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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진해만에서 2010년 부 양화해역(St.1)과 빈 양화해역(St.22)에서, 2011년에는 부 양화해역(St.1, St.5), 
양화해역(St.19), 빈 양화해역(St.22) 등 해역의 특성이 다른 정 에서 양염농도구배(Nitrate: 0, 1, 5, 10, 20, 50, 100 

µM; Phosphate: 0, 0.1, 0.5, 1, 2, 5, 10 µM)에 따른 식물 랑크톤의 성장반응  군집구조의 특성을 악하 다. 2010 년 
St.1에서 질산염과 인산염첨가군에서는 농도구별에 따른 식물 랑크톤성장의 차이를 보 으나(One-way ANOVA:P<0.01), 
St.22에서는  염첨농도구배에 따른 양염첨가효과가 명확하지 않았다. 2010년 St. 1의 질산염 첨가군에서 와편모조류 
Heterocapsa triquetra가 우 하 고, 인산염 실험군에서는 규조류 Pseudo-nitzchia spp.가 각각 우 하 다 진해만 앙의 빈
양수계 St. 22에서는 질산염농도가 10 µM  후에서 Chaetoceros spp.가, 20 µM에서 Thalassiosira spp.가, >50 µM 에서

Pseudo-nitzchia spp. 가 각각 우 하 고, 인산염 첨가시 2 µM 이하에서는 Cylindrotheca spp.로, 5 µM 이상에서는  
Pseudo-nitzchia spp.로 우 하 다. 2011년에는 4해역 모두 양염농도구배에 따른 식물 랑크톤 성장의 명확한 차이를 보
다(One-way ANOVA:P<0.01). 하지만, 정 1, 5, 19에서는 식물 랑크톤의 성장이 2일 후부터 차 으로 증가하 으나, 정  
22에서는 실험 6일후부터 반응하 고, 이는 낮은 양염농도에 응된 생물군에 갑작스럽게 양염이 공 되어도 성장 지연
상이 일어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물 랑크톤의 우 종은 정 1의 낮은 양염농도에서는 Eucampia spp., 

Chaetoceros spp.가 높게, 높은 양염농도에서는 Skeletonema spp.와 Thalassiosira spp.로 나타났다. St. 5에서는 Skeletonema
spp.가 우 하 고, St.19에서는 Chaetoceros spp.와 Skeletonema spp.도 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반면, St. 22에서
는 Thalassiosira spp.가 높은 유율을 보 다. 결과 으로 양염특성이 다른 해역에서 추가 으로 첨가한 양염은 양염
농도구배에 따라서 식물 랑크톤의 우 종  종조성을 차이를 보 고, 이는 각각의 해역의 특성에 따라서 식물 랑크톤의 
존량  우 종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잘 변할 수 있는 요한 근거라고 단된다.

Abstract  In order to estim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wth and composition of phytoplankton according to the 
available nutrients, we added nitrate (0, 1, 5, 10, 20, 50, 100 µM) and phosphate (0, 0.1, 0.5, 1, 2, 5, 10 µM) to field 
samples in a eutrophic site (St. 1) and an oligotrophic site (St. 22) in 2010 as well as a eutrophic site (St. 1, 5), a
mesotrophic site (St. 19), and an oligotrophic site (St. 22) in 2011 at Jinhae Bay, Korea. The phytoplankton growth in 
the areas with additional nitrates and phosphates on St. 1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One-way 
ANOVA:P<0.01). The dominant species at St. 1 in 2010 were Heterocapsa triquetra and Pseudo-nitzchia spp., to which
nitrate and phosphate were added, respectively. The dominant species at St. 22 in 2010 differed between treatment 
conditions as follows: nitrate treatment Chaetoceros spp. (≤ 10 µM), Thalassiosira spp. (20 µM), and Pseudo-nitzchia
spp.(≥ 50 µM) for nitrate treatment; Cylindrotheca spp. (2 µM) and Pseudo-nitzchia spp. (5 µM) for phosphate 
treatment. Phytoplankton growth in 2011 according to the added nutrien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reatment 
concentrations (One-way ANOVA: P<0.01). Moreover, the beginning of exponential growth in phytoplanktons was 
different between the eutro-mesotrophic sites (St. 1, 5, and 19) and the oligotrophic sites (St. 22) on day 2 and day
6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phytoplankton growth in the low nutrient condition may be retarded. The dominant 
species at St. 1 were Eucampia spp. and Chaetoceros spp. in the low nutrient treatment compared to Skeletonema spp., 
and Thalassiosira spp in the high nutrient treatment. The dominant species at St. 5 and St. 19 were mostly Skeletonema
spp. and Chaetoceros spp. However, the dominant species at St. 22 was Thalassiosira spp..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hytoplankton growth and composition were different in areas with different nutrient characteristics resulting
from the additional nutrients. Therefore, the nutrients additional algal assay could be indirectly explained why the biomass
and composition of phytoplankton in Jinhae Bay has shown spatial differences.
Keywords : phytoplankton, nutrients, growth rate, Jinhae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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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식물 랑크톤의 성장은 량, 수온, 양염 등과 같은 
환경요인에 향을 받는다. 특히 양염의 공 은 조

