해양학 기관 컨소시엄이다. POGO는 해양 관
찰 동료관계 (SCOR와 함께), 방문 교수, 해양학
우수 센터 운영 등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역량 구
축 접근법을 사용한다.
권장 역량 구축 활동—과학 계획 개발 위원회는
IIOE-2 과학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1.

2.

IIOE-2 중간 기획 위원회는 IIOE-2 활동을
기획하는 국가와 (인도양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해양 과학에 대한 역량 구축
활동을 하는 국제 기관 출신을 구성원으
로 한 역량 구축 하부 위원회 형성을 고
려해야 한다.
IIOE-2 역량 구축 하부 위원회는 IOC,
SCOR, POGO, WIOMSA 등을 비롯해 역량
구축을 실행하는 주요 국제 및 지역 기관
과 회의를 소집하여 역량 구축 활동을 계
획해야 한다. 회의의 목적은 계획을 개발
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을 포함해, 어떤
기관이 IIOE-2를 위한 세부적인 역량 구
축을 개발하고 이에 기여할 것인지 결정
하는 것이다.

IIOE-2에서는 인도양 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치는
기후 변화 효과와 다른 인위적 및 자연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예측이 강조될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IIOE-2는 해저에서 산호초까지 그리고 인간
을 포함한 가장 상위 영양 수준에 이르기까지 확
장된 지역 및 분지 전체의 분석 및 통합과, 지질학,
해양, 대기 과정에 의한 영향에 주로 초점을 둘 것
이다. 모든 작업은 지질학적 및 물리적 세력이 어
떻게 내륙 해, 해안 지역, 외해에서 생지화학적 및
생태학적 반응을 유도하는지 특성화하고 장기적으
로 대규모 생태계 기능, 가변성, 변화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런 작업과 구성을 통해, IIOE-2는 인도양 주변
국가의 연구 역량 구축을 위해 중요한 수단을 제
공할 수 있고, 역량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추진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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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OE-2는 현재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할 여러 학분
분야에 걸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IIOE-2는 정기 작업 그룹과 심의 위원회 회의, 과
학 세션, 역량 구축 활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과학
컨퍼런스를 소집할 것이다. 직접 연구, 온라인 도
구 개발, 발표, 모델 개발 등 같은 그 외 다른 활
동들 역시 프로그램 전체를 통해 실행되어 워크샵
과 회의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것이다.

이런 위협에 대한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취약성
과 높은 위험 노출은 수십 년 내에 인도양 주변
국가에서 몬순 세력의 변화로 인한 극단적 상황으
로 부정적인 결과가 극적으로 상승할 것임을 시사
하고 있다. IIOE-2 하에서 실행되는 연구는 극단적
상황과 몬순 변동성을 예측하는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며, 또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
한 국가 전략 개발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사회적 혜택

또한, 식량 안전 보장과 어업, 인도양 해안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인위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특히 영세 어업과 산업형 어업 두 가지 모두의 감
소는 인도양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IIOE-2는 상위 영양 단계 종에 대한 파악과 이들
종에 대한 어업 압박과 서식지 파괴의 영향에 대
한 이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연구의 동기를 유발
할 것이다. 또한, IIOE-2는 해안 침식, 맹그로브 상
실, 산호초 품질저하 등과 같은 해안 환경에 미치
는 직접적인 인위적 영향과, 결과적으로 이들이 식
량 안전 보장과 어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연구도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IIOE-2는 관광 산업과 어업
모두를 보호하고, 인도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긴급
한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IIOE 이후로 사회적으로 연관된 긴급한 질문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인도양 주변 국가들의 인구
증가는 해안과 외해 환경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부
영양화, 깨끗한 지하수 고갈, 탈산소화, 대기와 플
라스틱 오염, 어류 남획 등과 같은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 기여해왔다. 이런 지역적 스트레스 요인은
많은 종의 생물 계절학 및 생물 지리학적 변화는
물론 글로벌 기후 변화로 인한 온난화 및 산성화
와 결부되어 인도양의 생물 다양성 상실이라는 결
과를 야기한다. IIOE-2 하에 실행될 연구 중 상당
한 부분이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해안과 외해 환
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목표로
할 것이며, 이런 발견을 의사 결정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순환, 해
수면 상승, 극단적 상황, 몬순 변동성에 미치는 기
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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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유산

IIOE-2는 지구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인도양 지역의
복잡한 물리적 역학 관계를 발생시키는 지질학적,
대양 및 대기 과정들 간의 주요 조정과 피드백을
알아보고 잠재적 피드백을 결정하기 위해 협력적인
분지 전체 탐사의 동기를 유발할 것이다.

