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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홍조류 지누아리속(Genus, Grateloupia)은 열대부터 온

대해역에 서식하는 지누아리과(Family, Halymeniaceae)
내에서도 가장 많은 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

로 약 96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9). 우리나라에서는 지누아리속에 19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해안과 남해안의 파도의 영

향을 많이 받는 조간대 하부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Kim and Park, 2006). 독특한 식감으로 강원

도 연안의 어민들이 오랜 기간 식량자원으로 이용해왔으

며, 지누아리속 중에 지누아리사촌(G. acuminata), 지네

지누아리(G. asiatica) 그리고 뼈지누아리(G. divaricata)
는 다른 해조류에 비해 아연성분의 함량이 높아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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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assess the trophic function of an artificial macroalgal habitat, we compared the stable carbon and nitrogen isotope ratios 

of two amphipods (Caprella sp. and Ampithoe sp.) and their potential food sources in a transplanted macroalgal habitat 
(Grateloupia asiatica) with those in a natural habitat .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sotopic values of both 
consumers and their potential food sources between the transplanted and natural habitats. Such isotopic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sites indicate a comparable resource consumer relationship. Additionally, our results showed similar isotopic niche 
areas and high dietary overlap (>65%) of the two amphipods between the transplanted and natural sites, suggesting that the 
transplanted habitat plays ecological roles similar to the natural habitat. Overall, isotopic assessment can provide information 
on the trophic function of diverse transplanted macroalgal habitats and improve post-monitoring efforts in the management of 
artificial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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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도 개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aliceti et 
al., 2002; Lee et al., 2011). 지누아리속 해조 종의 다양

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지누아리류의 생산량은 현장에

서의 과도한 채취와 서식지 감소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

였으며, 대량 생산을 위한 양식 방법의 개발과 서식지 복

원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and Park, 
2006).

전 세계적으로 연안역의 무분별한 개발, 인간 활동에 

의한 다양한 환경오염 그리고 백화현상 등으로 인해 해

조군락은 감소하거나 파괴되어 왔다(Mann, 2000; 
Steneck et al., 2002). 해조군락은 중요한 일차생산자로

서 동물들의 먹이공급원으로서 유기물을 생성하며, 엽상

체를 생활기반으로 다양한 부착동물들에게 서식처를 제

공하고, 저서동물부터 어류에 이르는 많은 동물들의 산

란장 및 은신처를 제공하여 높은 생산성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이는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한다(Duggins et 
al., 1989; Nybakken and Bertness, 2005). 우리나라에

서는 이러한 해조군락의 복원을 위해 해조류 이식에 의

한 바다숲 복원 연구와 해조류 이식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Choi et al., 2002; Kim et al., 2006; 
Cho et al., 2007; Kwak et al., 2014). 그러나 해조군락 

복원 성공에 대한 평가는 복원 이후에 해조류의 성장 변

화 및 서식하고 있는 저서동물과 어류의 군집구조 변화

를 자연해조장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NFRDI, 2006). 해조류는 소형저서동물들의 먹이로서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이후 먹이연쇄과정을 통해 상

위영양단계의 동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쳐 연안생

태계 전반의 물질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Jennings et al., 1997). 따라서 자연 해조군락

과 비교하여 복원된 해조군락의 해조류가 부착동물을 포

함하는 동물들의 생물생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자료는 복원에 대한 평가와 생태학적 중요

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

(Kang et al., 2008).
해조장을 포함하여 연안생태계는 다양한 유기물 공급

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들의 이차생산에 대해 영양기

저(trophic base)로서 기초생산자들의 상대적인 기여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 동물이 

이용하는 먹이원을 밝히기 위해 화학적 추적자로서 탄소 

및 질소안정동위원소 비 값(δ13C과 δ15N)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Fry and Sherr, 1984; Layman et al., 
2012; Park et al., 2016). 안정동위원소 비값을 이용한 

방법은 동물이 먹이를 섭식하게 되면 대사과정을 거치면

서 먹이원이 가지는 원래의 특성은 사라지는 반면 안정

동위원소 조성은 동물의 생체에 반영되는 특성을 이용하

여 소비자 동물이 이용하는 먹이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Michener and Schell, 1994). 대개 안정동위원소  

비 값을 분석할 경우 먹이와 소비자 동물 사이에 영양단

계당 탄소는 1‰ 이내, 질소는 2~4‰ 정도가 높아지는 

동위원소 분별효과(isotopic fractionation)가 발생하여, 
δ13C 값은 동물의 먹이원을 밝히는데 이용되고 δ15N 값
은 영양단계를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DeNiro and Epstein, 1978; Fry and Sherr, 1984; 
Minagawa and Wada, 1984; Post, 2002). 

