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긴노요각목 (Calanoida)에 속하는 곁노벌레과 (Paracal-

anidae) 요각류는 모두 7속 79종이 보고되었으며(Boxshall

and Halsey 2004; Bradford-Grieve 2008; Kesarkar and Anil

2009), 전 세계의 기수역과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우점하

지만, 시공간적인 분포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Kesarkar and Anil 2009). 국내에서 보고된 곁노벌레과 요

각류는 Acrocalanus gibber Giesbrecht, 1888, A. monachus

Giesbrecht, 1888, Bestiolina coreana Moon et al., 2010,

Calocalanus pavo (Dana 1849), Calocalanus plumulosus

(Claus 1863), Mecynocera clausi I.C. Thompson, 1888,

Paracalanus aculeatus Giesbrecht, 1888, P. parvus sensu

lato, P. gracilis Chen and Zhang, 1965, Parvocalanus cras-

sirostris (Dahl 1894) 등 모두 6속 10종이다 (Yoo and Lee

1994; 유 1995; 강 1996; Moon et al. 2010).

Paracalanus parvus s. l.는 서해안과 남해안의 기수역

과 연안해역에서 연중우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h

et al. 1991; Soh and Suh 1993; Han et al. 1995; Park et al.

2002; Lee et al. 2006). 그러나 여름철에 담수의 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기수역과 반폐쇄적인 내만에서는

Bestiolina coreana가 우점하며, P. parvus s. l.와는 시공간

적 분포 양상의 차이를 보인다 (Moon et al. 2010). Bestio-

lina속은 다음과 같은 분류학적 형질을 가짐으로써 Para-

calanus속 요각류와 구분할 수 있다(Fig. 1). 첫째, 암컷의

마지막 가슴마디의 양쪽 끝부분에 작은 가시 (spin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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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racalanus parvus s. l., Female: (A) habitus, dorsal; (B) habitus, lateral; (C) leg 3; (D) leg 5. Bestiolina coreana, Female: (E) habitus,
dorsal; (F) habitus, lateral; (G) leg 3; (H) leg 5. Scale bars: A, B, E, F==200 μm; C, G==50 μm; D, H==2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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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둘째, 암컷의 제5유 지는 돌기형태이다. 셋

째, 제2유 지에서 제4유 지 외지(exopod) 세 번째 마디

의 측면에는 일렬로 된 작은 측면가시(external spinules)가

없다. 넷째, 제2유 지에서 제4유 지 내지 (endopod) 세

번째 마디의 강모식이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다(Box-

shall and Halsey 2004).

국내 기수역과 연안해역에서 우점하는 P. parvus s. l.는

연중 분포한다는 점과 기수역과 반폐쇄적인 내만에서는

여름철에 B. coreana의 출현 빈도가 높다진다는 점에서

2종 간의 수온과 염분 분포에 한 연구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해안과 남해안의 기수역과 연안해역에서

우점하는 곁노벌레과 2종의 수온과 염분에 따른 출현

양상을 파악하고자 광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계절 조사

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 또한, 두 종 간의 국

내 지리분포는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의 주요항

구에서 2010년 8월과 11월에 채집된 시료를 바탕으로

두 종의 출현 여부만 확인하 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재료 및 방법

현장조사는 광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16개 정

점을 상으로 2006년 11월 (가을철), 2007년에 2월 (겨

울철), 5월 (봄철), 그리고 8월 (여름철)까지 사계절조사를

실시하 다 (Fig. 2). 동물플랑크톤 시료채집은 원추형 네

트 (망목 크기 200 μm, 망구 지름 45 cm)를 이용하여

광해역에서는 정점마다 3회씩 수직예인을 하 고 국내

지리분포에 사용된 시료는 2010년 8월과 11월에 주요항

구의 고정 정점에서 채집하 다. 채집된 동물플랑크톤은

시료의 최종농도가 5%가 되게 중성포르말린으로 고정

하 다.

