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이학석사 학위논문 

 

진해만 남서부 해역 조하대  
대형저서동물군집의  
시공간 분포 특성 

Spatial and seasonal variations of 

macrozoobenthic communities of south-west part 

of Jinhae Bay, Korea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과학부 

배 한 나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진해만 남서부해역의 대형저서동물의 군집 

구조를 파악하고 환경변수와의 관계를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고찰 

함으로써 저서군집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계절별로 10개의 정점에서 총 5회의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채취한 표층퇴적물을 현장에서 체질하여 대형저서동물을 채집 

하였고, 실험실로 운반하여 동정하였다. 환경요인으로는 저층수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 및 pH를 현장에서 측정하였고, 실험실에서 

퇴적물 입도, 유기물 함량, C/N 비, 탄소, 질소 안정동위원소비 및 

중금속을 분석하였다. 동정된 저서동물군집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태지수(AMBI, M-AMBI, EQR, Shannon Wiener, BPI)를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생태적 건강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지역의 퇴적물은 니질함량이 우세하였다(> 70%). 퇴적물 

내 유기물기원을 추정하기 위해 C/N 비를 이용한 결과, 대부분 

해양식물플랑크톤 기원으로 나타났으나, 거제도와 지도 사이에 

위치한 정점(TB 9)은 육상 기원의 유기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육상과 인접한 정점에서(TB 1, TB 9) 다른 정점       

(-20.4~-20.8‰)에 비해 약 1~2‰ 가벼운 값을 보여 구분되었다. 

여름철 일부 정점에서 저층에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었다. 중금속 

분석결과 일부 정점의 Cu와 Ni이 ERL 기준을 초과하였다. 

 

본 연구지역의 모든 정점 및 계절에서 가장 우점하는 종은 

기회종으로 알려진 다모류 Lumbrineris longifolia (33.4%)로 

나타났으며 특히 육지와 인접한 정점에서 극우점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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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점하는 종은 오염 지시종으로 알려진 Paraprionospio 

patiens(6.8%)와 Capitella capitata(6.5%)였다. 조사 정점 중 가장 

내측 정점에서 봄철 C. capitata의 급격한 개체수 증가가 나타났다. 

여름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서식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일부 정점에서 0-90 ind. m-2의 낮은 서식밀도가 관찰되었다. 

가을(10월)에 P. patiens의 개체수가 단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625-990 ind. m-2), 이 종은 빈산소 현상으로 인한 

대형저서동물군집의 질적 저하 현상 이후 나타나는 기회종의 

성격을 가진 초기 가입종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 

 

진해만의 상위 우점종들은 대부분 유기물 오염 지시종이나 

기회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격한 개체수 변동 

등 환경 교란이 의심되는 군집 구조를 보였다. 생태지수를 

이용하여 진해만의 건강성을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Moderate 

등급이었다. 공간적으로는 수심이 깊고 양식장과 가까운 정점들이 

다른 정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보였고(Poor 또는 Bad), 

계절적으로 보았을 때 여름에 가장 낮은 등급을 보였다. 진해만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오염 및 군집교란에 취약한 

환경으로 주목받아 연구 조사가 수행되어 왔다.  선생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전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오염되고 

교란된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는 생물종들이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저서동물군집의 시공간분포 와 

환경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간 활동으로 비롯된 

유기물이나 중금속 오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저서동물군집, 저서생태지수, 중금속, 탄소안정동위원소, 

해양오염, 퇴적물, 진해만 

학번: 2013-2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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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대형저서동물은 일정 지역에 장기간 서식하고, 생활사가 

중형저서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급작스런 변화와 만성적인 영향을 잘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Gray 

et al. 1992; Reiss and Kröncke 2005). 대형저서동물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를 조사하는 연구는 과거부터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해양환경변화별로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유기물 오염 농도구배(Cranford et al. 2009; Hyland et al. 2005), 

용존산소량의 영향(Gogina et al. 2014; Lim et al. 2006; Kodama and 

Horiguchi 2011), 중금속 오염 농도구배(Fukunaga et al. 2010; Song et al. 

2014; Ryu et al. 2011b), 유기화학물질 오염농도구배(Bellas et al. 2007; 

Ryu et al. 2010) 등이 군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 및 

조사가 있었다. 

 

해양에서 퇴적물은 가장 크고 오래된 서식처중 하나로써 

저서동물의 종풍부도를 비롯하여(Gray 2002) 저서동물군집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퇴적물은 해양환경에 존재하는 오염물질들의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쌓이고 농축되는 곳이다. 퇴적물이 오염되면 

저서동물의 착생과 발생을 늦추고, 성장을 방해할뿐만 아니라 

성체 군집에도 악영향을 주어 종수와 풍부도를 낮출 수 있다(Gray 

1979; Ryu et al. 2011b; Pearson and Rosenberg 1978). 오염에 민감한 

종이 사라지면 저서군집구조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여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서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퇴적물 내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부터 주목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퇴적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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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 함량이다(Essink 2003; Gamito 2008; Weston 1990). 생물이 

서식하기 위한 적당량의 유기물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유기물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적조 현상의 발생 및 무생물/무산소 

지대를 야기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퇴적물의 유기물 오염 

자체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기물의 기원을 추적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유기물의 구성성분은 생지구화학적 과정에 

의해 고유한 변동 범위를 보이는데, 이를 이용하여 유기물의 

구성원소인 질소, 탄소 등의 비율과 안정동위원소의 구성비로부터 

유기물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종 생물의 먹이원 

등 생태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유기물 오염에 대한 

환경 관리 및 보전이 용이해질 수 있다. 

 

퇴적물 내 중금속 역시 대형저서동물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Josefson et al. 2008; Ryu et al. 2011b). 중금속은 

연안에서의 중요한 오염물질로 과거부터 저서군집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 사례들이 많다. 카드뮴의 농도가 다모류의 개체수 및 

종수의 감소를 야기시킨다는 연구 사례나(Hansen et al. 1996), 

아연을 처리한 실험구와 대조구에 가입되는 저서동물의 개체수와 

종다양성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연구사례를 통해 아연이 

저서동물의 가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한 

사례(Watzin and Roscigno 1997), 광산 근처의 정점에서 많은 

저서동물의 서식밀도 및 분포가 아연과 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Ward and Hutchings 1996) 등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중금속이 저서동물군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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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지역인 진해만은 진해와 통영, 거제와 같은 도심지와 

인접하여 있고 주변에 여러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인간활동의 

영향력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게다가 진해만은 해류의 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반폐쇄성만이다. 이러한 지형은 

유기물이나 오염물질이 연성 저질 바닥에 쌓이기만 하는 경향이 

있어 교란 혹은 오염에 취약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진해만은 

이미 선행 연구들로부터 마산만, 가막만과 함께 국내의 교란된 

해역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대형저서동물은 

인간활동으로 인한 환경변화나 지형적 특성 등을 잘 반영하는 

생물이다(Park et al. 2014; Ryu et al. 2011a; Ryu et al. 2014). 생태적 

건강성의 개선이나, 악화 방지를 위하여 대형저서동물군집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저서동물군집의 시공간적 분포양상을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진해만 저서 환경의 생태적 건강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거에는 각종 환경요인에 의한 대형저서동물군집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개체수, 생물량, 종다양성 등을 조사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저서생태계의 건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저서생물지수를 사용하는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저서생물지수를 적용하여 진해만의 생태적 

건강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해당 해역의 건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적인 면에서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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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은 예로부터 수산업이 발달된 해역으로, 특히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밀집된 양식장과, 산업단지나 관광산업, 주변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이 진해만 해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끼쳐, 결국은 수산 

자원량의 감소 혹은 양식장의 피해가 증가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해당 해역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진해만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해양조사가 이루어져 

왔다(Hong 1987; Lim et al. 1992; Lim and Hong 1994; Paik and Yun 2000). 

그러나 그에 반해 조사가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논문으로 

나온 자료의 대부분이 1980-90년대에 채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를 포함한 과거 조사를 살펴보았을 때, 통영 

내만을 포함한 진해만 전역에서 빈산소 현상의 발생과 오염지시종 

및 기회종의 빈번한 출현이 보고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진해만 해양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환경관리 체제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진해만 남서부 해역 조하대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 군집의 시공간 분포와 이를 결정하는 환경요인의 

시공간적 거동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연구지역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군집의 시공간분포를 조사하고, 

2) 이러한 저서동물의 분포를 결정하는 환경요인 특성을 파악하며, 

3) 본 연구지역의 조사 당시 건강도와 상태 파악을 위해 생태지수 

계산과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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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design of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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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료 및 방법 

 

2.1. 연구지역 및 현장조사 

 

조사지역은 한국 남해에 위치한 통영 북쪽지역과 거제 서북쪽 

및 가조도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조하대로서 진해만의 남서쪽에 

해당된다(Fig. 2). 진해만은 마산과 진해, 거제와 같은 비교적 큰 

도시에 둘러싸인 반폐쇄성 만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중 통영 

시가지가 조사 정점중 가장 내측에 있는 TB 3번 정점과 근접한 

곳에 있으며, 시가지의 북쪽에 위치한 하천에는 매일 200톤 

가량의 하수를 배출하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다(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정보 제공, 2014년 7월 기준). 시가지와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안정국가산업단지와 LNG 기지와 같은 공업단지도 

해당 해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 중 

하나이다(Azeda et al. 2013).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본 지역은 굴이 

다량 생산되는 지역으로 약 500 ha 면적의 수하식 굴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다. 폐쇄된 후 방치되어 있는 양식장의 정보나 시청에 

