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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피(Zostera marina L.)는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 연안,

염습지, 하구 등에서 생육하는 관속 현화식물이다(Fortes

1986). 잘피는 광합성 생산력이 높고 유기 쇄설물을 생산하

고 포획하며 용존 유기물을 분비하여 주변 생태계의 양염

순환을 주도한다(Duarte and Cebrián 1996). 또한 경제적 가

치가 큰 어류의 서식, 피난 및 성육장을 제공하고(Thayer et

al. 1984; Short and Neckles 1999) 연안환경의 오염수준을 지

시하는 지표종으로 이용되기(Pergent-Martini et al. 2006)때

문에 잘피의 생육 분포와 생물량 파악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이용을 위해 필요한 연구이다.

잘피의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빛은 표층 광량의 4%에서

29% 정도이고 평균 11%이다(Duarte 1991; Dennison et al.

1993). 이는 해조류나 식물플랑크톤의 생장에 필요한 최소

광량보다 더 높은 값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Duarte 1995).

잘피의 분포는 해수의 탁도,퇴적물의 특성 등에 따라 그 범

위가 제한되는데(Livingston et al. 1998) 한국 남해안에서 잘

피는 대부분 파도의 향으로부터 보호되는 사질이나 니질

의 만에 흔히 분포한다(이 등 2001; Kim and Choi 2004). 광

양만 개발 이전인 1970년대에는 주변의 많은 섬들과 육지 사

이의 앝은 바다에 왕성한 잘피군락이 넓게 분포하고 있었으

나 1980년대 이후 광양제철소 건설과 같은 대규모의 광양만

개발사업과 가동 중에 준설작업 등으로 상당 규모의 잘피군

락이 유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인근 해역의

화력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탁도가 증가하고 해수의 흐름

이 바뀌는 등의 환경변화가 가중되어 현재와 같은 소규모 군

락이 간간히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Kim and Choi 2004).

수중식생(submersed aquatic vegetation, SAV)의 분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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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량 조사 방법으로 다이빙 등을 통한 직접적인 채집 방법

에서 수중카메라, 인공위성 및 항공사진 이용, 수중음향 탐

사방법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다(Dennis 1984;

Madsen 1993). 예로부터 흔히 이용되고 있는 다이빙을 통한

직접 채집 방법은 좁은 지역을 정 하게 조사하는 연구에는

적합하지만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사

의 대상지역 규모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Sabol et al.

2002). 인공위성,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식생을 분석하는

방법은 적은 노동으로 광범위한 조사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전체적인 경관(landscape) 분포를 파악하는데

만족해야 하고 해양에서 수심이나 탁도 등에 따라 식생의 해

상도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정 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

(Mumford et al. 1995). 수중카메라를 이용한 방법은 직접 다

이빙하여 촬 하거나 약 1 m s-1로 선박을 운행하면서 녹화

한 수중 상 자료로부터 식생의 분포 및 생물량을 추정한

다.이 방법 역시 식생의 종 동정과 도 파악은 가능하겠지

만 수심이나 해수의 탁도에 향을 받고 탐지 가능한 면적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Norris et al. 1997).

본 연구에서 채택한 수중음향을 이용한 수중식생 분석은

식생의 도와 더불어 식물의 길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abol et al. 2002; 강 등 2006; Winfield et al. 2007). 디지털

음향측심기는 수중에 음파를 쏘아 바닥에 반사되는 값을 이

용하여 수심을 결정하는데, 만약 저서 식물군집이나 식물의

줄기 또는 잎에 음파가 닿게 되면 바닥에 음파가 닿기 전에

반사되어 수신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해저면과 식물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와 함께 음향정보

를 저장하기 때문에 적은 노동과 시간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다(Sabol et al. 2002;강 등 2006).

수중음향을 이용한 수중식생 분석 연구는 주로 수생식물

의 생물량 및 저질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Stent

and Hanley 1985; Carbo and Molero 1997; Guan et al.

1999; Sabol et al. 2002). 디지털 음향측심기로 측정된 자료에

서 수중식생(SAV)을 분리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최근

개발되었고,수중음향을 이용한 연구가 어류,부유생물,해양

지질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abol et al. 2002;

Komatsu et al. 2003; Erhan 2005; Haga et al. 2007; Kevin et

al. 2007).

