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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남해안 빈산소해역의 관리를 위한 생태계 반응 연구

II.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막만의 퇴적환경과 지화학적 특성

- 퇴적물 발달특성 분석은 퇴적물에 기록된 빈산소 발달 특성과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저서생물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석에 필요함

- 빈산소가 형성되는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해 퇴적물 산소소모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 빈산소가 지속되면서 퇴적물로부터 용출되는 환경저해물질을 파악하여 생태계에

미칠 영향 예측이 필요함

2. 가막만의 물리해양학적 특성

- 가막만 빈산소 해역의 해양물리 환경 특성을 조사하여 빈산소 발생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며 생태계 조사 자료를 토대로 물리-생태계 모델 개발의 기반을 마련

3. 빈산소해역의 퇴적물에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 빈산소해역의 환경특성이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요각류의 난 부화에 대한 빈산소의 영향

- 요각류의 난 부화에 대한 빈산소 수괴의 영향 분석

5. 대형저서동물

- 빈산소 수괴 형성에 따른 대형저서동물의 반응을 보기위해 실시함

- 빈산소 수괴 형성 전후의 대형저서동물 군집 및 회복기의 군집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6. 담치 기원의 빈산소환경 대응 유전자 지표 발굴

- 빈산소 환경 노출에 대한 해양생물의 분자생물학적 반응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음

- 국내의 대표적 양식 이매패류인 지중해담치를 대상으로 빈산소환경 대응 유전자

지표를 발굴하고, 그 기능을 고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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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빈산소 조건에 노출된 성게의 생물학적 반응

- 빈산소 환경에서 성게의 스트레스 확인과 현장 샘플을 통한 빈산소 바이오 마커

의 확립

8. 빈산소 환경으로 인한 어류의 생리/화학적 영향연구

- 가막만 해역에서 채집된 현장 서식어의 생식내분비계와 생화학적 반응에 대한 빈

산소 영향 평가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가막만의 퇴적환경과 지화학적 특성

- 해저지형 및 지층구조 발달 특성 분석

- 퇴적상 및 퇴적물 내 유기물 분포특성 분석

- 퇴적물 산소소모량과 저층용출 독성물질 분석

2. 가막만의 물리해양학적 특성

- 가막만의 조석 및 해류 특성 분석

- 가막만 해수의 계절 변동 특성 파악

- 물리-생태계 결합 모델 수립

3. 빈산소해역의 퇴적물에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 빈산소 해역에서 나타나는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의 형태적 변화 원인 규명

-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의 형태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pH

- 빈산소수역과 정상수역에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의 발아율 측정

- 형태적 변화가 발생한 시스트(naked type)의 발아능

4. 요각류의 난 부화에 대한 빈산소의 영향

- 빈산소 및 정상해역에서 seabed의 환경 모니터링

- 빈산소 및 정상해역에서 요각류 난의 현장(in situ) 부화율 측정

- 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대한 산소와 pH의 영향 평가

5. 대형저서동물

- Hypoxic 해역과 normoxic 해역의 저서동물군집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0개 정점에 대한 계절조사를 실시하였음

- Hypoxia 발생 전후의 대형저서동물 군집구조 및 회복기의 군집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5개 정점에 대한 월별 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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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치 기원의 빈산소환경 대응 유전자 지표 발굴

- 지중해담치의 빈산소환경 노출에 의한 치사율 결정

- 지중해담치의 빈산소환경 대응 유전자 지표 발굴 및 지표들의 기능 고찰

7. 빈산소 조건에 노출된 성게의 생물학적 반응

- 빈산소에 노출된 성게의 초기 배발생 분석

- 빈산소에 노출된 성게의 coelomocytes 구성 세포 조성의 변화

- 빈산소에 노출된 성게 gonad에서 HSP70 단백질 발현 변화 분석

- 성게 DNA microarray 제작 및 빈산소에 노출된 성게에서 유전자 변화 확인 및

발현량 분석

8. 빈산소 환경으로 인한 어류의 생리/화학적 영향연구

- 국내 연안서식어종에서 빈산소 반응 생화학지표의 구축

- 용존산소농도에 따른 가막만 서식 어류에서 빈산소 영향 모니터링

IV. 연구개발 결과

1. 가막만의 퇴적환경과 지화학적 특성

가막만 표층퇴적물의 입도는 주로 6.3∼9.7Φ의 분포를 보이고, 퇴적물은 니질과

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만으로 갈수록 입도가 감소한다.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

에서 나타나는 가막만의 층서는 하부 경계면인 음향기반암 위로 2개의 퇴적층서,

Unit Ⅰ과 Ⅱ로 구성되며 이들 층서는 중간 반사경계면에 의해 구분된다. 음향기반

암은 평균 해수면 아래 약 20 m에서부터 최대 40 m 깊이에서 나타나며 남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 하위 퇴적층서인 Unit Ⅰ의 발달양상은 수로를 피복하는 형태로

발달하고 있으며, 해침동안 퇴적된 조간대환경으로 해석된다. 중간 반사경계면은 평

균 해수면 아래 약 15 m에서부터 28 m 깊이에서 나타난다. 상위 퇴적층서인 Unit

Ⅱ는 남쪽으로 전진구축하는 퇴적양상을 보인다. Unit Ⅱ는 해수면이 현재의 위치

에 도달했던 지난 6,000년 이후에 퇴적되었다. Unit Ⅱ 퇴적물의 기원은 섬진강에서

공급된 부유퇴적물의 퇴적결과로 사료된다. 천부가스층이 Unit Ⅱ 퇴적층 내에 분

포하고 있다. 가스층은 주로 퇴적물이 두껍게 쌓인 퇴적중심지에 밀집되어 분포한

다. 가스층 발달은 퇴적물내의 유기물 분해에 의한 메탄가스이며 이는 해양생태환

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막만 표층퇴적물의 유기탄소 함량은 만의 안쪽이 높고 외해 쪽으로 갈수록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만의 안쪽 퇴적물에는 육성기인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빈

산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점 3의 시추퇴적물에 기록된 탄산칼슘 함량의 분포는

이 지역에서 과거 수 백 년 전부터 빈산소가 발생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정점 3과 17에서 챔버로 퇴적물 배양실험을 한 결과, 퇴적물 산소소모율은 3.3~12.4

mmol m-2 d-1 범위였고, 산소소모율은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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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가 모두 고갈되어 저층이 무산소로 바뀌면 유독성의 황화수소가 약 1.3 mmol

m-2 d-1로 용출되어 나왔다.

2. 가막만의 물리해양학적 특성

조석, 조류, 부표추적 등 해수유동 관측을 통하여 가막만 조석, 조류의 특성을 파

악하였으며 2년 동안의 계절별 CTD 조사를 통하여 가막만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등 해수특성의 계절 변동 특성을 파악 하였다. 또한 해수유동 수치모델링을 통

하여 만 내 해수순환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X-Z 2차원 이상 수조에서 물리-생태

계 결합 모델을 수립하여 빈산소 발생 기작을 실험하였다.

약 한달 반 동안의 3개 정점 조석 관측에서 조위 변화는 모두 ±2 m 이내의 변

화를 보였으며, 만 중앙부에서 2010년 5월 27∼28일 약 2일 동안 실시된 유속관측

에서는 최대유속 58 cm/s로 남북 방향 왕복성 조류의 특징을 나타냈다. 2010년 5월

27일 낙조시 4시간 동안 만 입구와 가까운 중앙부에서 실시된 부표추적에서 나타난

평균 유속은 약 60 cm/s로 조류 관측 결과와 비슷하였다. CTD 조사에서는 5월과

8월 만 북단 부근의 저층에서 빈산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CORT 모형을 사용하여 만 내 주요 지점의 최강 유속을 산출하였다. 가막만

남측 입구부근에서 1 m/s 이상의 최강유속을 보였으며, 개도-월호도 수로에서 2.1

m/s 이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막만 북쪽에 위치한 여수해협에서도 약 1.0

m/s로 크게 나타났다. 만내에서는 대체로 0.6 m/s 이하의 유속을 보이며, 가막만

내의 북부지역 최대 조류속은 약 6.4 cm/s로 매우 약하였다.

물리(ESCORT)-생태계(ERGOM) 결합모델을 사용한 X-Z 2차원 이상 수조 실험

에서는 조석, 바람에 따른 빈산소 발생 양상을 재현하였다. 연구사업이 종료되어 실

해역에 적용할 수 없었으나 개발된 물리-생태계 결합모델은 향후 연안해역 생태계

모델링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3. 빈산소해역의 퇴적물에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일반적으로, 해산 식물 플랑크톤은 해양산성화에 내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연안역의 빈산소해역에서 유발된 산성화 환경에서 그들

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팀은 빈산소환경이 자주 발

생하는 가막만의 퇴적물에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Scrippsiealla trochoidea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였고, 이러한 형태적 변화는 저층의 용존산소 감소와 함께 나타

나는 pH의 감소, 즉 빈산소 해역에서 나타나는 산성화 환경이 원인이라는 것을 실

내 실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실내실험 결과에 따르면, Scrippsiealla

trochoidea의 석회질 돌기물은 pH 7.39의 낮은 값에서도 용해되지 않았는데, 이 결

과는 빈산소 해역에서는 특정시기에 pH 7.39 이하에 도달하여 Scrippsiealla

trochoidea의 석회질 돌기물을 용해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산성화 환경

에서 형태적 변화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발아능과 같은 생리적 특성에는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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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편모조류 시스트에게 돌기물의 형성은 생태학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데, 돌기물의 용해로 인한 개체군의 변동과 생태계 영향은 향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판단된다.

4. 요각류의 난 부화에 대한 빈산소의 영향

우리나라의 부영양화된 내만 해역에서 빈산소 수괴는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한

다. 이 연구는 seabed에 존재하는 요각류 난의 부화율에 대한 빈산소 수괴의 영향

을 평가하기위해 진행되었다. 요각류 난의 현장(in situ) 부화율 실험은 고안된 PET

Chamber (Plankton Emergence Trap/Chamber)를 남해 가막만의 빈산소해역

(hypoxic zone)과 정상해역(normoxic zone)에 설치하여 매일 부화율을 체크하는 방

법으로 12일동안 수행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용존산소는 정상해역에서 3.7 ~ 6.6

mg L-1 의 범위였고, 빈산소해역에서는 1.5 mg L-1 이하의 빈산소 상태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였다. Sea bed 퇴적물의 pH (Sediment-water interface)는 빈산소해역과

정상해역에서 각각 7.4와 7.8로 측정되었다. 요각류 난의 밀도는 빈산소해역에서 약

300,000 eggs m-2 이상인 반면에 정상해역에서는 50,000 eggs m-2 이하를 보였다.

요각류 난의 부화 성공률은 빈산소해역과 정상해역에서 각각 평균 3.9%와 61%로

빈산소해역에서 현저히 낮았다. 또한, 비정상적인 난이 정상해역에 비해 빈산소해역

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빈산소 수괴 형성이 요각류 난의

부화율을 저하시키며 결국, 요각류 개체군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5. 대형저서동물

Hypoxic 해역에서는 봄철 기회종의 대량 출현으로 높은 서식밀도를 보였고, 여

름철 무생물 상태를 보인 후, 가을철 다시 종이 가입되는 패턴을 보였다. Hypoxic

해역에서는 오염지시종인 다모류의 Capitella capitata, 연체동물의 Theora fragilis,

Musculus senhousia등이 우점하였다. Normoxic 해역의 대형저서동물은 계절 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고, 모든 계절에 단각류인 Eriopisella sechellensis가 우점하였

다. 2009년에는 7월에 hypoxia가 발생되어, 8월에 무생물 상태를 보였다. 2010년에

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hypoxia가 지속되었고, 7월부터 9월까지 무생물 상태

를 보였다. 2011년에는 초여름에 조사를 하지 않아 hypoxia가 시작된 정확한 시기

를 알 수 없으나, 8월에 무생물 상태를 보인 것으로 보아 늦어도 7월에는 hypoxia

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Hypoxia가 발생 된 후 1개월 이내 모든 대형저서동물

이 사멸하며, 저층 용존산소가 회복되어도 재 가입되는데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

요된다. Hypoxia의 지속기간은 대형저서동물의 재가입 및 정착에도 영향을 미쳐,

이듬해 봄의 군집에 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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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치 기원의 빈산소환경 대응 유전자 지표 발굴

수생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빈산소의 발생은 세계적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빈산

소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연안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영양

화를 들 수 있다. 산소가 고갈된 환경에 노출된 해양 생물에서 분자 수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담치종인 Mytilus galloprovincialis를 산소 결핍이 일어난 상태와 자

연 상태의 산소 농도에 노출한 후 핵산을 추출하였다. 두 조건의 핵산을 differential

display polymerase chain reaction(DD-PCR)을 수행하여 빈산소 환경에서 발현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전자를 조사하였다. 비교군에 비해 빈산소 환경일 때 발현

량이 변화하는 유전자는 총 107 개였으며 빈산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전자를

기능적으로 분류하였다. Information storage and processing, cellular processes

and signaling, metabolism, predicted general function only 그리고 function

unknown이라는 다섯 개의 범위로 나누었다. 발현량이 변한 대부분의 유전자는

cellular processes and signaling에 속하였으며 이것들의 일부는 signal

transduction mechanism,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그리고 chaperone function

과 관련되어 있었다. DD-PCR에서 변화를 보인 10개의 유전자(encoding elongation

factor 1 alpha, heat shock protein 90, calcium/calmodulin-dependent protein

kinase II, GTPase-activating protein, 18S ribosomal RNA, cytochrome oxidase

subunit 1, ATP synthase, chitinase, phosphoglycerate/bisphosphoglycerate mutase

family protein, and the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를 골라 quantitative

RT-PCR을 수행하였고 24~72 시간 동안 빈산소에 노출된 담치에서 전사된 유전자

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빈산소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 유전

자를 찾았으며 또한 바다에 사는 이매패류가 산소가 고갈이 되었을 때 분자수준에

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7. 빈산소 조건에 노출된 성게의 생물학적 반응

수정란을 빈산소상태에 노출시켰을 경우 blastula 이후 정상적인 원장함입 등이

일어나지 않는 등 더 이상 발생이 진행되지 않았다. 빈산소 처리 후 24시간부터는

산소의 고갈에 따른 coelomocytes의 red spherule 세포의 급격한 증가를 확인하였

다. 빈산소에 의해 스트레스 증가시 HSP70 과 glutathione reductase 의 발현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어레이 결과에 의해 빈 산소에 노출된 성게

의 경우 RNA processing, Transcription, cell cycle, defence mechanism 관련 유

전자들이 저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8. 빈산소 환경으로 인한 어류의 생리/화학적 영향연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산어(조피볼락과 문치가자미)에 대한 빈산소 반응지표를

구축하고 노출시간에 따른 반응확인, 빈산소 환경 민감도(조피볼락>문치가자미)를

확인하였다. 2010년에 일부 가두리에서 9월까지 저층의 용존산소 농도가 낮았고(4.6



- vii -

mg/L), 이때 생체내 HIFa mRNA 발현이 일시적으로 높았으나 혈중 glucose 농도

와 성 스테로이드 호르몬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11년 8월 가

두리의 F2정점과 10월에는 F3정점에서 HIFa mRNA 와 혈중 glucose 농도가 높게

발현된 결과를 보였다. 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농도는 조사기간 동안 지역간 유의

한 차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막의 현장이나 가두리 서식어의 빈산소 노

출로 인한 생화학적 반응은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생식내분비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가막만의 퇴적환경과 지화학적 특성

- 육성기인 또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가막만으로 유입되는 유기물 관리 방안 제시

- 산소가 완전히 고갈된 후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예측

2. 가막만의 물리해양학적 특성

- 물리-생태계 결합모델은 향후 연안해역 생태계모델링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

임

3. 빈산소해역의 퇴적물에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 빈산소 해역 형성에 따른 일차생산자 개체군 구조의 변화 예측에 활용

4. 요각류의 난 부화에 대한 빈산소의 영향

- 빈산소 해역 형성에 따른 일차소비자 개체군 구조의 변화 예측에 활용

5. 대형저서동물

- 연안역에서 여름철 빈산소 수괴형성에 따른 저서생태계 피해 정도를 예측

- 빈산소 수괴 형성 시기 및 지속기간에 따른 대형저서동물의 군집 조성을 예측

- 연안의 저서생물 서식지 회복과 복원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

6. 담치 기원의 빈산소환경 대응 유전자 지표 발굴

- 빈산소 노출에 대한 해양생물의 분자생물학적 반응 이해의 기초자료로 활용

7. 빈산소 조건에 노출된 성게의 생물학적 반응

- 빈 산소에 의한 반응기작을 이해함으로써 해양 오염 관리에 활용가능

- 빈 산소에 의한 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확립

8. 빈산소 환경으로 인한 어류의 생리/화학적 영향연구

- 구축된 생화학적 지표를 활용한 해양오염과 빈산소 환경 복합노출 연구등을 통

해 해양 환경관리분야에 유용한 자료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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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Ecological responses in the hypoxic condition in southern coast of Korea for

ecosystem management

II. Objectives of the study

1. Sedimentary environment and geochemical characterization in Gamak Bay

- Analysis of sedimentary environment characterization can understand the

hypoxic area characterization and change process, and being necessary for the

determine of effects to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the benthic organism

- Measuring the sediment oxygen consumption rate for the understand of

fundamental reason in which hypoxia developed

- The understand of environmental pollutants eruption from sediment during

hypoxia being necessary for prediction to the effects of ecosystem

2. Physical Oceanography in Gamak Bay

- Aims to catch which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of Gamak Bay are

responsible for the summer season hypoxia in the bay through the

oceanographic survey and start a first step to set up a coupled

hydrodynamic-ecosystem model using the observed data

3. Biological response of calcareous dinoflagellate cysts in sediments of hypoxic

zone

-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idic environments of the hypoxic zone on

calcareous dinoflagellate cysts, Scrippsiealla trochoidea

4. Impacts of hypoxia on hatching success of copepod eggs

- To analyze impacts of hypoxia on hatching success of copepod eggs

5. Macrobenthic fauna

- To check the responses of macrobenthic fauna due to hypoxia

- To see the changes in the community structure of macrofauna before and

after hypo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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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ining of hypoxia responsive gene biomarkers in Mytilus galloprovincialis

- Very few information is available on molecular biological responses in marine

organisms

- Thus, the mining of hypoxia responsive gene biomarkers in M.

galloprovincialis, a representative bivalves fishery industry in Korea and

functional consideration of hypoxia responsive gene biomarkers in M.

galloprovincialis are necessary

7. Biological responses in hypoxic condition exposed sea urchin

- Response research of sea urchin and development of biomarker in hypoxic

condition

8. Biochemical response of fish to hypoxia

- To assess exposure of resident fish from Gamak-bay to hypoxia

- To determine the biochemical impacts on fish reproductive system and

biochemical response

III.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1. Sedimentary environment and geochemical characterization in Gamak Bay

- Analyses of sea bottom morphology and development of stratigraphic

sequences

- Analyses of sediment facies and distribution of organic matter in sediments

- Observation of sediment oxygen consumption rate and benthic eruption of

pollutants

2. Physical Oceanography in Gamak Bay

- Characterization of the tide and current in Gamak Bay

- Characterization of seasonal variation of the hydrography in Gamak Bay

- Development of hydrodynamic(ESCORT)-ecosystem(ERGOM) model

3. Biological response of calcareous dinoflagellate cysts in sediments of hypoxic

zone

- Morphological changes of calcareous dinoflagellate cysts in surface sediments

of hypoxic zone

- pH levels and morphological changes of calcareous dinoflagellate cysts

- Germination ratios of calcareous dinoflagellate cysts collected in hypoxic and

normox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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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ination capibility of naked type cysts

4. Impacts of hypoxia on hatching success of copepod eggs

- Environmental monitoring of seabed in hypoxic and normoxic zone

- Analysis of in situ hatching rate of copepod eggs in hypoxic and normoxic

zone

- Effects assessment of oxygen and pH on hatching rate of copepod eggs

5. Macrobenthic fauna

- Macrobenthic organisms were collected seasonally at 20 sites in Gamak Bay

for the estimation of benthic community structure in hypoxic and normoxic

zone

- Macrobenthic organisms were collected monthly at 5 sites in Gamak Bay for

the estimation of benthic community structure before and after hypoxia

6. Mining of hypoxia responsive gene biomarkers in Mytilus galloprovincialis

- Determination of mortality after exposed to hypoxic condition in M.

galloprovincialis

- Mining and functional consideration of hypoxia responsive gene biomarkers in

M. galloprovincialis

7. Biological responses in hypoxic condition exposed sea urchin

- Analysis of early embryogenesis in sea urchins exposed to hypoxia

- Changes of coelomocytes composition in sea urchins exposed to hypoxia

- Comparison of HSP70 expression rate in sea urchin gonad exposed to

hypoxia

- Sea urchin DNA microarray production and identification of gene expression

pattern in sea urchins exposed to hypoxia

8. Biochemical response of fish to hypoxia

- Hypoxia biochemical makers were constructed from Korean coastal habitant

(Rockfish and Marbled flounder

- Monitored the hypoxic effects of the resident fish from the Gamak Bay

depends on dissolved oxygen(DO) concentration

IV. Results

1. Sedimentary environment and geochemical characterization in Gamak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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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 grain size and sediment type of surficial sediment are 6∼9Φ and

silt through clay, respectively. The seismic sedimentary sequence overlying

acoustic basement can be divided into two depositional units (Unit Ⅰ and Ⅱ)

bounded by a prominent mid-reflector. The acoustic basement occurs at the

depth between 20 m and 40 m below the mean sea level and deepens gradually

to southward. The Unit Ⅰ mostly occupying the channel-fill facies can be

interpreted as tidal environment deposits during transgression. Mid-reflector

appears within the sedimentary sequence at the depth of about 15∼28 m below

the sea level. The upper layer Unit Ⅱ shows the progradational pattern towards

southward. Unit Ⅱ was deposited during the last 6,000 yrs when sea level was

close to the present level. Origin of the Unit Ⅱ sediment is speculated as a

result of accumulating suspended sediments derived from the Seomjin River.

The Unit Ⅱ is characterized by the shallow gas in the sediment coinciding with

thick sedimentation area. The shallow gas mostly consisting of methane gases

will be influence the marine ecosystem.

The organic carbon content of Gamak Bay surface sediment displays the

tendency that inner bay is high organic carbon content and it is decreased with

off-shore. A terrestrial originated organic matter deposited in inner bay. The

vertical profiles of calcium carbonate (CaCO3) content at piston core sediment

assumed that frequently occurrence of hypoxia have been during past several

century in inner Gamak Bay. In the sediment incubation experiment with

chamber, the sediment oxygen consumption rate ranged from 3.3 mmol m-2 d-1

to 12.4 mmol m-2 d-1 in sites 3 and 17. When the completely depletion of

oxygen, the toxic hydrogen sulfide was erupted with its flux was about 1.3

mmol m-2 d-1.

2. Physical Oceanography in Gamak Bay

A series of hydrographic survey such as long-term mooring of instruments

for tide and currents observation and several buoy tracking experiments, and

seasonal CTD observations (February, May, August, November) for about 30

points gave us rough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ide and tidal currents

and seasonal varia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and pH,

respectively, in Gamak Bay. A sketchy tidal circulation pattern in the bay was

revealed by two-dimensional and three dimensional hydrodynamic numerical

modeling for the observed tidal input, and hypoxia mechanism was also

simulated through coupled hydrodynamic-ecosystem modeling in the idealized

X-Z two-dimensional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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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of the observed tide data for about one and half months at three points

gave the tide level variation limited to ±2 m. The observed tidal currents at the

central part of the bay for two days (May 27∼28, 2010) was the reversing type

with the maximum speed of 58 cm/s. Tracking three buoys with different wing

depth at the same point between the bay center and the southern bay mouth for

about four hours in the ebb tide (May 27, 2010) showed similar velocity with

the average speed of about 60 cm/s. In the observed CTD data of spring(May)

and summer(August), hypoxia (low dissolved oxygen) occurred at the bottom

of the northernmost part of the bay.

The maximum speeds at the major points in the bay were computed through

hydrodynamic modeling for the tide using ESCORT model. The maximum

speeds at the points around the southern bay mouth were over about 1 m/s and

it reached 2.1 m/s at the point between the Gaedo and Wolhodo islands. The

maximum speed at the point of the Yeosu Channel was calculated as about 1

m/s. And the maximum spee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bay was very small,

below 6.4 cm/s and it was below 0.6 m/s in the rest part.

The coupled hydrodynamic (ESCORT) - ecosystem (ERGOM) model was

developed in this study and used to simulate the independent and combined

effects of tide and wind on hypoxia occurrence in the idealized X-Z

two-dimensional basin. The ESCORT-ERGOM modeling system could not be

applied to the real domain due to unexpected close of this project, however, it

will be useful to other coastal ecosystem projects in the future.

3. Biological response of calcareous dinoflagellate cysts in sediments of hypoxic

zone

Phytoplanktons in coastal regions are generally known to have a tolerance to

ocean acidification. However, we identified that their survival is being threatened

by acidic environments in the hypoxic zone, and present the evidence here. In

natural sediments of hypoxic zone, morphological changes of Scrippsiella

trochoidea cysts were observed, which were caused by acidic conditions in

sediments and have been proven by hypoxia-induced acidification experiments.

The calcareous spines of cysts could endure quite low pH levels (pH7.39),

suggesting that the seed populations in the hypoxic zone are already

experiencing extremely acidic environments. After experinencing the intense

acidic environments, the cysts without calcareous spines had the capabili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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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inate however can be linked to mortality, due to aerobic and anerobic

decay. Consequently, we suggest that the changes in planktonic community

structure and the reduction in biodiversity in the hypoxic zone will result..

4. Impacts of hypoxia on hatching success of copepod eggs

In summer, the hypoxic zone is often found in the eutrophic coastal a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ssess the impact of hypoxia on copepod egg

hatching. In situ egg hatching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sing a revised

PET Chamber (Plankton Emergence Trap/Chamber) in Gamak Bay in southern

Korea, where a hypoxic zone frequently formed in summer. The PET Chamber

was installed in the hypoxic and normoxic zones, and experiments were

performed over 12 days.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s were below 1.5 mg L-1

in the hypoxic zone and 4.0 ~ 6.8 mg/L in the normoxic zone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The pH in the seabed of the hypoxic and normoxic zones

was 7.4 and 7.8, respectively. The density of eggs in the seabed of the hypoxic

and normoxic zones was about 300,000 and below of 50,000 eggs/m2,

respectively. The hatching rate ranged from 3.7 to 4.0% in the hypoxic zone and

from 55 to 67% in the normoxic zone. Also, eggs of abnormal form were

abundant in the hypoxic zone compared with the normoxic zone. The results

suggest that expansion of the hypoxic zone may have important repercussions

on population and community dynamics in coastal systems.

5. Macrobenthic fauna

The mean species richness and density were the highest in spring for the

appeared mass opportunistic species, the azoic condition in summer, recruitment

in autumn at hypoxic zone. The dominant species were Capitella capitata

(polychaeta), Theora fragilis, Musculus senhousia (bivalve) in hypoxic zone.

Macrobenthic community did not show significant variation between seasons in

normoxic zone. The dominant species were Eriopisella sechellensis (amphipoda),

T. fragilis (bivalve) in normoxic zone. Hypoxia occurred in July, 2009 then a

month later (August) became azoic. From June to August in 2010 by hypoxia

lasted for three months, from July to September was azoic. Azoic condition in

August, 2011, so hypoxia would be formed in July, 2011. Hypoxia is formed

within one month all organisms are killed, bottom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which recovered more than a month will take a recruitment.

Duration of hypoxia have affected the recruitment and settl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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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benthos until spring of following year.

6. Mining of hypoxia responsive gene biomarkers in Mytilus galloprovincialis

Hypoxic events affecting aquatic environments have been reported worldwide

and the hypoxia caused by eutrophication is considered one of the serious

threats to coastal marine ecosystems. To investigate the molecular-level

responses of marine organisms exposed to oxygen depletion stress and to

explore the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induced or repressed by hypoxia,

differential display polymerase chain reaction(DD-PCR) was used with mRNAs

from the marinemussel, Mytilus galloprovincialis, under oxygen depletion and

normal oxygen conditions. In total, 107 cDNA clones were differentially

expressed under hypoxic conditions relative to the control mussel group. The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hypoxia.

They were classified into five functional categories: information storage and

processing, cellular processes and signaling, metabolism, predicted general

function only, and function unknown. The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were

predominantly associated with cellular processing and signaling, and they were

particularly related to the signal transduction mechanism,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and chaperone functions. The observed differences in the DD-PCR

of 10 genes (encoding elongation factor 1 alpha, heat shock protein 90,

calcium/calmodulin-dependent protein kinase II, GTPase-activating protein, 18S

ribosomal RNA, cytochrome oxidase subunit 1, ATP synthase, chitinase,

phosphoglycerate/bisphosphoglycerate mutase family protein, and the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were confirmed by quantitative RT-PCR and their

transcriptional changes in the mussels exposed to hypoxic conditions for 24–72

h were investigated. These results identify biomarker genes for hypoxic stress

and providemolecular-level information about the effects of oxygen depletion on

marine bivalves.

7. Biological responses in hypoxic condition exposed sea urchin

- Analysis of early embryogenesis in sea urchins exposed to hypoxia

Confirmation of embryogenesis inhibition in hypoxia exposed urchin embryo

- Changes of coelomocytes composition in sea urchins exposed to hypoxia

Increasing of red spherule cell in urchin coelomocytes by hypoxia stress

- Comparison of HSP70 and glutathione reductase expression rate in sea urchin

gonad exposed to hypoxia

Verification of HSP70 and glutathione reductase gene expression in urchi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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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xia stress

- Identification of gene expression rate in hypoxia exposed urchin by microarray

analysis and development of hypoxia related biomarker

Confirmation of RNA processing, Transcription, cell cycle, and defence

mechanism related genes reduction in hypoxia exposed urchin coelomocytes by

microarray analysis and qReal-time PCR

8. Biochemical response of fish to hypoxia

In the study, hypoxia inducible biochemical markers were constructed for

Korean coastal habitant (Rockfish and Marbled flounder) and compared the

specificity and sensitivity in both species depends on exposure time and

dissolved oxygen(DO) concentration. Hypoxia inducible factor a(HIFa) mRNA

significantly was induced in fish from aquafarm F2 in Gamak-bay but there

was no variation of plasma glucose concentration and sex steroid hormone

concentration in 2010. HIFa mRNA expression and plasma glucose concentration

were increased in fish from aquafarm F2 (in August 2011) and F3 (in October

2011). In resident fish, HIFa mRNA expression was higher on fish from inner

site of Gamak-bay than fish from outer sites of Gamak-bay.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plasma glucose concentration and sex steroid

hormone concentration in 2011. The result suggests that significant biochemical

responses of hypoxia were showed in a lot of laboratory studies but it seems

that resident fish from Gamak-bay has low effects on biochemical responses and

reproductive system from hypoxia.

V. Application plan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1. Sedimentary environment and geochemical characterization in Gamak Bay

- To support for management plan of anthropogenic organic matter

- To provide a prediction of phenomenon after oxygen depletion

2. Physical Oceanography in Gamak Bay

- The ESCORT-ERGOM will be useful to other coastal ecosystem projects in

the future

3. Biological response of calcareous dinoflagellate cysts in sediments of hypoxic

zone

- Estimation of population size changes in primary producers during the hypoxic

zon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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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ypoxic effects on egg hatching in copepod

- Estimation of population size changes in primary consumers during the

hypoxic zone formation

5. Macrobenthic fauna

- For the assessment of the benthic faunal damages due to the summer hypoxia

- For the basic information on the benthic habitat recovery and restoration

- For the prediction of the macrobenthic faunal community structures from the

timing and duration of the hypoxia

6. Mining of hypoxia responsive gene biomarkers in Mytilus galloprovincialis

- For the basic information for the understanding molecular biological responses

to hypoxic condition in marine organisms

7. Biological responses in hypoxic condition exposed sea urchin

- Utilization of marine pollution control through hypoxia response mechanism

- Development of hypoxia related biomarker

8. Biochemical response of fish to hypoxia

- Combined effects between marine pollution and hypoxia using the biochemical

markers should be emphasized to focus on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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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빈산소 상태(hypoxia)는 용존산소농도 2.8 mg O2/L(= 2 ml O2/L 또는 91.4

M) 이하의 상태로 정의된다(Diaz and Rosenberg, 1995). 빈산소수괴의 형성은 일반

적으로 부영양화와 성층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부영양화에 의해

1차 생산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저층으로 유기물을 공급하게 되고, 이에 의해 저

층 박테리아의 호흡량이 급증하고, 성층형성으로 대기 중의 산소공급이 제한됨으로

써, 저층에 빈산소수괴가 형성된다(Pihl et al., 1992; Dalla Via et al., 1994). 빈산소

해역의 형성은 범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Diaz and Rosenberg, 2008).

빈산소 및 무산소 수괴는 해당 지역 서식 생물의 대량 폐사, 생물다양성의 훼손

등, 생태학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어업 생산량을 감소시킨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해 연안에서 80년대 이후 여름철에 저층 용존산소 부족

에 의한 dead zone의 형성이 보고되었고(Hong and Lee, 1983; Hong, 1987), 그 범

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KORDI, 2006).

빈산소 해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성원인, 형성시기 및 형성범위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해역에 서식하

는 생물에 대한 영향을 구체화하여 경제적 손실을 산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빈산소 해역 형성원인과 관련하여 첫째, 연안 해저퇴적물의 발달 특성 분석을

통해 퇴적물에 기록된 공간적ㆍ수직적 빈산소 발달 특성과 변화과정의 이해를 도모

할 것이며, 둘째, 해저지형과 지층분석을 통해 폐쇄형 가막만의 생물 서식지의 지형

적 발달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셋째,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는 근본 원인을 파악

하기 위해 유기물 유입량과 저층 용출량을 파악하고 퇴적물 산소 소모량을 측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안 해저퇴적물의 발달 특성 분석은 퇴적물에 기록된 공간적ㆍ

수직적 빈산소 발달 특성과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저서생물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빈산소해역 형성지역인 여수의 가막만을 대상으로,

빈산소 수괴 형성시기 및 형성범위를 파악하고, 생태계 먹이망 내의 중요 생물을

대상으로 빈산소 수괴 형성에 대한 생물반응을 파악하여, 빈산소 수괴 형성의 주된

요인, 시기 및 범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3차원 물리모델과 먹이망에 기초한 생태

계모델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빈산소해역

형성에 따른 생물량(biomass) 손실 추정을 통해,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을 제시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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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빈산소 수괴로 유입되는 유기물은 해양 표층의 일차생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 등에 의한 유입과 해저에 침강된 유기물이 해수 유동에 의해 재부유한

뒤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집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Boesch

and Boynton, 2009), 또한 용승에 의해 저층에서 용출되는 환원된 화학물질이 해양

의 표층으로 올라와 산소를 소모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Tuner et al., 2006;

Levin et al., 2009). 국내에서는 빈산소 해역의 유기물 플럭스 및 저층 용출 플럭스

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으로 빈산소의 형성 원인을 생지화학적 관점에서 고려

된 바 없으며, 무산소 환경에서 발생하는 환경저해물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

지 않고 있다.

빈산소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전반적인 저서동물군집의

현존량 감소를 들 수 있다(Powilleit and Kube, 1999). 저서생물은 생태계내의 1차

소비자 및 2차 생산자로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류 등과 같은 상위 포식자의 먹이

생물의 기능을 함으로서, 물질과 에너지 전달자 역할을 하며, 수층에서 일어나는 분

해산물을 소비한다. 서식처의 특성상 빈산소수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요한

생물군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산소형성에 의한 "dead zone"에서 소실된 저서생물의

탄소량은 연간 343,000 - 734,000 톤에 달하며, 유럽의 발틱해 연안에서는 전체 이

차생산량의 30% 수준인 264,000톤의 탄소가 소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Diaz and

Rosenberg, 2008). 빈산소 환경하에서는 퇴적물로 부터 인산염이나 Fe이온의 용출

이 증가하여 적조생물의 대발생을 촉진 시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진해만에서 여름철 저층의 빈산소 형성과 저서동물군집의 분포에 대한 연

구(Hong and Lee, 1983), 빈산소형성에 따른 동물군집의 천이 (Lim et al., 2006)등,

매우 제한적인 연구결과 만이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유생물은 해양생태계의 저차생산단계의 에너지 생산자로서, 해양생태계 에너

지 자원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생물군이나, 빈산소해역 형성과 관련된 본 생물

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부유생물은 존속을 위해 환경조건이 악화되면 저

서 퇴적물속에서 시스트 상태로 휴면기를 보내는 종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Steidinger, 1984). 부유생물이 다시 수중으로 recruitment되기 위해서는 휴면기의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퇴적 환경은 부유생물의 휴면기 안정성에 절대적인 영

향을 미친다. 특히 산소농도는 휴면개체(시스트, 휴면란)의 발아율을 좌우함으로 가

장 중요한 지배 요인이라고 보고되기도 하였다(Fryxell, 1983). 부유생물의 경우,

hypoxia는 퇴적층에서 휴면하는 부유생물 시스트 또는 휴면포자의 발아를 저해하며

(Anderson et al, 1987; Ishigawa & Taniguchi, 1994; Kim & Taniguchi, 1995),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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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플랑크톤의 난 생산률을 저해하고(Sedlacek and Marcus, 2005), 요각류 성체의

크기를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Richmond et al., 2006), 가입(recruiment)률에

대한 빈산소의 영향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에 있다.

생물행동학적으로는 포식자의 포식능력 감소(Mistri, 2004; Sandlberg, 1997), 해

파리의 호흡량 감소 (Rutherford and Thuesen, 2005), 어류의 아가미 운동 증가

(Wannamaker and Rice, 2000), 이매패류의 호흡 증가와 성장 감소가 관찰된 바 있

다(Norkko et al., 2005).