정식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양식장까지 고려하면 더 넓은 

범위의 굴 양식장이 밀집된 형태로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된 바와 같이 밀집된 양식 환경과 더불어 외해수와 내해수의 

교환이 제한적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본 지역에서는 상습적인 

적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1981). 적조 뿐 

아니라, 여름철 강우 이후에는 성층화 현상에 이어 심각한 빈산소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잦다. 더불어 본 조사지역은 주로 니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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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퇴적상에 비교적 높은 유기물 함량을 보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수심은 11 m 에서 24 m 사이로 나타나 비교적 얕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는 2013년 11월, 2014년 1월, 2014년 4월, 2014년 7월, 

2014년 10월에 걸쳐 5계절동안 수행되었다. 조사정점은 진해만 

남서쪽 부근에서 총 10개를 선정하였다. 퇴적물을 채집하기 위해 

각 조사정점에서 0.1㎡ 면적의 개량형 van Veen grab을 

사용하였다(Fig. 3A). 환경변수를 위한 시료는 반복수 없이 정점당 

1회만 채취하였으며 그랩 내의 표층 퇴적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저서동물은 정점당 2 반복을 채취하였다. 살아있는 생물은 비교적 

퇴적물과 분리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선상으로 인양된 

퇴적물을 바로 망목크기 1.0 ㎜ 체와 해수를 사용하여 

체질하였다(Fig. 3B). 체질 후 체 위에 남은 잔존물 만을 비닐팩에 

담아 10 % 중성포르말린으로 고정하였다(Fig. 3C and D). 저층해수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목측정기(YSI 556 MPS, YSI 

Environmental, Yellow Springs, OH)를 이용하여 현장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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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s (TB1-TB10) locat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Jinhae Ba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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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ictures showing procedures of sampling of macrozoobenthos. (A) 
Sediment sampling using Van veen grab. (B) Sediment in grab. (C) Sieving 
with seawater. (D) Pooling sample in plastic bag and fixation with formalin. 

(E)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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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퇴적물 지화학적 분석 

 

2.2.1. 퇴적물 입도 분석 

 

먼저 퇴적물의 입도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하였다. 채취한 퇴적물 시료 중 약 20 g을 취하여 500 ml 

유리비이커에 담아 희석한 과산화수소수를 가해 유기물을 

제거하였다. 과산화수소수와 유기물의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까지 과산화수소를 가하면서 반응시킨 후, 반응이 끝난 

시료는 가열하여 남아있는 과산화수소수를 제거하였다. 

과산화수소수를 제거한 시료는 4 ф (62.5 μm) 체로 걸러, 사질과 

니질 퇴적물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사질퇴적물은 오븐에서 

건조하여 각 크기별로 체질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사질과 

분리된 니질은 1 L 매스실린더에 넣고, 확산제로 2% 칼곤용액을 

첨가한 후 Stoke's의 법칙에 따라 파이(ϕ) 간격으로, 실험조건에 

맞게 계산된 시간에 맞추어 50 ml 피펫으로 부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부시료는 건조하여 각 크기에 해당하는 퇴적물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사질과 니질에서 무게를 측정한 각 크기별 

퇴적물무게를 이용하여 Folk and Ward (1954) 및 Graphic 방법에 

의한 계산법으로 평균입도와 분급도(Sorting),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성분조성 등을 계산하였다. 

 

2.2.2. 퇴적물 강열감량법(LOI, Loss on Ignition) 

 

퇴적물 중 탄소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퇴적물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무게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 강한 산화제를 이용하여 

탄소화합물을 선택적으로 산화시켜 그 무게를 알아내는 방법, 

 10 



 

특정 시약과 반응시킨 후 퇴적물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퇴적물을 고온으로 

가열한 후 그 무게 차이를 통해 유기물량을 알아내는 방법인 

강열감량법의 시험방법이 비교적 간편하며,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젖은 

퇴적물을 70 °C의 오븐에서 7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 후 

막자사발에서 곱게 갈아 건조된 분말퇴적물을 준비하였다. 

분말퇴적물 약 2 g을 사기재질의 도가니에 담은 후 70 °C의 

오븐에서 4시간 이상 다시 건조시키고 실리카겔 건조기에서 1시간 

이상 식힌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건중량을 측정한 분말퇴적물을 

550 °C의 전기화로(furnace)에서 4시간 동안 강열한 후 70 °C의 

오븐에서 1시간 이상 식힌다. 이 후 실리카겔 건조기에서 1시간 

이상 식힌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전기화로에서 강열할 때에는, 

화로의 온도를 미리 550 °C로 가열한 후에 시료를 투입하였다. 

강열온도와 시간은 Heiri et al. (2001)을 참조하여 결정하였다.  

 

2.2.3. 퇴적물 내 유기물의 탄소,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 

 

퇴적물 내 유기탄소와 질소의 측정 및 탄소와 질소의 

안정동위원소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퇴적물의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안정동위원소분석은 적은 양의 시료로 실험을 하므로 시료 전처리 

과정에서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먼저 채집된 

표층퇴적물을 동결건조하여 분마하였다. 탄소 안정동위원소의 

분석을 할 때에는 충분한 산처리를 통해 무기탄소를 제거해주어야 

한다. 이 과정은 1M HCl을 충분히 첨가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반복수행하였다. 이후 증류수로 퇴적물을 헹궈 재 동결건조한다. 

건조된 퇴적물은 분마하여 틴 캡슐(Tin capsule)에 패킹(packing)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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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용 시료는 산처리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시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기는 Elemental analyzer (EA, 

Vario Micro, Elementar, Germany)와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IRMS, VisION, Elementar)이며, 퇴적물 시료의 무게는 

초정밀저울(Mettler Toledo, XS3DUV)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2.4. 퇴적물 내 중금속 농도 

 

표층퇴적물 시료의 중금속 농도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 

방법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젖은 퇴적물 시료는 -80 °C에서 

동결건조한 후 망목 62 μm 체를 통과할 정도로 곱게 분마된 

시료를 사용하였다. 미량금속을 추출하기 위해 1 g의 동결건조된 

퇴적물 시료를 50 mL 테프론 비커에 넣고 혼합산을 첨가하였다. 

산을 완전히 휘발시킨 후 2% HNO3 용액을 사용하여 100 mL 로 

정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대형저서동물의 동정 
 

실험실로 운반한 시료는 망목크기 1.0 mm 체에 수돗물을 

이용해 한번 더 체질하여 퇴적물과 포르말린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물의 손상이 최대한 적게 일어나도록 조심스럽게 

체질하였다. 체질이 끝난 시료는 넓고 얕은 트레이에 붓고 

생물만을 선별하여(sorting) 90% 알코올에 고정하였다. 육안으로 

선별된 생물은 현미경을 이용하여 가능한한 종 수준으로 동정하고 

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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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icture showing the procedure for analysis of macrobenthic fauna. 
(A) Separation of fauna from the sediment and rinse from the formalin by 

Sieving. (B) Sorting fauna from gravels and shells (C, D) Identifiacation and 
counting of macrofa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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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데이터 분석 
 

조사정점을 분류하기 위해 저서동물의 개체수 자료를 

기반으로 집괴분석(Cluster anlysis)을 실시하였다. 개체수 자료는 

모두 m2 당 서식밀도로 모두 환산하였고, √√ (fourth root)변환을 

수행하였다. Bray-Curtis 지수를 이용하여 유사도지수를 구한 뒤 

수지도(dendrogram)를 작성하였다. 수지도는 그룹평균결합법(group 

average linking)을 이용하여 도시하였다. 작성된 수지도에서 임의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정점군을 분류하였다. 또한 동일한 

유사도행렬을 이용하여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실시하여 정점을 2차원 공간에 배열하였다. MDS에서 

배열하고자 하는 대상은 목적에 따라 정점, 생물종, 환경요인 등이 

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집괴분석으로 분류된 정점군을 배열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대형저서동물 전 

출현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사도 지수는 Bray-Curtis 

Similarity(Bray and Curtis 1957)를 사용하였다. 집괴분석과 MDS 모두 

Primer 6 softwar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2.5. 생태지수 
 

저서군집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체 개체수의 1% 이상 

출현한 종들의 개체수 자료를 이용하여 종다양성지수(H’, Shannon-

Wiener), 종풍부도지수(R), 균등도지수(J), 우점도지수(D)를 계절-

정점별로 계산하였다. 각 지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Equation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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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다양성 지수(Shannon 2001):  

ii ppH log- ='
k

1i
∑
=

 [1] 

Pi: i번째 종의 점유율 

 

종풍부도 지수(Margalef 1968): 

 
[2] 

N: 종출현 개체수 

 

균등도지수(Pielou 1975): 

 
[3] 

S: 출현 종수 

 

우점도지수(Simpson 1949): 

 
[4] 

Y: 총개체수 

Y1: 첫번째 우점종의 개체수 

Y2: 두번째 우점종의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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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환경의 건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AMBI (AZTI Marine Biotic 

Index)와 M-AMBI, EQR (Ecological Quality Ratio), BPI (Benthic 

pollution index), 종다양성지수(H’), 총 다섯개 생태지수가 

계산되었다. 계산식은 [Equation 5-7]와 같다. 

 

AMBI (AZTI Marine Biotic Index): AMBI는 유럽 해안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지수로, 연성기질에 사는 저서동물을 환경에 대한 

민감성의 측면에서 5가지 생태그룹으로 나눈 것에 기초한다. 각 

생태그룹의 비율을 통해 그 환경이 얼마나 교란된 환경인지를 

가늠한다. AMBI와 M-AMBI를 계산하기 위해 AMBI index software 

(Version 5.0)를 사용하였다.  