해조장 복원 및 관리 그리고 해조류 양성을 위해서는 

해조류 이식 이후에 초기양성 과정에서 부착동물들의 생

리·생태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Hwang et al., 
2006). 특히, 해조류 초기양성 단계에서는 조식동물로서 

바다대벌레류(Caprellids)와 옆새우류(Gammarids)가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ano et al., 2003; Yoo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대량 양성 연구를 위해 강릉 

연안에 이식된 지네지누아리 개체에 초기양성단계에서 

부착된 저서단각류인 바다대벌레(Caprella sp.)와 참옆

새우(Ampithoe sp.)가 이용하는 유기물의 기원과 상대

적인 중요성을 평가하여 이들의 섭식생태를 밝히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부착된 바다대벌레와 옆새우 그리고 

이들의 잠재먹이원들의 탄소 및 질소안정동위원소 분석

을 실시하고 대조구로서 자연 지누아리 군락의 동일종과 

비교 분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지역

2020년 7월 강원도 강릉시 사근진의 조하대 지누아리 

이식정점과 자연정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Fig. 1A). 
지누아리 이식은 사근진 해변가 암반 지역에 4월과 6월
에 걸쳐 2차례 진행하였다. 이식 전에 암반 표면에 부착

한 모든 생물을 전량 제거한 후 이식을 진행하였다. 이식

은 플라스틱 재질의 판 위에 지누아리가 부착된 종묘판

을 고정시켜 이식지 암반에 부착하였다(Fig. 1B).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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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정점의 수온은 21.1~22.8℃, 그리고 용존산소는 

11.1~11.6 mg/L로 나타났다. 이식해역으로 선정된 사

근진 해역은 외해에 접해있고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으로 해류 소통은 원활하며, 조간대 하부와 조하대에 

뼈지누아리와 지네지누아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시료채집 및 처리

저서단각류의 2020년 7월 강원도 강릉시 사근진의 조

하대 수심 1~3 m에 이식된 지누아리 정점과 근처의 자

연 지누아리 정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

자 동물인 저서단각류의 생체내에서 먹이원의 안정동위

원소 비 값을 반영하기 위한 회전시간(tissue turnover 
time)을 고려하여 시료채집 시기를 결정하였다(Remy et 
al., 2017). 각 조사 정점에서 잠재 먹이원(부유입자유기

물과 해조류)과 저서무척추동물(바다대벌레와 참옆새우)
을 채집하였다. 잠재 먹이원으로서 수주내(수심 1~3 m)
의 부유입자유기물(Suspended Particualte Organic 
Matter, SPOM)은 van Dorn 채수기를 이용하여 수심 

약 1 m 정도의 아표층수 60 L 이상을 채수하여 200 ㎛

의 net로 동물플랑크톤이나 크기가 큰 입자물질을 제거

한 후, 다시 20 ㎛ net에 여과시켜 20 ㎛ 이상의 micro 
-phytoplankton으로 주로 구성된 coarse POM(CPOM)
을 포집하였다. 이후 20 ㎛ net에 여과 된 해수를 450℃

에서 4시간 동안 미리 태워서 준비한 GF/F 필터지(공극 

0.7 ㎛)를 이용하여 다시 여과하여 pico-와 nano-plankton
으로 구성된 fine POM(FPOM)을 포집하였다. net(20 
㎛)와 필터지(GF/F)에 포집된 각각의 POM은 동결건조

하여 분석시까지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다. 지네지누아

리는 SCUBA diving을 통해 방형구(0.2 × 0.2 m)를 이

용하여 직접 손으로 채집하였다. 채집한 지누아리는 냉

장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한 후, 엽체 표면에 붙은 이물

질을 제거하고 시료를 냉동 보관하였다.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소비자 동물들은 조사 정

점 각각에서 지누아리 엽체를 채집하여 실험실로 냉장 

보관하여 이동한 후, 현미경하에서 지누아리에 부착한 

바다대벌레와 옆새우를 핀셋으로 채집하였다. 채집된 시

료는 동정한 후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하여 1N 염산을 

이용하여 시료내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탄소(inorganic 

Fig. 1. Study areas on the eastern coast of Korea (A). Detailed location (37º48'84" N, 128º53'90" E) of macroalgae 
Grateloupia asiatica transplantation (a) and natural macroalgae (b) sites. Initial transplant stage of G. asiatica on a 
plastic board (B) and recent transplant view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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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ate)를 제거하고 다시 증류수로 세척한 후 시료를 

냉동 보관하였다. 냉동된 잠재먹이원과 동물 시료는 -7
0℃ 이하에서 동결건조하고 분말화한 뒤 분석 시까지 데

시케이터에 보관하였다.   