분자 및 생화학적 수준에서 세포내에 존재하는 산소 센서(NAD(P)H oxidase,

peroxidase류, ROS관련 유전자)가 박테리아로부터 포유류에 이르는 모든 생물에서

발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unn et al., 1988; Wenger, 2000), 이들은 hypoxia

inducible factor 1(HIF-1)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ng and

Semenza, 1993). 몇몇 어류에서 HIF-1의 특성이 밝혀졌으나(Law et al, 2001;

Soitamo et al., 2001), 빈산소 상태에 대한 해양생물의 분자 반응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빈산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단백질 합성, 운동과 관련

된 유전자들의 발현량은 줄어들고, anaerobic ATP 생산과 gluconeogenesis와 관련

된 유전자들의 발현량은 증가되며, 세포 성장과 기초대사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억제되는 것이 망둥어의 일종인 Gillichtys mirabili에서 밝혀진 바 있다(Gracey et

al., 2001).

국내에서는 산소 형성과 저서동물군집의 분포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수행

되었고(Hong and Lee, 1983), 1990년에 진해만의 대형저서동물군집의 빈산소형성에

따른 동물군집의 천이와 회복에 대한 과정이 보고된 바 있다(Lim et al., 2006). 최

근(2004년-2006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마산만을 중심으로 빈산소형성에 따른 저서

동물군집의 천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있지만(KORDI, 2006), 국내에서는 빈

산소와 관련된 생물반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데, 이는 생리생태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공간에 대한 제약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가막만의 퇴적환경과 지화학적 특성

1. 가막만의 퇴적환경

가. 서 론

연구지역인 가막만은 한반도 남해안 중앙부에 위치하며, 서측으로 여자만, 북측

으로 광양만 그리고 동측으로 여수해만, 진주만 등이 분포하고 있다. 가막만은 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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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돌산반도와 동측의 돌산도, 남측으로는 개도 등 여러 섬들로 둘러싸인 전형적

인 반 폐쇄성 내만으로, 외양과의 연결성이 매우 제한된 고립지역이다(그림 3-1-1).

만의 형태는 동서방향 9 ㎞, 남북방향 15 ㎞의 타원형 모양으로써, 만의 표면적이

112 ㎢, 해수용적 7.1ⅹ108 ㎥으로 알려져 있다(국립수산진흥원, 1982). 가막만은 동

측으로 여수반도와 돌산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 여수해만과 연결되고, 남측으로는

섬들 사이의 협수로를 통해 남해와 서측의 여자만이 연결된다. 만으로 공급되는 퇴

적물은 북동쪽 협수로를 통해 유입되는 섬진강 기원의 여수해만 퇴적물과 가막만

내의 소하천 그리고 남쪽 만 입구를 통해 유입되는 여자만 및 외해연안의 퇴적물로

구분된다. 해저지형은 중앙부에서는 둔덕으로 인해 수심이 6～7 m 내외이며, 북서

내만역은 9～11 m로 오목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만 중앙부로부터 남쪽으로

갈수록 깊어져 남쪽 만 입구에서는 수심이 40 m의 해저골이 발달한다(그림 3-1-1).

가막만 퇴적물은 주로 섬진강에서 공급된 부유퇴적물이 여수해만을 통해 가막

만 협수로로 유입되어 퇴적된 것으로 생각되며, 퇴적층은 서서히 만의 북쪽에서 남

쪽을 향해 전진이동하고 있다(김소라, 2012). 가막만에 쌓인 퇴적층 구축과정은 전

지구적 빙하기-간빙기동안의 해수면 변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후 빙하기

(Last glacial maximum; LGM)가 약 18,000년 전으로써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30

m 아래에 위치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지역은 최대 수심이 40 m 내외로 대기에 노

출된 상태였으며, 만 주변 육상과 연결된 지류들이 발달하였을 것이다. 이후 간빙기

가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연구지역은 점차 해수로 덮이는 해침퇴적환경이 형성

되며,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는 현재의 해수면에 도달하여 현재의 해양환경

과 거의 같은 조건으로 이르고 있다. 즉, 후기 홀로세 퇴적층서의 분포 및 발달 구

조 등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가막만의 퇴적작용 및 퇴적환경을 밝힐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막만에서 획득한 고해상도 탄성파 탐사자료와 표층 및 주

상퇴적물을 이용하여 반 폐쇄 지형 특성을 가진 가막만의 지형과 퇴적환경 발달을

밝히는 것이다.

나. 재료 및 방법

(1) 표층퇴적물 채취 및 분석

가막만 표층퇴적물의 입도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3월 23~24일 이틀

간 한국해양연구원 탐사선인 장목호를 이용하여 13개의 정점에서 표층퇴적물을 채

취하였다(그림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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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연구지역의 수심도. 등고선은 1 m 간격임

그랩 샘플러로 퇴적물을 채취한 뒤 가능한 표층에 있는 퇴적물만을 교란 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위를 기울였고, 퇴적물을 실험실로 옮긴 후 입도분석을

위해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입도분석은 시료 중 일정량을 취해서 6%의 과산화수소수(H2O2)를 첨가하여 유

기물을 제거하고 10% 염산(HCl)으로 탄산염을 제거한 후 증류수로 3회 용해성 염

분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처리한 시료는 4Φ(0.0625 mm)체를 이용하여 습식 체질

(Wet sieving)을 한 후 4Φ 이상의 사질 및 역질 입자들은 건조시킨 후 로탭요동기

(Ro-Tap Sieve Shaker)를 사용하여 1Φ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4Φ 이하의 실트 및

점토 입자들은 자동입도분석기(Micromeritics, Sedigraph 5100)를 이용하여 1Φ 간격

으로 분석하였다. 각 Φ별로 나온 자료를 이용하여 Folk and Ward(1957) 및

Folk(1968)의 모멘트 방법에 의해 각각의 조직별 함량과 평균입도(Mz)등을 산출하

였으며, 퇴적물의 분류는 Folk (1954)의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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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가막만의 시료채취 위치

(2) 시추퇴적물

(가) 시추퇴적물 채취

가막만에서 2010년 3월 23~24일 이틀 간 한국해양연구원 탐사선인 장목호의 피

스톤 시추기를 이용하여 총 4개 정점에서 시추퇴적물 시료를 획득하였다(그림

3-1-2). 체취된 시추퇴적물은 선상에서 코어의 양 끝을 막고 방수테이프로 감아 공

극수와 퇴적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한 뒤 현장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세워 보관하였다.

(나) 시추퇴적물 분석

상하가 뒤집어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며 실험실로 운반된 시추퇴적물을 우선

실험에 용의하게 일정간격으로 절단하였다. 그런 다음 시추퇴적물 배럴의 가운데를

saw를 이용하여 세로로 길게 절개한 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코어내의 퇴적구조

나 색 등을 기재 하였다. 한쪽부분은 연엑스선 촬영용 슬랩을 채취하였으며, 나머지



- 7 -

한쪽 부분에서는 퇴적물의 조직 및 함수율을 측정하였다. 또한 특정 깊이에서 시료

를 획득해 유기물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코어에서의 시료 채취 간격은 조성성분이

나 퇴적구조의 변화에 따라 조절하여 10 cm 혹은 20 cm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3) 탄성파 탐사

(가) 탄성파 단면자료 획득

가막만 내에 분포하는 현생퇴적층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 3월 23~24일

이틀 간 한국해양연구원 탐사선인 장목호에 장착된 2∼7 kHz 주파수 대역의 Chirp

Ⅱ 시스템(Benthos 사)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였다. 탄성파 단

면자료는 동-서와 남-북방향의 격자형태로 탐사측선을 설정하여, 총 150 km의 측

선자료를 획득하였다(그림 3-1-3). 현장조사 시 자료의 정확한 위치를 구하기 위해

서 조사선박의 선위는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DGPS;

KONGSBERG SEATEX AS)를 사용하였다.

(나) 탄성파 자료 해석

고주파 Chirp Ⅱ 시스템을 이용하여 퇴적층의 자세하고 정밀한 지층구조를 확

인하여 정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연구지역에 쌓인 퇴적층서는 음향기반암을

기저로 하여 일정한 구축양식의 퇴적층서가 분포하였다. 이 퇴적층서의 발달특성은

탄성파 종결양상(reflection termination), 반사층리 발달형상(reflection

configuration), 그리고 퇴적층서의 3차원적 발달외형(external geometry) 등의 특징

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Vail et al, 1977). 퇴적층서의 두께를 계산하기 위해 퇴적

층의 음파속도를 1,500 m/sec로 환산하여 구하였다.

(다) 탄성파 층서 해석

연구해역에서 획득한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도는 탄성파 층서해석법에 따라 퇴

적층 하부 경계면인 음향 기반암 위로 2개의 퇴적층서, Unit Ⅰ과 Ⅱ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퇴적층서는 불규칙한 강한 반사층리의 중간 반사경계면(mid-reflector)에

의해 뚜렷이 경계된다. 이 중간 반사 경계면은 최대해침면(Maximum Flooding

Surface; MFS)으로서 연속성이 좋고, 진폭이 강한 반사층리 특성을 보이며 연구지

역 대부분에 걸쳐서 분포한다. 하부층인 Unit Ⅰ은 해침동안 형성된 해침퇴적계열

(Transgressive Systems Tracts; TST)로 구분된다. 또한 상부층인 Unit Ⅱ는 후기

홀로세 동안의 고해수면 동안 형성된 고해수준 퇴적체(Highstand Systems Tracts;

HST)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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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연구지역의 고해상 탄성파 탐사 트랙 라인

다. 연구결과

(1) 표층퇴적물 분포 특성

입도분석결과 나타난 표층퇴적물의 분포는 그림 3-1-4 및 표 3-1-1과 같다. 가

막만의 표층퇴적물의 평균입도는 사질퇴적물의 입도인 -1.6Φ에서 점토질 퇴적물의

입도인 9.7Φ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입도는 7.57Φ이다. 전체적인 분포양상

을 보면 가막만 퇴적물은 70% 이상이 니질로 이루어져 있다. 백야도와 돌산 군내리

를 잇는 선을 경계로 내만측에서는 대부분 니질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으

며, 남측에는 사질과 실트질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리고 남쪽 만 입구 부분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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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G16은 다른 정점들에 비해 70% 이상이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입도에 대한 입도 조직변수 중 분포양상을 지시하는 분급도(sorting

coefficient)는 대부분의 정점에서 1∼4 사이에서 변하고 있는데, 이는 나쁘거나 상

당히 나쁜 분급도에 해당한다. 왜도(skewness)는 0을 기준으로 왜도 값이 +인 것은

조립질 입자쪽으로 분산을 이루고 있으며, −인 것은 세립질 입자쪽으로 분산을 형

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 정점에서 음의 왜도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립한

퇴적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지시한다.

그림 3-1-4. 표층퇴적물 퇴적상 분포도. M; 뻘, sM; 모래질 뻘,

sG; 모래질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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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No.

Composition (%) Sedi.

Type

Statistical parameters

Gra. Sand Silt Clay Mz(Phi) St. De. Skew. Kurt.

G3 8.29 0.49 91.22 M 9.77 2.37 -2.63 8.94

G5 3.18 3.5 93.32 M 9.37 1.48 -2.89 12.46

G6 0.51 1.61 97.88 M 9.72 1.02 -0.87 12.31

G8 22.51 39.49 38 sM 6.95 2.1 -0.68 2.84

G9 3.03 37.25 59.72 M 7.99 1.23 -0.67 9.24

G10 24 40.07 35.93 sM 6.84 2.06 -0.71 2.56

G11 12.41 60.64 26.95 sM 7.2 1.84 -0.19 4.54

G12 14.98 1.38 83.64 sM 8.93 2.42 -1.64 4.11

G13 13.08 11.16 75.76 sM 7.86 1.83 -1.7 4.6

G14 4.93 2.15 92.92 M 9.31 1.66 -2.94 11.48

G16 73.04 25.68 0.16 1.12 sG -1.64 2.06 1.91 8.4

G17 24.76 1.32 73.91 sM 8.4 3.11 -0.98 2.33

G18 15.73 18.78 65.49 sM 7.65 2.11 -0.86 3.96

표 3-1-1 가막만 표층퇴적물의 조직과 평균입도

(2) 시추퇴적물 특성

가막만에서 피스톤 시추기를 이용하여 총 4개 정점에서 시추퇴적물 시료를 획

득하였다. 각 정점에서 채취한 시추퇴적물의 입도특성은 [표 2-1-2]에 나타냈다.

GM01 코어는 만의 북서 내만역에 위치하며, 총 길이는 250 ㎝이다. 전 구간에 니

질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다. 함수율은 51∼61%로 표층에서 61%로 높은 값

을 나타낸다. 상부 10 ㎝ 부분에서 51%로 낮은 함수율 값을 보이다가 15 ㎝부터는

하부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입도는 9.4∼10.5Φ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10.33

Φ이다. 시추퇴적물을 절개하여 육안 관측한 결과 전체적으로 패각 파편들과 생물흔

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균질한 니질 퇴적상을 보인다(그림 3-1-5).

전체 길이가 245 ㎝인 GM02 코어는 상부 1 ㎝에서 사질니를 제외하면 전반적

으로 니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다. 함수율은 38∼46%이며 표층에서 가장 낮은 값

을 나타내며 상부 5 ㎝부터 하부까지 수직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입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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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3Φ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9.47Φ이다. 상부 1 ㎝에서 70% 이상의 실트함량

을 보이며, 50 cm 구간은 50% 이상, 하부 231 ㎝ 구간에서도 19% 이상의 실트를

포함한다. 이 구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10% 미만의 실트함량을 보인다.

코어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패각이 많이 나타나며, 원형이 잘 보존된 패각들 또한

발견된다. 상부 2∼6 ㎝ 및 10∼11 ㎝에서 생물교란 및 크고 작은 패각편이 다수

나타난다. 81 ㎝에서는 생물연흔구조가 관찰되며 204 ㎝에서 함수율 차이에 의한

균열이 관찰된다(그림 3-1-5).

만 중앙부에 위치하는 GM03 코어의 총 길이는 257 ㎝이다. 함수율은 39∼46%

이며 상부 5㎝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며 상부 5 ㎝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입도는 6.6∼9.9Φ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8.7Φ이다. 상부 1 ㎝에서 28% 이

상의 사질과 50% 이상의 실트함량을 보이며, 20 ㎝ 구간에서도 66% 이상의 실트함

량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다른 코어에 비해 높은 실트함량을 나타낸다. 코어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패각 및원형이 잘 보존된 패각들 또한 발견된다. 2 ㎝에서 미세한

패각파편, 5 ㎝에서 식물파편이 발견된다. 41∼80 ㎝까지 크고 작은 패각파편들이

주로 발견되고, 125∼160 ㎝ 부분에서는 모양이 완전한 패각편이 다수 나타난다(그

림 3-1-6).

GM04 코어는 남쪽 만 입구 지역에 위치하며, 총 길이는 270 ㎝이다. 상부 32 ㎝

부근에서 원형이 잘 보존된 패각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균질한 니질 퇴적물로 구

성되어 있다. 함수율은 37∼46%로 150 ㎝ 부분에서 37%로 낮은 값을 보이지만,

150 ㎝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수직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입도는

9.5∼10.2Φ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9.87Φ이다. 깊이에 따른 입도의 변화는 전체적으

로 균등한 입도분포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패각 파편들과 생물흔적이 나타나지 않

으며 균질한 니질 퇴적상을 보인다(그림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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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Depth
Composition (%) Sedi.

Type

Statistical parameters

Gra. Sand Silt Clay Mz(Phi) St.De. Skew. Kurt.

GM01

1 ㎝ 2.2 2.03 95.77 M 9.4 1.28 -1.68 12.5

11 ㎝ 1.26 1.13 97.61 M 10.5 1.27 -2.16 13.89

21 ㎝ 2.9 1.58 95.52 M 10.27 1.46 -3.31 15.14

31 ㎝ 1.47 0.74 97.79 M 10.56 1.25 -2.87 17.51

41 ㎝ 1.41 1.57 97.02 M 10.55 1.24 -2.94 17.45

51 ㎝ 2.52 1.25 96.23 M 10.18 1.32 -3.26 17.16

61 ㎝ 1.04 1.76 97.2 M 10.1 1.28 -2.09 12.47

71 ㎝ 3.5 1.82 94.69 M 10.39 1.65 -2.81 12.31

81 ㎝ 5.15 2.36 92.5 M 10.18 1.93 -2.8 11.42

91 ㎝ 1.2 0.66 98.14 M 10.71 1.1 -3.86 24.64

101 ㎝ 0.94 3.02 96.04 M 10.21 1.24 -2.79 14.76

111 ㎝ 0.86 2.29 96.84 M 10.3 1.12 -3 17.08

121 ㎝ 0.61 2.98 96.41 M 10.54 1.27 -3.07 15.07

141 ㎝ 0.76 0.89 98.35 M 10.46 0.99 -3.2 22.61

161 ㎝ 0.76 1.38 97.85 M 10.47 1.03 -2.87 20.58

181 ㎝ 1.32 1.64 97.03 M 10.5 1.23 -3.46 18.94

201 ㎝ 0.81 1.46 97.72 M 10.4 1.04 -3.2 20.8

221 ㎝ 0.86 1.25 97.89 M 10.36 0.94 -4 26.99

241 ㎝ 1 1.46 97.54 M 10.25 1.08 -2.4 17.2

GM02

1 ㎝ 15.57 70.93 13.5 sM 6.35 2.47 1.23 4.15

11 ㎝ 2.45 2.13 95.42 M 9.6 1.45 -1.86 10.33

21 ㎝ 0.62 1.89 97.49 M 10.03 1.24 -1.35 10.02

31 ㎝ 0.59 10.27 89.14 M 8.93 1.39 1.17 5.77

41 ㎝ 0.67 1.42 97.91 M 10.08 1.11 -1.37 11.36

51 ㎝ 0.74 53.79 45.48 M 8.09 1.38 1.45 7.38

61 ㎝ 0.57 2.51 96.92 M 10.03 1.13 -2.35 12.77

71 ㎝ 0.64 2.21 97.15 M 9.97 1.3 -0.37 6.81

81 ㎝ 0.61 3.09 96.3 M 9.67 1.18 -0.45 8.7

91 ㎝ 0.39 1 98.61 M 10.38 0.93 -1.79 15.51

101 ㎝ 0.51 2.43 97.06 M 10.09 1.21 -1.59 10.53

111 ㎝ 0.54 1.08 98.38 M 10.2 1.16 -1.2 10.31

121 ㎝ 0.54 5.28 94.18 M 9.16 1.26 -0.32 8.37

131 ㎝ 0.58 9.66 89.76 M 8.89 1.24 0.01 7.77

표 3-1-2. 가막만 시추코어 퇴적물의 조직과 평균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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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Depth
Composition (%) Sedi.

Type

Statistical parameters

Gra. Sand Silt Clay Mz(Phi) St.De. Skew. Kurt.

GM02

151 ㎝ 0.5 1.01 98.5 M 10.34 0.92 -2.54 19.67

171 ㎝ 0.95 4.39 94.66 M 9.06 1.3 0.31 7

191 ㎝ 0.63 1.23 98.14 M 9.82 1.14 -0.78 9.91

211 ㎝ 0.53 2.39 97.08 M 10.1 1.2 -1.58 10.55

231 ㎝ 0.67 19.3 80.03 M 8.51 1.36 0.51 7.38

244 ㎝ 0.51 1.01 98.48 M 10.09 1.13 -0.88 9.67

GM03

1 ㎝ 28.02 50.73 21.24 sM 6.6 2.17 -0.25 2.74

11 ㎝ 1.38 50.93 47.7 M 8.26 1.78 1 4.38

21 ㎝ 4.95 66.6 28.45 M 7.76 1.85 0.58 5.25

31 ㎝ 4.11 3.92 91.97 M 9.48 1.85 -1.24 6.85

41 ㎝ 1.2 18.19 80.61 M 8.79 1.55 0.32 4.41

51 ㎝ 3.08 51.91 45.01 M 8.36 2.11 0.46 3.39

61 ㎝ 2.45 11.38 86.16 M 8.98 1.73 0.21 4.85

71 ㎝ 2.37 44.44 53.19 M 8.29 1.84 0.56 3.96

81 ㎝ 2.67 40.57 56.76 M 8.42 1.89 0.33 3.61

91 ㎝ 2.47 16.58 80.95 M 8.72 1.7 0.03 5.33

101 ㎝ 2.12 45.37 52.51 M 8.36 1.88 0.76 3.96

111 ㎝ 4.4 15.88 79.72 M 8.46 1.66 -0.76 7.31

121 ㎝ 3.67 2.89 93.44 M 9.46 1.6 -2.14 10.29

131 ㎝ 1.56 3.86 94.58 M 9.62 1.31 -1.88 9.93

151 ㎝ 0.9 2.39 96.71 M 9.76 1.12 -1.9 11.62

171 ㎝ 2.44 26.4 71.16 M 8.53 1.6 -0.13 4.41

191 ㎝ 2.86 18.42 78.73 M 8.66 1.58 -0.53 5.46

211 ㎝ 3.6 0.59 95.81 M 9.97 1.61 -2.21 10.91

231 ㎝ 2.47 18.69 78.84 M 8.68 1.61 -0.33 5.35

256 ㎝ 4.15 5.57 90.28 M 9.1 1.55 -2.2 9.81

GM04

1 ㎝ 3.35 1.26 95.39 M 9.52 1.37 -3.47 17.68

11 ㎝ 0.95 2.06 96.99 M 9.99 1.35 -1.51 9.96

21 ㎝ 1.38 1.84 96.79 M 9.94 1.29 -1.87 12.05

31 ㎝ 0.55 3.91 95.53 M 9.74 1.19 -1.04 9.59

41 ㎝ 1.52 1.56 96.92 M 9.65 1.11 -2.51 16.75

51 ㎝ 2.38 2.18 95.44 M 9.67 1.33 -2.76 13.95

표 3-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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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Depth
Composition (%) Sedi.

Type

Statistical parameters

Gra. Sand Silt Clay Mz(Phi) St.De. Skew. Kurt.

GM04

61 ㎝ 0.96 3.88 95.16 M 9.75 1.27 -2.14 11.08

71 ㎝ 1.49 1.35 97.16 M 10.24 1.33 -2.1 12.66

81 ㎝ 1.72 2.96 95.31 M 9.96 1.35 -2.86 13.45

91 ㎝ 1.28 1.77 96.95 M 9.99 1.09 -3.67 19.9

101 ㎝ 2.29 2.45 95.26 M 9.66 1.27 -2.63 14.17

111 ㎝ 2.16 2.66 95.19 M 9.95 1.51 -2.07 10.44

121 ㎝ 1.32 0.34 98.34 M 10.16 1.02 -3.82 25.85

131 ㎝ 0.56 3.67 95.77 M 9.64 0.99 -2.73 14.72

151 ㎝ 1.52 1.5 96.98 M 10.04 1.22 -3.26 17.27

171 ㎝ 0.55 1.59 97.86 M 9.83 0.94 -2.5 17.72

191 ㎝ 1.92 1.09 96.99 M 10.22 1.15 -4.28 24.26

211 ㎝ 1.94 1.77 96.3 M 10.26 1.34 -3.08 15.97

231 ㎝ 2.38 1.84 95.77 M 9.79 1.33 -2.59 13.54

251 ㎝ 1.49 3.16 95.34 M 9.63 1.2 -3.07 14.71

268 ㎝ 1.52 2.88 95.6 M 9.68 1.18 -3.19 15.85

표 3-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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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시추코어 (a) GM01과 (b) GM02의 암석

학적 특성과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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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시추코어 (a) GM03과 (b) GM04의 암석

학적 특성과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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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적층서 발달 특성

(가) 음향경계면

① 음향기반암(Acoustic Basement)

가막만 지역에 나타나는 기반암은 상부 퇴적층과 하부의 결정질 암석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탄성파 기록상에 나타나는 기반암의 양상은 매우 불규칙하며

기복이 심한 형태를 보인다(그림 3-1-7). 강한 반사면의 음향특성을 보이는 기반암

은 만의 가장자리에서는 평균 해수면 아래 약 20 m에서부터 남쪽 만 입구에서는

최대 40 m 깊이에서 나타난다(그림 3-1-8) 또한 북쪽, 동쪽에서 수로가 시작되며,

두 수로는 만 중앙부에서 만나 남쪽을 향해 깊어진다. 남쪽 수로 부근에서는 강한

조류로 인한 기반암이 노출된 구조가 나타난다. 이는 수로를 지나가는 조류에 의해

퇴적물이 거의 퇴적되지 않고 있음을 지시한다.

(a)

(b)

그림 3-1-7. 고해상 탄성파 단면도는 중간경계면을 따라 두 개의 층서단위 (단위 I

과 II)를 나타낸다.

② 중간 반사경계면(mid-reflector)

가막만에서 중간 반사경계면(mid-reflector)은 Unit Ⅰ과 Unit Ⅱ 퇴적층 사이에

서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경계반사면이다[그림 3-1-7). 반사특징은 강한 진폭강도와

함께 연속적이며 연구지역 대부분에 분포한다. 침식의 흔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

며, 편평한 반사면(even reflector)을 보인다. 하부의 퇴적층 Unit Ⅰ의 상부 반사층

리는 중간 반사경계면과 부정합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부 퇴적층인 Unit Ⅱ는 중간

반사경계면에 대해 하향걸침(downlap)하며 발달한다. 강한 반사면의 음향특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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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간 반사경계면은 만 중앙부에서 평균 해수면 아래 최대 약 28 m 깊이에 분

포한다. 가막만의 북서 내만역과 북동쪽 협수로 부근에서는 해수면 아래 약 15 m

정도의 깊이에서 나타나며 남쪽으로 가면서 서서히 깊어진다.

그림 3-1-8. 평균해면으로부터 음향학적 기반암 깊이. 등고선

의 간격은 1 m이다.

(나) 층서단위

고해상도 탄성파 탐사 자료에 의하면 가막만 내에는 음향기반암 상부에 비교적

두꺼운 현생 니질 퇴적층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3-1-9). 특히 만내의 중

앙부에서 최대 30 m까지 가장 두꺼운 층후를 보인다. 퇴적물은 기반암의 형태와 마

찬가지로 만의 북쪽, 동쪽의 수로 지역을 따라 만의 중앙부에서 두껍게 퇴적되어

있는 반면에, 만의 가장자리로 가면서 10 m의 얇은 퇴적층이 분포한다. 또한 만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화태도 주변에서 최대 18 m 두께의 두꺼운 퇴적이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쪽 만 입구 섬들 사이의 좁은 수로에는 강한 조류로 인

해 퇴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5 m 이하의 얇은 퇴적층이 분포한다.



- 19 -

① Unit Ⅰ

Unit Ⅰ은 불규칙한 기반암 위에 놓여있는 퇴적층서로서, 상부는 중간 반사경계

면에 의해 구분된다. 가막만 내 Unit Ⅰ 퇴적층서의 반사층리 발달모양은 무반사

층리(reflection-free) 음향특성을 보이며(그림 3-1-7), 침식수로(erosional channel)

구조가 다수 나타난다. 또한 3차원적 발달외형은 수로 충진형(trough-fill type)으로

발달한다. Unit Ⅰ 퇴적층의 두께는 수로가 발달한 지역을 따라 북쪽, 동쪽으로 최

대 8 m 두께의 퇴적층이 쌓여있다. 반면에 수로 지역을 제외한 만의 가장자리 지역

은 2 m 이하의 얇은 퇴적층이 쌓여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1-9. 가막만의 음향학적 기반암 위쪽의 퇴적물 두께. 퇴적

물 내 음파의 속도는 약 1500 m/s로 가정하였다.

② Unit Ⅱ

비교적 두꺼운 현생 니질 퇴적물로 구성된 상부층인 Unit Ⅱ는 만 중앙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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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층에 가려져 정확한 분포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 퇴적층후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그림 3-1-10). Unit Ⅱ 퇴적층은 북동쪽 협수로를 통해 유입된

퇴적물이 남쪽 만 입구를 향해 전진구축(prograding)하는 퇴적양상을 보이며, 중간

반사경계면에 대해 하향걸침(downlap) 특징을 보인다(그림 3-1-11). 이는 북동쪽

협수로, 가막만 내 하천 지류 그리고 외해수를 통해 유입된 퇴적물이 남쪽 만 입구

지역으로 전진 이동하는 퇴적과정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인위적으로 항로 준설에

의해 변형된 지층들이 여수항 근처에서 확인된다. 퇴적층서의 반사층리 발달모양은

평행반사 층리(parallel reflector)가 전 지역에 걸쳐 발달한다. 3차원적 발달외형은

동서방향으로는 분지 충진형(basin fill type)을 보이고, 남북방향으로는 전진구축하

는 형태를 보인다. Unit Ⅱ의 퇴적층의 두께는 만의 중앙부에서 최대 25 m의 퇴적

두께를 보인다. 반면에 만의 중앙부와 동쪽 부분을 제외한 북서 내만역과 만의 가

장자리 및 북동쪽 신월동 부근은 5∼10 m 이하의 얇은 퇴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10. 가막만의 음향학적 기반암 위쪽의 층서단위 II

의 두께. 퇴적물 내 음파의 속도는 약 1500 m/s

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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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Ⅱ는 만 중앙부에서 천부 가스층이 퇴적층서 내에 발달하였다([그림

2-1-12]). 가막만 천부가스층의 탄성파 퇴적상은 음향혼탁(Acoustic Turbidity; AT)

과 음향공백(Acoustic Blanking; AB)의 반사특징을 보인다. 음향이상대 발달 지역

은 퇴적물이 두껍게 쌓인 지역과 대부분 일치하여 분포한다. 또한 해저면 아래 음

향이상대가 나타나는 깊이는 3∼10 m이며, 만 중앙부에서 남쪽 만 입구 지역으로

갈수록 음향이상대가 나타나는 깊이가 깊어진다(그림 3-1-13).

(a)

(b)

그림 3-1-11. 두 개의 층서단위(I과 II)를 보여주는 고해상 탄성파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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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12. 음향학적 이상을 보여주는 고해상 탄성파 단면

그림 3-1-13. 퇴적물 내 가스가 함유된 구역의

분포도. 등고선은 해저에서 가스

함유 구역까지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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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 론

만 내부로 갈수록 표층퇴적물의 실트함량은 감소하고 니질함량이 증가한다. 주

상퇴적물 입도분석 결과 북서 내만역과 남쪽 만 입구에서 채취된 GM01, GM04 코

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만 중앙부에서 채취된 GM02 및 GM03 코어

에서는 실트함량이 높으며 수직적으로 평균입자크기와 조직이 큰 변화를 보인다.

또한 북서 내만역은 높은 함수율 값과 니질함량을 보여 퇴적물과 유기물 퇴적에 유

리한 환경조건을 가지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가막만 퇴적체의 발달양상이 하부의 음향기반암부터 상부의 니질 퇴적층까지

탄성파 탐사 단면도상에 잘 나타나고 있다. 기반암은 결정질 암반으로 구성되며 이

들은 육상에 발달한 암반의 연장에 해당된다. 기반암의 깊이는 가막만 남쪽 만 입

구에서 최대 약 40 m 그리고 북동쪽 협수로 부근에서는 20 m에서 나타난다. 최후

빙하기(LGM)가 약 18,000년 전으로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30 m 아래에 위치하였

던 사실로 볼 때 이 당시의 가막만은 대기노출 환경이었을 것임이 추정된다. 그리

고 가막만은 주변 육상과 연결된 지류들이 발달하였을 것이다. 기반암 바로 위를

덮고 있는 Unit Ⅰ은 약 2∼8 m의 두께로 퇴적되어 있으며, 무층리 반사 특징과 침

식수로 구조를 나타낸다. 즉, Unit Ⅰ 퇴적층은 홀로세 해침동안 퇴적된 해침퇴적계

열(TST)로 가막만의 수로지역에 분포하며 조간대환경 하에서 쌓인 퇴적층으로 해

석된다. Unit Ⅰ과 Unit Ⅱ 퇴적층 사이에서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중간 반사경계

면은 만 중앙부에서 해수면 아래 최대 약 28 m 그리고 북서 내만역과 북동쪽 협수

로 부근에서는 약 15 m 정도의 깊이에서 나타난다. 또한 침식의 흔적이 거의 나타

나지 않는다. 이 경계면은 최대해침면(MFS)으로 해침퇴적계열과 고해수면 퇴적체

를 분리시키며 해안선이 육지쪽으로 최대로 후퇴한 시점에서 형성된다. 즉, 최대해

침면은 해침퇴적체를 형성하는 조건에서 외해쪽으로 전진하는 형태의 고해수면 퇴

적체를 형성하는 환경으로의 변화를 지시하며(Posamentier et al., 1988), 이는 가막

만 퇴적층서에서 잘 나타난다. 상부층인 Unit Ⅱ 퇴적층은 약 5∼25 m의 두께로 퇴

적되어 있다. 북동쪽 협수로 부근에서는 기반암이 노출된 지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항로 준설에 의해 퇴적물이 제거 결과로 보인다. 평행반사층리의 특징을 보이며 남

쪽으로 전진구축하는 이 퇴적층은 해수면이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던 지난 6,000년

이후에 퇴적된 퇴적층으로 고해수준 퇴적체(HST)에 해당된다. 가막만 내의 천부

가스층 발달 지역은 홀로세 고해수준 퇴적층(HST)이 두껍게 쌓인 지역과 대부분

일치하여 분포한다. 이 천부 가스층은 해수면이 현 위치에 도달한 후기 홀로세 고

해수준 동안 공급된 퇴적물 내 유기물의 분해과정에서 형성된 메탄가스(methane

gas)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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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막만에서의 퇴적물 산소소모율과 황화수소 용출

가. 서 론

연안역의 빈산소(hypoxia)는 하구역, 용승이 일어나는 연안역 또는 강으로부터

의 영양염 과다유입으로 인해 인위적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해역에서 계절적으로 발

달한다. 저층으로의 유기물 유입량이 많고, 성층의 형성으로 해양 표층과 저층사이

의 해수의 유동이 차단되면 빈산소가 일어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된다. 그래서 통

상적인 빈산소는 고립된 해역과 만, 그리고 저산소층이 형성된 외해 사면에서도 일

어난다.

한국, 중국, 대만 및 일본 등의 많은 아시아 국가의 연안역에서 빈산소가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Wu, 1982; Hong, 1987; Jeng and Han, 1996; Lim et

al., 2006), 한국의 연안에서는 적조와 연관되어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Cho, 1991; Kim, 1990). 특히 천수만과 가막만에서의 빈산소는 뒷받침

하 만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생물의 집단폐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Shin, 1995). 현재까지 빈산소의 연중발생 시기와 발생주기 및 발생 원인에 대해서

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해양퇴적물에서 산소는 유기물 분해, 저서생물의 호흡 및 화학종들의 산화에 소

모된다. 산소는 대부분 유기물 분해에 소모되지만, 질소순환에서 질산화반응, 망간-

철 환원 화학종의 재산화, 황화수소의 산화 등에 소모가 된다. 이러한 반응 등은 대

부분 산소가 거의 고갈된 이후에 일어나는 반응으로 저층에서 저산소가 형성되면

일어나는 반응이어서 해수의 유동이 단절되면 무산소 환경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퇴적층에 서식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저서생물과 저층에 서식하는 어류

는 용존산소 농도와 강한 연관을 가진다(Karim et al, 2002). 즉 생물의 호흡이 용

존산소 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빈산소가 일정시간 지속되어 저층이 무산소 환경으로 바뀌면 퇴적물에서 황화

수소의 용출이 발생할 수 있다. 황화수소는 혐기상태에서 황화합물을 황화수소로

환원하는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에 의한 황산염 환원이 일어나면 발생되는 유독성

가스로 산소에 쉽게 산화되어 황 침전물을 형성시킨다. 그러나 무산소 환경에서는

그대로 수층으로 용출되어 생물의 집단폐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하며 500 ppm 이상이면 생물에 큰 피해를 미치고, 1000 ppm 이상이면 폐사를 불

러온다. 아직 우리니라 연안의 빈산소 해역에서 황화수소가 용출되었다고 보고된

적은 없으나, 빈산소가 장기간 지속되어 저층이 무산소 환경으로 바뀌면 황화수소

가 용출되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퇴적물 배양실험을 통하여

저층이 무산소로 변한 뒤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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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및 방법

(1) 퇴적물 시료 채취

표층퇴적물 분석을 위하여 그랩(Grab) 샘플러로 13개 정점에서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였고, 4개의 정점에서 피스톤 코어러(piston corer)를 이용하여 시추퇴적물을

채취하였으며, 2개의 정점에서 계절별로 상자형 시추기(box corer)를 이용하여 퇴적

물 배양실험을 위한 퇴적물을 채취하였다(그림 3-1-14).

표층퇴적물은 샘플백에 담아 냉장보관 후 실험실에서 건조한 후 분말화 하여

퇴적물 지화학적 분석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입도분석도 병행하였다. 시추퇴적물은

실험실에서 절개 후 각 깊이별로 부시료를 채취하여 입도분석과 퇴적물 지화학 분

석을 실시하였다. 퇴적물 배양실험은 챔버로 부시료를 채취한 후 현장에 인접한 실

험실에서 배양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3-1-14. 가막만에서 시료채취 정점의 위치. P는 시추

코어 정점, G는 그랩 시료채취 정점, 그리고

정점 3과 17은 퇴적물 배양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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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적물 분석

표층퇴적물과 시추퇴적물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입도분석을 하였다. 시료의

전 처리는 10% 염산용액으로 무기물을 제거하였고, 30% 과산화수소수(H2O2)로 유

기물을 제거하였다. 전 처리를 거친 퇴적물 시료는 증류수로 수 회 세척을 하였고,

4 φ 체(sieve)를 사용하여 4 φ 이상 크기와 이하 크기로 나누었다. 4 φ 이하 크기

의 퇴적물은 sedigraph 5100을 이용하여 입도분석을 한 후 4 φ 이상 크기와의 함량

비율을 계산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퇴적물 시료는 실험실로 운반하여 건조시킨 후 무게를 재어 함수율을 측정하였

고, 건조시킨 퇴적물 시료를 분말화하여 총탄소(total carbon) 함량과 무기탄소

(inorganic carbon) 함량을 측정하였다. 총탄소(total carbon) 함량과 총질소 함량은

Carlo-Erba사의 CHNs 원소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무기탄소(inorganic

carbon) 함량은 UIC 사의 Coulometric 탄소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기탄

소(organic carbon) 함량은 총탄소 함량에서 무기탄소 함량을 빼서 계산하였다. 탄

산칼슘 함량은 무기탄소 함량에 8.33을 곱하여 구하였다.