 

 
[5] 

 

Group I 

(GI): 
유기물 증가에 매우 민감한 종으로 정상 

환경에서만 출현하는 종인 특정 육식자, 서관을 

가진 퇴적물식자 

Group II 

(GII): 
유기물 증가에 둔감한 종으로 정상상태에서 낮은 

밀도를 가진종으로 여과식자, 일반적인 육식자, 

부식자 

Group III 

(GIII):  

 

유기물 증가에 내성이 강한종, 표층 

퇴적물식자로써 특히, 서관을 가진 Spionids가 

여기에 속함 

Group IV 

(GIV): 
2차 기회종, 주로 소형갯지렁이류, 표층하퇴적물 

식자인 Cirratulidae 에 속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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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V 

(GV): 
1차 기회종(현저한 비균등 환경의 종), 

환원상태의 퇴적물에서 번성하는 퇴적물식자 

 

M-AMBI (Multivariate AZTI Marine Biotic Index): M-

AMBI(Multivariate Azti's Marine Biotic Index)는 유기물등 오염물질에 

민감종들의 비율만으로 분석하는 AMBI의 한계 및 단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수로써 이는 출현종수, 

다양도지수(H′: Shannon and Weaver 1963) 및 AMBI의 값을 

판별분석과 요인분석으로 M-AMBI 값을 계산하였다(Muxika et al. 

2007). 

 

EQR (Ecological Quality Ratio): EQR은 영국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AMBI, Simpson’s index, 서식밀도, 종수의 정보를 

결합하여 생태환경을 평가한다. M-AMBI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QR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식은 [6]과 같다. 

 

( )

2

111

3

'
7

12
EQR























+














−


































×=
×−×

SN
DAMBI

 
[6] 

 

BPI (Benthic pollution index): BPI 지수는 각 종의 서식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0–100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오염된 

지역일수록 작은 값이 나타난다. [7]과 같은 식으로 계산한다. 

 

 

[7] 

N1: 여과식자(SF, suspension feeder) 또는 대형육식자 (C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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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ivores 1)의 출현량 

N2: 표층퇴적물식자(SDF, surface deposit feeder) 또는 

소형육식자(CAR-2, carnivores 2)의 출현량 

N3: 표층하퇴적물식자(SSDF, subsurface deposit feeder)의 

출현량 

N4: 오염지시종 또는 기회종의 출현량 

a, b, c, d는 각 섭식군의 가중치(본 연구에서는 a=0, b=1, 

c=2, d=3을 적용) 

 

모든 생태지수 계산은 반복구를 합친 뒤, 전체 개체수의 1% 

이상이 되는 생물의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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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3.1. 연구 지역의 환경 특성 

 

3.1.1. 퇴적물 입도 및 감열감량 

 

퇴적물의 입도를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 사이 5계절동안 

조사하였다. 평균 입도는 8.7, 범위는 2.1에서 10.2 사이로 

나타났다. TB 1번과 9번 정점이 각각 평균 3.9, 3.8로 다른 정점보다 

조립질의 퇴적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세립질로 나타난 정점은 TB 

4번 정점으로 10.1의 값이 조사되었다.  

 

유기물 함량(% LOI)은 5.6%에서 16.7% 사이의 값을 보였으며, 

평균 유기물 함량은 10.5%로 나타났다. TB 1번과 TB 9번의 

퇴적상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기물 함량은 TB 

1번 정점의 퇴적물에서 더 낮은 값(6.3%)을 나타냈다. 이는 다른 

정점에 비해 주변에 양식장의 영향이 적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TB 9번의 퇴적물 역시 평균보다는 낮은 

유기물 함량을 나타내기는 했으나(9.2%),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TB 2, 4, 5, 6, 7번 정점에서는 채집 조사 당시(특히 7월과 

10월) 퇴적물 군데군데에서 나타나는 검은 점들과 황냄새를 

확인할 수 있었다.  

 

3.1.2. 퇴적물 내 유기물의 탄소와 질소의 비 

 

조사지역의 유기탄소함량은 0.6~4.5% 였다(Table 1). 계절별 

경향성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2013년 11월(가을) 조사 이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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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조사마다 유기탄소의 함량이 꾸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퇴적물 내 유기탄소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TB 1번 

정점(1.0%)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히 가장 낮은 유기탄소 

함량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TB 10번 정점(1.7%)과 8번 

정점(2.2%) 순으로 낮은 유기탄소 함량이 분석되었으나, TB 1번 

정점에 비해 평균 함량(2.3%)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C/N 비는 퇴적물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시자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유기물 중 

12 이상의 높은 C/N 비는 육상 기원 유기물을 나타내고, 6에서 9 

사이의 값은 식물 플랑크톤을 나타내며(Holligan et al. 1984), 해양 

기원의 유기물일 경우 5에서 12사이의 C/N 비를 가지기 

때문이다(Stein 1991). 본 조사지역의 C/N 비는 대부분 6에서 8 

사이의 값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해양 기원 중에서도 식물 

플랑크톤에서 유래된 유기물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TB 9번 정점의 경우에는 18 보다 큰 값을 나타내어 

다른 정점과는 다르게 육상 기원의 유기물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TB 9번 정점 부근에 있는 거제 혹은 지도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1.3. 퇴적물 내 중금속 함량 

 

조사지역의 퇴적물 내 중금속 함량을 공간적, 시간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볼 때 계절에 따른 차이보다는 정점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r, Cu, Pb, Zn, Ni, Li, Cd, As는 

모두 mg kg-1 단위로 나타내었으며, Hg는 μg kg-1 단위로 나타내었다. 

TB 1, 9번 정점에서 Cr, Cu, Pb, Zn, Cd가 평균보다 낮은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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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두 정점중에서는 TB 9번 정점에서 좀 더 확연히 낮은 

값을 나타냈다. 단, 수은의 경우에는 TB 1, 9번 정점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낸다. 중금속 원소 대부분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Hg의 경우 Cr 이나 Ni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중금속이 우점종의 출현 개체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Hg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금속의 함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Appendix 1).  

 

조사지역 퇴적물 내의 중금속 오염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해양대기관리처(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해양저서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근거로 하여 오염을 평가하는 ERL (Effects 

Range-Low)과 ERM (Effects Range-Median)을 기준으로 삼았다(Long 

et al. 1995; Long and Morgan 1990). ERL과 ERM은 통계적으로 

저서생물의 각각 10%와 50%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의 함량을 

나타낸다. 조사지역에서는 반 이상의 정점이 ERL보다 높은 니켈 

함량을 나타냈다. 주로 TB 1, 2, 3, 9번 정점은 비교적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또한 구리가 2013년 가을에 TB 2, 4, 5, 8번 정점에서 

ERL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2014년 1월 TB 3, 5번 정점과 

2014년 4월 TB 8번 정점에서도 ERL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이 

외에는 ERL과 ERM의 기준을 넘지 않았다. ERL과 ERM 기준치는 

Appendix 1에 기록된 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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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퇴적물 내 유기물의 탄소,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 

 

유기물의 탄소 동위원소비는 유기물 기원과 광합성의 작용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기원의 유기물을 규명할 수 

있는데, 유기물의 기원이 담수 식물플랑크톤일 경우에는 탄소 

동위원소비가 -30~-26‰의 값을 나타내고, 해양 식물플랑크톤일 

경우에는 -26~-16‰의 값을 나타낸다(Michener et al. 2007). 본 

조사지역에서의 조사 결과를 살펴 보았을 때, -24~-20.3‰ 사이의 

값이 나타나 정점 대부분이 퇴적물 내 유기물이 해양 

식물플랑크톤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탄소동위원소비는 

TB 1, 9번 정점을 제외한 정점들은 -20.76‰ 에서 -20.42‰ 사이 

값이 조사된 반면, TB 1, 9번 정점은 각각 -22.28‰, -21.15‰의 값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TB 1, 9번 정점의 유기물 기원이 다른 정점과 

다른 것을 추측할 수 있다.  

 

3.1.5. 저층수의 온도, 염분 및 용존산소량 

 

저층수의 환경 특성은 공간적 변화보다 계절적 변화가 더 

뚜렷하였다. 수온은 2014년 1월 겨울 조사에서 평균 6.0 °C 로 

가장 낮았고 2014년 7월 여름 조사에서 평균 17.2 °C 로 가장 

높았다. 염분은 2014년 10월에 평균 31.8 psu, 2014년 7월에 평균 

34.3 psu로 조사되었다. 용존산소량은 2014년 7월에 평균 3.6 mg O2 

L-1 로 가장 낮았고, 2014년 1월 겨울조사에서 평균 10.8 mg O2 L-1 

로 가장 높았다. 용존산소량의 경우에는 정점별 변동도 

조사되었다. TB 1, 2번 정점에서는 5 mg O2 L-1 이상의 비교적 양호한 

용존산소량이 나타나며, TB 4, 7, 10번 정점에서는 용존산소량이 2.8 

mg O2 L-1 이하로 빈산소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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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asonal variations of environmental parameters and 
macrozoobenthic communities in Jinhae Bay. 

