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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usefulness of the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the tidal flat sediments

during low tide as a environmental factor, and burrowing behaviour, fatness, total hemocyte counts(THCs) and dif-

ferential hemocyte counts (DHCs) of hard clam Meretrix lusoria as biological activity indices for the management

of hard clam farms located in Taean (Chungnam province) and Gimje (Jeonbuk province) tidal flat in Korea. Tem-

perature ranges of the sediment at 1cm depth during spring(March to May) and summer(June to August) in Taean

(where the exposure time was about 5.5~6 hours during low tide) were 8.7~26.8oC and 27.6~32.8oC, respectively.

Even 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emperatures of the surface sediment where submerged

with remained seawater were generally higher than that of uncovered with seawater. Burrowing depths of normally

digged hard clams were 0.9~3.6cm from March to October, 2002. In the field experiment performed at Taean farm-

ing ground covered with seawater, burrowing times of the clams under natural water temperatures were

41.6±10minutes in February and 5.4±1.3minutes in August, respectively, and these were influenced by water tem-

peratures. Fatness of hard clams began to decrease from May (at Taean tidal flat) and June (at Gimje tidal flat),

showed the lowest level in August and increased again from September. Total hemocytes counts in the hemolymph

of the hard clams were decreased to the lowest level in July (24.7×104cells/mL, at Taean tidal flat) and August

(28.2×104cells/mL, at Gimje tidal flat), and significantly increased again from September (at Taean tidal flat,

P<0.01) and October (at Gimje tidal flat, P<0.001), respectively. We observed three types of hemocytes from the

hemolymph of hard clams according to whether hemocytes retain the granules or not and the size of the granules.

As a results, we could found that periodical monitoring of the sediment temperatures, clam burrowing behaviour

and hemocyte parameters were very helpful for the management of hard clam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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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백합은 갯벌의 수많은 수산자원 중에서도 식품으로서의 우수

성과 고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매우 높은 고급 패류로서 1966년

부터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조위망식 양식이 시작되어 1971년에

8,521톤, 1972년에 약 8,000톤을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수산물로서는 단일품목으로는 1위를 차지한 바도 있었다. 1973

년에 전북 부안에서 시작된 백합의 폐사가 1976년에는 서해안

과 남해안의 전 어장에 확대되어 백합양식은 크게 위축되었고

어장면적도 1977년에 6,726 ha에서 2001년에는 서해안 지역에

150 ha로 줄어들게 되었다(김, 2003). 1970년대 대량폐사 당시

에는 양식어업인의 가장 큰 관심사가 폐사원인 구명이었으므로

백합에서 검출되는 기생충(김과 전, 1984), 니질과 염분의 영향(장

등, 1976), 원유성분의 영향(이 등, 1975), 양식장 저질회복(현 등,

1979) 등 폐사원인 규명을 위하여 질병과 환경에 관한 다양한 연

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최근에도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백합자원

이 크게 증가하면서 종패 이식시험과 더불어 백합의 간췌장에 기

생하는 Rickettsia-like organism의 감염특성(Cho et al., 2001) 등이*Corresponding author: choic@h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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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는 등 백합의 양식과 폐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백합의 폐사에 대한 충분한 원인규명과 예방대책이 없는 현

재의 상황에서는 백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갯벌의 노출

시간, 퇴적물의 입도, 지반의 안정성 등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갯벌을 양식장으로 선정하여 적정밀도의 종패를 살포하는

것이 폐사를 줄이고 양식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성장과정에서는 시기별로 백합의 생물학적 활

성 요인들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서식밀도를 조

절해 주어야 한다.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자란 성패의 경우에

는 번식활동 등으로 인해 백합 자체의 생물학적 활성이나, 상

품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지는 시기에 이르기 전에 채취하여 판

매하는 것이 대량폐사의 피해를 줄이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백합의 주요 폐사 시기를

전후하여 환경요인과 생물학적 활성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환경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온도이다. 갯벌의 온도환경은 조석주기에 따라 기온, 수

온, 지온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서식하는 생물체의 대사

활동, 번식생리 및 생체 방어기능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조개

류(Bivalves)의 생체 방어기능에 대한 온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로는, 바지락의 방어인자에 대한 영향(Paillard et al., 2004), 온

도와 염분이 참굴의 혈구 활성에 미치는 영향(Gagnaire et al.,

2006), 온도와 먹이공급 유무가 버지니아굴 혈구의 종류별 조

성과 혈구 활성에 대한 영향(Ashton-Alcox and Ford 1998), 버

지니아굴 혈구에 대한 온도와 카드뮴 복합 노출의 영향(Cherkasov

et al. 2007) 등 다양하다. 

조개류 중에서도 서식하는 연성 기질(soft substrate)에 잠입

하는 종류들은 갯벌이 해수에 잠겨있는 동안에는 지표면 가까

이에 있으며 먹이 섭취 행동을 하지만 갯벌이 공기 중에 노출

되기 시작하면 좀 더 깊이 잠입하게 된다. 이 패류들의 잠입행

동(burrowing behavoir)은 그 지역의 조석주기에 맞게 잘 적응

되어 있고 저조(low tide) 때엔 가장 깊게 잠입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Roberts et al., 1989). 백합M. lusoria은 갯벌이 공기 중

에 노출시에는 5~10cm 깊이에 항상 존재하는 저서생물로서, 잠

입해 있는 퇴적물 중의 산소량이 낮아지면 표층쪽으로 올라오

게 되며 바닥으로부터 올라온 후 수중에 여분의 산소가 없으면

짧은 시간내에 사망하게 된다(Lee et al 2007). 

조개류의 혈림프(haemolymph) 중에 존재하는 혈구(hemocyte)

는 생체내로 들어온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혈구세포 안으

로 끌어들이는 작용(encapsulation), 식작용(phagocytosis), 염증

반응(inflammation), 상처의 치유(wound healing) 등에 참여하

여 패류의 내부방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혈

구의 역할 중에서 응집(aggregatiion), 퍼져나가는 운동(spreading

and locomotion), 이물질과의 결합(foreign-particle) 등은 온도

와 염분의 짧은 기간내 급격한 변화 뿐 아니라 서식지와 계절

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Fisher, 1988).