(3) 퇴적물 배양실험

챔버를 이용하여 퇴적물 부시료를 채취한 후 현장의 온도와 빛 조건과 유사한

환경 하에 배양실험을 실시하였다. 챔버는 온도조절이 가능한 수조에서 현장의 온

도와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였고, 자연광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암실을 만들어 빛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퇴적물 부시료가 들어있는 챔버에 현장에서 채취한 저층수를

최대한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약 2 L 붓고, 공기의 접촉을 완전히 차

단하였다.

챔버에는 클라크 타입의 산소 센서, pH 센서 및 황화수소 센서를 장착하여 시

간별로 각 항목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퇴적물 배양시간은 산소가 완전히 고갈되었

거나, 산소의 감소현상이 일정한 양상을 보일 때까지 실시하였고, 배양의 처음과 끝

부분에 상층수를 채취하여 윈클러 적정으로 상층수의 산소 농도를 보정해 주었다.

다. 결과 및 토의

(1) 퇴적물 분석

가막만 13개 정점에서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입도분석과 지화학적 분석을 한

결과를 그림 3-1-15에 나타내었다. 가막만의 표층퇴적물은 대부분 뻘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사질퇴적물이 포함되었다. 만의 바깥쪽

깊은 수로 쪽에는 일부 자갈질 퇴적물이 분포하고 있다(그림 3-1-15a). 퇴적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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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는 만의 안쪽이 세립하고 만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조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만의 외해 입구쪽을 제외하고는 입도크기가 8 이상인 세

립한 퇴적물이 분포하고 있다(그림 3-1-15b).

표층퇴적물의 총유기탄소 함량은 만의 안쪽이 2% 이상의 높은 함량을 보인 반

면에 만의 가운데에서는 1%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그림 3-1-15c). 만의

안쪽은 도시인구가 밀집한 지역과 가깝고, 해류의 흐름이 매우 느린 곳으로 인위적

으로 유입된 유기물이 유입된 후 곧바로 침강하여 쌓인 것으로 판단되고, 만의 중

간 부분은 해류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여 퇴적된 유기물이 활발하게 분해되어

낮은 유기탄소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15. (a) 퇴적물 형태, (b) 퇴적물 입도 크기, (c) 총유기탄소

함량, 그리고 (d) C/N 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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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비는 만의 안쪽 도시에 인접한 일부 지역에서 8 이상의 값을 보이지만 전

체적으로 8 이하의 낮은 C/N 비를 보이고 있다(그림 3-1-15d). 전체적으로 8 이하

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만에 퇴적된 유기물은 대부분 해양기원성 유기물로 판

단되나, 만의 안 쪽 일부지역에선 육상으로부터 기인한 유기물이 일부 유입되었다

고 판단된다.

시추퇴적물에서 유기탄소와 탄산칼슘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1-16과 같

다. 유기탄소 함량은 정점 P1에서 가장 높게 나왔는데, 퇴적물 상부에서는 1.5% 이

상이었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정점 P2, P3,

P4에서는 깊이에 따른 유기탄소 함량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그 함량도 1%

이내로 상대적으로 낮은 함량을 보였다.

그림 3-1-16. 4개의 시추코어 퇴적물에서

유기탄소와 탄산칼슘의 수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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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칼슘 함량은 정점 P1에서 특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퇴적물 상부층에서

는 1% 이상의 함량을 보이지만 20 cm 이하의 깊이에서는 0.1% 이하의 매우 낮은

탄산칼슘 함량을 보이고 있다. 반면정점 P2, P3, P4에서는 탄산칼슘 함량의 수직적

변화가 거의 없이 2% 내외로 일정한 값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점 P4에서 200 cm

이하의 깊이에서 함량이 4%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층퇴적물 유기탄소 함량 분포를 봤을 때 정점 P1 부근이 다른 정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추퇴적물 분석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

다. 표층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함량이 감소하는 것은 유

기물의 재광물화(remineralization)에 의한 유기물 분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다른 정점들에서는 퇴적물 깊이에 따른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유기물 재광물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퇴적물로 침강된 유

기물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기물의 재광물화가 적게 일어난 것이다.

정점 P1에서의 탄산칼슘 함량 분포를 보면 퇴적물 표층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탄산칼슘이 분포하고 있지만, 깊이가 조금만 깊어지면 탄산칼슘 함량이 매우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탄산칼슘의 유입은 다른 정점들에 비해 비록 상대적으로 적지

만 탄산칼슘이 표층퇴적물로 유입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깊이가 깊어지면 거의 탄

산칼슘이 분포하지 않는 것은 퇴적물 내에서 탄산칼슘이 용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탄산칼슘이 용해되기 쉬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pH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pH가 낮아지면 탄산칼슘의 용해율은 높아

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pH가 매우 낮았을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낮은 pH는

빈산소 또는 무산소 환경에서 나타난다. 퇴적물 깊이가 250 cm 정도면 약 300년 이

상 된 퇴적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과거 최소 300년 이전부터

정점 P1 부근에서 빈산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퇴적물 산소소모율

2010년 5월에 정점 3과 17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챔버에서 배양을 시작하자마자

용존산소의 농도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정점 17에서 정점 3보다 용존산소가 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그림 3-1-17). 정점 17에서는 배양 시작 후 12시간까지 급격하

게 감소하다가 그 후 완만한 감소를 보여 처음부터 완만하게 감소한 정점 3과는 상

이한 결과를 보였다. 정점 3에서의 퇴적물 산소소모량은 3.58 mmol m-2 d-1 이었고,

정점 17에서는 9.25 mmol m-2 d-1 이었다. 2011년 5월 배양결과를 보면 정점 3에서

는 2010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정점 17에서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였다. 정

점 17에서의 용존산소 감소 경향은 배양 초기에 오히려 더 용존산소의 감소가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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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러나 정점 3에 비해서는 용존산소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고, 배양 시

작 후 32시간 후에 용존산소가 완전하게 고갈되어 무산소 환경으로 바뀌었다(그림

3-1-17). 2011년 5월 정점 3에서의 퇴적물 산소소모량은 3.98 mmol m-2 d-1 이었고,

정점 17에서는 7.17 mmol m-2 d-1 이었다.

그림 3-1-17. 2010년과 2011년 5월에 정점 3과 17에서 실시한 챔버 실험에서 상층

수의 용존산소 농도 변화. 직선은 산소 감소구간에서의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냄

정점 3보다 정점 17에서 산소소모량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퇴적물 상부에 살

고 있는 생물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정점 17의 퇴적물에는 이

매패류 등의 저서생물이 다량 서식하고 있어서 이들 저서생물의 호흡이 용존 산소

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온 것이라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정점 3에서는 저서생물이

서식하기에 퇴적물의 상태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산소의 소모는 대부분

유기물의 화학적 분해와 초기속성과정에 따른 화학종의 산화에 소모된 것으로 판단

된다. 이처럼 정점 17에서 산소소모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정점 17에서는 빈산소

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이곳을 해류 흐름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점 17

에서는 해류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흘러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빈

산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8월의 배양실험에서는 정점 3과 17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점

17에서 조금 높은 용존산소 감소를 보였지만 감소경향은 거의 유사하였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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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에는 2010년에 비해 두 정점에서 용존산소의 감소가 급격하게 발생하였

다. 특히 정점 3에서는 배양 시작 후 18 시간 만에 산소가 완전하게 고갈된 무산소

환경으로 바뀌었고, 정점 17에서는 약 28시간 만에 무산소 환경으로 변하였다(그림

3-1-18). 2010년 8월에 정점 3에서의 산소소모량은 3.94 mmol m-2 d-1 이었고 정점

17에서는 4.31 mmol m-2 d-1 이었다. 2011년 8월에는 정점 3에서의 산소소모량은

12.43 mmol m-2 d-1 이었고 정점 17에서는 8.18 mmol m-2 d-1 이었다.

그림 3-1-18. 2010년과 2011년 8월에 정점 3과 17에서 실시한 챔버 실험에서 상층

수의 용존산소 농도 변화

2010년 11월 퇴적물 배양실험에서는 오히려 8월보다 용존산소의 감소가 더 급

격하게 일어났다. 11월에는 저층수의 용존산소 농도가 8월보다 더 높아 용존산소의

소모가 촉진된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정점 17에서 산소모모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

면 2011년에는 오히려 정점 17에서 산소모모율이 정점 3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

타났다(그림 3-1-19). 2011년 11월 가막만의 해수 온도는 여전히 높아서 산소의 소

모가 촉진되었으리라 판단된다. 2010년 11월에 정점 3에서의 산소소모량은 5.35

mmol m-2 d-1 이었고 정점 17에서는 6.21 mmol m-2 d-1 이었다. 2011년 11월에는

정점 3에서의 산소소모량은 6.40 mmol m-2 d-1 이었고 정점 17에서는 3.28 mmol

m-2 d-1 이었다.

2011년 2월 퇴적물 배양실험에서는 정점 3과 17에서 유사한 용존산소 감소 경

향이 보였다. 배양초기의 용존산소 농도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소소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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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았다(그림 3-1-20). 2011년 2월에는 정점 3에서의 산소소모량은 4.43 mmol

m-2 d-1 이었고 정점 17에서는 4.23 mmol m-2 d-1 이었다.

그림 3-1-19. 2010년과 2011년 11월에 정점 3과 17에서 실시한 챔버 실험에서 상층

수의 용존산소 농도 변화

퇴적물 배양을 하면서 용존산소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pH의 감소가 나타났

다. pH의 감소는 산소소모 경향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용존산소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pH도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용존산소 농도의 감소가 완만할 때에는 pH의

감소도 완만하였다(그림 3-1-21). 이는 유기물 분해과정에서 산소 및 여러 산화제가

관여하면서 유기물이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저층수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서 pH가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낮아진 pH는 생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탄산칼슘의 용해도를 높여 퇴적물에 서식하는 탄산칼슘으로 몸체를

구성하는 생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퇴적물 내 탄산칼슘 함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잇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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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2011년 2월에 정점 3과 17에서 실시한 챔버

실험에서 상층수의 용존산소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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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2011년 2월, 5월, 8월 및 11월에 정점 3과 17에서 실시한

챔버 실험에서 상층수의 pH 변화

퇴적물 산소소모율과 저층 용존산소의 농도 및 저층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저층의 용존산소 농도가 낮았을 때, 저층의 온도가 높았을 때 산소소모율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3-1-22). 저층의 온도가 높을 때 저층의 용존산소 농도는 상대

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므로 이것은 결국 저층수의 온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가막만에서 빈산소는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데, 높은 온도로 인해

산소소모율이 증가하고, 성층이 형성됨으로 인해 산소의 공급이 중단되어 빈산소가



- 35 -

발생하는 것이다. 가막만의 빈산소는 5월에 발생하여 11월가지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빈산소가 장기간 지속되면 저층의 산소가 모두 고갈되어 무산소 환경으로

변할 가능성도 챔버 실험을 통하여 나타났다. 저층이 무산소 환경으로 바뀌면 pH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황산염 환원에 의한 황화수소의 용출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림 3-1-22. 산소소모율과 저층수의 (a) 용존산소 농도와

(b) 온도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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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화수소 용출

퇴적물 배양실험에서 챔버에 황화수소 센서를 장착하여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

하였는데, 2011년 8월에만 황화수소의 용출을 볼 수 있었다. 2011년 8월에는 산소소

모율이 최대였었고, 배양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산소가 모두 고갈되어 무산소

환경으로 바뀌었었다([그림 2-2-5]). 정점 3에서는 용존산소가 고갈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황화수소가 용출되어 나왔고, 정점 17에서는 산소가 모두 고갈된 후

50 시간이 지난 후 황화수소가 용출되어 나왔다(그림 3-1-23).

그림 3-1-23. 2011년 8월에 정점 3과 17에서 실시한

챔버 실험에서 상층수의 황화수소 농도

변화

퇴적물 표층에서의 황화수소 플럭스를 계산한 결과 정점 3에서는 1.38 mmol

m-2 d-1 이었고, 정점 17에서는 1.31 mmol m-2 d-1 이었다. 저층수의 황화수소 농도

가 약 30 μmol L-1였는데, 이 농도는 생물에 유해한 농도이다. 황화수소의 농도가

20∼30 μmol L-1이면 어류의 간이 손상되거나 치명적인 아가미 흑반증(gill

necrosis)을 유발하기도 한다(Keimer et al., 1995). 비록 황화수소가 무산소 퇴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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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층으로 용출되어 나오면 즉시 산소에 의해 산화되지만(Brooks and

Mahnken, 2003), 10 μmol L-1 이하의 농도에서도 어류가 노출되면 생리학적 스트레

스를 받고 성장이 저해된다(Black et al., 1995). 또한 무산소가 더 지속되면 황화수

소의 용출이 지속되어 생물에 치명적인 농도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라. 결 론

가막만 표층퇴적물의 유기물 함량 분포를 보면 만의 안쪽에서 높고 만의 바깥

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막만에 퇴적된 대부분의 유기물은 해양

기원성으로 만의 안쪽 일부 지역에서는 주변의 육상으로부터 공급된 유기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년 여름 가막만의 안쪽 정점 3 부근에서 빈산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이 지역의 퇴적물에 유기물 함량이 높고, 해유의 순환이

느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추퇴적물 분석결과를 봤을 때, 빈산소가 빈번하

게 발생하는 정점 3 부근의 퇴적물에서는 260 cm 깊이까지 탄산칼슘의 함량이 매

우 낮은 것으로 봐서 pH가 아주 낮은 퇴적 환경이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렇게 낮

은 pH를 보이는 것은 빈산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가능한 환경이므로 과거

수 백 년 전부터 정점 3 부근에서는 빈산소가 발생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빈산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점 3과 빈산소가 발생하지 않는 정점 17에서의

산소소모율은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점 17에서 산소소모율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정점 17에서는 저서생물에 의한 호흡으로 인해 산소

의 소모가 증가한 영향이라 판단된다. 정점 17에서는 퇴적물 산소소모율이 높지만

빈산소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해류의 흐름이 활발하여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퇴적물의 산소소모율은 저층수의 온도와 가장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온도가 높아지면 유기물 분해 대사에 관여하는

박테리아의 활동성이 높아지고 유기물의 분해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소 산소의

소모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표층 해수의 높은 온도는 수층의 성층을

야기하게 되고 산소의 공급을 막아서 빈산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막만의 빈산소는 여름 동안에 지속되는데, 이처럼 빈산소가 오래도록 지속되

면 산소가 모두 고갈된 무산소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 저층이 무산소 환경으로 되

면 퇴적물에서 황화수소 등이 용출되어 나오는데 황화수소는 생물에 유해한 농도까

지 용출되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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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막만의 물리해양학적 특성

1. 서 론

가. 대상해역의 일반현황

가막만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내만으로 남북방향의 길이가 약 15 km, 동

서방향의 길이가 약 9 km의 타원형으로 만 입구의 크고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

다(그림 3-2-1). 가막만의 해저지형은 만 남측 입구의 수심은 30 m 이상으로 깊지

만 북쪽으로 가면서 폭이 넓어지면서 수심이 얕아져서 중앙부의 경우 수심 6 ∼ 7

m 정도가 되고 북쪽으로 가면서 다시 깊어져서 북서 내만역은 수심이 9 ∼ 11 m

가 된다. 만 내부에도 섬들이 산재하고 해안선이 복잡하다. 만 북동쪽에 육지와 돌

산도를 나누는 좁은 여수해협이 있어서 여기를 통해 돌산도 동쪽 여수해만과의 해

수교환이 이루어진다. 가막만의 남쪽에는 백야도, 개도, 화태도, 송도 등 많은 섬들

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들 섬 사이로 남해안 연안수가 유입된다. 이러한 해수 유입

양상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수괴가 출현한다(이와 조, 1990). 이는 섬진강 및 여

수항으로 유입되는 연등천 등 하천수의 영향을 받아 여수해협으로부터 유입되는 만

북동부 수괴, 만 북서쪽 내만역 수괴 및 남쪽 입구로부터 유입되는 수괴 등 크게 3

가지 수괴로 구분된다. 수온의 연변화는 북서쪽 내만수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염분은 하천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북동쪽 수괴에서 최저 염분을 보이며, 외

해수괴(남쪽 입구를 통해 유입되는 해수)는 염분과 수온의 변화가 가장 작다(이와

조, 1990). 하계에는 태양복사열에 의해 표층 수온이 상승하고, 담수의 유입으로 성

층이 발달하며, 특히 오목한 지형을 가진 북서쪽 내만역은 정체성이 강한 저층수가

형성된다.

가막만의 북쪽과 중앙부에서는 수하식 패류(홍합과 굴)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남쪽 만 입구 부근의 섬들 주변에는 15년 전부터 해상가두리 어류 양식장이 성

행하고 있어서 과도한 밀식양식, 양식장의 장기사용 및 생활하수의 유입 증가로 인

하여 어장 환경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서쪽 내만역은 해수의 정체는 물론 과거 수십년 동안 생활하수의 유입

으로 해수의 부영양화 및 저층퇴적물의 유기물 오염이 심각하였으며, 최근 하수 종

말처리장 건설, 운영되고 선소지역에 유입된 유기물이 정체수역으로 수송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표층 퇴적물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철 고수온기에

는 선소지역에 거의 매년 빈산소 수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막만의 빈산소

수괴 발생은 세 가지 형태를 보인다. 첫 번째는 빈산소 수괴가 전 수심 층에서 발

생되면서 어패류의 폐사가 일어난 경우이고, 두 번째가 일반적인 가막만의 빈산소

수괴발생 형태인 저층에서부터 빈산소가 발생되는 형태이며, 세 번째가 수온역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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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일어나면서 중층에서 빈산소 수괴가 발생하고, 저층에는 빈산소 수괴가 발생

하지 않는 경우이다(김정배 등, 2010).

1984년 이후 매년 적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편모조류에 의한 적조보다 규조류에

의한 적조가 우세한 점이 특징적이다(해양수산부, 2001)

그림 3-2-1. 대상해역 위성사진

나. 대상해역의 조석 및 해류

가막만에서 최대조차는 가막만 북측 입구와 송도에서 각각 357.352 ㎝이고, 반

일주조가 지배적이며, 양 쪽 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주요 분조의 위상차는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등, 1995). 또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의 해양관측/예보에

제시된 여수의 조석 조화/비조화상수를 표 3-2-1에 요약하였다. 이 표에서 M2분조

의 반조차는 여수 101.2 ㎝, 지각은 47.40°이다. 조석형태수는 0.22로 반일주조가 우

세하다.

가막만의 조류는 낙조류가 창조류보다 다소 우세하며, 반일주조가 탁월한 왕복

류의 조류형태를 나타낸다(해양수산부, 2001). 조류의 최대유속은 송도 부근에서 약

100 ㎝/s, 내만의 평사에서 약 40 ㎝/s이다. 송도 부근에서 조류성분은 주로 북서-

남동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항류성분은 남서 방향으로 17 ㎝/s이다.

반면, 내만에서는 북동-남서 방향의 조류 성분이 지배적이고 시계방향으로 회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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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항류는 남동방향이고 0.9 ㎝/s로 매우 약하지만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 등, 1995).

위치

항목

여 수

3444′ 39′′N
12746′ 05′′E

조화상수

반조차

(cm)

M2분조 101.20

S2분조 47.40

K1분조 20.00

O1분조 12.20

지각

(K∘ )

M2분조 253.90

S2분조 282.70

K1분조 190.70

O1분조 152.60

비조화상수

평균고조간격 M.H.W.T 8시간 45분

평균저조간격 M.L.W.T 14시간 57분

약최고고조 APPROX.H.H.W(cm) 361.60

대조평균고조 H.W.O.S.T(cm) 329.40

평균고조 H.W.O.M.T(cm) 282.00

소조평균고조 H.W.O.N.T(cm) 234.60

평균 M.S.L(cm) 180.80

소조평균저조 L.W.O.N.T(cm) 127.00

평균저조 L.W.O.M.T(cm) 79.60

대조평균저조 L.W.O.S.T(cm) 32.20

대조차 Spring Range(cm) 297.20

소조차 Neap Range(cm) 107.60

평균조차 Mean Range(cm) 202.40

조석형태수 FACTOR 0.22

Tokyo Datum 기준 지각 : Local 자오선 기준

표 3-2-1. 여수의 조화 및 비조화상수

다. 대상해역의 수질특성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 연안 및 근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 상태와 오

염원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연구정보포

탈 국가해양환경측정망(http://portal.nfrdi.re.kr/)에 제시된 가막만의 수온, 염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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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대상해역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그림 3-2-2에

제시된 가막만 내의 3개 정점에서 관측된 자료가 없어 김 등(2006)의 논문 자료 및

주변해역인 여수연안 지역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김 등(2006)은 2005년 6월 17일 ∼ 9월 12일까지 1주 간격으로 표층과 저층의

해수를 채수하여 수온, 염분, DO, 영양염, 엽록소a를 분석하였다. 그림 3-2-3는 표

층과 저층의 수온분포도(김 등, 2006)이다. 표층수온은 내만에서 만 입구로 갈수록

낮았으나, 저층 수온은 만 입구와 내만보다 중앙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층수온은

24.2∼29.1℃이며, 저층 수온은 21.1∼26.5℃로 표층과 저층의 수온은 2∼3℃ 차이를

보였다. 그림 1-2-3에는 가막만 저층에서의 용존산소(DO) 수평분포도를 제시하였

다. 내만 안쪽에서 7월 초부터 용존산소 농도 2 mg/l 이하의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

어 점차 증가하여 8월 초에는 만 중앙부까지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2. 가막만의 표층 및 저층의 용존산소 수평분포(김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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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가막만의 표층 및 저층의 수온 수평분포(김 등, 2006).

그림 3-2-4. 수온, 염분 및 용존산소의 연직 프로파일(김 등, 2010).

해양수산연구정보포탈 국가해양환경측정망에 제시된 여수연안 해역 자료에서

는 5개 정점에서 1997 ∼ 2010년까지 14년 동안 2, 5, 8, 11월로 1년에 4회 관측 자

료를 제시하였다. 여수연안 구역으로서 가막만과 가장 근접한 해역에 위치한 돌산

도 북동측의 정점1에서 월별 평균한 수온, 염분, pH, DO 및 COD 자료를 표 3-2-2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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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국립수산과학원 여수해역 관측정점도.

관측날짜

관측정점

2 월 5 월 8 월 11 월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수 온 7.02 6.22 16.44 15.38 24.69 21.86 16.87 16.88

염 분 32.83 32.95 33.00 33.40 28.95 31.44 32.16 32.21

pH 8.14 8.16 8.03 8.06 8.13 7.95 8.03 8.03

DO 11.02 11.24 9.50 8.75 7.72 6.12 7.67 7.57

COD 1.64 1.55 1.45 1.39 1.89 1.50 0.98 1.15

표 3-2-2. 여수해역의 수질 특성

2. 연구방법

가. 현장관측

(1) 현장관측 목적

대상해역인 가막만의 수온, 염분, DO 등 해수특성 및 조석, 조류 등의 해수유동

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치실험의 경계조건 및 검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관측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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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관측 개요

해수 및 해수유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막만에서 CTD, 조석, 조류, 부이

추적 현장관측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3-2-6에 조사대상 해역의 관측정점을 제시하

였다. 그림에서 초록색 정점(S)은 CTD를, 하늘색 정점(T)은 조석을, 빨간색 정점

(C)은 조류의 관측 위치를 의미한다.

그림 3-2-6(좌)는 2010년 5월 관측시 관측정점도이며, 관측분석 결과 정점 8의

수심이 너무 얕아 관측이 불가능하여 2010년 8월 관측부터는 그림 3-2-6(중)에 제

시한 바와 같이 정점 8의 위치를 이동하여 관측하였다. 그림 3-2-6(우)은 2011년 8

월의 관측정점도이며 만 내부의 북쪽의 해수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정점 2

와 3 사이에 정점 2-1, 정점 3과 4 사이에 정점 3-1로 하나씩 추가하여 관측을 실

시하였다.

그림 3-2-6. 조사대상 해역 관측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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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점 기 기 기 간 비 고

CTD S1∼S32

SeaBird 25 with
RINKO-III optic

sensor

2010. 5. (1차)
1개 정점,
DO(전체)

2010. 8. (2차)
5개 정점

및 DO(전체)

2010. 11. (3차)
DO(6개)

수온, 염분(4개)

2011. 2. (4차) 1개 정점

2011. 5. (5차) 

SeaBrid 19 with
RINKO-III optic

sensor

2011. 8. (6차) 

2011. 11. (7차) 

조 석 T1∼T3 Aanderaa WLR7 2010. 4 ∼ 5. T2 기기분실

조 류 C1 Aanderaa RCM9 2010. 5. 27.∼28. 

TGPS  자체제작 2010. 5. 27 3개

표 3-2-3. 해수 및 해수유동 특성 조사 내용

(가) CTD

CTD 관측은 총 32개 정점에 대하여 본 과제의 2차년도인 2010년에 5월(봄), 8

월(여름), 11월(가을)에 3회, 3차년도인 2011년에 2월(겨울), 5월, 8월, 11월에 4회로

총 7차례에 걸쳐 수온, 염분, pH, 용존산소(DO) 등의 관측을 실시하였다. 용존산소

량은 2010년 8월부터 총 6차례 관측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8월에는 펌프 오작동

으로 인하여 관측자료 수집에 실패하였다. CTD 관측은 수온, 염분, pH 등은 2010

년 5월 ~ 2011년 5월까지 5 번은 SeaBird 25를 사용하였으며, 2011년 8, 11월의 2

번은 SeaBird 19를 사용하였다. 용존산소량은 RINKO-III optic sensor를 SeaBird에

부착하여 관측을 실시하였다.

그림 3-2-7. CTD 형태 및 관측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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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석

가막만 주변 해역의 조석 특성을 파악하고 해수유동 수치모형의 경계조건 및

검증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림 3-2-6에 표시된 돌산도 남단에 위치한 T1, 백야

도 남서쪽으로 하화도 남쪽에 위치한 T2, 가막만 만내의 고돌산반도 동쪽에 위치한

T3 등 모두 3개 정점에서 관측을 실시하였다.

본 관측은 M2와 S2 분조를 분해할 수 있도록 3개 정점 모두 2010년 4 ~ 5월까

지 약 44일간 실시되었다. 3개 정점 중 정점 T2는 기기를 분실하여 자료 획득에 실

패하였다. 관측에 사용한 기기는 노르웨이 Aanderaa사의 수압식 자동조위관측기

WLR-7이며, 기기를 해수면에 설치하고 10분 간격으로 조위 변화를 관측, 저장하도

록 설정하였다. 그림 3-2-8에 기기 형태 및 설치 개요를 도시하였다.

관측 종료 후 DSU(Data Storage Unit)에 저장된 수압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

여 수위 값으로 변환하였다. 획득한 수위자료는 모두 양호하였다. 얻어진 수위자료

를 평균치에 대해 보정한 다음 smoothing filter를 사용하여 1시간 간격 자료로 변

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2-8. 조위관측기(WLR7) 설치개요 및 기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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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류

대상해역의 해수유동 특성을 파악하고 수치모형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2-6과 같이 가막만 내의 백야도 북동측에 위치한 표시된 1개 정점(C1)에서 표

3-2-3과 같이 조류관측을 실시하였으며 관측기간은 2010년 5월 27일 ∼ 28일까지

약 2일간이다. 관측에 사용한 기기는 Aanderaa사(노르웨이)의 Doppler방식 자동유

속관측기 RCM-9이며, 수평방향 유속 및 유향을 관측할 수 있고 센서의 추가에 따

라 수온과 염분 자료도 관측할 수 있다. 기기 설치 방법과 기기의 형태는 그림

3-2-9와 같다.

그림 3-2-9. 조류관측기(RCM9) 설치개요 및 기기형태

(라) 부표추적

2010년 5월 27일 낙조시 4시간 동안 부표추적 관측(TGPS)을 실시하였다. 부표

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자체 제작한 것(그림 3-2-10)으로서 부표 3개를 방향판이

없는 경우와 방향판이 수면하 1m와 3m에 위치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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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림 3-2-10. 부표추적 안테나 설치 모습 및 부표 형태.

나. 해수유동 수치실험

(1) 수치모형 실험의 목적

본 수치모형 실험의 목적은 대상해역인 가막만 주변해역의 조석, 조류 등 해수

유동 현상을 재현하고 분석하여 해수유동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2) 수치모형의 특성 및 격자체계

본 사업에서 사용한 수치모형은 연안해의 해수순환을 재현 및 예측하기 위하여

해양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ESCORT (Efficient Support for Coastal Ocean

Research and Test) 모형이다. 격자체계로는 직교좌표계 또는 지구좌표계에서 가변

유한차분 격자 사용이 가능하며, 연직으로는 -격자와 -격자를 각각 또는 혼용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수치모형의 기본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운동방정식




 


 


 


 

 





 

 

  
 

  
 

 

(3-2-1)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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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연속방정식




 


 


  (3-2-4)

수온 ․ 염분방정식




 


 


 



 





 

 

  
 

  
 

 

(3-2-5)




 


 


 



 

 

  
 

  
 

 

(3-2-6)

상태방정식

         (3-2-7)

여기서    : 동, 북향, 연직상향 좌표계

 : 동, 북향, 연직상향 유속 성분,

 : 수온,

 : 염분,

 : 전향력 계수(sin),
 : 지구자전 주파수(),

 : 중력가속도,

 :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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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북향, 연직상향 난류점성계수,

   : 동, 북향, 연직상향 난류확산계수,

 : 밀도,

 : 일정 압력에서의 해수 비열,

 : 태양복사,

 : 기준밀도,

 : 기준염분,

 : 기준수온,

일반화된 해수면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3-2-8)

여기서, Ψ는 수평유속 성분이나 일반적인 스칼라량을 나타내고 
는 에 대한

연직확산 계수이다. 
 는 부과되는 해수면 수지(prescribed surface flux)이고 



는 전달계수(transfer coefficient)이다. 는 외부의(해수면 위) 자료, 는 표층

첫 격자에서 계산된 값이다. 유속조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3-2-9)

일반화된 해저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3-2-10)

여기서, 
는 부과되는 해저면 수지(prescribed bottom flux)이고 

는 전달계

수(transfer coefficient)이다. 는 외부의(해저면 아래) 자료, 는 최저층 격자에

서 계산된 값이다. 유속조건의 비선형 조건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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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개방경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속 또는 스칼라 량의 공간변화를 0으로 하는 조

건(zero gradient condition)을 부과하였다.






  (3-2-12)

육지 경계에서는 불투수 조건을 적용하여 유속과 스칼라 수지(scalar flux)를 0

으로 하였다.

  or   




  (3-2-13)

수치모형의 격자체계는 그림 3-2-11과 같이 Staggered grid system (Arakawa

C-grid)을 사용하며 연직으로는 -격자와 -격자를 각각 또는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Vi+n

Vi

Ui Ui+1

T ,S ,Ci i i

zi

T , S , Ci, k i, k i, k

Wi,k

Ui+1, k

Wi, k-1

Ui, k

(a) (b)

그림 3-2-11. ESCORT 모델의 수평(a) 및 연직(b) 방향 격자쳬계.

(3) 수치모형의 수립

(가) 격자망 구성 및 수심투입



- 52 -

해수유동 수치모형 실험의 대상해역은 가막만으로 광역과 협역으로 나누어 실

험하였다. 광역모델은 협역모델의 외해 경계조건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대상해역은 우리나라 남해안 전체이며, 격자간격은 0.1° ∼ 5.0°의 가변격자를 사용

하였다. 격자수는 x-방향 2,140개, y-방향 738개로 총 격자수는 1,579,320개이며, 유

효격자수는 1,069,604개이다. 광역모델의 수심은 KESTI 자료를 활용하였다. 광역

수치실험 격자망을 그림 3-2-12에, 수심도를 그림 3-2-13에 제시하였다.

협역모델의 대상해역은 가막만으로 만내를 전부 포함하며 동쪽으로는 돌산도,

서쪽으로는 고돌산반도로 둘러싸이고 남쪽으로는 금오도에 이르는 해역으로서 동서

방향으로 약 9 km, 남북방향으로 약 15 km 정도이다. 협역모델은 균일한 정방형

격자망으로서 격자간격은 200 m이다. 격자수는 x-방향 131개, y-방향 207개로 총

격자수는 131 × 207 = 27,117개이며, 유효격자수는 16,210개이다. 협역모델의 수심자

료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해도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하였다. 협역모델의 격

자망(좌) 및 수심도(우)는 그림 3-2-14에 제시하였다.

그림 3-2-12. 광역 수치모델 격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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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광역 수치모델 수심도.

그림 3-2-14. 협역 수치모델 격자망 및 수심도.

(나) 외해경계조건

광역모델의 외해경계조건은 5.0° 간격인 NAO99 Global Tide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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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를 사용하였으며, 협역모델은 광역모델의 수치모델 결과를 본 연구에서 실시한

관측결과와 비교 검증을 통하여 관측값을 보정하여 외해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

다. 물리-생태계 수치실험

(1) 수치모형 실험의 목적

본 수치모형 실험의 목적은 해수유동 수치모델인 ESCORT 모델과 생태계 모델

인 ERGOM을 결합하여 대상해역의 빈산소 수괴 발생을 재현하고 그 원인을 파악

하는 데 있다.

(2) 수치모형의 특성 및 격자체계

여름철 가막만 내 저층의 빈산소 수괴를 재현하기 위하여 ERGOM(생태계) 모

델을 ESCORT(물리) 모델에 결합하여(Coupling) 수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모델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우선 X-Z 2차원 수치모형 실험을 수행하였

다. X-Z 2차원 물리-생태계 수치모델의 모식도는 그림 3-2-15에 제시하였으며, 해

수유동을 계산할 ESCORT 모델의 자세한 내용은 위 ‘1) 해수유동 모델’에 기술하였

다.

생태계 모델인 ERGOM은 Neumann(2000)에 의해 개발된 모델로서 발트해

(Baltic Sea)에 적용하여 성능이 검증되었다. 이 모델은 암모니아(Ammonia), 질산염

(Nitrate), 인산염(Phosphate), 규조(Diatom), 편모충류(Flagellate), 남조류

(Blue-green algae), 동물플랑크톤(Zoo-plankton), 쇄설물(Detritus), 용존산소량

(DO), 퇴적 쇄설물(Sedimental Det.) 등 10개 기능변수(Functional group)를 가지며,

변수들 간의 관계는 그림 3-2-16과 같다. 기본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3-2-15. X-Z 2차원 물리-생태계 모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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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ERGOM 수치모델 모식도.

식물 플랑크톤




 




sin








 







 




sin





 
maxmin  

 
maxmin  

 
max
exp


 

이 때 , ,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  max

min



- 56 -

  








′

Michaelic-Menten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DIN과 DIP를 섭취하는 제한함수(Limiting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여기서  : Diatom

 : Flagellate

 : Blue-green algae

 : Ammonium, 

 : Nitrate, 

 : Phosphate, 

 : Zoo-plankton

 : Detritus

 : Sediment

 : constant respiration rate

 : constant mortality rate

동물 플랑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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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설물 및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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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산소(Oxygen)이다.

(3) 수치모형의 수립

(가) 격자망 구성 및 수심투입

가막만 내에서의 빈산소 현상을 재현하기 위하여 물리-생태계 결합모델 수치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우선 모델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실제 가막만 지형이 아닌

가막만을 남북방향으로 자른 단면의 모습을 가정하여 X-Z 2차원 가상 지형에 대하

여 실험하였다. X-Z 물리-생태계 결합 시험모델의 격자망은 그림 3-2-17에 제시하

였다.

그림 3-2-17. 생태계 시험모델 격자망.

(나) 경계조건 및 변수값

경계조건은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SST는 2월에 6.0℃, 5월에 19.0℃, 8월에

26.0℃, 11월에 14.0℃로 주었으며, 서측 개방경계 수온조건으로 표층은 SST와 동

일하게, 저층은 2월에 5℃, 5월에 14℃, 8월에 17℃, 11월에 10℃로 주어 수치실험

을 실시하였다. 서측 개방경계의 수온조건을 표 2-3-1에 제시하였다.

