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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삿갓조개는 분류학상으로 연체동물문(Phylum Mollusca), 복족강(Class 

Gastropoda)에 속하는 삿갓조개아강(Subclass: Patellogastropoda)을 총칭하는 

해양저서동물이며 암반 조간대에서 보편종이자 핵심종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종이다. 그러나 여러 서식 환경에서 삿갓조개의 주요 

먹이원 및 생태적 기능의 연구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아시아 및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삿갓조개의 영양생태 연구 

미흡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상이한 서식지에서의 삿갓조개의 주요 

먹이원을 파악하고 생태적 기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상이한 서식 조건을 가진 한반도의 세 섬(대부도, 거문도, 

울릉도)에서 잠재적 먹이원, 저서동물, 우점 삿갓조개를 채집하여 질소 

및 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법을 이용하여 안정동위원소 값을 확보하였다. 

확보한 안정동위원소 값을 이용하여 먹이원 기여도 분석 및 영양단계를 

산출하였다. 서식지 내 삿갓조개의 크기별 섭식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부도의 경우 암반 미세조류, 갯벌 미세조류, 식물플랑크톤 

순으로 주로 섭식하였다. 거문도의 경우 암반 미세조류, 해조류, 

식물플랑크톤 순으로 주로 섭식하였으며, 울릉도의 경우 식물플랑크톤, 

암반 미세조류, 해조류를 주로 섭식하였다. 또한 세 서식지 모두에서 

삿갓조개는 일차소비자이자 초식자인 영양 지위를 보였으며, 서식환경의 

주요 먹이원을 반영하여 상위영양단계로 전달하는 영양매개자임을 

추정하였다. 주요 먹이원의 경우 조차나 파도 세기와 같은 환경조건에 

의해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각기 다른 서식 조건에서 

삿갓조개의 서식지 내 주요 먹이원을 정량화하여 파악하였으며, 생물 

군집 내 삿갓조개의 영양지위를 확인하였다. 본연구결과는 삿갓조개의 

생태연구 및 암반 조간대 먹이망 연구의 기본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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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삿갓조개류(Subclass: Patellogastropoda)의 분류학적 위치는 

연체동물문(Phylum Mollusca), 복족류(Class Gastropoda)에 속하는 생물이며, 

암반 조간대 생물군집 내에서 잘 알려진 초식성 해양동물이다(Branch, 

1981; Jenkins et al., 2005). 삿갓조개는 단단한 껍질과 발달한 근육조직을 

가지고 있어 강한 파도와 조차를 가진 암반 조간대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했다(Rozic et al., 2014).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삿갓조개는 여러 

지역의 암반 조간대에서 흔히 발견되는 우점종이며, 암반생태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생태적 기능(trophic function)을 하고 있다(Branch, 1985; 

Fernández & Castilla Notman, 2016; Ponder & Lindberg, 1997; Powell, 1973; 

Schaal & Grall, 2015).  

삿갓조개류는 여러 지역에서 중금속 및 유기물에 대한 오염물 

지시자(pollution indicator), 오염의 위해성 평가 및 온도상승을 지표 하는 

바이오마커(biomarker)로 이용되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물이다(Bresler et al., 2003; Burton et al., 1983; Cartwright et al., 

2006; Davies and Hatcher, 1999; Douhri and Sayah, 2009; Fernández-Tajes et al., 

2011; O'Leary and Breen, 1997; Pérez-López et al., 2003). 삿갓조개는 생태학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생물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삿갓조개의 

생태를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Airoidi and Hawkins, 2007; Colemen et 

al., 2006; Hirano, 1979; Iwasaki, 1992; Iwasaki. 1998; Johnson et al., 1997; Keough 

et al., 1997; Santini et al., 2019; Silva et al., 2008).  

기존의 연구결과 삿갓조개류는 날카로운 치설을 통해 저서암반의 

해조류나 저서미세조류, 중형저서동물들을 긁어 비선택적으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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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해수로부터 침강되어 암반에 쌓인 

식물플랑크톤이나 식물플랑크톤 기원의 쇄설물(detritus)을 섭식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Davies et al., 1992; Davies and Beckwith, 1999; Ding et al., 

2018; Kamimura and Tsuchiya, 2004, Kamimura and Tsuchiya, 2006; Prusina et al., 

2015). 또한 군집(Community) 내에서 삿갓조개는 암반생태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1차 생산자를 섭식하고 해양 포유류, 새류, 어류, 불가사리, 

육식성 고둥과 같은 다양한 상위영양단계 생물에게 먹혀 일차생산자와 

상위영양단계 생물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양매개자(trophic mediator)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되었다(Choy et al., 2008; Choy et al., 2011; Niu et al., 

1991; Power et al.,1996).  

하지만 삿갓조개의 섭식과 생태적 기능을 포함한 생태연구는 주로 

유럽과 북미와 접하고 있는 대서양에서 주로 진행되었다(Coleman et al., 

2006; Crowe et al., 2013; Powell, 1979; Davies et al., 2007; Hawkins and Hartnoll, 

1983; Hulbert, 1980; Lummis, 2012; Jenkins et al., 1999, 2001; Mieszkowska and 

Lundquist, 2011; Paine, 2002; Rafaelli and Hawkins, 1999; Schiel and Taylor, 1999; 

Southward, 1964). 그러나 아시아권에서의 삿갓조개의 섭식과 

생태적기능을 고려한 영양생태(Trophic ecology)연구는 매우 미흡하다(Ding 

et al., 2018). 삿갓조개가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연구가 미흡한 아시아 해역인 북서 태평양에서 서식환경에 따른 

삿갓조개의 영양생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태계 내에서 생물의 영양생태에 관한 연구는 생물의 섭식과 군집 

수준에서 생물의 생태적 기능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다. 영양생태 

연구는 먹이망 구조내 생물의 기능적 역할,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와 영양소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Post, 2002; Vander Zanden 

and Rasmussen, 1996). 또한 남극과 대서양 연안에서 삿갓조개류의 섭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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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결과에서 삿갓조개류의 성장에 따른 이동 및 소화기관의 

발달로 인한 섭식변화를 보였으므로 삿갓조개류의 전반적인 영양생태를 

확인하기 위해 크기에 따른 삿갓조개의 섭식 및 영양단계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Tilman, 1994; Choy et al., 2010; Rozic et al., 2014).  

기존의 삿갓조개의 섭식이나 생태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위내용물 

분석이나 위 내용물 내 엽록소 조성확인, 그리고 조직의 질소 및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Atta and Chaghtai, 2012; 

Choy et al., 2011; Ding et al., 2018; Notman et al., 2016). 해양생물의 위 내용물 

분석법을 통한 섭식연구는 섭식한 먹이원을 직접 관찰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화가 빠른 먹이원이나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위 내용물은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Bo et al., 2019; Jones and 

Waldron, 2003; Kang et al., 2021). 하지만 질소 및 탄소 

안정동위원소분석법을 활용할 경우 생물의 실제 체내에 동화되는 

유기물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축적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생물의 섭식 연구와 먹이망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된다(Kang et al., 2020; Lee et al., 2020; Noh et al., 2019). 질소 

안정동위원소비(δ15N) 값은 해양에서 먹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3–5‰ 

농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Niro and Epstein, 1981; 

Minagawa and Wada, 1984). 또한 탄소 안정동위원소비(δ13C)값은 해양에서 

먹이원에 비해 약 1‰ 정도 농축이 된다고 보고되었다(DeNiro and Epstein, 

1978). 이러한 동위원소의 함량 비율 변동을 이용하여 생물 내 동화된 

주요 먹이원을 추적하고 해양 생태계 먹이망 구조 및 기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Cucherousset and Villéger, 2015; Layman et al., 

2007).  

