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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탐사해저지형도)

여름철 수온·염분 분포도

가을철 수온·염분 분포도

여름철 북여도 수중 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여름철 Chl-a 분포도 가을철 Chl-a 분포도

가을철 북여도 수중 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큰산호붙이히드라

예쁜이해면

전세계적으로 약 9,000여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약 20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주로 남해와 제주도 연안의 수중 약 20m 전후에서 서식한다.
산호붙이히드라에 비해 작은크기이다.

남해 연안 수심 약 10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서 주로 서식한다.
군체의 색상은 다소 짙은 보랏빛을 띠며, 직경 7cm, 높이 25cm
전후의 군체를 형성한다.

(Solanderia misakinesis )

(Callyspongia elegans )

기후변화지표종
카미너스해면

(Caminus awashimensis )

빨강불가사리

해면동물문, 보통해면강, 해면목, 별해면과에 속하는 해면류로 수심 약 3m
전후 암반 조하대에 서식한다. 몸체는 직경 약 1-2cm 전후로
알 모양의 돌기가 나 있다.

(Certonardoa semiregularis )

제주도와 독도 및 남해 일부 연안에 서식하며, 수심 10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서 흔히 발견되는 불가사리류이다. 팔을 포함한 몸통길이
8cm 전후의 중형 불가사리류로 몸통은 전체적으로 주홍색을 띤다.
간혹 기생성 빨강불가사리고둥(Stiffer ovoideus )에 의해
다리가 굵어지거나 불룩해지는 형태도 보인다.

바다맨드라미류

기후변화지표종

(Scleronephthya sp.)
수심 약 30m 전후의 모래진흙에 서식하며, 군체의 높이는 약 5cm 전후이다.
전체적으로 버섯모양을 하고 있으며, 선홍색이나 적혈색을 띠는 폴립을 가진다.
몸체는 짙은 갈색을 띤다.

푸른테곤봉멍게

(Clavelina coerulea )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동부 및 독도 연안에 서식하며,
수심 약 10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서 군락을 이룬 상태로 발견되는 흔치 않은
멍게류이다. 각 개체는 기저부분이 서로 연결된 군체를 이루고 있으며
고수온기인 여름철에 번식한다.

자색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puetteri )

제주도 연안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심 10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 군락을 이룬다. 야간에 보라색의 폴립들을 활짝 펼쳐 먹이활동을 하며,
군체는 약 50cm까지 자란다. 표면에는 소형 무척추동물이 공생하기도 한다.

멸종위기 2급
긴가지해송

(Myriopathes lata )

천연기념물 제457호

우리나라와 일본 미사키해역의 깊은 수심에서 서식한다. 줄기 부분의 색깔은
진한 갈색빛을 띠며, 높이 2∼3m까지 자란다. 일반 해송보다 잔가지들이 더
길고 가느다랗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와 문섬 등 제주도 해역의
수심 15∼100m 전후에서 보고되었다.

말쥐치

(Thamnaconus modestus )
우리나라, 일본,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태평양 서부에 주로 서식하며,
군집성이 강한 어종으로, 수심 약 70∼100m 전후에서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몸은 측편형이며, 주둥이가 길게 돌출되어 있다. 몸 등쪽은 회청색을 띠며
배쪽은 밤색 혹은 회갈색을 띤다. 체장 35cm 전후까지 성장한다.
※ 노무라입깃해파리(Nemopilema nomurai )를 섭식하는 말쥐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