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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between climate and the water cycle is critical especially in a

drought sensitive region such as California. This study explored hydrologic changes in central and southern

California in relation to the glacial-interglacial climate cycles over the last 30 thousand years. To do this, we

reconstructed paleovegetation using plant wax carbon isotopic compositions (δ13C) preserved in marine

sediment cores retrieved from the central California continental shelf (ODP Site 1018) and Santa Barbara

Basin (ODP Site 893A). The results were then compared to the existing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d

pollen records from the same cores to understand terrestrial hydrology in relation to oceanographic

processes. The Last Glacial was generally dry both in central and southern California, indicated by

grassland expansion, confirming the previously suggested notion that the westerly storm track that supplies

the majority of the precipitation in California may not have moved southward during the glacial period.

Southern California was drier than central California during the Last Glacial Maximum (LGM). This drying

trend may have been associated with the weakening of the California Current and northerly winds leading to

the early increase in SST in southern California and decline in both offshore and coastal upwelling. The

climate was wetter during the Holocene in both regions compared to the glacial period and forest coverage

increased accordingly. We attribute this wetter condition to the precipitation contribution increase from the

tropics. Overall, we found a clear synchronicity between the terrestrial and marine environment which

showed that the terrestrial vegetation composition in California is greatly affected by not only the global

climate states but also regional oceanographic and atmospheric conditions that regulate the timing and

amount of precipitation over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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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잦은 가뭄은 해당 지역 내 농업, 경제뿐만 아니라 해양

및 육상 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Ralph et al.

2016).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미국 서부지역의 경우, 현

추세와 같이 대기 중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농도 증가를

가정했을 때, 전 지구적인 평균온도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Williams et al. 2013). 이러한 우려에 따라 물의 순환이

변화하는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모델링(Nusbaumer

and Noone 2018)과 고환경 기록(Feakins et al. 2019;

Herbert et al. 2001; Mangelsdorf et al. 2000)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수문학적 연구들이 현재 수행되고 있다.

미국 서부지역의 수문환경은 해양 및 대기 순환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Lyle et al. 2010). 따라서 이 지역의 수문

환경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대기-육상 환경

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지역의 계절

별 강수량은 제트기류의 위치 및 강도의 영향을 받으며

(Raphael and Mills 1996), 제트기류의 위치와 강도는 북

태평양 고기압과 알류산 저기압의 발달 및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Raphael and Mills 1996). 고기압이 발달하는 여

름철에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기후가 건조해지지만, 겨울

철에는 저기압의 영향과 폭풍을 동반한 제트기류의 남하

로 인해 강수량이 증가한다.

현재와 달리 과거 빙기-간빙기 순환시기 동안 북미 지

역의 기후와 환경의 변화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변동과

로렌타이드 빙하의 팽창과 수축과 관련이 있다(Shuman

et al. 2002). 캘리포니아 지역의 기후와 환경 변화는 전

지구적 규모의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해류와

대기 순환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최종빙기 동안 캘

리포니아 해류 유속의 감소로 인해 캘리포니아 남부지역

의 기온이 북부지역에 비해 일찍 상승하였다(Herbert et

al. 2001). 또한 최종빙기-간빙기 전이시기에는 폭풍의 영

향으로 미 서부지역 강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그

시기와 정도는 위도에 따라 달랐다(Heusser 1998). 

하지만 미 서부지역의 기존 고수문 기록을 살펴보면 상

반된 결과가 혼재한다. 최종빙기-간빙기 동안 캘리포니아

해류 및 물 순환에 대해 연구한 COHMAP 프로젝트에서

는, 최종빙기 최성기(LGM; 25~18 kyr) 동안 폭풍을 동반

한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미 서부지역의 강

수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COHMAP Members

1988). 반면 Lyle et al. (2010)은 화분분석을 통해 최종빙

기 동안 미 서부 연안지역의 강수량은 감소하였고 제트기

류의 이동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수문 기록과 해양-대

기-육상 환경 변화의 상호작용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빙기에서 홀로세 사이에 나타

나는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지역의 식생 및 수문환경을

복원하고, 북동태평양 대기 및 해양순환 변동과의 연관성

을 고찰하였다. 캘리포니아 중부지역의 고식생 고수문 복

원은 산타 크루즈 서쪽에 위치한 ODP 1018 코어를 사용

하였고,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산타 바바라 분

지에서 획득한 ODP 893A 코어를 이용하였다. 두 코어에

보존되어 있는 육상 식물기원 지질성분인 장쇄 지방산의

탄소 안정동위원소비(δ13Cacid) 분석을 통해 고식생 고수문

복원이 이루어졌다.