높은 생물 다양성을 보이는 한반도 연안은 삼면이 바다이며 각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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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독특한 서식환경을 보인다(Khim and Koh, 2014; Khim et al., 2021). 이러한 

원인은 서해, 남해, 동해의 상이한 조차, 파도세기, 수심 및 퇴적물과 

같은 물리해양학적 환경 특성 차이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Khim and 

Koh, 2014; Lee, 2003; Oh and Suh, 2006). 서해는 낮은 경사와 큰 조차, 

다량의 육상기원의 퇴적물 유입으로 인해 니질 및 사질연안이 잘 발달해 

있다(Cho et al., 1993; Milliman et al., 1983). 남해는 낮은 수심의 리아스식 

해안이 잘 발달하여 있으며 연안의 경우 사∙니질 및 암반 해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Kee and Yang, 2021). 동해는 수심이 

깊으며 연안은 사질 및 암반 해안이 발달해 있다(Choy et al., 2016). 그 중 

섬 생태계는 각 연안에 형성되어 있는 해양 환경적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다(Hong et al., 2011). 특히, 대부도(서해), 거문도(남해), 

울릉도(동해)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건설부, 1981; 해양수산부, 

2014; 해양수산부, 2017) 각 지역 고유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각기 다른 서식환경에서의 해양동물의 영양생태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삿갓조개의 조직 내 질소 및 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법을 이용하여 서식환경이 서로 다른 한반도 3개 해역의 암반조간대 

군집 내의 우점 삿갓조개의 영양생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상이한 환경을 특성을 가진 한반도 3 개 해역에서 조사할 섬을 

선정하여 삿갓조개의 주요 먹이원을 조사하였으며, (2) 각 섬의 조간대 

암반생태계 먹이망에서의 삿갓조개의 섭식기능군과 영양지위에 대해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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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료 및 방법 
 

2.1. 연구지역 
 

연구대상인 삿갓조개를 채집하기 위해서 서해, 남해 및 동해의 암반 

조간대 정점을 선정하였다(Figure 2.1.). 서해의 정점은 경기 만에 위치한 

대부도 한 정점(고랫부리 해안: DB), 남해의 정점은 거문도 두 

정점(등대길: G1, 유림해수욕장: G2), 동해의 정점은 울릉도의 두 

정점(통구미 해안: U1, 현포항: U2)을 선정하였다. 조사시기는 

생물다양성과 생물량이 가장 많은 하계에 진행하였으며, 대부도는 

2020년 7월, 거문도와 울릉도는 2020년 8월에 잠재적 먹이원 및 

저서동물과 삿갓조개를 채집하였다. 대부도는 2017년, 울릉도는 

2014년도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거문도는 1968년도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 및 남획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각 정점은 상이한 환경 특성을 나타냈다(Table 1.1.).  

서해 대부도는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평균 조위 차는 4.5–5.0 

m이며, 주변 해수면이 낮고 2 km 이상 넓은 갯벌이 발달해 있다(Kwon et 

al., 2018). 대부도 인근은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과 시화호 유입수의 

영향을 받아 해수에서 높은 아질산질소, 질산질소 농도가 관찰된다(Jang 

et al., 2011). 또한 대부도 조간대는 주변에 넓게 형성된 갯벌에서 유입된 

미립 입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해 대부도의 암반 조간대는 

갯벌에서 재부유한 퇴적물의 높은 탁도로 인하여 대형 해조류가 빈약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한 거문도의 경우 평균 조위 차는 1.5–2.0 m 

나타내고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다(Lim et al., 2017).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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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대 하부 및 조하대에 해조류 군집이 잘 발달해 있었다. 

울릉도는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 조위 차는 30 

cm미만이며, 해안선 주변 수심이 매우 깊어 좁은 암반 조간대가 발달해 

있다(Kim et al., 2016). 인근 조간대 하부 및 조하대에 해조류 군집이 잘 

발달해 있었다. 



` 

7 
 

 
 
Figure 2.1.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s in three Korean islands (Daebudo, DB; Geomundo, GM; Ulleungdo, UL). Habitat locations are shown in enlarged 
maps, Yellow squares indicate the sampling sites and relatively frequency of limpet species in the correspond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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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Environmental parameters of atmosphere and seawater were obtained 
from the national monitoring stations near three Korean islands (Daebudo, DB; 
Geomundo, GM; Ulleungdo, UL) in 2020 (KHOA, 2021; NIFS, 2021; MOBIS, 
2021). Values reported as means with standard deviations (s.d.). 
 
 

Environmental parameter DB GM UL 
  mean s.d. mean s.d. mean s.d. 
Wind speed (m/s)a 23.1 5.9 4.1 0.8 1.5 0.8 
Tidal range (cm)a 437.6 215.1 187.3 72.2 31.0 10.3 
Sea water parameters       
Temperature (oC)b 13.9 8.1 26.1 1.7 25.1 1.0 

Salinity (psu)b 30.5 1.3 31.8 0.6 32.8 0.4 
Dissolved oxygen (mg L-1)b 9.3 2 5.2 0.5 5.3 0.5 
Chl- a (mg m-3)c 8.2 11.2 1.4 0.6 0.7 0.8 
Nutrient (㎍ L-1)b             

  NO2–N  15.3 14.9 1.8 1.2 0.4 0.3 
  NO3–N  114.0 117.7 31.7 31.3 24.7 23.5 
a KHOA 2021.  
b NIFS 2021. 
c MOBI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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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장조사   
 

2.2.1. 삿갓조개류의 채집과 생태특징 
 

각 정점에서 암반에 서식하는 삿갓조개는 방형구(50cm x 50cm)를 

통한 정량 채집을 통해 우점종을 파악한 후 끌을 이용하여 암반에 

붙어있는 삿갓조개류를 떼어낸 뒤 정성채집 하였다. 채집한 

삿갓조개류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동결상태를 유지하며 실험실 

가져왔다.  

대부도에서 우점적으로 채집된 삿갓조개는 

둥근배무래기(Nipponacmea concinna)이었다. 둥근배무래기는 삿갓조개 

아강(Patellogastropoda), 두드럭배말 과(Lottioidae), 배무래기 

속(Nipponacmea) 에 속한다. 둥근배무래기는 한반도 전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에 넓게 분포하며 암반 조간대의 상부 및 중부에 

서식한다(Takada, 2001). 일본 아마쿠사섬에서 관찰된 바에 따르면 

둥근배무래기는 봄철에 가입하며 발생 이후 6개월 동안 각장 15 mm 

까지 급격한 성장을 하며 수명은 약 1.5 년으로 보고되었다(Takada, 1997). 

또한 둥근배무래기는 서식환경을 많이 벗어나지 않으며, 암반 

미세조류를 주로 섭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kada, 2001).  

거문도와 울릉도에서 우점적으로 채집된 삿갓조개류에 속하는 종은 

애기삿갓조개(Cellana toreuma)이었다. 애기삿갓조개는 삿갓조개 아강 

(Patellogastropoda) 애기삿갓조개 과(Nacellidae), 진주배말 속(Cellana)에 

속한다. 애기삿갓조개는 한반도 전역과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서태평양 전역에 넓게 분포하며 중부 및 하부 암반 조간대에 

서식한다(Dong et al., 2014; Iwasaki, 1992). 일본 및 홍콩에서 관찰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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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주로 봄철 및 가을철에 가입하며 발생 후 6개월 간 각장이 20 

mm 까지 성장하며 수명은 약 1–2년으로 추정된다(Villarta, 2015; 

Yamamoto et al., 2003). 애기삿갓조개는 귀소행동(site fidelity)을 보이며 

서식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동성이 적은 종으로 알려져 있다(Iwasaki, 

1992). 일본 사토섬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애기삿갓조개는 조석에 

따른 해류의 이동에 따라 암반조간대를 이동하며 만조시기나 암반 

조간대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섭식활동을 멈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rano, 1979). 애기삿갓조개는 암반 저서미세조류, 해조류, 수층 

식물성 플랑크톤을 섭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중국 연안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수층 식물성플랑크톤과 암반 미세조류의 서식지 내 

풍부도와 비례하여 섭식이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Di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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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잠재적 먹이원과 저서생물 채집 
 

암반에 서식하는 삿갓조개의 잠재적 먹이원(갯벌 미세조류, 암반 

미세조류, 해조류, 식물플랑크톤)과 저서동물을 각 정점에서 정성 조사를 

통하여 채집하였다.  

대부도 현장에서 갯벌 미세조류(Microalgae in tidal flat)를 포함한 표층 

퇴적물을 채취하여 실험실로 가져왔다. 암반 미세조류(Microalgae in rocky 

shore)의 경우, 암반 조간대에서 brush와 현장수를 통해 긁어낸 후, 63 ㎛ 

체에 걸러 중형저서동물(Meiofauna)을 제거했다. 이후 샘플 병에 담았다. 