와 같은 특정 식물 랑크톤의 발생을 유도하는 ‘방아
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식물 랑크톤 

성장에 향을 미치는 제한 양염류의 평가는 양염 

흡수에 따른 평가 [2,3], 양염 농도  비율로 평가하

는 방법, 그리고 장해수에 양염을 첨가하는 생물검
정실험 등이 있다. 가장 보편 인 방법으로는 장에서 

양염류를 측정하여 Redfield 비율(Si:N:P = 16:16:1)
에 따른 양염 성분 구성비의 차이와 더불어 양염 최

치로 제한된 양염을 단할 수 있다 [1]. 하지만 이
러한 방법은 어떠한 양염이 식물 랑크톤의 성장에 제

한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는지에 한 측은 할 수 있

지만, 식물 랑크톤 군집의 생리학  성장특성에 따른, 
제한 양염을 평가하기에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식
물 랑크톤 군집내 양염 재생산비율의 차이, 특정 미
세조류의 종특이성을 고려하여 세포내 양상태를 종합

으로 평가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단일 분리 배양종을 상으로 생리생태 인 

특성을 규명하는데 합하지만, 장해역에서 일어나는 

상을 규명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결과 으로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 장수에 인 으로 양염을 

첨가하여 식물 랑크톤의 성장반응 특색을 모니터링하

는 생물검정실험이 보편 으로 활용되어 왔다.  
양염 첨가실험은 1960  이후부터 호수 생태계에

서 식물 랑크톤 성장특징을 규명하기 한 목 으로 수

행되었고 [4], 이후 양염 뿐만 아니라, 극미량 속의 
농도 한 식물 랑크톤의 성장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5, 6]. 일반 으로 온난해역에

서는 2월에서 4월에 걸쳐 식물 랑크톤의 증식(Spring 
bloom)이 알려져 있고, 증식후 양염류의 고갈로 

Bloom이 소멸되어 하계까지 빈 양상태가 지속되는 경

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7월의 장
마철에 강우가 집 되고, 8-9월에 산발 으로 근하는 

태풍의 향으로 하계에도 불구하고 육상기원의 양염

류가 연안 해역으로 유입되어, 식물 랑크톤의 발생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진해만에서 식물 랑크톤의 

발생은 상 으로 수온이 낮고 량이 증가하는 2월
과 3월에 빈번하게 발생하여 [4], 수계내 양염류를 고

갈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결과 으로 본격 인 강우기에 

어드는 6월 순까지 상 으로 낮은 양염류가 해

역에 잔존하여 식물 랑크톤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잠재  요인으로 작용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 염류가 상 으로 낮은 농도가 유지되

는 5월 진해만에서 필수 양염 (질산염  인산염)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식물 랑크톤의 성장반응  양염 

제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해만에서 만
성 으로 발생하는 유해유독 미세조류의 성장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양염류의 유입에 한 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Wasmund et al.[7]의 해역을 구분하는 
양단계와 손과 백[8]의 진해만의 양염농도 차이에 근
거하여 포 으로 해역을 구분하 다. 2010년에는 
양염농도가 높은 정 (부 양화수계)과 낮은 정 (빈
양화수계) 2곳 (정  1, 22)을 선정하여 양염 농도구배
에 따른 식물 랑크톤의 성장반응을 악하 다. 