국내에서 잘피를 비롯한 수중식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다

이빙을 통한 직접 샘플링 방법에 의존하 으나 최근 강 등

(2006)은 수중음향을 이용하여 경상남도 남해군의 북쪽에 위

치한 창선도 동대만 잘피의 공간 및 수직적 분포를 조사한

바 있다.그러나 이들은 잘피의 생물량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잘피군락의 팻치(patch) 및 가장자리(edge) 효과 특성을 충분

히 고려하지 못하 다. 광양만의 잘피 군락은 낮은 도와

생물량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팻치가 단절(fragmentation)되

어 나타난다(Kim and Choi 2004). 이와 같이 특이한 잘피식

생의 경우,다이빙이나 그랩 같은 직접 채집 방법 보다는 간

접적이지만 넓은 범위에서 자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디

지털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방법이 더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연안 생태계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수중식

생에 대한 지역 수준의 중규모 분포 정보가 필요하고, 조사

방법에 있어서 비파괴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중식생의 직접 샘플링에 의한 연안

해양생물의 훼손을 줄이고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잘피식생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수중음향측심

기술의 이용과 응용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84 Algae Vol. 23(1), 2008

Fig. 1. Map showing the study area and three eelgrass vegetations.

Fig. 2. Processing and reporting for survey in hypothetical
vegetated area. Circles indicate bottom area of ping, brown
circle for bare and yellow for bare (Sabol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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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광양만은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각과 광양시 하포의 장길

곶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만 입구는 동쪽으로 열려 있다. 만

입구의 폭은 9 km, 전체 길이는 17 km 정도로 수심은 보통

20-30 m이다. 문헌과 현지 탐문을 통해 잘피(Zostera marina

L.) 생육이 확인된 동북부 광양만에서 2007년 3월 25-26일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광양만 내부에 있는 소항도

와 남해군 덕신리 사이(정점 1), 남해군 갈화마을 해안(정점

2), 화동화력발전소와 마주 보는 대도섬 서쪽(정점 3) 3곳에

서 이루어 졌고 모든 정점에서 잘피 단일종 식생이 확인되었

다(Fig. 1).

섬과 육지 사이에 수로가 있어 이 구역을 제외한 정점 1의

잘피군락은 유속이 다른 정점에 비해 낮고 주로 니질의 퇴적

물로 되어있다.정점 2의 경우 반 폐쇄성의 지형으로 둘러 쌓

여 있으나 정점 1에 비해 유속이 약간 크고 퇴적물은 주로

니질로 되어 있다. 정점 3은 하동화력발전소와 광양만 내부

대도 사이에 위치하여 다른 두 정점에 비해 유속이 크고,퇴

적물의 사질 함량이 더 높다(Kim and Choi 2004).

연구에 사용된 음향측심기는 DT-X Digital Echosounder

(Biosonics Inc. USA)이고 420 kHz의 단일빔(Single-beam)

센서로 빔 폭은 6°이며 미세 신호까지 수신이 가능하다.잘피

의 음향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송신 신호의 폭(pulse

width)은 0.1 ms, 센서의 송신 간격(pings rate)은 5 pings s-1

로 설정하 다. 음향송수신기(transducer)는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인선(Biofin dead weight towing vehicle;

Biosonics, USA)에 고정시킨 후 조사 선박에 장착하 다.조

사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방해 요인들을 최소화 하기 위

해 음향 송수신기를 수면으로부터 0.5 m 잠긴 위치에 장착하

고, 선박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포의 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속도는 1.5-2 m s-1 (3-4 knot)로 유지하

다.위도와 경도 정보는 상대적으로 거리 오차가 적은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로부터 얻었고 이는

음향자료와 동시에 저장되어 SAV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

는데 이용되었다.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여 해안선과 평행하

게 이동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위에 따른 수심 및 잘

피의 서식 깊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균해수면(Mean Sea

Level, MSL)를 기준으로 수심을 보정했다. 음향자료는

EcoSAV 1.0 (Biosonics, USA) 소프트웨어를 통해 잘피의 존

재유무, 수관의 높이(canopy height), 수심 데이터로 변환되

었다. 이 자료는 각 사이클(cycle)의 피도,평균 크기,위치정

보를 산출하는데,하나의 사이클은 15개의 pings로 구성된다

(Figs 2, 3).