해산 조개류들의 혈림프 중에 들어있는 혈구의 종류별 조성

과 혈구의 수는 서식지에서는 계절, 채집장소, 질병감염 등 특

정 대사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분석하기 전에 실험실에

서 관리상태(영양, 온도, 염분 조건)도 혈구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Ashton-Alcox and Ford 1998). 혈구의 활성은 서식하는

환경의 온도에 강한 영향을 받으며(Cherkasov et al. 2007), 바

지락은 유해한 적조생물(e.g. Karenia selliformis)에 노출시 총

혈구수는 증가하지만 죽은 혈구의 수와 혈구의 크기는 감소하

며, 더구나 Perkinsus olseni 같은 기생충 감염이 심한 경우 이

러한 영향은 더욱 증가한다(Hégaret et al., 2007). 조개류에서

밝혀진 혈구는 세포질내에 입자(granules)를 갖고 있는 정도에

따라 다량의 과립을 갖고 있는 과립구(Granulocytes)와, 과립이

거의 없거나 전혀 갖지 않는 무과립구(agranulocytes or

hyalinocytes)로 나뉘어진다. 혈구중에 들어있는 과립에는 일종

의 리소좀으로 여겨지는 산성 가수분해효소를 가지며, 특히 이

과립들은 세균, 미세조류, 세포 부스러기, 기생성 원생동물 등

을 탐식하거나 미생물들을 죽일 수 있는 산소 라디칼 등을 발

생시킬 수 있어 생체방어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과립구에

비해 무과립구는 탐식기능이 없거나 과립구에 비해 그 기능이

덜하고 과산화물 음이온도 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만, 이러한 탐식작용의 차이는 탐식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탐

식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Hine, 1999).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특정 패류의 혈구의 수나, 기능이 다른

혈구의 종류별 조성의 변화는 질병이나 환경 등 스트레스 요인

과 함께 폐사현상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시기별 또는

다양한 조건별 자료를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건강상태

와 관련시켜 해석할 수 있다면 폐사의 예측이나 양식관리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하절기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백합의 폐사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폐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양식관

리 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백합의 생물학적 활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서 백합 서식 갯벌의 온도, 백

합의 생존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잠입행동, 건강

상태를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생물학적 활성요인으로서

비만도, 백합의 내부방어기능 및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혈림프

특성 등의 총혈구수 및 혈구의 종류별 조성비율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백합양식장 갯벌의 지온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남해포 갯벌에 위치하는 백합양식

장에서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대조 기간 중에 간조시

노출시간이 5.5~6시간인 곳에서 1개 지점을 선정하고 남아있는

해수에 잠긴 지점과 공기 중에 노출된 지점으로 구분하여 표층

으로부터 깊이별 지온을 조사하였다. 지온은 봉상온도계 (눈금

0.1oC)를 갯벌의 표층으로부터 1 cm와 5 cm 깊이까지 수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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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고 약 5분이 경과하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퇴적

물의 온도를 0.1oC까지 측정하여 표층으로부터 깊이별, 시기별

지온특성을 분석하였다. 

백합의 잠입특성

일반적으로 백합은 간조시에 밀려나가는 해수를 따라 내려

가다가 도피방지시설인 조위망에 걸리면 지표면 아래로 잠입하

게 된다. 이러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백합의 잠입깊이는

2002년 2월부터 10월까지 충남 태안군 남면에 위치하는 남해

포 갯벌 백합양식장에서 매 조사일의 최간조 시각 무렵에 썰물

방향의 조위망 바로 밑의 퇴적물을 삽으로 20~25 cm 깊이까지

부스러지지 않도록 파낸 후 퇴적물 속에 잠입해 있는 백합 패

각의 최상부와 지표면과의 최단거리를 잠입깊이로 하여 매월

50 마리씩 잠입깊이는 0.1 cm까지, 각장은 0.01 mm까지 측정

하고 시기별 잠입깊이, 각장과 잠입깊이와의 상관성, 서식지의

온도(기온, 지온, 유수의 온도)와 잠입깊이 사이의 상관성을 검증

하였다. 백합의 잠입시간과 잠입률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1

월까지 잠입깊이 조사시에 채집한 백합을 해수에 약 5 cm 깊이

로 잠긴 양식장 표층에 1칸의 크기가 약 7×7 cm인 사각구멍이 사

방으로 연결된 철망을 이용하여 백합을 일정 간격으로 배열한 후

퇴적물 속으로 완전히 잠입하여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까지의 경

과 시간을 잠입시간으로 하였고, 잠입률은 전체 시험마리수 중

몸체의 2/3이상이 지면 아래로 들어간 개체수의 비율로 하였다. 

비만도(Fatness)

백합의 비만도 측정을 위하여 2002년 2월부터 10월까지 김

제산 백합은 어업인들이 전북 김제시 진봉면 거전리 갯벌에서

채취한 것을 당일에 구입하였고, 충남 태안산은 양식장에서 직

접 채취하여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실험실로 냉

장 운반하고 4시간 정도 상온의 해수에서 토사를 배출시킨 것

을 사용하였다. 지역별로 매월 30마리씩을 무작위로 취하여 각

장, 각고, 각폭은 버어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mm 단위로 소

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하였고, 무게는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g 단위로 습육중량, 건육중량, 건패각중량 등을 소수점 둘째 자

리까지 측정하였다. 육질부와 패각의 건조중량은 해부한 바지

락을 85oC의 드라이오븐에서 24시간 건조시키고 다시 상온으

로 냉각시킨 다음 측정하였다. 비만도(Fatness)는 다음의 식

(1)~(4)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백합의 생물학적 건강상태를 가

장 적절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계산식으로서 어느 것이 적절

할지를 검토하였다. 

Fatness 1 = (Wet meat weight/Total wet weight)×100 (1)

Fatness 2 = (Dry meat weight/Total dry weight)×100 (2)

Fatness 3 = (Wet meat weight/(Shell length×Shell

height×Shell width))×100 (3)

Fatness 4 = (Dry meat weight/(Shell Length×Shell

Height×Shell Width))×100 (4)

혈액학적 특성

1) 총혈구수

총혈구수 및 혈구의 종류별 조성 비율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

는 2002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김제시 진봉면 거전리 앞 갯

벌과 태안군 남면 진산리 앞 백합양식장에서 채집한 평균 각장

4.5~5.5cm인 백합 중에서 외관상 건강한 것을 15마리씩 임의로

각각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총혈구수 계수를 위하여 일회용 1mL

주사기 (23G needle)에 혈액응고방지액(Modified Antiaggregant

Solution, Glucose 20.80 g, Sodium citrate 8.00 g, EDTA 3.36 g,

Sodium chloride 22.50 g, 증류수 1L, pH 7.5, Bachere et al.,

1991)을 미리 넣은 후, 후폐각근 근처에서 양쪽 패각이 만나는

부분에 전동드릴로 구멍을 뚫고 주사침을 후폐각근에 삽입하여

혈액 응고 방지액과 혈림프의 비율이 1:1이 되도록 채혈하였다.

