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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태계에서 식물플랑크톤은 일차생산자로서 생물 생

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물리,화학 및 생

물학적 환경요인들의 변화와 해역의 해양학적 특성에 따라

시·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군집구조를 나타낸다.

광합성 색소를 가진 식물플랑크톤은 빛이 존재하는 조건하

에서 무기물로부터 높은 에너지의 유기화합물을 합성한다.

이렇게 합성된 일차생산물은 해양 및 담수계의 에너지 흐름

의 근간을 이루고, 광합성에 의해 생성된 산소는 수중 생물

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의 대부분을 공급한다.해양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생물군들은 서로 복잡한 먹이사슬을 형성

하고, 이러한 생물군사의의 상호관계와 에너지 전달체계를

통해 생태계의 동적 순환 및 기능을 유지한다. 온대 연안해

역은 매우 다양한 식물플랑크톤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역과

계절에 따라 그 출현양상 또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

식물플랑크톤을 구성하는 종(species)은 생물군을 구성하

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모양,크기,분포 그리고 생리적

인 특성은 지리적 조건 및 주위 환경요인에 따라 매우 다르

게 타난다(Raymont 1980). 따라서 종의 구성이 바뀐다는 것

은 이들 구성에 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요인들이 변화하

음을 의미하기도 한다.현존량 분포는 빛의 세기,수온 및 염

분, 수괴의 안정성, 와류 및 용승현상 등의 물리적 요인

(Margalef 1978; Estrada 1984; Abboud-Abi Saab 1992), 질

소화합물, 인산염, 규산염 및 미량원소 등의 화학적 요인

(Kokkinakis and Wheeler 1987; Thompson et al. 1989;

Cullen et al. 1990; Sommer 1994) 및 식물플랑크톤 종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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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characteristics of phytoplankton communities around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by selecting 16
stations from July 2006 to June 2007 and understands the influences on standing crops and chlorophyll a of phytoplankton
by passing through the cooling water system. The total species number is 283, among which diatoms is 208 occupying
73.5% of total taxa. The mean of total standing crops is 469,380-3,704,114 cells L-1.  It is the highest in April 2007 because
blooming of Chaetoceros socialis occurs during this period.  The mean standing crops of microplankton and nanoplankton
are average 129,666-3,392,640 cells L-1 and 240,943-650,505 cells L-1 respectively, which occupy 54.01% and 46.54% of total
standing crops. The mean concentrations of total chlorophyll a is 0.64-5.39 µg L-1.  The mean concentrations of chlorophyll
a of microplankton, nanoplankton and picoplankton are 1.33 µg L-1, 0.21 µg L-1 and 0.49 µg L-1 respectively.  Dominant
species around Wolseong neclear power plant during this study are Chaetoceros debilis, Chaetoceros socialis, Leptocylindrus
danicus, Pseudo-nitzschia fraudulenta, P. subfraudulenta and Thalassiosira decipiens. Fluctuation rates of standing crops and
chlorophyll a concentrations of phytoplankton passing through the cooling water system are 22.80% and 50.48%
respectively. Decrease of standing crops and chlorophyll a concentrations of phytoplankton means that community
structure of phytoplnakton may change at the discharg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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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생리적 특성, 공생 그리고 포식압력(Frost 1991) 등의

생물학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복합적인 향을

받는다.이러한 요인들은 해역 및 계절에 따라 그 과정과 정

도의 크기가 식물플랑크톤 분포에 다양하게 향을 주어 해

역별로 복잡한 군집구조를 가져오게 한다(Marrase et al.

1989). 우점종으로 출현하는 식물플랑크톤은 세포수와 생산

력에 있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그들의 분포는 동물

플랑크톤과 원생동물과 같은 포식자들의 군집에도 향을

주며, 또한 해역 전체의 먹이사슬 구조에도 향을 미친다

(Frost 1991).

동해에서 식물플랑크톤에 관한 연구는 193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다.일본인 학자 Nishida(1930)가 대한해협에서 두만

강에 이르는 동해 연안의 염분,수온관측과 함께 플랑크톤을

채집하여 동해의 식물플랑크톤의 출현상태를 처음으로 보고

한 이후, Aikawa(1934, 1936)와 Yamada(1938) 등도 식물플랑

크톤의 분포에 대해 보고하 다. 1970년대에는 동해에서 식

물플랑크톤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80년대 이

후에는 동해남부해역을 중심으로 Shim and Lee(1983, 1987),

Shim and Bae(1985), Lee(1985), Shim and Park(1986), Lee and

Na(1985), Shim et al.(1985), Shim et al.(1989)등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동해에서 엽록소 a 분포는 조(1985), 정

등(1989),강과 최(2002),Choi et al.(2004a, b),강 등(2005)에 의

해 연안해역에서 크기별로 연구되었다.동해에서 식물플랑크

톤의 일차생산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1970

년대 초에 Koblentz-Mishke et al.(1970)에 의해 동해 일차생산

력 규모가 전반적으로 보고 된 바 있으나,해역별로 자세히

연구된 것은 Shim and Park(1984), 정 등(1989) 그리고 박

(1996)에 의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발전소 주변해역의 식물플랑크톤 연구는 고리원자력발전

소 주변해역에서 Choe(1972), 유와 이(1982)의 연구를 시작

으로 조(1988), 심 등(1991), 여와 심(1992, 1993), 여 등(1996)

에 의해 이루어졌으며,최근에 강과 최(2001, 2002) 그리고 강

등(2003)이 발전소 주변 연안해역의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장

기적인 자료를 분석하 다. 이상과 같이 동해에서의 식물플

랑크톤 연구는 서해와 남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특히 발전소 주변해역의 식물플랑크톤 분포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외국에서는 발전소 냉각계통을

통과에 따른 식물플랑크톤의 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Hamilton et al. 1970; Hirayama and Hirano

1970; Brook and Baker 1972; Carpenter et al. 1972; Fox and

Moyer 1973, 1975; Briand 1975; Flemer and Sherk Jr. 1977;

Goldman and Quinby 1979; Gentile et al. 1976).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발전소 주변해역의 식물플랑크

톤의 군집 특성을 이해하고,또한 발전소 냉각계통을 통과에

따른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 및 엽록소 a 농도의 변동 특성

을 파악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조사지역

월성원자력발전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북위

35°41′17″–35°45′53″, 동경 129°29′23″–129°31′47″)에 위치

하고 있다. 1975년 6월에 착공한 1호기가 1983년 4월에 준공

된 이래 1999년 10월에 4호기가 준공되어 현재 상업 운전 중

에 있으며, 총 발전설비용량은 2,870 MW이다. 발전소 냉각

방식은 관류형 냉각방식(once-through cooling system)을 채

택하고 있으며, 1호기와 2호기는 표층 그리고 3호기와 4호기

는 표층 바로아래 수중으로 냉각수를 방류하고 있다. 또한

현재 월성원자력발전소 바로 인접지역에 신월성원자력발전

소 1호기와 2호기가 건설 중에 있다. 조사기간 동안 월성원

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전현황은 Table 1과 같다.

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는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하여 연평

균 기온은 대체로 12.0-14.0°C이고, 1월의 평균기온이 -2.0-

1.0°C로서 온화한 편이며,강수량은 1,000–1,500 mm 정도이

고,겨울철에 강설량이 비교적 적은 기후 특성을 보인다.월

성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주요 하천으로는 대종천과 나아천이

있는데,이 중 대종천은 유역면적 118.4 km2, 유로연장 20.9

km에 이르며, 나아천은 유역면적 13.3 km2, 유로연장 7.1

km에 이른다. 이 외에도 하서천이 남동방향으로 동해에 유

입되나 세 하천의 유량이 적어 인근해역의 물리·화학적 특

성 변화에 큰 향을 주지는 않는다(한국전력공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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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operational conditions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Units # 1

Amount of cooling
∆T(°C)** Cl2(ppm)***Time water(ton/sec)

2006.07 40.5 10.6 0.27
2006.08 42.8 7.7 0.26
2006.09 42.8 9.6 0.26
2006.10 40.5 8.3 0.41

*2006.11 18.0 4.7 0.20
2006.12 35.9 11.6 0.21
2007.01 40.5 11.0 0.26
2007.03 40.5 12.0 0.34
2007.04 40.5 12.0 0.35
2007.05 40.5 11.6 0.33
2007.06 40.5 8.8 0.32

* 계획예방정지 기간(period of overhaul)
** ∆T(°C) : 복수기(condensor) 전·후단에서의 온도차
*** Cl2(ppm) : 취수구 입구에서의염소 주입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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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발전소 가동이 주변해역에서 출현하는 식물플랑크톤 군집

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해

역을 대상으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15개 정점

을 선정하여 식물플랑크톤의 종 조성,현존량 및 엽록소 a 농

도를 매월 조사하 다(Fig. 1). 한편 발전소 냉각계통 연행에

따른 식물플랑크톤의 변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발전소 취

수구(intake)와 배수구 출구(F·discharge)에서 식물플랑크

톤의 현존량과 엽록소 a 농도를 크기별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배수구 출구는 발전소 냉각계통을 통과한 냉각수와 자연

해수가 전혀 혼합되지 않는 정점을 의미하며,냉각수와 자연

해수와 혼합되는 배수구(discharge)와 구별된다.