2(Feb) 5(May) 8(Aug) 11(Nov)

Surface 6.0 ℃ 19.0 ℃ 26.0 ℃ 14.0 ℃

Bottom 5.0 ℃ 14.0 ℃ 17.0 ℃ 10.0 ℃

표 3-2-4. 개방경계의 수온조건

동식물 플랑크톤, 영양염, 퇴적물 등의 생태계 방정식에서 식물 및 동물 플랑크

톤의 섭식, 성장, 사망 등의 비율, 생지화학 처리과정으로서 질산화 과정 및 광화작



- 59 -

용에서 사용되는 변수값 등에 대하여 표 3-2-5 ∼ 3-2-9에 제시하였다.

parameter diatoms flagellates
blue-green

algae

Growth rate 
max  

max  
max 

Half-saturation      

Sinking speed       

Respiration      

Mortality      

Temperature control  ℃
 ℃,

 ℃

표 3-2-5. Phytoplankton rates

parameter notation value

Grazing on diatoms 
max



Grazing on flagellates 
max



Grazing on blue-green algae 
max



Exudation  

Mortality  

Ivlev constant  

Optimum temperature  ℃

표 3-2-6. Zooplankto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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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ification

Nitrification constant  

Oxygen parameter  

Temperature control  ℃

Mineralization

Detritus mineralization constant  

Temperature control  ℃  

Sediment mineralization constant  

Temperature control  ℃

Release of phosphate    

표 3-2-7. Biogeochemical Process rates

Further Parameters

Depth of bottom layer  … 

Detritus sinking 
sin 

Sedimentation rate  
sin



Resuspension rate  

Critical stress   

Nitrogen normalization  

Oxygen normalization  

Piston velocity  

표 3-2-8. Further Parameters

parameter notation value

 1/16 Redfield ratio(P/N)

 5.3 Reduced nitrate / Oxydized detritus

 6.625 Oxygen demand / Recycled nitrogen

 8.125 Oxygen production related to N

 2/3 Nitrification

표 3-2-9. Stoichiometric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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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가. 현장관측 결과 분석

(1) CTD 관측

(가) CTD 관측자료 분석

가막만에서 2010년 5, 8, 11월, 2011년 2, 5, 8, 11월까지 2년간 계절별로 총 7차례에 걸

쳐 CTD 관측을 실시하였다. 표 3-2-10에 관측에 사용한 기기명과 획득한 자료를 제시하였

다. SeaBird 19 및 25로 관측하는 수온, 염분, pH, 전기전도도 등은 2010년 1차 관측에서부터

결과 분석 자료를 획득하여 제시하였으며 전부 Downcast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용존산소량은 2010년 8월에 처음으로 SeaBird에 부착하여 관측을 실시하였으나

관측시 펌프 오작동으로 인하여 8월 자료 획득에 실패하여 2010년 11월 관측 결과부터 자료

를 획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CTD 관측은 관측시 기기의 올리고 내리는 속도가 자료의

sampling에 영향을 주는데, 본 관측에서는 내릴 때의(downcast) 자료를 사용하고자 내릴 때

속도에 유의하였으나, 기기를 올릴 때는 회수가 목적이므로 빠르게 기기를 당겼다. 그러나

2010년 11월에 관측한 용존산소의 downcast 자료에 불량이 많아 부득이 하게 upcast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결과로 제시를 하였으나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upcast 자료

중에도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정점이 있다.

날 짜 관측기기
수온, 염분 등

(SeaBird 25/19)
용존산소

(RINKO III)

2010년 5월 SeaBird 25
△

전체적으로 부정확
sampling이 잘 안됨.

X

8월
SeaBird 25
RINKO III

△
불량정점 - 총 8개

(P01, 02, 03, 06, 09,
11, 14, 16, 17, 30)

X
(관측불량-펌프오작동)

11월
SeaBird 25
RINKO III

△
불량정점 - 총 4개

(P03, 04, 06, 07)

△
(upload 자료활용)

2011년 2월
SeaBird 25
RINKO III

△
불량정점 - 총 1개

(P32)
O

5월
SeaBird 25
RINKO III

O O

8월
SeaBird 19
RINKO III

O O

11월
SeaBird 19
RINKO III

O O

표 3-2-10. CTD 관측자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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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온 분포

그림 3-1-1 ∼ 3-1-7에 관측별 저층 및 표층의 수온 분포도를 제시하였으며,

표 3-1-2에 표․저층의 수온 및 표·저층의 수온차의 최대 및 최소값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상태가 양호한 2010년 11월부터 각 정점에서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에 대한 연직 프로파일을 부록 A에 제시하였다.

그림 3-2-18과 그림 3-2-22는 2010년 및 2011년 5월의 저층 및 표층의 수온

분포도이다. 2010년 저층의 경우는 14.47 ∼ 18.51℃, 2011년은 14.47 ∼ 18.52℃이

며, 표층의 경우 2010년에 15.44 ∼ 19.70℃를, 2011년에 15.45 ∼ 19.75℃의 분포를

보인다. 표층과 저층의 차이의 최대는 1.76℃이며, 최소는 -0.12℃이다. 이는 저층

이 표층에 비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10년의 경우는 만 내부로 들어갈수록 수온

이 낮아지는 반면, 2011년의 경우는 만 내부로 들어갈수록 수온이 높아진다.

그림 3-2-19와 3-2-23은 2010년 및 2011년 8월의 저층 및 표층의 수온분포도

이다. 저층은 2010년에 14.92 ∼ 25.40℃, 2011년에 15.89 ∼ 25.15℃, 표층은 2010

년에 21.59∼ 26.30℃, 2011년에 22.04 ∼ 27.15℃의 분포를 보인다. 표층과 저층의

차이는 2010년 최대 8.47℃, 2011년 7.98℃로 다른 계절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표

층과 저층의 수온차는 만 외부가 만 내부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수온은 만 내부

로 들어갈수록 높아진다.

그림 3-2-20과 3-2-24는 2010년 및 2011년 11월 의 저층 및 표층의 수온분포

도이다. 저층은 2010년 12.19 ∼ 14.99℃, 2011년 11.92 ∼ 16.55℃, 표층은 2010년

12.28 ∼ 14.89℃, 2011년 11.93 ∼ 15.95℃의 분포를 보인다. 만 내부로 들어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며, 표층과 저층의 차이가 거의 없다. 저층에서 만 외부와 내부의 차

이가 약 2℃로 여름철인 8월에 약 8℃ 정도인 것에 비해 작다.

그림 3-2-21은 2011년 2월 겨울철의 저층 및 표층의 수온분포도이다. 2월 수

온의 최저값은 표층에서 5.33℃, 저층에서 5.19℃정도이며, 최대값은 표층에서

10.10℃, 저층에서 9.68℃이다. 저층은 육지의 해안선을 따라 등온선이 나란하게 나

타나나 표층에서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등온선이 나란한 형태를 보이는데, 겨

울철 북서풍의 영향으로 보인다. 가막만 내부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가막만 표층수온은 관측한 기간 동안 5.33 ∼ 27.15℃, 저층수온은 5.19 ∼

25.40℃의 분포를 보이며, 표층과 저층의 해수온도차는 여름철에 최대 8.47 ℃이며,

봄, 가을, 겨울철에는 0.45 ∼ 1.84℃로 여름철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대체로 여름

철에는 연안으로 갈수록 해수온도가 높아지며, 겨울철에는 연안으로 갈수록 해수

온도가 낮아진다(표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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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 2010/08 2010/11 2011/02 2011/05 2011/08 2011/11

최

대

표 층 19.70 26.30 14.89 10.10 19.75 27.15 15.95

저 층 18.51 25.40 14.99 9.68 18.52 25.15 16.55

차 이 1.76 8.47 0.45 1.84 1.76 7.98 0.70

최

소

표 층 15.44 21.59 12.28 5.33 15.45 22.04 11.93

저 층 14.47 14.92 12.19 5.19 14.47 15.89 11.92

차 이 -0.12 -0.08 -0.26 0.05 -0.12 0.28 -0.96

표 3-2-11. 표․저층의 수온 최대 및 최소값

그림 3-2-18. 2010년 5월 저층 및 표층의 수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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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2010년 8월 저층 및 표층의 수온 분포.

그림 3-2-20. 2010년 11월 저층 및 표층의 수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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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2011년 2월 저층 및 표층의 수온 분포.

그림 3-2-22. 2011년 5월 저층 및 표층의 수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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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2011년 8월 저층 및 표층의 수온 분포.

그림 3-2-24. 2011년 11월 저층 및 표층의 수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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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염분 분포

그림 3-2-25 ∼ 3-2-31에 관측별 저층 및 표층의 염분 분포도를 제시하였으

며, 표 3-1-3에 표․저층의 염분 및 표․저층 염분차의 최대 및 최소값을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또한 각 정점에서의 연직 프로파일을 부록 A에 제시하였다.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

그림 3-2-25, 3-2-29에 2010년 및 2011년 5월의 표층 및 저층의 염분 분포도

를 제시하였다. 저층은 2010년 32.89 ∼ 33.83 PSU, 2011년 32.79 ∼ 33.83 PSU의

분포를 보이며, 표층은 2010년 32.77 ∼ 33.70 PSU, 2011년 32.33 ∼ 33.69 PSU의

분포를 보인다. 표층과 저층의 염분차는 크지 않으나, 2010년에는 표층이 저층보다

염분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3-2-26, 3-2-30에 2010년 및 2011년 8월 염분의 수평 분포도를 제시하였

다. 저층은 2010년 27.06 ∼ 33.83 PSU, 2011년 30.12 ∼ 33.63 PSU의 분포를 보이

며 표층은 2010년 29.31 ∼ 32.61 PSU, 2011년 25.97 ∼ 31.72 PSU의 분포를 보인

다. 2010년에는 고돌산도 남쪽, 백야도 동쪽 저층에서 저염수가 나타난다. 대체로

표층의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

그림 3-2-27, 3-2-31에 11월의 염분 수평분포도를 제시하였다. 2010년에는 표

층과 저층에서 약 32.00 ∼33.14 PSU의 분포를 보였으며 분포도에서도 볼 수 있듯

이 표층과 저층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1년에는 표층에서 31.91 ∼

33.19 PSU, 저층에서 31.90 ∼ 33.88 PSU의 분포를 보였다. 그림 3-1-11에는 2011

년 2월의 염분 분포도를 제시하였다. 염분은 33.5 ∼ 34.3 PSU의 분포를 보이며 5,

8, 11월에 비해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표층염분은 28.39 ∼ 34.34 PSU 분포를, 저층염분은 23.64 ∼ 34.31 PSU 분포

를 보인다. 대체로 여름철에는 염분이 낮아지며, 겨울철에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다(표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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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 2010/08 2010/11 2011/02 2011/05 2011/08 2011/11

최

대

표 층 33.70 32.61 33.03 34.33 33.69 31.72 33.19

저 층 33.83 33.83 33.14 34.31 33.83 33.63 33.88

차 이 0.00 5.05 0.10 0.56 0.53 -0.16 0.10

최

소

표 층 32.77 29.31 32.00 33.65 32.33 25.97 31.91

저 층 32.89 27.06 32.00 33.49 32.79 30.12 31.90

차 이 -0.22 -3.21 -0.15 -0.10 -0.46 -4.82 -0.81

표 3-2-12. 표․저층의 염분 최대 및 최소값.

그림 3-2-25. 2010년 5월 저층 및 표층의 염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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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2010년 8월 저층 및 표층의 염분 분포.

그림 3-2-27. 2010년 11월 저층 및 표층의 염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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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2011년 2월 저층 및 표층의 염분 분포.

그림 3-2-29. 2011년 5월 저층 및 표층의 염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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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 2011년 8월 저층 및 표층의 염분 분포.

그림 3-2-31. 2011년 11월 저층 및 표층의 염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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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존산소 분포

용존산소의 경우 1차 조사를 실시한 2010년 8월에는 펌프 오작동으로 인한 자

료 불량으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 11월에는 관측자료 중 내릴 때

수집한 자료의 불량이 많아 표층 분포도의 경우 upcast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정확

도는 떨어질 수 있다. 표층 및 저층의 용존산소 수평 분포도를 그림 3-2-32 ∼

3-2-36에 제시하였다.

2010년 11월에는 7.25 ∼ 11.77 mg/l의 분포를, 2011년 2월에는 9.61 ∼ 12.02

mg/l의 분포를, 5월에는 2.25 ∼ 9.16 mg/l, 8월에는 1.31 ∼ 10.00 mg/l, 11월에는

6.51 ∼ 9.10 mg/l의 분포를 보인다.

2010년 11월, 2011년 2, 11월인 가을, 겨울철에는 빈산소 발생이 나타나지 않았

으며 대체로 표층과 저층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11년 5월과 8월에는 가막만 내

에서도 북부 연안에서 빈산소 수괴가 발생하였다. 이 떄 빈산소는 표층에서는 발

생하지 않았으며, 저층에서 5월에 2.25 mg/l, 8월에는 1.31 mg/l의 값을 보였다.

2011년 8월 관측에서 정점1의 수심 5 m 이하에서 0.92 ∼ 2.74 mg/로 빈산소가

발생하였으며, 5월 관측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약 3mg/l 정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

인다(표 3-2-13).

그림 3-2-32. 2010년 11월 저층 및 표층의 용존산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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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2011년 2월 저층 및 표층의 용존산소 분포.

그림 3-2-34. 2011년 5월 저층 및 표층의 용존산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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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2011년 8월 저층 및 표층의 용존산소 분포.

그림 3-2-36. 2011년 11월 저층 및 표층의 용존산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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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2011/02 2011/05 2011/08 2011/11

최

대

표 층 11.77 12.02 9.16 10.00 9.10

저 층 11.77 11.74 9.11 6.54 9.09

차 이 0.24 3.06 6.91 5.98 1.20

최

소

표 층 7.43 9.61 7.75 6.50 7.43

저 층 7.25 9.64 2.25 1.31 6.51

차 이 -0.09 -0.40 -0.43 0.27 -0.19

표 3-2-13. 표·저층의 용존산소 최대 및 최소값.

(2) 조석

그림 3-2-37, 3-2-38은 본 연구에서 현장관측을 실시한 정점 T1과 T3의 조위

변화 시계열 분포이다. 조위변화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며 평균수위를 기준으로

±2 m 이내의 변화를 보인다. 그림 3-2-39, 3-2-40에 정점 T1과 T3의 관측수위, 예

측 조위 및 잔차수위 분포를 제시하였으며, 관측 값과 예측치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41에 정점 T1과 T3의 조위 조화상수 진폭 히스토그램을 제시하였으

며 정점 T1의 조화상수를 표 3-2-14에, 정점 T3의 조화상수를 표 3-2-15에 제시하

였다. 각 정점의 조화상수를 살펴보면 모든 정점에서 4대 주요 분조인 M2, S2, O1,

K1분조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M2, S2 등 반일주조 성분이 O1, K1

등의 일주조 성분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그 외 N2분조가 O1, K1분조에 비

해 크게 나타났다.

M2분조의 진폭은 T1에서 94.46 ㎝, T3에서 103.00 ㎝이며, 위상은 T1과 T3에

서 각각 260.58°, 265.95°로 나타났다. S2 분조의 진폭은 T1에서 41.8 ㎝, T3에서

45.36 ㎝이며, 위상은 T1과 T3에서 각각 297.87°, 304.19°로 나타났다. M2 분조 진

폭은 S2분조의 2배가 넘게 나타났다.

그림 3-2-42, 3-2-43에 정점 T1과 T3 각각의 창․낙조시 조차 출현빈도를 계

산하여 도시하였다. 정점 T1에서는 창조차의 경우 160∼180 ㎝가 출현빈도 15% 이

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창조차가 120∼320 ㎝에서 출현빈도가 10% 내

외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낙조차의 경우는 220∼240 ㎝에서 출현빈

도가 15%로 높게 나타났으며, 160∼280 ㎝에서 출현빈도 10% 내외의 분포를 보인

다. 정점 T3에서는 창조차가 160∼340 ㎝에서 8% 내외의 비슷한 출현빈도를 보였

으며, 낙조차의 경우에는 240∼300 ㎝에서 약 15%의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며,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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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에서 약 10%의 출현빈도를 보인다.

그림 3-2-37. 정점 T1의 조위변화 시계열 분포.

그림 3-2-38. 정점 T3의 조위변화 시계열 분포

그림 3-2-39. 정점 T1의 관측수위, 예측조위 및 잔차수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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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정점 T3의 관측수위, 예측조위 및 잔차수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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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ation : Yeosu T1 (127°46′12″E, 34°32′18″N)

Duration : 44 days (15:00, Apr. 14, 2010 - 12:00, May. 27, 2010)

Observed M. : 0.2194D-02 Observed S.D. : 0.7406D+00

Residual M. : -0.4230D-04 Residual S.D. : 0.6207D-01

Related constituents Nrel= 8

No
Rel.

const.
Ref.

const.
Speed

(deg./hr)
H

(m)
g

(deg.)

1

2

3

4

5

6

7

8

PI1

P1

PSI1

PHI1

2N2

NU2

T2

K2

K1

K1

K1

K1

N2

N2

S2

S2

14.9178647

14.9589314

15.0821353

15.1232059

27.8953548

28.5125831

29.9589333

30.0821373

0.0037

0.0590

0.0031

0.0030

0.0393

0.0458

0.0276

0.1188

97.182

177.752

4.332

146.092

216.612

231.152

292.957

296.187

Major constituents Nsig= 27

No Constituent
Speed

(deg./hr)
H

(m)
g

(de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Z0

MM

MSF

Q1

O1

M1

K1

J1

OO1

MU2

N2

M2

L2

S2

2SM2

MO3

M3

MK3

MN4

M4

SN4

MS4

2MN6

M6

MSN6

2MS6

2SM6

0.0000000

0.5443747

1.0158958

13.3986609

13.9430356

14.4920521

15.0410686

15.5854433

16.1391017

27.9682084

28.4397295

28.9841042

29.5284789

30.0000000

31.0158958

42.9271398

43.4761563

44.0251729

57.4238337

57.9682084

58.4397295

58.9841042

86.4079380

86.9523127

87.4238337

87.9682084

88.9841042

0.0037

0.0294

0.0080

0.0181

0.1331

0.0112

0.1968

0.0112

0.0024

0.0584

0.2149

0.9446

0.0183

0.4182

0.0040

0.0016

0.0222

0.0037

0.0045

0.0165

0.0048

0.0099

0.0035

0.0052

0.0015

0.0069

0.0033

180.000

310.393

214.458

138.886

150.019

147.777

185.832

227.252

5.271

225.680

246.232

260.582

269.672

297.867

75.362

243.239

356.000

185.761

212.607

241.874

246.501

279.483

45.351

75.718

93.123

99.975

112.644

표 3-2-14. T1 정점 조석 조화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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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ation : Yeosu T3 (127°38′14″E, 34°42′21″N)

Duration : 44 days (14:00, Apr. 14, 2010 - 10:00, May. 28, 2010)

Observed M. : 0.2194D-02 Observed S.D. : 0.7406D+00

Residual M. : -0.4230D-04 Residual S.D. : 0.6207D-01

Related constituents Nrel= 8

No
Rel.

const.
Ref.

const.
Speed

(deg./hr)
H

(m)
g

(deg.)

1

2

3

4

5

6

7

8

PI1

P1

PSI1

PHI1

2N2

NU2

T2

K2

K1

K1

K1

K1

N2

N2

S2

S2

14.9178647

14.9589314

15.0821353

15.1232059

27.8953548

28.5125831

29.9589333

30.0821373

0.0040

0.0631

0.0034

0.0032

0.0429

0.0500

0.0299

0.1289

101.395

181.965

8.545

150.305

223.050

237.590

299.276

302.506

Major constituents Nsig= 27

No Constituent
Speed

(deg./hr)
H

(m)
g

(de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Z0

MM

MSF

Q1

O1

M1

K1

J1

OO1

MU2

N2

M2

L2

S2

2SM2

MO3

M3

MK3

MN4

M4

SN4

MS4

2MN6

M6

MSN6

2MS6

2SM6

0.0000000

0.5443747

1.0158958

13.3986609

13.9430356

14.4920521

15.0410686

15.5854433

16.1391017

27.9682084

28.4397295

28.9841042

29.5284789

30.0000000

31.0158958

42.9271398

43.4761563

44.0251729

57.4238337

57.9682084

58.4397295

58.9841042

86.4079380

86.9523127

87.4238337

87.9682084

88.9841042

0.0041

0.0287

0.0050

0.0195

0.1448

0.0104

0.2102

0.0147

0.0030

0.0651

0.2348

1.0300

0.0232

0.4536

0.0081

0.0037

0.0279

0.0075

0.0022

0.0135

0.0052

0.0098

0.0075

0.0118

0.0048

0.0157

0.0072

180.000

316.631

252.114

146.546

155.636

149.659

190.045

231.439

338.440

237.182

252.670

265.951

267.991

304.186

68.971

145.430

2.936

164.160

226.387

258.051

265.434

301.461

52.183

70.803

74.654

92.906

119.332

표 3-2-15. T3 정점 조석 조화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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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T1, T3 정점의 조위 조화상수 진폭 히스토그램.

그림 3-2-42. T1 정점 창․낙조 조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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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T3 정점 창․낙조 조차 분포.

(3) 조류

조류관측은 약 2일간 실시하여 정밀한 분석 보다는 개략적인 유속의 크기와 방

향을 파악하고 해수유동 모델 결과를 검증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림 3-2-44에 정점

C1 자료의 항목별 시계열 곡선을 도시하였다. 관측기간 동안 최대 유속은 약 58 ㎝

/s이며, 유향은 창조시 약 170°을 기준으로 ±10°, 낙조시 350°을 기준으로 ±10° 내

의 범위로 향하는 반복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45(상,좌)에서 유속의 산점도에서 0°(북을 기준)으로 약 -10° 정도 기

울어진 북북서와 남남동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2-45(상,우)에서 유속 히스토그램을 보면 30∼45 ㎝/s의 유속이 13%의 빈도로 높

게 나타났으며, 10∼30 ㎝/s은 10% 내외로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그림 3-2-45(하)

에는 2분 간격 유속벡터도를 제시하였다.

그림 3-2-46에 정점 C1의 조류 누적벡터도와 조류 타원도를 제시하였다. 조류

누적벡터도(좌)는 북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약 -10° 정도 기울어 남북 방향으로 길

게 타원을 그리며 이동하는 흐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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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C1 정점의 유속·유향 시계열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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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C1 정점의 유속·유향 분포도 및 벡터도.

그림 3-2-46. C1 정점의 조류 누적 벡터도 및 조류 타원도

(4) 부표추적

5월 27일 낙조시 4시간 동안 부표 3개에 대하여 추적실험을 실시하였다.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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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GPS1)은 방향판이 없는 경우이며, 부표2(TGPS2)는 방향판을 수면하 1 m 지

점에 설치한 경우, 부표3(TGPS 3)은 방향판을 수면하 3 m 지점에 설치한 것이다.

부표1의 평균 유속은 62.6 cm/s, 부표2는 61.1 cm/s 부표3은 60.1 cm/s이며,

부표추적 결과는 그림 3-2-47에 제시하였다.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표1은 관

측기간 동안 거의 정남향으로 흘러갔으며, 부표2와 부표3은 남남동 방향으로 흐르

다가 남서방향으로 바뀌어 4시간 후인 회수시기에는 부표1과 비슷한 방향을 향했

다. 부표1은 부표2와 부표3에 비해 보다 남쪽에서 회수하였다.

o34 35'

o34 38'

o127 36' o127 39' o127 42' o127 45' o127 48'

TGPS 1
TGPS 2
TGPS 3

2010. 5. 27. 1:54

2010. 5. 27. 5:31

그림 3-2-47. 부표추적 결과.

나. 해수유동 수치실험 결과

(1) 광역모델링 결과

광역모델의 수치실험 결과로서 유속 벡터도를 그림 3-2-45 및 3-2-46에 제시

하였다. 그림 3-2-48은 광역모델 전 영역의 유속 벡터도이며, 그림 3-2-2는 본 연

구에서 관심영역인 가막만을 확대하여 광역모델 결과인 창․낙조시 표층의 유속분

포도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3-2-49를 살펴보면, 표층 유속은 섬이 밀집해 있는 가막만 남단의 만 입

구의 송도 아래의 섬 주변에 유속이 크게 나타나며 창조시에 만 입구의 섬 밀집지

역 북쪽에서의 유속이 낙조시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만내에서는 1 m/s 이하의 유

속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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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광역모델의 유속재현 결과.

그림 3-2-49. 광역모델 창·낙조시의 수심평균유속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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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역모델링 결과

광역 모델의 수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정점 T0(검조소 자료) 및 T1의 관측

값을 비교하여 경계조건을 보정하여 협역모델 외해경계조건으로 주어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표 3-2-16에 제시한 경계조건의 보정값을 사용하여 협역 수치실험을 실시하였

다. 조석의 진폭은 관측값(T0)과 광역모델에서 관측위치(P12)의 값을 비교하여 그

비율을 가막만 북측 입구의 경계조건 값에 곱하여 보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정점

T1의 관측값과 정점 P08의 모델값의 비율을 가막만 남측 입구 경계의 값에 곱한

보정값을 사용하여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진폭과 마찬가지로 위상도 정점 T1과

T0의 관측값과 모델값의 차이를 경계조건에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M2 S2 O1 K1 N2

Amp Pha Amp Pha Amp Pha Amp Pha Amp Pha

T1 0.95 260.58 0.42 297.87 0.13 150.02 0.20 185.83 0.21 246.23

P08 0.90 6.69 0.45 14.42 0.13 38.95 0.14 43.90 0.18 3.88

1.05 253.89 0.94 283.44 1.03 111.07 1.36 141.93 1.18 242.35

T0 0.91 258.84 0.44 294.51 0.13 150.87 0.18 181.32 0.18 246.66

P12 0.94 10.45 0.46 18.76 0.12 44.65 0.14 47.66 0.18 9.32

0.97 248.40 0.97 275.76 1.11 106.22 1.27 133.66 1.05 237.34

표 3-2-16. 경계조건 보정값

협역모델의 수치실험 결과 검증을 위하여 조류 및 조석 관측자료를 수치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3-2-50은 2010년 5월 27일 ∼ 28일에 실시한 조류 관측자료와 모델 결과

를 제시한 것으로 파란색 실선은 관측결과를, 빨간색 실선은 모델결과를 의미한다.

두 결과가 비교적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51는 2010년 4월 14일 ∼ 5월 28일로 약 44일간 실시한 정점 T3의

조석관측 결과와 수치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3-2-51(상)는 전 기간을

비교한 것이며, 그림 3-2-51(하)는 결과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5월 13일 ∼ 15

일까지 3일간의 결과를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수치모델 결과와 관측 값이 비교적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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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0. 협역모델 조류 검증

그림 3-2-51. 협역모델 조위 검증.

그림 3-2-52에 협역 수치실험 결과로 대조기 창·낙조시의 수심평균 유속분포

도를 제시하였다. 협역 수치모델 결과 역시 섬이 밀집하여 있는 가막만 입구에서

유속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 · 낙조시 모두 돌산도와 화태도 사이의 유속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광역모델에서는 고돌산 반도 및 백야도 동측에서 창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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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협역모델에서는 돌산도 서남측에서 유속이 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조시에도 만 내에서는 유속이 약하였다. 만내에서는 광역모델과 동

일하게 1 m/s 이하의 유속을 보였다.

그림 3-2-53에 제시한 17개 정점에 대하여 대조기 최강유속을 계산하여 표

3-2-2에 제시하였다. 정점 2에서 2.13 m/s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주로 가막만 남

단의 만 입구(정점 1∼3)에서 1 m/s 이상의 유속분포를 보인다. 가막만 북쪽에 위

치한 여수해협 부근의 정점 17에서 약 0.97 m/s로 크게 나타나며 만내에서는 0.6

m/s 이하의 유속을 보인다. 가막만 내의 북부지역 최대 조류속은 6.4 cm/s이다(표

3-2-17).

그림 3-2-52. 협역모델 대조기 최강 창·낙조시의 수심평균유속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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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 최강유속 점검 정점도

표 3-2-17. 정점별 최강유속

정점 최대유속 정점 최대유속

01 1.38 m/s 10 0.55 m/s

02 2.13 m/s 11 0.47 m/s

03 1.14 m/s 12 0.31 m/s

04 0.45 m/s 13 0.06 m/s

05 0.93 m/s 14 0.11 m/s

06 0.86 m/s 15 0.15 m/s

07 0.49 m/s 16 0.15 m/s

08 0.40 m/s 17 0.97 m/s

09 0.52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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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리-생태계 수치실험 결과

생태계 모델 초기조건으로 수온은 10℃로 주었으며, SST 조건은 ‘제 2절 3의

나‘에 제시하였듯이 관측한 값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조석, 바람, 하천유입량이

없는 경우 하계 성층 재현을 확인하였으며, 외력항으로 조석(M2분조)을 주고 실험

한 경우, 외력항으로 조석과 바람을 주고 실험한 경우 하계 성층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석의 경우에는 가막만의 지형이 만 입구가 좁고 북쪽으로 가면서

넓어지기 때문에 조류가 약해지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외해 경계에서 진폭의

크기를 줄여 가막만 입구 M2분조 진폭의 20%를 주었다.

용존산소량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석이 없는 경우, M2분조 조석이 있는

경우, 조석과 바람이 있는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누어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용존

산소량은 12 mg/l을 기준으로 Nomalized하여 초기조건으로 1을, 서측 개방경계에

서 1을 주어 계산하였다.

그림 3-2-54에 조석이 없는 경우 하계의 용존산소량 분포도를 제시하였다. 하

계에 만 중앙 Sill 내외에서 빈산소(Hypoxia)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5에 조석이 있는 경우에 수치실험한 결과로서 하계의 용존산소량

분포도를 제시하였다. 조석이 있는 경우에도 빈산소가 하계에 발생하였으며, 조석

이 없는 경우와 달리 Sill 내부에서만 빈산소가 발생하였다. 조석이 있는 경우 조

석이 없는 경우보다 Sill 내의 저층에서 빈산소 발생 분포가 넓게 나타난다.

그림 3-2-56에는 조석 및 바람이 있는 경우의 수치실험 결과로서 하계에 빈산

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석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Sill 내부에

서만 빈산소가 발생하며, 바람이 없는 경우보다 빈산소가 적게 분포한다.

4. 토의

본 연구에서 실시한 CTD 조사에서 총 7계절 조사 가운데 2010년에 실시한 3

계절 조사에서는 사용한 CTD SB25의 성능 저하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상당수 양

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의 관심사인 용존산소(DO)의 경우 센

서가 노후하여 2010년의 대부분 자료가 불량하였다.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

여 SB19 CTD와 Rinko III Optic DO 센서를 구입하여 관측을 실시하여 2011년 관

측에서는 대부분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조석관측의 경우 장기 계류한 3

개 정점 가운데 1개 정점에서 기기를 망실하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해수유동 수치실험의 경우 초기에 외해 경계조건 관측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웹에서 확보한 5.0° 간격 NAO99 Global Tide Prediction Data를 사용하였

으나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계산이 어려웠다. 협역모델의 경우에는 외해 개방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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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개 정점 자료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광역모델 결과를 내삽하고 관측

자료로 보정하여 이를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

생태계 수치실험에서는 실해역의 빈산소 발생을 재현할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

하고 먼저 모델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X-Z 2차원 시험영역에 적용하여 재현

성능을 확인하였으나 아쉽게 연구사업이 종료되어 실해역에 적용할 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물리(ESCORT), 생태계모델(ERGOM)을 결합하여(Coupling) 성공

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향후 연안해역 생태계모델링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림 3-2-54. 조석이 없는 경우 하계 용존산소 분포도.

그림 3-2-55. 조석이 있는 경우 하계 용존산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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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6. 조석 및 바람이 있는 경우 하계 용존산소 분포도.



- 93 -

제 3 절 빈산소해역의 퇴적물에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1. 서 론

인간활동이 기원이 되는 연안의 부영양화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문제

중의 하나이다(Howarth et al., 2002). 이러한 부영양화는 일반적으로 빈산소, 무산

소 환경을 형성하고, 세계 수역권에서 죽음의 해역(dead zone)이라 불리는 수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Diaz and Rosenberg, 2008). 빈산소, 무산소 환경은 연안에서

수온이 높아지고 성층이 형성이 되는 여름철, 혹은 가을철까지 저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표층까지 확장 되기도 한다. 연안역에서 이러한 빈산소 환경은 일반적으로

pH의 감소를 유발하는데, 이것은 저층에서 나타나는 유기물 분해와 생물의 호흡과

관련이 있다(Taguchi and Fujiwara, 2010). 특히, 퇴적물의 표층과 퇴적물과 저층

해수가 맞닿은 곳(sediment-water interface), 그리고 퇴적물내의 공극수(pore

water)에서 pH가 저층수의 pH보다 낮을 수 있다. 즉, 저층을 서식지로서 생활하고

있는 탄산칼슘(CaCO3) 골격을 가진 생물과 패류들은 산소감소로 발생하는 스트레

스를 제외하더라도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인한 생태

계의 생물군집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해양산성화는 생태계의 생지화학적 순환을 변화 시키고 해양생물에 심각한 위

협이 될 수 있다(Hoegh-Guldberg et al., 2007). 학계에서도 해양산성화의 생물에

대한 악영향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식물플랑크톤은 해

양산성화에 내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연안종은 대양종보다 pH의 변화에 그다지 민

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ge et al., 2010). 아마도 연안에서 관찰되는 식

물 플랑크톤은 보다 역동적이고 물리적으로 복잡한 해양환경 특성을 가진 연안의

환경 특성에 적응하여 나타난 결과 일지 모른다. 하지만 학계에서 보고된 대부분의

연구가 유영세포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Rost et al., 2002; Berge et al.,

2010), 식물플랑크톤의 휴면단계에서는 그 영향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해양식물플랑크톤 군집 중 와편모조류는 해양생태계에서 일차생산자로서 중요

한 역할을 하지만, 빈산소, 무산소 환경의 발생 원인의 하나인 적조발생 원인종이

기도하다(Rabalais et al., 2002). 와편모조류 중에는 수환경에서 이들의 성장에 부적

합한 환경이 발생시 시스트(Resting cyst)라 불리는 휴먼 단계를 가진다. 그리고 시

스트가 형성되는 휴면단계에서는 유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저로 가라앉아 저층

의 환경에 노출된다. 이것은 연안역에서 빈산소, 무산소 환경 혹은 저층의 유기물

포식자들에게 시스트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와편모

조류 시스트 중, 석회질 골격을 가지고 있으며 연안에서 우점 하는 종으로 알려진

Scrippsiella spp., Ensiculifera carinata에게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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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트는 유영세포로로서 활동하기 위한 씨앗개체군(seed population)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시스트가 다른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소멸을 하게 된다면, 수

환경에서 유영세포의 존재는 보장 할 수 없다.

최근에,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인 Scrippsiella trochoidea의 두가지 형태가

중국연안의 표층 퇴적물에서 관찰 되었다(Wang et al., 2007). 두가지 형태 중 하나

는 학계에 알려진 석회질 돌기물을 가진 전형적인 Scrippsiella trochoidea의 시스트

형태이고(Spiny type), 다른 하나는 석회질 돌기물을 가지지 않고 유기물 벽을 노출

시킨 형태이다(Naked type). Naked type의 경우 실내실험에서도 알려져 있으나

(Janofske, 2000), 이러한 형태적 변화가 특정해역의 수환경에서 보고된 것은 처음이

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생태적, 생리적 정보 또한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팀도 최근에 가막만의 빈산소와 무산소 환경이 교차적으로 발생하는 수

역의 퇴적물에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Scrippsieall trochoidea의 두가지 형태

를 발견 하였고, 이러한 발견의 의문점에서 Scrippsiealla trochoidea의 형태적 변화

원인과 빈산소 해역에서의 환경특성이 이런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에 주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연구해역

가막만은 형태적으로 달걀모양(ovoidal)을 하고 있으며, 동서 방향으로 9km, 남

북방향으로는 15km로 평균 수심이 약 9m인 한국의 남해에 위치한 폐쇄적인 만으

로 양식활동이 성행하고 있는 만이다(그림 3-3-1). 특히, 굴생산은 총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합, 어류 양식 또한 활발하다. 하지만, 만의 동서방향으

로 발달한 구릉위에 밀집된 양식장의 분포는 만의 남쪽 분지와 북쪽 분지의 해수교

환을 방해하고 표층과 저층의 해수순환도 차단하고 있으며, 여수시로부터 유입되는

유기물로 인하여 여름철이 되면 북쪽 수역은 빈산소환경이 자주 형성된다. Fig.

4-1-1은 2009년 8월에 관측된 가막만의 저층 용존산소와 pH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북쪽 수역에서 2.0mg/L이하의 산소농도가 관찰되고 pH 또한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비교적 해수교환이 원활한 만의 남쪽 해역은 상대적으로 산소농도와 pH

가 높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환경 특성을 나타내는 가막만의 2개 정점(G1과 G2)을

대상으로 환경특성을 조사하고, 퇴적물을 채집, 분석하여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의 형태적, 생리적 특징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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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가막만의 위치(A). 가막만의 샘플링 정점, 2009년 8월 저층의 용존산소

농도(B)와 pH(C).

나. 환경 요인 측정

(1) 저층 해수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DO), pH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매월 가막만의 빈산소구역(hypoxic zone)과 정

상구역(normoxic zone)에서 수질 항목 중 저층의 수온과 염분, 용존산소(DO), pH를

측정하여 해양환경 특성을 살펴 보았다. 수온과 염분의 경우는 현장에서 다항목 수

질 측정기(YSI, 6600V)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용존산소는 현장에서 manganese

chloride와 alkaline-iodide 용액을 시료병에 넣어 고정 한 후, 실험실에 운반하여

Winkler 역적정법(back-titratio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pH는 현장에서

Portable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에는 가막만의 여름

철 해양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 구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퇴적물 내 pH 측정

빈산소 환경에서 나타나는 해양퇴적물 내 pH의 감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퇴적물

이 교란되지 않도록 개량된 중력 코어(gravity corer)를 이용하여 퇴적물을 채집하

였다. 퇴적물 시료는 채집 즉시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한 후 현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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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을 유지시키면서 실험실로 옮겨 2시간 이내에 측정을 완료하였다. 퇴적물의 pH

연직 분포는 미세전극(Unisense, pH 5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그림 3-3-2).

그림 3-3-2. 퇴적물내 pH를 측정 할 수 있는 마이크로프포파일러 시스템.

다. 와편모조류 시스트 채집 및 분석

가막만의 빈산소수역(hypoxic zone)과 정상수역(normoxic zone)에 출현하는 와

편모조류 시스트를 파악하기 위해 중력 코어를 이용하여 퇴적물을 채집 한 후, 선

상에서 상부 2cm의 표층 퇴적물을 암갈색병에 넣어 냉장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

하였다.

와편모조류 시스트 분석을 위해 채집한 퇴적물은 잘 섞어 약 1g을 비이커에 취

하여 여과 해수를 넣은 후 응집된 퇴적물을 분리하기 위해 초음파 분쇄기를 사용하

여 약 30초간 조사(sonication)를 실시하였고, 초음파 처리된 시료는 128µm와 20µm

의 중첩된 시브(sieve)에 여과해수를 이용하여 옮긴 후 미세사질을 분리하였다. 시

스트 분석을 위한 시료는 20µm 시브에 남겨진 퇴적물을 여과해수를 이용 샤알레에

옮겨 비중차를 이용하여 취득 후, 10ml로 농축한 다음 1ml를 취하여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종의 동정을 실시하였다(Matsuoka and Fukuyo, 2000).