동물플랑크톤의 정량분석을 위하여 네트 입구에 유속

계 (General Oceanic Co. model 2030)를 장착하여 여수량

을 측정한 후 단위 체적당 개체수(개체 m-3)로 환산하

다. 수온과 염분은 CTD (Alec Electronics Co. Model

ACL1150-DK)를 사용하여 조사기간 동안 광 연안해

역의 모든 정점에서 측정하 다. 두 종의 종 동정은 분

류문헌을 참조 후 실시하 다 (Ueda 1997; Moon et al.

2010). 계절에 따른 수온과 염분 변화가 두 종의 분포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기간 동안 정

량 분석된 2종의 출현 개체수와 수온과 염분 자료를 바

탕으로 Temperature-Salinity diagram으로 나타냈다.

결과 및 고찰

광 인근해역에서 조사기간 동안 관측된 수온과 염

분의 계절 변동 양상을 파악하 다(Fig. 3). 수온은 7.7~

32.5�C 범위로써 겨울철의 정점 R5~R7에서 가장 낮았

고, 여름철의 정점 R3에서 가장 높았다. 염분은 28.2~

32.4 psu 범위로써 여름철의 정점 R2에서 가장 낮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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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p showing of zooplankton sampling sites in the coastal waters of Youngg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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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의 정점 C2에서 가장 높았다. 여름철의 정점 R2

에서 염분이 낮은 점은 현장조사 전날 강우로 인한 주

변의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담수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에 따른 B. coreana와 P. parvus s. l.의 출현 특성

을 파악하 다 (Fig. 4). 먼저 B. coreana는 겨울철과 봄철

에는 출현하지 않았고, 수온이 20�C 이상으로 상승한 여

름철과 가을철에 모든 정점에서 고르게 출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출현 개체수 범위는 104~21,639개체 m-3

로 변동하 으며, 가을철의 정점 L6에서 가장 낮았고,

여름철의 정점 R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aracalanus

parvus s. l.의 계절에 따른 분포 양상에서는 여름철 정점

R1과 R2를 제외한 모든 조사기간과 정점에서 출현하

고 출현 개체수는 12~1,713개체 m-3 범위 다 (Fig. 4).

수온과 염분에 따른 2종 간의 출현 양상을 Fig. 5와 같

이 T-S diagram으로 나타냈다. 수온이 20.2~32.5�C와 염

분이 28.2~31.4 psu에서는 B. coreana가 출현하 으며,

여름철에는 모든 정점에서 3,000개체 m-3 이상으로 매우

높은 출현 개체수를 나타냈다. 반면 P. parvus s. l.의 수

온과 염분에 따른 출현 양상에서는 수온 7.7~32.5�C와

염분 28.2~32.4 psu 범위에서 모두 출현하 지만, 여름

철에는 평균 59개체 m-3로 출현 개체수가 극히 낮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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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temperature and salinity at sampling sites in
the coastal waters of Youngg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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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asonal and spatial variation of two paracalanid copep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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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연중 우점하여 출현하는 Para-

calanus parvus s. l.는 주로 기수역과 내만에서 여름철에

량 증식하는 종으로 보고되어 (Soh and Suh 1993; Han

et al. 1995; Youn and Choi 2008), 선행 연구들을 토 로

수온과 염분에 따른 출현 양상을 파악하 다 (Table 1).

이 같은 결과들은 서해안과 남해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기수역과 연안해역에서 연중 출현하는 P. parvus s. l.가

수온과 염분에 따른 출현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광 인근해역의 출현 양상에서는 사

계절 동안 여름철에 높은 개체군을 유지하는 종이 P.

parvus s. l.가 아닌 B. coreana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해 중앙부 가막만 북부해역과 섬진강 기수역에서 두

종간의 계절별 출현 양상을 파악한 결과에서도 P. parvus

s. l.는 연중 출현하지만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B. coreana

가 비교적 높은 도로 개체군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문 등 미발표자료).