수온,염분 및 용존산소는 CTD meter(SBE 19 plus)를 이용

하여 현장에서 표층 아래 1 m 수심에서 측정하 고, 투명도

(transparency)는 Secchi disc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해수의 양염 분석을 위한 시료는 채수기(van-Don water

sampler)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수한 후 일정량을

WhatmanR 47 mm GF/C filter를 통과시켜 여과해수를 dry

ice에 넣어 냉동보관한 후 실험실에서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해양수산부 1998) 및 Grasshoff et al.(1999)에 준하여 분석하

다. 부유물질은 현장에서 일정량의 해수를 WhatmanR 47

mm GF/C filter를 통과시켜 실험실로 운반한 후 해양환경

공정시험방법(해양수산부 1998)에 준하여 분석하 다.

식물플랑크톤의 정성분석을 위한 시료는 키타하라형

(Kitahara type, mesh size 40 µm) 네트로 수직 예인하여 채

집하여 250 mL 폴리에틸렌 병에 넣은 다음 Lugol’s

solution(Sournia 1978)으로 고정한 후 광학현미경하에서 종

을 동정하 다. 종의 동정은 정 (1993), 심 (1994),

Yamaji(1991)등을 참고하 으며,이명(synonym) 정리는 Lee

et al.(1995)과 Tomas(1996)에 따랐다.정량분석을 위한 시료

는 채수기(van-Don water sampler)로 해수 1 L를 채수하여

Lugol’s solution 5 mL를 첨가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 다.운

반된 시료는 2-3일 정도 자연 침전시킨 후 상등액을 제거하

으며, 농축된 시료를 균일하게 섞은 다음 Sedgewick-

Rafter counting chamber를 이용하여 계수하 다. 우점종은

소형플랑크톤(microplankton, > 20 µm) 현존량의 5% 이상을

점유하는 종으로 정의하 다(Pratt 1960).

식물플랑크톤의 총 엽록소 a 농도 측정을 위하여 현장에서

해수시료 300 mL를 여과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 다. 또한

크기별 엽록소 a 농도 측정을 위해 미소플랑크톤

(nanoplankton, <20 µm)과 초미소형플랑크톤(picoplankton,

< 5 µm)을 각각 20 µm와 5 µm NytexR mesh를 이용하여 구

분한 후 WhatmanR GF/F(mesh size 0.8 µm)로 여과하 다.

여과된 시료는 실험실로 운반한 후 엽록소 추출용액인 90%

아세톤 8 mL가 담긴 차광 시험관에 넣고 12시간 지난 후

Turner DesignR 10-Au fluorometer를 사용하여 엽록소 a 농

도를 측정하 다.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안정성을 지시해 주는 종 다양성지

수(H’)는 소형플랑크톤의 종별 개체 수를 이용하여 아래 식

에 의해 산출하 다(Ludwig and Reynolds 1988).

Shannon–Wiener index : H’ = Pi * ln(Pi)  

Pi : ni/N, s=종수, N: 총 개체수, ni : i번째 종의 개체수

한편 발전소 냉각계통(cooling-water system) 통과에 따른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 및 엽록소 a 농도의 변동 율은 아래

식에 의해 산출하 으며,크기에 따른 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크기별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FR(%) = ×100

FR : 변동율(Fluctuation Rate)

INTsc(or INTc) : 취수구의 현존량(또는 엽록소 a 농도)

F·DISsc(or F·DISc) : 배수구 출구의 현존량(또는 엽록소 a 농도)

(INTsc(or INTc) – F·DISsc(or F·DISc)
INTsc(or INTc)

s

∑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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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s in the coastal waters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including station F·
discharge). All samples were taken at th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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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환경요인들

조사기간 동안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해역에서의 표층 수

온은 12.7-25.6°C로 2007년 3월에 가장 낮았으며, 2006년 8

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2). 2007년 1월과 4월에도 각

각 평균 13.9°C와 13.6°C의 낮은 수온을 기록하 고 2006년

7월에는 저층의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용승하여 평균

19.42°C의 낮은 수온을 기록하 다.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조사해역의 공간적인 수온 변동 폭은 3.5-7.7°C로 2006년 9

월에 가장 컸고, 2007년 3월에 가장 적었다(Fig. 2).

표층해수의 염분은 30.6-34.8 psu로 2006년 7월에 가장 낮

았고, 2007년 4월에 가장 높았다(Fig. 2). 본 조사해역에서 여

름철의 염분은 강우와 인근 하천의 담수 유입으로 인해 다른

계절보다 다소 낮은 염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조사 시기에

따른 염분 변화는 관찰되었지만, 동일 조사시기의 공간적인

염분 변화는 거의 없었다.

투명도는 3.7-8.6 m로 2006년 12월에 가장 낮았고, 2006년

9월에 가장 높았다. 2006년 12월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봄

과 여름철보다는 가을과 겨울철에 높은 투명도를 나타내었

다.발전소 인근해역에 위치한 정점보다는 외해 쪽에 위치한

정점에서 높은 투명도를 나타내고 있었다(Fig. 2). 용존산소

농도의 월 평균 농도는 6.08-8.95 mg L-1로 표층해수의 수온

이 가장 낮았던 2007년 3월에 가장 높았고 2006년 9월에 가

장 낮아 조사 시기에 따른 농도 변동은 다소 있었으나 공간

적인 변동은 거의 없었다(Fig. 2). 부유물질농도는 평균 5.9-

28.8 mg L-1로 2006년 10월에 가장 낮았고 2006년 9월에 가

장 높았다. 2006년 7월 그리고 2007년 3월과 4월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조사해역 인근

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저층의

퇴적물이 재 부유하 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 9월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배수구와 정점 1과 7에서 매우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Fig. 2).

해수 중 존재하는 질소의 형태는 질산-질소 (nitrate, NO3
--

N), 아질산 -질소 (nitrite (NO2
--N), 암모니아 -질소

(ammonia, NH3+NH4
+) 등이 주를 이루며 소량의 nitrous

oxide, hydroxyl-amine, hyponitrite ion 등이 존재한다

(Millero and Sohn 1992). 질소화합물 중 질산염-질소는 질소

계 화합물 중 열역학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

수 중에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본 조사해역에서 월별

질산-질소의 농도는 0.019-0.151(평균 0.043) mg L-1로 2006

년 7월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이후부터 점차 낮아져 2006년

9월에는 전 조사해역이 0.014 mg L-1 이하의 농도분포를 보

다(Fig. 3). 질산-질소는 총 질소의 평균 55.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2006년 7월의 경우 평균 81.3%를 차지하고

있었다. 질산-질소와는 달리 아질산-질소는 미생물에 의한

34 Algae Vol. 23(1), 2008

Fig. 2. Temporal variations of temperature (°C), salinity (psu), dissolved oxygen (DO), suspended solids (SS) concentrations and secchi
depths in the coastal waters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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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의 동화(nitrification)와 이화(denitrification) 작용의 중

간과정에 배출되는 물질로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pencer 1975). 따라서 아질산-질소는 대부분의

해양환경에서 질산-질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로 분포

하는데, 본 조사해역에서 아질산-질소의 농도는 0.008-

0.045(평균 0.014) mg L-1로 2006년 12월에 가장 높았다(Fig.

3). 아질산-질소는 질산-질소와는 계절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총 질소의 평균 25.2%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해수 중의 암모니아-질소는 NH4
+와 NH3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선택적 이용도가 질

산염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광층에서 낮

은 농도로 분포한다(Spencer 1975). 본 조사해역에서 암모니

아-질소의 농도는 0.002-0.026(평균 0.012) mg L-1로 대부분

0.014 mg L-1 이하의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Fig. 3). 조

사 시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소 높은 농도를 보이는 정점들

이 있었으며,총 질소에 대한 암모니아-질소의 비율은 18.9%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사 해역의 총 무기질소의 농도는

0.031-0.185(평균 0.068) mg L-1이었으며, 본 조사해역이 다

른 계절보다 겨울철(1월과 3월)에 표층의 환경이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었다. 해양환경에서 인(phosphorus)

은 질소와 함께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제한 성분으로서 풍화

하는 동안 광물로부터 유출된다.무기 인은 해수에서 ortho-

phosphoric acid의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본 조사해역에서

인산-인의 농도는 0.007-0.026(평균 0.017) mg L-1로 조사정

점간의 농도 변화는 2007년 1월과 3월을 제외하면 거의 보이

지 않았다(Fig. 3).규산-규소는 식물플랑크톤의 성장 및 분포

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는 성분으로 질소 및 인과 함께 중

요한 무기 양염류 중 하나로 인식 된다(Spencer 1975). 본

조사해역에서 규산-규소의 농도는 0.079-0.434(평균 0.208)

mg L-1로 2006년 7월에 가장 높았고, 2007년 5월에 가장 낮

았다(Fig. 3).