δ13Cacid는 육상 식물의 광합성 경로(C3, C4 식물) 및 서

식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C3 식물은 주로 서늘하

고 습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수목류, 관목류, 초목류 등을

포함하며 δ13Cacid는 -33 ± 13‰로 비교적 낮다. 반면 C4

식물은 기후가 온난건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가 낮은 지역에서도 탄소를 효율적으로 고정하며 대부분

이 초목류이며 δ13Cacid는 -20 ± 5‰로 높다(Chikaraishi et

al. 2004; Collister et al. 1994; Diefendorf et al. 2011). 또

한 C3 식물의 δ13Cacid는 연평균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값

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어서(Diefendorf et al. 2010), 식생

분포와 강수량 변화의 지표로 유용하게 활용된다(Feakins

et al. 2019; Kirby et al. 2013; Tierney et al. 2008).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식생 결과는 동일한 코어에서 분

석된 기존 표층수온 및 화분분석 자료(Heusser 1992;

Hinrichs et al. 1997)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 변화

와 육상환경 변화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과거 3만 년 동안 표층수온의 변

화시기와 규모가 달랐던 캘리포니아 중부지역과 남부지역

의 식생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육상 식물

의 민감도를 파악하고 두 지역 간의 고수문 고식생 변동

메커니즘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해양코어에 보존된 육

상 기원 유기물은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이동하는 특성이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지역의

고기후와 고식생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코어시료 및 연구지역

ODP 코어시료

ODP Leg 167 Site 1018 코어는 캘리포니아 중부 산타

크루즈에서 서쪽으로 75 km 떨어진 지점(북위 36°59',

서경 123°17', 수심 2477 m)에서 획득되었다(Fig. 1). 이

코어에 대한 기초자료와 지화학 분석 결과는 ODP Leg

167 Shipboard Scientific Party (1997)에 보고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텍사스 A&M 대학의 걸프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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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저장소로부터 제공되었다. 이 코어의 층서는 기존 연

구에서 보고된 산소 동위원소 기반 연대 기록을 활용하였

다(Andreasen et al. 2000; Lyle et al. 2010). ODP 1018

코어의 육상 기원 유기물은 대부분이 러시아 강과 살리나

스 강 사이에 흐르는 하천과 시에라 네바다 산맥 서쪽 지

역에 위치한 새크라멘토 강과 샌호아킨 강에서 유입된다

(Fig. 1A). 본 연구의 고식생 복원 결과는 동일한 코어에

서 분석된 기존 화분분석(Heusser 1998)과 표층수온 결과

(Lyle et al. 2010)와 비교 분석되었다.

ODP Leg 146 Hole 893A 코어는 캘리포니아 남부지역

주변부에 위치한 산타 바바라 분지(Santa Barbara Basin)

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588 m)에서 획득되었다(Fig.

1; 북위 34°17', 서경 120°02'). 본 코어에 대한 기초자료와

지화학 분석결과는 ODP Leg 146 초기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Kennett et al. 1994). 이 코어의 층서는 유공충 산소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설정된 기존 연구결과를 사용하였

다(Kennett and Baldauf 1992). 산타 바바라 분지는 남쪽

에 채널 아일랜드가 자리하는 반폐쇄성 분지이다. 대부분

의 육상 기원 유기물은 산타 클라라 강과 산타 이네즈 강

에서 유입되며, 북쪽 캘리포니아 해류를 따라 유입되는 양

은 적다(Fig. 1A; Fleischer 1972). ODP 893A 코어에 대

한 기 화분분석(Heusser 1992) 및 표층수온 복원 결과

(Herbert et al. 1995)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식생 자료

와 비교분석 되었다. 