2.3. 탄소 및 질소안정동위원소 분석

잠재 먹이원(부유입자유기물과 해조류)에서 필터지에 

포집된 POM 시료들은 tin disk에 밀봉하였고, 동물체인 

바다대벌레와 참옆새우 시료는 균질화(homogenized)한 

후 1.0~1.5 mg을 tin capsule에 넣고 밀봉하였다. 밀봉된 

시료들은 원소분석기(Vario MICRO Cube elemental 
analyzer; Elementar Analysensysteme, Hanau, 
Germany)에 주입하여 고온(1,030℃)에서 연소시키고,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carrier gas로는 헬륨(He)을 

이용하였다. 연소로 발생하는 CO2 와 N2 가스에 대하

여 안정동위원소질량분석기(continuous flow isotope 
ratio-mass spectrometry, CF-IRMS; IsoPrime100; 
Cheadle Hulme, UK)를 이용하여 탄소 및 질소안정동

위원소 비를 분석 하였다. 잠재 먹이원과 부착동물이 가

지는 안정동위원소 비 값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국제 

표준물질(International standard material)에 대한 시료

의 비 값 변위를 천분율(‰)로 나타내어 δ 기호로 표현하

였다 : δX(‰) = [(Rsample/Rstandard) － 1] × 103, 여기서 X
는 13C 또는 15N, R은 13C/12C 또는 15N/14N 비를 나타낸

다. 
사용한 탄소안정동위원소 표준물질은 VPDB (Vienna 

PeeDee Belemnite)로, 질소안정동위원소 표준물질은 

air N2로 국제표준 기준을 사용하였다. 안정동위원소 비

값을 알고 있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물질[IAEA 
CH-6, sucrose C12H22O11와 IAEA-N1, ammonium 
sulfate [NH4]2SO4;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을 이용하여 정밀도와 재현성

을 확인하였고, urea를 이용하여 20회 이상의 반복실험

에서 얻어진 값들에 대한 표준편차는 δ13C은 0.13‰ 그

리고 δ15N은 0.22‰ 이하를 나타내었다.

2.4. 통계분석

모든 안정동위원소 분석 자료는 SPSS software 
(version 21.0, IBM corp., USA)를 이용하여 normality
와 homogeneity 검정을 실시하였다. PRIMER 프로그

램(version 6, PERMANOVA + PRIMER add-on)을 

이용하여 잠재 먹이원(CPOM, FPOM 그리고 지네지누

아리)들과 지누아리에 부착한 바다대벌레와 참옆새우 각

각에 대한 δ13C과 δ15N 값의 차이와 이식정점과 자연

정점들 사이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ERMANOVA 
(permutational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검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바다대벌레와 참옆새우 사이에 δ
13C과 δ15N 값 각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tudent 
t-test를 통하여 비교 검정하였다.

지누아리 이식정점과 자연정점의 부착 단각류들의 생

태지위면적(isotopic niche area)을 평가하기 위하여 R 
프로그램(version 3.5.3, R Core Team, 2019)에서 

SIBER (Stable Isotope Bayesian in R) 모델을 이용하

였다. SIBER를 이용하여 동위원소 비값을 2차원에 도

시한 생태지위면적의 총 면적 TA(total area)와 적은 수

의 표본수를 고려하여 보정된 모델 결과인 SEAc 
(standard ellipse area)를 계산하였다(Jackson et al., 
2011). 또한 이식정점과 자연정점의 바다대벌레와 참옆

새우 각각에 대한 생태지위중첩(isotopic niche overlap)
을 ‘MaxLikOverlap’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Catry et al., 2016). 