서해, 남해, 그리고 동해의 주요 항구와 만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 시료들 중 여름철과 가을철을 중심으로 분

석 후 이들의 국내 지리분포를 확인하 다(Fig. 6). Para-

calanus parvus s. l.와 B. coreana는 서해 남부 ( 광 연안

해역, 무안만, 목포항)를 포함한 남해안의 중앙부 (가막

만, 광양만, 섬진강 기수역)까지 여름철에서 가을철까지

서로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안만에서는 여름철

에 B. coreana의 출현 빈도가 P. parvus s. l.보다 다소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문 등 미발표자료). 이 연구에서는

광 연안해역에서 출현하는 B. coreana가 여름철과 가

을철에만 출현하는데, 특히 여름철 수온이 20�C 이상과

염분 28~32 psu 범위에서 P. parvus s. l보다 월등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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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nge of temperature and salinities between Bestiolina coreana and Paracalanus parvus s. l. appeared in the present study area as
well as other areas of previous reports

Species

Appearance range Maximun abundance

Area SourcesTemperature Salinity Temperature Salinity
(�C) (psu) (�C) (psu)

Bestiolina 
20.1~32.5 28.2~31.4 27.4~32.5 29.9~31.3 Younggwang This study

coreana

7.7~32.5 29.7~33.3 16.7 31.9 Younggwang This study

4.4~29.6 2.1~32.8 14.9 32 Seomjin River estuary Park et al. (2002)

5.5~27.3 28.9~32.3 26.9 30.2 Gwangyang Bay Choi et al. (1998)

5.8~27.2 2.6~34.3 - - Gwangyang Bay Jang et al. (2004)

- 14~32 - ¤27 Han River estuary Myung (1992)

8.4~27.6 0.7~30.4 8.7~25.4 24.5~30.4
Mankyong and 

Suh et al. (1991)
Dongjin Rivers estuary

1.6~24.3 12.5~30.8 4~20 25~30 Asan Bay Lee et al. (2006)

2.1~26.8 22.7~31.9 22~26 25~31 Kyeonggi Bay Youn and Choi (2003)

1.0~25.7 8.7~30.7 23.4 25.3 Han River estuary Youn and Choi (2008)

19~25 22~29 21~25 25~28 Jangmok Bay Jang et al. (2010)

Fig. 6. Distribution of Paracalanus parvus s. l. and Bestiolina
coreana in the estuarine and coastal waters of Korea. 1, In-
chon Harbor; 2, Pyeongtaek Harbor; 3, Coast of Young-
gwang; 4, Muan Bay; 5, Mokpo Harbor; 6, Gamak Bay; 7,
Seomjin River estuary; 8, Masan Harbor; 9, Pusan Harbor;
10, Ulsan Harbor; 11, Pohang Harbor; 12, Donghae H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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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군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기수역과 연안해역에서 여름철에서 가을철까

지 이들 두 종 간에 서로 혼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써 선행 연구들의 P. parvus s. l.의

수온과 염분 출현 범위는 B. coreana가 출현할 수 있는

수온과 염분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

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가 비록 광범위한 연구해역

과 짧은 주기 (월 단위 이하)가 아닌 계절조사에 국한된

자료이긴 하나 분명한 것은 서해 남부에서 남해 중앙부

까지 수온과 염분에 따라서 이들 두 종간의 출현 양상

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차후에 서

해안과 남해안의 기수역과 연안해역에서 동물플랑크톤

생태학적 연구를 수행할 때 앞서 언급하 듯이 여름철

에서 가을철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분류 형질을 이용하

여 종 동정을 실시한 자료 분석이 절실히 요구된다.

적 요

서해안과 남해안의 기수역과 연안해역에서 우점하는

곁노벌레과 (Paracalanidae) 2종 간의 수온과 염분에 따른

출현 양상을 파악하고자 광 인근해역을 중심으로 2007

년 가을철, 2008년 겨울철, 봄철, 그리고 여름철에 걸쳐

사계절조사를 실시하 다. Bestiolina coreana는 봄철과

겨울철에 출현하지 않았으며, Paracalanus parvus s. l.는

연중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종간의 수온과 염

분에 따른 출현 양상에서는 수온 20�C 이상과 32 psu 미

만으로 낮아지는 시기에는 P. parvus s. l.보다 B. coreana

의 개체군이 월등하게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

과적으로 계절에 따른 수온과 염분 변동이 두 종의 출

현 양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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