Fig. 1. Location of the nutrient additional algal assay 
sites in Jinhae Bay, Korea; open square and 
circle indicates study sites in 2010 and 2011, 
respectively. 

아울러, 2011년에는 이들 2곳 정 을 포함하고 상

으로 간정도의 양염 농도가 찰된 1곳( 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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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정 19)과 고농도로 찰된 1곳 (정  5) 등 총 4

개의 정 에서 N, P 양염 농도를 일정량 첨가하는 실

험을 수행하 다. 각 조사정 에서 채집한 표층해수를 

mesh (200 µm pore size)로  자연여과하여 동물 랑크

톤을 제거한 후 1L의 멸균팩에 옮겨 담아 실험실로 운반

하 다. 실험에서 각 정 의 시료를 50mL의 시험  (Φ

22 mm x 200 mm, PYREX)에 균일하게 분주하여 식물

랑크톤 개체수 도를 동일하게 유지시켰다. 양염에 

한 반응을 조사하기 해 질산염 첨가군(+N), 인산염 

첨가군(+P)으로 설정하 고, 질산염은 KNO3,인산염은 

KH2PO4분말을 이용하 다. +N의 최종농도는 0, 1, 5, 

10, 20, 50, 100 µM, +P의 최종농도는 각각 0, 0.2, 0.5, 

1, 2, 5, 10 µM로 설정하 다. 그리고 +N의 실험군에서

는 P의 제한을 방지하기 해서 인산염 10 µM로 균일하

게 하 고, 반 로 +P 실험군에서는 질산염을 각각 100 

µM을 주입하여 실험구의 양염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 다.  배양조건에서 량은 60 µmol m-2s-1로 

주기는 12D : 12L로 각각 설정하 다. 온도조건은 2010

년에는 장조사의 결과와 유사한 15℃로 설정하 으나, 

2011년에는 장수온이 17℃ 후 값을 보여, 잠재 으

로 수온 상승효과를 추이하기 해서 20℃로 설정하

다. 생물량의 변동은 2일 간격으로 in vivo 상태의 형

값을 Fluorometer (Turner design 10-AU, USA)로 총 

14일간 측정하 고, 식물 랑크톤 군집조성을 조사하기 

해 2일간격으로 1 mL씩 subsample하여 Lugol용액으

로 최종농도 1%로 고정하여 보 하 다. 식물 랑크톤

의 군집분포는 최고성장기의 주요 우 종을 심으로 분

석하 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결과에 반 하 다. 모

든 실험은 2반복(duiplicate)으로 수행되었다. 

생물검정실험에서 식물 랑크톤의 성장률은 각 실험

구의 최고 성장기를 기 으로 계산하 다. 



   

여기서 N0; 기 생물량, Nt; 최고성장기의 생물량, T; 최
고성장기까지의 배양기간(day)으로 나타내었다. 계산된 
성장률은 SPSS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선형회귀분
석(non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여, 질산염과 인산염 
농도별 성장률의 차이를 악하 다. 

3. 결과 및 고찰

진해만에서 양염류가 지속 으로 낮아지는 5월에 
2010년 마산만 내측정  (St.1)과 진해만 앙해역의 
표정  (St.22)에서 양염 첨가 실험을 한 결과, 양염 
농도구배별 성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 다 [Fig. 2].

Fig. 2. Effects of nitrogen (left penal) and phosphorus 
(right penal) on growth of natural 
phytoplankton communities in 2010 in Jinhae 
Bay; the inoculated natual samples were kept at 
15℃ under 60 µmol m-2 s-1 in a 12L:12D 
photoperiod. Error bar indicate ± S.D. 

특히 정  1의 질산염 농도가 ≥ 50 µM에서 식물
랑크톤에 한 양염첨가효과가 두드러졌고, 이는  ≤ 

20 µM 의 농도구배와 비교해 보았을 때  5배 차이를 보
다. 인산염 농도별 첨가실험에서도 높은 양염 (≥ 

5.0 µM)을 첨가한 실험군에서 높은 형 값이 찰되었

고, 이는 장해역에서 강우에 의한 육상기원의 높은 
양염류가 마산만 인근해역에 공 될 경우 지속 으로 식

물 랑크톤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정  22에서는 정  1과 비교하여 ≤ 50 µM의 질산염
과 ≤ 5.0 µM 인산염 농도실험군에서 유사한 형 값이 

