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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온·염분 분포도

여름철 어유도 수중 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부채뿔산호

(Melithaea flabellifera )

범얼룩갯고사리

(Decametra tigrina )

가을철 어유도 수중 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곤봉바다딸기

(Bellonella rigida )

우리나라 전 연안 수심 약 5m 전후
의 암반 조하대에서 서식한다. 군체
높이 30cm 전후의 산호류이며, 전
체적인 모습은 부채를 연상시키며
주로 선홍색을 띠지만 보라색이나
노랑색 등의 변이가 있다. 특히, 암
반의 아랫면에 부착해서 군체가 거
꾸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온대
해역에서 군체의 성장이 빠르다.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
주도와 독도 및 부산 형제섬 등의
연안에 분포하며 수심 10m 전후
의 암반 조하대에서 간혹 발견되
는 촉수를 포함한 전체 몸통 높이
15cm 전후의 흔치 않은 깃갯고사
리류이다.

우리나라 남해 연안에 분포하며,
수심 약 20m 전후의 조하대 암반
표면에 서식한다. 군체의 길이는
약 10cm 전후로 선홍색을 띤다.
유사종인 바다딸기(B. rubra )의 군
체가 다소 긴 것에 비해 군체의
길이가 짧고 딱딱하며 전체적으로
뭉툭한 느낌이 든다.

불나무진총산호

방어

포모사바늘산호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
주도, 남동부 연안에 분포하며, 수
심 약 5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
서 서식한다. 형태는 전체적으로
부채꼴이며, 군체 크기는 15cm
전후로, 빛을 받으면 군체의 몸체
와 촉수에서 강한 형광빛을 발하
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산호류와
쉽게 구분된다.

우리나라, 일본에서 하와이에 이
르는 태평양 온대해역에 서식한
다. 체장은 60cm 전후까지 성장
하며, 뺨 부위에서 눈밑 부위에만
비늘이 있다. 몸 등쪽은 짙은 청
색이고 배부분은 은백색이며 몸의
중앙부에는 희미한 황색의 세로띠
가 나타난다.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
주도와 독도 연안에 분포하며, 수
심 10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산호류이다. 보통
선홍색의 군체에 백색의 촉수를
가진다.

무쓰뿌리돌산호

미역치

거북복

우리나라, 일본 등의 북서태평양
에 서식하며, 주로 연안의 암초나
해초지(잘피밭 등)에 서식한다. 체
장 11cm 전후까지 성장하며, 등
지느러미에 강한 독성이 있다.

우리나라, 일본, 타이완 등지에 분
포하며, 연안 해조지에 서식한다.
피부에 독이 있으며, 봄 빛깔은
노란색 또는 노란빛을 띤 갈색이
며 작고 파란 점이 있다. 몸길이
40cm 전후까지 성장하며, 통통하
고 둥글며 거의 네모난 체형을 가
진다.

(Euplexaura abietina )

(Rhizopsammia minuta
mutsuensis )
우리나라 전 연안의 수심 약 5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 서식하는
돌산호류이다. 독립개체는 드물
고, 군체성장을 한다. 크기는 약
10mm 전후이며, 몸통과 촉수는
모두 선명한 노랑색을 띤다.

(Seriola quinqueradiata )

(Hypodytes rubripinnis )

(Ostracion cubicus )

쥐치

청줄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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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일본, 동중국해, 대만
등의 북서태평양에 서식하며, 수
심 약 100m 전후의 저질이 모래
인 곳에서 무리지어 생활한다. 몸
은 타원형에 가까우며 측편형이
다. 전체적으로 황색 또는 회갈색
바탕에 여러 개의 암갈색 점이 넓
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일본 동·남중국해에서
서식하며, 수심 약 15m 전후의
연안의 암초로 된 지역에 서식한
다. 체장은 약 25cm 전후까지 성
장하고, 달걀 모양으로 옆으로 납
작하다. 황갈색으로 옆구리에는 7
∼10줄의 선명한 검은색 테두리
를 가진 푸른색의 세로줄이 평행
하게 있다.

(Stephanolepis cirrhifer )

혹돔

(Semicossyphus reticulatus )
우리나의 제주도를 포함한 남
해와 울릉도, 동해 중부 이남,
일본, 동지에 서식한다. 주로
따뜻한 바다의 바위 지역에 서
식하고 육식성이다. 체고가 약
간 높은 긴 타원형으로 진한
적갈색을 띤다.

(Acabaria formosa )

예쁜이해면

(Callyspongia elegans )

기후변화지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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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todontoplus septentrionalis )

쏨뱅이

(Sebasticus marmoratus )
양볼락과의 물고기로 체장은
25cm나 된다. 머리는 크고 몸
색은 개체변이가 커서 연안성
의 것은 흑갈색, 원해성의 것은
암적색을 띤다. 일본, 한국, 대
만, 중국 연안에 분포하여 조장
이나 암초역에 서식한다. 암컷
의 성숙을 기다려 교미하는 태
생어이다. 교미는 10~11월,
치어를 12~2월에 걸쳐 출산
한다.

자리돔

(Chromis notata )
우리나라, 일본, 동중국해 등의
북서태평양에 서식하며, 군집
을 이루어 얕은 수역의 산호초,
암초 지역에 모여 생활한다. 몸
의 등쪽은 회갈색을 띠며 배쪽
은 푸른 빛의 은색을 띤다. 체
장은 약 13cm 전후까지 성장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