해수 중의 양염류들은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동화되어

이용되고 다시 배출되어 해수에 용해되며 박테리아에 의해

재생산되는 순환 과정을 갖는다(Spencer 1975). 외부의 인위

적 환경변화가 없는 경우 해수 내의 여러 화학성분의 조성비

는 소비와 생산의 순환과정에 따라 일정한 농도비를 유지하

게 된다(Millero and Sohn 1992).해수 중의 각 성분(C, N, P,

O) 비는 해양환경을 이해하는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Redfield et al. 1963). 본 조사해역에서 질소와 인의 농도 비

(N/P molar ratio)는 1.4-17.5(평균 4.3)이었으며, 2006년 7월

과 8월의 일부 정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5이하의 값으로 질소

가 본 조사해역에서 식물플랑크톤 성장의 제한인자로 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ppley et al.(1969)은 대기로

부터 해수 중에 유입된 질소가 생물학적으로 고정되어 질산

Kang: Phytoplankton Communities in the Coastal Waters    35

Fig. 3. The concentrations of ammonia, nitrite, nitrate, total nitrogen, phosphates and silicates in the coastal waters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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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이 충분히 공급될 때,인산염이 제한인자로 작용한다고 하

다. Smith(1984)는 양염이 충분히 공급되는 해역에서는

질산염과 인산염 모두 제한인자로 작용할 수 없다고 하 으

며,특히 연안해역과 같은 양염이 풍부한 곳에서 식물플랑

크톤 성장의 제한인자에 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하다

(Meybeck 1982). 동해에서 정 등(1989)과 Park et al.(1991)는

각각 13.4와 6.1의 N:P 비를 보고하 고, 문 등(1996)과 양

등(1997)은 울릉도 부근해역에서 각각 18.6과 8.7-10.1의

N:P 비를 보고하 다.

한편 발전소 냉각계통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의 양염

의 농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취수구(intake)와 배수구 출구

(F·discharge)에서의 총 질소,인산염 그리고 규산염의 농도

를 비교하 다. 총 질소는 취수구와 배수구 출구에서 각각

0.025-0.165 mg L-1과 0.019-0.247 mg L-1로 두 정점간의 농

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인산-인의 농도는 취수구와 배수구

출구에서 각각 0.006-0.041 mg L-1과 0.004-0.030 mg L-1이었

고, 규산-규소의 농도는 취수구와 배수구 출구에서 각각

0.055-0.308 mg L-1과 0.078-0.738 mg L-1로 일부 조사시기를

제외하면 두 정점간의 농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발

전소 냉각계통 통과에 따른 양염의 농도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출현종수

본 조사해역에서 출현한 식물플랑크톤의 총 종수는 283종

이었으며. 이 중 규조류는 총 208종으로 총 출현종수의 약

73.5%를 점유하고 있었다.와편모조류는 총 66종으로 총 출

현종 수의 23.3%를 점유하 고,이 외에 규질편모조류,남조

류, 녹조류 그리고 유 레나류 등이 9종 출현하고 있었다

(Fig. 4).이는 동일해역에서 강과 최(2001)의 357종보다는 적

었지만, 조(1988)의 222종 그리고 인근해역인 동해남부해역

의 185종(Shim and Lee 1983)과 235종(Lee and Shim 1990)보

다는 많았다(Table 2). 한국전력공사(2007)는 본 조사해역에

서 1986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로 189종-267종의 출현종

수를 보고하 다. 한편 출현 분류군중 Chaetoceros 속(屬)은

총 48종이 출현하여 가장 다양한 출현종수를 나타내었으며,

이외에 Ceratium 속(16종), Coscinodiscus 속(15종),

Rhizosolenia 속(12종) 그리고 Protoperidinium 속(11종)의 종들

이 많이 출현하 다.

36 Algae Vol. 23(1), 2008

Fig. 4. Species numbers (above) and percentage contributions (%) (below) of each group of phytoplankton in the coastal waters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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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동안 계속해서 출현한 종수는 72종으로 전체 출

현종수의 약 25.4%를 차지하 으며, 이중 규조류가 51종으

로 가장 많았고, 와편모조류 10종 그리고 규질편모류 3종이

출현하 다. 전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종은 규조류

Actinoptychus senarius, Asterionellopsis glacialis, Bacteristrum

varians, Chaetoceros affine, C. boreale, C. debilis, C. curvisetus,

C. danicus, C. debilis, C. decipiens, C. didymus, C. didymus

var. protuberns, C. holsaticus, C. laciniosus, C. lorenzianus, C.

siamense, Coscinodiscus asteromphalus, C. oculus-iridis,

Cylindrotheca closterium, Cymbella affinis, Detonula pumila,

Ditylum brightwellii, Eucampia zodiacus, Guinardia flaccida, G.

striata, Lauderia borealis, Leptocylindrus danicus, Licmorphora

abbreviata, Meuniera membranacea, Navicula radiosa, Nitzschia

commutata, N. longissima, Odontella aurita, O. sinensis,

Paralia sulcata, Plagiotriopis lepidoptera, Pleurosigma affine, P.

angulatum, Pseudo-nitzschia delicatissima, P-nitzschia

fraudulenta, P. subfraudulenta, Rhizosolenia hebetata, R.

hebetata f. semispina, R. imbricata, Skeletonema costatum,

Stephanopyxis palmeriana, Synedra ulna, Thalassionema

frauenfeldii, T. nitzschioides, Thalassiosira decipiens, T.

eccentrica, 와편모조류 Ceratium fusus, Ceratium tripos,

Gymnodinium lohmanii, G. splendens, G. vestifici, G.

viridescens, Prorocentrum minimum, P. triestinum,

Protoperidinium oblongum, Scrippsiella trochoidea, 규질편모조

류 Dictyocha fibula, D. speculum, D. speculum var. octonarius

등이었다.

분류군별 출현종수를 살펴보면(Fig. 4), 규조류는 총 208종

이 출현하 는데 2006년 7월에 103종으로 가장 적었고, 2006

년 11월에 127종으로 가장 많았다. 2006년 10월, 2006년 12

월 그리고 2007년 6월에는 110종이하의 출현종수를 나타낸

반면에, 2006년 11월과 2007년 5월에는 120종이 넘는 출현종

수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조시시기에 따른 출현종수의 변동

은 매우 적었다.우리나라 동해 연안해역에서 보고된 규조류

의 출현종수와 비교해 보면(Table 3), 동일해역에서 강과 최

Kang: Phytoplankton Communities in the Coastal Waters    37

Table 2. Records of total species numbers of phytoplankton in East Sea of Korea

Areas Periods Numbers Authors

Southeastern sea of Korea 1981. 9 185 Shim and Lee (1983)
Gori coastal area 1986–1987 230 Cho(1988) (in Korean) 
Wolseong coastal area 1986–1987 222 Cho(1988) (in Korean) 
Southwestern waters of East Sea 1981–1984 235 Lee and Shim (1990)
Gori coastal area 1987–1989 160 Yeo and Shim (1992)
Gori coastal area 1996 162 Yeo and Shim (1999) (in Korean)
Gori coastal area 1992–1996 328 Kang and Choi (2001) (in Korean)
Wolseong coastal area 1992–1996 357 Kang and Choi (2001) (in Korean)
Uljin coastal area 1992–1996 354 Kang and Choi (2001) (in Korean)
Wolseong coastal area 2006–2007 283 Author

Table 3. Records of species numbers of diatoms (Dia.) and dinoflagellates (Dino.) in East Sea of Korea

Areas Periods
Numbers

Authors
Dia. Dino.

Korea Strait 1964 48 - Uhm and Yoo (1966)
Coastal area of East sea 1965–1966 123 18 Choi (1969) (in Korean)
Korea Strait 1965–1966 133 11 Choi (1969) (in Korean)
Gori coastal area 1977–1978 110 - Yoo and Lee (1982) (in Korean)
Southeastern sea of Korea 1981. 9 124 56 Shim and Lee (1983)
Gori coastal area 1986–1987 185 41 Cho (1988) (in Korean)
Wolseong coastal area 1986–1987 176 45 Cho (1988) (in Korean)
Southwestern waters of East Sea 1981–1984 155 72 Lee and Shim (1990)
Polar Front Region of East Sea 1990 60 33 Park et al. (1991)
Gori coastal area 1987–1989 120 35 Yeo and Shim (1992) (in Korean)
Gori coastal area 1992–1996 253 68 Kang and Choi (2001) (in Korean)
Wolseong coastal area 1992–1996 272 78 Kang and Choi (2001) (in Korean)
Uljin coastal area 1992–1996 272 75 Kang and Choi (2001) (in Korean)
Gori coastal area 1996 120 34 Yeo and Huh (1999) (in Korean)
Wolseong coastal area 2007 208 66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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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의 272종보다는 적었고 조(1988)의 176종보다는 많았

으며, 이 외에 동해 남서부해역에서 Shim and Lee(1983) 그

리고 Lee and Shim(1990)은 각각 185종과 235종을 보고하

다.한국전력공사(2007)는 본 조사해역에서 1986년부터 2006

년까지 연도별로 139-204종의 규조류 출현종수를 보고하

다.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규조류의 출현

종수는 약 540여 종에 이른다(Lee and Cho 1985). 한편 와편

모조류는 총 68종이 출현하 는데, 2007년 1월에 26종으로

가장 적었고 2006년 9월에 42종으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

로 다른 계절에 비해 가을철에 다양한 종이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우리나라 동해 연안해역의 와편모조류의 출현

종수와 비교해 보면(Table 3), 동일해역에서 강과 최(2001)의

78종보다는 적었고 조(1988)의 45종보다는 많았으며, 이 외

에 동해 남서부해역에서 Shim and Lee(1983) 그리고 Lee and

Shim(1990)은 각각 56종과 72종을 보고하 다. 한국전력공

사(2007)는 본 조사해역에서 1986년부터 2006년까지 30종-65

종의 와편모조류 출현종수를 보고하 다. Lee and

Cho(1985)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약 170여 종의 와편모

조류를 보고하 으나, 생태학적 측면에 대한 접근보다는 주

로 적조원인 종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외에 규질편모조류를 포함한 기타 분류군들은 조사 시

기에 상관없이 4-8종으로 매우 적은 출현종수를 나타내었다.