연구지역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3°C(여름:

17°C; 겨울: 10°C)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650 mm이다

(Fig. 2A-B). 캘리포니아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은 캘리포

니아 해류의 순환 및 용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름철

에는 북풍이 강화되어 캘리포니아 해류순환이 활발해지

면서, 차가운 북태평양 해수가 저위도로 수송되고 용승

현상이 뚜렷해진다. 따라서 여름철 표층수온과 기온이

낮아지는(Fig. 1B) 반면 겨울철에는 북풍이 약해지고 용

승 현상이 약화되면서, 캘리포니아 해안을 북류하는 따

뜻한 데이비드슨 해류(Fig. 1C)가 생성되고 기온이 온화

해진다.

캘리포니아 연안에 형성되는 용승에는 두 가지 종류가

Fig. 1. (A) Major rivers in southern and central California near ODP core Sites 1018 and 893A indicated by yellow

dots. (B) Summer and (C) winter high and low pressure systems and surface currents in North Pacific Ocean

(modified from Lyle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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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나는 연안 용승이고, 다른 하나는 외양에서 불어

오는 바람 응력 컬(wind stress curl)에 의해 형성되는 용

승이다. 강수량은 연안 용승이 약화되고 바람 응력 컬에

의한 용승이 강화되는 시기에 주로 증가한다(Di Lorenzo

et al. 2008; Lyle et al. 2010). 캘리포니아 해류 및 용승에

의해 차가워진 캘리포니아 연안 해면이 내륙에서 유입되

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기온 차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연안에는 안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기온을 낮추고 습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캘리포니아 중

부 연안은 관목 수풀지대, 참나무숲, 침엽수림이 서식하는

데 여름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삼나무

(Redwood)가 존재하고, 하천과 습지 부근에는 오리나무

(Alder)가 서식한다.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의 기후와 식생은 중부지역과 마찬

가지로 캘리포니아 해류의 흐름과 용승 현상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 용승 현상은 특히 5월에서 10월 사이에 발달하

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름철 평균 기온은 ~20°C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평균 ~11°C로 온화

한 날씨를 갖는다(Fig. 2A-B).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의 연

평균 강수량은 300~500 mm으로 중부지역보다 낮으며,

연강우량의 대부분이 겨울철에 집중된다. 남부 캘리포니

아 연안에는 주로 초목류, 관목류, 참나무 등이 서식하며

고지대에는 향나무속, 참나무, 소나무 등이 우세하게 나

타난다. 

3. 분석방법

지질 추출 및 분리

ODP 1018과 893A 코어 퇴적물 시료는 동결 건조 후

스펙스밀을 사용하여 분쇄 및 균질화 하였다. 약 20 g 정

도의 건조된 퇴적물 시료는 가속 용매 추출기(Accelerated

solvent extractor, Dionex 200)를 사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지질성분을 추출하였다. 추출에 사용된 혼합 유기용매는

dichloromethane (DCM) : Methanol (MeOH) (2 : 1, v/v)

이며 온도조건은 100°C이며 압력은 ~1100 psi이다. 추출

된 총 지질성분에 0.5 N의 수산화칼륨이 용해된 MeOH/

H2O(3 : 1, v/v)를 3 mL을 첨가하고 75°C에서 두 시간 동

안 가열하였다. 열을 식힌 후, 염화나트륨 2.5 mL과 6 N

염산을 첨가하여 산성화 시켰다. 혼합 유기용매 hexanes/

DCM(4 : 1, v/v)을 첨가하고 잘 흔들어서 혼합한 후 상층

액을 새 용기에 옮겨 담았다. 시료에 5% 탄산수소나트륨

을 첨가하여 중성화 한 후 황산나트륨을 첨가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Aminopropyl silica gel 컬럼을 이용하여 중성지방과 극

성지방을 분리하였다. 중성지방은 4 mL haxane을, 지방산

은 8 mL DCM/85% 포름산(49 : 1, v/v)을 컬럼에 용리시

켜 분리하였다. 시료를 유도체화 하기 위해 탄소 안정동위

원소비를 미리 측정해둔 95 : 5 MeOH/12 N HCl (v/v)을

1.5 mL 첨가하여 70°C에 ~16시간 가열하였다. Hexane을

첨가하여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를 추출하고 황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지방산 정성 분석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는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GC-MS)에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Agilent 7890A)가 연결된 기기를 사용하여 분리, 분석하