각각의 백합에서 0.3~0.5 mL 씩 3마리에서 채혈한 혈림프를

1pool로 하여 매월 각 지역마다 3~5반복으로 혈구계수판

(Haemacytometer)을 이용하여 100~200 배율에서 총혈구수를

계수하였다.

2) 혈구조성

채혈은 총혈구수 계수를 위해 1차 채혈 후에 동일 시료로부터

곧바로 혈구의 종류별 조성 분석을 위한 혈액을 채취하였다. 혈

액시료는 고정액 (Baker’s formol calcium; Formaldehyde 40%

액 10 mL, 10% Calcium chloride (Anhydrous) 10 mL, NaCl

2.0 g, 증류수 100mL; Pipe, 1985)을 주사기에 미리 채우고 혈

림프와의 비율이 1:1이 되도록 하여 백합 1 마리당 0.2~0.4 mL

를 채혈하고, 총혈구수 계수 때와 마찬가지로 3마리의 혈액을 1

pool로 하였다. 혈구가 서로 응집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채혈 후

10분간 얼음물 속에 혈액 시료가 든 튜브를 방치한 후 세포수집

기(cell spin, 한일과학)를 이용하여 1 pool의 시료당 50 µl를 취하

여 800 rpm으로 2분간 원심분리하여 슬라이드글라스에 혈구를

부착시켰다. 혈구를 부착시킨 슬라이드글라스는 상온의 공기 중

에서 30분이상 건조시키고 May-Grnwald Giemsa 염색 또는

Hemacolor (Merck) 염색을 하였다. 각 슬라이드글라스마다 광학

현미경(Olympus BX 50)을 이용하여 200~400배율에서 무작위로

총 200개의 혈구를 관찰하며 세포질내 과립의 유무, 과립의 크기,

핵과 세포질의 염색 특성에 따라 혈구의 종류를 구분하여 계수하

고 200개 중의 각 혈구별 비율을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백합의 잠입깊이와 서식지의 온도와의 상관성 여부는

Pearson’s correaltion coefficient를, 각 조사항목의 두 비교 그

룹간의 유의차 유무는 F-검정 및 t-검정을 실시하였다(α=0.05). 

 

결 과

백합양식장 갯벌의 지온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앞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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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포 갯벌에 위치하는 백합양식장에서 매월 대조기간 중에 간

조시 노출시간이 약 5.5~6시간인 지점에서 갯벌의 지온을 조사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1 cm 깊이의 지온은 해수에 잠긴 지점과 공기 중에 노출된

지점에서 각각 7.6~32.8oC, 5.7~30.7oC의 범위로 해수에 잠긴

지점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시기별로는, 해수에 잠긴 곳과

노출된 지점에서 1cm 깊이의 지온이 봄철(3~5월)에는 각각

12.5~26.8oC, 8.7~24.6oC, 여름철(6~8월)에는 각각 28.7~32.8oC,

27.6~30.7oC, 가을철(9~11월)에는 각각 18.4~26.1oC, 17.0~24.5oC,

겨울철(12월, 2월)에는 각각 7.6oC, 5.7~7.3oC의 범위였다. 

5 cm 깊이의 지온은 해수에 잠긴 지점과 공기 중에 노출된

지점에서 각각 5.0~30.2oC, 4.4~28.8oC로 1 cm 깊이의 지온과

유사하게 해수에 잠긴 지점에서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Fig.

1). 시기별로는, 해수에 잠긴 곳과 노출된 지점에서 5 cm 깊이

의 지온은 봄철(3~5월)에는 각각 11.1~24.3oC, 10.8~23.0oC,

여름철(6~8월)에는 각각 27.0~30.2oC, 26.5~28.8oC, 가을철

(9~11월)에는 각각 16.0~26.0oC, 15.0~25.0oC, 겨울철(12월, 2

월)에는 각각 5.0~7.4oC, 4.4~7.2oC의 범위였다. 

같은 깊이에서 저조시에 해수에 잠겨있는 지점과 공기 중

에 노출된 지점의 지온을 비교한 결과, 1 cm 깊이에서는

0.1~3.8oC, 5 cm 깊이에서는 0.2~1.0oC 만큼 해수에 잠긴 지

점의 온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해수에 잠김 여부가 동일 깊

이에서의 지온에 유의적인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P>0.1).

시기별로는 1 cm 깊이에서는 5월에 0.1oC로 가장 차이가 작

고 3월에 3.8oC로 차이가 가장 컸으며, 5 cm 깊이에서는 5월

과 12월에 0.2oC로 가장 차이가 작았고 7월에 1.4oC로 차이가

가장 컸다(Fig. 1). 

또, 동일 지점에서 1 cm 깊이와 5 cm 깊이의 지온 차이는

해수에 잠긴 곳에서는 0.1(9월)~3.6oC(6월), 공기 중에 노출된

지점에서는 0.1(12월)~2.7oC(3월)로 해수에 잠긴 곳에서 온도

차이가 좀 더 컸다. 그러나, 갯벌이 해수에 잠김 여부로 인하

여 1 cm 깊이와 5 cm 깊이의 지온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Fig. 2., P>0.1). 

백합의 잠입특성

1) 백합의 잠입깊이 

충남 태안의 백합양식장에서 2002년 2월부터 10월까지 잠입

깊이를 조사한 백합의 월별 평균 각장은 3.6~4.5 cm 였다(Fig.

3). 현장 조사일의 최간조 시각을 전후하여 측정한 백합의 잠입

깊이는 3월부터 10월 중에는 0.9~3.6 cm 였지만 동절기인 2월

에는 평균 8 cm(±2.0cm)까지 좀 더 깊게 잠입해 있었다(Fig. 4). 

백합의 잠입깊이와 각장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여 본 결과 9월(-0.276)과 10월(-0.257)

에만 낮은 수준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상관관

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서식환경의 온도와

Table 1. Sediment temperature variations at Namhaepo hard clam farm (1cm- and 5cm depth) in Taean (Chungnam province) from Febru-
ary to December, 2002.