거문도와 울릉도에서 해조류의 경우 조간대 상부와 중부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조간대 하부 및 조하대에서 관찰되었다. 해조류 분포에 대한 

기존연구조사를 확인하여 조간대 하부와 조하대에서 우점 해조류를 

채집하였다(Kee and Kim, 2000; Kim et al., 2016; Koh, 1990). 거문도의 경우 

패류(Ishige spp.)와 모자반류(Sargassum spp.), 울릉도의 경우 대황(Eisenia 

arborea)과 모자반류(Sargassum spp.)를 채집하였다. 해수의 수층 내 

식물플랑크톤(Phytoplankton)은 만조시 망목의 크기가 0.2–200 ㎛ 인 

플랑크톤 네트를 이용하여 수층 50 cm 아래에서 채집을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저서동물의 경우 간조시 끌과 같은 채집 도구를 이용하여 

정성 조사를 통해 채집하였다. 정성 조사 결과 저서동물의 경우 우점 

삿갓조개를 포함하여 대부도 8종, 거문도 29종, 울릉도 18종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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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료의 전처리 
 

모든 시료들은 드라이아이스를 채운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우점 삿갓조개류의 경우 각장(Shell length), 각경 

(Shell width), 각고(Shell height), 습증량(Weight), 성별(Sex)을 

확인하였다(Appendix 1.). 각장과 각경을 측정할 때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mm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하였으며 무게를 

측정할 시 초정밀 저울을 이용하여 g의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생식소의 색을 통하여 

구별하였다(Villarta, 2015).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해 삿갓조개의 패각을 

제거하고 근육 부위를 절단하여 동결건조 하였다. 이후 분쇄하여 

Demethylchlordimeform/Methanol (2:1 v:v) 혼합액을 이용하여 지방 성분을 

제거하였다. 혼합액과 생물 시료는 sonification을 10분 진행한 뒤 15분간 

2000 rpm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을 총 3–5회 

반복한 샘플은 동결건조하였다.  

정점에서 채집한 저서생물은 종 단위까지 분류한 후, 패각, 갑각 및 

골격을 제거하고 근육 부위를 절단하여 동결건조하였다. 이 후 

삿갓조개의 전처리과정과 동일하게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갯벌 미세조류(Microalgae in tidal flat)는 Riera et al. (1996)의 방법을 

이용하여 채집 및 추출하였다. 이후 쟁반에 1 cm 두께로 펼쳐놓은 후 63 

μm mesh를 덮고, 450℃의 퍼니스에서 4시간 동안 유기물을 제거한 

실리카 겔(100 μm–210 μm)을 4 mm 두께로 뿌려 놓았다.  필터링한 

해수를 뿌려주며 4시간 가량 자연광에 노출시켜 갯벌 미세조류가 

실리카겔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자연광 노출 이후 

실리카겔의 수층 2 mm를 긁어 모아 63 μm mesh를 이용하여 실리카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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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미세조류를 분리한 후 증류수로 씻어내어 －80℃에 보관하였다.  

암반 미세조류와 포집된 식물플랑크톤을 동결건조하였다. 건조된 

갯벌 미세조류, 암반 미세조류와 식물플랑크톤 시료는 무기탄소가 δ13C 

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건조기 내에서 산증기 처리를 하였다. 

해조류는 증류수로 세척하여 엽체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이 후, 1 

N 염산에 24시간 담가 무기탄소를 제거하였다.  

  



` 

14 
 

2.4. 질소 및 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 
 

전처리를 완료한 시료는 Tin capsule에 넣어 밀봉 후, EA-IRMS 

(Elemental analyzer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질소 및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를 분석하였다. 고순도 CO2, N2 gas (99.999%)를 reference 

gas로, He gas는 유도기체로, O2 gas는 연소 기체로 이용하였다. 먹이원과 

저서동물군이 가지는 안정동위원소비는 다음식을 통해 나타냈다. 

 

δX(‰) = [(Rsample / Rreference)-1]×1000                             (1) 

Rsample:  시료의 안정동위원소비 비율(13C/12C, 15N/14N) 

Rreference: 표준물질의 안정동위원소비 비율(13C/12C, 15N/14N) 

 

표준물질은 국제표준 기준의 물질(C, Vienna PeeDee Belmnite; N, air 

N2)을 사용하였다. 분석동안 2차 표준물질로 국제 동위원소 표준물질 

Ammonium sulfate (IAEA-N2)과 Cellulose (IAEA-CH3)을 이용하였다. 시료의 

질소 및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는 안정동위원소 질량분석기(EA-IRMS: 

Elemental Analyzer –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차 표준물질 편차는 각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비에서 0.04‰, 0.2‰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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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삿갓조개 영양단계 추정 
 

삿갓조개의 영양단계를 추정하기 위해 각 영양단계 증가 시에 

기존에 보고된 δ 15N 값의 영양농축계수(Trophic enrichment factor: TEF) 

3.3‰를 적용하였다(McCutchan et al., 2003). 본 논문은 서식지별 채집된 

생물 중 일차소비자로 알려진 초식자의 평균 δ15N 값을 

이용했다(Riccialdelli et al., 2017). 각 생물의 영양단계(Trophic level; TL)를 

평가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Zanden and Rasmussen, 1999). 

     

TLi = (δ15Ni − δ15Nbase)/ TEF + TLbase                        (2) 

TLi: i종의 영양단계 

δ15Ni: i종의 δ15N 비 

δ15Nbase: base종의 δ15N 비 

TLbase: base종의 영양단계(T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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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계분석 

모든 안정동위원소자료는 정규성 및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하였다. 

측정치가 이를 만족하지 못하였기에 비모수 분석법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크기변화와 δ15N, δ13C 값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여 크기에 따른 

영양단계 변화 및 먹이원 변화를 유추하였다(Sedano et al., 2020). 

삿갓조개의 각장과 δ15N, δ13C 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순위상관계수 산출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이후 각장에 따른 δ15N, 

δ13C값의 회귀분석(Regression curve)을 진행하였다(Choy et al., 2011; Rozic et 

al., 2014).  

삿갓조개의 δ15N, δ13C 값을 크기별, 서식지별로 분류하여 유클라디안 

거리 기반의 다변량분산분석(PERMANOVA)를 통해 삿갓조개의 

안정동위원소값에 크기와 서식지 중 어떠한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지 유추하였다.  

먹이원 간 δ15N, δ13C의 값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였으며 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하여 사후 검정하였다.  

서식지 내 삿갓조개의 잠재적 먹이원의 상대적 기여도를 유추하고 

서식지 내 생물군집의 주요 먹이원을 파악하기 위해 R 프로그램(version 

4.01 R Core team, 2021)에서 제공하는 MIXSIAR (Bayesian Mixing Models in R) 

모델을 이용하였다(Parnell et al., 2010; Phillips et al., 2005). MIXSIAR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 잠재적 먹이원의 δ15N, δ13C 값, 저서동물의 δ15N, δ13C 값과 

영양농축계수(TEF: Trophic enrichment factor)를 사용하였다. TEF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δ15N: 3.3 ± 0.26, δ13C: 1.3 ± 0.26 값을 

이용하였다(McCutcha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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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OVA 는 PRIMER 프로그램(version 6, PERMANOVA + 

PRIMER add-on)를 사용하였으며 정규성 검정, 분산의 동질성 검정, 

순위상관계수 산출법, 회귀분석, Kruskal-Wallis test 및 Bonferroni Correction 

의 경우 SPSS 25.0 (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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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3.1. 삿갓조개류의 주요 먹이원   
 

3.1.1. 크기에 따른 섭식 및 영양단계 변화 
 

현장에서 채집된 삿갓조개의 각장빈도의 경우 대부도의 

둥근배무래기 최소각장은 8.2 mm 이었으며, 최대 각장은 20.9 mm이며, 

평균 각장은 15.2 mm ± 2.7 mm이었다. 거문도의 애기삿갓조개 최소각장은 

7.9 mm이었으며, 최대각장은 48.0 mm이며, 평균각장은 29.1 mm ± 7.2 

mm이었다. 울릉도의 애기삿갓조개 최소각장은 10.2 mm 이며, 

최대각장은 34.4 mm 이었다. 평균각장은 24.0 mm ± 4.6 mm 이었다(Figure 

3.1.). 