찰되었으나, ≥ 50 µM의 질산염과 ≥ 5.0 µM 인산염 
실험군에서는 식물 랑크톤의 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높은 N, P 첨가군에서 두 정 간의 

형 값의 한 차이는 뒷부분에서 언 하겠지만 우

한 식물 랑크톤의 군집조성의 차이에 의하여 기인된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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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nitrogen (left penal) and phosphorus 
(right penal) on growth of natural phytoplankton 
communities in 2011 in Jinhae Bay; the 
inoculated natual samples were kept at 20℃ 

under 60 µmol m-2 s-1 in a 12L:12D 
photoperiod. Error bar indicate ± S.D. 

2011년에는 해역의 특성이 다른 마산만 내측정  (St. 
1), 진해속천항 (St. 5), 거제고 만 (St. 19), 진해만 앙
해역 (St. 22) 4곳의 지역에서 농도별 양염첨가한 결
과, 2010년의 양염첨가 실험과 유사하게 양염 농도
구배에 따른 식물 랑크톤의 성장반응의 명확한 차이를 

확인하 다 [Fig. 3]. 흥미로운 것은 반폐쇄 이며 만성

인 부 양화해역인 정  1, 5, 19에서는 형 값이 2일 
후부터 차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상 으로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여 양염 농도가 항상 

낮은 앙해역인 정  22에서는 실험 6일후부터 형 값

이 증가하 다. 즉, 해역의 특성이  다른 정  22에
서 식물 랑크톤의 성장반응이 늦어지는 상이 찰되

었는데, 이는 낮은 양염농도에 응된 생물이 갑작스
럽게 일정의 높은 양염이 공 되어도 성장의 지연 상

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정 에서 농도구배로 양염을 첨가하여 식물

Fig. 4. Changes in specific growth rate of natural 
phytoplankton assemblages at different 
nitrogen(left) and phosphorus (right) in 2010 
in Jinhae Bay. 

랑크톤의 성장을 시계열 으로 모니터링 한 형 값을 

바탕으로 식물 랑크톤의 성장률을 산출하 다 [Fig. 4]. 
양염 농도구배별로 식물 랑크톤의 성장률을 비선형 

회귀분석한 결과, 모든 정 에서 N, P 양염 농도의 증
가와 더불어 성장률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 으나, 일
정의 염농도 (N:10 µM, P:1.0 µM; 2011년 정 1제
외)에서 포화되는 양상을 명확하게 찰할 수 있었다 

(P<0.001). 2010년에는 질산염 농도에 따른 정  1과 정
 22의 성장률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산염 첨가
군에서는 정 1에서 0.77 day-1로, 정  22에서 0.50 
day-1로 나타나, 상 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2011년의 식물 랑크톤 군집에 한 성장률 결과를 살

펴보면, 질산염 첨가군에서는 정 별로 유의한 성장률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P>0.001), 인산염 첨가군
에서는 정 별로 성장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정  5와 19에서는 성장률 0.60 day-1로 유사한 경향

을 찰하 으나, 정  1에서는 ≤ 2.0 µM의 낮은 인산
염 첨가군에서는 상 으로 성장률이 낮게 나타났고, 
정  22는 ≥ 2.0 µM 의 높은 인산염첨가군에서 성장률
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과 으로, 양염 농도

구배에 따른 성장률은 오염물 부하량이 상 으로 높고 

반폐쇄  내만형 특징을 가진 부 양화된 마산만 (St. 
1), 진해 속천항 (St. 5), 양화된 거제고 만 (St. 19)
에서 양염 농도가 높을수록 일정의 높은 식물 랑크톤

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악하 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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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염이 상 으로 높은 해역에 질산염이 유입될 경

우, 반 으로 식물 랑크톤의 높은 성장률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나, 질산염이 상 으로 

높은 해역에 인산염이 유입되었을 경우, 식물 랑크톤의 

군집조성에 따라서 성장특성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

된다. 
2010년 마산만 내측 (St. 1)의 질산염 실험군에서 와

편모조류 Heterocapsa triquetra가 우 하 고, 인산염 
실험군에서는 규조류 Pseudo-nitzchia spp.가 각각 우
하 다 [Fig. 5]. 진해만 장조사에서도 정  1에서 H. 
triquetra가 체 와편모조류의 65%를 유하 고, 정  