Date

Temperatures of the sediment
seawater-submerged(oC)

Temperatures of the sediment
 exposed to air(oC)

1cm-depth 5cm-depth
Temperature differ-
ences between two 

dephths
1cm-depth 5cm-depth

Temperature differ-
ences between two 

dephths

19/Feb.2002 7.6 5.0 2.6 5.7 4.4 1.3

21/Mar. 12.5 11.1 1.4 8.7 10.8 -2.1

18/Apr. 18.9 16.8 2.1 18.5 15.8 2.7

17/May 17.3 16.5 0.8 17.2 16.3 0.9

28/May 26.8 24.3 2.5 24.6 23.0 1.6

17/Jun. 30.7 27.1 3.6 28.6 26.7 1.9

18/Jul. 32.8 30.2 2.6 30.7 28.8 1.9

14/Aug. 28.7 27.0 1.7 27.6 26.5 1.1

13/Sep. 26.1 26.0 0.1 24.5 25.0 -0.5

10/Oct. 25.8 23.0 2.8 23.8 22.5 1.3

7/Nov. 18.4 16.0 2.4 17.0 15.0 1.5

10/Dec. 7.6 7.4 0.2 7.3 7.2 0.1

Fig. 1. Sediment temperature differences in terms of depths (1 cm,

5 cm) between the seawater-submerged and the air-exposed points

during low tide at Namhaepo tidal flat in Taean from February to

December, 2002. Where, exposure time of the temperature

recording points during low tide was about 5.5~6.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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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의 잠입깊이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일의 기온

(AT), 고여있는 해수의 온도(Remained water Temperature,

RWT) 및 공기중에 노출되어 있는 갯벌과 간조시 고여있는 해

수에 갯벌이 잠겨있는 곳에서 5cm 깊이의 지온 (ST-5)을 측정

하여 백합의 잠입깊이(BT)와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한 값은

각각 -0.54(AT:BD), -0.55 (RWT:BD), -0.56(ST-5:BD)로서, 백

합의 잠입깊이는 서식지의 온도환경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2) 백합의 잠입시간

정상적으로 갯벌에 잠입한 상태의 백합이 갯벌 표층에 노출

될 경우 다시 퇴적물 속으로 완전히 다시 잠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태안지역의 백합 양식장에서 정상적으

로 잠입한 백합의 잠입깊이를 측정한 다음, 해수에 잠겨있는

갯벌에서 백합이 완전히 퇴적물 속으로 잠입하여 보이지 않

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BT, min)과 잠입률(전체 실험 마리

수 중 퇴적물속으로 2/3 이상 잠입한 마리수의 비율, %)을 조

사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백합의 잠입깊이에 서식지의 온도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

하였음을 감안하여 매월의 잠입실험마다 현장의 기온, 간조시

에 고여 있는 해수의 온도, 공기 중 노출된 곳과 해수 중에 잠

겨있는 곳에서 5 cm 깊이의 지온 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

와 같았다. 기온은 2월에 3.0oC로 가장 낮았고 7월에 27.5oC로

가장 높았으며, 매월 조사시에 양식장에 고여 있는 해수의 온

도는 기온에 비해 4월과 10월에는 10.0~10.2oC 이상, 5월부터

9월까지는 2.3~5.7oC 이상 더 높았다. 표층으로부터 5 cm 깊이

의 지온은 공기 중에 노출된 곳에 비해 해수가 고여 있는 곳에

Fig. 2. Sediment temperature differences in terms of seawater-cov-

ered or exposed to air between two depth(1cm and 5cm) at Nam-

haepo tidal flat in Taean from February to December, 2002. At

March and September, sediment temperatures at 5cm depth were

higher than 1cm depth(*).

Fig. 3. Shell length of hard clams used for burrowing depth mea-

surement at Namhaepo tidal flat in Taean farm in 2002.

Fig. 4. Burrowing depth(Average±SD) of hard clams at Taean farm

in 2002.

Table 2.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shell length
and burrowing depth of hard clam, Meretrix lusoria at Taean farm
in 2002

Month Feb. Mar. Apr. May Jun.

Correlation 
coefficient 

0.034 0.097 0.011 0.084 0.172

Month Jul. Aug. Sep. Oct.

Correlation 0.051 0.063 0.276 0.257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burrowing
depth (BD) and air temperature (AT), burrowing depth and remained
water temperature(RWT), and burrowing depth and 5cm-depth
sediment temperature (ST-5) at Taean hard clam farm in 2002

BD:AT BD:RWT BD:ST-5cm

Correlation 
Coefficient

-0.54 -0.55 -0.66

Fig. 5. Burrowing times(Average.±SD, min) and burrowing rates(%)

of hard clams in 2002. Burrowing experiments in every month were

conducted in 1 hours after clams were collected and measured their

shell lengths and burrowing depths at Taean hard clam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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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7월 중에는 1.4~1.8oC 이상, 나머지 기간에도 0.3~1.0oC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3). 

갯벌 현장에서 백합의 평균잠입시간은 2월에 41.6±10.0 min

으로 가장 길었고, 8월에 5.4±1.3 min으로 가장 짧았다. 백합의

잠입률은 4월에 18.0%로 가장 낮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72.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6~7월에는 92.0~94.0%로 연중 가

장 높았다. 2002년 2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백합의 평균잠입

시간과 잠입률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는 -0.799 이었고,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적정 범위내에서는 온도가 높을 때 잠입률

도 높고 잠입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됨을 알 수 있었다. 

비만도(Fatness) 

2003년에 충남 태안군 남면의 남해포 갯벌의 양식장과 전북

김제시 진봉면 거전리 앞의 새만금 갯벌에서 채집한 백합의 비

만도를 분석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양식어업인들이 흔히 수율

이라고 일컫는 fatness 1(습전중량에 대한 습육중량의 비율, %)

의 경우, 태안산은 19.9~26.8% 범위로, 4월에 가장 높은 값을

보인 후 5월에서 6월로 가며 비교적 큰 폭(4.01%)으로 감소하

여 9월에는 19.9%까지 낮아졌다가 10월에 21.7%로 다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제산 백합의 fatness 1은 6월까지는 25.9%를 유지하다가 7

월에 23.9%, 8월에 21.9%로 급경사를 이루며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두 지역 백합의 5월부터 10월까지의 fatness 1을 비교

해 보면 5월과 10월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여름철인 6~8월

중에는 김제산이 약 1.8%(8월)~4.0%(6월) 더 높은 결과를 보

였다(Fig. 6.).

Fatness 2(건전중량에 대한 건 육중량의 비율, %)는 Fatness

1에서 습중량을 측정할 때 실험자마다 육질부에서 수분 제거량

Table 4. Experimental environments for hard clam burrowing time measurement at Taean hard clam farm from Feb. 2002 to Jan. 2003

Month Air Temp. (oC)
Temp. of remained water 

(oC)

Sediment temperature at 5cm-depth
Salinity

Exposed to air Submerged

Feb.2002   3.0   7.6   4.4   5.0 32.5

Mar.   8.5 12.5 10.8 11.1 32.5

Apr. 12.5 22.7 15.8 16.8 31.5

May 17.7 20.1 15.5 16.5 30.0

Jun. 25.6 30.2 25.0 26.8 33.0

Jul. 27.5 33.2 28.8 30.2 30.5

Aug. 27.1 29.4 26.5 27.0 31.5

Sep. 22.4 25.5 25.0 26.0 32.5

Oct. 17.0 27.0 22.5 23.0 31.0

Fig. 6. Fatnesses of hard clam, M. lusoria, catched from Taean (Chungnam province) and Gimje (Jeonbuk province) tidal flat in 2002.