였다. GC-MS는 electron-impact ionization(70 eV)과

quadrupole mass selective detector (MSD, Agilent

Fig. 2. (A) Mean annual precipitation (MAP) and (B) mean annual temperature (MAT; prism.oregonstate.edu), and

(C) biomes (Olson and Dinerstein 2002)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with the location of the ODP Sites 1018

and 89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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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5C)를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소스의 온도는 290°C, 쿼

드의 온도는 180°C로 설정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컬럼은

DB-5(길이 30 m, 직경 0.25 mm, 필름두께 25 μm;

Agilent J & W)이고, 이동상 가스는 헬륨을 사용하였다.

GC 온도는 1분 동안 60°C를 유지 후, 320°C까지 6°C/분

속도로 증가하였고, 15분간 320°C를 유지하였다. 지방산

은 표준물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NIST 2008), 스펙

트럼 라이브러리 및 머무름 시간을 이용하여 정성 분석

되었다.

δ
13

Cacid 분석

δ13Cacid는 Thermo Trace GC Ultra를 부착한 Thermo

Electron Delta V Advantage 안정동위원소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GC 온도는 지방산 정성 분석과 동

일하고 온도 증가 속도를 8°C/분으로 설정하였다. 표준물

질은 Mix A5(인디애나 대학의 Arndt Schimmelmann,

n-C16~n-C30)를 사용하였고, 국제표준물질 VPDB에 대한

δ값으로 환산하였다(Coplen 2011; Coplen et al. 2006).

δ13Cacid 분석의 정확도와 정밀도는 각각 0.1‰(n = 53) 및

0.1‰(n = 53)이다. 지방산은 phthalic acid 표준물질(인디

애나 대학의 A. Schimmelmann)의 동위원소비와 유도된

methyl phthalate를 이용하여 치환된 탄소의 안정동위원소

비를 계산하였다. 

δ
13

Cacid 값의 보정

δ13Cacid는 광합성과 지질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별

작용뿐만 아니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δ13C(δ13CCO2)를

반영한다. 제4기 동안 δ13CCO2는 기후변화와 탄소순환에

의해 1.5~2‰ 가량 변화 해 왔다. δ13Cacid를 이용하여 고

식생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δ13CCO2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Tipple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빙

하코어에 기록된 δ13CCO2를 이용하여(Elsig et al. 2009;

Leuenberger et al. 1992) δ13Cacid를 산업혁명 이전의

δ13CCO2(-6.5‰)로 보정하였다(Fig. 3; Tipple et al. 2010). 

4. 결과 및 토의

지방산은 탄소사슬의 길이에 따라 단쇄(C1~C12), 중쇄

(C14~C24), 장쇄(C26~C36) 지방산으로 분류되며 생성기

원 또한 다르다. 단쇄 지방산은 주로 미세조류에서 생성

되며, 중쇄 지방산은 수생식물이나 박테리아의 기원으로

보고되었고, 장쇄 지방산은 육상 식물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aas et al. 2000; Chikaraishi and Naraoka

2007; Ficken et al. 2000; Koch and Ensikat 2008). 하지

만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생식물, 미세조류, 박테리

아 또한 장쇄 지방산을 생성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C3

식물에 비해 δ13Cacid는 10~15‰ 정도 낮았다(Chikaraishi et

Table 1. Sample name, depth, 14C age, δ13CC24, δ13CC26, δ13CC28 values of the sediment cores ODP 1018A and 893A

from central and southern California, respectively

Sample name Depth (mbsf) Age (kyr) δ13C C24 (‰) δ13C C26 (‰) δ13C C28 (‰)