각장에 따른 삿갓조개의 먹이원 및 영양단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먹이원을 유추할 수 있는 δ13C 값과 먹이원과 영양단계를 유추할 수 

있는 δ15N 값을 각장에 따라 나타냈다(Figure 3.2.). 대부도 삿갓조개 δ15N 

값의 최솟값은 11.7‰이었으며, 최댓값은 13.7‰ 이며, 평균 δ15N 값은 

12.8‰ ± 0.5‰이었다. δ13C 값은 최솟값은 －15.6‰이며, 최댓값은 －11.8‰ 

이었다. 평균 δ13C 값은 －14.9‰ ± 1.0‰ 이었다. 각장 증가에 따른 δ15N 

(R2 = 0.09; p > 0.05) 및 δ13C (R2 = 0.01; p > 0.05)값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거문도 삿갓조개 δ15N 값의 최솟값은 6.8‰ 최댓값은 

10.0‰이며 평균 δ15N 값은 8.6‰ ± 0.8‰ 이었다. δ13C 값의 최솟값은 

－17.6‰ 이며 최댓값은 －10.1‰ 이었다. 평균 δ13C 값은 －13.9‰ ± 

8.6‰이었다. 각장증가에 따른 δ15N (R2 = 0.001; p > 0.05) 및 δ13C (R2  = 0.01; 

p > 0.05) 값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울릉도 삿갓조개 δ15N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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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솟값은 5.7‰ 이며 최댓값은 9.5‰ 이며 평균 δ15N 값은 7.0‰ ± 

0.6‰이었다.  δ13C 값의 최솟값은 －18.5‰ 이며 최댓값은 

－10.7‰이었다. 평균 δ13C 값은 －14.6‰ ± 0.6‰ 이었다. 각장증가에 따른 

δ15N (R2 = 0.03; p > 0.05) 및 δ13C (R2 = 0.03; p > 0.05) 값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삿갓조개 중 남극에 서식하는 Nacella 

concinna의 경우 각장에 따른 안정동위원소비의 변동이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성장에 따른 치설 및 소화기관의 발달로 인한 섭식변화와 

크기에 따른 서식지 이동을 그 근거로 들었다(Choy et al., 2011). 하지만 

대서양에 서식하는 삿갓조개인 Patella 속의 경우 각장에 따른 

안정동위원소비의 뚜렷한 변동이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으로 Patella 

속이 서식환경에서 비선택적 섭식을 하고 서식환경을 벗어나지 않는 

정주행동으로 전반적으로 생활사에서 일정한 먹이원을 섭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Rozic et al., 2014; Sedano, 2020). 본 연구 지역에서 우점적으로 

관찰된 둥근배무래기와 애기삿갓조개의 경우 크기에 따른 섭식변화나 

영양단계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둥근 배무래기와 

애기삿갓조개가 기존연구에서 알려진 것처럼 암반 조간대에서 주로 

서식하고 이동성이 적은 종이기에 이들은 부착기 이후 전반적인 

생활사에서 암반 조간대 내에 있는 일정한 먹이를 주로 섭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Ding et al., 2018; Iwasaki, 1998; Takada, 1997). 따라서 두 종류의 

삿갓조개는 서식환경내에서 성장과 상관없이 일정한 먹이를 섭식하며 

동일한 영양생태를 가질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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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hell length (mm) frequency of dominant limpet species. Dot line means average 

shell length. DB (n = 22), GM (n = 40), UL (n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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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Dispersion diagrams for δ15N and δ13C values of limpet muscle tissues corresponding 

to each shell size. Daebudo (n = 22), Geomundo (n = 40), Ulleungdo (n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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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서식지에 따른 먹이원 확인 
 

서식지 먹이원의 탄소동위원소의 경우 대부도가 가벼웠으며, 

울릉도와 거문도가 유사한 동위원소분포비를 보였다(Figure 3.3; Figure 3.4; 

Figure 3.5.). 질소 안정동위원소분포비의 경우 서식지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서식지에서 삿갓조개의 δ13C 값의 범위는 대부도, 울릉도, 거문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 > 0.05), δ15N 값이 서식지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또한 삿갓조개의 안정동위원소값을 크기그룹에 

따라 비교해 보았을 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p > 0.05), 

서식환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Table 3.1.). 서식지의 

먹이원의 δ15N 값은 전반적으로 대부도가 높았고(평균: 8.6‰) 

거문도(평균: 6.1‰), 울릉도(평균: 4.1‰) 순이었으며 삿갓조개 근육조직의 

δ15N 값은 서식지의 잠재적 먹이원의 δ15N 값 에 비례하여 대부도(평균: 

12.8‰), 거문도(평균: 8.7‰), 울릉도(평균: 7.0‰) 순이었다. 

삿갓조개의 δ15N 및 δ13C 값과 잠재적 먹이원의 δ15N 및 δ13C 값을 

이용하여 먹이원 기여도 분석을 하였다. 먹이원값으로 암반 미세조류, 

갯벌 미세조류, 수층의 식물플랑크톤을, 거문도의 경우 암반 조간대의 

미세조류와 조하대의 해조류, 수층의 식물플랑크톤을, 울릉도의 경우 

암반 미세조류와 조하대의 해조류, 수층의 식물플랑크톤을 먹이원 

기여도 분석에 이용하였다. 먹이원의 기여도 분석에서 대부도에서의 

삿갓조개의 먹이원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먹이원 기여도는 암반 조간대 

기원의 미세조류(59%), 주변 갯벌 기원의 미세조류(38%) 

식물플랑크톤(3%) 순으로 섭식하였다(Figure 3.6.). 거문도에서의 

삿갓조개의 먹이원 기여도는 암반 조간대 기원의 미세조류(55%), 조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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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의 해조류(30%), 수층 기원의 식물플랑크톤(15%) 순으로 

높았다(Figure 3.7.). 울릉도에서의 삿갓조개의 먹이원 기여도는 수층 

기원의 식물플랑크톤(45%), 암반 조간대 기원의 미세조류(35%), 조하대 

기원의 해조류(20%) 이었다(Figure 3.8.).   

일차생산자의 δ13C 값은 에너지 기원을 유추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Lee et al., 2020). 일반적으로 해양기원의 일차생산자가 담수 내 

일차생산자나 육상 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δ13C 값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aputi et al., 2020). 따라서 거문도와 울릉도에 비해 가벼운 

대부도의 δ13C 값은 해양 이외의 육상 및 외부 기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이스트리아반도에서 삿갓조개 

체내 δ15N 값은 관광지 및 도시인근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며 호주에서 

수층 질소농도가 높은 공업수가 배출되는 골든 강 인근 삿갓조개의 δ15N 

값이 다른 대조구에 비해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Kaminski et al., 2018; 

Rozic et al., 2014). 이러한 원인으로 삿갓조개의 독특한 생활사(정주 행동, 

비선택적섭식)로 인해 삿갓조개는 서식지 인근 수층 내 질소농도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인 소비자(consumer)의 δ15N 

값은 서식지의 일차생산자 δ15N 값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20). 본 연구지역의 정점 인근의 수층에는 생물의 δ15N 값은 

무겁게 할 수 있는 요인인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의 수층 농도가 

대부도, 울릉도, 거문도 순으로 높았으며 이는 삿갓조개 근육조직의 δ15N 

값과 비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여 

삿갓조개류가 서식환경의 수층 질소농도를 잘 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Connolly et al., 2013; Xian et al., 2016). 삿갓조개의 주요 먹이원의 

경우 암반 조간대의 먹이 가용성(Food availability)이 뛰어난 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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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뿐만 아니라 환경 특성에 따라 다양한 먹이원을 섭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미뤄봤을 때 삿갓조개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환경에 따라 다양한 먹이원을 섭식하고 대다수의 

삿갓조개류와 유사하게 비선택적 섭식방법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Ehrenfeld, 2010; Prusina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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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δ15N and δ13C distribution of limpet and potential food source in Daebudo. Triangle: 
limpet isotope value, Square: food source isotop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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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δ15N and δ13C distribution of limpet and potential food source in Geomundo. Triangle: 
limpet isotope value, Square: food source isotop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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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δ15N and δ13C distribution of limpet and potential food source in Ulleungdo. Triangle: 
limpet isotope value, Square: food source isotop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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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Results on the difference in the isotope values of limpets between size 
groups and habitats using PERMANOVA. Significant difference is asterisked (*, p 
< 0.05).  

 

Source df MS Pseudo-F p Perm. 
Size group 2 393.04 1.0118 0.355 999 
Habitats 1 16289 41.932 0.001* 998 
Size group  
× habitats 2 234.33 0.6032 0.606 999 

Res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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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The proportion of diets for limpets in Daebudo: contribution of microalgae (rocky 
shore) (green color) contributed to more than 50% of total diets, followed by  
microalgae (tidal flat) (yellow color), and phytoplankton (blu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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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The proportion of diets for limpets in Geomundo: contribution of microalgae (green 
color) contributed to more than 50% of total diets, followed by macroalgae (brown 
color), and phytoplankton (blu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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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The proportion of diets for limpets in Ulleungdo: contribution of phytoplankton (blue 
color) contributed to more than 50% of total diets, followed by microalgae (brown 
color), and macroalgae (brown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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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삿갓조개의 생태적기능 

 

3.2.1 삿갓조개의 섭식기능군 확인 
 

서식지별 암반 조간대의 먹이망 구조와 주요 먹이원을 확인하기 

위해 먹이원과 저서동물들의 δ15N 및 δ13C 값을 활용하였다(Table 3.2). 