Where, Fig. 6-1, Fig. 6-2. Fig. 6-3 and Fig. 6-4 represent Fatness ①, Fatness ②, Fatness ③ and Fatness ④,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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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가 있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로 줄여보기

위하여 분석하였다. 태안산 백합의 Fatness 2는 6.7~8.7%의 범

위로 4월과 10월에 각각 최고와 최저값을 기록하였고, 4월에서

7월까지는 완만한 감소 경향을 나타내다가 7월에서 8월로 가며

감소 폭이 커지는 특성을 보였다. 김제산 백합의 fatness 2는 5

월에서 6월로 가며 8.6%에서 10.4%로 1.8%가 증가하여 최고

값을 기록한 후 6월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8~9월에 7.5%

로 낮아진 후 10월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atness 3은 백합의 부피(각장×각고×각폭)와 습육중량의 관

계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습육중량을 이용하여 계산되기 때

문에 fatness 1과 거의 유사한 변화특성을 보였다. 태안산 백

합은 2~3월에 12.6~12.8 이었으나 4~5월에 각각 16.8, 16.2까

지 상승하였다가 6~7월에는 13.6, 8~9월에는 12.3~12.4 까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김제산 백합의 fatness 3은 6월에 16.7

까지 유지되다가 9월에 12.3 까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고, 9월에서 10월로 가면서는 김제산과 비슷하게 다시 상승하

였다. Fatness 4는 백합의 부피에 대한 건육중량의 관계를 나타

내주는 지표로서 fatness 2와 유사한 변화특성을 나타내었다.

태안산 백합에서는 2~3월에 2.5~2.6에서 4~5월에 3.1까지 상

승한 후 7월까지는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7월에서 8월로 가며

2.8에서 2.3으로 좀 더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김

제산 백합에서는 5월에 3.1로서 태안산과 비슷하지만 6월에

4.0으로 상승함으로써 peak의 시기가 1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

고 비만도 값도 약 1.0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태안과 김제산 백합의 비만

도 지수들을 비교해 본 결과 1)여름기간 중에는 김제산의 백

합의 비만도 지수들이 더 높았으며, 2) 태안산 백합은 5월 이후

에, 김제산은 6월 이후에 비만도 지수들의 감소가 나타났고, 3)

9월 이후의 비만도는 김제산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건

육중량을 이용한 태안산의 비만도 지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어서, 백합 자체의 요인 또는 환경요인 등에 의해

두 지역의 백합의 생물학적 활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추

측할 수 있었다. 

혈액학적 특성

1) 총혈구수(Total hemocyte count)

정상적으로 잠입된 상태에서 채집된 태안산과 김제산 백합

의 혈림프 중 총혈구수를 조사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태안산

백합에서는 3월에 89.5×104cells/mL에서 6월에 213.2×104cells

/mL로 증가한 후 7월에는 연중 최저치인 24.7×104cells/mL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4개월 후인 11월에 237.0×104cells/mL로

약 10배 정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시기별로는 3월부터 5

월까지(P>0.1), 8월과 9월(P>0.05) 사이에는 혈구수의 유의차

가 없었지만, 5월부터 8월까지는 매월마다 혈구수에 유의적

인 차이(P<0.05)를 보이며 큰 폭의 증감을 나타내었고, 특히

6월에서 7월로 가면서는 혈구수가 약 1/9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연중 최저수준을 보였다. 5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김

제산에서는 6월까지 총혈구수가 증가하다가 여름(7~8월)에 최

저수준으로 낮아진 후 가을에 다시 증가하는 변화는 태안산과

유사하였다. 태안산 백합이 7월에 총혈구수의 최저치를 나타낸

반면 김제산에서는 8월에 최저치(28.2×104cells/mL)를 나타내

었고, 11월에는 336.5×104cells/mL로서 태안산보다 더 많은 혈

구수를 나타내었다. 여름 이후에 총혈구수의 증가 시기를 보면,

태안산에서는 9월부터 매월 유의차를 나타내며 크게 증가하지

만(P<0.01), 김제산에서는 10월 이후에 유의차를 보이며 큰 폭

으로 증가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2) 혈구조성

백합의 혈구는 Giemsa 또는 Hemacolor 염색을 하였을 때 세

포질내 과립의 존재유무와 과립의 크기, 염색성 등에 의하여,

Giemsa 염색시 진한 자주색(red purple)으로 염색되는 커다란

과립들이 세포질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대형과립구(Large

Eosinophilic Granulocyte, LEG), 세포질내에 다량의 호산성의

미세한 과립이 산재하는 소형과립구(SEG, Small Eosinophilic

Granulocyte), 핵과 세포질이 호염성으로 염색되며 세포질내에

과립을 소량 가지고 있거나 또는 거의 없고 과립구들보다는 세

포의 크기가 약간 작은 무과립구(HYC, Hyalinocyte)의 3종류

Fig. 7. Total Hemocyte counts of hard clam, M. lusoria, at Taean

and Gimje Tidal flat in 2002.

Fig. 8. Photograpgs of three hemocyte types of hard clam, M. luso-

ria. Hemocytes were stained with May-Grünwald Giemsa stain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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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였다(Fig. 8). 한국 서해안 백합에서는 과립구와 무과

립구의 크기가 각각 13.1±2.6 µm~16.2±3.3 µm, 11.3±2.8 µm 이

며, 과립구는 다시 세포질 안에 들어있는 과립알갱이의 크기와

세포화학적 특성에 따라 LEG와 SEG로 세분하여 보고(Park et

al., 2002)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정량의 혈구 중 종류

별 구성비율만 조사하였다.

대형과립구(LEG)의 비율은 태안산 백합에서는 2002년 3월

부터 5월까지는 0.6~2.8% 의 범위였으나 6월부터 급증하여 7

월에 17.3%로 최고치에 이른 후 9월까지 10% 이상을 유지하

다가 10월에 4.4%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김제산 백합에

서는 5월에서 6월로 가며 1.5%에서 10.1%로 급격한 증가를 나

타낸 후, 8월(8.3%)을 정점으로 하여 4.5~8.3% 사이에서 증감

하였다. 