  Nov. 2013 Jan. 2014 Apr. 2014 Jun. 2014 Oct. 2014 Mean 

Environmental parameters 
      

 Cr (mg kg-1 dw) 49.3 41.8 42.1 40.5 39.1 42.5 
  Cu (mg kg-1 dw) 30.3 25.8 23.5 18.1 19.3 23.4 
  Pb (mg kg-1 dw) 18.6 15.3 16.1 13.7 13.5 15.4 
  Zn (mg kg-1 dw) 101.9 83.9 82.0 71.5 71.3 82.1 
  Ni (mg kg-1 dw) 22.6 19.1 19.5 18.6 18.0 19.6 
  Li (mg kg-1 dw) 81.0 72.0 76.5 72.3 71.7 74.7 
  Cd (mg kg-1 dw) 0.4 0.3 0.3 0.3 0.2 0.3 
  As (mg kg-1 dw) 4.4 4.0 3.4 2.6 2.6 3.4 
  Hg (μg kg-1 dw) 3.4 3.3 2.4 2.3 2.4 2.8 
  OC (%) 2.5 2.4 2.2 2.2 2.0 2.3 
  TN (%) 0.3 0.3 0.3 0.3 0.3 0.3 
  δ13C (‰) -20.6 -20.6 -21.1 -21.0 -20.9 -20.8 
  δ15N (‰) 7.0 7.1 7.4 7.1 7.7 7.3 
  DO (mg O2 L-1) 7.3 10.8 9.3 3.6 6.0 7.4 
  Temperature (˚C) 15.6 6.0 10.6 20.2 20.4 14.6 
       
Number of species  

      
 Total  63 88 105 70 63 166 

Mean density (ind. m-2) 
      

 Total  469 823 1124 64 77 765 
1st: TB 1 211 368 254 371 284 297 
2nd: TB 9 91 327 499 254 230 280 
3rd: TB 2 112 31 27 0 65 47 

Dominant species (ind. m-2) 
      

1st: Lumbrineris longifolia 182 220 299 34 24 255 
2nd: Paraprionospio patiens 2 0 0 0 26 52 
3rd: Capitella capitata 1 16 174 5 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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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n density and number of species in Jinhae Bay for five seasons. 

 
 

 24 



 

3.2. 대형저서동물군집의 공간분포 특성 

 

3.2.1. 서식밀도 및 종수와 우점종 

 

5계절 동안 평균 765 ind. m-2, 총 166종의 대형저서동물이 

조사되었다. 정점별 서식밀도와 종 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981). 가장 우점하는 저서동물은 다모류 중 

송곳갯지렁이과에 속하는 Lumbrineris longifolia로 약 33.4%의 높은 

우점률을 보였다. 이 뒤를 이어 다모류 중 얼굴갯지렁이과에 

속하는 Paraprionospio patiens가 약 6.8%로 우점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버들갯지렁이과에 속하는 Capitella capitata가 약 

6.5%로 우점하고, 다모류 중 투구갯지렁이과에 속하는 Sigambra 

tentaculata(약 4.1%), 다모류 중 얼굴갯지렁이과에 속하는 Polydora 

sp.(약 3.1%) 등이 우점하였다.  

 

서식 밀도와 종 수는 정점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TB 1, 3, 9번 정점에서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서식밀도를 

보였다(Fig. 5). TB 1, 9번 정점은 높은 서식밀도의 L. longifolia가 

극우점하였다. TB 3번 정점에서는 P. patiens와 C. capitata의 

일시적이고 폭발적인 서식밀도 증가가 나타났다. TB 4, 5, 6, 7번 

정점은 대체적으로 낮은 서식밀도를 보였다.  

 

TB 1번 정점은 높은 개체수와 높은 종 수가 조사되었으나 

크기가 작은 L. longifolia(TB 1번 정점 전체 개체수의 49%를 

차지함)와 같은 기회종들이 극우점하였다. TB 1번 정점은 다른 

정점에 비해 퇴적물 내에 유기물의 양과 총 질소가 적게 나타났다. 

퇴적물 내 중금속 함량 역시 다른 정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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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수은만이 TB 1번 정점에서 평균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Appendix 1). 또한 수심이 얕아 다른 정점에 비해 높은 

용존산소량을 나타낸다. 정점 TB 1번에서는 비교적 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임을 짐작할 수 있었으나, 정점의 대형저서동물 

대부분이 기회종임을 감안하면 해당 생태계를 단순히 밀도와 종 

수의 측면만을 가지고 건강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TB 9번 정점은 TB 1번 정점과 더불어 같은 정점군이며, 역시 

L. longifolia가 우점하는 정점이다. 그러나 해당 정점군의 모든 

출현종이 TB 1, 9번 정점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출현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으로 Notomastus sp.와 Praxillella affinis, C. capitata, Macoma sp., 

Heteromastus filiformis, Paraprionospio coora, Praxillella pacifica는 TB 

1번 정점에서는 다수 출현한 것에 비해 TB 9번 정점에서는 적은 

개체수 혹은 아예 출현하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 반대로 Polydora 

sp., Armandia lanceolata, Corophium sp., Gammaridea spp., Dorvillea sp., 

Salpa sp. 등은 TB 1번 정점에서 거의 출현하지 않거나 적게 

출현하였지만, TB 9번 정점에서는 많은 개체수가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 longifolia의 극우점이 TB 1, 9번 정점을 한 

그룹으로 묶었지만, 그 외에 출현한 개체들은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이다. 또한 TB 1, 9번 정점의 C/N 비율과 평균 TOC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TB 9번 정점의 

경우에는 18보다 큰 값을 나타내어 다른 정점과는 다르게 육상 

기원의 유기물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염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모류들, 즉 C. capitata, 

Theora fragilis, Polydora sp. 등이 일시적으로 대량 출현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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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특히 유기물 함량이 높고 빈산소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기회종이기 때문이다(Pearson and Rosenberg 1978; Wu 1982). 이들과 

같은 다모류들은 유기물 오염이 진행된 해역 또는 교란된 

저서환경의 잠재적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연안에도 

유기물 오염이 일어난, 혹은 일어나고 있는 해역에서 위 

다모류들의 우점출현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Shin and Koh 1990). 

특히 C. capitata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범세계적으로 출현하는 유기물 오염지시종으로, 

유기물 오염이 진행되기 쉬운 어류 양식장 부근에서 

우점출현했다는 보고가 많았다(Bannister et al. 2014; Neofitou et al. 

2010). 사질과 니질 모두에서 출현 보고가 있으며 해당 군집에서 

극우점하는 경우가 많았다(Bannister et al. 2014; Cardell et al. 1999).  

 

한편, TB 9번 정점에서 Salpa sp.가 4월에 개체수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Salpa sp.는 자갈이 많은 곳에서 출현하는 생물로 TB 

9번 정점의 모래-자갈 퇴적상을 매우 잘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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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asonal distributions of macrozoobenthos in the Jinhae Bay from Nov. 2013 to Oc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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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정점별 집괴분석 

 

본 연구지역인 진해만 조하대에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5회 채집된 대형저서동물의 전체 개체수를 대상으로 

하여 집괴분석을 실시하였다(Fig. 7). 본 집괴분석은 계절변화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총 3개 정점군으로 분석되었다. SIMPROF test 

결과 각 정점군이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Group A는 TB 1, 9번 정점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정점군에 

비해 높은 개체수와 높은 종다양성을 보였다. 각 정점들은 

계절마다 일부가 다른 그룹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모든 계절을 통틀어 춘계조사 외에는 TB 1, 9번 정점이 늘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L. longifolia의 

극우점이 두 정점의 유사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TB 

1번 정점과 9번 정점은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육지에서 

가까운 해역이며 다른 정점에 비해 양식장에서 비교적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는 환경적 공통점이 있다. Cr이나 Ni은 Cd는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금속 농도가 분석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중금속 농도가 평균보다 낮았던 반면 수은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BIO-ENV 분석 결과, 염분과 용존산소량, 퇴적물 내 

리튬과 수은, 그리고 유기물 함량이 대형저서동물의 개체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Group B는 TB 2, 3, 6, 8번 정점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정점들은 

양식장과 인접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Group A보다는 깊으나 

Group C보다는 얕은 수심에 위치한 정점들로 조사되었다. C. 

capitata나 P. patiens와 같은 기회종들이 다수 출현하는 정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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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인의 값은 Group C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BIO-ENV 분석 

결과 염분과 퇴적물 내 유기물 함량이 대형저서동물의 개체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Group C는 TB 4, 5, 7, 10번 정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깊은 수심의 정점들이다. 지도 상에는 

양식장과 크게 인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과거에는 해당 

정점에서도 양식이 다수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7월과 10월에 정점군들 중 가장 낮은 개체수와 종다양성을 

나타냈다. 7월 조사에서는 개체수가 너무 낮아 TB 2, 6, 7, 10번 

정점이 집괴분석 그룹에서 제외되었다. BIO-ENV 분석 결과 온도와 

염분, pH, 퇴적물 내 비소와 질소의 안정동위원소값이 대형저서 

동물의 개체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물리적으로 양식장과 가깝고 수심이 깊은 

정점군에서는 낮은 개체수와 종다양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어류양식장이나 일부 패류양식장에서 관찰되는 저서동물 

군집의 질적 저하현상과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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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luster analysis and non-metric MDS ordination of 10 locations in 
terms of macrofaunal species composition and abundance focusing on the 

four dominant species in the Jinhae Bay from Nov. 2013 to Oc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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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TB 1, 9)의 최우점종인 L. longifolia 는 전체 출현 생물 

개체수 중에서도 약 3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극우점하는 

종으로, 본 그룹 내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중에서는 약 42.2% 

이상을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Group A 특성을 좌우하는 종이라고 

볼 수 있었다. L. longifolia 는 동아시아 지역에서(한국, 중국, 일본 

등) 주로 출현하는 종으로 깊은 수심의 실트질 퇴적상에서부터 

사질 퇴적상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출현하고 있다(Hayashi and 

Yamane 1997; Seo et al. 2014; Yu et al. 2006).  또한 유기물오염지시종 

내지는 기회종으로 보고되어온 종이기도 하다. Group A 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L. longifolia 가 극우점하였다. 극우점종의 