본 조사기간 동안 전체 출현종수에 대한 분류군의 기여율

을 살펴보면,규조류는 69.3-79.1(평균 74.4)%로 2007년 1월

에 가장 높았고, 2007년 6월에 가장 낮았다. 와편모조류는

17.6-26.8(평균 21.6)%로 2007년 6월에 높았고, 2007년 1월

에 가장 낮았다.총 출현종수에 대한 두 분류군의 평균 기여

율은 96.1%로 이 두 분류군에 의해 출현종수 변동이 좌우되

었으며, 규조류는 겨울철 그리고 와편모조류는 가을철에 상

대적으로 높은 기여율을 나타내었다(Fig. 4). 동일해역에서

강과 최(2001)는 총 출현종수에 대해 규조류는 76.4% 그리고

와편모조류는 21.6%의 기여율을 보고하 다.한편 한국전력

공사(2007)은 동일해역에서 1986년부터 2006년까지 약 20여

년에 걸쳐 규조류는 68.4-84.0% 그리고 와편모조류는 13.7-

28.5%의 기여율을 보고하 다.

현존량 분포

해양에 서식하는 식물플랑크톤은 크기에 따라 소형플랑크

톤(microplankton, >20 µm), 미소형플랑크톤(nanoplankton,

2-20 µm) 그리고 초미소형플랑크톤(picoplankton, 0.2-2 µm)

으로 구분될 수 있다(Sieburth et al. 1978). 온대 연안해역에

서는 소형플랑크톤이 전체 현존량에 높은 기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크기가 매우 작은 초미소형플랑크톤의 역

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Fenchel 1988; Geider 1988).

조사해역에서 출현한 식물플랑크톤의 총 현존량은

469,380-3,704,114(평균 1,088,739) cells L-1로 2006년 11월에

가장 낮았고, 2007년 4월에 가장 높았다(Fig. 5). 2007년 5월

에도 2,403,932 cells L-1로 매우 높은 현존량을 기록하 다.

반면에 2006년 10월, 2006년 12월 그리고 2007년 6월에 상대

적으로 낮은 현존량을 기록하 고, 2006년 7월과 2006년 9월

에는 중간정도의 현존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2007년 4월에

매우 높은 현존량을 나타낸 것은 규조류 Chaetoceros socialis

의 대증식이 일어나 평균 2,970,826 cells의 매우 높은 현존량

을 기록하 기 때문이며, 2007년 5월에도 Chaetoceros

vanheurckii와 Leptocylindrus danicus 두 종의 대증식이 일어나

매우 높은 현존량을 기록하 다.

크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소형플랑크톤

(microplankton, >20 µm)의 현존량은 129,666-3,392,640

(평균 741,001) cells L-1로 2006년 11월에 가장 낮았고, 2007

년 4월에 가장 높았다(Fig. 5). 2007년 4월의 현존량이 2006

년 11월의 현존량에 비해 약 26배 정도 높게 나타나 조사기

기에 따라서 일부 우점종의 대증식에 의해 소형플랑크톤의

현존량이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미소형플랑크톤

(nanoplankton, < 20 µm)의 현존량은 240,943-650,505(평균

347,738) cells L-1로 2006년 10월에 가장 낮았고, 2007년 5월

에 가장 높았으나(Fig. 5), 소형플랑크톤에 비하여 조사 시기

에 따른 현존량 변동은 거의 없었다.총 현존량에 대한 소형

플랑크톤의 기여율은 27.72-90.66(평균 54.01)%로 2006년 11

월에 가장 낮았고, Chaetoceros socialis의 대증식이 일어났던

2007년 4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5). 반면에 미소형플

랑크톤의 기여율은 9.34-72.28(평균 46.54)%로 2006년 11월

에 가장 높았고 2007년 4월에 가장 낮았다. 소형플랑크톤의

기여율은 봄과 여름철에 높고, 미소형플랑크톤의 기여율은

겨울철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5). 식물플랑크톤의

크기 분포는 먹이사슬의 동태와 해양생태계의 에너지 전달

효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Margalef 1978;

Marrase et al. 1989; Trembly et al. 1997). 일반적으로 미소형

플랑크톤은 전체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의 80.0-100.0%을 차

지하며, 해역과 계절에 따라 소형플랑크톤보다 현저하게 안

정되어 있다(Takahashi et al. 1982).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

형플랑크톤의 기여율이 미소형플랑크톤의 기여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이는 소형플랑크톤이 본 연구해역의 전체 식물

플랑크톤 군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분류군별 현존량을 살펴보면, 규조류는 평균 21,837-

3,324,141(평균 1,088,739) cells L-1로 2006년 11월가 가장 낮

았고, Chaetoceros socialis의 대증식이 발생한 2007년 4월에 가

장 높게 나타났다(Fig. 6). 2007년 5월의 현존량도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Chaetoceros vanheurckii와 Leptocylind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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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anding crops and percentage contributions (%) of size-fractionated class (micro-, nano- sized) in the coastal waters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Fig. 6. Standing crops and percentage contributions (%) of each group (diatoms, dinoflagellates, others) in the coastal waters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03_강연식_오  2008.3.21 17:55  페이지39   (주)Anyprinting Pmac 



danicus의 대증식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규조류는 조사 시

기에 따라 주요 우점종의 대증식에 의해 약 150배 정도의 현

존량 변동을 나타내고 있었다. 2006년 11월과 12월 그리고

2007년 6월에 100,000 cells L-1 이하의 낮은 현존량을 기록하

고, 2006년 7월, 8월, 9월 그리고 2007년 1월과 2월에는

100,000-500,000 cells L-1 정도의 현존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규조류의 현존량은 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월

등히 높은 현존량을 나타내었다. 한편 와편모조류의 현존량

은 평균 37,762-137,904 cells L-1로 2007년 3월에 가장 적었고

2006년 10월에 가장 높았다(Fig. 6). 2006년 9월과 11월 그리

고 2007년 5월에도 100,000 cells L-1 이상의 현존량을 나타내

었다. 와편모조류은 조사 시기에 따라 약 10배 정도의 현존

량 변동을 보여 주어 상대적으로 규조류의 변동 폭보다 적었

는데,이는 본 조사해역에서 가을철에 높은 현존량을 보이는

Prorocentrum 속의 종들의 출현이 매우 미미하 기 때문이다

(Fig. 6).

우리나라 동해 연안해역에서 보고 된 식물플랑크톤의 현

존량과 비교해 보면(Table 4), 본 조사해역과 동일한 해역에

서 한국원자력기술회사(1980)의 1,000-2,840,076 cells L-1, 한

국전력공사(1990)의 1,401-3,620,000 cells L-1, 여(1992)의

623,000-2,566,000 cells L-1, 강과 최(1992)의 175,973-

2,657,638 cells L-1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외에 동해 남서부해안에서 Shim et al.(1985)의

3,040,000 cells L-1과는 유사하 고, Shim et al.(1992)의

2,174,000-5,512,000 cells L-1보다는 낮은 현존량이었다.

소형플랑크톤의 현존량에 대한 규조류와 와편모조류의 기

여율을 살펴보면(Fig. 6), 규조류는 17.9-97.7(평균 69.4)%로

2006년 11월에 가장 낮았고, 2007년 4월에 가장 높았다. 2006

년 7월과 8월 그리고 2007년 5월에도 90.0% 이상의 기여율

을 보인 반면에, 2006년 10월, 2006년 12월 그리고 2007년 6

월에는 50.0%이하의 기여율을 나타내었다.반면에 와편모조

류는 2.3-79.5(평균 29.8)%로 2007년 4월에 낮았고, 2006년

11월에 가장 높았다.전반적으로 규조류의 기여율이 매우 높

게 나타났으나, 가을철에는 와편모조류의 기여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이는 본 조사해역의 식물플랑크톤의 군집이 가

을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외의 기

타 분류군들은 약 1.0% 내외의 매우 낮은 기여율을 나타내

고 있었다.

우점종 분포

식물플랑크톤은 다양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특히 소

형플랑크톤의 현존량과 생산력의 대부분은 우점종들이 차지

한다. 따라서 이들의 분포 특성에 대한 시·공간적인 동태

파악은 그 해역의 식물플랑크톤 군집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

우 중요하며(Raymont 1980), 또한 우점종으로 출현한 종들

은 동물플랑크톤과 원생동물과 같은 포식자들에게도 큰

향을 주어 그 해역의 전체의 먹이사슬 구조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Wimpenny 1973; Frost 1991).