소형과립구(SEG)의 비율은 태안산 백합에서는 4~5월과 7월

에 31.0~37.2%의 범위로 다소 낮은 편이었지만 나머지 기간에

는 51.1~71.2% 로 3종류의 혈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김제산 백합에서는 5월에서 7월로 가며 26.3%에서

63.5%로 크게 증가한 후 8월에는 7월의 약 1/2 수준인 35.0 %

로 감소하였다가 9월과 10월에 다시 64.4%까지 증가하였다. 

무과립구 (HYC)의 비율은 태안산 백합에서는 5월에 68.6%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후 8월에 20.2%로 가장 낮아졌다가

10월로 가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제산 백합에서는

5월에 72.2%로 가장 높았고 7월에 30.6% 까지 낮아지다가 8

월에 일시적으로 높아진 후 9월에 27.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혈구의 종류별 조성비율을 요약하면, 대형과립구는

전체 혈구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두 지역 모두 6

월부터 9월까지 온도가 높은 시기에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전체 혈구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형과립구와

무과립구는 전체 혈구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서로 상반되

게 변화하는 특징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Fig. 10).

 

고 찰

환경요인 중 온도는 생물의 번식과 성장 및 영양대사와 같은

생리적 과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온도 변화에 수동적

으로 순응하는 변온동물은 체내대사율 뿐 아니라 행동 수준과

에너지 평형에도 영향을 받는다(Wilson and Elkaim, 1991). 갯

벌 환경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조석 주기에 따라 그 지역의 기

온, 수온 및 지온 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어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의 갯벌에서는 여름과 겨울철

저조시에 갯벌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동안 폭염이나 결빙상태

같은 온도의 극한 상황을 경험하기 쉽다. 서해안의 백합양식장

은 양식 관리상의 편리함, 큰구슬우렁이와 피뿔고둥불가사리 등

의 해적생물로부터의 피해 예방, 성패의 채취 작업 등을 위해

대개 저조시에 약 4~6시간 노출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백합양

식장에 설치한 도피방지를 위한 조위망은, 봄과 가을에 조석에

Fig. 9. Relative proportions of each hemocyte type of hard clams

from Taean (Up, T : Taean) and Gimje (Down, G : Gimje) in 2002.

Fig. 10. Seasonal variation of differential hemocyte counts of hard

clam in Taean (A) and Gimj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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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백합의 생태적 습성과는 상반되는

장애물이다. 조위망 아래에 밀집된 백합은 자연스럽게 잠입을

하지 못하고 지표 근처에 몰려 있거나 지표에 노출된 상태에서

밀려 나가기 전 연안의 수온, 햇빛을 받아 가열된 지온, 가열된

지면을 지나오면서 상승된 수온, 밖에서 밀려오는 연안의 좀 더

낮은 수온 등에 노출되어 불과 7~8시간 동안에 10oC 이상의 온

도변화를 겪게 된다. 2005년 6월 하순에 노출시간이 약 4시간

인 새만금 갯벌에서 해수의 온도가 21.1oC 였고, 갯벌 노출 후

40분이 경과할 무렵에 3 cm 깊이에서 23.8oC 였던 지온이 약

4시간이 경과하여 다시 해수가 들어오기 직전에는 32.4oC까

지 높아져 지온 상승률이 0.49oC/10 min를 기록한 바 있다. 한

편, 같은 시간에 새만금 외측 고군산군도의 하나인 횡경도 앞

에서 관측된 수온은 17.8~19.5oC 였던 결과(NFRDI., 2007)를

보면 백합의 양식관리에 있어서 연안의 수온 뿐 아니라 갯벌의

지온 관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백합 양식장은 저조시 5.5시간 이

상 노출되는 세립사질의 전형적인 백합양식장이다. 2002년에

관찰된 1 cm 깊이에서의 최고 지온은 32.8oC로서 2001년 7월

하순에 저조 후 다시 해수가 밀려오기 직전에 어장에 고인 해

수의 온도 38.5oC와, 이 때 5 cm 깊이에서의 지온 36.5oC 보다

는 낮았다. 2000년과 2001년에 이 양식장에서 백합의 폐사가

시작되는 시기는 7월 하순부터 였으며, 2000년에는 8월에 2001

년에는 9월에 집중적으로 폐사가 일어난 바 있다(김 등, 2002).

이와 같은 결과로 보면, 태안 백합양식장에서는 적어도 6월부

터 9월 하순까지의 갯벌온도가 백합의 양식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측된 6~8월 중의 지

온은 27.6~32.8oC 로서 2001년 보다는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온은 일반적으로 7월 하순과 8월 초

순에 기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양식장의 백합은 관

측된 온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또, 같

은 지점에서도 공기 중에 노출된 곳에 비해 해수 중에 잠겨

있는 곳의 지온이 유의 차는 없지만 좀 더 높게 관측 되었는

데, 이러한 결과는 갯벌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한 열

손실이 공기 중에 노출된 곳에서 더 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태안 백합양식장에서 2002년부터 3월부터 10월까지 각장

3.6~4.5 cm인 백합은 지표면으로부터 평균 0.9~3.6 cm 범위내

에 잠입해 있었고, 동절기인 2월에만 평균 8 cm 까지 잠입해

있었다. 백합의 수관은 성패일지라도 1 cm 이하로서 바지락 등

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갯벌이 잠겨있는 동안에는 지표근처

에 잠입하여 여과섭식을 하게 된다. 칠레 남부의 Coihun 갯벌

에 서식하는 잠입성 이매패류인 Tagelus dombeii (Tellinacea)와

Venus antiqua (Veneracea) 에 대한 조사 결과, T. dombeii 의

경우에는 조개의 크기와 수관의 무게에 비례하여 잠입깊이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조사한 두 종류 모두 잠입 깊이가 수

중의 먹이 가용성과 강한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퇴적물 표층의

먹이농도는 잠입깊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Lardies et. al., 2001). 또, 잠입성 조개류인 Mercenaria

mercenaria 가 수직으로 잠입하는 깊이도 모래질(sand)과 펄질

(mud)에서 모두 조개의 크기와는 관련성이 없었고, 잠입주기도

그 지역의 조석주기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Roberts et al., 1989). 그러나, Stefanieand

Ydenberg(1997)는 잠입성 패류인 Mya arenaria에 대한 보고에

서, 같은 종류의 infaunal organism에서는 큰 개체가 더 깊게 잠

입하며, 1)깊게 잠입함으로써 생존율이 증가되고, 2) 잠입깊이

가 증가함으로써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여과속도는 감소하고,

3) 동일한 깊이로 잠입한 상태에서는 큰 개체일수록 더 빨리 여

과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백합의 잠

입깊이와 각장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가 9월과 10월에만 낮

은 음의 상관관계(-0.26~-0.28)를 보여 백합의 잠입깊이가 크기

에 크게 관련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한편, 잠입

깊이와 현장실험 당시의 온도(기온, 고여있는 해수의 온도, 5 cm

깊이에서의 지온) 사이에서는 Pearson 상관계수가 0.5 이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서식지의 온도가 백합의 잠입