 168 1018A 1H 1W 21-25 0.21 8.93 -26.61 -26.18 

 168 1018A 1H 1W 35-39 0.35 9.34 -26.71 -25.68 -30.72 

 168 1018A 1H 1W 52-54 0.50 9.77 -26.66 -26.63 -32.69 

 168 1018A 1H 1W 60-62 0.60 10.06 -26.81 -26.19 -30.30 

 168 1018A 1H 1W 90-94 0.90 10.93 -27.08 -26.93 -30.20 

 168 1018A 1H 4W 38-42 4.38 21.01 -26.19 -26.58 -28.77 

 168 1018A 2H 1W 104-108 5.94 25.53 -26.50 -26.17 -27.65 

 168 1018A 2H 2W 35-39 6.75 27.88 -26.80 -26.59 -28.70 

 168 1018A 2H 2W 111-115 7.51 30.08 -26.43 -26.96 -29.05 

 168 1018A 2H 3W 35-39 8.25 32.23 -26.04 -25.99 -27.82 

 146 893A 1H 3W 51-55 3.53 1.98 -25.68 -25.87 -29.44 

 146 893A 2H 1W 53-55 7.03 4.19 -25.86 -26.58 -28.94 

 146 893A 2H 3W 41-43 9.95 6.05 -27.83 -27.76 -31.57 

 146 893A 2H 5W 41-43 12.96 7.99 -25.69 -26.65 -30.40 

 146 893A 4H 6W 24-26 33.24 21.57 -24.04 -24.13 -26.73 

 146 893A 5H 1W 138-140 36.38 23.75 -23.82 -23.98 -27.27 

 146 893A 5H 4W 3-7 38.07 24.93 -25.28 -24.17 -27.54 

 146 893A 5H 6W 20-22 42.70 28.21 -26.38 -25.64 -28.51 

 146 893A 6H 2W 38-42 46.38 30.85 -26.26 -25.58 -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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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4; Ficken et al. 2000; Gelpi et al. 1970; Liu and

Liu 2016; Makou et al. 2018). 따라서 장쇄 지방산을 이

용하여 고식생을 복원하려면 우선 지방산의 생성기원을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산 농도가 높게 나타난 탄소사슬 C24,

C26, C28의 δ13Cacid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탄소사슬

의 δ13Cacid가 C3 육상 식물 값의 범위 내(-33 ± 13‰;

Chikaraishi 2014; Freeman and Pancost 2014)에 있었다

(ODP 1018 = -32.7‰ ~ -25.7‰; ODP 893A = -31.6~

-23.8‰; Table 1). 따라서 두 코어의 C24~C28 지방산은

대부분이 C3 육상 식물에서 기원한 것을 나타낸다. C24와

C26의 δ13Cacid가 C28보다 2~3‰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

생생물에서 기원된 C24와 C26 지방산이 유입되었을 가능

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δ13Cacid 값에 의하면 그 기여도는

아주 적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수생생물

유기물의 영향이 가장 적은 C28 지방산을 중심으로 고식

생을 복원하였다. δ13Cacid가 높을수록 육상의 기후가 건조

하거나 초목류가 우세하였음을 나타내며, 값이 낮을수록

강수량이 증가하거나 수목류가 번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시기에 따라 δ13Cacid이 변화하였는데, 대체적으로 빙기 시

기의 δ13Cacid는 간빙기 보다 2~3‰ 가량 높았다(Fig. 3).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연안의 해양생산량은

간빙기에 높고 빙기에 감소하였다(Lyle et al. 2010). 따라

서 빙기 시기에 δ13Cacid가 상승한 것은 수생생물 기원 유

기물의 유입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육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ODP 1018 코어의 δ13CC28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연안은 지난 3만 년 동안 대체적으로 C3 식물이 우세

하였는데 최종빙기와 간빙기 간의 식생분포와 강우량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빙기(30~20 kyr) 동안의 δ13CC28비

는 -28.4 ± 0.6‰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고, 이는 기후

가 비교적 건조하고 초목류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ODP 1018 코어에 대한 기존의 화분분석 결과에 의하면

빙기 동안 소나무류, 초목류, 관목류가 번성한 반면 오리

나무, 참나무, 미국 삼나무 산출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조한 기후를 나타낸 본 연구 결과

를 뒷받침 해준다(Fig. 3; Heusser 1998; Lyle et al. 2010).