특성으로 미루어볼 때 다른 정점들에 비해 높은 서식밀도와 

종수가 조사되었다고 해서 해당 생태계가 건강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유기물 부하량이나 이화학적 환경교란이 강해지면 

저서생물 개체군의 생활사가 오염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재생산이나 성장 등이 지연되어 서식밀도가 감소하고, 부하량이 

계속 증가하면 대부분의 개체군은 점차 사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L. 

longifolia 는 Group A 의 환경은 견딜 수 있으나 Group B, C 에서는 

견딜 수 없는 종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는 L. longifolia 가 무산소 

해역에서는 살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는데(Lim 

et al. 2006), 본 그룹이 여름철에 비교적 높은 용존산소량을(5 mg O2 

L-1 이상) 나타낸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선행연구와 비슷한 

경우일 가능성도 있다. 두번째로 우점하는 종인 S. tentaculata 는 

3.8%로 L. longifola 에 비해 확연히 낮은 우점도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Polydora sp.(3.6%), 다모류 중 요정갯지렁이과에 속하는 

Armandia lanceolata(2.5%)가 우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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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TB 2, 3, 6, 8)의 최우점종인 P. patiens는 Group B 출현 

종 전체 개체수에서 약 30%를 차지하였다. P. patiens는 본 

조사지역에서 LOI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종으로, 진해만에서 

자주 출몰하는 종으로 꼽히고 있다. P. patiens는 동경만에서 

빈산소수괴 형성 이후 이매패류인 T. fragilis와 다모류인 Sigambra 

sp., Scoletoma longifolia등과 함께 초기에 저서생물군집을 구성하는 

기회종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Kodama and Horiguchi 2011). 다음으로 

우점하는 종은 C. capitata로 본 종은 유기물 오염 지시종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논문에서 오염의 지표로써 언급되어 왔다. C. 

capitata는 특히 TB 3번 정점에서 다수 출현하였다. L. longifolia가 

다음으로 우점하였으며 본 종은 TB 2번 정점에서만 높은 밀도로 

출현하여 Group B의 특성을 설명하는 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L. longifolia의 다수 출현으로 인해 계절에 따라 TB 1, 9번 

정점과 같은 그룹으로 묶이기도 하였다. 본 그룹에도 역시 S. 

tentaculata(5.6%)가 출현하였다. 

 

Group C(TB 4, 5, 7, 10)에서는 T. fragilis가 40.3%의 개체수 

비율로 출현하였다. 다만 다른 그룹의 최우점종에 비해 적은 

개체수로 나타났으며(128 개체) Group C의 낮은 서식밀도로 인해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적은 개체수와 낮은 종다양성을 나타냈다. 최우점종인 T. fragilis는 

널리 알려진 유기물오염지시종으로 TB 10번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점하는 종은 P. patiens(8.5%)로써 TB 4, 5번 

정점에서만 출현하여 역시 본 그룹을 모두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으로 우점하는 갑각류인 Stomatopoda와 Oratosquilla 

oratoria가 각각 7.2%, 6.3%를 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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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형저서동물군집의 계절변동 특성  

 

3.3.1. 서식밀도 및 종수와 우점종 

 

2013년 11월(가을)에 연구지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출현종수는 총 2-34종의 범위를 보이며 총 63종, 서식밀도는 20-

2110 ind. m-2의 범위로 총 4,685 ind. m-2가 나타났다. 2014년 

1월(겨울)에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출현종수는 총 2-51종의 

범위를 보이며 총 88종, 서식밀도는 20-3,675 ind. m-2의 범위로 총 

8,225 ind. m-2가 나타났다. 2014년 4월(봄)에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출현종수는 총 8-67종의 범위를 보이며 총 105종, 서식밀도는 140-

4,990 ind. m-2의 범위로 총 11,235 ind. m-2가 나타났다. 2014년 

7월(여름)에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출현종수는 총 0-45종의 

범위를 보이며 총 70종, 서식밀도는 0-3,710 ind. m-2의 범위로 총 

6,390 ind. m-2가 나타났다. 이때 TB 2번 정점에서 무생물 지대가 

나타났다. 2014년 10월(가을)에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출현종수는 

총 1-47종의 범위를 보이며 총 63종, 서식밀도는 5-2,840 ind. m-2의 

범위로 총 7,720 ind. m-2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식밀도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증가하다가 봄에서 여름사이에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종 수 역시 서식밀도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2013년 

11월에는 전 조사기간 중 가장 낮은 서식밀도와 종수를 나타냈다. 

L. longifolia가 TB 1, 2, 9번 정점에서 높은 서식밀도를 보이며 전체 

정점에서 가장 우점하였다. 해당 조사기간에 두번째로 

우점출현하는 S. tentaculata가 TB 1, 2, 3, 8, 9, 10번 정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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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세번째로는 Paraprionospio coora가 우점출현하였으나, 

TB 1번 정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정점에서는 아예 

출현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수의 개체만이 조사되었다.  

 

1월 조사시에는 전체 서식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TB 2번 정점에서는 오히려 11월에 비해 개체수가 낮았다. 대신 TB 

1, 9번 정점에서 서식밀도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특히 9번 정점의 

개체수는 가을 조사때와 비교하여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현상에는 최우점종인 L. longifolia의 개체수가 TB 1, 

9번 정점에서 증가했다는 점이 크게 기여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TB 9번 정점에서 A. lanceolata, Marphysa sp. 등 비교적 깨끗한 

곳에서 사는 종들의 비율이 늘어났는 것이다. 반면 TB 10번 

정점에서는 오염지시종으로 널리 알려진 이매패류 T. fragilis가 

급격히 증가하여 극우점하였다.  

 

4월 조사에는 전체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서식밀도인 11,235 

ind. m-2이 조사되었다. TB 1, 3, 9번 정점에서 확연히 높은 밀도를 

보이는데, 이때 TB 3번 정점에서 C. capitata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C. capitata는 범세계적인 오염지시종으로써, TB 3번 

정점에서 1,725 ind. m-2의 높은 서식밀도로 출현하였다. 그외에 TB 

1번 정점에서 Notomastus sp.가 L. longifolia다음으로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고 TB 9번 정점에서도 1월 때 보다 증가한 서식밀도로 

나타났다. 더불어 T. fragilis가 TB 9번 정점을 제외한 모든 정점에서 

출현하였다. 이전 계절조사에서는 일부 정점(TB 10번 정점)에서만 

우점현상을 보이며 다른 정점에서는 출현하지 않거나 소수만이 

출현하던 것에 비해 사뭇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1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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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까지 대부분 정점에서 T. fragilis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성장이 덜 이뤄져 개체크기가 1 mm 보다 작아 조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TB 10번 정점의 경우에는 다른 정점에 

비해 T. fragilis의 가입이 더 빨리 이루어졌거나 해당 종이 성장 및 

서식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7월 조사 결과로는, TB 1, 3, 9번 정점을 제외한 나머지 

정점에서 10 ind. m-2 이하의 매우 낮은 서식밀도가 조사되었다. TB 1, 

9번 정점은 2,500 ind. m-2 이상의 서식밀도를 나타내 큰 차이를 

보였다. TB 3번 정점에서 C. capitata가 나타나지 않은 대신 TB 1, 

9번 정점에서 증가 출현하였다. 4월 조사에서 TB 1, 9번 정점에서는 

C. capitata가 조사되지 않았다가 여름철(7월)이 되며 갑자기 

개체수가 늘어난데에는 당시 C. capitata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어린 개체여서 개체크기가 1 mm보다 작아 조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전 조사인 봄철 조사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던 T. fragilis가 여름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이 

현상의 원인으로 몇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기회종의 

성격도 함께 띠고 있는 T. fragilis가 일시적으로 증가출현하였다가 

빠르게 사라졌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로는 미지의 요인이 

오염지시종인 T. fragilis조차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TB 2번 정점에서는 저서생물이 채집되지 

않았다. 2013년 11월에는 1,120 ind. m-2와 25종이 조사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이는 저서환경이 생물이 살기에 좋지 않게끔 

악화되다가 여름철이 되며 서식환경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TB 2번 정점의 환경변수 값을 다른 정점 

및 계절과 비교하면 TB 2번 정점 퇴적물 내 TOC 값이 2013년 

 36 



 

11월에서 2014년 7월으로 갈수록 증가하여 여름철에는 정점들중 

가장 높은 TOC 값을 나타냈다. 이는 TOC 값이 계절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는 다른 정점들과는 

상이한 결과이기도 하다. TB 2번 정점의 저서동물 서식밀도와 TOC 

값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2014년도 10월에는 총 서식밀도로 7,720 ind. m-2가 출현하였다. 

7월 조사 당시 대량출현하였던 C. capitata는 조사되지 않았다. 반면 

P. patiens의 서식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어떤 시기에 P. 

patiens가 가입되었으며, 성장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앞으로의 

조사에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형저서동물의 조사가 더 필요할 수 있다. 

 

대형저서동물의 계절적 변화중 우점종들의 계절적 변화는 

각기 우점종들끼리 특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각 종의 

생태적 특징에서 기인하여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종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혹은 종간 

상호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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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luster analysis of all of total 50 data set (10 locations by 5 seasons) in terms of macrofaunal species 
composition and abundance in the Jinhae Bay from Nov. 2013 to Oc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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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patial and seasonal distributions of macrofaunal clustered groups (A 
to G, see Fig. 8), concentrations of dissolved oxygen in water column, and 
concentrations of Cu and Ni in surface sediments in the Jinhae Bay from 

Nov. 2013 to Oct. 2014. 