또한 먹이망 내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섭식기능군을 

확인하기 위해 채집된 저서동물의 안정동위원소분포비를 통한 Bray-

Curtis 군집 분석을 하였다(Choy et al., 2008; Kang et al., 2008; Kang et al., 

2018). 그 결과 동일 혹은 유사한 섭식형태의 저서동물끼리 

동일군집으로 묶였다(Figure 3.9; Figure 3.10; Figure 3.11.). 섭식기능군과 

삿갓조개의 안정동위원소 분포비를 서식지별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서식지별 나눈 섭식기능군의 주요 먹이원을 파악하고 서식지 내 

먹이풍부도를 확인하기 위해 먹이원 기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도의 경우 군집분석을 한 결과 4개 섭식기능군으로 나뉘었다. 

4개 섭식기능군은 각각 잡식자/여과섭식자; 잡식자/여과섭식자, 초식자; 

초식자, 잡식자로 나뉘었다(Figure 3.12.). 우점종인 둥근배무래기의 경우 

초식자 섭식기능군에 분류되었다. 거문도의 경우 채집된 생물군집은 

4개의 섭식기능군으로 나눠졌으며 여과섭식자/잡식자; 잡식자, 육식자; 

잡식자, 초식자; 초식자로 나뉘었다(Figure 3.13.). 우점종인 

애기삿갓조개의 경우 잡식자, 초식자 섭식기능군으로 분류되었다. 

울릉도의 경우 채집된 생물군집은 4개의 섭식기능군으로 나뉘었다. 4개의 

섭식기능군은 여과섭식자/잡식자; 잡식자; 육식자; 초식자; 초식자로 

나뉘었다(Figure 3.14.). 우점종인 애기삿갓조개의 경우 초식자 

섭식기능군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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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기능군별 먹이원 기여도를 분석하였을 시 대부도의 저서동물의 

경우 잡식자/여과섭식자(갯벌 미세조류: 28%, 암반 미세조류: 51%, 

식물플랑크톤 21%); 잡식자/여과섭식자(갯벌 미세조류: 39%, 암반 

미세조류: 48%, 식물플랑크톤 14%); 초식자, 잡식자(갯벌 미세조류: 19%, 

암반 미세조류: 68%, 식물플랑크톤 13%); 초식자(갯벌 미세조류 24%, 

암반 미세조류: 65%, 식물플랑크톤 11%)를 섭식하며 주요 먹이원은 암반 

미세조류로 확인되었다(Figure 3.15.). 거문도의 4개의 섭식기능군의 

먹이원 기여도는 여과섭식자/잡식자(해조류: 12%, 암반 미세조류: 32%, 

식물플랑크톤 56%); 잡식자, 육식자(해조류: 73%, 암반 미세조류: 19%, 

식물플랑크톤 8%); 잡식자, 초식자(해조류: 58%, 암반 미세조류: 30%, 

식물플랑크톤 11%) 초식자(해조류: 31%, 암반 미세조류: 57%, 

식물플랑크톤 12%) 이었다(Figure 3.15.). 섭식기능군간 주요 에너지원은 

상이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해조류와 암반 미세조류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울릉도의 섭식기능군별 먹이원 기여도는 

여과섭식자/잡식자(해조류: 24%, 암반 미세조류: 12%, 식물플랑크톤 65%); 

잡식자, 육식자(해조류: 30%, 암반 미세조류: 14%, 식물플랑크톤 57%); 

초식자 섭식기능군(해조류: 10%, 암반 미세조류: 29%, 식물플랑크톤 61%); 

초식자 섭식기능군 (해조류: 16%, 암반 미세조류: 25%, 식물플랑크톤 58%) 

였으며 섭식기능군의 주요 먹이원은 식물플랑크톤을 이용하였다(Figure 

3.15.).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연구지역에서의 삿갓조개는 초식자의 

섭식형태를 보였다(Choy et al., 2011; Prusina et al., 2015). 따라서 상이한 

서식조건을 가진 대부도, 거문도, 울릉도에서 삿갓조개는 초식자로써 

군집 내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먹이원 기여도 

분석결과 세 지역의 암반 조간대 저서동물군집의 주요 먹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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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대부도의 경우 암반 조간대의 주요 

먹이원은 암반 미세조류였으며, 다른 먹이원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미뤄봤을 때 대부도의 암반 조간대 

생물들은 상대적으로 주변 환경(갯벌, 수층)에서 공급되는 먹이원보다 

암반에서 쉽게 섭식할 수 있는 암반 미세조류를 섭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문도의 암반 조간대 생물의 경우 섭식기능군간 주요에너지원이 

상이하였으나 조하대 기원의 해조류와 암반 조간대 기원의 미세조류가 

주요 먹이원이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거문도는 암반 조간대가 

상대적으로 잘 발달하였으며 인근 조하대와 영양연결이 잘 되어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울릉도의 경우 암반 조간대의 생물들이 해양에서 

공급되는 먹이원을 주로 섭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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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Stable nitrogen and carbon isotopic values (δ15N and δ13C) of food sources such as microalgae (tidal flat), microalgae (rocky shore), macroalgae, 
phytoplankton, and macrofauna.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ree habitats (Daebudo, DB; Geomundo, GM; Ulleungdo, UL) during summer in 2020. 
Isotopic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 and n is the number of analyzed samples. The isotopic values of macroalgae in Daebudo were adopted from the 
previous studies. 

    DB (Daebudo) GM (Geomundo) UL (Ulleungdo) 

Specie Diet type δ15N 
(‰) 

δ13C  
(‰) n δ15N 

(‰) 
δ13C  
(‰) n δ15N 

(‰) 
δ13C  
(‰) n 

Microalgae (tidal flat)   7.9 -23.6 2             

Microalgae (rockyshore)   10.5 -22.0 1 3.71 -16.53 2 1.96 -15.33 2 

Macroalgae   5.3 -26.5        

        Ecklonia cava         6.4 -15.1  

        Ishige sp.      8.6 -12.6 3    

        Sargassum ssp.      8.1 -16.4 3 6.9 -16.4  

        Brown algaea   5.3 -26.5 3       

Phytoplankton   7.0 -22.9  5.4 -16.3  3.8 -15.5  

Macrofauna            

  Mollusca                     

      Bivalvia                     

        Cardita leana  Omnivore(Ff)          8.8 -17.6 1 

        Crassostrea gigas Omnivore(Ff) 13.6 -17.9 3       

        Saccostrea echinata Omnivore(Ff)       7.8 -19.4 2    

        Xenostrobus atratus Omnivore(Ff) 11.7 -18.6 6       

  Gastropoda               

        Echinolittorina radiata Herbivore 12.6 -14.3 8 7.2 -16.2 12 4.3 -11.9 15 

        Batillus cornutus Herbivore          7.1 -17.4 4 

        Cellana grata Herbivore          6.7 -16.2 10 

        Cellana nigrolineata Herbivore       8.1 -14.6 11    

        Cellana toreuma Herbivore       8.0 -13.2 49 7.4 -15.1 93 
        Chlorostoma xanthostigma Herbivore       8.8 -1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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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continued). 
 

 
     

  DB (Daebudo) GM (Geomundo) UL (Ulleungdo) 

Specie Diet type δ15N 
(‰) 

δ13C  
(‰) n δ15N 

(‰) 
δ13C  
(‰) n δ15N 

(‰) 
δ13C  
(‰) n 

Gastropoda           

        Ergalatax contracta contracta Carnivore    12.2 -14.9 1    

        Japeuthria ferrea Carnivore    12.9 -14.6 2    

        Littorina brevicula Herbivore 14.4 -15.5 5       

        Lottia dorsuosa Herbivore       7.1 -16.1 2 

        Lunella correensis Herbivore    9.7 -12.9 2    

        Monodonta spp. Herbivore    8.1 -14.4 3    

        Monodonta perplexa perplexa Herbivore       7.4 -15.6 8 

        Nerita japonica Herbivore    9.9 -14.0 3    

        Nipponacmaea sp. Herbivore 12.8 -14.5 22       

        Omphalius pfeifferi carpenteri Herbivore       8.1 -14.7 2 

        Patelloida saccharina lanx Herbivore    9.5 -13.2 7    

        Patelloida sp. Herbivore 14.7 -13.4 4       

        Reishia clavigera Carnivore    11.4 -14.7 3 9.6 -16.6 2 

        Siphonaria japonica  Herbivore       6.8 -12.8 2 

        Siphonaria sirius Herbivore    8.8 -6.9 2 6.9 -11.2 2 

        Thais sp. Carnivore    11.0 -15.9 3 9.6 -13.5 1 

    Cephalopoda            

         Enteroctopus sp. Carnivore       9.6 -15.5 1 

    Polyplacophora            

        Acanthopleura japonica  Herbivore    9.7 -12.4 1 7.2 -11.8 1 

           

 
 

          



` 

37 
 

Table 3.2. (continued). 
 