라. 시스트 발아율 측정실험

시스트의 발아율 측정은 매월 현장에서 채집된 퇴적물을 이용하여 위의 시스트

분석방법을 거쳐 농축된 시료를 이용하였다. 현미경 하에서 동정된 시스트를

Microcapillary technique을 통하여 분리 한 후, 96 well plate에 접종하여 퇴적물 채

집시 저층의 수온조건과 암조건의 환경 조건에서 배양 실험을 실시하였고 매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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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관찰 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관찰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중 형태적

변화가 나타난 naked type 시스트와 형태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spiny type 시스

트의 발아능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휴면기를 거친 시스트만을 분리하여 20℃에서

조건하에서 관찰하였다.

마. 시스트의 산성화 환경 노출 실험

현장에서 관찰되는 시스트의 형태적 변화를 실내실험을 통해 확인하기 위하여

CO2 incubator를 이용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incubator내 CO2 농도에 대한

pH를 확인 하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될 well plate에 0.2 pore size 필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여과해수를 주입한 후 다양한 CO2 농도에 대한 pH 변화를 확인 하였고 일

정한 CO2 농도에서 well plate내 pH가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위의 시스트 분석을 통하여 분리된 시스트는 0.2 pore size 필터를 이용하여 제

작된 여과해수를 주입한 24 well plate에 접종한 후, 다양한 CO2에 노출 시켰고 매

일 현미경 하에서 형태적 변화를 관찰하고 현미경에 장착된 이미지 시스템을 이용

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가. 가막만의 해양환경 특성

(1) 수온, 염분, 용존산소, pH의 월별 변화

가막만의 빈산소수역(G1)에서 수온은 5.4-24.7 ℃, 정상수역(G2)에서 7.3-24.5℃

의 범위로 겨울과 봄철에 낮은 값을 보이며, 여름철에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그림

3-3-3A). 빈산소수역에서 수온 분포는 정상수역의 수온 분포와 대조하여 봄철에 높

고 겨울철에 낮았다. 월별 염분 변동은 봄과 겨울철에 높았고 여름철에 낮았으며,

특정시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빈산소수역에서 염분이 정상수역보다 낮았다(그림

3-3-3B). 그리고 빈산소 환경을 나타내는 2.0mg/L의 용존산소가 빈산소수역에서 8

월에 관찰 되었으나 정상수역에서는 관찰 되지 않았다(그림 3-3-3C). 빈산소수역에

서는 이런 용존산소의 변동과 함께 pH 또한 여름철에 감소 하였다(그림 3-3-3D).

빈산소 환경은 일반적으로 생물의 산소 소비와 생산 그리고 물리적 순환의 분균형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we, 2001). 가막만의 북북해역에서 빈산소 환

경은 활발한 양식활동과 여수에서 유입되는 유기물 때문으로 생각되고 남부해역에

서 빈산소 환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북부 해역보다 해수 교환이 원활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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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적물내 pH 변화

가막만의 북부해역(G1), 빈산소 환경이 나타나는 수역에서 용존산소의 감소와

함께 pH의 감소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시 용존 산소

의 소비와 함께 이산화 탄소의 발생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Taniguchi and

Fujiwara, 2010).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층의 pH보다 퇴적물내에

서 pH가 낮을 수 있는데(Zhang et al., 2010), 실제로 퇴적물내 1cm의 pH를 측정한

결과 평균 6.7에서 7.5의 범위를 보였다(그림 3-3-4). 해수의 pH 7.8-8.2 범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퇴적물내 pH는 퇴적물을 서식지로서 생존하는 모든 생물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특히 스스로 이동 능력을 가지지 않는 생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

는 환경이다. 이와 관련하여 와편모조류 시스트는 퇴적물과 함께 거동하기는 하지

만, 퇴적물과 함께 퇴적되어 지속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시스트로서의

역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석회질 골격을 가진 와편모조

류 시스트(calcareous dinoflagellate cyst)는 다른 유기물 벽(organic wall)을 가진

시스트보다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가만만의 빈산소 환경에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calcareous dinoflagellate

cyst)의 출현

(1) 빈산소환경의 퇴적물에서 나타나는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Scrippsiella

trochoidea의 형태적 특징

현존하는 와편모모조류 시스트 중에는 약 200여종이 시스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약 45여종의 와편모조류 시스트가 보고되어 있다(Shin et

al., 2010). 그 중 국내에서 출현하는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는 Scrippsiella spp.

가 우점하고 Ensiculifera carinata가 출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in et al.,

2010). 가막만에서 채집된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는

Scrippsiella spp.가 우점 하였으며, 대부분의 Scrippsiella spp,이 Scrippsieall

trochoidea의 밤송이와 같은 돌기물을 가진 형태적 특징(spiny type)을 가지고 있었

다(그림 3-3-5).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ovoidal로서 유사하나 돌기물을 가지지 않는

형태(naked type)의 Scrippsiealla trochoidea가 관찰 되었으며, 그 개체수의 분포는

월별 차이를 나타내었다(그림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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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빈산소 수역과 정상수역의 저층에서 월별 수온(A), 염분 (B), DO (C)

와 pH (D)의 변동.

그림 3-3-4. 빈산소 수역(G1)에서 퇴적물내 pH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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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iny type 시스트와 Naked type 시스트의 개체수 변동

전체 시스트 개체수는 봄(3월에서 6월)에 낮고, 그 개체수는 여름철에서 가을철

(7월에서 12월), 겨울철에 점차적으로 낮아 졌으며, Naked type 시스트는 겨울철에

높게 관찰되고 Spiny type 시스트는 여름철에 높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개체수의

월별 변동은 일반적으로 유영세포의 월별 변동과 연관지어 해석 할 수 있는데, 여

름철에 높은 시스트의 개체수가 확인 되는 것은 여름철에 유영세포가 증식하여 이

후 형성된 시스트가 침강하여 집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 된다(Kim and Han,

2000). 하지만, Naked type의 시스트의 월별 변화는 해석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

지만, 시스트가 퇴적물에 집중적으로 집적되는 여름철 샘플을 일정기간(8개월) 보관

후, 정량 및 형태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대부분이 Naked type 시스트로 변화되어

있고 최초 정량 한 개체수 결과에서 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아 퇴적물내 생물학적,

화학적 변화가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의 개체수 변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3-7). 즉, 빈산소 환경에서 유발된 산성화 환경이 Scrippsieall

trochoidea의 돌기물을 융해시 킨 후,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로 시스트 개체수가 감

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퇴적물에 노출된 Naked type 시스트의 개체수

변동과 영향에 대한 실험이 필요 할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3-5. 퇴적물에서 관찰되는 Scrippsiella trochoidea 시스트의 두가지 형태(왼

쪽: spiny type, 오른쪽: nake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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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퇴적물에서 Scrippsiella trochoidea의 spiny type 시스트, naked type

시스트, 그리고 유영세포의 개체수 월 변동.

그림 3-3-7. 퇴적물 시료의 냉장 보관 8개월 후 관찰된 Spiny type 시스트와 naked

type 시스트의 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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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Scrippsiella trochoidea의 발아율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Scrippsiealla trochoidea의 발아율 측정은 각 정점에

서 매월 시스트를 분리하여 현장의 저층에 맞춘 암조건 하에서 발아율을 조사하였

다. 두 정점에서 월별 발아율의 패턴은 유사하게 3-5월 사이에 40% 이상의 상대적

높은 발아율을 기록한 반면, 7월 이후 9월 까지 낮은 발아율을 보였다. 7월에는 새

로운 시스트의 가입으로 시스트 개체수가 급증한 상기의 결과를 토대로 7-9월에 분

리된 시스트는 성숙을 위해 필요한 상태를 지내지 못한 시스트가 상대적으로 많아

발아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된다(그림 3-3-8).

일반적으로 시스트의 발아는 용존산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존

산소량이 약 6 mg/L로, 빈산소층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7월과 9월에도 시스트의 발

아율은 매우 낮게 측정됨으로 하계에 이 같은 낮은 발아율은 저층의 5월의 발아율

보다, 휴먼기를 지내는 시스트의 생리적 리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G1

G2

그림 3-3-8. G빈산소수역과 정상수역(G1과 G2)에서 채집된 Scrippsiella trochoidea

의 발아율.

라.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Scrippsiella trochoidea의 형태적 변화에 영향을 주

는 pH와 생태학적 의의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인간활동으로 발생한 CO2의 해양으로 흡수를 통한 해양

산성화가 해양생태계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석회질 골격을

가진 패류나 산호, 인편모조류, 유공충과 같은 생물을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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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iebesell et al., 2000; Orr et al., 2005; Hoegh-Guldberg et al., 2007;

Iglesias-Rodriguez et al., 2008). IPCC(Intergovem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의하면, 해수의 pH는 2100년이 되면 약 0.3에서 0.4정도로 감소 할 것이

라고 예측하였고, 이에 관련하여 물리, 화학, 생물학적 환경 변화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관찰 되고 있듯, 연안해역에서 빈산소 환

경이 형성되는 수역권의 저층 퇴적물에서는 이미 IPCC가 예측한 pH 수준에 도달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해역에서 나타나는 환경과 생물에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향

후 범 지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산성화 환경이 생태계에 주는 영향에 관한 지식

을 습득 할 수 잇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가막만에 출현하는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Scrippsiealla trochoidea의 형태

적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하여 다양한 pH아래 실험을 진행 한 결과, 본 연구팀은 현

미경 관찰을 통한 시스트의 형태적 변화 과정을 관찰 할 수가 있었다(그림 3-3-9).

즉, 전형적인 Spiny type 시스트의 석회질 돌기물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

고, 용해 되기 시작하는 중간 과정(intermediate type)을 거쳐 돌기물이 점차 사라져

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석회질 돌기물 용해는 6.91의 pH에서 12시간 이

내에 발생하고 7.39의 pH에서는 7일 이상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3-10).

결과적으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는 빈산소해역에서 나타나는 산성화 환경을

이미 경험 하고 있고 Scrippsiella trochoidea의 석회질 돌기물은 용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학계에서 석회질 돌기물의 기능에 관한 보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

지만, 만약 그 돌기물이 사라진다면 석회질 시스트가 가지는 생존전략에 위협을 받

을 수 있다. Anderson and Lively (1985)의 결과에 의하면, 돌기물의 존재는 시스트

의 침강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돌기물이 사라진다면, 조류(water current)와

같은 물리적 외부요인에 의해 쉽게 다른 수역권으로 이동 할 수 있고 그곳에서는

그들의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돌기물을 가지는 Spiny type 시스트와

돌기물을 가지지 않은 Naked type 시스트에게 충분한 휴면기를 주고, 발아 실험을

진행한 결과 모두 3일이내에 79-88%의 발아율을 보였기 때문에(그림 3-3-11), 돌기

물이 사라져도 발아능과 같은 생리적 특성에는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Montresor et al. (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특히

Scrippsieall trochoidea는 동물플랑크톤의 위를 통과하여도 발아를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산성화 환경이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의 형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하

더라도 발아능과 같은 생리적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산소농도의 변화에 따른 유기벽을 가진 시스트의 분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Protoperidinium spp.과 같은 유기물 벽을 가지는 몇몇 와편모조류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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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산소농도가 높은 해역에서 유기물 분해와 함께 그 개체수는 감소 할 수 있다

(Zonneveld et al., 2001). 하지만, 석회질 돌기물을 가진 와편모조류 시스트는 영향

을 받지 않는다.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의 돌기물은 유기물의 외벽에 견고하게

집적 되어있어 퇴적물에서 다른 유기물들과의 응집을 도울 수 있다. 즉, 유기물과의

응집을 통하여 시스트는 새물학적 화학적 공격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극

심한 산성화 환경을 경험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석회질 돌기물을 가지지 않

은 naked cyst는 다른 유기물들과 응집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박테리아나 유기물식자

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가 충분하거나 그렇지 않은 수역권에

서 다른 유기물과 함께 분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록 산성화 환경이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의 발아능과 같은 생리적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

도, 산성화 환경을 경험한 naked type 시스트는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생존에 위

협을 받을 수 있고 유영세포로의 발아 또한 불가능 해 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과정에서 석회질 와편모조류시스트가 실제로 식물 플랑크톤 군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밝혀 내지 못했지만, 만약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가 연안역에서 사라

진다면 식물플랑크톤 군집에 변화가 생겨 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해양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에 영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3-9. Scrippsiella trochoidea 시스트의 돌기물 분해 과정. (A) Spiny type,

(B) and (C) Intermediate type, (D) Naked type. 스케일: 1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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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다양한 pH변화 아래 spiny type 시스트, intermediate type 시스트, 그

리고 naked type 시스트의 비율 변동.

그림 3-3-11. Scrippsiella trochoidea의 spiny type 시스트와 naked type 시스트의

발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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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막만의 빈산소수역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는 빈산소 해역의 퇴적물에서

외부 요인에 의해 분해 되거나 형태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막만에 출현

하는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의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빈산소 해역에 sediment

trap을 설치하여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를 채집 하였다(그림 3-3-12). 그 결과

채집된 대부분의 시스트가 Scrippsiealla rotunda, S. crystallina, S. trochoidea와 같

은 Scrippsiealla spp. 이였으며, Ensiculifera carinata 또한 출현하였다. 이 결과는

Shin et al. (2010)이 보고한 결과보다 다양한 종을 포함 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안해역에서 출현하는 탄산칼슘 돌기물을 지닌 타 종류의 시스트에 관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12. 가막만에서 세디먼트 트램과 다양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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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요각류의 난 부화에 대한 빈산소의 영향

1. 서 론

전 세계의 연안역에서 부영영화와 성층 형성에 기인한 빈산소(hypoxia, <2.8

mg L-1 O2) 및 무산소 수괴(anoxia)의 발생은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저서 생

태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Diaz, 2001). 생물이 생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빈산소 및 무산소 수괴가 발생한 해역을 ‘dead zone’이라고 칭한다(Rabalais et al.,

2002). 이러한 dead zone은 전 세계 연안에 400 여곳 이상이 존재하며(Diaz and

Rosenberg, 2008), 우리나라 연안에도 진해·마산만, 가막만, 시화호 등에서 매년 여

름철에 dead zone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수산과학원, 2009).

빈산소 및 무산소 환경은 필연적으로 퇴적물의 H2S 농도 상승을 동반한다

(Reiffenstein et al., 1992). 또한, 무산소에 기인한 퇴적물의 H2S 농도 상승은 퇴적

물 pH의 변화를 유발한다. 즉, 해수의 정상 pH가 7.9-8.3인 반면에 H2S가 용출되는

퇴적물 공극수의 pH는 6.0-6.5까지 낮아진다(Vismann 1996, Wang and Chapman

1999). 결국, 산소가 부족한 빈산소 및 무산소 수괴의 형성은 해저면에 서식하는 저

서생물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야기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로 저서생물을 중심으로 빈산소의 영향을 평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Pihl et al., 1991; Nilsson and Rosenberg, 1994; Gamenick et al., 1996;

Vistisen and Vismann 1997; Vopel et al., 1998; Haselmair et al., 2010).

요각류의 대부분은 수층내에 자유롭게 자신들의 난들을 낳으며, 이 난들에는 보

통 수일내에 부화하는 subitaneous egg와 불응기(refractory phase) 상태로 부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diapause egg이 포함되어 있다(Grice and Marcus, 1981). 일

반적으로 해저 퇴적물에는 요각류의 난이 104-107 eggs m-2의 범위로서 매우 높은

밀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Lindley, 1990; Marcus, 1995; Uriarte and

Villate, 2006; Glippa et al., 2011). 이러한 높은 밀도는 육상식물의 'seed bank'와

동일한 의미에서 ‘egg bank'로 표현되며, 높은 밀도에 기인한 요각류의 난은 개체

군 가입을 위한 잠재적인 중요한 source 역할을 함과 동시에 benthic-pelagic

coupling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먹이망내 에너지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Marcus et al., 1994; Marcus and Boero, 1998). 일반적으로 요각류 난의 침강속도

(sinking speed)는 해류의 교란이 발생하더라도 13 m day-1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Miller & Marcus 1994), 연안역에서의 subitaneous egg는 부화되기 전까지 수시간

에서 수일을 해저면의 퇴적물에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요각류의 난들이

밀집된 해저면에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조성되면, 난들은 부화에 스트레스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는 빈산소 및 무산소, 고농도의 H2S, 낮은 pH 등의 환경에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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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요인들에 의해 난의 부화가 저해 받는다면 일차적으로는 요각류의 개

체군 가입이 제한될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해양 먹이망의 건강성에 악화시키는 결

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요각류 난에 대한 빈산소의 영향을

평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실험실 수준의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하였다(Marcus et al., 1997; Invidia, 2004; Katajisto, 2004; Marcus

et al., 2004; Nielsen et al., 2006;). 그러나 국내의 경우 요각류 난에 대한 연구 자

체가 미진한 상태이며, 특히 빈산소와 연관된 연구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 여름철 빈산소 현상이 발생하는 남해 가막만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1) 해저면(seabed)의 환경(산소 농도, 퇴적물 pH 및 H2S 농도, 요각류의 난 밀

도) 모니터링

2) 요각류 난의 현장(in insu) 부화율 측정을 통한 빈산소의 영향 평가

3) 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미치는 산소 및 pH의 영향 평가

2. Seabed의 환경 모니터링

가. 재료 및 방법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달 간격으로 가막만의 빈산소해역(Hypoxic zone)과

정상해역(Normoxic zone)에서 seabed의 환경요인을 조사하였다(그림 3-4-1). 빈산

소 및 정상해역은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하였고, 환경요인으로는 수온, 염

분, 용존산소 등의 물리적 요인과 퇴적물(Sediment)의 pH와 황화수소(H2S) 농도를

조사하였다. Seabed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는 다항목수질측정기(YSI, 6600V)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고, 이 장비를 이용할 경우 Seabed에 최대한 접근하여 측정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용존산소 측정에 이용된 센서는 광촉매 방식으로서 기

존의 Winkler 방법과의 높은 상관성을 확인한 후에 사용하였다(그림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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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Seabed의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 가막만의 연구 해역.

그림 3-4-2. YSI 6600 용존산소 측정

센서와 Winkler 방법에 의해 측정된

산소농도 사이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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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bed의 pH 및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층 퇴적물 시료는 퇴적물이

교란되지 않도록 고안된 코아 채집기(sediment corer, 면적: 0.003m2)를 이용하여 채

집하였다(그림 3-4-3). 퇴적물 시료는 채집 즉시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밀

봉한 후 현장 수온을 유지시키면서 실험실로 옮겨 2시간 이내에 측정을 완료하였

다. 퇴적물의 pH 및 황화수소 농도의 연직 분포는 미세전극(Unisense, pH 500 &

H2S 5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안정화와 검량을 마친 미세전극은 수직 이동 해

상도가 10 mm인 micromanupulator(Unisense, LS18)에 장착하여 100 mm씩 퇴적물

에 직접 삽입하면서 pH 및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pH 와 황화수소의 미세전

극에서 검출된 전류는 각각 picoammeter(Unisense, PA2000)와 디지털 변환기

(Unisense, pH/mV meter)를 거친 다음 검량선에 의해 최종 농도를 계산하였다. 특

히, 황화수소의 표준 용액 제조와 전류에 따른 검량선 작성은 Cline (1969)이 제시

한 방법을 참고하였다.

Seabed에 존재하는 요각류 난의 밀도를 확인하기 위한 퇴적물 시료는 코아 채

집기를 이용하여 채집하였다. 실험실에서 퇴적물의 상부 0.5-1.0 cm를 컷팅한 퇴적

물을 45 mm mesh로 거른 후 mesh의 잔존물을 회수하여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하

였으며, 최종적으로 50 ml tube에 농축하였다. Bogorovo counting chamber에 농축

시료의 1 ml를 취하여 여과해수로 희석한 후 해부현미경(Olympus, SZX7)하에서

요각류의 난을 3회 반복 계수하였고, 최종 밀도는 단위체적 당 난(eggs m-2)으로

환산하였다.

그림 3-4-3. Seabed의 pH, H2S 농도, 요각류의 난 밀도 측정에

사용된 퇴적물 채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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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및 토의

가막만의 해저면(seabed)에 인접한 저층수 수온의 월 변동은 빈산소해역과 정상

해역에서 각각 1.8-25.0℃와 1.0-24.8℃로서, 여름철에 높고 겨울철에 낮은 전형적인

온대해역의 변화상을 보였으며, 두 해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그림

3-4-4). 빈산소해역과 정상해역의 저층수 염분은 각각 30.1-33.8 psu와 30.4-34.0의

범위였으며, 4월과 7월에 정상해역에서 높은 염분을 보였는데 이는 강우에 영향 범

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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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빈산소 및 정상해역의

seabed에서 측정된 수온, 염분, 용존산소

농도의 월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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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존산소는 빈산소해역과 정상해역에서 각각 0.5-11.1 mg L-1와 5.2-11.3 mg

L-1의 월 변동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빈산소해역에 비해 정상해역에서 높은 용존

산소 농도를 나타냈다(그림 3-4-4). 빈산소해역에서는 빈산소 수괴 형성을 지시하는

2.8 mg L-1 이하의 농도가 4월부터 저층에서 관찰되었으며, 빈산소 수괴는 8월까지

지속되었다. 6월에 산소농도가 상승한 것은 태풍 ‘메아리’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다. 즉, 가막만 빈산소해역의 빈산소 수괴는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약 5개월간 지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적물과 저층수의 경계면(sediment-water interface)을 기준으로 한 빈산소해

역에서의 퇴적물 pH는 6.94-7.96의 범위였고, 정상해역에서는 7.50-8.04의 범위로

빈산소해역에서 낮은 퇴적물 pH를 나타냈다(그림 3-4-5). 빈산소해역의 월별 변동

은 1월-4월 사이에 7.4 이하로 낮았고 12월에 가장 높았으며, 정상해역에서는 11월

과 12월에는 8.0 내외의 값을 보였고 나머지 월의 대부분은 7.7 내외의 값을 보였

다. 퇴적물의 수직적 분포 양상은 정상해역에 비해 빈산소해역에서 퇴적물 하부로

갈수로 pH가 감소한는 경향이 더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퇴적물 pH의 수직적 분포

와 월 변동은 퇴적물 내 H2S의 농도 변동 및 변화 과정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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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빈산소 및 정상해역의 seabed에서 측정된 연직 pH의 월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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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측정한 퇴적물과 저층수의 경계면에서의 H2S 농도는 빈산소해역에서

0.1-107.2 mM의 범위로서 7월과 8월에 80 mM이상의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9월부

터는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3-4-6). 퇴적물 H2S의 수직적 분포 양사

에 대해 살펴보면, 7월과 8월에는 퇴적물 하부 10-15 mm까지 약 300 내외로 농도

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이 농도가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9월과 10월의

경우 측정 가능한 퇴적물 하부 26 mm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7, 8

월과는 다른 수직적 분포 양상을 나타내었다. 정상해역에서는 조사시기 동안 퇴적

물 내에서 H2S 농도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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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빈산소 및 정상해역의 seabed에서 측정된 연직 H2S 농도이 월

변동.

조사기간 동안, 요각류의 난 밀도는 빈산소해역과 정상해역에서 각각 94-3334

×103 eggs m-2와 33-170 ×103 eggs m-2로, 년 평균을 비교하면 정상해역에 비해 빈

산소해역에서 9배 정도의 높은 밀도를 나타냈다(그림 3-4-7). 가막만의 두 해역에서

조사된 요각류의 난 밀도는 다양한 해역에서 조사된 난 밀도의 Kasahara et al.

(1975)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였다(표 3-4-1). 시기적으로는 빈산소해

역의 경우 5월-7월에 단위 면적 당 백만개 이상의 난들이 관찰되어 다른 시기와 특

징적으로 구별되었으며, 정상해역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빈산소해

역과 정상해역 간의 난 밀도 차이는 우선적으로 난을 생산하는 요각류 암컷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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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의 차이와 난의 집적과 분산에 영향을 주는 해류 흐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

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두 해역의 seabed 환경이 큰 차이를 보인 5월-7월에 두

해역 간에 난 밀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난 부화율의 차이도 난 밀도 차이

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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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빈산소 및 정상해역의 seabed에서 출현한 요각류

난 밀도의 월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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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area
egg densities

(egg m-2)
References

Inland Sea of Japan 3-10 × 106 Kasahara et al., 1975

Northern California

coastal waters
0.12-0.19 × 106 Marcus, 1995

Tyrrhenian Sea 0.0016-0.012 × 106 Belmonte et al., 1995

Ionian Sea 0.031-1.07 × 10
6

Belmonte et al., 1995

Adriatic Sea 0.15-1.19 × 106 Belmonte et al., 1995

Màlaga harbor, Spain 0.19-6.6 × 106 Guerrero and

Rodríguez, 1998

Estuary of Mundaka,

Bay of Biscay
0.019-0.16 × 10

6 Masero and Villate,

2004

Estuary of Bilbao,

Bay of Biscay
0.008-0.009 × 106 Masero and Villate,

2004

Sällvik, Baltic Sea 1.03 × 106 Viitasalo and Katajisto,

1994

Seine estuary, France 1.42 × 106 Glippa et al., 2011

Gamak Bay, Korea 0.033- 3.3 × 106 This study

표 3-4-1. 다양한 해역에서 관찰된 요각류의 난 밀도 현황.

3. 요각류 난의 현장(in situ) 부화율

가. 재료 및 방법

요각류 난에 대한 현장 부화율 실험은 seabed 환경 모니터링 정점과 동일한 가

막만의 빈산소해역과 정상해역에서 2010년 7월과 8월에 걸쳐 12일간 실시하였다.

실험 정점의 환경요인(수온, 염분, 용존산소, sediment pH)은 seabed 환경 모니터링

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장비 및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요각류 난의 현장 부

화율 측정은 고안된 Plankton emergence trap/chamber(PET chamber)를 이용하였

다. PET chamber는 조사해역의 퇴적물이 들어가는 하부와 퇴적물 내에 존재하는

난에서 부화된 유생을 회수하는 상부로 크게 구분되며, 상부에는 해역의 해저 환경

이 반영되도록 mesh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4-8). PET chamber는 일본학자

가 시스트 발아율 실험을 위해 고안한 기구로 실험해역의 실제 해저환경에 적용하

여 실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Ishikawa et al., 2007). 실험을 위해 먼저 두 실험

해역에서 퇴적물의 표층 부분이 교란되지 않도록 퇴적물을 코아링한 후 PET

chamber의 하부에 조심스럽게 장착한다. 이후, 상부에 미리 준비한 여과해수를 채

워 상, 하부를 조립하여 chamber platform에 고정한 후 해저면에 안착시키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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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험을 진행하였다(그림 3-4-9). 다음날 조사해역을 방문하여 platform을 선상에

올려 chamber의 상부 시료를 회수한 후 다시 해저면에 안착시키는 방법으로 12일

간 실험하였다. 빈산소 및 정상해역에 각각 2개씩의 PET chamber를 설치하였다.

실험실에서 회수한 상부 시료에 존재하는 유생의 수를 현미경 하에서 계수하였다.

또한, 실험 종료시에는 chamber 하부의 퇴적물을 회수하여 퇴적물 상부 0.5 cm에

존재하는 요각류 난의 밀도를 확인한 후 유생의 개체수 자료를 이용하여 최종 부화

율을 계산하였다.

그림 3-4-8. 요각류 난의 현장(in situ) 부화율

측정에 사용된 Plankton emergence

trap/chamber (PET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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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ing procedure of PET chamber
1. Sediment coring

2. Chamber setting

3. Settling, Sampling & Counting

그림 3-4-9. PET chamber의 취급 순서.

나. 결과 및 토의

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미치는 빈산소의 영향을 조사 위한 연구에서, 먼저 실험

대상해역의 해저 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실험기간 동안 저층 수온은 빈산소해역과

정상해역에서 각각 22.6-24.1℃와 22.4-24.4℃의 범위로 변화하였다(그림 3-4-10).

또한, 염분은 각각 빈산소해역과 정상해역에서 각각 31.1-31.6 psu와 31.0-31.5 psu

로서 비교적 적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수온과 염분의 변동은 두 실험 해역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실험기간 동안 저층의 용존산소 농도는 정상해역에

서 3.7-6.6 mg L-1의 범위로 빈산소 현상(<2.8 mg L-1)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빈산

소해역에서는 0.3-1.5 mg L-1의 범위로서 실험기간 내내 빈산소 조건이 지속된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3-4-10). 퇴적물과 저층수의 경계면(sediment-water interface)

을 기준으로 한 퇴적물의 pH는 빈산소해역과 정상해역에서 각각 7.3과 7.6으로 빈

산소해역에서 낮은 pH를 보였다(Fig. 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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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빈산소 및 정상해역의 seabed에서 측정된 수온, 염분, 용존산소

농도, 퇴적물 pH의 일일 변동.

빈산소 및 정상해역에 설치된 각각 2개의 PET chamber 내에 존재한 난에서

부화한 요각류 유생(nauplii)의 일일 개체수 변화를 그림 3-4-11에 나타내었다. 빈사

소해역에서는 실험 2일째에 부화된 유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이 실험 종료시까지 지속되었다. 반면에 정상해

역의 경우 4일째까지 급격한 증가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으로 빈산

소해역과는 다른 변화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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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빈산소 및 정상 환경에 노출된 요각류 난에서 부화한 유생의 일일

개체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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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chamber를 이용한 요각류 난의 현장 부화율 실험에서 12일 동안 부화된

요각류 유생의 누적 개체수는 빈산소해역에서 평균 40 마리였고, 정상해역에서는

82 마리로 빈산소해역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다(그림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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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빈산소 및 정상 환경에 노출된 요각류 난에서 부화한 유생의 누적

개체수.

빈산소 및 정상해역에서 실험 종료시에 각각 2개의 PET chamber 내에 부화되

지 않고 남아 있던 요각류 난의 밀도를 분석하여 단위체적 당 난의 수로 환산한 결

과, 빈산소해역과 정상해역에서 각각 평균 314,817 egg m-2와 평균 41,617 egg m-2

로 빈산소해역에서 약 8배 정도 높은 밀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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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빈산소 및 정상해역에 설치된 PET chamber에

존재한 요각류의 난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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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산소 및 정상해역에 설치된 PET chamber 내에서 부화한 유생의 수와 그림

3-4-13의 난 밀도 자료를 이용하여 요각류 난의 현장 부화율을 구하였다(그림

3-4-14). 빈산소해역에서의 현장 부화율은 2개의 PET chamber에서 각각 3.7%와

4.0%로 나타났고, 정상해역에서는 각각 66.9%와 55.1%로 빈산소해역에 비해 월등

히 높은 부화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산소 수괴가 요각류의 난 부화를

저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빈산소 수쇠의 발생은 2차 생산자인 요각류의 개

체군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해양 생태 먹이망의 건강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

다.

3.7 4.0 

66.9 

55.1 

0

20

40

60

80

100

Chamber-H1 Chamber-H2 Chamber-N1 Chamber-N2

In
 si

tu
 h

at
ch

in
g 

ra
te

 (%
) Normoxic zone

Hypoxic zone

그림 3-4-14. 빈산소 및 정상해역에 설치된 PET

chamber로부터 측정된 요각류 난의 현장(in situ) 부화율.

4. 요각류 난 부화율에 대한 산소 및 pH의 영향

가. 재료 및 방법

우리나라 남해 연안에서 우점하는 Acartia omorii와 Paracalanus parvus s.l.의

난을 대상으로 Seabed의 산소 농도와 pH가 요각류 난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 정도

를 파악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난들은 남해 진해만의 장목항에서 원추형 네트로 채

집한 동물플랑크톤 시료에서 위 두종의 암컷 성체를 선별하여 실험실에서 한시적으

로 사육하며 획득하였다. 산소 농도에 대한 실험은 pH 8.1과 pH 7.2의 조건에서 산

소 포화 및 무산소 조건하에서 진행하였다. 실험 해수의 산소 조건과 pH는 해수의

화학적 조성을 유지하기 위해 Air balance CO2 및 N2 balance CO2 혼합가스를 사

용하여 조절하였다. pH 영향 실험은 가막만 빈산소해역의 여름철 seabed 산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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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산소(anoxia) 환경임을 감안하여 N2 balance CO2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pH 6.0

에서 pH 8.1까지의 구배로 조절하였고, pH 8.1의 산소 포화조건을 대조구(control)

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pH 조건에 대한 CO2 농도, 산소 조건을 맞추기 위한 gas

balance 정보를 표 3-4-2에 나타냈다. 모든 실험은 무독성 밀폐용기에 가스관을 연

결하여 일정한 온도 및 광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배양기 내에서 진행하였다(그림

3-4-15). Acartia omorii와 Paracalanus parvus s.l.의 난 부화율 실험은 각각 15℃

와 25℃에서 실시하였고, seabed의 광조건을 감안하여 배양기의 조명을 암조건 조

절하여 실험하였다. Multiwell plate에 미리 산소 및 pH 조건이 조절된 해수를 채운

후 실험 난들을 투입하여 용기내에 가스 유량계(KOFLOC, RK1200)로 50-100 ml

min
-1
의 혼합가스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실험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였다. 실험 조건이 유지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Unisense사의 미세전극을 이용하

여 산소 농도와 pH를 실험 초기, 중간, 종료시에 측정하였다. 각 실험 조건에서의

난 부화율은 multiwell plate를 해부현미경하에 관찰하여 부화된 유생의 수를 매일

계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실험은 5-10일간 진행하였다.

Target pH CO2 (ppm) Gas balance Oxygen condition

8.1 400 Air Normoxia(Control)

8.1 400 N2 Anoxia

7.8 1000 N2 Anoxia

7.5 2100 N2 Anoxia

7.3 3200 N2 Anoxia

7.2 4200 N2 Anoxia

7.0 6700 N2 Anoxia

6.8 10600 N2 Anoxia

6.5 21100 N2 Anoxia

6.3 33400 N2 Anoxia

6.0 66700 N2 Anoxia

표 3-4-2. pH와 산소의 target 농도를 조절하기 위한 혼합가스의 실험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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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대한 산소와

pH의 영향 실험을 위해 사용된 장비 및 재료.

나. 결과 및 토의

PET chamber를 이용한 실험 결과에서 빈산소 수괴가 요각류의 난 부화를 저

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속 실험으로서 요각류의 난 부화를 저해하는 구체

적인 요인으로 산소와 pH를 설정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두 환경 요인에 대한 난 부

화율을 실험하였다.

요각류 Acartia omorii의 난 부화율에 미치는 산소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

상(normoxia) 및 무산소(anoxia) 환경과 pH 8.1의 조건에서 10일 동안 실험하였고,

그 결과 무산소 환경에서 실험 1일째의 부화율이 20% 정도로 정상 조건에 비해 낮

은 부화율을 보였으나 2일째부터는 정상 환경과 유사한 75% 내외를 보였고, 이러한

양상이 실험 종료시점까지 유지되었다(그림 3-4-16). pH 7.2의 조건의 경우 정상

환경에 비해 무산소 환경에서 실험 3일째까지 부화율이 상대적으로 지체되는 양상

을 보였으나 4일째부터는 정상조건과 유사한 정도의 부화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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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결국, 산소 하나의 조건에 의해 난 부화율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Marcus (1997)와 Nielsen et al. (2006)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

으며, 또한 요각류의 난이 무산소 환경을 극복하는 방어 기작(mechanism)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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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pH 8.1과 7.2에서 요각류 Acartia

omorii의 난 부화율에 대한 무산소 및 정상산소 조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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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각류 Acartia omorii의 난 부화율에 대한 pH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상

조건[대조구(control): normoxia, pH 8.1]과 무산소 환경 하의 pH 6.0-8.1 조건에서

실험을 한 결과, pH 8.1에서 pH 7.0까지의 조건에서 80% 정도로 대조구와 유사한

부화율을 보였다(그림 3-4-17). 그러나 pH 6.5에서는 평균 28%의 낮은 부화율을 나

타냈고, pH 6.0의 조건에서는 전혀 부화가 되지 않았다(부화율 0%). 따라서

Acartia omorii의 난은 무산소 환경 하의 pH 7.0까지는 부화율에 영향을 받지 않았

으며, pH 6.5 이하의 조건에서 부화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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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요각류 Acartia omorii의 난 부화율에

대한 pH의 영향과 pH 6.0 & pH 6.5의 조건하에서

부화되지 않은 난의 회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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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6.0과 6.5에서 부화되지 않은 난들이 퇴적물의 환경이 정상 조건(normoxia,

pH 8.1)으로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난들의 부화율을 알아보는 회복 실험을 진행하였

고, 그 결과 두 pH 조건에 부화되지 않았던 난들의 80% 이상이 정상 조건 하에서

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4-17). 그러나 부화된 유생의 형태와 부화과정

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상적인 유생은 부화된 후 즉시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에 pH 6.0과 6.5에 노출되었다가 정상조건에서 부화된 유생은 부화된

된 후에 자신의 기관(촉수, 다리)을 펴지 못하고 잠시 후에 사망하였다(그림

3-4-18). 또한, 부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만이 난 바깥쪽으로 노출된 채 사망하

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화 과정은 난들이 pH 6.0과 6.5에 노출

되었을 때 이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4-18. pH 6.0과 6.5의 실험 환경에서 발생한 Acartia omorii의

비정상적인 난과 유생.

남해 연안에서 우점하는 요각류 Paracalanus paruvs s.l.의 난을 대상으로 A.

omorii의 난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화율 미치는 pH의 영향을 실험을 하였고, A.

omorii의 실험과는 다르게 pH 6.0과 7.0사이에 pH 6.3과 6.8을 추가하였다. 실험결

과, pH 8.1에서 pH 6.8까지는 95% 이상의 부화율로서 대조구와 유의한 보이지 않

았다(그림 3-4-19). 그러나 pH 6.5의 조건에서 77%의 부화율로 감소하기 시작하였

고, pH 6.3 조건에서는 22%의 극히 낮은 부화율을 보였다. 또한, pH 6.0의 조건에

서는 부화율이 0%로 A. omorii의 실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pH 6.3과 pH

6.0의 실험 조건에서 부화되지 않은 난들을 관찰한 결과, 난의 껍질을 제외한 안쪽

부분이 심하게 손상되는 현상이 대부분의 난에서 나타났고, 또한 부화한 유생의 경

우에도 비정상정인 형태로 관찰되었다.(그림 3-4-20).