 39 



 

3.3.2. 계절별 집괴분석  

 

계절과 정점을 모두 고려하여 집괴분석을 한 결과, 50개의 

계절별 정점이 8개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Group A는 전 조사기간의 

TB 1, 9번 정점을 포함한 열 개 정점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변수를 

살펴보면 평균 입도 5.0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조립한 퇴적물 

환경의 정점이 많았다. 수은을 제외한 중금속 농도에서도 다른 

정점군과 차이를 보였는데, 평균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δ13C 

(‰)은 평균보다 높은 값으로 다른 정점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Group A에 속하는 정점의 퇴적물 내 유기물이 다른 기원을 

가질 수 있음을 가리킨다. 그룹 내 총 출현종수 154종, 평균 

서식밀도 641 ind. m-2로 모든 그룹 중 가장 높은 종풍부도와 

서식밀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총 출현종수가 

166종임을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출현종이 본 정점군에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우점하는 종은 L. longifolia로 

나타났다. Group A의 특징종은 Lumbrineris longifolia, Capitella 

capitata, Chone teres, Dorvillea sp., Eteone sp., Glycera chirori, 

Heteromastus filiformis, Aricidea simplex, Musculus senhausia, Nemertinea, 

Ophiodromus sp., Paraprionospio coora, Platyhelminthes, Praxillella 

affinis, Prionospio membranacea, Tharyx sp. 로 16종이 선정되었다. 

 

Group B는 2013년 11월 10번 정점과 1월과 4월의 일부 

정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개 정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경변수 값들이 평균에 가깝게 나타났다. 그룹내 총 출현종수는 

59종, 평균 서식밀도는 39 ind. m-2로 나타났다. 특징종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우점하는 종은 T. fragilis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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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는 2013년 11월 TB 4번 정점과 1월과 4월의 일부 

정점으로 구성된 총 6개 정점군으로 나타났다. As를 제외한 모든 

중금속 농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룹내 총 출현종수는 

34종, 평균 서식밀도는 35 ind. m-2로 나타났다. 특징종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T. fragilis가 가장 우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Group D는 2013년 11월 TB 3번 정점과 10월 TB 2, 3, 4, 5, 8번 

정점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가을 조사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본 

정점군은 As를 제외한 모든 퇴적물 내 중금속 농도가 평균보다 

낮았다. 그룹내 총 출현종수는 27종, 평균 서식밀도는 91 ind. m-2로 

나타났다. 특징종은 P. patiens 로 1종이 선정되었으며, P. patiens가 

가장 우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Group E는 2013년 11월 TB 8번 정점과 2014년 10월 TB 10번 

정점 두 정점으로 이루어진 정점군으로, Li, Cd, As를 제외한 모든 

중금속 농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Hg의 농도는 8개 

그룹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그룹내 총 출현종수는 8종, 

평균 서식밀도는 6 ind. m-2로 나타나 종풍부도 및 서식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징종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Alpheidae와 S. 

tentaculata 가 가장 우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Group F는 1월의 TB 6번 정점과 7월의 TB 4, 5번 정점으로 

이루어져 총 3개 정점으로 구성되었다. 퇴적물 내 중금속 농도의 

경우 Ni, Li, Cd를 제외한 모든 중금속이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Li은 모든 정점군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이 외의 퇴적물 내 환경변수는 평균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룹 내 총 출현종수는 8종, 평균 서식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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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d. m-2로 나타나 종풍부도 및 서식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징종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최우점종은 L. 

longifolia와 Salpa sp. 로 조사되었다.  

 

Group G는 2013년 11월 TB 5번 정점과 2014년 10월 TB 6번 

정점 두 정점으로 이루어진 정점군으로, Zn, Cd, As가 평균보다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δ15N (‰) 값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룹내 총 출현종수는 8종, 평균 서식밀도는 7 ind. m-2로 

나타났다. 특징종으로 Brachyura sp.가 선정되었는데, 실제 그룹 

내에서는 1개체만이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 정점 중 Brachyura sp. 

가 단 1개체만이 나타났으며 본 정점군 내 전체 서식밀도가 매우 

낮아 나타난 결과였다. 가장 우점하는 종은 갯가재였다. 

 

Group H는 유사도가 매우 낮은 정점들로 구성하였다. 전 

조사기간의 2013년 11월 6, 7번 정점과 2014년 1월 TB 7번 정점, 

7월 TB 2, 3, 6, 7, 8번 정점, 10월 TB 7번 정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0개 정점으로 구성되었다. As와 Hg를 제외한 모든 중금속 농도가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Group F와 함께 

용존산소량의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서식밀도가 가장 높았던 4월을 제외하고 전 조사기간의 TB 7번 

정점이 본 정점군에 포함되었다. 이 그룹은 평균 서식밀도가 4 ind. 

m-2로 나타나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룹 내 총 

출현종수는 11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금속 농도가 서식밀도 

및 종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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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arameters and macrozoobenthic communities with clustered groups. 

  Group A Group B Group C Group D Group E Group F Group G Group H 

Environmental parameters 
Temperature (°C) 19.7 13.4 11.5 9.9 18.2 15.1 18.3 17.8 
Salinity (psu) 31.8 32.9 32.6 32.8 32.1 33.9 31.9 33.4 
pH 8.0 8.2 8.1 8.0 8.0 8.0 8.0 8.2 
DO (mg L-1) 6.2 8.1 9.2 9.1 6.9 5.5 6.9 5.5 
Grain size (ф) 9.8 5.0 8.5 10.0 9.9 10.0 10.0 9.9 
Cr (mg kg-1 dw) 37.0 26.7 43.8 52.1 53.1 53.9 49.6 47.9 
Cu (mg kg-1 dw) 17.3 18.7 24.3 28.4 31.9 20.8 31.0 23.2 
Pb (mg kg-1 dw) 12.2 13.3 15.9 19.1 19.9 14.9 15.0 16.5 
Zn (mg kg-1 dw) 63.9 63.9 86.3 95.9 99.3 84.1 96.6 89.3 
Ni (mg kg-1 dw) 16.8 11.5 19.9 24.4 24.2 24.7 23.5 22.7 
Li (mg kg-1 dw) 72.8 60.5 76.0 83.8 76.8 90.3 79.0 78.6 
Cd (mg kg-1 dw) 0.2 0.2 0.3 0.4 0.3 0.4 0.5 0.4 
As (mg kg-1 dw) 3.3 3.2 3.8 3.2 3.2 2.8 3.8 3.3 
Hg (μg kg-1 dw) 1.3 3.6 3.3 3.1 4.4 1.4 2.0 2.0 
OC (%) 2.1 1.9 2.2 2.2 2.0 2.0 2.8 2.6 
TN (%) 0.3 0.2 0.3 0.3 0.3 0.3 0.4 0.3 
δ13C (‰) -20.7 -21.4 -20.9 -20.7 -20.6 -20.5 -20.5 -20.6 
δ15N (‰) 7.3 7.4 7.0 7.1 7.1 6.9 8.4 7.3 

 

 43 



 

Table 2. (continued) 

  Group A Group B Group C Group D Group E Group F Group G Group H 

Macrozoobenthos 
  Number of species 27 474 118 54 8 8 8 14 

Mean density (ind. m-2) 547 6409 391 209 6 6 7 38 
Characterizing species Lumbrineris  

longifolia,   
Paraprionospio  

patiens  Brachyura sp.  

 Capitella capitate,        

 Chone teres,         

 Dorvillea sp.,         

 Eteone sp.,         

 Glycera chirori,        

 
Heteromastus  

filiformis,        

 Aricidea implex,       

 Musculus senhausia,       

 Nemertinea,        

 Ophiodromus sp.,       

 
Paraprionospio  

coora,       

 Platyhelminthes,       

 Praxillella affinis,       

 
Prionospio 

 membranacea,      
  Tharyx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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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 1, 9번 정점의 경우 L. longifolia의 연중 극우점으로 인해 

조사기간 내내 Group A에 속하였다. TB 2번 정점은 비교적 종 

조성의 변동이 커서 정점군이 계절별로 변하였다. 2013년 11월 

조사 당시에는 L. longifolia가 TB 1, 2번 정점에 걸쳐 서식하였기 

때문에 TB 1, 9번 정점과 함께 Group A에 속하였으나, 2014년 1월과 

4월 조사에서는 Group B에 속하였다. 여름철인 7월에는 생물이 

조사되지 않아 Group H에 속하였다. 그러나 다음 계절 조사인 

10월 조사에서는 P. patiens의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인해 Group 

D에 속했다. TB 3번 정점 역시 종조성의 계절적 변동이 큰 

정점이었다. 2013년 11월에 P. patiens가 우점하였다가, 4월에 Group 

A의 두번째 우점종이자 특징종인 C. capitata의 급격한 개체수 

증가가 나타났다.  그러나 다음 조사인 7월에 개체수가 급감하여 

적은 개체수가 특이점인 Group H에 속하게 되었으며, 2014년 

10월에는 2013년 11월에 출현했던 P. patiens의 극우점과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Group D의 정점으로 구성되었다. TB 4번 정점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Group C에 속하였다가 이후 

정점군이 B, F, D 순으로 바뀌게 된다. 평균 개체수가 73 ind. m-2 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종 조성의 작은 변화로도 정점군이 바뀌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TB 5, 6, 10번 정점에서도 나타난다. 단, 

평균 개체수가 56 ind. m-2 에 불과한 7번 정점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점의 평균 개체수가 가장 높았던 4월 봄 조사를 제외하고 Group 

H의 정점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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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태지수를 이용한 건강성 평가  

 

연구지역의 저서환경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섯가지의 

생태지수, AMBI와 M-AMBI, H’, EQR, BPI를 사용하였다. 위 

생태지수들을 통해 얻어진 값들은 High, Good, Moderate, Poor, Bad에 

해당하는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다(Labrune et al. 2005; Muxika et al. 