디지털 음향측심기로 측정된 잘피의 피도는 생물량(g DW

m-2)으로 환산하 는데,이를 위해 7개 지점에서 음향측심기

의 피도와 직접 취하여 구한 생물량 간의 회귀식을 이용하

다.정점 2에서 음향측심기가 지나간 정선을 따라 부표를 낙

하시켜 표지한 후, SCUBA를 통해 표지된 지점의 앞과 뒤로

각 3 m 거리에서 25×25 cm 방형구를 이용하여 2 m 간격으

로 3개의 샘플을 채취하 다. 각 지점에서 6 m 거리는

EcoSAV 소프트웨어가 분석하는 한 싸이클의 거리에 해당한

다. 즉,한 싸이클은 15개 pings의 평균값인데, 1초에 5번의

ping이 발사되고 조사 선박은 2 m s-1로 이동하면 싸이클 당

탐지 거리는 약 6 m가 된다. 방형구 내에서 수집한 잘피는

실험실로 옮겨와 개체수와 엽조의 길이를 측정한 후 60℃에

서 72시간 동안 건조하여 건조량(g DW m-2)을 구하 다.

결 과

광양만 북동해역 3개 정점에서 디지털 음향측심기를 이용

하여 조사한 총 면적은 11.7 km2이었다. 음향조사 결과,조

사 지점 간에 잘피의 생육 수심 및 엽조의 크기가 다르게 나

타났다. 소항도와 덕신리 연안 사이에 위치한 정점 1에서는

잘피가 평균해수면(MSL) 이하 1.19–2.42 m 범위에서 출현하

고, 60% 이상의 피도를 보이는 수심은 약 1.9 m이었다

(Fig. 4A). 갈화마을 연안에 위치한 정점 2에서는 잘피가 평

균해수면 이하 1.9–3 m의 수심에 분포하 으며,약 2.5 m 수

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피도를 나타내었다(Fig. 4B).하동화

력발전소 인근 대도섬 서쪽의 정점 3에서는 수심 2.6–3.6 m

범위에서 잘피가 생육하 고 분포의 중심은 대략 3.2 m 수심

이었다(Fig. 4C). 잘피의 분포 면적은 정점 1에서 약 3.04

km2,정점 2에서 0.91 km2,정점 3에서는 0.09 km2로 계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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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echogram obtained from Biosonics echosounder
in an eelgrass bed. Pictures show bottom along track, ping by
ping (left) and oscilloscope display showing voltage return for
ping # 2400 only (right). Eelgrass shoots are green on soft
bottom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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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1의 잘피 식생은 두 개의 팻치로 나누어 지는데 식생

중심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소항도)과 육지(남해

군 덕신리) 사이를 흐르는 강한 해류와 선박의 통행이 빈번

한 행로를 기점으로 분리되었다. 두 팻치 간의 면적 차이는

대략 7배에 이르 다(Fig. 4A).정점 2에서는 더욱 뚜렷한 두

개의 팻치로 구분되는데,북동쪽의 팻치가 남서쪽 보다 약 3

배 가량 넓은 면적을 보 다(Fig. 4B). 한편 정점 3에서는 다

른 정점의 팻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두 개의 팻치

가 북동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줄지어 있고 그 사이에 아주

작은 규모의 잘피 팻치가 자리잡고 있었다(Fig. 4C).

EcoSAV 소프트웨어는 음향측심자료를 잘피의 피도와 엽

조 크기 자료로 분석할 수 있었다. 정점 1에서 생육하는 잘

피의 피도 및 크기 분포양상을 살펴보면,대부분의 면적에서

60% 미만의 피도로 나타났고 80–100% 피도계급은 3%이었

다. 피도 계급 20–40%는 정점 1에서 나타난 잘피 면적의

37%를 차지하 고 40-60% 피도계급은 잘피 면적의23%,

60–80% 피도계급은 6.4%를 차지하 다(Fig. 5A). 이곳에서

잘피의 크기는 0.2–0.5 m가 대부분이었고(89%), 이들 중에

서 0.2–0.4 m 크기계급이 32.6%로 가장 많았으나 0.6–0.7 m

크기계급은 1.6%에 불과하 다(Fig. 5B). 정점 2에서 잘피는

대부분의 면적에서 40% 이상의 피도로 나타났고 20% 미만

의 피도계급은 6% 정도로 나타났다. 20–40% 피도계급은 잘

피 면적의 8%, 40–60% 피도계급은 25%, 60–80% 피도계급은

27%를 차지하 으며 80–100% 피도계급은 35%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 다(Fig. 5C).정점 2에서 잘피의 크기 분포양상

을 살펴보면 0.3–0.7 m 크기가 90%를 차지하 고, 그 중

0.4–0.5 크기계급이 29.3%로 가장 많았으며 0.7–0.8 m와

0.9–1.0 m 크기계급은 각각 1.7 %에 불과하 다(Fig. 5D).정

점 3에 생육하는 잘피는 20–40% 피도계급이 32.3%로 가장

많았고, 20% 미만의 피도계급은 12.3%를 차지하 다.