본 조사해역에서 조사기간 동안 우점종으로 출현한 식물

플랑크톤을 살펴보면(Table 5), 2006년 7월에는 Chaetoceros

debilis가 전 정점에 걸쳐 약 37.4-53.6(평균 45.2)%의 매우 높

은 우점율을 보이며 최우점종으로 출현하고 있었고,이 외에

Chaetoceros curvisetus, Chaetoceros compressus 그리고

Eucampia zodiacus 등이 주요 우점종으로 출현하 다. 2006년

8월에는 Pseudo-nitzschia fraudulenta가 전 정점에 걸쳐 약

31.4-54.3(평균 43.2)%의 매우 높은 우점율을 보이며 최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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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cords of total standing crops of phytoplankton in East Sea of Korea

Areas Periods
Standing crops

Authors(cells L-1)

Gori coastal area 1977–1980 184–524,852 Yoo and Lee (1982) (in Korean)
Wolseong coastal area 1979 1,000–2,840,076 KNES (1980) (in Korean)
Uljin coastal area 1980 18,134–239,827 KEPCO (1980) (in Korean)
Youngil Bay 1983–1984 74,000–1,038,000 Shim and Bae (1985)
Southwestern waters of East Sea 1984 3,040,000 Shim et al. (1985)
Gori coastal area 1987–1989 1,647,000–9,866,000 Yeo (1992) (in Korean)
Wolseong coastal area 1987 623,000–2,566,000 Yeo (1992) (in Korean)
Gori coastal area 1987–1988 62,000–416,000 Cho (1988) (in Korean)
Wolseong coastal area 1987–1988 23,000–356,000 Cho (1988) (in Korean)
Southwestern waters of East Sea 1989 2,174,000–5,512,000 Shim et al. (1992)
Wolseong coastal area 1989–1990 1,401–3,620,000 KEPCO (1990) (in Korean)
ljin coastal area 1990 52,000–2,524,000 KEPCO (1991) (in Korean)
Gori coastal waters 1992–1996 183,907–2,631,922 Kang and Choi (2002) (in Korean)
Wolseong coastal waters 1992–1996 175,973–2,657,638 Kang and Choi (2002) (in Korean)
Uljin coastal waters 1992–1996 139,065–1,659,031 Kang and Choi (2002) (in Korean)
Wolseong coastal waters 2006–2007 469,380–3,704,114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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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으로 출현하 고, 이 외에 Chaetoceros debilis, Pseudo-

nitzschia delicatissima, Pseudo-nitzschia subfraudulenta,

Asterionellopsis glacialis 등이 주요 우점종으로 출현하 다.

2006년 9월에는 Chaetoceros debilis가 전 정점에 걸쳐 17.3-

38.6(평균 27.5)%의 높은 우점율을 보 으며, 이외에

Prorocentrum triestinum, Prorocentrum sp., Chaetoceros

radicans, Gymnodinium sp.등이 주요 우점종으로 출현하

다. 2006년 10월에는 와편모조류인 Prorocentrum sp.가 2.2-

31.2(평균 15.9)%의 우점율을 보이며 최우점종으로 출현하

고, Chaetoceros debilis와 Gymnodinium sp.도 각각 평균

14.4%와 12.2%의 비교적 우점율을 나타내었다. 2006년 11

월에는 Prorocentrum sp.와 Gymnodinium sp.가 각각 평균

27.2%와 22.1%의 우점율을 나타내었고, Prorocentrum

triestinum는 15.2%의 우점율을 나타내었다. 2006년 12월에

는 Prorocentrum sp.가 높은 우점율을 보이며 최우점종으로

출현하 고,이외에 Thalassiosira decipiens, Gymnodinium sp.,

Prorocentrum triestinum, Skeletonema costatum 등이 주요 우점

종으로 출현하 다. 2007년 1월에는 Chaetoceros socialis가 전

정점에 걸쳐 28.1-67.6(평균 43.0)%의 우점율을 보이며 최우

점종으로 출현하 고, Prorocentrum sp.와 Gymnodinium sp.

는 각각 평균 9.0%와 4.4%의 낮은 우점율을 나타내었다.

2007년 3월에는 Chaetoceros socialis와 Thalassiosira decipiens는

각각 평균 32.7%와 21.5%의 매우 높은 우점율을 나타내었

는데, Thalassiosira decipiens는 연안에 위치한 정점(Int, Dis,

St.2, St.10)에서 높은 우점율을 나타내었고 Chaetoceros

socialis는 외해 쪽에 위치한 정점(Ref, St.4, St.6, St.11, St.12,

St.8, St.9)에서 높은 우점율을 나타낸 것이 특이하 다. 2007

년 4월에는 Chaetoceros socialis가 대증식을 일으켜 전 정점에

걸쳐 80.2-91.6(평균 87.3)%의 매우 높은 우점율을 기록하

다. 2007년 5월에는 Leptocylindrus danicus와 Chaetoceros

vanheurckii가 각각 1.1-61.0(평균 28.2)%와 0.6-43.3(평균

24.1)%의 매우 높은 우점율을 나타내었는데, Chaetoceros

vanheurckii는 연안에 위치한 정점(Int, Dis, St.2, St.4, St.7,

St.8)에서 높은 우점율을 나타내었고 Leptocylindrus danicus는

외해 쪽에 위치한 정점(Ref, St.6, St.11, St.12)에서 높은 우점

율을 나타낸 것이 특이하 다. 2007년 6월에는 Thalassiosira

decipiens가 전 정점에 걸쳐 18.6-47.5(평균 31.3)%의 우점율

을 보이며 최우점종으로 출현하 으며, 이 외에 Gymno-

dinium sp와 Prorocentrum sp.등이 주요 종으로 출현하 다.

이를 종합하면 본 조사해역은 Chaetoceros debilis,

Chaetoceros socialis, Leptocylindrus danicus, Pseudo-nitzschia

fraudulenta, Thalassiosira decipiens와 와편모조류에 속하는

Gymnodinium sp.와 Prorocentrum sp. 등이 대표적인 우점종

으로 출현하고 있었으며, 한편 봄철에는 Leptocylindrus

danicus,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Chaetoceros debilis와

Prorocentrum spp. 그리고 겨울철에는 Chaetoceros socialis와

Thalassiosira decipiens가 우점하는 계절적인 분포 특성을 보이

고 있었다. 이는 동일해역에서 강 등(2003)과 한국전력공사

(2007)의 우점종 분포와 비교해 보면,여름철과 가을철의 우

점종의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 겨울철에 우점종으

로 출현하 던 Skeletonema costatum과 Thalassiosira decipiens

의 점유율을 매우 낮고 Chaetoceros socialis의 점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 주목할 만하 다.

엽록소a 농도 분포

본 조사기간 동안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해역에서 식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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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ominant species in the coastal waters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Percentages of standing crops of microplankton in each
month are parenthesis)

Time Dominant species

Jul. 2006 Chaetoceros debilis (45.1), Chaetoceros curvisetus (8.2), Chaetoceros compressus (5.1)
Aug. 2006 Pseudo-nitzschia fraudulenta (43.2), Chaetoceros debilis (9.7),     Pseudo-nitzschia delicatissima (5.7)
Sep. 2006 Chaetoceros debilis (27.5),    Prorocentrum triestinum (8.6), Prorocentrum sp. (7.6)   

Skeletonema costatum (6.3)
Oct. 2006 Prorocentrum sp. (15.9),    Chaetoceros debilis (14.2), Gymnodinium sp. (12.2)     

Prorocentrum triestinum (8.2) Pseudo-nitzschia subfraudulenta (7.9),
Nov. 2006 Prorocentrum sp. (27.2),     Gymnodinium sp. (22.1), Prorocentrum triestinum (15.2)
Dec. 2006 Prorocentrum sp. (25.4),    Thalassiosira decipiens (18.2), Gymnodinium sp. (16.7)     

Prorocentrum triestinum (5.5)
Jan. 2007 Chaetoceros socialis (40.0),    Thalassiosira decipiens (9.0), Leptocylindrus danicus (8.2)  

Prorocentrum sp. (6.6)
Mar. 2007 Chaetoceros socialis (32.7),   Thalassisira decipiens (21.5), Prorocentrum sp. (6.1)    

Chaetoceros debilis (6.0)
Apr. 2007 Chaetoceros socialis (87.3)
May 2007 Leptocylindrus danicus (28.2),   Chaetoceros vanheurckii (24.1), Chaetoceros debilis (16.9)
Jun. 2007 Thalassiosira decipiens (31.3),  Gymnodinium sp. (22.1), Prorocentrum triestinum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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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6).