요각류 가운데 우리나라 남해 연안을 대표하는 A. omorii와 P. parvus s.l.의 난

부화율에 pH의 영향을 실험한 결과, 두 종의 부화율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무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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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의 pH 6.5부터 부화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이번

실험결과는 빈산소 및 무산소 수괴가 발생하는 해역에서 퇴적물의 pH가 6.5까지 낮

아질 경우 요각류 난의 부화율이 저해됨과 동시에 난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암시한다. 더불어 빈산소해역의 퇴적물에서는 낮은 pH와 더불어

저서 생물에 치명적인 독성을 유발하는 H2S의 농도 증가를 동반된다는 점에서 이

들 환경들이 조합된(무산소+pH+H2S) 추가 실험이 요구된다.

Eggs of Paracalanus parvus

pH
Control 8.1 7.8 7.5 7.2 7.0 6.8 6.5 6.3 6.0

H
atching rate (%

)
0

20

40

60

80

100

120

그림 3-4-19. 요각류 Paracalanus parvus s.l.의 난 부화율에

대한 pH의 영향.

그림 3-4-20. pH 6.0과 6.3의 실험 환경에서 발생한 Paracalanus parvus

s.l.의 비정상적인 난과 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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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대형저서동물

1. 서 론

빈산소 현상은 저층 용존산소의 농도가 2.8 mg/L 이하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

다 (Diaz and Rosenberg, 1995). 빈산소 현상이 발생되면 저층에 서식하는 어류가

감소되고, 저서생물의 서식지 교란과 함께 개체수가 감소되고, 어류와 저서생물의

재생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eitberg et al., 2003; Wu, 2002). 이

러한 빈산소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계속 증가

되어 (Diaz and Rosenberg, 1995; Wu, 2002; Diaz et al., 2004), 전 세계적으로 ‘the

dead zone’은 약 140여 곳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Diaz and Rosenberg,

2008). 빈산소 현상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서식지와 내성 정도에 따라

반응정도가 다르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회피와 섭식 행동 변경 (Lefrancois

et al., 2005; McNeil and Closs, 2007; Wannamaker and Rice, 2000; Wu et al.,

2002) 등이 있고, 초기 생활사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며 (Ciuhandu et al., 2005;

Czerkies et al., 2001; Hassell et al., 2008), 생리적 기능에 변경을 초래하기도 한다

(Cerezo et al., 2006; Cooper et al., 2002; Taylor and Miller, 2001). 그러나 가장 주

요한 변화는 재생산 능력의 감소이다 (Diaz and Rosenberg, 1995; Landry et al.,

2007; Shang et al., 2006; Wu, 2002).

국내 연안에서는 마산만에서 처음으로 빈산소 현상이 보고되었고 (홍과 이,

1983), 그 외에도 가막만 (Shin, 1995), 시화호 (Hong et al., 1997), 천수만 (Lee and

Park, 1998), 그리고 영산강 하구역 (Lim et al., 2006)등에서도 보고되었다. 본 연구

해역인 가막만의 북쪽 내만역은 유기물 부하량이 높고, 인위적 오염원에 의한 오염

도가 높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환경정화사업이 실시되었다. 환경정화사업 이전

에는 몇몇 연구자에 의해 대형저서동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Shin, 1995;

Koo et al., 2004; Yoon et al., 2007; Yoon et al., 2008), 정화사업 이후 대형저서동

물에 대한 연구 보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산소 수괴 형성에 따른 대형저서동물의 반응을 보기위해서 (1)

저서생물군집의 계절적 변이를 파악하고, (2) 매월 조사를 통해 빈산소 수괴 발생

전후의 대형저서동물 군집에 구조변화를 파악하고, (3) 빈산소 발생 후 회복기의 군

집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저서환경

조사 지역 주변 해역의 저서생태환경 파악을 위해 저층용존산소 농도,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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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총유기탄소 함량, 퇴적물 온도를 측정하였다. 저층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mg/l)는 Niskin-type water sampler를 이용하여 저층 20cm에서 채수를 한

후 현장에서 고정하였고, 실험실로 옮겨 윙클러 아자이드 변법으로 적정하여 저층

용존산소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표층 1㎝ 깊이의 퇴적물온도

(Sediment temperature; DT400, Testo)를 측정한 후, 퇴적물을 채취하여 실험실에

서 입도분석과 총유기탄소 (TOC) 함량을 측정하였다. 입도분석은 채취된 시료 중

5g을 비이커에 담아 10%의 과산화수소로 유기물과 0.1 N-HCl로 탄산염을 제거한

후, 시료를 4ø체로 조립질과 세립질로 구분하여 4ø 이하의 사질 시료는 Ro-tap

sieve shaker로 15분간 체질한 후 입도 등급별로 무게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4ø 이

상의 니질 시료 2g를 0.1% calgon 용액을 넣고 교반시킨 후 X-선 자동입도 분석기

인 Sedigraph 5000D를 이용하여 입도무게 백분율을 Folk and Ward (1957)의

Inclusive Graphic Method에 의하여 변수를 구하였다. 퇴적물내의 총유기탄소

(TOC) 함량은 퇴적물을 100℃에서 24시간 이상 건조 시킨 후 분말화 하였다. 분말

화한 시료는 건조시켜, 1N 염산으로 무기탄소 (inorganic carbon)를 제거한 후

CHNS analyser (EA1112, Thermo scientific)를 이용하여 전 유기탄소 (total

organic carbon) 함량을 측정하였다.

나. 저서생물채집 및 자료분석

대형저서동물 채집은 van Veen Grab (표면 면적: 0.1 ㎡)을 이용하여 정점별 3

회씩 반복 채집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계절적 군집구조 변이를 살펴보기 위해 가

막만 내 20개 정점에 대해 2009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

고, 빈산소 수괴 형성 전후의 대형저서동물 군집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가막만 내 5

개 정점을 선정하여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매월 혹은 격월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3-5-1). 채집된 퇴적물은 선상에서 망목 (Mesh size) 1 mm인 체

를 이용하여 저서생물과 퇴적물을 분리하였으며, 잔존물은 10 % 중성 포르말린 용

액으로 고정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실험실에서 각 분류군별로 선별하였으며,

선별된 생물은 해부현미경하에서 종 단위까지 동정, 계수 후 전자저울 (AND

HR-200, 0.001g)을 이용하여 각 종별 습중량을 측정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단변량 분석을 위해 조사 시기 또는 정점 별 출현 동물 분류군

별 구성비, 종조성, 서식밀도, 생체량, 우점종 등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개체수 및 습중량 자료는 단위면적당 (㎡) 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사용

된 생태학적 지수는 Shannon-Wiener (1963)의 종다양성지수 (Diversitiy index, H')

와 Pielou의 균등도지수 (Evenness, J'), Margalef의 종풍부도지수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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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ness, d) 등이었다. 대형저서동물의 군집분석을 위해 우선 정점별 종조성과 그에

따른 그룹별 유사도 분석을 통한 집괴분석과 MDS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배열법으로 다차원분석을 하였다.

그림 3-5-1. 계절 조사 정점도 (좌) 및 월별 조사 정점도(우)

3. 결과 및 토의

가. Hypoxic 해역과 normoxic 해역의 군집구조 (계절적 변이)

(1) 저서환경

총유기탄소 (total organic carbon, TOC, %)는 연평균 1.15-1.21%의 범위를 보

여, 계절간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Hypoxia가 발생되는 북부내만의 정점들에

서 2.0% 이상의 TOC 함량을 보여 조사 정점 중 상대적으로 높았고, 만 입구의 정

점들에서는 평균 1.0% 이하의 TOC 함량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3-5-2).

가막만의 계절 별 평균 저층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DO, mg/l) 농도는

4.3-10.5 mg/l의 범위를 보였는데, 2010년 7월에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고, 2010년 2

월에 가장 높았다 (그림 3-5-3). Hypoxia는 2009년과 2010년 7월에 발생되었는데,

2009년에는 정점 1, 4번에서 각각 DO 농도 1.3 mg/l, 2.4 mg/l로 hypoxia가 발생되

었고, 2010년에는 정점 1-5에서 발생되었다. 특히 2010년에는 정점 2, 3, 4에서 DO

농도가 0 mg/l로 나타났고, 정점 1에서도 0.2 mg/l로 낮아 hypoxia 발생 해역이

2009년에 비해 확대되었고, 정도도 심하였다. 이처럼 여름철 북부 내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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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었던 hypoxia는 가을에는 회복되었으며, 겨울철에는 조사 계절 중 최대 저층

DO 농도를 보였다.

그림 3-5-2. 조사기간 동안 측정된 총유기탄소 (%) 공간적 분포양상

그림 3-5-3. 조사기간 동안 측정된 저층 용존산소 농도의 시, 공간적 분포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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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poxic 해역과 normoxic 해역 비교

(가) 군집구조

조사기간 동안 가막만 20개 정점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은 123-150종의 범위

를 보였고, 서식밀도는 566-1,019 개체/m2, 생물량은 35.4-190.2 gww/m2의 범위를

보였다 (그림 3-5-4; 그림 3-5-5; 그림 3-5-6). 출현종수는 계절 간 큰 변차를 보이

지 않은 반면, 서식밀도는 봄철에 가장 높았고, 가을철에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hypoxia가 발생되는 북쪽 내만의 해역에서는 봄철에 기회종의 대량 출현으로 인하

여 높은 서식밀도를 보인 반면, 하계 hypoxia 발생으로 점차 사멸하였던 저서동물

이 새로이 가입되는 시기인 가을철에 상대적으로 낮은 서식밀도를 보였다 (그림

3-5-7). 이러한 현상은 2009년과 2010년 모두 나타났으며, hypoxia의 강도가 2009년

7월에 비해 강하였던 2010년 7월에는 3종, 26 개체/m2만이 출현하여 상대적으로 빈

약한 군집구조를 보였다. 그에 반해, normoxic 해역의 대형저서동물은 계절 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고, 모든 계절에 평균 30종이상의 대형저서동물이 출현하였고,

서식밀도 역시 619-871 개체/m2의 범위를 보여 계절 간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Hypoxic 해역에서 주로 우점한 종은 연체동물의 아기반투명조개 (Theora

fragilis), 종밋 (Musculus senhousia), 다모류의 Lumbrineris longifolia, Capitella

capitata 등이었다 (표 3-5-1). 이 중 연체동물의 T. fragilis, M. senhousia, 다모류

의 C. capitata는 유기물 부하량에 따라 서식밀도가 증가하는 1차 기회종이고, L.

longifolia는 2차 기회종이다. 봄철에 hypoxic 해역에서 서식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난 까닭은 이러한 기회종들이 대량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Hypoxia 발생 후 새로이

종이 가입되는 시기인 가을철에는 다모류의 Micropodark sp., Paraprionospio

patiens, Hydroides ezoensis, 갑각류의 Hemigrapsus pecillatus등이 우점하였고,

그중 다모류의 Micropodark sp., P . patiens 등은 2차 기회종이다. Normoxic 해역

에서는 모든 계절에 갑각류의 Eriopisella sechellensis가 가장 우점하였으나, 봄철에

는 연체동물의 T. fragilis가 우점하였다. 그 외에도 다모류의 L. longifolia,

Terebellides horkoshii, Praxillella affinis등이 우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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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정점별 출현종수 (종수/0.3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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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정점별 서식밀도 (개체/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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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정점별 생물량 (gw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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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Hypoxic 지역과 normoxic 지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출현종수

및 서식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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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Hypoxic 지역과 normoxic 지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주요 우점종

Hypoxic zone Normoxic zone

Species Density Species Density

May, 2009

Theora fragilis 537 Theora fragilis 138
Lumbrineris longiforia 348 Eriopisella sechellensis 132
Musculus senhousia 298 Musculus senhousia 94
Thelepus sp. 195 Lumbrineris longiforia 51
Notomastus sp. 131 Praxillella affinis 49

Capitella cpitata 85 Notomastus sp. 38

Jul., 2009

Lumbrineris longiforia 175 Eriopisella sechellensis 112
Musculus senhousia 65 Musculus senhousia 59
Thelepus sp. 63 Lumbrineris longiforia 58
Notomastus sp. 58 Praxillella affinis 55
Nephtys oligobranchia 43 Theora fragilis 41

Theora fragilis 42 Corophium sinense 30

Oct., 2009

Micropodarke sp. 24 Eriopisella sechellensis 197
Hemigrapsus pecillatus 14 Lumbrineris longiforia 71
Hydroides ezoensis 6 Paralacydonia paradoxa 30
Paraprionospio patiens 5 Idunella chilkensis 30
Alpheus brevicristatus 4 Raphia undulata 27

Harmothoe sp. 3 Heteromastus filiformis 19

Feb., 2010

Erictonius pugnax 46 Eriopisella sechellensis 111
Theora fragilis 45 Lumbrineris longiforia 75
Musculus senhousia 10 Paralacydonia paradoxa 34
Aora sp. 9 Corophium sp. 31
Nectoneanthes oxypoda 8 Corophium sinense 31

Hemileucon hinumensis 7 Idunella chilkensis 23

May, 2010

Theora fragilis 703 Theora fragilis 363
Ciona intestimalis 143 Lumbrineris longiforia 74
Capitella capitata 93 Eriopisella sechellensis 63
Lumbrineris longiforia 30 Corophium sinense 37
Caprella sp. 27 Paralacydonia paradoxa 29

Corophium sp. 16 Praxillella affinis 22

Jul., 2010

Lumbrineris longiforia 17 Terebellides horkoshii 159
Terebellides horkoshii 1 Lumbrineris longiforia 84
Heteromastus filiformis 1 Eriopisella sechellensis 68
Corophium sp. 1 Praxillella affinis 43
Tellinidae unid. 1 Heteromastus filiformis 20

Paraprionospio patiens 1 Tharyx s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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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군 분류

대형저서동물은 유기물 오염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5개의 기능군으로 구분

을 하였다. 그룹 I은 유기물 오염에 민감한 종들이며, 그룹 V로 갈수록 유기물 부하

량에 따라 개체수가 증가하는 오염지시종으로 구분하였다. Hypoxic 해역에서는

2010년 2월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2차 오염지시종인 GIV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3-5-8). 1차 오염지시종이 포함된 GV는 2009년과 2010년 5월에 각각 3.5%,

11.0%를 나타냈다. 이는 1차 오염지시종에 속하는 다모류의 Capitella capitata의 출

현에 의한 것인데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Normoxic 해역에서는 모든 계절에 GI에 속하는 그룹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Paraprionospio sp. A (Paraprionospio patiens)와 같은 표층

퇴적물 식자는 발생 단계 동안 낮은 산소에 대한 내성을 가져 산소의 농도가 회복

되는 시기 (가을)까지 기다렸다 착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okoyama,

1995). 본 연구에서 P. patiens가 hypoxic 해역에서 우점하지는 않았으나, 표층퇴적

물 식자 및 표층하퇴적물 식자가 포함된 GIII와 GIV의 비중이 모든 계절에 높았고,

특히 가을에 높았다. 이는 hypoxia 후 최초 착저하는 생물이 표층퇴적물 식자인 것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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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저서동물의 기능군별 비율 (GI: carnivores and some deposit-feeder,

GII: suspension feeder, less selective carnivores and scavengers, GIII: surface

deposit feeder, GIV: second-order opportunistic species, subsurface

deposit-feeder, GV: First-order opportunistic feeder, deposit fe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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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도지수

2009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조사된 hypoxic 해역의 종다양성지수 (H')는

평균 1.2±0.6였고, normoxic 해역은 2.4±0.5였다. Hypoxic 해역의 종다양성지수는

0.8-1.8의 범위를 보였고, 가을철에 가장 낮았고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normoxic 해역의 종다양성지수는 2.1-2.6의 범위로 모든 계절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거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1993년 여름철에 hypoxic 해역에서는 종이 전

혀 출현하지 않았고, normoxic 해역에서는 다모류만을 대상으로 산출된 종다양성지

수가 1.66였다 (신, 1995)였다. 1999년 9월과 2000년 2월에는 hypoxic 해역의 종다양

성지수가 2.0±1.1였다 (윤 등, 2007). 본 연구의 여름철 hypoxic 해역의 종다양성지

수는 1.0±0.7 (2009년), 0.8±0.5 (2010년)로 과거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9. Hypoxic 해역과 normoxic 해역의 계절별 종다양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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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간분포

2009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개체수 자료를 이용하

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 2개의 그룹, hypoxic 해역 (그룹 A)과

normoxic 해역 (그룹 B)으로 구분되었다 (그림 3-5-10). Hypoxic 해역의 정점들이

분포한 그룹 A에서는 1, 2차 오염지시종인 다모류의 Capitella capitata,

Lumbrineris longifolia, 연체동물의 Theora fragilis가 우점하였다. 그룹 B는 다시 2

개의 작은 그룹, hypoxia의 영향을 일부 받는 intermediate zone (그룹 B-1)과

hypoxia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normoxic zone (그룹 B-2)으로 구분되었다. 그

룹 B-1에서는 hypoxic 해역에서 우점하는 다모류의 L. longifolia, Paraprionospio

cordifolia등과 normoxic 해역에서 우점하는 Eriopisella sechellensis등이 모두 출현

하였다. 그룹 B-2에서는 단각류인 E. sechellensis가 우점하였고, 연체동물의 T.

fragilis도 우점하였다.

각 해역의 정점간 유사도를 알아보기 위해 hypoxic 해역과 normoxic 해역을 구

분하여 MDS plots를 구해 보았다. 그 결과, hypoxic 해역에 위치한 정점들은 계절

간 유사도가 정점간 유사도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11). Normoxic 해

역에 위치한 정점들 중 정점 5와 정점 6을 제외한 나머지 정점들은 정점간 유사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ntermediate zone에 위치한 정점 5는 normoxic 해

역의 정점들과 유사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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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 2009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개체수 자료

를 바탕으로 산출된 dendrogram 및 MDS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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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 Hypoxic 해역과 normoxic 해역의 MDS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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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빈산소 수괴 형성 전 후의 군집구조 (월별 변이)

(1) 저서환경

조사기간 동안 가막만의 저층용존산소 농도는 0-11.7 mg/l의 범위를 보였다. 연

평균 DO가 가장 낮았던 곳은 가막만 북부 내만지역의 정점 1로 평균 6.0±3.7 mg/l

였고, 정점 3에서도 평균 6.5±3.7 mg/l로 낮았다. 저층의 용존산소 농도가 2.8 mg/

이하로 떨어지는 빈산소현상은 2009년에는 7월에 정점 1 (1.3 mg/l)에서 나타났고,

2010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정점 1 (0.06-2.5 mg/l)과 정점 3 (0-0.6 mg/l)에서 나

타났으며, 2011년에는 8월에 정점 1 (2.0 mg/l)에서 나타났다 (그림 3-5-12). 가막만

북부 내만해역에서는 이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빈산소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발

생기시와 지속기간은 매년 차이를 보였다.

조사기간 동안 가막만의 총유기탄소 (TOC) 함량은 평균 0.7-2.4%의 범위를 보

였다. 가막만 북부 내만의 정점 1에서 가장 높은 TOC를 보였고, 정점 11에서 가장

낮았다. 빈산소 현상이 발생되는 가막만 북부 내만의 정점 1에서는 모든 계절에

2.0%이상의 값을 보였고, 정점 3에서는 1.5%이상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가막

만 해역의 정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13).

그림 3-5-12.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저층 용존산소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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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계절별로 측정된 총유기탄소(%)의 평

균값.

(2) 대형저서동물

가막만의 저서동물군집은 빈산소현상이 나타나는 북부 내만의 정점들과 가막만

남쪽의 정점들이 차이를 보였다.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는 북부 내만에 위치한 정점

1과 정점 3에서는 전 조사기간 동안 각각 평균 13종, 8종의 출현종수를 보였고, 서

식밀도는 각각 837 개체/m2, 472 개체/m2, 생물량은 33.3 gww/m2, 31.1 gww/m2였

다. 반면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지 않는 가막만 남쪽의 정점들에서는 평균 34-41종

의 대형저서동물이 출현하였고, 평균 서식밀도는 702-1,190 개체/m2, 생물량은

47.4-111.4 gww/m2로 hypoxiz 지역에 위치한 정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군

집조성을 보였다. 2009년에는 7월부터 발생된 빈산소 현상으로 인하여 8월에 정점

3에서 생물이 출현하지 않았고, 9, 10월에 일부 종의 가입이 있었으나 5 개체/m2이

하로 낮은 서식밀도를 보였다 (그림 3-5-14). 2010년에는 빈산소 현상이 6월부터 8

월까지 지속되었다. 그 영향으로 7, 8, 9월에 생물이 전혀 출현하지 않았고, 11월 이

후 일부 종의 가입이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8월에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어, 8, 9

월이 생물이 출현하지 않았다. 이처럼 가막만 북부 내만역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하계에 빈산수 수괴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발생되는 빈산소 현상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길게는 3개월까지 종이 전혀 출현하지 않는 무생물상태를 보였다.

가막만 지역에서 주로 우점하는 종들을 살펴보면, 유기물 함량이 높은 북부 내

만의 hypoxic 지역에 위치한 정점 1, 3에서는 오염지시종인 다모류의 Capitella

capitata, 연체동물의 아기반투명조개 (Theora fragilis), 기회종인 다모류의

Lumbrineris longifolia등이 우점하였고, normoxic 지역에 위치한 정점 17에서는 연

체동물의 T. fragilis, 다모류의 L. longifolia와 함께 단각류의 Erios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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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hellensis, Corophium sinense등이 우점하였다 (그림 3-5-15). C. capitata는

hypoxic 지역에 위치한 정점 1과 3에서만 출현하였고, 2월부터 5월까지만 출현하였

다. 2009년 3월에는 정점 3에서 단위면적당 2,000 개체 이상이 출현하여 우점하였으

나, 2010년과 2011년에는 거의 출현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T. fragilis는 hypoxic

지역과 normoxic 지역 모두에서 우점하였다. Hypoxic 지역의 T. fragilis는 봄에 최

대 서식밀도를 보이고 여름철 hypoxia로 인해 모두 사멸한 뒤 11월 이후 다시 가입

되는 양상을 보였고, normoxic 지역의 정점 11에서는 봄에 최대 서식밀도를 보였

고, 정점 17에서는 여름철에 최대 서식밀도를 보여 정점간 차이를 보였다. L.

longifolia는 hypoxic 지역의 정점 1에서 2009년 여름에 최대 서식밀도를 보였고,

normoxic 지역의 정점 11에서는 모든 계절에 출현하였고, 특히 봄철에 높은 서식

밀도를 보였다. 단각류의 E. sechellensis는 normoxic 지역에서 우점하였는데, 정점

11에서는 2009년 여름에 최대 서식밀도를 보였고, 2011년 겨울에도 우점하였다. 정

점 17에서는 2010년 9월 이후 서식밀도가 증가하여 2011년 8월에 최대서식밀도를

보였다.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대형저서동물의 종다양성지수 변동을 살펴본

결과, 평균 0.8-2.9의 범위를 보였다. 빈산소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남쪽의 정점들

은 평균 2.0이상으로 계절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5-16). 그러나 빈산

소의 영향을 받는 정점 1과 정점 3은 종다양성지수가 각각 1.2±0.7 (mean±S.D),

0.8±0.7로 낮았으며, 계절 간 변동도 크게 나타났다. 종균등도지수는 평균 0.4-0.8의

범위를 보였고, hypoxic 지역의 정점 3에서 가장 낮았고, normoxic 지역의 정점 13

에서 가장 높았다. Hypoxic 지역의 정점들은 평균 0.5이하의 낮은 종균등도지수를

보였고, 표준편차도 0.3이상으로 나타나 계절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normoxic 지역의 정점들은 평균 0.7이상의 종균등도지수를 보였고 표준편차도

0.1이하로 나타나 계절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풍부도지수는 평균 1.0-5.0의

범위를 보였고, hypoxic 지역의 정점 3에서 가장 낮았고, normoxic 지역의 정점 13

에서 가장 높았다. Hypoxic 지역에 위치한 정점들은 종풍부도지수가 평균 1.3±0.9로

나타나, normoxic 지역에 위치한 정점들 (평균 4.4±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개체수 자료를 이용하

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크게 2개의 그룹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빈산

소현상이 나타나는 북부내만의 정점들 (정점 1,3)이 하나의 그룹 (그룹 A)을 형성하

였고, normoxic 지역에 위치한 정점들 (정점 11, 13, 17)이 하나의 그룹 (그룹 B)을

형성하였다 (그림 3-5-17). 그룹 A는 빈산소수괴가 형성되는 하계뿐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저서동물 군집이 가막만 남쪽의 정점들 (그룹 B)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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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oxic 지역의 정점들 (그룹 B)은 계절별 유사도 보다는 정점 간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월에 가막만 남쪽의 정점들 (정점 11, 13, 17)이 다른 계

절의 동일한 정점들과 군집조성에 차이를 보인 까닭은 단각류인 Corophium

sinense가 우점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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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4. 조사기간 동안 가막만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군집의 출현종수 (종

수/1.5m2), 서식밀도 (개체/m2)및 생물량 (gw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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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5. 가막만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 우점종의 서식밀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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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6. 조사기간 동안 가막만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종다양성지수, 종균

등도지수, 종풍부도지수의 변동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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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7.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출현한 대형저서동물 군집의 개체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dendrogram 및 MDS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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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ypoxia 전후 대형저서동물 군집구조

2009년에서 2011년까지 hypoxia 발생 전 후의 군집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009년에는 7월에 빈산소수괴가 형성이 되었고, 8월에 정점 3에서 무생물상태를 보

였으며, 9, 10월에도 1종, 3 개체/m2만이 출현하여 빈약한 군집조성을 보였다 (그림

3-5-18). 2010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빈산소수괴가 형성되었고, 정점 1에서는 8, 9

월에 무생물 상태가 나타났고, 정점 3에서는 7-9월에 무생물 상태가 나타났다. 2011

년에는 8월에 빈산소수괴가 형성되었고, 정점 1과 정점 3에서 무생물 상태가 나타

났다. 그러나 6, 7월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빈산소수괴 시작 시기 및 무생물상

태가 된 시기가 8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2009년과 2010년의 결과로 2011년

의 빈산소수괴 형성 시기를 짐작해 보았다. 2009년과 2010년 모두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고 한 달 후에 무생물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2011년 8월에 무생물 상태가 나

타난 것은 늦어도 7월부터는 빈산소수괴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막만의 빈산소 수괴는 2009년 이후 매년 강도가 심해지고 범위도 확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점 3에서 2009년 7월에 빈산소 수괴가 형성된 후, 8월에

만 무생물 상태를 보였고, 9, 10월에 가입이 시작되었고, 12월 이후 회복되었다.

2010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어 7월부터 9월까지 무생물 상태

가 나타났다. 3개월이상 지속된 빈산소 현상으로 인하여 가입이 시작된 11월에는 5

종, 43 개체/m2이 출현하였고, 2011년 1월에도 10종, 77 개체/m2만이 출현하여 2009

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군집조성을 보였다. 이는 봄철까지 계속되어 2009년과

2010년 5월에 1,000 개체/m2 이상 출현하였던 대형저서동물은 2011년 5월에는 150

개체/m2미만으로 급감하였다 (그림 3-5-19). 이처럼 빈산소수괴가 장기간 지속되면

회복기인 가을철 군집 뿐 아니라 이듬해 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산소현상 발생 전, 후 및 발생기간 동안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을 살펴본 결과,

정점 1에서는 빈산소현상이 발생되기 전인 5~6월에는 다모류의 Capitella capitata,

Lumbrineris longifolia, Pseudopolydora sp., 연체동물의 아기반투명조개 (Theora

fragilis)등이 우점하였다 (표 3-5-2). 이 종들은 모두 유기물 부하량이 높은 곳에서

대량 서식하는 오염지시종들이다. 2009년 7월에는 빈산소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다모류의 L. longifolia가 600 개체/m2이상 출현하였고, 빈산소현상이 발생되

지 않은 8월에도 Paraprionospio patiens, Sigambra tentaculata, T. fragilis와 같은

오염지시종들이 출현하였다. 2010년에는 6월부터 시작된 빈산소현상으로 인해 7월

에 일부 오염지시종이 10 개체/m2미만으로 출현하였으나 8, 9월에는 종이 출현하지

않았다. 특히 9월은 저층 용존산소 농도가 4.7 mg/l로 빈산소현상이 회복되었음에도

종이 출현하지 않았고, 11월에 오염지시종인 P. patiens, S. tentaculata, T. frag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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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가입되었다. 2011년에는 5월에는 C. capitata, Pseudopolydora sp.등의 오염지

시종이 대량 출현하였으나, 빈산소 현상이 발생된 8월에는 종이 출현하지 않았고,

용존산소 농도가 회복된 9월에도 종이 출현하지 않았다.

정점 3에서는 2009년에 빈산소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8월에 생물이 전혀 출

현하지 않았고, 9월에 다모류의 Cahetozone setosa의 가입을 시작으로 10월에 단각

류인 Melitidae unid.가 가입되었다 (표 3-5-3). 2010년에는 6월 조사에서 저층 용존

산소 농도가 0.6 mg/L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용존산소 농도로 인해 L. longifolia

3개체/m
2
만이 출현하였고, 7월에서 9월까지 종이 출현하지 않았다. 빈산소현상 종료

후 가입된 종은 오염지시종인 아기반투명조개 (T. fragilis), 다모류의

Pseudopolydora sp. 등이었고, 단각류의 Caprella sp., Erictonius pugnax등도 가입

되었다. 2011년 조사에서는 빈산소 발생 전인 5월에 아기반투명조개 (T. fragilis),

단각류인 E. pugnax등이 출현하였으며, 빈산소 현상이 발생된 8에는 종이 출현하지

않았고, 용존산소 농도가 회복된 9월에도 종이 출현하지 않았다.

위의 결과들로 유추해 볼 때, 가막만 지역의 대형저서동물은 빈산소현상이 발생

된 이후 한달 내에 모두 사멸하며, 빈산소현상이 종료된 이후 다시 종이 가입될 때

까지도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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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8. Hypoxic 해역에 위치한 정점 1과 정점 3에서 hypoxia 발생 전후 출

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출현종수 (종수/0.3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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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9. Hypoxic 해역에 위치한 정점 3에서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출현종수 (종수/0.3m2) 및 서식밀도 (개체/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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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정점 1에서 빈산소현상 발생기간 동안, 발생 전, 후 출현한 대형저서동물

우점종 및 서식밀도 (개체/m2)

Year Month Dominant species Density Month Dominant species Density Month Dominant species Density
Musculus senhousia 1,137 Lumbrineris longiforia 253
Theora fragilis 390 Lumbrineris longiforia 647 Paraprionospio patiens 107
Capitella capitata 330 Thelepus sp. 10 Sigambra tentaculata 10
Lumbrineris longiforia 717 Macoma sp. 7 Sigambra tentaculata 10
Theora fragilis 453 Theora fragilis 3 Paraprionospio patiens 7
Thelepus sp. 97 Polydora ligni 3
Theora fragilis 413 Lumbrineris longiforia 20
Lumbrineris longiforia 233 Paraprionospio patiens 10
Musculus senhousia 80 Sigambra tentaculata 3
Theora fragilis 327 Lumbrineris longiforia 7 Paraprionospio patiens 30
Capitella capitata 277 Terebellides horikoshii 3 Theora fragilis 7
Lumbrineris longiforia 53 Aug. Capitella capitata 3
Capitella capitata 2,553
Pseudopolydora sp. 233
Theora fragilis 220

no faunano fauna

2009 Jul.

no fauna

no fauna

2010

Aug.

Aug.

Sep.

Sep. 

Nov.

Sep. 

Jun.

Jul.
May

2011 May

Before AfterHypoxic period

May

Jun.

Apr. 

표 3-5-3. 정점 3에서 빈산소현상 발생기간 동안, 발생 전, 후 출현한 대형저서동물

우점종 및 서식밀도 (개체/m2).

Year Month Dominant species Density Month Dominant species Density Month Dominant species Density
Theora fragilis 347
Lumbrineris longiforia 203
Thelepus sp. 150
Thelepus sp. 433
Theora fragilis 267
Notomastus sp. 93
Theora fragilis 163 Erictonius pugnax 27
Thelepus sp. 60 Theora fragilis 10
Lumbrineris longiforia 17 Paraprionospio patiens 10
Theora fragilis 1180 Jun. Lumbrineris longiforia 3 Sep.
Notomastus sp. 20 Theora fragilis 20
Nectoneanthes latipoda 17 Caprella sp. 13
Theora fragilis 850 Jul.~Aug. Tharyx sp. 3
Lumbrineris longiforia 73 Pseudopolydora sp. 3
Thelepus sp. 23 Erictonius pugnax 3
Theora fragilis 100
Erictonius pugnax 7
Tellinidae unid. 7

Nov.

2010

Apr. 

May

Before Hypoxic period After

2009

May

Jun.

Sep. Chaetozone setosa 3

no faunaAug.

no fauna

Nov.

no fauna

Melitidae unid. 3Oct.

no fauna

no faunaAug.2011 May Sep.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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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빈산소 수괴 형성에 따른 대형저서동물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절 및 월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막만에서는 2009년 7월에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었고, 2010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지속되었다.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

면 늦어도 한 달 내 모든 저서동물이 사멸하였다. 2011년에는 6, 7월에 조사를 실시

하지 않아 정확한 시작 시기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8월 조사 시 이미 무생물 상태를

보여 늦어도 한 달 전에는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빈산소 수괴 형성 후 저

서동물의 가입은 저층 DO 농도가 회복된 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빈산소 수괴의 지속 기간에 따라 재가입 후 저서동물 군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7월에 발생된 hypoxia로 인해 8월에 무생물 상태

가 나타났고, 9월에 재가입이 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hypoxia

가 지속되었고, 9월까지 무생물 상태를 보였으며, 11월에 재가입이 이루어 졌다. 그

러나 3개월 이상 지속된 hypoxia로 인해 겨울철의 저서동물군집은 200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종이 가입되는 시기인 봄철 군

집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2009년과 2010년 5월에 1,000 개체/m2 이상의 서식밀도를

보였던 hypoxic 해역의 정점 3에서는 2011년에 137 개체/m2만이 출현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가막만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빈산소 현상으로 인해 선소 지

역을 포함한 북부 내만 해역에서는 봄철에 기회종의 대량 출현으로 인해 높은 서식

밀도를 보이다, 여름철 형성된 빈산소 수괴로 인해 무생물 상태를 나타내고, 가을철

에 다시 기회종부터 가입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2009년 조사 이후 hypoxia

가 발생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무생물 상태를 보이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

어 가막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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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담치 기원의 빈산소환경 대응 유전자 지표 발굴

1. 서 론

산소 결핍은 수생환경의 용존산소량이 수생생물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수준으로

줄어든 경우를 말한다. 산소 결핍은 대부분의 바다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몇몇

연안 지역은 지속적으로 빈산소가 발생하며 발생하는 면적이 수천 평방 킬로미터에

이른다(Diaz, 2001; Diaz and Rosenberg, 2008;Conley et al., 2009). 빈산소는 해저

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 외에 강, 호수 그리고 바다에 지나친 영양분의 투입

으로 일어나는 부영양화에 의한 조류의 이상증식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부영양화로

인해서 생기는 빈산소는 연안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Goldberg, 1975;

McIntyre, 2005; Stow et al., 2005; Moore et al., 2010) 빈산소가 생물에 끼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무척추동물과 물고기의 생존율, 생태계 구조의 변화, 서식처의 감

소, 감염의 민감성과 먹이의 변화에 관한 것이 보고된 바 있다(Naqvi et al., 2000;

Rowe, 2001;Wu, 2002; Cheung et al., 2008).

산소의 농도가 줄거나 완전히 결핍되는 현상이 연안의 바닥부분과 하구유역에

생기며 이 지역에서 조류 증식과 미생물의 호흡이 가속화되는 생태 변화가 종종 일

어난다(Diaz and Rosenberg, 2008). 빈산소에 의해 dead zone이 형성된 경우에 저

서생물이 대량으로 폐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물군에 있어 심각하지 않은 빈산

소 환경에서는 확연한 생리학적, 행동학적 변화는 없었고 개체의 성장이나 번식 그

리고 장기적인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Granberg et al., 2008; Rosa and

Seibel, 2008; Portner, 2010; Portner and Peck, 2010).

하루 또는 계절 마다 수생태계의 용존 산소량이 변화기 때문에 빈산소는 해양

생물이 접하게 되는 하나의 환경 요인이며, 빈산소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은 행동,

생리 그리고 생화학적 대사를 다양하게 변화시켰다(Randall, 1982; Storey, 1988;

Petersen and Petersen, 1990). 또한 하구 유역과 연안의 연체동물이 주기적인 산소

결핍과 오염원에 노출되면 살기 위해 그들의 대사과정과 전사과정을 조절한다고 한

다(Le Moullac et al., 2007; Kurochkin et al., 2009; Ivanina et al., 2010).