22에서는 Pseudo-nitzchia spp.가 체 규조류의 99%로 
높게 유하 다 [9]. 일반 으로 와편모조류는 분리배

양하지 않고, 혼합된 자연상태의 식물 랑크톤 군집에서

는 성장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이
으로 와편모조류 H. triquetra 가 높은 우 률을 보

다. H. triquetra는 생리학 으로 돌발 인 양염공 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빠른 성장을 보이는 특징이 있고, 질
산염이 풍부한 해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고농도의 
질산염에 한 지표 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10,11].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H. triquetra의 생리생태학  특징에

서 기인하여 질산염 첨가군에서 상 으로 성장이 빠르

게 유지 되어 우 한 것으로 단된다.

Fig. 5. Changes in phytoplankton communities composition 
at different nitrogen(left) and phosphorus(right); 
St.1, eutrophic site; St.22, oiligotrophic site. 

반 로, 인산염 농도별 첨가실험군에서는 

Pseudo-nitzchia spp.의 비율이 질산염 첨가군 실험에서 
찰한 H. triquetra의 유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
다. 만약 마산만 내만의 수온이 15℃ 후에서 씨앗이 될 

수 있는 유 세포 H. triquetra가 일정량 존재하는 조건
에서 N기원의 양염의 량 공 되면, H. triquetra의 
발생에 유리할 것으로 단되고, 반 로, P기원의 
양염이 공 되면 Pseudo-nitzchia spp.가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단된다.
진해만 앙해역 (St. 22)정 의 양염 첨가 실험에

서는 마산만의 정  1과 비교하여 농도구배에 따라 다양
한 식물 랑크톤이 찰되었다. 질산염 농도구배 실험에  
근거하면, 10 µM 후의 농도에서는 Chaetoceros spp.
가, 20 µM 후의 농도에서는 Thalassiosira spp.가, 50 
µM이상의 농도에서는 Pseudo-nitzchia spp. 가 각각 우
하 다 [Fig. 5]. 인산염 실험군에서는 상 으로 2 

µM 이하의 낮은 농도에서 Cylindrotheca spp.가, ≥ 5 
µM 이상의 농도에서는 질산염과 유사하게 Pseudo-nitzchia 
spp.가 우 하 다. 2010년 춘계 장조사의 정  22에
서는 Pseudo-nitzchia spp.가 체 규조류 군집의 49%로 
비교  낮은 유율을 보 으나 [7], 양염 첨가실험의 

고농도 질산염 (≥ 50 µM)과 인산염(≥ 5 µM) 첨가군
에서 Pseudo-nitzchia spp.가 각각 80% 와 7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우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seudo-nitzchia spp.가 춘계 진해만에서 높은 
존량을 보이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단되

며 [9], 만약 Pseudo-nitzchia spp.가 높은 양염에 노출
되었을 경우 진해만 어느 해역에서도 격히 증가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단된다. 특히 
Pseudo-nitzchia spp.의 부분의 종은 기억상실성패독 
(ASP:Amnesic shellfish poisoning)을 유발하는 Domoic 
acid를 생성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진해만에서 춘
계 수온이 15℃ ·후 조건에서 양염이 공 되면 

Pseudo-nitzchia spp.의 증식을 유발할 수 있어, 홍합
과 같은 이매패류의 생물독성농축에 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011년 양염첨가에서 나타난 식물 랑크톤 군집조

성은 2010년의 실험과 비교하여 우 종의 차이가 명확

하게 나타났다 [Fig. 6]. 이는 매년 춘계에 출 하는 식

물 랑크톤의 종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 
배양조건이 2010년보다 5℃ 높은 20℃에서 수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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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phytoplankton communities composition 
at different nitrogen(left) and phosphorus(right); 
St.1, eutrophic site; St.5 and St.19, mesotrophic 
site; St.22, oiligotrophic site.(2℃)