2005; Blanchet et al. 2008). 본 조사해역은 전체적으로 Moderate 

등급의 오염상태를 나타냈다. 계절과 정점에 따라 생태적 

건강성은 각기 다르게 분석되었다. 더불어 동일 조건 내에서 

생태지수에 따라서도 다양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AMBI의 경우 

분석결과중 40%가 Poor 등급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Good과 

Moderate 등급이 동일한 횟수로 나타났다. M-AMBI의 경우에는 

Bad 등급(28%)을 가장 많이 나타냈으나, 그 뒤에 이어지는 Poor 

(26%), Moderate(22%) 등급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EQR은 

분석결과의 36%가 Moderate 등급을 부여했으며, 다음으로 Poor가 

34%로 비슷한 횟수로 나타났다. H’ 지수의 경우에는 다른 

지수들과 달리 High 등급이 4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Moderate(20%), Good(16%) 등급이 많이 나타났다. BPI는 

분석결과중 66%가 Bad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Poor 

등급이 1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High 등급이 8%를 

차지했다. 본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생태 평가를 할 때, BPI가 가장 

나쁜 평가를 내리며, H’이 가장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B 1번과 9번 정점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두 정점이지만,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생태지수에 따라 평가 결과 차이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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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먼저 H’은 TB 1, 9번 정점에서 조사기간 내내 High 

내지는 Good 등급을 나타냈다. 그러나 BPI를 이용한 건강성 

평가에서는 TB 1, 9번 정점이 조사기간 내내 Poor 내지는 Bad 

등급을 나타내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BPI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생태지수로 저서생물의 서식특성을 고려한 환경평가 

방법중 하나이다. 종다양성만을 나타내는 H’ 지수와는 달리 

생물의 생태적 특성이 반영된 평가방법으로 L. longifolia를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이 극우점하고 있는 TB 1, 

9번 정점이 Poor에서 Bad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편 

AMBI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지수로 역시 각 종의 유기물 오염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여 계산한다. 마찬가지로 TB 1, 9번 정점을 

H’ 지수보다 저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TB 1, 9번 

정점에서뿐만이 아니라, H’ 지수는 다른 생태지수에 비해 좋은 

환경평가를 하는 경우가 잦았다. 출현 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H’ 지수는 자칫 기회종과 유기물오염지시종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진 교란된 환경을 오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H’ 지수 만으로 대상 지역의 생태적 건강성을 따지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비단 H’ 지수뿐만 아니라 각 생태지수가 동일한 

지역에 대해 각기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에 알려진 생태지수 

하나만으로 해당 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각 생태지수는 적용 지역에 맞게 수정되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점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곳은 TB 7번 정점이었다. 

생물의 수가 적거나, 우점하는 종이 T. fragilis와 같은 오염지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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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3년 11월 조사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해당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Oratosquilla oratoria(갯가재)가 25 ind. m-2의 서식밀도가 

조사되었고, Mesochaetopterus sp. 가 10 ind. m-2 로 낮은 서식밀도에 

단 두종만이 출현하는 정점인데도 불구하고, O. oratoria가 BPI와 

AMBI에서 1등급을 받는 종이라는 이유로 High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갯가재가 다른 저서동물에 비해 이동성이 큰 생물임을 

생각하면 해당 누적환경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2013년 가을 이외에는 TB 7번 정점의 생물의 서식밀도가 

극히 낮거나 오염지시종인 T. fragilis가 우점하여 모두 Poor이나 

Bad 등급으로 분석되었다. 

 

계절에 관계없이 TB 4, 5, 7번 정점은 낮은 평가를 받는 경향을 

보였다. 낮은 평가를 받게 된데에는 첫번째로 정점에서 출현한 

생물의 개체수 및 종수가 극히 적기 때문이고, 두번째로 

전반적으로 개체수 및 종수가 적은 가운데 우점하는 종이 T. 

fragilis나 P. patiens같은 오염지시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염지시종 역시 우점비율이 높을 뿐 개체수는 높지 않았다. 

빈산소 현상이 일어나면 군집이 양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Riedel et al. 2012), 해당 정점들은 여름철에 발생한 빈산소 

현상 이후 저서군집의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2013년 가을은 예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앞서 TB 7번 정점과 동일하게 갯가재의 우점출현으로 인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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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ercent frequency (%) of ecological quality status based on five 
benthic indices (AMBI, M-AMBI, EQR, H’, and BPI) in in the Jinhae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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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선행 연구와의 비교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의 군집구조를 비교해 보면 우점종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넓은 

범위로 정점이 겹치는 Lim et al. (1994)의 연구와 본 연구의 

군집변동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Lim et al. (1994)은 1990년 

10월 가을철에 출현종이 적고 서식밀도가 낮은 반면 1991년 4월 

봄철에는 출현종이 많고 서식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조사결과와도 상당히 흡사한 패턴이다. 우점종의 

측면에서도 일부 유사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최우점종이 L. 

longifolia인 점과 C. capitata가 겨울철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기 

시작하여 봄철에 높은 밀도로 발견되었던 점이 본 연구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5계절 조사를 포함해 진해만에서 

이루어진 총 19번의 과거 조사들을 분석해보았다(Fig. 9). 19번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상위 우점종 3개를 대상으로 하여 집계한 

결과, 2011년 2월, 2013년 2월, 11월을 제외하고 모든 조사에서 L. 

longifolia가 우점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L. longifolia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교란된 환경에서 우점출현하는 경향을 보이고, 

유기물이 과다집적된 유기물 오염해역에서 집중출현하는 특성을 

가지기도 하는 기회주의적종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에서 L. 

longifolia가 극우점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처럼, 1990년이나 1998년, 

2013년 등에서도 L. longifolia의 극우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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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높은 빈도로 출현한 우점종은 P. patiens로 19번의 

조사 중 8번의 조사에서 우점출현 하였다. P. patiens는 2013년 조사 

이후부터 우점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P. patiens와 

형태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P. pinnata가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서 우점출현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Paraprionospio 속에 속한 

종들은 대부분 형태적으로 유사하고, 종 동정의 주요점인 기관인 

아가미가 체질이나 생물선별 과정에서 유실되기 쉬워 동정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Paraprionospio 속에 속하는 두 종이 같은 

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두 

종이 정말로 당시에 실재하였으나 생태적 교란 이후 P. pinnata가 P. 

patiens로 대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는 T. fragilis가 19번 중 7번의 조사에서 

우점출현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S. tentaculata가 6번의 조사에서 

우점출현하였다. L. longifolia나 S. tentaculata, Tharyx sp., C. teres, T. 

fragilis 등의 우점종이 약 25년 이상의 기간동안 꾸준히 

출현하였다. 언급된 우점종들 중 상당수가 주로 교란된 환경에서 

출현하는 종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조사해역이 오랜 기간 

오염 혹은 교란된 해역임을 알 수 있으며 보전 및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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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mporal trends of macrozoobenthic communities in the Jinhae Bay from 1983 to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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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진해만 남서부 해역 조하대의 

대형저서동물군집과 환경변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세가지로 나누면 첫번째로 대형저서동물군집의 

시공간 분포와, 이를 결정하는 환경요인 특성, 생태지수와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지역의 건강도와 생태평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로, 대형저서동물 군집의 전체 서식밀도 

및 종풍부도는 봄철에 높고 가을에 낮은 전형적인 

반폐쇄성만의 특성을 나타냈다. 군집구조의 시공간적 특성을 

보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몇가지 흥미로운 특징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봄 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사 결과에서 TB 1, 9번 

정점이 가장 높은 서식밀도와 종수를 나타냈다. 높은 

서식밀도에는 Lumbrineris longifolia의 극우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봄철에 조사된 군집은 TB 9번 정점에서 

가장 높은 서식밀도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오염지시종으로 

알려진 Capitella capitata가 급격히 증가한 TB 3번 정점이 높은 

서식밀도를 나타냈다. TB 3번 정점은 다음 계절인 여름에 극히 

적은 개체수만이 조사되었으며, 가을이 되며 기회종으로 

알려진 Paraprionospio patiens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2014년 가을 조사에는 TB 3번 정점뿐만 아니라 TB 2, 4, 

5, 8번 정점에서 P. patiens가 극우점하며 매우 낮은 종다양성을 

나타냈다.  

 

주요 결과 중 두번째로 중금속의 농도와 유기물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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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 1, 9번 정점에서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생물 

개체수의 공간분포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여름철에 

비교적 수심이 깊은 정점에서 극히 낮은 서식밀도 및 종 

풍부도를 보인다. 이는 낮은 용존산소량 혹은 빈산소현상으로 

인해 생물이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TB 9번 

정점의 퇴적물 내 유기물의 C/N 비는 다른 정점과 다른 값을 

나타내는데, 육상 기원의 유기물이 우세하다고 할수 있다. 

유기물 기원의 차이가 본 퇴적환경은 물론 퇴적물 식자가 

우세한 대형저서동물군집의 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세번째로 생태지수를 이용하여 건강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지역은 전체적으로 Moderate 등급을 받았다. 생태지수마다 

차이는 있으나 공간적으로는 TB 7번 정점에서, 계절적으로는 

여름철에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생태지수 중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BPI 지수가 가장 낮은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의 군집구조를 

비교해 보면 우점종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L. longifolia나 S. tentaculata, Tharyx sp., C. teres, T. fragilis 

등의 우점종이 약 25년 이상의 기간동안 꾸준히 출현하였다. 