2006년 7월의 총 엽록소 a 농도는 1.80-9.57(평균 5.40) µg

L-1로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발전소

배수구 주변의 엽록소 a 농도가 외해 쪽의 엽록소 a 농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중 소형플랑크톤(microplankton, >20 µm)

의 엽록소 a 농도는 0.83-8.24(평균 4.41)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77.92%를 차지하 고, 미소형플랑크톤

(nanoplankton, 5-20 µm)의 엽록소 a 농도는 0.01-0.71(평균

0.13) µg L-1로 총 엽록소 a의 3.06%를 차지하 다.한편 초

미소형플랑크톤(picoplankton, < 5 µm)의 엽록소 a 농도는

0.23-1.18(평균 0.85) µg L-1이었으며, 총 엽록소 a 농도의

19.02%를 차지하 다. 2006년 8월의 엽록소 a 농도는 1.59-

6.75(평균 3.97) µg L-1로 7월의 엽록소 a 농도 보다 다소 낮

았으며, 공간적으로는 발전소 배수구 주변해역에서 높은 값

을 나타내었다. 이중 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a 농도는 1.06-

4.85(평균 2.68)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68.33%를 차지

하 고, 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01-0.34(평균

0.14) µg L-1로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전체 엽록소

a 농도의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초미소형플

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39-2.13(평균 1.15)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28.05%를 차지하 다. 2006년 9월의 총 엽

록소 a 농도는 0.71-2.97(평균 1.83) µg L-1이었으며, 발전소

인근해역보다는 다소 외해 쪽에 위치한 정점에서 높은 농도

를 나타내었다. 이중 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18-

1.65(평균 0.90)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47.59%를 차지

하 고, 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01-0.38(평균

0.20)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11.98%를 차지하 다.초

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25-1.32(평균 0.73) µg

L-1이었으며, 전체 엽록소 a 농도의 40.43%를 차지하여 7월

과 8월보다 총 엽록소 a 농도에 대한 기여율이 매우 높게 나

타났다. 2006년 10월의 총 엽록소 a 농도는 0.53-1.64(평균

1.13) µg L-1로 발전소 인근해역보다는 외해 쪽의 정점에서

높은 농도를 보여 9월의 공간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중 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03-0.88(평균 0.38)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35.49%를 차지하 고,미소형플랑

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01-0.31(평균 0.13) µg L-1로 총 엽

록소 a 농도의 11.48%를 차지하 다. 초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13-1.25(평균 0.62)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53.02%를 차지하여 9월의 기여율보다도 높게 나타났

다. 2006년 11월의 총 엽록소 a 농도는 0.44-1.25(평균 0.95)

µg L-1로 매우 낮았으며 정점간의 농도 분포는 매우 불규칙

하 다. 이중 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15-0.43(평

균 0.20)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21.71%를 차지하 고

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03-0.45(평균 0.24)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24.77%를 차지하여 소형플랑크톤

의 기여율과 유사하 다.초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

는 0.15-0.70(평균 0.51)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53.52%

를 차지하여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기여율을 나타내었다.

2006년 12월의 총 엽록소 a 농도는 0.31-1.07(평균 0.64) µg

L-1로 조사기간 중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공간적

인 농도 변화는 거의 없었다.이중 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05-0.38(평균 0.19)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31.24%를 차지하 고 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02-0.28(평균 0.12)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18.61%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09-0.53(평균 0.33)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50.18%를 점유하여 2006년 10월과 11월의 기여율과 유사하

다. 2007년 1월의 총 엽록소 a 농도는 0.95-1.59(평균 1.28)

µg L-1이었으며,정점간의 농도 차이 없이 비교적 고른 분포

를 나타내었다. 이중 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36-

1.00(평균 0.75)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58.84%를 차지

한 반면에 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04-0.31(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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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concentrations of chlorophyll a in the coastal waters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Station
Int Dis 1 2 3 4 5 6 7 8 9 10 11 12 Ref AveTime

Jul. 2006 6.37 9.07 9.57 8.83 6.67 3.37 3.12 3.70 5.73 1.80 3.37 8.27 5.83 3.70 3.23 5.16 
Aug. 2006 3.27 6.75 4.52 6.04 5.57 2.47 1.81 1.69 3.87 4.39 5.68 4.23 2.64 1.59 2.68 3.57 
Sep. 2006 2.06 1.21 1.29 2.35 2.07 2.97 2.08 2.46 1.87 1.50 2.44 1.45 1.41 1.10 2.35 1.79 
Oct. 2006 0.88 1.10 0.87 0.80 1.07 1.64 1.56 1.46 1.13 1.50 1.21 1.21 1.26 0.68 1.20 1.10 
Nov. 2006 0.87 0.64 1.25 1.01 1.10 1.05 1.17 1.23 0.69 0.98 1.05 0.98 1.03 0.74 0.95 0.92 
Dec. 2006 0.68 0.65 0.36 0.66 1.07 0.65 0.85 0.70 0.65 0.81 0.81 0.61 0.38 0.31 0.64 0.61 
Jan. 2007 1.02 1.15 1.04 1.16 1.35 1.49 1.51 1.47 0.95 1.33 1.59 1.33 1.25 1.30 1.36 1.21 
Mar. 2007 0.55 0.75 0.55 0.57 0.76 0.95 0.64 0.74 0.66 1.27 0.93 0.66 0.90 0.92 0.53 0.71 
Apr. 2007 3.93 2.98 3.28 2.91 3.20 1.56 2.85 1.06 5.13 2.87 1.55 3.60 2.75 2.99 1.87 2.66 
May 2007 5.17 6.57 6.53 4.37 1.21 0.91 0.66 0.64 6.90 5.90 0.67 1.17 0.82 0.92 1.34 2.74 
Jun. 2007 0.93 0.42 0.4 0.33 0.65 0.38 0.52 0.34 0.79 1.01 0.68 0.54 0.68 0.47 0.51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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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µg L-1이었으며, 총 엽록소 a 농도의 13.42%를 차지하

다. 초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21-0.48(평균

0.36)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27.75%를 차지하 다.

2006년 12월의 엽록소 a 농도 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하 으

며,특히 소형플랑크톤의 기여율이 많이 증가하 다. 2007년

3월의 총 엽록소 a 농도는 0.51-1.27(평균 0.74) µg L-1로 매

우 낮았으며,정점 간의 농도 변동은 거의 없었다.이중 소형

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19-1.15(평균 0.56)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76.09%를 차지하 고, 미소형플랑크톤

의 엽록소 a 농도는 0.02-0.21(평균 0.05) µg L-1로 매우 낮았

으며,총 엽록소 a 농도의 7.37%를 점유하여 조사기간 중 가

장 낮은 점유율을 나타내었다.초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05-0.17(평균 0.12) µg L-1이었으며,총 엽록소 a 농

도의 평균 16.54%를 차지하 다. 2007년 4월의 총 엽록소 a

농도는 1.06-5.13(평균 2.82) µg L-1로 외해 쪽의 정점보다는

발전소 배수구 인근 정점의 엽록소 a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

다. 이중 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68-4.55(평균

2.28)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78.53%를 차지하여 조사

기간 중 가장 높은 기여율을 기록하 으며, 미소형플랑크톤

의 엽록소 a 농도는 0.23-0.58(평균 0.36) µg L-1이었으며,전

체 엽록소 a 농도의 14.40%를 차지하 다. 초미소형플랑크

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09-0.36(평균 0.17) µg L-1로 총 엽록

소 a 농도의 7.07%를 차지하여 조사기간 중 가장 낮은 기여

율을 나타내었다. 2007년 5월의 총 엽록소 a 농도는 0.64-

6.90(평균 3.05) µg L-1로 외해 쪽에 위치한 정점보다는 발전

소 인근에 위치한 정점에서 훨씬 높은 농도를 나타내어 공간

적인 농도 분포가 뚜렷하 다. 이중 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12-6.03(평균 2.20)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49.54%를 차지하 으며,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26-0.90(평균 0.52)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30.49%를

차지하 다. 초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14-

0.67(평균 0.33)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19.97%를 차지

하 다. 2007년 6월의 총 엽록소 a 농도는 0.33-1.01(평균

0.59) µg L-1로 전 정점에 걸쳐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

다. 이중 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01-0.20(평균

0.13)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14.63%를 차지하 으며,

조사기간 중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미소형플랑크톤

의 엽록소 a 농도는 0.13-0.53(평균 0.17)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40.92%를 차지하 으며,초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

소 a 농도는 0.17-0.41(평균 0.29) µg L-1로 총 엽록소 a 농도

의 평균 44.46%를 차지하 다. 2007년 5월에 비해 많은 감소

가 있었는데,이는 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가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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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chlorophyll a concentrations and percentage contributions (%) of size-fractionated class (micro-, nano- and picoplankton) in the
coastal waters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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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본 조사기간 동안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총 엽록소 a 농도는 0.59-5.39(평균

2.03) µg L-1로 2006년 7월에 가장 높았고, 2007년 6월에 가

장 낮게 나타나 약 10배 정도의 농도 차이를 나타내었다.이

중 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08-4.41(평균 1.33) µg

L-1로 2006년 7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 조사 시기에 따른 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05-0.52(평균 0.21) µg L-1로 2007년 3월에 가장 낮았고

2007년 5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Fig. 7). 한편 크기가 매우 작은 초미소형

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0.12-1.15(평균 0.49) µg L-1로

2007년 3월에 가장 낮았고 2006년 8월에 높게 나타났다. 소

형, 미소형 및 초미소형플랑크톤의 기여율은 각각 평균

50.90%, 16.37% 그리고 32.73%로 조사되어 크기가 큰 소형

플랑크톤의 기여율이 가장 높았고, 초미소형플랑크톤 그리

고 미소형플랑크톤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총 엽록소 a 농도

에 대한 소형플랑크톤의 기여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006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2007년 6월에는 초미소형플랑크톤

의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7).이는 본 조사해

역에서 특히 가을철에 크기가 매우 작은 초미소형플랑크톤

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조사기간 동안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해역에서 식물플

랑크톤의 총 엽록소 a 농도는 평균 0.64-5.39 µg L-1로 동일해

역에서 조(1988)의 1.90-7.55 µg L-1보다는 다소 낮았지만,한

국전력공사(1990)의 0.15-4.19 µg L-1과 강 등(2002)의 0.91-

4.52 µg L-1보다는 다소 높은 값이었다. 또한 고리해역에서

여(1992)의 1.89-12.68 µg L-1과 여 등(1996)의 2.01-5.88 µg

L-1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일만 해역에서 Shim and

Bae(1985)의 0.29-3.07 µg L-1, 울진해역에서 한국전력공사

(1991)의 0.09-3.90 µg L-1보다는 높게 나타났다(Table 7). 따

라서 본 조사결과는 동해연안해역에서의 일반적인 엽록소 a

농도와는 유사하 지만,외해역의 엽록소 a 농도보다는 높은

값이었다.