한편 LGM 이전(32 ~26 kyr)에는 캘리포니아 남부지역

(ODP 893A)의 δ13CC28가 중부지역보다 값이 약간 높거나

유사하였다(남부 = -27.9 ± 0.6‰; 중부 = -28.4 ± 0.6‰).

이는 당시 두 지역의 식생이 유사하거나 남부지역이 중부

지역보다 건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LGM에 접어들면

서 남부지역의 δ13CC28비는 점차 상승하였는데(~2‰), 이

는 중부지역에 비해 기후가 건조하고 초목류 군락이 확대

되었음을 뜻한다. ODP 893A 코어에 대한 기존 화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30~14 kyr 동안 침엽수가 번성하였고 소

나무와 초본류인 쑥속(Artemisia)이 관찰되었다. ~25 kyr에

는 국화과(Compositae)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 결과

는 초목류가 증가하고 건조한 기후를 제시하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Heusser 1992).

캘리포니아 남부와 중부지역의 기후와 식생분포에 차이

가 나타난 것은 제트기류의 위치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

다. 30~20 kyr 동안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의 표층수온은

12°C에서 15°C로 ~3°C 가량 상승하였다(Fig. 3; Herbert

et al. 1995). 기존 연구에 의하면 LGM 동안 캘리포니아

해류는 감속하였고(Herbert et al. 2001)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차가운 북태평양 해수는 감소하였다. 또한 이 시

기에 북풍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Lyle et al. 2010)

이러한 해류의 감속과 북풍의 약화는 기온이 낮을 수록

남하하는 성질을 갖는 제트기류의 이동이 제한적이었을

것을 의미한다(Lyle et al. 2010). 또한 LGM 동안 캘리포

Fig. 3. Temporal changes in alkenone-based sea surface

temperature SST (Herbert et al. 1995; Lyle et al.

2010), δ13Cacid values by different chain lengths

(this study), and pollen records (Heusser 1992,

1998) in ODP Sites 1018 and 893A colored coded

by purple and green, respectively. The orange

and blue bars indicate the Holocene and Last

Glacial Maximum (LG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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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 남부지역의 기후가 건조해 지고 초목류가 확장한 것

은 캘리포니아 해류의 감속과 북풍의 약화로 폭풍을 동반

하는 제트기류의 이동이 적었고 그로 인해 강우량이 감소

한 것을 증명한다(Lyle et al. 2010). 

반면 이 시기 동안 중부 캘리포니아 연안의 표층수온은

평균 8~9°C를 유지하였고 고식생 분포의 변화는 뚜렷하

지 않았다. 아마도 빙기 동안 발생한 캘리포니아 해류 유

속의 감소와 그에 따른 표층수온 상승 및 강수량 감소는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고해상도 분석을 통해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해류의 흐름과 북풍의 세기는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발생하는 두 종류의 용승(연안 용승과 바람 응

력 컬에 의한 용승)과 관련이 있다(Di Lorenzo et al.

2008; Rykaczewski and Checkley 2008). 따라서 용승의

발생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캘리포니아 해류와 북풍의

세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용승의 종류는 규조류와 탄산

칼슘의 함량 변화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Lassiter et al.

2006; Venrick 1998). 캘리포니아 연안의 생물기원 규조류

의 생산량은 외양에 비해 20배 정도 높기 때문에, 퇴적물

내 규조류 함량의 증가는 연안 용승에 의한 일차생산량의

상승을 의미한다(Sancetta 1992). 반면 바람 응력 컬에 의

한 용승은 탄산칼슘 함량을 증가시킨다(Lyle et al. 1992;

Ravelo et al. 1997). Lyle et al. (2010)은 지난 60만년 동

안 캘리포니아 연안의 생물기원 규조류와 탄산칼슘 함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빙기 동안 생물기원 규조류

함량이 증가한 반면 탄산칼슘 함량은 감소하였다. 그 원인

은 캘리포니아 해류의 흐름과 북풍의 감소로 바람 응력

컬에 의한 용승보다 연안 용승이 유도 되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북풍이 감소하고 차가운 심층해수가 표층으

로 상승하는 용승이 약화되면, 캘리포니아 연안에 나타나

는 안개는 줄어들고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습도는 감소하게 된다(Azevedo and Morgan 1974).