깊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본 연

구에서는 잠입깊이와 백합의 크기, 잠입깊이와 온도환경 사이

의 상관성만 검토하였지만, 단순히 온도요인만이 백합의 잠입

깊이를 결정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다른 비생물학적생물

학적 요인들과 백합의 잠입깊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갯벌 양식장에 뿌린 종패가 신속하게 잠입하게 되면, 1)해류와

파도에 의한 수동적인 확산, 2)온도의 극단적인 변화에 노출, 3)

게, 넙치류, 조류(birds) 등에 의한 포식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서 손실을 줄이고 수확시의 이익에도 유리하게 된다(Pariseau

et al., 2007). Pariseau 등(2007)은 종패의 크기와 밀도, 종패뿌

리기 전 공기 중 경과시간, 종패를 뿌릴 저질의 굳기, 종패 살

포시기 등이 softshell clam Mya arenaria의 잠입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현장실험을 실시하여, 종패의 크기(각장 15~40 mm)

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고, 수온이 23oC인 8월 하순에 잠입속도

가 빠르고 온도가 7oC로 낮아지는 10월 초순까지 지속적으로

잠입속도가 느려짐으로써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 종패를 채취하여 4시간 이내에 다시 뿌릴 경우와, 종

패를 뿌릴 바닥을 부드럽게 해주는 조치 등은 잠입속도에 영향

을 주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백합의 평균 잠입시

간은 현장수온이 7.6oC인 2월과 현장수온이 29.4oC인 8월에, 각

각 41.6±10.0min, 5.4±1.3 min 으로 환경의 온도조건에 따라 약

8배의 차이가 났다. 또, 잠입률도 실험장소에 고여 있던 해수의

온도가 30.2~33.2oC인 6~7월에 92.0~94.0%로 연중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낸 바 있어, 백합의 잠입능력이 온도에 밀접하게 관

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면, 잠입속도와

잠입률은 현장에서 백합의 생물학적 활성을 가늠할 수 있는 유

용한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백합의 비만도(fatness)는 습중량을 이용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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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방법(식 (1), (3))과 건중량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식

(2), (4))을 비교하며 검토하였다. 습중량을 이용한 fatness 1, 3

의 분석결과에서는 태안산 백합의 경우 3월에서 4월로 가면서

비만도가 급상승하고, 5월에서 6월로 가며 비만도가 급격히 감

소한 후, 8월에 최저로 낮아진 후에 9~10월로 가며 회복되는

계절적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그러나, 건중량을

이용하여 계산한 비만도 fatness 2와 4에서는, fatness 1과 3에

서 뚜렷하게 볼 수 있었던 5월에서 6월로의 급격한 감소현상이

구분되지 않고 4월부터 7월까지 일정한 기울기로 감소하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Fig. 6). fatness 1, 3의 변화로부터 태안 양식

장의 백합은 5월부터 8월 사이에 적어도 2회 정도의 산란행동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fatness 2와 4에서는 4월에

서 7월까지는 같은 기울기로 비만도가 감소하고 7월에서 8월로

가며 다소 큰 폭의 감소가 있어 이 시기에 뚜렷하게 산란행동

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으나 fatness 1과 3에서 볼 수 있었

던 5~6월 사이의 큰 폭의 비만도 감소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러한 결과로 볼 때, 백합의 산란기를 추정하기 위한 비만도 지

표로서는 fatness 1과 3이 좀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김

제산 백합의 비만도는 태안산에 비해 약 1개월이 늦은 6월에

최고값을 기록한 후 9월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10월부터 회복

되는 경향을 보였다. 비만도 변화만으로 볼 때, 김제산 백합은

6월부터 시작하여 9월 초순까지 간헐적으로 산란행동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김(2003)은 김제산 백합의 비만

도가 7월 초순까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어, 본 연

구결과와는 백합의 최초 산란 시기가 약 1개월 정도 차이가 있

었다. 김제 갯벌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속하는 갯벌로서 여

전히 백합 자원량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므로 시기별 백합의 비만도 변화 패턴에 대하여는 추가로 분석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매패류(bivalves)에 있어서 혈구는 손상된 패각의 치유, 영

양물질의 소화와 운반, 배설, 면역에 의한 방어 등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한다(Hine, 1999). 이매패류 혈구의 종류별 분류나 분화

경로 등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패류의 대상

종마다 혈구분류를 위한 생화학적 특성, 형태, 생물학적 기능,

혈구관찰 기법 등 분류를 위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Hine,

1999). 현재는 형태기능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Cheng(1981)과

Hine(1999)이 이매패의 혈림프 중에 존재하는 혈구들을 과립구

(granulocytes)와 무과립구(hyalinocytes 또는 agranulocytes)로 분

류해 놓은 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Francesca et al.,

2000). 과립구는 위족(pseudopodia) 형성, 응집작용(aggregation),

식작용(phagocytic activity) 등의 기능과 더불어, 가수분해효소

(hydrolytic enzymes)를 보유하고, 세포외배출작용(exocytosis)를

통하여 peroxidase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며, 호중구(neutrophils),

호산구 (acidophils) 및 호염구(basophils) 등으로 더 세분화되기

도 한다(Hine, 1999). 무과립구(Hyalinocytes)는 일반적으로 과

립구보다는 크기가 작고, 핵:세포질의 비율이 높으며, 형태는 둥

글고 패류 종류에 따라 subtypes I, II 및 III 유형으로 더 구분

한 경우도 있다 (Francesca et al., 2000). 