종 다양성 지수(H’)

종 다양성지수(H’)는 현장에 존재하는 환경요인과의 생물

학적 상호작용에 대한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반응의 결과로

써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이러한 지수는 환경요인들의 변화와 접한 관계를 보인다

(Miukai and Takimoto 1985). 종 다양성지수는 계수오차의

향을 받으므로 종의 개체수에 의한 식물플랑크톤 군집에

서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Duarte et al.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 다양성 지수는 식물플랑크톤의

생태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ulbert 1963).

본 연구해역에서 조사기간 동안 식물플랑크톤의 종 다양

성 지수(H’)는 평균 0.73-2.89로 2007년 4월에 가장 낮았고,

2006년 9월에 가장 높았다(Fig. 8). 규조류인 Chaetoceros

socialis의 대증식이 발생하 던 2007년 4월을 제외하고는 전

반적으로 매우 안정된 군집구조를 이루기 있었다. 식물플랑

크톤의 종 다양성 지수는 2006년 7월과 10월 그리고 2007년

5월을 제외하면 공간적인 변동은 거의 없었으며, 또한 가을

철에 높은 값을 나타내어 다른 계절에 비해 가을철에 가장

안정된 군집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동일해역에서 강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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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cords of chlorophyll a concentrations of phytoplankton in East Sea of Korea

Areas Conc. (µg L-1) Periods Authors

Youngil Bay 0.29–3.07 1983–1984 Shim and Bae (1985)
Southwestern coast of East Sea 0.21–2.18 1984 Shim et al. (1985)
Gori coastal area 1.08–3.76 1986 Cho(1988) (in Korean)
Wolseong coastal area 1.90–7.55 1986 Cho(1988) (in Korean)
Gori coastal area 1.89–12.68 1987–1989 Yeo et al.(1991) (in Korean)
Southwestern coast of East Sea 0.50–14.85 1988–1990 Shim et al. (1992)
Southeastern coast of Korea 0.46–1.00 1990 Park et al. (1991)
Southeastern coast of Korea 0.21–8.26 1961–1990 Park et al. (1998) (in Korean)
Wolseong coastal area 0.15–4.19 1989–1990 KEPCO (1991) (in Korean)
Ulchin coastal area 0.09–3.90 1990 KEPCO (1991) (in Korean)
Gori coastal area 2.01–5.88 1992 Shim et al .(1996) (in Korean)
Ulchin coastal area 0.15–0.78 1994–1995 KEPCO (1996) (in Korean)
Gori coastal waters 0.94–4.43 1994–1996 Kang and Choi (2002) (in Korean)
Wolseong coastal waters 0.91–4.52 1994–1996 Kang and Choi (2002) (in Korean)
Ulchin coastal waters 0.71–3.98 1994–1996 Kang and Choi (2002) (in Korean)
Ullungdo 0.60–0.79 1999 Chung et al. (2000) (in Korean)
Dokdo 0.59–0.84 1999 Chung et al. (2000) (in Korean)
Wolseong coastal waters 0.64–5.39 2006–2007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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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는 1.00-3.19(평균 2.22)의 종 다양성 지수를 보고하

다.

냉각계통 통과에 따른 변동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

며,특히 원자력발전은 열효율이 약 33% 정도로 다량의 온배

수(thermal discharges)를 바다로 방출하게 된다(Glasstone

and Jordan 1980). 발전소 취수구에 냉각수와 함께 연행되는

식물플랑크톤은 냉각계통을 통과하면서 크게 세 가지 과정,

즉 수온상승으로 인한 온도 향(thermal effects), 냉각계통

부착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투여되는 염소의 향(chloride

effects) 그리고 충돌, 압력 및 마찰에 의한 기계적인 향

(mechanical effects)등을 경험하게 된다(Langford 1990). 식

물플랑크톤은 냉각계통을 통과하면서 엽록소 농도, 탄소동

화율 및 일차생산력에 있어 많은 감소를 나타내지만(Fox

and Moyer 1973; Briand 1975; Eppley et al. 1996; Anraku

and Kozasa 1978; Bienfang and Johnson 1980), 원래대로의

회복능력 또한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lark and Brownell

1973; Lauer et al. 1974; Goldman and Quinby 1979; Isaac

1979; Bienfang and Johnson 1980).

현존량 변동: 월성원자력발전소 냉각계통(cooling-water

system) 통과에 따른 현존량 변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발

전소 취수구(Intake)와 배수구 출구(F·discharge)에서의 식

물플랑크톤의 현존량을 조사하 다.

소형플랑크톤은 취수구에서 98,095-4,941,747(평균

940,562) cells L-1이었으며, 배수구 출구에서는 56,863-

2,690,849(평균 600,190) cells L-1이었다. 미소형플랑크톤의

현존량은 취수구에서 227,500-843,137(평균 367,369) cells L-1

이었고, 배수구 출구에서는 190,800-683,962(평균 333,189)

cells L-1이었다(Fig. 9). 발전소 냉각계통 통과에 따른 소형플

랑크톤의 현존량 변동율은 -21.4-61.7(평균 28.7)%로 2007년

4월에 가장 높아 이 시기에 발전소 냉각계통 통과에 따른 현

존량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06년 7월과 2007년 3

월에도 각각 50.6%와 48.3%의 변동율로 현존량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나, 2006년 8월에는 현존량의 변동이 거의 없

었으며,특히 2007년 5월과 2007년 6월에는 취수구보다 배수

구 출구의 현존량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소

형플랑크톤은 발전소 냉각계통을 통과함으로써 평균 28.7%

의 현존량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10). 한편 크기가 작은 미

소형플랑크톤은 -17.6-35.8(평균 10.3)%로 2006년 11월에 현

존량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06년 7월과 2006년 10

월에도 각각 33.6%와 26.6%의 변동율로 현존량의 감소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나, 2006년 12월에는 현존량 변동이 거

의 없었고, 2006년 8월, 2007년 1월 그리고 2007년 6월에는

취수구보다 배수구 출구에서 각각 18.7%, 17.6% 그리고

10.1%로 정도 더 높은 현존량이 조사되었다.따라서 미소형

플랑크톤의 현존량은 발전소 냉각계통을 통과함으로써 평균

10.3%의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10).

발전소 냉각계통 통과에 따른 총 현존량의 변동율은 -4.9-

59.3(평균 22.8)%로 2007년 4월에 가장 높았고, 2007년 5월

에 가장 낮았으나, 2006년 8월, 2007년 1월 그리고 2007년 6

월에는 현존량 변동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은 발전소 냉각계통을 통과하면서 약 22.8% 정도 감

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분류군에 따른 현존량 변동을 살펴보면,규조류는 취

수구에서 23,810-4,503,676(평균 834,778) cells L-1이었고 배

수구 출구에서는 24,510-2,622,453(평균 553,859) cells L-1이

었다(Fig. 9). 따라서 발전소 냉각계통 통과함에 따른 규조류

의 현존량 변동 율은 -15.5-58.6(평균 24.5)%로 2007년 4월에

가장 높았으며, 2006년 7월, 2006년 10월 그리고 2007년 3월

Kang: Phytoplankton Communities in the Coastal Waters    45

Fig. 8. The diversity indices of phytoplankton species in the coastal waters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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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높게 조사되었다 (Fig. 10). 한편 와편모조류

(dinoflagellates)의 현존량은 취수구에서 25,485-161,250(평

균 67,285) cells L-1이었고, 배수구 출구에서는 11,529-

96,728(평균 44,281) cells L-1이었다(Fig. 10). 따라서 발전소

냉각계통 통과함에 따른 와편모조류의 현존량 변동 율은 -

30.7-57.9(평균 32.6)%로 2006년 11월에 가장 높았으며,

2006년 7월, 9월, 10월 그리고 2007년 3월에도 높게 조사되었

다(Fig. 10).

이를 종합하면 식물플랑크톤의 총 현존량은 발전소 냉각

계통 통과 후 평균 22.8%의 감소를 보 으며,이 중 소형플

랑크톤과 미소형플랑크톤의 현존량은 각각 평균 28.7%와

10.3%가 감소하여 소형플랑크톤이 크기가 작은 미소형플랑

크톤보다 냉각계통 통과의 향을 좀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소형플랑크톤 중에서는 규조류와 와편모조류는

각각 평균 24.5%와 32.6%의 변동율을 나타내어 와편모조류

가 규조류보다 발전소 냉각계통 통과의 향을 좀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약한 세포벽으로 이루어진 와편모

조류가 단단한 규각을 갖는 규조류보다 물리 및 화학적 변화

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엽록소 a 농도 변동:발전소 취수구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총 엽록소 a 농도는 0.55-6.37(평균 2.32) µg L-1이었고,배수

구 출구에서는 0.29-2.54(평균 0.98) µg L-1이었다. 이 중 소

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취수구에서 0.55-6.37(평균

2.32) µg L-1이었고,배수구 출구에서는 0.29-2.54(평균 0.98)

µg L-1이었다. 미소형플랑크톤과 초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

소 a 농도는 취수구에서 각각 0.09-0.90(평균 0.25) µg L-1,

0.10-1.32(평균 0.52) µg L-1이었고, 배수구 출구에서는 각각

0.04-0.60(평균 0.20) µg L-1, 0.03-0.56(평균 0.22) µg L-1이었

다(Fig. 11).