홀로세(11~0 kyr) 동안 캘리포니아 중부지역의 δ13CC28

값은 평균 -31.0 ± 1.2‰로 빙기에 비해 ~1.5‰ 낮았다.

이는 간빙기로 접어들면서 강수량이 증가하고 C3 식물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δ13CC28 값은 특히 캘리포니아 중

부지역이 다습했던 시기인 9.8 kyr에 급격하게 낮아졌다

(Lyle et al. 2010). 빙기 보다 간빙기 동안의 강수량이 높

았던 원인은 일사량 변화와 해양 및 대기 순환과 연관된

것으로 사료된다(Heusser 1992, 1998).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빙기 동안 일사량이 증가하면서 북태평양 해수

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캘리포니아 해류의 흐름이 약화되

었다(Herbert et al. 1995; Lyle et al. 2010). 이로 인해 연

안 용승 또한 약화되고 저위도 지역에서 북류하는 데이비

드슨 해류가 강화되면서 뜨겁고 다습한 열대태평양에서

기원된 기단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삼나무(Sequoia sempervirens)는 현재 오리건 남부

부터 캘리포니아 중부(42~36°N)까지 북태평양 연안지역

에서만 서식하는 종으로써 주로 강수량이 높고 습도가 높

은 곳에서 번식한다. 안개가 자욱한 캘리포니아 중부지역

은 미국 삼나무가 서식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Azevedo and Morgan 1974). ODP 1018 코

어의 화분분석 결과에 의하면 홀로세 동안 초목류와 관목

류는 감소한 반면 오리나무, 참나무, 미국 삼나무의 분포

는 증가하였다(Fig. 3). 홀로세 동안 삼나무 화분군 산출량

이 증가한 것은 중부 캘리포니아 연안의 습도가 증가하였

음을 증명해준다. 

한편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은 홀로세 동안 δ13CC28 값이

평균 -30.1‰로 빙기에 비해 ~2‰ 정도 낮았다. 이는 중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후가 다습하고 C3 수목류가 발달하

였음을 나타낸다. ODP 893A 코어를 활용한 홀로세 동안

의 기존 화분분석 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홀로

세 동안 전반적으로 초목류와 관목류의 분포는 낮아진 반

면, 수목류는 증가하는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가 관찰되었

다(Heusser 1978). 홀로세 초기(12~7.8 kyr)에는 침엽수

화분군이 높게 산출되었고, 홀로세 온난기후 최적기

(~6 kyr)에는 참나무속(Quercus)과 국화과(Asteraceae)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2.3 kyr부터는 기후가 온난하고

건조해져 관목수풀 지대와 세이지 관목숲이 발달하였다

(Heusser 1978, 1992).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캘리포니아 중부 및 남부 연안에서 획득

한 코어 퇴적물에 보존된 장쇄 지방산의 탄소 안정동위원

소비 분석을 통해 지난 3만 년 동안의 고식생 변화를 복

원하였다. 두 지역은 빙기와 간빙기에 따라 뚜렷한 식생분

포 변화를 보여주었다. 빙기에는 초목류가 증가하는 건조

한 기후가 나타났고, 간빙기에는 수목류가 확장하고 강수

량이 증가하는 다습한 환경으로 대체되었다. 주로 온난한

기후에 번식하는 초목류가 간빙기에 감소한 점은 캘리포

니아 지역의 식생이 강수량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빙기 동안 폭풍의 궤도가 남

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최종빙기 동안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은 중부지역에 비해

환경이 더욱 건조하였다. 캘리포니아 해류의 유속이 느려

지고 북풍이 약화되어 바람 응력 컬에 의한 용승이 줄어

든 결과, 기후가 비교적 온난하고 건조해진 것으로 해석된

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분석을 통해 강수량이 증가

하였다고 알려진 퇴빙기 동안 두 지역의 식생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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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였는지 비교함으로써, 표층수온의 상승 시기 및 규

모 차이에 따른 강수량과 식생분포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

게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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