3. 결과 및 고찰

3.1. 잠재 먹이원의 안정동위원소 조성

소비자 동물의 잠재 먹이원으로서 부유입자유기물과 

지네지누아리의 탄소 및 질소안정동위원소 비값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CPOM, FPOM 그리고 지네지

누아리의 탄소 및 질소안정동위원소 비값을 비교한 결과, 
이식정점과 자연정점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PERMANOVA, pseudo-F 1, 35 = 0.75, p = 
0.484), 잠재 먹이원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seudo-F 2, 35 = 263.44, p = 0.001). 두 요인들 간에 상

호작용(interaction, 정점×먹이원)은 유의하지 않았다

(pseudo-F 2, 35 = 0.13, p = 0.954). 이식정점과 자연정

점에서 CPOM, FPOM과 지네지누아리의 δ13C 값은 각

각 －21.2(±0.4)와 －21.0(±0.5)‰, －21.6(±0.3)와 －

21.5(±0.4)‰ 그리고 －16.6(±0.5)와 －16.8(±0.4)‰의 

범위를 나타내어 두 정점 모두에서 지네지누아리가 부유

입자유기물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이식정

과 자연정점에서 세 시료의 δ15N 값은 각각 3.9(±0.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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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2.9(±0.3)와 2.9(±0.2)‰ 그리고 5.2(±0.5)
와 5.4(±0.4)‰의 범위를 나타내어 δ13C 값과 비슷한 경

향을 보였다. 잠재 먹이원 각각에 대하여 동위원소 비값

을 이식정점과 자연정점 간에 비교한 결과, CPOM, 
FPOM과 지네지누아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각각, PERMANOVA, p = 0.484, p = 
0.720, 그리고 p = 0.890).

본 연구에서 측정된 CPOM과 FPOM의 값은 해양 식

물플랑크톤 기원의 유기물이 가지는 일반적인 값을 보였

으며, 한반도 연안에서 보고된 값들과도 매우 유사하였

다(Fry and Sherr, 1984; Kang et al., 2008; Park et al., 
2020). 이러한 결과는 조사해역의 부유입자유기물이 다

른 유기물 공급원 보다는 식물플랑크톤 기원의 유기물이 

주요 구성 요소라는 것을 잘 나타낸다(Kang et al., 
2009; Park et al., 2020). 또한 CPOM과 FPOM의 동위

원소 비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seudo-F 1, 22 = 
38.31, p = 0.001), 비슷하게 이전의 여러 연구들에서 부

유입자유기물의 크기에 따른 동위원소 비값의 차이를 보

고하였다(Gearing et al., 1984; Rolff, 2000; Kang et 
al., 2009). 식물플랑크톤 기원의 부유입자유기물의 경우 

수온, pCO2, 영양염 농도, 식물플랑크톤 생물량, 생산력 

그리고 종조성 등의 다양한 환경요인들과 식물플랑크톤

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전의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Cifuentes et al., 1988; Rolff, 2000; Kang 
et al., 2009).

해조류의 경우 종에 따라 그리고 같은 종이라도 환경

요인에 의해 매우 넓은 범위의 안정동위원소 비값을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uby, 1989; Kang et al., 
2007). 특히, 본 연구와 유사한 환경의 동해안에서 채집

된 해조류 군집의 경우 δ13C과 δ15N 값이 각각 －34.8 ~ 
－10.3(±2.0)‰ 그리고 0.9 ~ 4.7(±1.0)‰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보였다(Kang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지네지누아리의 안정동위원소 비값은 동해안에서 채집

된 해조류들의 동위원소 비값의 범위 내에 존재하였으며, 
같은 과에 속한 참도박(Grateloupia elliptica; Kang et 
al., 2007, －15.7±0.4와 3.8±0.4; Kang et al., 2008, －
14.8±2.2와 4.4±1.1)에 비하여, δ13C 값은 낮고 δ15N 값
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조류의 동위원소 비값

은 수온, 광조건, 그리고 영양염 농도 등 다양한 생육 환

경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Clelland 
and Valiela, 1998; Wang and Yeh, 2003).   

3.2. 부착 단각류의 안정동위원소 조성

지누아리에 부착한 바다대벌레와 참옆새우의 탄소 및 

질소안정동위원소 비값을 비교한 결과(Table 2), 이식정

점과 자연정점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ERMANOVA, pseudo-F 1, 44 = 0.80, p = 0.490), 두 

종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seudo-F 1, 44 = 35.73, 
p = 0.001). 각각 종의 동위원소 비값에 대하여 이식정점

과 자연정점 간 비교한 결과 두 종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ERMANOVA, 바다대벌레, p = 0.842; 
참옆새우, p = 0.814). 바다대벌레와 참옆새우의 δ13C 
값은 이식정점에서는 각각 －20.0(±0.5)과 －18.7(±0.
6)‰ 그리고 자연정점에서는 각각 －20.1(±0.4)과 －