지중해담치인 Mytilus galloprovincialis는 조간대에 서식하면서 여과섭식을 하

는 종이며 종종 연안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었다. Mytilus 속에 속하는 이매패류는

대부분의 연안 지역에서 발견되며 저서와 대양 군체의 생태학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Hellou and Law, 2003; Arnold et al., 2006). 바다에 떠다니는 먹이를

비특이적으로 섭취하는 담치는 체내에 수생 오염물을 다양하게 축척하고 있으며 생

리학적 유전학적 과정을 통하여 자연적 변화와 인위적인 요인에 반응한다(Serafim

et al., 2002; Namiesnik et al., 2008). 이전 연구에서의 생물학적 지표는 독성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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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염물에 노출된 담치의 생리학적 이해를 제공할 뿐이었고, 환경 모니터링에 담

치가 많이 사용됨에도 불과하고 유전적으로 폭넓고 분자생물학적 수준의 정보를 주

는 유전자 발현의 변화 또는 유전학적 기능이 이 개체에서 조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빈산소 환경에 노출된 담치에서 발현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유전

자를 조사하였고, 빈산소 환경에 노출된 개체에서 유전자 발현의 윤곽과 신호전달

경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유전자를 기능별로 나누어 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가. 담치 및 빈산소 환경 노출

담치의 일종인 Mytilus galloprovincialis를 장목만(한국, 거제)에서 채집하여 염

도 35 ppt, 광주기 14:10 시간(광:암), 온도 22 ℃를 위지하며 여과된 해수에서 일주

일 동안 순치하였다. DD-PCR을 수행하기 전 담치의 생존율을 확인하여 노출하기

적합한 빈산소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7일 동안의 생존율은 3 번에 걸쳐 반복 실험

하였다. 용존 산소의 농도 마다 20 마리의 담치를 해수 30 리터가 든 수조에 넣고

용존 산소를 1, 2, 3 mg/L로 맞추어 일주일간 노출시켰으며 자연상태의 산소 농도

와 동일한 조건에서 방치한 담치를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각 농도에서 죽은 담치를

매일 기록하였으며 담치는 생존율을 확인하는 동안 먹이를 주지 않았고 각각의 용

존 산소 농도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였다. DD-PCR을 하기 위해 용존 산소

2 mg/L인 빈산소 환경에서 담치를 24, 48 시간 동안 노출하였다. 대조군은 일반해

수에 방치한 개체를 사용하였다. 산소를 제거하고 용해된 산소의 양을 조절하는데

nitrogen flow unit을 사용하였다(AquaController Pro Base Unit, Neptune, Shelton,

CT, USA). Quantitative RT-PCR을 수행하기 위해 빈산소 환경에서 24, 24, 72 시

간 동안 노출 실험을 진행하였다(그림 3-6-1). 빈산소 환경에 노출된 담치의 아가미

를 적출하고 total RNA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Total RNA 추출

Total RNA는 TRIzol®reagent를 사용하여 추출하였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담치의 아가미 조직을 적출하고 조직 0.5 g에 TRI reagent 1 ml을 넣어 균질화한

다. 동량의 chloroform을 넣어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회수한 후 1/3에 해당하는 8

M LiCl를 넣어 4 ℃에서 2 시간 이상 반응시킨다. 16,000 g에 30 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RNA를 침전시키고 상등액을 제거한 침전물에 300 ㎕의 DEPC-treated H2O를

넣어 현탁한다. 현탁액의 1/10에 해당하는 3 M sodium acetate(pH 5.2)와 동량의

isopropanol을 넣어 -20 ℃에 반응시킨다. 원심분리하여 얻어진 침전물을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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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ol로 헹구고 20~30 ㎕의 DEPC-treated H2O에 녹인다. 얻어진 RNA는

formaldehyde gel로 확인하였다.

그림 3-6-1. 지중해담치 빈산소 노출 실험 시스템. A, 질소가스 탱크; B,

공기공급기; C, 수중펌프; D, AquaController; E, 물탱크; F, 대조군 수조;

G, 실험군 수조; H, 온도조절기; I, DO probe; J, 온도 probe, J, pH probe.

다. First-strand cDNA synthesis

담치에서 추출된 total RNA는 역전사 효소를 사용하여 first-strand cDNAs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역전사는 total RNA 3 ㎍, 5X reaction buffer(Promega,

Madison, WI, USA) 4㎕, dNTP(each 2 mM) 5 ㎕, 10 μM dT-ACP1

(5’-CTGTGAATGCTGCGACTACGATIIIIIT(18)-3’) 2 ㎕, RNasin®RNase

Inhibitor(40U/μl;Promega) 0.5㎕, Moloney murine leukemia virus reverse

transcriptase (200 U/μL; Promega) 1 ㎕를 넣고 최종 부피를 20 ㎕로 맞추어 42

℃에서 90 분 간 반응시켰다. First-strand cDNA는 GeneFishingTMPCR에 사용할

수 있도록 80 ㎕의 증류수를 넣어 희석한 후 -20 ℃에 보관하였다.

라. ACP-based GeneFishingTMPCR

APC-based PCR(Kim et al., 2004)을 기반으로 한 GeneFishingTMDEGkit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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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발현량이 변한 유전자를 색출하였다(Seegene, Seoul, Korea). 실험과정을 요

약하면, second-strand cDNA를 합성하기 위해 희석한 first-strand cDNA 3~5 ㎕

(약 50 ng), dT-ACP2(10 μM) 1 ㎕, 10 μM arbitrary ACP 1 ㎕, 2X Master

Mix(Seegene) 10 ㎕을 넣고 최종 부피가 20 ㎕가 되도록 하였다. 반응액을 94 ℃에

1 분, 50 ℃에 3 분, 72 ℃에 1 분씩 1 회 반응시킨 후 94 ℃에 40 초, 65 ℃에 40

초, 72 ℃에 40 초씩 40회 반응시켰다. 최종적으로 72 ℃에 5분간 반응시키고 이렇

게 합성된 PCR 산물을 2%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한 후 SYBR green(Lonza,

Rockland, ME, USA)에 염색하여 확인하였다. 전기영동한 이미지는 노출하지 않은

담치와 24, 48 시간 동안 노출된 담치 사이의 변화를 각각 확인하였다(그림 3-6-2).

PCR 산물이 비교군과 빈산소 노출군을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부분의 gel을 잘라내고 QIAquick Gel Extraction Kit (Qiagen, Germany)를 사용하

여 DNA 단편을 회수하여 pGEM-T Easy vector (Promega, USA)와 결합시켰다.

PCR 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plasmid는 ampicillin과 X-gal에 대하여 특이성을 보이

는 Escherichia coli에삽입하였다. PCR 산물이 제대로 들어간 colony만을 대량 배양

하여 plasmid를 추출한 후 T7, SP6 primer와 ABI 3100 DNA Sequencing System

(Applied Biosystems Inc., USA)을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Plasmid에서

분리된 DNA는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database(http://blast.ncbi.nlm.nih.gov/Blast.cgi)에서 제공하는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BLAST)를 사용하여 유전적 기능을 알아보았다.

마. Gene ontology clustering

24, 48 시간 동안 빈산소 환경에 노출된 개체에서 발현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유

전자의 Gene Ontology (GO)를 Gene Ontology™ Consortium

(http://www.geneontology.org/ index.shtml)에서 제공하는 GeneSpring 7.1를 사용

하여 지정하였다.

바. Real-time quantitative RT-PCR(qRT-PCR)을 통한 mRNA의 정량화

빈산소 환경에 노출되어 유전자의 발현량이 변하는 것을 real-time quantitative

RT-PCR 분석을 통하여 정량화하였다(Woo et al., 2009). Real-time qRT-PCR은 3

번에 걸쳐 독립적으로 진행하였으며 M.galloprovincialis의 beta-actin(GenBank

accession no. AF157491)을 비교 유전자로 사용하였다. House keeping 유전자인

beta-actin의 적합성은 quantitative real-time RT-PCR을 하기 전 semiquantitative

PCR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특정 유전자에 대한 primer 정보는 표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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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산소농도 저하에 의한 차등발현 유전자 클론. 특정 프라이머 조합

에 의한 PCR 산물을 아가로즈젤에 전기영동하여 분리하였다. 유전자 발현이

감소된 두 개의 유전자(빨간 화살표) 및 발현이 증가된 두 개의 유전자(초록색

화살표)를 나타내었다. M, DNA marker; C, 대조군; A, 24 h 빈산소 노출군; B,

48 시간 빈산소 노출군.

사. Statistical analysis

qRT-PCR로 분석한 값은 3 번에 걸친 실험값이다. 다중 비교을 위한 Duncan's

test를 통해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분석을 하였다. 신뢰도는

P<0.05이다.

3. 결 과

가. 빈산소에 노출된 담치에서 발현량이 변한 유전자들

용존 산소량이 2 mg/L일 경우 담치가 7일간 노출되면 60%가 죽고, 1 mg/L일

경우 담치가 7일간 노출되면 98%가 죽는다(그림 3-6-3). 용존 산소량이 2 mg/L이

거나 3 mg/L일 경우 3일 동안 노출된 개체들의 치사율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

DD-PCR에는 용존산소량이 2 mg/L이고 노출 시간이 24, 48 시간인 담치를 사용하

였으며 두 시간대에는 치사율의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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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빈산소 노출에 의해 발현량이 변화된 지중해담치 유전자 목록

Description *COG Genes Subject ID
Information storage and   processing

J 40S ribosomal protein   S3 EU962262
J 40S ribosomal protein   S4 DQ207937
J 40S ribosomal protein   S28 AF402839

J
40S ribosomal protein   S2/30S ribosomal 
protein S5

BT076766

J 60S ribosomal protein   L32 EU116869
J 60S ribosomal protein   L21 AY357070

그림 3-6-3. 빈산소 노출기간에 따른 지중해담치의 치사율. Y-축에 치사율

을 표시하였고, X-축에 노출기간을 표시하였다. 치사율은 세 번의 반복실

험에 의해 결정하였다(n=20). ▲, DO 1; ■, DO 2; X, DO 3; ●, control

group.

48시간 동안 빈산소 환경에 노출되어 발현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107개의 유

전자를 표 3-6-1에 나타내었다. COG classification (Clusters of Orthologous

Groups of proteins: http://www.ncbi. nlm.nih.gov/COG/)으로 DEG(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를 나눈 결과, 17%는 Information storage and processing, 27%는

cellular processes and signaling, 25%는 metabolism 그리고 38%는 predicted

general function only와 function unknown에 속하였다(그림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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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60S ribosomal protein   L3 and related 
proteins

X73460

J 60S ribosomal protein   L11 EU144049
J 60S acidic ribosomal   protein P2 FM165434
J Putative ribosomal   protein P2 EU116916

J
EF1-alpha mRNA for   elongation factor 1 
alpha

AB162021

J Elongation factor 2 AY026074
J Elongation factor TU   (tufA) gene AY221732
J Nucleolar complex   associated 2 homolog BC163899
L RecA gene AJ223877
L Zinc finger, NFX1-type   containing 1 XM_417395
K tRNA-Leu (trnL) gene AY383244

Cellular processes and signaling
O Molecular chaperone   (HSP90 family) AJ586906
O Molecular chaperone   Prefoldin, subunit 1 BT079288
O DnaJ domain containing   protein mRNA AY552056
O Heat shock protein 12B BC162271
O Heat shock protein 70-1 AJ585375
O Heat shock protein 90 AJ586906
O Aspartate   beta-hydroxylase (ASPH) NM001164750
O Matrix metallopeptidase   9 DQ846655

TV C-type lectin GQ384389
TV LIM proteins DQ256084

TV
Low-density lipoprotein   receptors containing 
Ca2+-binding EGF-like domains

BC153880

TV Surfactant protein A XM001507228
T Calcium-dependent   protein kinase XM001783524

T
Calcium/calmodulin-dependent   protein kinase 
II alpha

NM177407

T GTPase-activating   protein GYP 7 XM001209744
T Ral-GDS related protein   Rgr XM001115862
T CEGP1 protein XM001096605
T MEGF10 protein XM_624852
T 18S ribosomal RNA gene AY695798
T 16S ribosomal RNA gene AY636151
W Fibrillar collagen DQ874470

W
Phosphate regulatory   protein genes 
phoB-phoR

M31794

W Galactose-binding   lectin AB1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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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Lec4 lectin mRNA HM217034
Z Tubulin beta 2A NM_178012
Z Tubulin EM555191

Z
Microtubule associated   protein (RHAMM) 
mRNA

AY729653

Metabolism

C
Ubiquinol cytochrome c   reductase, subunit 
RIP1

EU957972

C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EU028534
C Cytochrome oxidase III AF214050
C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II DQ026231

C
NADH:ubiquinone   oxidoreductase 
NDUFA2/B8 subunit

BT048954

C ATP synthase F0 subunit   6 EU028622
C sn-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 AF023666
C NADH dehydrogenase   subunit 4 AY649812
G Chitinase U59690

G
Sodium-dependent phosphate/anion 
cotransporter

AJ320524

G Endo-1,3-beta-glucanase Engl1 AF121133
G Organic anion transporter XM002510718

G
Phosphoglycerate/bisphosphoglycerate mutase 
family protein

XM630935

G Peptidoglycan glycosyltransferase CP000947
G ABC transporter AbcG16 AF482394
E Gamma-glutamyltransferase   8 pseudogene NR_003503

E
Cytochrome P-450   hydroxylase homolog 
gene

AF016585

E Anthranilate   N-methyltransferase mRNA DQ884932
F Cytotactin 200kD   precursor JO4519.1
I 6-deoxyerythronolyde B   synthase II X62569.1
I Polyketide synthase   gene cluster AY661566
I Farnesyl diphosphate   synthase AB083108
P Cu2+/Zn2+ superoxide   dismutase SOD1 AY533134
P Immunoglobulin kappa   chain complex (Igk) NG_005612

Q
Flavin containing   monooxygenase 3 
(FMO3) gene

AY895830

General function   prediction only
R Apextrin AY626039
R Guanine   nucleotide-binding protein subunit XM_6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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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like protein 1 (gnb1l) mRNA
R Carcinolectin5b-5 DQ841199
R Mantle gene 8 DQ104262
R Rhamnose-binding lectin XM001189047
R Ubiquitin-protein   ligase E NM001019649
R Sialic acid binding   lectin DQ470736
R Fertility restorer-like   protein AY102720

R
Somatic embryogenesis   receptor-like kinase 
2 

EF631968

R Transcriptional   activator, TenA family CP001848
R Transcription   antiterminator, BglG family CP000817
R Transcriptional   regulator, LacI family CP001393
R Leucine-rich repeat   kinase 2 XR_026953
R Transcriptional regulator, TetR family CP000090.1

Function unknown
S SH2 domain containing   4B (SH2D4B) CU459146
S Ecotype Hr-5 disease   resistance protein DQ528202
S Collagen mRNA EU022126
S MGC107908 protein BC089673
S MHC class II antigen   beta EF370986

S
Interleukin 1 receptor   accessory protein-like 
1 (IL1RAPL1)

NG_008292

S mytilin C precursor AY730626
S endoproteinase Arg-C   precursor AF083621
S Hemo cadmium Rev SSH CV087127
S Neuromacin EU156754
S Matrix protein (gag) DQ084347
S Opticin (Optc) gene AF333981

S
Glycopeptide AFGP   polyprotein precursor 
gene

U43200

S Cadherin 11 (Cdh11)   gene U35665
S Microsatellite Myco-14   sequence GQ888530
S Proteasome beta 9   subunit gene DQ659151

S
Hemagglutinin/amebocyte   aggregation factor 
precursor putative mRNA

BT048852

S
ALPHA 10 nAChR gene for   alpha 10 
subunit of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AJ295624

S MFN2 gene for mitofusin   2 FN868562
S Rendezvin (RDZ) mRNA EF071483
S Calnexin (pp90) mRNA X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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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nterleukin-20 receptor   alpha NM001124616
S Interferon regulatory   factor 7 EU294309

　 S DAZ-associated   protein 1 putative mRNA BT057102

그림 3-6-4. COG(Clusters of Orthologous Groups of

Proteins)에 의한 차등발현유전자들의 그룹핑. DO 2에서

두 배 이상 발현량이 변화된 유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그림 3-6-5는 빈산소에 24, 48시간 노출된 담치에서 발현량이 변한 전체 유전

자들의 세부적인기능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DEG의 20%는 translation,

ribosomal structure, ribosomal biogenesis에 속하였고, signal transduction

mechanisms,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protein turnover, chaperone functions

각각에 12%씩 속하였다. DEG의 10%는 carbohydrate transport and metabolism에

속하였다. Chromatin structure/dynamics와 cell wall/membrane/envelope

biogenesis에 속하는 DEG는 없었고 전체 107개의 DEG 중 38개는 밝혀진 기능이

없었다.

7 개의 DEG는 24, 48 시간 모두에서 발현량이 변하였다. Ribosomal protein과

galactose-binding lectin은 대조군과 다르게 24, 48 시간에서 발현이 증가하였고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1(cox1), heat shock protein 70(hsp70), heat shock

protein 90(hsp90), matrix metallopeptidase 9(mmp9)과 C-type lectin은 24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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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시간의 발현 경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전사에 관여하는 세 개의 유전자 cox1,

hsp70, mmp는 대조군에 비해 24 시간에는 발현이 감소하고 48 시간에는 발현이 증

가하였다. 상반되는 결과로 hsp90와 C-typelectin은 24 시간에 발현이 증가하고 48

시간에 발현량이 감소하였다.

빈산소 환경에 노출된 담치에서 나타난 DEG 중 24 시간에만 발현량이 변한 유

전자가 40 개, 48 시간에만 발현량이 변한 유전자는 60개였다(그림 3-6-6). 24 시간

동안 노출된 개체에서만 발현의 변화를 나타난 DEG의 50%는 cellular processes

and signaling에 속하였고, 48 시간에만 발현량이 변한 유전자도 비슷한 결과를 보

였다. 24 시간에만 나타난 DEG 중 처음으로 translation/ribosomal structure and

biogenesis이 다음으로는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protein turnover/chaperones

에 속하는 비중이 높았다. 48 시간에만 나타난 DEG는 translation/ribosomal

structure and biogenesis이었고 다음으로는 signal transduction mechanisms 순으

로 속하였다.

나. Real-time quantitative RT-PCR을 통한 유전자 발현의 정량화

빈산소에 노출된 담치에서 DD-PCR 분석 결과로 나타난 유전자들의 전사수준

의 변화를 정량화하고자 10 개의 유전자 elongation factor 1 alpha (EF1α), hsp90,

calcium/calmodulin-dependent protein kinase II alpha (CaMKII), GTPaseactivating

protein, 18S ribosomal RNA,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1, ATP synthase

subunit 6, chitinase, phosphoglycerate/bisphosphoglycerate mutase family protein

과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의 alpha 10 subunit (nAChR)에 대하여

qRT-PCR하였다. 이용된 primer에 대한 정보는 표 2에 나타나있으며 10 개의 유전

자는 서로 다른 기능을 나타내는 GO에 속해 있다. DO 2에서 24~72 시간 동안 노

출한 담치의 RNA를 추출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EF1α는 세 가지 노출 조건에

서 발현량이 크게 변하였다. EF1α은 24 시간에 10배 가까이 발현량이 감소하였고

48 시간에 여전히 발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72 시간에 발현량이 증가하

였지만 대조군에 비해서 5 배 이하로 감소한 값을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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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빈산소 조건에 노출된 담치 차등발현유전자들의 기능적 그룹핑.

두배 이상 유전자 발현량이 변화된 유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COG 분석에

의해 그룹핑하였다. Y-축은 차등발현유전자의 개수를 표시하였고, X-축은

COG code를 표시하였다. COG code: J, translation, ribosomal structure and

biogenesis; L, replication, recombination and repair; K, transcription; O,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protein turnover, chaperones; T, signal

transduction mechanisms; V, defense mechanism; W, extracellular structure;

Z, cytoskeleton; G, carbohydrate transport and metabolism; P, inorganic ion

transport and metabolism; I, lipid transport andmetabolism; E, amino acid

transport andmetabolism; C, energy production and conversion; Q,

secondary metabolites biosynthesis, transport and catabolism; F, nucleotide

transport andmetabolism; R, general function prediction only; S, function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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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 　Primers sequences 

Elongation   factor 1 alpha (EF1α)
For 5'-gtgggatgatgttgatatag-3'
Rev 5'-ccattgcctatagcatttac-3'

Heat shock   protein 90 (hsp90)
For 5'-ggttgctgataaagtagttg-3'
Rev 5'-attcagtctggtcttctttc-3'

Calcium/calmodulin-dependent   protein 
kinase II alpha (CaMPK II-α)

For 5'-acagtcggcacaggtacac-3'
Rev 5'-gcatactacgctctacacttc-3'

GTPase-activating   protein (GYP 7)
For 5'-caggttttactgctacagg-3'
Rev 5'-gttaatcacgatcccttgtg-3'

18S   ribosomal RNA gene
For 5'-ggtcggtgaaacatcaatc-3'
Rev 5'-agaatacaagtaccgaaagg-3'

cytochrome   oxidase subunit 1 (cox1) 
For 5'-gtgtcttcttatgggtctg-3'
Rev 5'-gctataaacatgctttctcc-3'

ATP   synthase F0 subunit 6
For 5'-atatgtagaagggagttgg-3'
Rev 5'-atctaactcctatggtcctc-3'

chitinase (Chi)
For 5'-cagggaagttgtaatatctg-3'
Rev 5'-tactctgaaaacacaggtgac-3'

phosphoglycerate/bisphosphoglycerate   
mutase family protein (PGM)

For 5'-ggtgactgtttttatggtc-3'
Rev 5'-cgaagagaatgaaatgtcc-3'

alpha 10   subunit of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gene (α10 nAChR)

For 5'-ggtactagcgttggtatcatc-3'
Rev 5'-gtccgcttttactgtttttc-3'

Actin gene
For 5'-aaggccaaccgggagaagatg-3'
Rev 5'-ggtcagcaatgccagggaac-3'

표 3-6-3. 빈산소 노출 담치의 정량 PCR을 위한 프라이머 염기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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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빈산소 누출에 의해 유전자 발현량이 변화된 유

전자들에 대한 venn diagram 분석. DO 2 mg/L에 24 및 48

시간 노출하였고, 두 배 이상 발현량이 변화된 유전자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Hsp90, ATP synthase subunit 6와 chitinase의 변화는 EF1α와 유사하게 세 가

지 조건에서 모두 발현이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hsp90, ATP synthase

subunit 6와 chitinase는 24 시간에 10~30 배 발현이 감소하고 48, 72 시간에 발현이

24 시간에 비해 증가한다. 하지만 대조군에 비해 48 시간에는 3~10배, 72 시간에는

2~3 배 발현량이 감소한 값을 보였다. CaMKII, cox1와 nAChR의 발현량은 24 시간

에서 급격히 줄어든다. CaMKII은 24 시간에 발현량이 50 배 정도 줄어들었다가 48

시간에 발현 변화의 폭이 반으로 줄고 72 시간에는 대조군과 비슷하게 발현량이

1.3 배 증가하였다. Cox1 유전자는 24시간에 대조군에 비해 발현량이 10 배 감소하

고 48 시간에 2.2 배 감소한 값을 보인다. 그리고 72 시간에서는 발현량이 1.2 배

증가하여 대조군과 발현량이 비슷해졌다. nAChR는 CaMKII, cox1와 유사하게 24

시간에 발현량이 대조군에 비해 14 배 감소하였다. 그후 48 시간에는 대조군보다

1.6배 적게, 72 시간에는 1.4 배 많게 발현량이 변하였다. 18S rRNA는 발현량의 변

화가 시간대별로 상이하였다. 24 시간에는 대조군보다 25 배 발현량이 감소 하더니

48 시간에는 발현량이 3.4 배 증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phosphoglycerate/bisphosphoglycerate mutase (PGM) family protein은 24 시간에

107.5 배, 48 시간에 75.2배씩 발현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72 시간 노출한 경우에

는 대조군에 비해서 발현량이 7배 감소하였고 48 시간 노출된 개체에 비해서는 536

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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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빈산소에 노출된 지중해담치에서 선별된 유전자들의 mRNA 수준 정량

분석결과. 발현량 변화는 대조유전자인 β-actin 발현량에 대한 비교 비율±표준편차

로 표시하였다(n=3).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5). EF1α, elongation

factor 1 alpha; hsp90, heat shock protein 90; CaMKII,

calcium/calmodulin-dependent protein kinase II alpha; GYP7, GTPase-activating

protein; 18S, 18S ribosomal RNA gene; cox1, cytochrome oxidase subunit 1;

ATP, ATP synthase subunit 6; chi, chitinase; PGM,

phosphoglycerate/bisphosphoglycerate mutase family protein; nAChR, alpha 10

subunit of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gene.

4. 토 의

해양환경에서 산소의 소멸은 오염이 없이도 발생한다. 수층의 계층화 같은 현상

은 담수가 흘러 들어 발생하거나 수직적으로 물이 나뉘면서 산소의 공급을 제한한

다. 해양에서 자연적으로 산소 농도가 낮아지거나 또는 인위적인 영향과 부영양화

로 인해 빈산소는 발생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DD-PCR 방법은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 담치가 받은 영향으로 변화하는 107의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DD-PCR 방법은 특별한 조건에서만 변하는 유전자를 찾는데 유용하다. 최근들어

사용하는 microarray는 더욱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유전자를 찾을 수 있으나 모델

생물이 아니면 비용이 비싸고 유전정보를 확립하는데 제한적이다. 담치는 해양 환

경에서 실험에 사용되는 종이며 수생태계를 판별하는 지표생물이다. 또한 한국의

수산업계에서 굴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종이다. 염기염소 살충제와

polychlorinated biphenyl과 같은 인위적인 오염물이 수생태계 오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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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치를 이용해 측정한 바 있다(Aksoy et al., 2011). 은 나노 입자와 중금속 그리

고 혼합된 난분해성 오염물의 독성 연구에서 담치가 수생태계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환경 오염물질의 독성 정도를 평가하였다(Vincent-Hubert et

al., 2011; Zuykov et al., 2011).

빈산소 또는 산소의 결핍은 담치와 굴 연구에서는 연관되지 않았다. 빈산소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매패류에 있어 중금속, 외래종에 의한 서식처 이동과 관련지

어 연구되었고 빈산소 환경에서 담치의 당대사가 변한다고 알려져 있다

(Diaz-Enrich et al., 2002; Byers et al., 2010; Ivanina et al., 2011). 빈산소 환경에

영향을 받은 담치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빈산소의 영향임을 다양한 생리학적 대사

과정과의 연관성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호흡, 탄소대사, 지질대사, 단백질 조절,

핵산 조절, 금속 제거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을 들 수 있다 (David et al., 2005).

가. 빈산소 환경에 노출된 담치에서 Cellular process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

이번 연구에서 빈산소 환경에 24, 48 시간 노출된 담치에서 선별된 DEGs는 단

백질 조절(EF1α)과 스트레스 반응(hsp70.hsp90)에 관련되어 있었고 빈산소 스트레

스로 인해 노출된 기간에 상관되게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끼쳤다(Fig. 7). EF1α의

기본적인 역할은 GTP와 tRNA가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동안 peptide chain

연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ribosomal A-site의 구조를 복원시킨다(Browne and

Proud, 2002). 또한 cytoskeletal molecules과 결합하고(Lopez- Valenzuela et al.,

2003) 단백질의 folding과 분해에 관여한다(Gonen et al., 1994). qRT-PCR의 결과에

서 보듯이 EF1α 유전자의 발현량은 빈산소 환경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노출

된 지 72 시간에는 대조군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굴(Crassostreagigas)에서 EF1α 

유전자의 발현 감소는 빈산소에 반응하는 것이라 보고된 바 있으며 EF1α는 여러

다른 조직에서 다르게 조절된다고 보고되었다(David et al., 2005). EF1α유전자의 발

현은 빈산소 환경에 24 시간 노출된 굴의 소화 기관에서 증가하였으나 아가미와 외

투막에서는 감소하였다. 담치에서 EF1α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빈산

소 환경이 생기면 굴에서는 단백질의 조절 기작이 조직마다 복잡하게 일어날 것이

라 예상된다. Heat shock proteins(HSPs)은 기능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거나 감염, 독

소와 빈산소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발현이 증가하는 단백질이다. HSPs는 다른 단

백질의 샤페론으로 세포의 회복을 담당한다(Hoekstra et al., 1998). 최근 연구에서

heat shock proteins(hsp90, hsp70, hsp60, and hsp40)을 지정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빈산소 환경에서 큰 폭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상적인

환경으로 치환해주면 몇 시간만에 발현이 대조구 수준으로 회복되었다(Michaud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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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1). 이번 연구에서 hsp90 유전자의 발현은 빈산소에 반응하여 수 배가 감소

하였으며 노출 72 시간에 대조구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DEGs로 색출된 nAChR 유전자의 발현은 24 시간에 14 배 감소하였고 48 시간

에 대조구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72 시간에는 대조구에 비해 1.5 배 증가하였다.

Nicotine은 빈산소 환경에서 나타나는 신경독성에 대하여 신경을 보호하고 primary

neuronal culture에 있어 뉴런 괴사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영향

은 nAChR의 subtypes의 활성에 의해 야기된다(Hejmadi et al., 2003). 이번 연구에

서 nAChR의 발현량은 산소 결핍에 의해 변하였다. 빈산소에 노출된 후 72 시간에

발현이 변한 것은 빈산소에 의한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기 위해 nAChR의 발현이

증가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18S rRNA의 발현 경향은 nAChR와 비슷하다. 18s

rRNA는 ribosome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Ribosome의 작용 기작은 세포 밖에서 들

어오는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포에서 주요한 에너지 소비 기작에 관여

한다(Schmidt, 1999). Ribosome 생합성의 변화는 세포 주기가 파괴되면 나타난다

(Pestov et al., 2001; Ma and Pederson, 2007). 본 연구에서 18S rRNA가 대조구에

비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출 24 시간에는 발현이 급격이 줄었다가

48, 72 시간에는 발현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로 빈산소 환경이 담치의 세포주기를

바꾸어 놨을 것이라 예상되며 빈산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연속적으로 세포

의 대사과정이 영향을 받으면서 개체의 생사를 결정 지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 빈산소 환경에 노출된 담치에서 Metabolisms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

장기간 빈산소에 노출된 굴(C. gigas)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탄소 대사과정에

관여된 유전자인 pyruvate kinase, phosphoenolpyruvate, carboxykinase와 에너지

전달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빈산소에 의해서 발현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또한

산소 결핍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효소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이로써 빈산소가 근육의

혐기성 대사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Le Moullac et al., 2007).

이번 연구에서 탄소 전달/대사에 관련된 유전자

(phosphoglycerate/bisphosphoglycerate mutase family protein, phosphate/anion

cotransporter, glycosyltransferase, ATP binding cassette transporter) 또는 에너지

생산과 전환에 관련된 유전자(cytochrome c reductase, cox1, cytochrome oxidase

III, ATP synthase F0, NADH ubiquinone oxidoreductase,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 NADH dehydrogenase)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Cox 1은

mitochondria의 전자 전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은 전자 전달 과정에 중

요한 효소이다. 또한 이것은 에너지에 의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세포 사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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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짓는 중요한 분자이다(Kadenbach et al., 2004). ATP의 합성은 살아있는 생물

에서 catalyze ATP synthesis와 ATP-driven proton 같은 F1F0-type ATPases에

의해서 유발되는 중요한 화학 반응이다(Senior et al., 2002). F1F0-type ATPases의

세포 사멸과 연관된 F1F0-type ATPases의 변화는 인간의 질병이나 병원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 cox유전자의 발현은 처음에는 억제되

었으나 72 시간에는 대조구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산소 스트레스에 의한 발현 억제

와 증가는 산소 결핍 스트레스 또는 환경오염에 의해 유발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확

인하는 지표로 cox와 ATPase sythase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Phosphoglycerate mutase (PGM)는 빈산소에 노출된 쥐의 폐 섬유아세포를

DD-PCR한 결과에서 찾아졌고 PMG의 mRNA, 단백질, 효소반응은 증가하였다

(Takahashi et al., 1998). PMG의 유전자 발현은 산소 농도가 낮아질수록 증가하였

고 8, 40 시간에는 모두 증가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PMG는 노출 24 시간에 107 배

발현이 증가하였고 노출 48 시간에도 증가된 값을 보였으며 72 시간에는 대조구에

비해서 7 배 감소하였다. PMG이 노출 48 시간 동안 발현이 증가하는 것은 산소가

감소된 상황에서 당분해 과정에 관여하며 담치가 빈산소에 적응하는데 작용한다고

추축된다. 그러나 48 시간 이후에 발현이 현격히 주는 것은 장기간의 빈산소 환경

에 의해서 세포 신호 전달 과정이 달라져 PMG의 발현 경향이 달라졌을 것이라 예

상된다. PMG의 발현 변화는 산소가 결핍된 환경에서 담치의 탄소 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지속적인 빈산호 환경에서 발현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PMG는 환경에 반응하면서 생기는 자극을 직접 받지 않고 다른 단백질의

아래 단계에서 반응하는 탄소 대사의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 추측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담치에서 빈산소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이해하는데 기여

하였다. 많은 유전자 지표는 환경을 관찰하는데 있어, 해양 연체 동물의 스트레스

내성 기작을 조사하는 것에 유용할 것이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온도 상승과 빈산소

가 동시에 주어질 때 다양한 전사물에서 발현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빈산소에만 관련 대사과정을 추출하고 이매패류에서 빈산소 스트레스에 대한 작용

기작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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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빈산소 조건에 노출된 성게의 생물학적 반응

1. 서 론

빈산소 상태(hypoxia)는 용존산소농도 2.8 mg O2/L (= 2 ml O2/L 또는 91.4 
M) 이하의 상태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해 연안에서 80년대 이후 여

름철에 저층 용존산소 부족에 의한 dead zone의 형성이 보고되었고 그 범위가 확

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소가 고갈돼 생물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인

hypoxia zone은 196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245,000

square kilometer에 이른다(Diaz and Rosenberg 2008) (그림7-1).

그림 3-7-1. Hyopoxia zone의 분포 (Dot blot: hypoxia zone)

Raquel Vaquer-sunyer과 Carlos M. Duarte는 2008년 논문에서 Hypoxia zone

이 해마다 5.54%이상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대부분의 hypoxia zone이 근해

에서 이루어지고 해변 생태계를 심각하게 변화 시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3-7-2).

그림 3-7-2. 연도별 Hypoxia zone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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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논문에서는 어류, 극피동물, 갑각류, 연체동물, 자포동물 등에서 여러

실험 논문을 토대로 hypoxia 상태에서의 평균 50%가 죽는 lethal time으로 116시간

이 소요 되는 것을 보고 하였으며 극심한 생태계 파괴의 주요 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림 3-7-3).

그림 3-7-3. Hypoxia 상태에 의한 주요 해양생물 lethal time

빈산소는 세포내 유전자 발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유도한다. 2011년 ken

saito는 miRNA 130유전자를 이용하여 DDX6 (helicase)의 유전자의 저하를 확인하

였다. miRNA 130유전자는 빈산소 상태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전자로써 HIF-1a

의 translation을 증가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으며 HEK 293 세포에서 실험한 결과

HIF-1a는 급격히 증가하며 DDX6는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 Hongxia Li에 의한 논문에서는 GATA 유전자에 의해 mesenchymal stem

cell에서 신혈관생성 이나 세포 생존율이 늘어나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GATA 의

형질전환 세포에서 빈산소에 대해 저항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

로 빈산소 환경의 발생시 transcription factor 인 GATA 유전자의 저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게의 경우 빈산소에 의한 실험은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빈산소에 의한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확인한 논문은 전무한 상황이다.

Sten Ivar Siikavuopio의 논문에 의하면 green sea urchin 의 경우 빈산소 환경

에서 먹이 섭취의 양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 하였으며 Morales의 논문에서는

translation 관련 유전자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게의 coleomocytes의 구성

세포는 Na-metrizate gradient centrifuge를 수행할 경우 총 4가지의 세포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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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 성게 체강 세포의 분류.

있다. 4가지의 세포는 각각 phagocytes, white spherule 세포, red spherule 세포 그

리고 amoebocytes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성게에 스트레스가 발생 할 시에는 red

spherule 세포의 증가가 확인되어진다. 따라서 체강세포의 색깔에 의해 hypoxia가

얼마나 성게에 스트레스를 부여 할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그림 3-7-4).

본 과제에서는 빈산소에 의한 발생학적인 단계에서의 배 발생률 및 gonad 세포

에서의 HSP70의 유전자 발현양상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성게 체강세포에서의 스트

레스에 의한 red 세포의 증가 양상과 세포 죽음의 비율을 live and dead kit를 이용

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빈산소 처리 후 체강세포의 유전자 발현양상을 확인하기 위

해 microarray를 수행하였으며 수행된 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유전자에 대해

qReal-time PCR을 통해 재확인 하였다. 빈산소에 의한 생물 반응 연구는 대부분

연구 대상 생물이 포유류에 한정되어 있다. 성게에 대한 빈 산소 상태에서의 연구

는 거의 이루어 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성게 배 발생에서부터 체강세포에 대한 연

구 더 나아가 빈산소에 의한 유전자발현 차이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재료 및 방법

가. 성게 배양

실험에 사용한 둥근성게(Strongylocentrotus nudus) 성체는 산란기에 연안에서

직접 채집하여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양식동의 수조에서 다시마를 먹여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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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나. 초기 배 발생 실험

산란기에 있는 성게 수컷에 1N KCl 용액으로 자극을 주어 정자를 추출했다. 성

게를 수조에서 꺼낸 후 입을 위로하고 입 주위의 막을 주사기로 찔러 KCl 용액을

주입하고 기다려 항문 주위 생식공에서 나오는 우유 빛의 정자를 파스퇴르 피펫으

로 조심스럽게 뽑아서 모은 다음 사용했다. 정자의 추출과 마찬가지로 성게 암컷에

1N KCl을 주입하고 해수가 담긴 비커에 거꾸로 올려놓고 생식공에서 방출하는 주

황색 알을 모았다. 약 30분 동안 알을 모은 후 알 사이의 점액질 제거를 위해 알을

세척하여 사용하였다. 추출한 알에 정자 원액을 떨어뜨려 체외 수정시킨 후 사용하

였다. 약 10분 후 일부의 수정률을 측정하여 95% 이상의 알이 수정에 성공했을 때

hypoxia 노출용 수정란으로 사용했으며 수정란은 200 cell/ml 정도의 적정밀도로 희

석하였다. 수정이 시작되면 발생이 계속 진행되므로 hypoxia에 노출시켜 발생률을

측정했다. 발생률은 플루테우스 유생으로 발생이 진행된 정상유생과 비정상 유생으

로 구분했으며 비정상 유생은 발생이 멈추거나 지연되어 포배기 혹은 낭배기까지

발생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다. Western blot

산란기의 성게 성체를 hypoxia에 72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성게 체강세포와 생

식소를 채집 하였다. 성게의 체강세포는 입 주변의 막을 제거하고 50 ml 주사기를

사용하여 채집 하였다. 채집된 체강세포는 8000 rpm으로 원심분리 후 체강세포를

다운하고 protein extract solution (Intron)을 사용해서 단백질을 추출 하였다. 생식

소는 노출 후 성게 성체를 반으로 잘라 spatula를 사용해서 분리하였다. 분리 한 생

식소는 체강세포와 마찬가지로 protein extract solution(Intron)을 사용해서 단백질

을 추출 하였다. 추출한 단백질은 nano drop를 사용해서 정량하였다. 추출한 단백질

은 SDS-PAGE에 전기영동 한 후 stacking gel을 제거했다. 이후 3M paper와

SDS-PAGE gel을 cassette에 조립한 후 transfer 한다. transfer가 끝나면 TBS로

3M paper을 15분간 2회 세척한 후 5% skip milk에 30분 동안 담가둔다. 이후 TBS

로 다시 2회간 세척하고 primary antibody(heat shock protein 70)와 secondary

antibody (mouse-IgG)에 1시간 동안 담가둔다. 3M paper의 단백질은 형광물질

ECL solution을 사용하여 flim으로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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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5. 빈 산소 스트레스 실험의 개요

라. 성게 체강세포의 색 변화

필터 된 깨끗한 해수를 50 L 수조에 채운 후 성게의 성체를 hypoxia에 48시간 동

안 노출시켜 성게의 체강세포를 채집하였다. 성게의 체강세포는 입 주변의 막을 가위로

제거하고 50ml 주사기를 사용하여 채집하였다. 채집 한 체강세포는 12 plate well에 노

출 시간별로 구분해서 분주하고 색깔을 비교하였다(그림 3-7-5).