인도양의 지질학적, 해양학적, 대기 연구에 대한
IIOE-2의 동기 부여, 협력, 통합은 향후 연구를 구
축할 수 있는 영속적인 유산을 만들어 인도양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에 대하여 샘플이 부족한 분지
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고, 지역 및 글로벌 변화
가 생지화학적 순환, 생태계, 인간에게 어떻게 영
향을 미칠지 파악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것이다. 제
작된 보고서와 논문은 국제 사회 과학자들에게 배
포되어, 향후 연구의 중요한 지역, 분지, 글로벌 문
제에 대한 초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결과물은
정책 입안자에게 인도양의 인위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될 것이다. 포
괄적인 맥락에서, IIOE-2는 인도양의 기반 시설과
인간 자원의 개발, 연구, 모니터링의 용이성을 목
표로 SCOR, IOC, IOGOOS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국제적으로 여러
학분 분야에 걸친 신세대 해양학자와 해양 과학자
들이 인도양은 물론 전세계 대양과 지구 시스템에
서 인도양의 역할을 연구하고 파악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IIOE-2는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이라는 맥락에서
복잡한 물리적 역학 관계가 극단적 상황, 해양 생
지화학적 순환, 생태계,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IIOE-2는 식량 안전 보장과 어업, 해안 환경 내 인
위적 영향, 관광 산업과 어업에서 인도양 생태 보
전 필요성에 대하여 커져만 가는 우려사항을 다룰
것이다.
IIOE-2는 지질학적 및 물리적 과정, 생지화학적 순
환, 생태계 역학 관계의 장기적이고 대규모인 변동
조사가 용이하도록 기존 과정 연구와 모니터링 데
이터의 통합과 분석을 지향할 것이다.
IIOE-2는 새로운 국제 연구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협력하며, 연구와 모니터링을 위한 우선
지역을 식별하고, 인도양 데이터의 시공간 갭을 채
우기 위한 협력 분야와 모니터링 연구 개발을 도울
것이다.

IIOE-2의 성공은 복잡하고 역학적인 인도양 시스
템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많이 발전시켰는가에 의
해서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해양 자원, 환경 관리,
해양과 기후 예측, 지역 차세대 해양 과학자 교육
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의해서도 가늠될 것이다.
이런 성공에 대한 비전이 현실화된다면, IIOE-2는
원 탐사만큼이나 풍부한 유산을 남기게 될 것이다.

IIOE-2는 인도양 주변 국가의 연구 역량 구축을 위
해 중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역량의 장기 지
속 가능성을 촉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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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I. 약어 정의
AATSR
ADCP
AOU
ARMEX

Advanced Along-Track Scanning
Radiometer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pparent oxygen utilization
Arabian Sea Monsoon Experiment

ASCAT

Advanced Scatterometer

ASCLME

Agulhas and Somali Current Large
Marine Ecosystems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
AVHRR
BLUELink
BoB
BOBLME

ECCO
ECMWF
EEZ
EIOURI
ENSO
ESA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ustralian oceanic forecasting model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UN)

GCOS
GDP
GEOSECS
GEOTRACES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gross domestic product
Geochemical Sections project
A collaborative multi-national
program to investigate the global
marine biogeochemical cycles of
trace and their isotopes (SCOR)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lobal Ocean Ship-Based
Hydrographic Investigations
Program

CTD

Bay of Bengal
Bay of Bengal Large Marine
Ecosystem
A French program that studied how
strong air-sea interactions promoted
by the shallow thermocline in the
Seychelles-Chagos thermocline
ridge (5°S to 10°S, 50°E to 80°E)
results in marked variability at
synoptic, intraseasonal and
interannual timescales in the Indian
Ocean.
Climate Impacts on Oceanic Top
Predators (IMBER)
Climate Variability and
Predictability (WCRP)
Continuous Plankton Recorder
Crozet natural iron bloom and
Export experiment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India)
Commonwealth Scientific and
Research Organization (Australia)
Continental Tropical Convergence
Zone
conductivity/temperature/depth

DMS

dimethyl sulfide

IMOS

EACC

East Africa Coastal Current

INDEX
IndOOS

CIRENE

CLIOTOP
CLIVAR
CPR
CROZEX
CSIR
CSIRO
CTCZ

GOOS
GO-SHIP

IBM
ICED

ICEP
ICSU
IGBP
IIOE
IIOE-2
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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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the Circulation and
Climate of the Ocean
European Center for Medium
Range Weather Forecasts
exclusive economic zone
Eastern Indian Ocean Upwelling
Research Initiative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European Space Agency

individual-based model
Integrating Climate and Ecosystem
Dynamics in the Southern Ocean
(IMBER)
indicator of coastal eutrophication
potential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nternational Geosphere –
Biosphere Programme
International Indian Ocean
Expedition
Second International Indian Ocean
Expedition
Integrated Marine Biogeochemistry
and Ecosystem Research (SCOR,
IGBP)
Integrated Marine Observing
System (Australia)
Indian Ocean Experiment
Indian Ocean Observing System