40–60% 피도계급은 18.5%, 60–80% 피도계급은 23.1%를 차

지하 으며 80–100% 피도계급은 13.8%를 차지하여 상대적

으로 고른 피도계급 분포를 보 다(Fig. 5E). 정점 3에서 잘

피 크기 분포의 경우, 0.3–0.8 m 크기가 87.1%로 대부분이었

고 1.0–1.1 m 크기는 1.4%에 그쳤다(Fig. 5F).

디지털 음향측심기에서 얻은 질피의 피도는 동일 지점에

서 직접 채취하여 구한 생물량과 선형관계를 보 다.잘피의

피도계급에 따라 음향 세기(dB)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상

잘피에서 -15 - -65 dB의 범위를 보 다. 이와 같은 음향 세기

는 EcoSAV 소프트웨어에서 잘피 피도로 계산된다. 일반적

으로 잘피의 피도는 생물량과 높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음향

측심에 의한 잘피 피도와 생물량 간의 회귀식을 구하여 직접

채취하지 않은 식생의 생물량을 추정하 다. 정점 2 정선에

서 구한 음향측심에 의한 잘피의 피도와 해당 지점에서 직접

구한 잘피 건조 생물량 간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

다.

생물량 = 0.5072 × 음향측심기 피도 + 38.054 (R2 = 0.80)

세 정점에서 얻어진 음향자료에 대해 피도계급을 5개

(0–20, 20–40, 40–60, 60–80, 80–100%)로 나누어 각 등급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하 고 위 회귀식을 이용하여 계급 별

로 총 생물량을 구하 다. 정점 1의 경우, 잘피가 생육하는

총 면적에서 0–20% 피도계급은 30%를 차지하 고 생물량

683.1 kg DW이었다(Table 1). 이곳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

하고 있는 20–40% 피도계급의 생물량은 1064.8 kg DW이었

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점 1의 모든 피도계급에 대한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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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bined presentation of cover (below, in percent) and
height (above, in meters) of eelgrass. Site 1 (A), Site 2(B) and
Site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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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계산하여 모두 더하면 정점 1 잘피 식생의 총 생물량으

로 건조량 2.9톤이었다(Table 1). 정점 2의 경우, 잘피 총 면

적에 대한 0–20% 피도계급의 면적은 920.8 m2이었고 생물량

은 39.7 kg DW이었다(Table 1). 80–100% 피도계급이 차지하

는 면적은 5524.6 m2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 고 생물량

은 462.4 kg DW이었다. 정점 2에서 출현하는 잘피의 총 생

물량은 건조량으로 1.1 톤이었다.정점 3 경우,잘피의 총 면

적에서 20–40% 피도 계급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 고 생

물량은 28.9 kg DW이었다(Table 1). 0–20% 피도 계급의 면

적은 206.8 m2로 생물량 8.9 kg DW이었다. 정점 3에서 잘피

군락의 총 생물량은 건조량 0.1톤이었고 이곳은 조사 정점

중에서 가장 적은 생물량을 보 다.

고 찰

잘피는 연안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류와 무척추동물의 서

식처 및 산란장으로 이용되고 생태 및 산업적으로 중요한 역

할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특

히 인간 활동의 향으로 그 생육 범위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연안 생물 보전 및 자원 관리 차원의 훼손된 잘피 생태

계를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Pergent-Martini et

al. 2006). 잘피 군락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Kim et al.: Echosounder to Estimate Cover and Biomass    87

Fig. 5. The distributions of cover (left column) and height (right column) of eelgrass in Site 1(upper), Site 2 (mid) and Site 3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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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피의 생육 분포 및 생물량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 연구

가 선행 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잘피 식생의 기초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다이빙을 통한 육체적인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방법은 많은 노동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 연구진