마. Live and Dead assay

빈산소가 얼마나 많은 세포의 죽음을 유발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

Live and Dead viability/cytotoxicity kit (Invitrogen)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Calcein AM 과 ethidium homodimer (EthD-1) 두 가지의 형광염색약을 이용하

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calcein AM의 경우 살아있는 세포내에 침착하여 녹색의

형광을 나타내며 EthD-1의 경우는 죽은 세포내의 세포막에 반응하여 붉은 색의 형

광을 확인함으로써 죽은 세포와 살아있는 세포를 형광사진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빈산소 처리후 확보된 체강세포(약 106개)는 1000g에서 약 5분간 원심 분리를

수행하였다. 원심 분리된 체강세포는 200ul의 PBS를 통해 resuspension 되어 졌으

며 2mM EthD-1 5ul와 4mM calcein AM 3ul를 첨가하였다. vortexing을 수행 한

후 실온에서 약 30분간 반응을 수행하였다. D-PBS 용액을 통해 washing을 수행한

후 형광현미경 (Carl zeiss, Axioplan II)의 UV filter를 통해 관찰을 수행하였으며

살아있는 세포는 녹색, 죽은 세포는 붉은 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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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Microarray 실험

마이크로어레이 분석을 수행하기위해 전체적으로 세 번의 반복 실험을 수행하

였다. dsDNA 합성을 위해 RevrtAid H Minus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Fermentas)가 사용되었고 합성된 cDNA는 MinElute Reaction Kit (Fermentas)

를 이용하여 clean up 하였다. 마이크로어레이 hybridization을 위해 10ug의 DNA가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샘플들은 2X hybridization buffer 19.5ul와 D.W 39ul와 함께

혼합되었다. MAUI chamber 내에서 42°C 의 조건으로 15-18시간 동안 반응하였으

며 hybridization후에 250ml의 washing 1시약으로 다시 42°C에서 15초 washing 반

응을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Wash2 과정을 거쳐 GenePix Scanner 4000B에서 스

캐닝 되었다 (그림 3-7-6).

그림 3-7-6. DNA microarray 실험 모식도.

사. Quantitative real-time PCR 반응

성게의 체강세포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준비하였으며 cDNA 합성을 수행

하였다. Housekeeping 유전자로 actin 유전자를 사용하였으며 마이크로어레이

분석을 통해 확인된 6가지 유전자를 이용하여 real-time PCR을 수행하였고

delta delta CT method에 의해 유전자 발현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PCR 증폭

반응은 total 20 ul로 수행하였으며 10X rection buffer 2 ul, 2.5mM dNTPs 2

ul, Taq DNA polymerase 0.5 ul, cDNA 5 ul, SYBR 1 ul를 혼합하여 반응을 수

행하였고 반응 조건은 94도에서 20초, 55도에서 20초 그리고 72도에서 15초씩

각각 40 사이클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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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가. 빈산소상태가 성게 초기 배 발생에 미치는 영향

용존산소농도 2 ppm 이하의 해수에 20분 동안 노출된 정자를 난자에 첨가한

후 수정률을 비교하였을 때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각각 97.85%, 95.68%의 높은 수정

률을 나타냈다. Normoxia 상태 하에서 수정란은 정상적으로 blastula (15 hr),

gastrula (30 hr), prism (48 hr) 및 pluteus (72 hr) 과정을 거쳐 발생이 진행되는데

반해 수정란을 빈산소상태에 노출시켰을 경우 blastula 이후 정상적인 원장함입 등

이 일어나지 않는 등 더 이상 발생이 진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Hypoxia에 의해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3-7-7).

그림 3-7-7.. 빈산소 상태에서의 성게 초기 배발생.

나. 빈산소에 노출된 성게 gonad에서 HSP70 단백질 발현과 glutathione reductase

양의 변화 분석

빈산소에 노출 될 경우 가장 빈번한 유전자의 발현량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되어지는 HSP70 유전자와 항산화 효소인 glutathione reductase 발현 차이를 확인

해 보았다. HSP70의 경우 빈산소를 처리 하였을 때 0 시간과 비교하여 12시간 째

에 약 5.32배가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 하였으며 24시간째에도 5.64배가 증가하는 현

상을 western blot analysis와 상대적인 발현양 비교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7-8). 일반적으로 HSP70의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 할 시에 증가하는 단백질로 알

려져 있으며 따라서 빈산소가 성게 수정란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항산화 효소 중의 하나인 glutathione reductase의 경우도 빈산소

의 경우 RT-PCR의 결과에서 약 2.79배 증가하는 현상을 상대적인 발현으로 확인

하였다(그림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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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HSP70유전자 발현의 비교 분석

그림 3-7-9. 성게 수정란에서 Glutathione reductase의

발현량 비교

다. 빈산소에 노출된 성게의 coelomocytes 구성 세포 조성의 변화

그림7-10에서 보는바와 같이 hypoxia (DO= 1.6 mg O2/L)의 환경과 normoxia

그리고 그리고 중간단계의 DO농도를 통해 산소농도의 차이를 두었으며 샘플링 시

간도 처리 후 0시간, 6시간, 12시간 그리고 24시간으로 차등하여 수행하였다. 샘플

링 후 성게 coelomocytes에서 red spherule cell 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그림 3-7-10

에서 보는바와 같이 DO2의 경우 6시간부터 red spherule 세포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24시간째에서는 급격한 증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D.O 5의 샘플에서도 24

시간부터는 대조군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빈

산소 처리 후 24시간부터는 산소의 고갈에 따른 coelomocytes의 red spherule 세포

의 급격한 증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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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1. 빈산소 환경에서의 red spherule

세포의 증가 확인

그림 3-7-10. 빈산소 처리에 따른 red spherule 세포의 증가 확인.

각각의 수치는 red cell 분포를 백분율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3시간 6시간

12시간에서 확인한 %를 보면 대조군의 경우 약 1%-3% 이내로 구성되는 red

spherule cells이 빈산소 즉 hypoxia에 노출 된 경우 3시간째에서는 19% 그리고 6

시간째와 12시간째 에서는 각각 36%와 33%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그림 3-7-11).

또한 Live and Dead kit를 이용하여 생존하는 세포(녹색)와 죽은 세포(붉은색)

를 염색하여 확인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24시간에서의 빈산소 상태에서 죽은 세

포의 급격한 증가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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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2. Live and Dead kit를 이용한 세포 형광염

색사진.

라. 빈산소에 노출된 성게 성체를 이용한 microarray 실험 및 유전자 발현차이의

확인

DNA microarray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진 유전자를 이용하여 1) DO 값의 변화

와 노출 시간을 변화시킨 성게 세포에서 qReal-time PCR을 통해 발현양의 차이를

확인 하였으며 2) 빈산소 상태로 장기간 노출되어져 있는 현장샘플을 이용하여 유

전자의 발현차이를 확인하였다. 대조군과 빈산소를 처리한 성게를 이용하여 마이크

로어레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조군과 빈산소 처리후 12시간후에 coelomocytes를

샘플링하였으며 대조군과 비교와 증가된 유전자와 감소된 유전자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COG 분석법을 통해 그룹화 하였다. RNA processing 과 관련된 유전자

의 경우 12개의 유전자가 빈산소가 처리된 그룹에서 두배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transcription 관련 유전자는 20개, cell cycle 관련 유전자는 5개

Defence 관련유전도 5개의 유전자가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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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3. 빈산소 처리 성게를 이용한 microarray 실험 및

COG분석을 통한 유전자 발현.

마이크로어레이 분석을 통해 확인된 유전자들은 표7-1과 같이 확인할 수 있으

며 qreal-time PCR을 수행하기 위해 프라이머를 작성하였다.

확인을 위한 유전자의 선별은 마이크로어레이 분석을 통해 차이가 확인된 유전

자를 실험에 이용하였으며 그림 3-7-14 에서 보는바와 같이 RNA processing과 관

련된 유전자는 RNA helicase와 pyrophosphatase, transcription과 관련된 유전자는

CDP1과 GATA, Cell cycle관련 유전자는 spindle pole body 그리고 Defence 관련

유전자는 lectin유전자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6개 모든 유전자에서 빈산소

처리후 12시간이후에 유전자의 발현양이 현저히 저하 되는 것 (5%-60%)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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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마이크로어레이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유전자 및 발현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primer의 제작

그림 3-7-14. qReal-time PCR을 이용한 빈산소 처리후 유전자의

변화 확인



- 187 -

그림 3-7-15. 장기간 빈 산소에 노출된 현장샘플을 이용한

qreal-time PCR 실험

마. 빈 산소 상태로 장기간 노출되어져 있는 현장샘플을 이용하여 유전자의 발현차

이를 확인

거제 장목면 앞바다의 경우 DO측정결과 여름철 두 달 이상 hypoxia 상태가 유

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빈 산소 상태로 장기간 노출된 현장샘플

로 거제 장목면 앞바다에서 획득한 성게를 사용하였다. 같은 시기 샘플링된

normoxia 샘플과 비교하여 qReal-time PCR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유전자는

RNA processing관련유전자인 RNA helicase 유전자와 transcription 관련 유전자인

GATA-4/5/6유전자를 사용하였다. Normoxia상태를 1로 하여 hypoxia 상태에서의

유전자 발현량을 확인하여 본 결과 RNA helicase 유전자의 경우 63% 발현량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GATA유전자의 경우 80%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험실에서 hypoxia 관련 실험을 한 경우에 비해 발현양의 저하가 크지

는 않았지만 각 유전자가 충분히 저하되어 hypoxia에 의한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7-15).

4. 결 론

본 과제에서는 빈 산소에 따른 성게에서의 배 발생률 및 체강세포와 gonad세포

에서의 유전자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배 발생률의 경우 빈 산소 처리에 따라

blastula 이후 배 발생이 지연되는 결과를 확인 하였으며 빈산소를 처리한 성게의

gonad 세포에서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는 HSP70유전자의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성게의 체강세포를 이용한 빈 산소 처리시 발생하는 유전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로어레이 실험 및 qreal-time PCR을 수행하였으며 결

과적으로 RNA processing, transcription, cell cycle, defence 관련 유전자들의 감소

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성게의 경우 빈 산소의 처리는 배 발생 또는 성체 모두

에서 심각한 스트레스 및 죽음을 맞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마이크로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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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른 유전자의 현장 샘플에 적용하여 본 결과로서는 몇 가지 유전자를 이용

하여 성게를 통해 hypoxia zone 의 바이오 마커로의 활용 가능성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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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빈산소 환경으로 인한 어류의 생리/화학적 영

향연구

1. 서 론

수생생태계에서 용존산소의 농도는 정상적으로 수생생물의 군집을 유지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물리∙생태학적 요인이다. 과거 해양생물에 있어 남획 또는

해양오염이 해양환경문제의 주요 화두로 거론되었으나, 최근에는 용존산소의 농도

가 2 mg/dL 이하로 나타나는 현상인 빈산소가 새로운 자원량 감소의 주범으로 떠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빈산소 환경으로 인한 어류의 생리화학적 영향으로는 성 스

테로이드 호르몬을 저하, 생식소 중량지수를 감소등이 알려져 있으며(Wu et al.,

2003), 장시간 빈산소 환경에 노출된 Atlantic croaker에서는 GnRH 유전자 발현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Thomas et al., 2005). 또한 한 달간 빈산소에 노출된

어류의 성장과 성숙이 감소되거나 대조구 어류와 비교하여 산란이 지연되었다고 알

려져 있다(Landry et al., 2007).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개체수준의 연

구들 즉, 회피 또는 사망률 증가(Shimps et al., 2005)등을 보고하고 있으나, 군집이

나 일정해역에서 서식하는 현장 어류에 대한 빈산소 영향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드

문 실정이다. 대부분의 실험실의 개체나 세포수준의 노출결과를 통해 빈산소 환경

에 서식하는 개체나 군집의 영향까지 유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어류의 경

우 유동성이 있어 열악한 환경을 회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수생생태

계의 먹이 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동시에 유어기의 대부분을 연안에서 보내고 있는

생태학적 특징을 감안할 때 어류는 빈산소환경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생물종임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두리양식장 환경은 위치상 해류의 유동이 적고, 생산율을

높이기 위해 투여한 대량의 사료는 높은 산소의 소모를 유발하기도 하여 가두리 저

층에는 빈산소 층을 형성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 빈산

소 해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여수 가막만 내만에 서식하는 저서어종 (P.

yokohamae)과 연안 가두리의 미성숙한 조피볼락(S. schlegeli) 을 대상으로 빈산소

환경으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빈산소 노출에 대한 1차적 반응 지표로서

Hypoxia-inducible-factor-1(HIF-1) 유전자를 선정하여 대상어류에서 발현을 측정

하였다. 정상세포에서 HIF-1은 산소결합에 민감한 heterodimeric complex로

ubiqutin-proteasome pathway를 통해 수산화 되고, HIF-1가 생성 조기에 불활성화

된다. 그러나 빈산소에 노출된 세포의 경우 HIF-1가 불활성 효소들이 산소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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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HIF-1의 활성을 초래하게 되고, 과다 발현된 HIF-1의

단백질은 적혈구 세포 분열, 체내에서 적혈구 분혈, 혈관벽 형성이 이상 증식되거

나 glycolytic 대사가 증가되는 위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어(Semenza et

al., 1996; 2002), 과다 발현된 HIF-1는 빈산소 노출이 생물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서 활용(Nikinmaa and Rees, 2005; Semenza et al.,

2002)되고 있다.

어류의 성 성숙에 관여하는 내분비계는 hypothalamic-pituitary-gonad

axis(HPGA)의 일련의 기작을 따르며 뇌하수체 호르몬인 GTH에 자극 받은 생식소

는 스테로이드 생성기작(steroidogenesis)이 이루어져 최종적 수컷에서는

Testosterone(T), 암컷에서는 Estradiol-17β(E2)를 혈중에 분비한다. 본 연구에서는

빈산소 시기에 가막만 해역에서 채집된 현장 서식어와 가두리 어류의 생식내분비계

의 빈산소 영향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종분비 호르몬인 T와 E2의 혈중농도와

혈중 glucose 농도를 측정하여 빈산소 노출영향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 실험실 연구를 통해 국내 주요 해산어종을 대상으로 하여 빈산소 노출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뢰성 높은 지표를 구축하였고, 2차년과 3차년도 현장 조사

를 통하여 가막만 현장 서식어류와 가두리 양식어류가 해역내 빈산소 노출로 인해

생리화학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어류의 빈산소 노출 반응 생체지표

1) HIF a 유전자 측정용 DNA probe 설정

빈산소 환경에 노출된 조피볼락과 문치가자미 시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

연구원 수조동에서 90 L 용량의 수조에 해수를 채우고 대조구와 질소 gas를 주입

하여 용존산소 농도를 2 mg/dL로 조절한 후 48시간 노출시켰다.

HIFa 의 특이적 유전자 probe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피볼락과 문치가자미 간장

조직의 total RNA를 추출한 후 상보적인 cDNA를 제작하였고, NCBI 유전자 data

base를 이용하여 HIFa (Hypoxia inducible factor a) 유전자의 보존적인 부분에

primer를 선별한 후 PCR로 증폭시켜 특이적인 band를 전기영동을 통해 얻었고,

증폭된 DAN 단편은 Jung (et al., 2006)의 방법과 같이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2) 빈산소에 노출된 어류의 HIFa mRNA 발현 측정

본 연구에서 구축된 DNA probe를 이용하여 HIF mRNA 발현을 정량 분석

하였다. Total RNA를 추출하기 위하여 드라이아이스 위에서 약 0.1 g 간 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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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튜브에 0.5 mL의 isogen을 넣어서 약 30초간 마쇄하여, 0.1 mL chloroform

을 첨가한 후 원심분리 (4 ℃, 15 Krpm, 15 분)하여 RNA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RNA 층에 동량의 isopropanol을 첨가하여 원심분리 (20 ℃, 15000 rpm, 15 분)하

였다. RNA침전을 확인한 후, isopropanol을 천천히 버리고 75% 에탄올 1 mL로

NaCl을 제거하였고, 침전된 RNA는 상온에서 10분 정도 건조하여 멸균수에 녹여

total RNA 농도를 측정하였다. cDNA는 95℃ 5 min/95 ℃ 15 sec, 60 ℃ 1 min

℃ (40 cycles)/72 ℃ 1 min에서 Taq-man probe를 이용하여 ABI 7900 HT 로

Real-time PCR을 수행하였다.

3) 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추출과 분석

혈청 2 ml에 ethylether 2 mL을 넣어 강하게 교반한 후, - 70 ℃의 냉동고

에 넣어 수층을 결빙시켜 스테로이드가 녹아있는 ethylether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ethylether층은 진공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휘발시킨 후 0.1 % gelatin-PBS를 첨

가하여 스테로이드 분획을 녹였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Aida et al (1984)의 방

법을 따라 정량 하였는데, 방사선 표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는

1,2,6,7-3H-testosterone과 2-3H-estradiol-17β(NEN)을 사용하였다. 분석용 완충액

은 0.1%의 gelatin이 함유된 PBS(pH 7.5)를, 그리고 항체 희석은 50 mM

EDTA-PBS(pH 7.5) 완충액을 각각 사용하였다. 유리형의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결

합형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리하기 위하여 dextran coated charcoal(DCC)를 사

용하였다. Scintillation counter(Wallac Co. Model 1409, USA)로 scintillation

cocktail은 Wallac 社의 hisafe를 사용하여 방사선 양을 측정하였다. 본 스테로이드

호르몬 측정 assay계 측정 농도범위는 0.03 ng/mL에서 3.83 ng/ml이다.

4) 혈중 glucose 농도 측정계 구축

어류 혈청의 glucose 농도는 측정은 Cyaman's glucose assay kit(Cyaman,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glucose oxidase-peroxide 반응을 이용한 것으로

모든 시료는 3반복 측정하였고, 시료와 반응액을 첨가한 후 520 nm에서 결과를 모

니터 하였다. 본 측정계의 standard glucose 의 범위는 0~250 mg/mL에서 측정하

였다.

나. 가막만 유용 수산 어류의 빈산소 영향 조사

2010년 빈산소 현상이 발생하는 7월 29일과 9월 29일에 가막만 내만과 바깥

쪽 정점에서 자망을 설치하여 현장에 서식하고 있는 문치가자미를 채집하였다. 또



- 192 -

한 돌산인근 지역 가두리 양식장 3곳을 선정하여 가두리 양식어류의 빈산소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피볼락을 채집하였다. 2011년 2차년도 현장조사에서는 2011년 7

월 22일, 8월 25일 그리고 10월 7일에 현장 서식어류와(E1 과 E2), 2010년 채집한

동일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에 조피볼락을 채집하였다(그림 3-8-1).

채집된 어류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어종별로 분류한 뒤 전장, 간 중량,

생식소 중량, 전 체중량을 측정하였다. 헤파린이 처리된 주사기로 어류의 미추동맥

에서 혈액을 채취한 후 멸균 처리된 해부 도구를 이용하여 해부하였다. 혈액은

4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하여 혈장을 분리하였고 분석까지 - 20℃에 보관하였

다. 간 조직, 근육 조직, 뇌, 쓸개등은 절취 후 0.9% 생리식염수로 혈액을 제거하고,

개체별로 cryo 튜브에 넣어 즉시 액체질소에 급속 냉동시켰다. 실험실로 이동시에

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였고, 분석 시까지 - 80℃에 보관하였다(그림 3-8-2).

채집된 어류는 외형상의 이상, 성별 및 특이사항을 기록한 후 길이, 무게 등을

측정하여 아래와 같은 생체지수를 식을 이용하였다.

간장 중량지수 (HSI : Hepatosomatic Index)=(간장 중량/전중량)*100

비만지수 (CF : Condition Factor)=[전중량/전장3]*100

생식소 중량지수(GSI : Gonadosomatic Index)=(생식소 중량/전중량)*100 

그림 3-8-1 2010년과 2011년의 가막만 현장( E1, E', E2, E2')

및 가두리(F1, F2, F3) 어류의 조사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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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 현장에서 어류 채집 후 해부장면.

3. 결 과

가. 실험실 빈산소 환경에 노출된 어류의 생리화학적 반응

본 연구에서 빈산소 환경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HIFa 유전자를 정량 하기 위

하여 염기서열을 밝힌 단편은 각각 345 bp로 나타났다. 문치가자미는 수중의 산소

농도가 2 mg/dL 노출환경에서 머리를 들고 아가미를 크게 움직이는 형태를 보였

고, 그림 D와 같이 빈산소 환경에 노출된 조피볼락은 아가미를 좌우로 크게 움직여

아가미호흡량을 늘렸고 일부개체는 체표면 색이 흰색으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앞서

구축된 DNA probe를 이용하여 노출시간에 따른 HIFa의 유전자 발현량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3-8-3와 같이 나타났다. 노출 24시간 이후 HIFa 유전자는 높게 발현

되었고 42시간이후 발현은 지속되었다. 서로 다른 생태습성을 가진 두 종을 비교하

였을 때, 초기시료와 비교하여 조피볼락은 문치가자미와 비교하여 HIFa 유전자 발

현이 보다 높게 나타나 빈산소 환경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저서어종인 문치

가자미는 빈산소 환경에 대해 비교적 내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기간 중

먹이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빈산소 환경에 급성으로 노출된 조피

볼락은 노출 24시간째 급격한 혈중 glucose 농도 증가를 보였으며 시간 경과이후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문치가자미는 노출 24시간 째 오히려 약간의

감소경향을 보였고 이후 초기 어류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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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 빈산소 환경에 노출된 문치가자미(좌)와 조피볼락(우)의 HIFa mRNA 발

현변화.

나. 2010년 가막만 유용 수산 어류의 빈산소 영향

1) 조사정점의 수환경

2010년 7월의 현장 정점인 E1은 용존산소(DO 값)이 0.27 mg/dL었고, 유영 생물의

분포는 전무하였다. 반면 2010년 9월의 2차 조사에서는 용존산소의 농도가

5.77~5.34 mg/dL로 약간 낮았고 해수의 pH도 8.02~7.87 mg/dL로 나타났다. 저서어

류(문치가자미)를 E1'에서 채집하였고 이때 용존산소는 5.77과 5.33 mg/dL으로 나

타났다. 조사한 가두리 정점인 세 곳 모두 9월 조사한 해수내 용존산소가 7월과

비교하여 낮았고 F2 정점이 용존산소 농도가 4.65 mg/dL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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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 빈산소 환경에 노출된 어류의 혈중 glucose 농도변화.

2) 채집어류의 biomass 측정결과

2010년 9월 가막만 현장에서 채집한 문치가자미의 HSI와 CF는 E2‘ 지역에서

높았으나 GSI는 두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두리 양식어류 또한 용존산

소의 농도에 따른 특이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9월 조사에서 4.76 mg/dl의 저

용존산소 농도를 보인 F3 양식장에서 채집한 어류의 CF와 HSI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GSI가 다른 양식장 어류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표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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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Date DO(mg/L) Tem(℃) Sal(‰) pH

29. Jul. 2010 0.27 23.14 32.47 8.1

29.Sep.2010 5.77 21.66 30.04 8.02
29. Jul. 2010 6.62 21.28 32.27 8.7

29.Sep.2010 5.34 22.01 30.48 7.87

Site Date DO(mg/L) Tem(℃) Sal(‰) pH

29. Jul. 2010 6.4 21.91 32.01 8.64

29.Sep.2010 5 22.02 30.47 7.99
29. Jul. 2010 6.76 20.72 32.35 8.69

29.Sep.2010 4.65 22.15 30.56 8.11
29. Jul. 2010 7.04 21 32.29 8.54

29.Sep.2010 4.76 22.09 30.48 7.96

St. F2

St. F3

St. E1

St. E2

St. F1

표 3-8-1. 2010년 조사정점의 수환경 측정결과

Date Site CF HSI GSI

F1 1.5±0.09 2.8±0.48 0.59±0.1

F2 1.48±0.12 2.91±0.66 0.56±0.12
F3 1.47±0.12 2.18±0.46 0.53±0.19

F1 1.39±0.12 2.1±0.71 0.35±0.19
F2 1.38±0.14 1.87±0.44 0.45±0.2

F3 1.5±0.19 2.12±0.56 0.25±0.11

Date Site CF HSI GSI

E1 1.21±0.06 1.92±0.42 1.05±0.94

E2 1.36±0.08 2.44±0.47 1.03±0.61

가막만 현장 어류 Bio mass

29.Sep.2010

가막만 가두리 조피볼락 Bio mass

29. Jul. 2010

29.Sep.2010

표 3-8-2. 2010년 조사지역 채집어류의 biomass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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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Date DO(mg/L) Tem(℃) Sal(‰) pH

22. Jul. 2011 5.9 21.75 30.66 8.14
25. Aug. 2011 5.52 22.22 31.38 7.7

07. Oct. 2011 7.1 19.63 32.42 7.94
22. Jul. 2011 6.57 20.65 31.45 7.9

25. Aug. 2011 6.47 22.41 31.27 7.8

07. Oct. 2011 6.5 20.97 32.83 7.93

Site Date DO(mg/L) Tem(℃) Sal(‰) pH

21. Jul. 2011 6.8 22.04 30.56 7.71
24. Aug. 2011 5.27 22.28 31.41 7.91

06. Oct. 2011 6.05 21.28 32.79 7.78
21. Jul. 2011 6.93 21.56 30.55 7.96

24. Aug. 2011 4.26 22.24 31.28 7.84
06. Oct. 2011 6.08 21.29 32.81 7.82

21. Jul. 2011 6.4 20.93 30.97 8

24. Aug. 2011 5.09 22.36 31.31 8.01

06. Oct. 2011 5.08 21.44 32.79 7.84

St. E1

St. E2

St. F2

St. F3

St. F1

표 3-8-3. 2011년 조사정점의 수환경 측정결과

Date Site CF HSI GSI

F1 1.45±0.13 2.75±0.42 0.22±0.04
F2 1.43±0.18 3.06±0.68 0.33±0.17

F3 1.92±2.03 2.45±0.47 0.28±0.18
F1 1.49±0.14 2.21±0.45 0.27±0.06

F2 1.48±0.13 1.93±0.5 0.33±0.19
F3 1.46±0.09 2.8±0.56 0.28±0.19

F1 1.45±0.2 2.11±0.62 0.46±0.38
F2 1.63±0.21 2.18±0.44 0.38±0.27

F3 1.39±0.21 2.41±0.57 0.42±0.33

Date Site CF HSI GSI

E1 1.42±0.05 2.9±0.58 0.27±0.11

E2 1.19 2.16 0.19

E1 1.37 2.54±0.27 0.32±0.26

E2 1.38±0.11 2.78±0.54 0.28±0.16

E1 1.2±0.09 2.01±0.59 2.23±1.71

E2 1.21±0.1 1.78±0.28 0.48±0.31

22. Jul. 2011

25. Aug. 2011

07. Oct. 2011

가막만 가두리 조피볼락 Bio mass

21. Jul. 2011

가막만 현장 어류 Bio mass

24. Aug. 2011

06. Oct. 2011

표 3-8-4. 2011년 조사지역 채집어류의 biomass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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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막만 어류의빈산소 노출지표 변화

2010년 7월 시료에서는 F2 가두리에서만 체내 HIFa mRNA 가 발현되었으나,

용존산소가 더 낮았던 9월에는 모든 가두리 어류의 간에서 HIFa mRNA가 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혈중 glucose 농도는 9월에 채집된 F2와 F3 어류에서

다른 가두리 어류와 비교하여 증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010년

7월과 9월에 채집한 어류의 성스테로이드 호르몬 농도는 가두리 3곳 모두 미성숙한

개체로서 매우 낮았고 채집 지역간, 용존 산소 또는 체내 HIFa mRNA의 발현과 유

의한 상관관계는 볼 수 없었다(그림 5-3-5). 2010년 가막만 현장 내만에서 채집한

어류에서 HIFa mRNA의 발현을 볼 수 없었고 혈중 glucose의 농도의 유의한 차이

없었다(그림 3-8-6).

다. 2011년 가막만 유용 수산 어류의 빈산소 영향

1) 조사정점의 수환경

2011년 2 8월 가막만 내만 현장 정점(E1)에서 용존산소가 5.52 mg/dL로 가장

낮았고, pH는 7.7 을 보였다. 역시 가두리 정점에서도 8월에 가장 낮은 용존산소 농

도를 보였는데, F2 정점이 4.26 mg/dL으로 가장 낮았고, F3정점은 10월에도 5.03

mg/dL, pH 7.84로서 낮게 나타났다(표 5-3-3).

2) 채집어류의 biomass 측정결과

채집어류의 biomass 측정결과는 표 3-5-4에 나타내었다. 가두리 양식어의 성숙

지수인 HSI와 GSI는 채집한 가두리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0월 가막만

E1 현장에서 채집한 어류의 GSI가 바깥쪽 정점보다 유의하게 높아 내만가까이 서

식종의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고 이때의 안쪽 정점의 용존산소 농도는 7.1

mg/dL로 나타나 채집지역의 빈산소 현상이 해소된 후 성숙한 어류들이 가막만 내

만으로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3) 가막만 어류의빈산소 노출지표 변화

2011년 8월 가두리의 F2정점에서 채집한 어류에서 HIFa mRNA가 발현되었고

10월에는 F3정점에서만 mRNA 발현된 결과를 보였다. 어류의 성숙 정도에 따라 변

동하는 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농도는 조사기간 동안 지역간 유의한 차가 없었다.

또한 용존산소 농도가 가장 낮았던 8월 F2 가두리에서 채집한 어류의 혈중 glucose

농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월에 채집한 어류 시료에서는 유의한 차를 볼 수 없

었다(그림 3-8-7). 2011년 8월 가막만 내만(E1) 정점 문치가자미에서는 일부 어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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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HIFa mRNA 발현되었으나, 혈중 glucose의 농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그림

3-8-8).

그림 3-8-5. 2010월 채집한 가두리 조피볼락의 (a) 성스테로이드 호르

몬, (b) HIF a mRNA (c) 혈중 glucose 농도.

그림 3-8-6. 가막만 현장에서 채집한 문치가자미의 (a,d) HIFa mRNA

(b,e) 혈중 glucose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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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 2011월 채집한 가두리 조피볼락의 (a,d,g) 성스테로이

드 호르몬, (b,e,h) HIFa mRNA (c,f,i) 혈중 glucose 농도.

그림 3-8-8. 가막만 현장에서 채집한 문치가자미의 (a,d) HIFa mRNA

(b,e) 혈중 glucose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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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 의

HIFa 유전자는 어류와 포유류 모두에서 빈산소 환경에 노출 되었을 때 초기에

높게 반응하는 바이오마커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HIFa는 산소농도에

의존적인 prolyl hydroxylases에 의해 수산화된 후 산소가 결합된 특이적 domain은

ubiquitin- proteasome pathway를 통해 분해되지만 빈산소 환경에 노출 되었을때

HIFa는 안정화구조를 가지게 되어 hypoxia responsive elements (HREs)와 결합하

여(Semenza et al., 1996)일련의 반응이 진행 되는데 적혈구 분화, 혈관세포형성에

관여하고해당작용 대사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킨 다고 보고되고 있다(Semenza et

al., 2006). 최근 연구에서는 유도된 HIFa가 Aryl-hydr carbon receptor (AhR) 결합

반응과 cross-talk 하여 (Prasch et al., 2004) dioxin-like polychlorinate biphenyl 등

의 해양 오염물질의 생체 대사작용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실험실 노출에서는 국내 유용 해산어(조피볼락과 문치가자미)에 대한

빈산소 반응지표를 구축하였고, 용존산소 농도에 따라 유영어종인 조피볼락에서 문

치가자미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를 보여 생물의 생활사에 따른 종간 민감도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에 일부 가두리에서 9월까지 저층 용존산소 농도가

낮았고(DO: 4.6 mg/dL), 이때 생체내 HIFa mRNA가 일시적으로 발현된 것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가막만 가두리 현장연구에서는 용존산소 농도가 저층에서

4 mg/dL로 저산소 수준이었고, 내만 또한 농도가 1 mg/dL 이하인 정점에서는 어

류를 채집할 수 없어, 극단적인 HIFa 유전자 발현은 확인 할 수 없었다. 또한 혈중

glucose 농도는 섭식 활동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실험실의 선행 연구결

과처럼 용존산소 농도와 HIFa mRNA 발현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볼 수 없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실험실내 빈산소 환경의 장기 노출이 생물의 내분비 장애영향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의 영향은 일시적이고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실제 가막만 내만의 서식어는 회피등이 가능하므로 극단적인

빈산소 시기에는 지역을 이동하여 영향을 피할 수 있었고, 내만의 가두리환경 또한

극단적인 빈산소 환경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국내

빈산소 해역의 생물분포 또는 자원량의 변화조사가 수반된 생리 화학적 지표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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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각 분야 공히 계획된 연구목표를 성실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해안 연안에서 발생되는 빈산소해역의 형성, 그리고 이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해 해양지질학, 해양물리학 및 해양생물학 등의 학제간

융합 연구를 시도하였다. 현장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를 병행함으로써, 과거 기재적

연구 결과 제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국토의 이

용, 보전 및 개발과 같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됨으로써, 궁극적으

로는 ‘지식기반의 정책결정’이라는 선진국형 국토운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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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가막만의 퇴적환경과 지화학적 특성

- 육성기인 또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가막만으로 유입되는 유기물 관리 방안 제시

- 산소가 완전히 고갈된 후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예측

2. 가막만의 물리해양학적 특성

- 물리-생태계 결합모델은 향후 연안해역 생태계모델링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

임

3. 빈산소해역의 퇴적물에서 석회질 와편모조류 시스트

- 빈산소 해역 형성에 따른 일차생산자 개체군 구조의 변화 예측에 활용

4. 요각류의 난 부화에 대한 빈산소의 영향

- 빈산소 해역 형성에 따른 일차소비자 개체군 구조의 변화 예측에 활용

5. 대형저서동물

- 연안역에서 여름철 빈산소 수괴형성에 따른 저서생태계 피해 정도를 예측

- 빈산소 수괴 형성 시기 및 지속기간에 따른 대형저서동물의 군집 조성을 예측

- 연안의 저서생물 서식지 회복과 복원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

6. 담치 기원의 빈산소환경 대응 유전자 지표 발굴

- 빈산소 노출에 대한 해양생물의 분자생물학적 반응 이해의 기초자료로 활용

7. 빈산소 조건에 노출된 성게의 생물학적 반응

- 빈 산소에 의한 반응기작을 이해함으로써 해양 오염 관리에 활용가능

- 빈 산소에 의한 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확립

8. 빈산소 환경으로 인한 어류의 생리/화학적 영향연구

- 구축된 생화학적 지표를 활용한 해양오염과 빈산소 환경 복합노출 연구등을 통

해 해양 환경관리분야에 유용한 자료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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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CTD 연직 프로파일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가막만 내의 32개 정점에서 관측한 CTD의 연

직 프로파일 자료를 제시하였다. 자료는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을 제시하였다.

A.1. 2010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01, p02, p05, p08)

A.2. 2010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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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2010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13∼16)

A.4. 2010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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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2010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21∼24)

A.6. 2010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25∼28)

A.7. 2010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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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2011년 2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01∼04)

A.9. 2011년 2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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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2011년 2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09∼12)

A.11. 2011년 2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13∼16)

A.12. 2011년 2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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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2011년 2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21∼24)

A.14. 2011년 2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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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2011년 2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29∼31)

A.16. 2011년 5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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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 2011년 5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05∼08)

A.18. 2011년 5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09∼12)

A.19. 2011년 5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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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2011년 5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17∼20)

A.21. 2011년 5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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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2011년 5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25∼28)

A.23. 2011년 5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29∼32)

A.24. 2011년 8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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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 2011년 8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03-1∼06)

A.26. 2011년 8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07∼10)

A.27. 2011년 8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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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 2011년 8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15∼18)

A.29. 2011년 8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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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2011년 8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23∼26)

A.31. 2011년 8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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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2011년 8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31, p32)

A.33. 2011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01∼03)

A.34. 2011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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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5. 2011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07∼10)

A.36. 2011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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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7. 2011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15∼18)

A.38. 2011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19∼22)

A.39. 2011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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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 2011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27∼30)

A.41. 2011년 11월 수온, 염분 및 DO 연직프로파일(p31, p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