 

    DB (Daebudo) GM (Geomundo) UL (Ulleungdo) 

Specie Diet type δ15N 
(‰) 

δ13C  
(‰) n δ15N 

(‰) 
δ13C  
(‰) n δ15N 

(‰) 
δ13C  
(‰) n 

  Arthropoda            

    Crustacea                     

        Tetraclita japonica Omnivore(Ff)    10.6 -17.6 2 9.8 -19.6 4 

        Chthamalus challengeri Omnivore(Ff) 14.0 -18.1 6       

        Cyclograpsus intermedius Omnivore       9.1 -15.0 3 

        Gaetice depressus Omnivore    8.8 -9.7 3    

        Hemigrapsus sanguineus Omnivore 13.9 -15.1 2 10.6 -14.5 2    

        Pachygrapsus crassipes Omnivore    9.5 -16.4 3 10.0 -15.7 2 

        Paguridae spp. Omnivore    8.9 -14.9 2 8.9 -16.8 1 

        Pollicipes mitella Omnivore(Ff)    11.2 -16.8 2 10.3 -19.1 3 

  Echinodermata            

    Echinoidea            

        Heliocidaris crassispina Herbivore    6.8 -14.5 1 5.8 -14.3 1 

        Hemicentrotus pulcherrimus Herbivore    6.5 -15.8 1    

  Chordata            

    Actinopterygii             

        Chasmichthys gulosus Carnivore    13.3 -15.5 2    

        Hexagrammos agrammus Carnivore    12.5 -15.3 1    

        Pteragogus flagellife Carnivore       12.0 -14.3 2 

        Takifugu niphobles Carnivore       12.1 -15.9 1 

        a Kang et al., 2018; Ff: filter fe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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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Hierarchical clustering of the average δ13C and δ 15N values for invertebrates and fish in Daebudo 
using the Bray– Curtis similarity. Four diet type groups were included in this analysis: Filter feeder 
(Ff); Herbivore (Hb); Omnivore (Om); Carnivore (C) and divided by six functional feeding groups 
Group A1: Filter feeder/ Omnivore; Group A2: Filter feeder/ Omnivore; Group B: Omnivore, 
Carnivore; Group C: Herbivore; Group D: Herbivore; Group E: Herbivore.      

jeongsookim
실제로 이 그림을 논문이나 잡지에 넣으면 과연 얼마나 인식이 가능할가? 학명을 도저히 볼 수 없을 것임. 다른 방법은? 하나씩 그림을 분리하여 글자를 키우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음.수정완료(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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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Hierarchical clustering of the average δ13C and δ 15N values for invertebrates and fish in Geomundo 
using the Bray– Curtis similarity. Four diet type groups were included in this analysis: Filter feeder 
(Ff); Herbivore (Hb); Omnivore (Om); Carnivore (C) and divided by six functional feeding groups 
Group A1: Filter feeder/ Omnivore; Group A2: Filter feeder/ Omnivore; Group B: Omnivore, 
Carnivore; Group C: Herbivore; Group D: Herbivore; Group E: Herbivore.  
  

jeongsookim
실제로 이 그림을 논문이나 잡지에 넣으면 과연 얼마나 인식이 가능할가? 학명을 도저히 볼 수 없을 것임. 다른 방법은? 하나씩 그림을 분리하여 글자를 키우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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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Hierarchical clustering of the average δ13C and δ 15N values for invertebrates and fish in 
Ullelungdo using the Bray– Curtis similarity. Four diet type groups were included in this analysis: 
Filter feeder (Ff); Herbivore (Hb); Omnivore (Om); Carnivore (C) and divided by six functional 
feeding groups Group A1: Filter feeder/ Omnivore; Group A2: Filter feeder/ Omnivore; Group B: 
Omnivore, Carnivore; Group C: Herbivore; Group D: Herbivore; Group E: Herbivore.  

jeongsookim
실제로 이 그림을 논문이나 잡지에 넣으면 과연 얼마나 인식이 가능할가? 학명을 도저히 볼 수 없을 것임. 다른 방법은? 하나씩 그림을 분리하여 글자를 키우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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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Biplot of stable carbon and nitrogen isotopic signatures (δ13C and δ15N) from consumers in the 
Daebudo rocky 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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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Biplot of stable carbon and nitrogen isotopic signatures (δ13C and δ15N) from consumers in the 
Geomundo rocky 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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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Biplot of stable carbon and nitrogen isotopic signatures (δ13C and δ15N) from consumers in the 
Ulleungdo rocky 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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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Contribution of potential food sources for consumers in Daebudo, Geomundo, Ulleungdo using 
MIXSIAR model in R. Group A1: Filter feeder/ Omnivore; Group A2: Filter feeder/ Omnivore; 
Group B: Omnivore, Carnivore; Group C: Herbivore; Group D: Herbivore; Group E: Herbiv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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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삿갓조개의 영양지위 평가 
 

대부도의 암반 생태계의 전반적인 먹이망구조의 경우 암반 미세조류가 주요 

에너지 기원이며, 일부 여과섭식자 섭식기능군은 갯벌의 미세조류가 주요 에너지 

기원으로 이용하였다. 삿갓조개의 경우 초식자 섭식기능군에 포함되며, 영양단계는 1.8 

단계로 영양단계 계산 시 기저 δ15N 값으로 이용한 초식자와 여과섭식자의 

안정동위원소비(trophic level = 2)와 유사했다(Figure 3.16.). 거문도의 전반적인 

먹이망구조의 경우 섭식기능군에 따라 다르나 조하대 기원의 해조류와 암반 조간대 

기원의 미세조류를 주로 에너지 기원으로 이용한다. 삿갓조개의 영양단계의 경우 1.9 

단계로 기저 δ15N 값으로 이용한 초식자와 여과섭식자의 안정동위원소비(trophic level = 

2)와 유사했다(Figure 3.16.). 울릉도의 전반적인 먹이망구조의 경우 모든 

섭식기능군에서 수층기원의 식물플랑크톤이 주요 에너지 기원으로 확인되었다. 

삿갓조개의 영양단계는 2.1 단계로 영양단계 계산 시 기저 δ15N 값으로 이용한 

초식자와 여과섭식자의 안정동위원소비(trophic level = 2)과 유사한 2.1 단계의 

영양단계를 보였다(Figure 3.16.). 이를 통해 확인해보았을 때 서로 다른 환경특성을 

가진 대부도, 거문도, 울릉도에 서식하는 삿갓조개는 전반적으로 서식환경에서 

저서동물의 주요 먹이원을 섭식하고 기존 연구들과 밝혀진 것과 같이 상위 포식자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영양매개자이며 일차소비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양매개자로 추론된다.  

삿갓조개가 서식하는 환경의 영양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식지 내의 

먹이원간 안정동위원소값을 비교해 보았다(Table 3.3.). 대부도의 경우 갯벌 미세조류의 

δ15N 와 δ13C 값은 수층의 식물플랑크톤의 안정동위원소 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 > 0.05), 울릉도는 암반의 미세조류와 수층의 식물플랑크톤의 δ15N 와 δ13C 

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이를 통해 대부도의 경우 수층과 저서 

갯벌이 잘 혼합된 환경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울릉도의 경우 수층과 저서 암반 

생태계가 잘 혼합된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조차(Tidal range)는 조간대의 생물 군집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생물 군집 내 먹이원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Fa, 2008; Kang et al., 2006). 

강한 조류와 파도는 외부 기원의 먹이원을 조간대 생물에게 공급하며, 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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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수괴의 경우(i.e 약한 조류 및 파도) 수층 플랑크톤 및 부유성 유기물이 저서에 

침강하기 좋은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Cloern et al., 1985; Ziegler et al., 2019). 대부도의 

경우 암반 조간대의 미세조류가 주요 먹이원이나 재부유한 갯벌의 미세조류를 

삿갓조개가 30% 이상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반 조간대 인근에 갯벌이 발달해 

있는 경우 갯벌 미세조류는 조류(tidal current)로 인한 재부유를 통해 암반 생물들의 

먹이원으로 공급된다고 알려져 있다(Riera et al., 2008). 따라서 대부도의 경우도 인근 

갯벌에서 재부유되어 암반 조간대에 침강한 갯벌 미세조류를 섭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거문도의 애기삿갓조개는 암반 미세조류를 주로 섭식하며 조차 및 파도를 

통해 조하대에서 해조류 쇄설물 및 해조류를 공급받아 이를 섭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울릉도의 경우 암반 조간대의 발달이 미비한 편이며 상대적으로 조차(< 30 

cm)와 바람의 세기가 약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층을 가진다. 따라서 수층의 

식물플랑크톤이 암반저서환경에 침강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료된다(Figure 3.17.). 