혈구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생각하면, 혈액상 (hemogram) 즉,

혈구의 수와 혈구의 종류별 조성은 그 패류의 면역능 (immune

capacity)을 특징짓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서 검토할 필요성이 충

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창 줄포만산 바지락에서 혈구의 종류는 과립구로서 호염기

성과립구, 호산성과립구, 노쇠한 상태의 fibrocyte 등의 3종과, 무

과립구 1종이 있으며 혈림프 중의 총혈구수는 1.2~2.1×106 cells/

mL 로서 계절별로는 4~7월에 혈구수가 많고 10~12월에 적어

지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강 등, 2000). 한편, 담치류인 Mytilus

galloprovincialis에서는 체내에서 순환하는 혈구의 농도(총혈구

수)가 1~5×106cells/mL 범위내에서 계절적인 패턴에 따라 온도

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변하였고, 담치의 크기나 연령에 따

른 혈구농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원생동물인 Marteilia

refrigens에 감염된 담치에서는 혈구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는 보고도 있다(Mara et al., 1999). 본 연구에서 백합의 혈구

수는 태안산과 김제산이 모두 각각 6월에 1차 최고치를, 11월

에 2차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산란기 전(6~7월)까지 증가하는

현상은 강 등(2000)이 보고한 바지락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고

창산 바지락의 총혈구수가 7월 이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한 경향과는 달리 태안산과 김제산 백합의 총혈구수는 각각 6

월과 7월에 연중 최고수준을 기록한 후에 태안산은 7월에, 김

제산은 8월에 각각 최저로 낮아졌다가 9월에서 11월로 가며 급

격히 상승하는 계절적인 변동 패턴에 차이가 있었다(Fig. 7). 참

굴 Crassostrea gigas의 경우 먹이의 지질 함량이 높아질 경우

총혈구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으며(Delaporte et al.,

2007), 바지락 Tapes philippinarum에서는 Perkinsus 감염과 유

해성 조류(algae)에 노출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순환하는 혈

구수가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 바(Hgaret et al.,

2007)도 있는 것처럼 먹이의 질과 기생충 등 병원생물의 감염

도 총혈구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합의 주 산란시기이며 연중 가장 더운 시기인 7~8월에 혈

구수가 산란 초기(6월), 또는 11월의 약 1/9~1/10의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이 시기에 백합의 폐사가 시작되었던 사실(김 등,

2001)은 연중 온도변화가 백합의 번식생태 뿐 아니라 생리활성

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백합 혈구의 종류와 형태, 세포화학적 특성 등에 대하여는 이

미 보고된 바(Park et al., 2002; Chang et al., 2005)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개체수준에서 외관적으

로 나타나는 행동특성이나 다른 생리지표들과 연계하여 좀 더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서해안산 백합의 혈구조성의 시기별 변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도 과립구는 LEG와 SEG로 구분하였으나,

무과립구는 Chang 등(2005)과 같이 H, BLC, EG로 세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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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HYC(hyalinocyte)로 통합하여 비율을 구하였다. 태안

산 백합의 계절별 혈구조성의 변화를 보면, LEG는 여름>가을

>봄의 순서로 비율이 높았고, SEG는 봄에서 가을로 가며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HYC는 봄에서 가을로 가며 지속적으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Fig. 10-A). 김제산 백합에서도

각 혈구의 계절별 비율의 변화패턴은 태안산과 유사하였으나

여름철에 LEG의 비율은 김제산에 비해 약 1/2 수준이었고, 전

체적으로는 여름과 가을에 SEG의 비율은 태안산에 비하여 낮

은 반면, HYC의 비율은 태안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Fig.

10-B). 한편, 대만산 백합에 대한 Chang 등(2005)의 보고에서

는 과립구 중의 LEG와 SEG가 각각 3%, 63% 였으며, 무과립

구(agranulocyte) 3 종을 합한 비율은 44%를 차지하여, LEG의

비율은 태안산(평균 7.3%)과 김제산(6.0%)에서 좀 더 비율이

높았지만, SEG의 비율은 태안산(52.2%)이나 김제산(47.4%)의

비율이 다소 낮았지만 HYC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만산과 한

국 서해산(김제, 태안) 백합은 서식환경이나 조사 시기가 동일

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지만 혈구조성에 큰 차

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패류의 모든 혈구가 생체방어와

관련되는 이물질 탐식능이 있지만 무과립구보다는 과립구에서

탁월한 점과, 태안산이나 김제산 백합에서 봄에서 가을로 가며

지속적으로 소과립구 (SEG)의 비율이 증가하고 무과립구 (HYC)

의 비율이 여름이 되면서 급격히 떨어지며, 전체 혈구수 중의

비율은 가장 적지만 대과립구(LEG)의 비율이 여름철에 연중 가

장 높게 나타난 점은, 여름철의 온도여건 및 백합 자체의 산란

생태 등을 생각할 때 내부방어기능 수행과 대사할동면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서해안 갯벌에 서식하는 양식대상 패류 중에서 백합 Meretrix

lusoria은 가장 고급 품종으로서 각광받고 있지만, 수많은 연구

에도 불구하고 하절기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사

로 인하여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갯벌에 서식

하는 백합의 환경요인 중에서는 수온 및 염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갯벌의 지온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갯벌의 지온

을 시기별, 깊이별로 조사하였다. 백합의 내부방어기능을 이해

하기 위한 지표로서는 혈림프 중에 존재하는 혈구의 밀도와 혈

구의 종류별 조성비율을 조사하였다. 표층으로부터 1cm 깊이

의 지온은 봄철에는 8.7~26.8oC, 여름철에는 27.6~32.8oC 였

으며, 유의차는 없었지만 공기 중에 노출된 곳보다는 해수가 고

인 지점의 지온이 더 높았다. 백합의 성장기인 봄(3월)부터 가

을(10월)까지 정상적인 백합의 잠입깊이는 평균 0.9~3.6 cm 였

으며 겨울철(2월)에는 평균 8.0 cm 까지 잠입하였고, 서식지의

기온, 수온, 지온 등이 잠입깊이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백

합의 잠입소요시간은 2월에 약 40분, 8월에 약 5분으로서 시기

별 차이가 컸고 서식지의 온도환경의 영향이 매우 컸다. 백합

의 비만도는 습중량과 건조중량을 이용하여 4가지 방법으로 조

사해 본 결과, 여름기간 중에는 김제산 백합의 비만도가 더 높

았으며, 태안산 백합은 5월 이후에 김제산 백합에서는 6월 이

후에 비만도 감소가 나타났다. 백합 혈중의 총혈구수는 태안산

의 경우 6월에서 7월로 가며 급격한 감소를 보였고, 김제산은

태안산과 변화패턴은 비슷하였으나 최저치를 나타내는 시기는

태안산보다 1개월 늦은 8월이었고,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급

격한 증가를 보였다. 백합의 혈구는 대과립구, 소과립구, 무과

립구로 나뉘며, 봄에서 가을로 가며 소과립구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반면, 무과립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 백합 양식장의 폐사로 인한 피해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는, 연안의 수온 뿐 아니라

갯벌의 지온이 환경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할 필요성이 있었다. 백합의 행동학적 특성으로서 노출직

후 다시 잠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생물학적 지표로서 비만

도, 총혈구수 및 혈구의 종류별 조성 등을 개체 수준에서 각 지

표들간의 상호 관련성을 밝힐 수 있다면 자연산 및 양식 백합

의 건강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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