IOC
IOD
IODE
IODP
IOGOOS
IOTC
IPCC
ITF
JCOMM
JGOFS

MERIS
MISO
MJO
MODIS-Terra
and
MODIS-Aqua
MoES
NASA
NEM
NIO
NOAA
NPZD

ODIN
ODP
OFAM
OMZ
ORAS4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UNESCO)
Indian Ocean Dipole
International Oceanographic Data
and Information Exchange (IOC)
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
Indian Ocean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ndonesian Through Flow

SANCOR
SAPPHIRE

SCAR
SCOR
SCTR
SeaWiFS
SEC
SECC
SIBER

Joint Committee for Oceanography
and Marine Meteorology
Joint Global Ocean Flux Study
(SCOR, IGBP)

SMOS

Medium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
Monsoon Intraseasonal Oscillation
Madden-Julian Oscillation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Terra - AM
Equatorial Crossing; Aqua - PM
Equatorial Crossing)
Ministry of Earth Sciences (Indi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USA)
Northeast Monsoon
National Institute of Oceanography
(Indi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A)
nutrients-phytoplanktonzooplankton-detritus (type of
model)

SODA
SOLAS

SOOP
SOOPIP
SOOS
SSH
SSS
SST
STIO
SGD
SWM

TOPEX/Poseidon Satellite Altimeters that measure
(T/P), Jason
SSH

Ocean Data and Information
Network (IODE)
Ocean Data Portal
Ocean Forecasting Australia Model
oxygen minimum zone
ECMWF’s Ocean Reanalysis
System

WCRP
WIOMSA

WIOURI
PFZ
POGO

Potential Fishery Zone
Partnership for Observation of the
Global Oceans

QuikSCAT

Quick Scatterometer

RA-2
RAMA

Radar Altimeter 2
Research moored Array for
African-Asian-Australian Monsoon
Analysis and Prediction

South African Network for
Coastal and Oceanic Research
Strategic Action Programme
Policy Harmonis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s project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Scientific Committee on Oceanic
Research
Seychelles-Chagos Thermocline
Ridge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
South Equatorial Current
South Equatorial Counter Current
Sustained Indian Ocean
Biogeochemical and Ecosystem
Research (IMBER)
Soil Moisture and Ocean Salinity
satellite instrument
Simple Ocean Data Assimilation
Surface Ocean-Lower
Atmosphere Study (SCOR,
IGBP, WCRP, iCACGP)
Ship of Opportunity Program
Ship of Opportunity
Implementation Panel
Southern Ocean Observing
System (SCOR/SCAR)
sea surface height
sea surface salinity
sea surface temperature
Southern Tropical Indian Ocean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Southwest Monsoon

WMO
WO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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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Western Indian
Ocean Marine Science
Association
Western Indian Ocean Upwelling
Research Initiative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 (WCRP)

XBT

expendable bathythermograph

YMC

Year of the Maritime Continent

Appendix II. Meeting Reports, URLs
and Contact Information

Appendix III. IIOE-2 -related
Publications, Websites and Products

IIOE-2 Reference Group Meeting No. 1 Report

Publications And Articles
(Ordered by Date of Publication)

http://iocperth.org/IOCPerth/images/stories/IIOE2_Ref
erence_Group_Meeting_1_Report_10-4-13.pdf

Hood, R. R., M. J. McPhaden and E. Urban (2014)
New Indian Ocean program builds on a scientific
legacy.
Eos, 95(39): 349-360.

IIOE-2 Reference Group Meeting No. 2 Report
http://iocperth.org/IOCPerth/images/stories/IIOE2_Ref
erence_Group_Meeting_1_Report_10-4-13.pdf

INCOIS (2014) The Indian Ocean Bubble-2.
Issue No. 1, 2, and 3 Available at:
http://www.incois.gov.in/portal/iioe/bubble.jsp

IIOE-2 Reference Group Meeting No. 3 Report

Hood, R. R., M. J. McPhaden, N. D’Adamo and E.
Urban(2015) SCOR and IOC motivate a second
International Indian Ocean Expedition. Indian Ocean
Bubble-2, Issue no. 2, January 2015. Available at:
http://www.incois.gov.in/portal/iioe/bubble.jsp

http://iocperth.org/IOCPerth/images/stories/IIOE2_RG
3_FinalReport_Mauritius_March2014_dated120614.pd
f

Meyers, G. (2015) The Indian Ocean Observing System
and Ocean-reanalysis in IIOE2. Indian Ocean Bubble-2,
Issue no. 2, January 2015. Available at:
http://www.incois.gov.in/portal/iioe/bubble.jsp

Websites
IIOE-1
http://www.scor-int.org/IIOE/IIOE_History.htm
SCOR IIOE-2 Science Plan Develop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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