이렇게 침강한 식물플랑크톤은 저서 생물의 주요 먹이원이며 삿갓조개의 주요 

먹이원이 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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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Simplified food web structures and trophic niches of limpets under different habitats. Circle represents feeding functional groups, olive circle: herbivore, 
omnivore feeding functional groups, light green circle: Herbivore, green circle: Herbivore, red circle: omnivore, carnivore; dark blue circle: omnivore 
(filter feeder); blue circle: omnivore (filter feeder); dot line: energy pathway of food structure; narrow real line: food contribution exceeds 21%; Bold real 
line: food contribution exceeding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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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Results on the significance of variabilities of isotope (δ15N and δ13C) values of food 
sources in three islands (Daebudo, DB; Geomundo, GM; Ulleungdo, UL). Using Bonferroni 
correction. Significant difference is asterisked (*, p < 0.05). 
 

Habitats δ15N (‰)   δ13C  (‰) 
  Food source p   Food source p 

DB All 0.03*   All 0.04 
  Phyto and Micro 0.00*   Phyto and Micro 0.01* 
  Phyto and Microa 0.41   Phyto and Microa 0.88 
 Microa and Micro 0.03*   Microa and Micro 0.08 

GM All 0.00*   All 0.06 
  Phyto and Macro 0.00*   Phyto and Macro 0.14 
  Phyto and Micro 0.00*   Phyto and Micro 1.00 
  Macro and Micro 0.00*   Macro and Micro 0.11 
            

UL All 0.00*   All 0.50 
  Phyto and Macro 0.00*   Phyto and Macro 1.00 
  Phyto and Micro 0.12   Phyto and Micro 0.46 
  Macro and Micro 0.00*   Macro and Micro 1.00 

 

Phyto: phytoplankton 
Micro: Microalgae 
Microa: Microalgae (tidal flat) 
Macro: Macroal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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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Schematic diagrams showing the availability and supply mechanism of main food items of limpets 
under different habitat conditions in three rocky bot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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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삼면에 위치한 암반 조간대에 우점종으로 서식하는 

삿갓조개류 두 종에 대한 섭식생태 및 영양단계를 파악하고 삿갓조개의 주요 먹이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식환경이 다른 대부도, 거문도, 

울릉도에서 잠재적 먹이원과 저서생물 그리고 삿갓조개를 채집하였고 질소 및 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하였다.  

삿갓조개는 크기에 따른 섭식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삿갓조개가 부착기 이후 

유사한 먹이원을 섭식하고 크기에 따른 서식지 차이 및 이동을 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삿갓조개의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포비는 수층 내 질소 농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점별 삿갓조개가 섭식하는 먹이원의 비율은 상이했으며, 대부도는 암반 미세조류, 

갯벌 미세조류를 주로 섭식하며, 거문도는 암반 미세조류, 해조류, 울릉도의 경우 

식물플랑크톤과 암반 미세조류를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별 군집 내 저서생물이 많이 이용하는 먹이원은 상이했는데, 대부도의 

생물군집은 암반 미세조류, 갯벌 미세조류, 식물플랑크톤 순이었으며, 거문도의 

생물군집은 암반 미세조류와 해조류, 식물플랑크톤 순이었다. 울릉도의 생물군집은 

식물플랑크톤과 암반 미세조류, 해조류 순으로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정점의 군집 내에서 삿갓조개의 섭식기능군은 군집 내 초식자 섭식기능군에 

포함되었으며 영양단계의 경우 대부도: 1.9, 거문도: 2, 울릉도: 2.1 로 일차생산자의 

영양단계와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정점 내 먹이원간 δ15N 와 δ13C 값의 유의성을 비교하였을 시 대부도는 

수층식물플랑크톤과 갯벌 미세조류, 울릉도는 식물플랑크톤과 암반 저서미세조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부도는 큰 조차 및 강한 파도를 통해 갯벌의 

미세조류가 조류(tidal current)를 통해 암반 조간대에 공급이 되며 울릉도의 경우 낮은 

조차와 약한 파도로 수층의 식물플랑크톤이 암반으로 침강하여 삿갓조개 및 저서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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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원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삿갓조개의 생태적 기능은 서식하는 환경에서 먹이 가용성이 우수한 

먹이원을 반영하여 상위 영양단계로 전달하는 영양매개자(trophic mediator)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삿갓조개의 영양생태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거나, 군집 내 생태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서식지 내에서 삿갓조개의 

섭식과 군집 내 생태적 기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삿갓조개의 생태연구 및 암반 조간대 먹이망 연구의 기본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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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1. Shell length (mm), Shell width (mm), Shell height (mm), Weight (g), Sex of limpet. 

  

Number Habitat Shell Length Shell Width Shell Height Weight Sex 
(mm) (mm) (mm) (g)   

1 DB   13.48 15.13  4.32  0.3625    
2 DB   13.9 15.72  4.18  0.3560    
3 DB   12.02 14.15  3.86  0.2419    
4 DB   18.23 20.89  5.46  0.8394    
5 DB   15.86 17.76  5.54  0.5784    
6 DB   14.33 16.18  4.46  0.3742    
7 DB   13.86 15.21  4.59  0.3782    
8 DB   15.62 17.70  5.21  0.3792     
9 DB   11.992 14.37  4.12  0.2883    
10 DB   16.01 17.82  5.53  0.5051    
11 DB   15.39 16.99  4.95  0.5493    
12 DB   14.15 15.93  5.24  0.4112    
13 DB   13.75 15.47  4.96  0.4557    
14 DB   13.3 15.18  4.01  0.3115    
15 DB   13.17 15.75  4.38  0.3116    
16 DB   8.88 10.61  4.58  0.3508    
17 DB   8.03 10.61  3.78  0.1090    
18 DB   13.41 15.14  4.12  0.3045    
19 DB   14.11 16.10  4.42  0.3671    
20 DB   13.26 15.70  3.87  0.3304    
21 DB   13.92 14.55  5.28  0.3419    
22 DB   5.51 8.16  3.04  0.1116   
1 GM 1 23.65  18.69  5.31  0.8777  M 
2 GM 1 29.75  22.28  4.70  1.3168  M 
3 GM 1 31.78  26.52  6.11  2.8235  M 
4 GM 1 32.55  23.81  4.21  1.8077  F 
5 GM 1 27.10  20.46  4.60  1.4264  M 
6 GM 1 25.69  19.03  4.23  1.0128  M 
7 GM 1 27.63  20.88  5.16  1.2358  M 
8 GM 1 20.06  16.09  2.95  0.4024  F 
9 GM 1 26.04  19.87  3.94  0.9006  M 
10 GM 1 40.91  30.97  5.99  3.4682  M 
11 GM 1 32.22  24.17  4.70  1.7361  F 
12 GM 1 29.69  23.71  3.76  0.900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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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tinued) 
 
Number Habitats  Shell Length Shell Width Shell Height Weight Sex 
   (mm) (mm) (mm) (g)   
13 GM 1 29.62  22.53  4.71  1.4412  F 
14 GM 1 34.37  26.60  5.38  2.3529  M 
15 GM 1 31.09  24.59  4.79  1.9160  F 
16 GM 1 23.83  18.98  3.55  0.7772  M 
17 GM 1 26.26  19.62  3.34  0.8396  F 
18 GM 2 40.96  31.14  5.70  3.4618  M 
19 GM 2 47.98  34.91  7.19  6.3556  M 
20 GM 2 41.38  29.95  7.12  4.0869  F 
21 GM 2 39.97  30.70  8.02  3.8355  M 
22 GM 2 27.19  19.72  4.33  1.1122  M 
23 GM 2 35.80  27.25  5.93  2.9957  M 
24 GM 2 24.63  17.74  4.45  0.6791  F 
25 GM 2 38.96  29.92  6.98  3.7240  M 
26 GM 2 31.18  23.08  5.02  1.5021  F 
27 GM 2 27.55  20.08  5.26  1.1859  M 
28 GM 2 7.93  1.57  3.85  0.7197  F 
29 GM 2 28.44  21.21  4.76  1.4502  F 
30 GM 2 27.91  20.77  4.57  1.3595  M 
31 GM 2 20.72  14.65  3.29  0.5791  M 
32 GM 2 30.69  22.77  5.86  1.9594  M 
33 GM 2 25.07  17.61  5.10  1.6285  F 
34 GM 2 22.80  17.14  4.17  0.7827  M 
35 GM 2 30.55  21.06  4.69  0.6621  F 
36 GM 2 18.90  15.23  3.38  1.0419  F 
37 GM 2 29.00  21.05  4.69  1.3674  M 
38 GM 2 30.92  23.25  5.36  1.7136  M 
39 GM 2 30.73  21.60  4.97  1.7033  F 
40 GM 2 21.77  15.31  3.20  0.5495  F 
1 UL 1 30.95  21.89  6.28  1.3041  F 
2 UL 1 26.93  19.18  5.07  0.7858  F 
3 UL 1 22.75  16.73  5.10  0.6435  F 
4 UL 1 27.09  19.61  5.67  1.1148  F 
5 UL 1 28.85  20.99  6.89  1.6887  F 
6 UL 1 30.15  21.15  6.41  1.3863  F 
7 UL 1 23.28  16.41  5.94  0.9786  F 
8 UL 1 18.93  13.97  4.07  0.3517  F 
9 UL 1 25.30  18.89  6.11  0.8795  F 
10 UL 1 22.16  15.86  5.72  0.881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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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tinued) 
 