발전소 냉각계통 통과에 따른 총 엽록소 a 농도의 변동 율

은 19.4-74.2(평균 50.5)%로 2006년 9월에 가장 낮았고, 2006

년 8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12). 2006년 7월과 2007년

3월에도 높은 변동율을 나타내었고, 2006년 12월에는 낮은

변동율을 나타내었다.이 중 소형플랑크톤의 변동율은 -32.1-

81.7(평균 45.8%)로 2006년 8월에 가장 높아 발전소 냉각계

통 통과에 따른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06년 7월

2007년 4월과 6월에도 높은 엽록소 a 농도 감소를 보인 반면

에 2006년 9월과 2007년 3월에는 취수구보다 배수구 출구에

46 Algae Vol. 23(1), 2008

Fig. 9. Standing crops of micro-, nanoplankton, diatoms and dinoflagellates at intake and F·discharge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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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히려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미소형플랑크톤의 변동

율은 -112.2-65.6(평균 10.0)%로 소형플랑크톤과 마찬가지로

2006년 8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2006년 7월과 9월

에는 취수구보다 배수구 출구에서 훨씬 높은 엽록소 a 농도

를 나타내어 조사 시기에 따른 변동율의 변화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크기가 매우 작은 초미소형플랑크톤의 변동율

은 -90.0-83.9(평균 45.1)%로 2007년 3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소형플랑크톤의 변동율과 매우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2007년 4월에는 취수구보다 배수구 출구에서 오히려 높은

엽록소 a 농도를 나타내었다(Fig. 12).

이를 종합하면,월성원자력발전소 냉각계통 통과 후 식물

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의 총 변동 율은 평균 50.5%로 조

사되었으며,이 중 소형플랑크톤,미소형플랑크톤 그리고 초

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의 변동 율은 각각 평균

45.8%, 10.0% 그리고 45.1%로 조사되어 미소형플랑크톤이

발전소 냉각계통 통과의 향을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한편 발전소 냉각계통 통과 후 엽록소 a 농도의 변동율

이 현존량의 변동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냉각계

통을 통과한 후 생리적으로 활성도가 떨어진 세포도 현존량

으로 계수되었기 때문이다.

발전소 냉각계통 통과의 향에 관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Table 8), Hamilton et al.(1970), Carpenter et

al.(1972), Fox and Moyer(1973, 1975) 그리고 Takesue and

Tsuruta(1978)은 각각 50.5-91.3%, 25.9-57.0%, 11.0-79.0%

그리고 11.0-32.0%의 일차생산력의 감소를 보고하 다. 또

한 Takesue and Tsuruta(1978)은 31.0-77.0%의 엽록소 a 농

도의 감소를 보고한 반면에, Fox and Moyer(1973)는 발전소

냉각계통 통과에 다른 매우 불규칙한 엽록소 a 농도 변화를

보고하 다. 따라서 식물플랑크톤에 미치는 발전소 냉각계

통 통과의 향은 발전소 운전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해역에서 출현하는 식물플랑크톤

의 총 종수는 283종이었으며, 이 중 규조류가 208종으로 총

출현종수의 73.5%를 차지하 다. 조사시기별 출현종수는

142종-177종이었으며, 이중 규조류는 103종-127종, 와편모조

류는 26종-42종이었다.

식물플랑크톤의 총 현존량은 평균 469,380-3,704,114 cells

L-1로 2006년 11월에 가장 낮았고, 2007년 4월에 가장 높았는

데, 이는 이시기에 Chaetoceros socialis의 대증식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이 중 소형플랑크톤의 현존량은 평균 129,666-

3,392,640 cells L-1로 총 현존량의 27.72-90.66(평균 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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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luctuation rates of standing crops of phytoplankton by passing through the cooling water system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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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차지하 다. 반면에 미소형플랑크톤은 240,943-650,505

cells L-1로 총 현존량의 9.34-72.28(평균 46.54)%를 차지하

다.발전소 취수구,배수구 및 대조구의 현존량을 비교해 보

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발전소 온배수가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분포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해역을 대표하는 우점종으로는 규조

류 Chaetoceros debilis, Chaetoceros socialis, Leptocylindrus

danicus, Pseudo-nitzschia fraudulenta, P. subfraudulenta,

48 Algae Vol. 23(1), 2008

Fig. 12. Fluctuation rates of size-fractionated chlorophyll a concentrations by passing through the cooling water system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Fig. 11. Variations of size-fractionated chlorophyll a concentrations at intake and F·discharge of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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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lassiosira decipiens와 와편모조류 Gymnodinium sp.와

Prorocentrum sp.등이었다.

식물플랑크톤의 엽록소 a의 총 농도는 평균 0.56-5.39(평

균 2.03) µg L-1로 2006년 7월에 가장 높았다.이중 소형플랑

크톤, 미소형플랑크톤 그리고 초미소형플랑크톤의 엽록소 a

농도는 각각 평균 1.33 µg L-1, 0.21 µg L-1 그리고 0.49 µg L-1

로 총 엽록소 a 농도의 각각 50.90%, 16.37% 그리고 32.73%

를 차지하 다. 엽록소 a 농도의 시, 공간적인 분포 특성은

조사 시기에 따라 매우 불규칙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종 다양성 지수(H’)는 평균 0.73-2.89이었으며, 2006년 9

월에 가장 높았고, Chaetoceros socialis의 대증식이 발생한

2007년 4월에 가장 낮았다. 2007년 4월을 제외하면 전반적으

로 안정된 군집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가을철이 다른 계절

보다 좀더 안정된 군집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발전소 냉각계통 통과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총 현존

량의 변동율은 평균 22.8%이었으며, 이 중 소형플랑크톤과

미소형플랑크톤의 현존량 변동율은 각각 28.7%와 10.3%로

크기가 큰 소형플랑크톤이 좀 더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Kang: Phytoplankton Communities in the Coastal Waters    49

Table 8. Comparative effects of cooling-water system of various power plants on entrained phytoplankton

Sites Results Authors

Chalk point ·Primary productivity Hamilton et al. (1970)
- Cl2(0.05–0.40ppm): decrease of 50.5–91.3% 
- no Cl2 injection: decrease of 30.5%

Miquel sea  water(Lab.) ·Chlamydomonas sp.: no effect at 43°C, 20.0ppm Hirayama and  Hirano (1970)
·Skeletonema costatum: dead at 35°C, 1.5–2.3ppm 

Allens King power plant ·O2 concentraitons Brook and Baker (1972)
- Cl2 injection: decrease of 57% 
- ∆T: no effect

Long Island Sound ·Primary productivity Carpenter et al. (1972)
- Cl2(1.2ppm): decrease of 83%
- Cl2(0.1ppm): decrease of 79% 
- no Clinjection: no changes
- no Cl2 injection: increase of 11.0–14.0% (only winter season)  

Florida power plant ·Primary productivity: decrease of ave. 25.9% Fox and Moyer (1973)
·Chlorophyll a conc. : variables
·very small increase at ATP and bacteria

Florida power plant ·Primary productivity Fox and Moyer (1975)
- Cl2 injection: decrease of 57% 
- no Cl2 injection: decrease of 13% 

Alamitos & Haynes power ·Abundances(total decrease of 41.7%) Briand (1975)
plant - Diatoms: decrease of 45.7%

- Dinoflagellates: decrease of 32.8%
Chalk point ·Ambient water temperature Flemer and Sherk, Jr. (1977)

- at 28°C: high decrease of photosynthetic rates (main effect of chloride)
Vienna stream station ·Ambient water temperature Flemer and Sherk, Jr. (1977)

- at 18–19°C: no change of photosynthetic rates
- at 26°C: decrease of 58% at photosynthetic rates

Morgantown power plant ·Ambient water temperature Flemer and Sherk, Jr. (1977)
- at 24°C: decrease of standing crops and photosynthetic rates

Owase-Mita power plant ·Chlorophyll a conc.: Takesue and Tsuruta (1978)
- decrease of 71–77%(Aug.) and 31–46%(Jan.)

·Primary productivity: 
- decrease of 32%(Aug), 11%(Nov.) and 15%(Jan.)
- no change : on December

Wolseong nuclear power ·Total standing crops: decrease of 22.8% Author
plant - micro-, nanoplankton: decrease of 28.7% and 10.3% 

- diatoms, dinoflagellates: decrease of 24.5% and 32.6%
·Total chlorophyll a conc.: decrease of 50.5%

- micro-, nano- and picoplankton: decrease of 45.7%, 9.9% and 45.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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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류군별 현존량의 변동 율은 규조류와 와편모조류가 각

각 평균 24.5%와 32.6%로 와편모조류가 규조류보다 냉각계

통 통과의 향을 좀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플랑크

톤의 총 엽록소 a 농도의 변동율은 평균 50.5%이었으며, 이

중 소형, 미소형 그리고 초미소형플랑크톤은 각각 평균

45.8%, 10.0%, 그리고 45.1%이었다. 따라서 발전소 냉각계

통 통과에 따른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과 엽록소 a 농도의

감소는 발전소 냉각계통을 통과하거나 발전소 배수구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식물플랑크톤의 군집구조가 어느 정도 변

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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