로 단된다. 각 정 에서의 양염농도구배에 따른 식

물 랑크톤의 유율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마산만 정
 (St. 1)에서는 ≤ 5 µM의 질산염과 ≤ 0.5 µM 인산
염의 첨가군에서는 Eucampia spp.와 Chaetoceros spp.
가 상 으로 높은 유율을 보 으나, 높은 질산염과 
인산염 농도에서는 Skeletonema spp.와 Thalassiosira 
spp.로 나타났다. 진해속천항의 정   (St. 5)에서는 모든 
농도별 실험군에서 Skeletonema spp.가 우 하 고, 거
제 고 만의 정  (St.19)에서는 Chaetoceros spp.와 
Skeletonema spp.도 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진해만 앙해역정  (St. 22)에서는 Thalassiosira 
spp.가 높은 유율을 보 다. 본 실험을 통하여 양염 
첨가에 따른 해역별 식물 랑크톤의 우 양상은 해역별 

장에서 출 하는 존량과도 일정의 상 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각 정 별 우 양상의 차이는 

양염 농도구배에 따른 각 생물의 양염 농도 응정도

에 따른 생리학  특성에 기인된 것으로 단되었다. 
Eucampia spp. 일반 으로 낮은 수온에 증식이 빨라 동

계나 냉수괴의 지표종으로 알려져 왔으나 [12], 본 연구
에서는 20℃ 의 상 으로 높은 수온에서도 일정의 우

율을 보 고, 낮은 양염 농도조건에서 유율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수온이 최 조건이 아니라도 

경쟁하는 종이 없을 경우 일정의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

는 기회 인 특성을 지닌 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Skeletonema spp.는 부 양화된 수계의 지표종으로 

[13], 본 조사에서도 부 양화  양화 해역인 정  

1, 5, 19에서 높은 농도 질산염과 인산염 처리군에서 높
은 유율을 보 다. 아울러 본 종은 염분, 수온의 

상 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생리학  특성과 하계

에 진해만에서 높은 개체수 도를 보이는 기존의 연구결

과와 비교  잘 일치하 다 [13].  Thalassiosira spp.는 
국내 남해연안에서 흔히 찰되는 종이나, 주로 동계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반면, 

Narragansett 만에서 18년 동안 수행된 연구에서 측된 
Thalassiosira spp.의 개체수는 수온이 낮은 시기와 높은 
시기 (17℃)에 개체수가 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특히 Thalassiosira spp.의 높은 개체수 도는 상 으

로 높은 수온인 17℃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연구
해역인 진해만 앙해역에서 5-6월에 상 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잠재 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실험에서 폐쇄 인 양염 첨가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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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일어 날 수 있는 상을 역으로 해석하는 시도이

지만, 반드시 장의 해역에서 일어나는 상을 명확하
게 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상을 유추하거나 상할 수 있는 기 자료로

서 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해역에서는 복잡 다양
한 환경인자가 서로 연 되어 있어 공 된 양염(=실험
에서는 양염첨가)은 해류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희석
될 수 있지만, 이를 효과 으로 이용하는 식물 랑크톤 

군집의 동태는 폐쇄된 실험실이나 실제 장해역이 유사

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단된다. 다만, 장에서는 개체
수의 빠른 희석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되지만, 폐쇄생
태계에서는 이와 같은 을 과  해석할 수 있는 단 이 

있으므로 추후 이와 같은 것을 보안하는 평가가 요할 

것으로 단된다.

4. 결론

진해만에서 2010년과 2011년 해역의 특성이 다른 정
에서 양염 첨가가 식물 랑크톤의 군집조성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만성  부 양화 해역

인 마산만의 정 1과 진해 속천항의 정 5에서도 추가
으로 양염이 공 되면, 곧바로 식물 랑크톤이 반응

하여 높은 존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악하 다. 
반면, 진해만 앙해역에서는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여 
일정의 낮은 양염농도가 지속 으로 유지되는 환경하

에서 갑작스러운 양염류가 공 되면 식물 랑크톤이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지연 상을 나타낸 

후 차 으로 높은 도를 유지할 것이라 생각된다. 결
과 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양염 첨가에 따른 식물
랑크톤의 우 종의 유율은 해역별로 다르게 나타났고, 
이는 해역  정 에 따라서 장에서 출 하는 우 종 

 종구성이 일정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변하는 결과로서  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해만 
역해역을 통합 으로 리하고, 수산물의 공 에 요한 

먹이의 에 지 흐름을 유추하는데 요한 정보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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