언급된 우점종들 중 상당수가 주로 교란된 환경에서 출현하는 

종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조사해역이 오랜 기간 오염 

혹은 교란된 해역임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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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1.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in sediments collected 
from Jinhae Bay in Nov. 2013 to Oct. 2014 and sediment quality 
guidelines of NOAA (mg kg-1 dw; Hg: μg kg-1 dw). 

  Cr Cu Pb Zn Ni Li Cd As Hg 
Sediment 
quality 
guidelines 

ERL 81.0 34.0 46.7 150.0 20.9  1.2 8.2 0.2 

ERM 370.0 270.0 218.0 410.0 51.6  9.6 70.0 0.7 

Nov. 2013 

TB1 32.5 11.8 16.8 71.2 12.4 88.4 0.1 4.1 3.5 

TB2 54.3 38.3 26.0 117.7 25.3 99.2 0.6 4.7 2.9 

TB3 46.4 23.9 17.0 86.7 20.2 97.8 0.3 5.2 1.7 

TB4 56.0 38.8 21.4 114.3 26.7 94.0 0.6 4.1 2.5 

TB5 53.2 41.2 15.6 115.7 25.7 77.9 0.6 4.9 3.0 

TB6 56.0 27.1 18.1 124.8 26.6 73.4 0.6 4.8 3.7 

TB7 53.7 31.8 18.4 107.6 26.7 81.0 0.4 4.1 4.2 

TB8 62.3 45.7 23.9 122.2 26.7 77.7 0.4 4.7 4.3 

TB9 24.9 17.2 9.8 48.7 9.6 35.0 0.2 3.7 2.0 

TB10 53.3 27.0 18.9 110.0 26.2 85.7 0.3 3.2 5.8 

Min 24.9 11.8 9.8 48.7 9.6 35.0 0.1 3.2 1.7 

Max 62.3 45.7 26.0 124.8 26.7 99.2 0.6 5.2 5.8 

Mean 49.3 30.3 18.6 101.9 22.6 81.0 0.4 4.4 3.4 

SD 11.6 10.9 4.5 25.0 6.5 18.4 0.2 0.6 1.2 

Jan. 2014 

TB1 22.3 23.2 14.1 72.1 9.8 69.9 0.1 3.4 5.6 

TB2 35.0 15.8 11.8 57.7 15.3 71.8 0.3 5.7 1.7 

TB3 40.5 35.6 17.5 96.2 17.7 84.6 0.3 4.9 5.3 

TB4 44.7 24.3 17.3 77.7 20.9 73.8 0.5 3.6 2.5 

TB5 47.0 51.4 15.0 123.6 23.1 66.1 0.5 5.1 3.3 

TB6 54.1 23.4 17.1 92.5 23.9 87.8 0.4 3.8 1.4 

TB7 53.7 25.9 16.6 97.9 25.7 84.6 0.4 3.3 1.7 

TB8 56.6 28.3 16.9 99.4 24.9 77.9 0.3 4.2 2.5 

TB9 10.5 5.9 5.2 22.9 4.0 15.9 0.1 2.8 3.3 

TB10 53.1 23.9 21.0 99.2 25.9 87.6 0.2 2.8 6.0 

Min 10.5 5.9 5.2 22.9 4.0 15.9 0.1 2.8 1.4 

Max 56.6 51.4 21.0 123.6 25.9 87.8 0.5 5.7 6.0 

Mean 41.8 25.8 15.3 83.9 19.1 72.0 0.3 4.0 3.3 

SD 15.2 11.9 4.3 28.0 7.4 21.2 0.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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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tinued). 

    Cr Cu Pb Zn Ni Li Cd As Hg 

Apr. 2014 

TB1 21.3 24.8 14.9 78.5 12.0 85.9 0.2 1.2 3.4 

TB2 25.9 17.0 12.2 56.7 11.9 50.1 0.4 6.0 1.3 

TB3 43.3 23.8 17.4 85.2 19.4 97.7 0.3 5.0 1.7 

TB4 52.7 20.7 13.1 76.1 24.4 89.4 0.4 2.8 2.3 

TB5 53.7 23.2 16.9 91.3 25.0 85.7 0.5 2.8 1.3 

TB6 45.2 25.6 19.7 94.2 21.0 76.0 0.5 4.4 1.6 

TB7 49.1 22.1 18.4 97.3 23.7 83.9 0.3 2.7 1.7 

TB8 51.9 41.4 19.9 108.1 22.3 71.5 0.3 3.7 3.8 

TB9 24.1 17.4 10.1 47.9 9.6 34.4 0.1 3.3 4.1 

TB10 53.4 18.8 17.9 85.0 25.6 90.2 0.2 2.1 2.6 

Min 21.3 17.0 10.1 47.9 9.6 34.4 0.1 1.2 1.3 

Max 53.7 41.4 19.9 108.1 25.6 97.7 0.5 6.0 4.1 

Mean 42.1 23.5 16.1 82.0 19.5 76.5 0.3 3.4 2.4 

SD 13.1 7.0 3.3 18.3 6.1 19.8 0.1 1.4 1.1 

Jul. 2014 

TB1 24.4 17.8 14.0 74.4 8.8 63.3 0.1 2.0 5.8 

TB2 19.4 16.4 10.4 50.8 9.5 40.2 0.4 3.5 0.8 

TB3 46.1 21.7 16.6 81.4 20.2 101.8 0.2 3.4 1.4 

TB4 51.9 19.1 15.0 77.7 24.5 91.5 0.4 2.4 1.3 

TB5 55.7 19.9 12.6 82.0 25.8 91.6 0.3 2.2 1.4 

TB6 50.0 24.5 18.6 91.2 23.4 83.9 0.5 3.1 1.3 

TB7 52.9 20.0 13.7 80.6 25.8 83.8 0.2 2.0 2.0 

TB8 53.1 18.2 17.8 81.9 23.7 77.2 0.2 2.8 1.3 

TB9 9.6 6.3 4.6 20.8 3.7 15.0 0.1 2.2 3.7 

TB10 42.3 17.2 13.4 74.1 20.9 74.4 0.2 1.9 4.2 

Min 9.6 6.3 4.6 20.8 3.7 15.0 0.1 1.9 0.8 

Max 55.7 24.5 18.6 91.2 25.8 101.8 0.5 3.5 5.8 

Mean 40.5 18.1 13.7 71.5 18.6 72.3 0.3 2.6 2.3 

SD 16.5 4.8 4.0 20.7 8.1 26.5 0.1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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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tinued). 
    Cr Cu Pb Zn Ni Li Cd As Hg 

Oct. 2014 

TB1 24.0 21.3 14.7 73.7 8.8 64.6 0.1 2.7 6.5 

TB2 40.5 18.5 13.0 66.3 18.2 82.1 0.3 4.0 1.0 

TB3 35.9 19.0 13.7 66.0 16.0 84.9 0.2 3.2 1.3 

TB4 44.9 21.2 11.6 74.4 21.4 80.2 0.4 2.5 1.4 

TB5 50.3 19.5 15.0 80.2 23.5 84.1 0.3 2.1 1.1 

TB6 46.0 20.8 14.3 77.4 21.2 80.0 0.3 2.6 1.0 

TB7 45.8 23.5 18.1 87.9 22.7 81.7 0.3 2.4 1.9 

TB8 55.4 29.8 15.8 101.5 24.8 75.8 0.3 1.8 4.0 

TB9 3.9 1.7 3.0 9.5 1.4 7.6 0.0 2.6 1.5 

TB10 43.9 18.1 15.8 76.4 21.7 75.9 0.2 1.7 4.6 

Min 3.9 1.7 3.0 9.5 1.4 7.6 0.0 1.7 1.0 

Max 55.4 29.8 18.1 101.5 24.8 84.9 0.4 4.0 6.5 

Mean 39.1 19.3 13.5 71.3 18.0 71.7 0.2 2.6 2.4 

SD 15.0 7.1 4.1 24.1 7.4 23.3 0.1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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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al and seasonal variations of 
macrozoobenthic communities of south-west 

part of Jinhae bay, South Sea, Korea 
 

Hanna Bae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nthic community and 

environmental parameters often provides better description of 

ecological impact caused by human activities. In particular, monitoring 

of such association in time and space would be useful to address 

specific factor(s) controlling benthic community health.  In this study, 

spatiotemporal dynamics of macrofaunal assemblag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sedimentary condition was examined in the Jinhae Bay 

(n = 10), over five consecutive seasons in 2013-2014.  The target 

sedimentary parameters included grain size, organic content, C/N ratio, 

carbon and nitrogen stable isotope ratios, and heavy metals.  From the 

benthic community data, five ecological indicators were calculated to 

evaluate site-specific ecological qualities.  Benthic environments were 

consistently found to be clay dominated bottoms (>70%), with fairly 

great organic contents (>2%) over five seasons.  Meantime, the 

benthic community showed the seasonal patterns with spring 

abundance peak and summer species distinction. Such seasonal 

variation, say spring bloom could be explained by the drastic increases 

of Capitella capitata at certain sites, particularly near the coa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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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s.  The oyster farms situated in the south inner most locations 

seemed to provide organic-rich bottoms being dominated certain 

opportunistic species, including Lumbrineris longifolia or organic 

polluted indicators, such as Paraprionospio patiens in spring.  

Meantime, the assessment of ecological quality using five ecological 

indicators generally indicated the Jinhae Bay being moderately polluted 

but exceptionally poor in few locations or during limited seasons.  

Further, the ecological qualities against heavy metals or possible land-

based pollution in the study area were addressed as part of study. 

  

Keywords: spatio-temporal distribution, ecological quality index, 

sediment quality assessment, marine pollution, Jinhae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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