의 노력으로 지역 규모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

다.반면 음향측심을 이용하는 방법은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광범위한 현장 조사가 가능하고 특히 해양 생물을 전혀 훼손

하지 않는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광양만과 같은 지역 규모에

서 반복적인 모니터링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디지털 에코사운더(DT-X, Biosonics

Inc. USA)는 SAV(submerged aquatic vegetation)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는데 효율적이지만 생물량이 60 g WW m-2 이

하이거나 식물의 크기가 8 cm 이하일 경우에는 정확하게 탐

지되지 않는다(Sabol et al. 2002).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수중

식생 탐지 능력은 이외에도 수심, 바람, 파도, 해류 등 다양

한 환경요인에 향을 받고, 낮은 수심에서는 음향 신호가

노이즈로 나타나기 때문에 식생이 수면에서 최소 0.5 m 이상

의 깊이에 존재해야 그 규모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

(Sabol et al. 2002). 또한 식생이 해류나 파도에 의해 흔들리

면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확한 음향값을 얻을 수 없다

(Mohamed 2007).하지만 북동부 광양만 조사 정점에서 잘피

의 크기는 0.1 m 이상이고 생물량은 153.7 g WW m-2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된 DT-X 검출한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조차가 적고 조금 때 파고가 낮은 시기를 선택

해 현장 조사하 기 때문에 기기의 음향탐지에 있어서 환경

요인의 향을 최소화하 다.

북동부 광양만에서 잘피가 생육하는 면적은 4.05 km2이고

총 생물량은 건조량으로 4.1톤이었다. 조사정점 간의 잘피

피도 및 크기 분포을 비교해 보면,가장 큰 규모의 잘피 군락

이 형성되어 있는 정점 1에서 생물량 역시 가장 많았다.정점

2에서 잘피 군락은 60% 이상의 피도 계급이 대부분 차지하

고 있어 높은 도로 생육하고 있었고.가장 작은 규모의 잘

피 군락을 보인 정점 3은 작은 규모의 여러 펫치로 구성되었

다. 대체로 낮은 도와 생물량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팻치

로 구성된 북동부 광양만의 잘피 식생은 9년 전 Kim and

Choi(2004)에 의해 같은 지점의 봄철 잘피 식생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지난 9년 사이에 그 동

안 잘피 식생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 등(2004)에 의해 정점 1과 3

인근 잘피밭에서 단각류의 계절변동과 식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때 잘피의 생물량은 103–176.4 g DW m-2이었

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생물량에 비해 약 2배에 달한

다. 또한 정점 1 인근에서 이들이 보여준 잘피 생물량은 연

중 60.0–838.5 g DW m-2 범위로 식생의 단절이 없이 지속해

서 왕성한 식생이 유지되는데 반해 본 조사 이후 실시된 8월

의 식생 분석 결과 정점 1 인근에서 잘피가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북동부 광양만에서 잘피 식생은 계절 및

연간 상당한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9년 전의

잘피 식생이 이번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은 우연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 조사 정점 간에 식생의 정량적 차이는 퇴적물 입도 조

성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퇴적물 입도 조성은 시

간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 규모의 대체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2000년도 인근 해역의 환

경 향평가 보고서(부경대학교 2000) 자료를 참고하 다.정

점 1에서는 sand 1.4%, silt 34.4% 그리고 clay 64.2%로 니질

의 함량이 현저히 높았다. 정점 2에서는 sand 2.4%, silt

84.3% 그리고 clay 13.3%로 역시 니질의 함량이 역시 높았

다. 하지만 정점 3에서는 sand 7.7%, silt 42.4% 그리고 clay

49.9%로 다른 정점보다 사질의 함량이 약 3배 정도 높은 비

율을 보 다. Kim and Choi (2004)에 따르면 광양만 잘피는

니질의 퇴적물 환경에 잘 적응되어 있어 여기서 생물량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 다. 본 연구 결과 역시 니질의 함량이

높은 정점에서 잘피 식생이 넓게 분포하 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잘피는 이와 같은 저질보다 사질의 함량이 높은 퇴적물

에서 선호한다(Lee et al. 2005; Short et al. 2007).따라서 광양

만의 퇴적물은 잘피 생육에 최적의 환경 여건이 아닐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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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rea and biomass of eelgrass beds in each cover class in three sites of Kwangyang Bay derived from EcoSAV