Number Habitats  Shell Length Shell Width Shell Height Weight Sex 
   (mm) (mm) (mm) (g)   
13 UL 1 23.27  17.10  4.32  0.3517  F 
14 UL 1 20.90  13.71  3.71  0.5012  F 
15 UL 1 19.88  14.70  4.31  0.4634  F 
16 UL 1 16.06  11.31  3.25  0.2561  F 
17 UL 1 17.94  13.16  4.48  0.5974  F 
18 UL 1 16.63  11.32  3.30  0.3493  M 
19 UL 1 20.47  14.30  4.02  0.4042  M 
20 UL 1 17.51  12.89  4.60  0.5352  F 
21 UL 1 21.12  16.16  5.09  0.5050  F 
22 UL 1 23.35  17.58  5.13  0.0864  M 
23 UL 1 22.84  16.42  4.56  0.6507  F 
24 UL 1 10.22  16.19  4.28  0.4805  M 
25 UL 1 21.92  16.04  4.68  0.4623  F 
26 UL 1 25.25  18.38  5.34  0.9506  F 
27 UL 1 29.02  20.47  6.29  1.1461  F 
28 UL 1 18.83  13.22  3.94  0.3349  F 
29 UL 1 18.92  13.57  3.83  0.4301  F 
30 UL 1 19.10  3.29  3.99  0.3741  F 
31 UL 1 20.05  13.31  4.37  0.4105  F 
32 UL 1 23.26  15.90  4.10  0.5494  M 
33 UL 1 23.81  17.55  5.66  0.8097  M 
34 UL 1 22.20  16,38 4.85  0.5509  F 
35 UL 1 21.40  15.82 4.42  0.4867  M 
36 UL 1 22.22  17.01 5.12  0.8960  M 
37 UL 1 28.52  20.47 5.38  1.2077  F 
38 UL 1 26.82  20.11 5.44  1.2287  M 
39 UL 1 27.91  21.44 6.88  1.7705  F 
40 UL 1 28.11  20.32 6.04  1.4329  F 
41 UL 1 25.34  18.53 5.14  0.7356  F 
42 UL 1 27.89  20.94 5.50  1.1790  F 
43 UL 1 28.15  21.74 7.59  2.5358  F 
44 UL 1 29.65  21.19 6.03  1.8779  F 
45 UL 1 28.53  20.65 5.26  1.0935  F 
46 UL 1 29.19  22.23 7.48  1.8193  F 
47 UL 1 31.62  22.37 7.15  1.6270  M 
48 UL 1 31.96  22.93 6.43  2.6670  F 
49 UL 1 31.84  22.87 6.75  1.7933  F 
50 UL 1 32.07  23.7 9.30  2.863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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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tinued) 
 
Number Habitats  Shell Length Shell Width Shell Height Weight Sex 

   (mm) (mm) (mm) (g)   
52 UL 1 32.51  23.34 6.22  1.7869  F 
53 UL 1 26.90  20.94 7.55  2.0913  M 
54 UL 2 34.43  26.04 7.71  2.3058  F 
55 UL 2 21.47  16.53 5.69  1.1517  F 
56 UL 2 29.84  22.77 7.65  2.0675  F 
57 UL 2 24.37  18.13 5.03  1.0599  M 
58 UL 2 26.44  20.59 6.21  1.3445  F 
59 UL 2 23.35  19.6 5.79  1.7933  F 
60 UL 2 22.68  15.99 3.72  0.7527  M 
61 UL 2 20.09  14.21 5.16  0.7861  M 
62 UL 2 21.48  15.57 4.40  0.7745  M 
63 UL 2 17.61  12.58 4.07  1.7298  M 
64 UL 2 28.23  20.84 5.96  - M 
65 UL 2 21.03  14.9 4.66  0.7146  F 
66 UL 2 21.60  16.51 2.93  1.1350  F 
67 UL 2 20.20  14.94 5.22  0.8818  M 
68 UL 2 23.42  17.06 5.00  1.0289  F 
69 UL 2 21.11  16.89 5.46  0.8533  F 
70 UL 2 13.85  10.29 3.65  0.3048  F 
71 UL 2 25.11  18.49 4.62  0.8768  F 
72 UL 2 31.06  22.48 7.17  2.0794  F 
73 UL 2 26.38  18.69 5.62  1.3115  M 
74 UL 2 23.10  16.3 5.16  0.8936  M 
75 UL 2 21.09  15.81 5.08  0.6557  M 
76 UL 2 27.82  21.65 6.65  1.6155  M 
77 UL 2 22.57  11.91 5.59  1.0316  M 
78 UL 2 23.31  16.69 5.20  0.8423  F 
79 UL 2 20.27  15.68 3.62  0.9291  F 
80 UL 2 24.71  17.88 5.00  0.8572  M 
81 UL 2 26.93  19.48 6.09  1.2417  F 
82 UL 2 20.68  15.58 4.58  0.6787  F 
83 UL 2 22.29  16.27 5.78  0.8579  F 
84 UL 2 20.08  14.83 5.37  0.7050  F 
85 UL 2 26.76  21.2 6.64  1.5103  F 
86 UL 2 22.26  17.06 6.51  1.0805  M 
87 UL 2 18.64  13.56 4.07  0.6626  F 
88 UL 2 19.52  14.27 3.40  0.7327  F 
89 UL 2 20.22  13.85 2.21  1.001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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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tinued) 
    

Number Habitats Shell Length Shell Width Shell Height Weight Sex 
  (mm) (mm) (mm) (g)   

90 UL 2 17.84  12.95 2.59  0.5791  M 
91 UL 2 28.06  21 6.42  1.1481  M 
92 UL 2 20.96  15.67 4.70  0.5755  F 
93 UL 2 24.69  17.29 4.90  0.9488  M 
94 UL 2 22.96  16.25 4.46  0.6940  M 
95 UL 2 20.92  14.28 3.40  0.7111  F 
         M: Male; F: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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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ENGLISH 
 

Trophic ecology of limpets (Subclass Patellogastropoda) in 
rocky intertidal zones of three Korean islands  

 

Limpets (Subclass: Patellogastropoda) are one of macrofaunal groups with high ecological 
values in rocky shore ecosystems. They are dominant species and play a role as a keystone species 
controlling the macroalgal community in rocky shores. They feed on microalgae in rocky shore, 
macroalgae, phytoplankton, and meiofauna using radula.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trophic ecology of limpets in Asian and Korean water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main food sources of limpets and define their trophic functions according to the different habitat 
conditions. The main food sources of dominant limpets varied in different habitats. The main food 
sources of limpets in Daebudo and Geomundo were microalgae in rocky shore and phytoplankton in 
Ulleungdo. The main food source of macrofauna in both Daebudo and Geomundo were microalgae, 
while the main food source was phytoplankton in Ulleungdo. Trophic position of limpets was 
assigned as herbivores and primary consumers in Daebudo, Geomundo and Ulleungdo. Overall, the 
trophic function of limpets was identified as a trophic mediator in rocky shore communities. Our 
result suggests that the main food source of limpets can be changed and determined by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idal range and wind speed. This study provided basic information on the trophic 
function and main food source of limpets under different habitats. This paper identified that trophic 
function of limpets was firstly confirmed by the usage of stable isotopes in three rocky shore 
ecosystems with different habitat conditions in Korean waters.  

 

Keywords: Patellogastropoda, trophic ecology, food source, stable isoptope, rocky 
shor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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