Cover (%) class

Site 1 Site 2 Site 3

Area Biomass Area Biomass Area Biomass
(m2) (DW kg) (m2) (DW kg) (m2) (DW kg)

0 - 20 15840.0 683.1 920.8 39.7 206.8 8.9
20 - 40 19988.6 1064.8 1227.7 65.4 542.8 28.9
40 - 60 12068.6 765.3 3990.0 253.0 310.2 19.7
60 - 80 3394.3 249.7 4296.9 316.1 387.7 28.5
80 - 100 1508.6 126.3 5524.6 462.4 232.6 19.5

Sum of biomass (DW ton) 2.9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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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할 수 있다.잘피 생육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퇴

적물 외에도 광량,수온,해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

문에(Kaldy and Lee 2007) 퇴적물 조성만으로 분포 양상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니질 퇴적물 환경은 사질 퇴적

물 환경에 비해 빛 조건에서 불리할 수 있으나 빛이 제한되

지 않는다면 유속이나 양염 등의 다른 여건에서 유리한 환

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광양만 잘피 식생은 정점 1과 2에서 2.5 m 근처의 수심에

서 분포 중심이 있는 반면 정정3에서는 3.2 m 수심에서 식생

의 분포 중심이었다. 이는 유속과 퇴적물 특성뿐 아니라 저

질의 굴곡과 지형이 잘피의 팻치 모습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

인다.다른 정점에 비해 낮은 피도와 생물량을 나타낸 정점 3

에서 팻치가 여러 개의 크기로 단절되어 나타나는 것은 상대

적으로 수심의 굴곡이 심하고 지형적인 향으로 유속과 파

도가 다른 정점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일본 산리쿠(Sanriku) 해역에서

115 m×156 m 면적의 잘피 군락을 소형 보트로 40분만에 조

사하 고(Komatsu et al. 2003), 수중 식생의 피도와 비디오

촬 을 통한 피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 바 있

다(Winfield et al. 2007). 이와 같이 음향측심기를 이용해서

잘피 식생을 조사할 경우, 선박을 통해 생육 면적의 대부분

을 항적하기(tracking) 때문에 직접 채집 방법으로는 불가능

한 규모의 생물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잘피의 선형꽃차례

(rhipidia)는 100 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군락 형성이 가능하

게 한다(Källström et al. 2008). 이와 같은 규모의 연구는 음

향측심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을 것이고,정점 3과 같이 다

양한 크기의 팻치로 쪼개져 있는 군락의 경우, 직접 채집에

비해 생물자료의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음향측심

자료를 생물량으로 환산할 경우, 피도계급을 세분하여 자료

의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생물량 추정 방법은 빠르고 정확하

게 광역범위를 조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

중 음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수중에서 음향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류나 플랑크톤 같은 수중생물은 물

론 부유물질,기포,수온,염분 등이 있다(라 등 2005).따라서

송, 수신 되는 음향(threshold level) 설정이 중요한데, 본 연

구에서는 -130 dB로 설정하여 수중 식생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 다. 하지만 음향 자료를 얻는 동안 조사선의 속도를 낮

게 유지하지 않으면 음향 자료로부터 식생의 종류를 구별하

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Sabol et al. 2002). 그러나 주어진 조

사선의 속도로 계획한 현장의 모든 정점을 3시간 내외에 조

사가 가능했고,조사 해역은 잘피 단일종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의 향을 받지 않았

다. 또한 식생의 도가 클수록 음향측심 측정값의 오차가

커지며 식물의 종류,크기, 도에 의해 실제 바닥의 깊이가

과소평가 될 수 있다(Sabol et al. 2002).

연안의 수중식생 분석을 위한 음향측심기 이용은 이와 같

은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이빙에 의한 직접 조사 방

법보다 노동과 비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항

공 또는 인공위성 사진을 판독하여 식생을 분석하는 방법 역

시 광역 조사가 가능하지만 지역 수준에서 보면 해수의 상태

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수중 식생의 표면 정보만 제한

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음향측심기는 상당히 깊은

수심에 존재하는 수중 식생도 지역 규모에서 양질의 생태자

료를 얻을 수 있다. 잘피 군락이 건강하지 못하고 규모도 점

점 감소하고 있는 우리 나라 연안에서 연안 생물의 파괴적인

표본 추출로 인한 생태계 손상과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

되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은 비파괴적 생태 조사방법이 권장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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