18.8(±0.5)‰의 범위를 보여, 두 정점 모두에서 바다대벌

레에 비해 참옆새우의 δ13C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각
각, Student t-test, p < 0.001, p < 0.001). 반면에, δ15N 
값은 각각 7.1(±0.3)과 6.7(±0.4)‰ 그리고 7.2(±0.4)와 

6.8(±0.5)‰로서, 바다대벌레가 참옆새우에 비해 큰 

Transplanting site Natural site
PERMANOVA

Potential food source δ13C δ15N δ13C δ15N

n Mean SD Mean SD n Mean SD Mean SD p-value

Grateloupia asiatica 9 -16.6 0.5 5.2 0.5 8 -16.8 0.4 5.4 0.4 0.890

CPOM 8 -21.2 0.4 3.9 0.3 8 -21.0 0.5 4.0 0.4 0.484

FOM 4 -21.6 0.3 2.9 0.3 4 -21.5 0.4 2.9 0.2 0.720

Table 1. δ13C and δ15N values of potential food sources (Grateloupia asiatica; CPOM, coarse particulate organic matter; 
FPOM, fine particulate organic matter) at the transplanting (G. asiatica) and natural (control) sites. PERMANOVA 
test of δ13C and δ15N values for each potential food source between the two sites (significance at p < 0.05). Data 
represent means ± 1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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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각각, Student t-test, p = 0.015, p = 
0.038). 두 정점의 동일한 동물들 사이에 동위원소 비값

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각각의 소비자 동물들이 비슷한 

먹이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개 일차생산자 

이식을 통한 서식처 조성은 먹이망을 지지하는 유기물 

조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자 동물에 대한 먹이원의 기여는 이식의 생태적 기

능 평가에 대한 근거가 된다(James et al., 2020). 이식정

점과 자연정점 사이에 소형 갑각류들의 비슷한 먹이원은 

두 서식처 사이에 생태적 기능에 차이가 없음을 반영하

며, 이식된 지누아리가 동물들에게 적절한 서식처를 제

공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Kang et al., 2008).
소비자 동물들의 동위원소 비값은 이들의 섭식양식

(feeding strategy)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잘 알려

져 있다(Grall et al., 2006). 해조장과 잘피장처럼 연안

의 특정 서식처에서 생활하는 단각류는 일차생산자에서 

유래된 유기쇄설입자를 직접적으로 섭식하거나, 유기쇄

설입자를 먹이로하는 미소동물을 섭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Jeong et al., 2004; Yoo et al., 2007). 동위원소 

분별효과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두 소비자 동물들은 

지누아리를 직접적으로 섭식하기 보다는 수중의 부유입

자유기물(CPOM과 FPOM)과 함께 지누아리 기원의 유

기쇄설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Fig. 2). 일반적으

로 연안생태계에서 해조류의 높은 기초 생산을 바탕으로 

해조류 기원의 유기쇄설물이 일차소비자인 부유물 섭식

자나 퇴적물 섭식자의 먹이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Fredriksen, 2003; Kang et al., 
2007). 또한, 본 연구에서 이식정점과 자연정점 모두에

서 바다대벌레와 참옆새우의 δ13C과 δ15N 값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점에 상관없이 이들이 이용하는 유기물의 

상대적 중요성이 다른 것을 잘 보여준다. 비록 두 종은 같

은 단각류에 속하여 비슷한 섭식 양식을 가질 것으로 추

측되었으나, 이들 각각의 생리·생태 특성의 차이에 따라 

이용하는 먹이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점이 반영된 것으로 

Fig. 2. Dual isotope plots of δ13C and δ15N values of two 
macrobenthic consumers (circles, Caprella sp. 
and triangles, Ampithoe sp.) at the transplanting 
(black) and natural (white) sites. Values of the 
potential food sources are illustrated by squares: 
G. asiatica, Grateloupia asiatica; CPOM, coarse 
particulate organic matter; FPOM, fine particulate 
organic matter). Values are means (‰) ± 1 SD.

Transplanting site Natural site
PERMANOVA

Species name δ13C δ15N δ13C δ15N

n Mean SD Mean SD n Mean SD Mean SD p-value

Caprella sp. 12 -20.0 0.5 7.1 0.3 12 -20.1 0.4 7.2 0.4 0.842

Ampithoe sp. 12 -18.7 0.6 6.7 0.4 12 -18.8 0.5 6.8 0.5 0.814

Isotopic niche areas TA SEAc TA SEAc Percentage overlap

Caprella sp. 1.24 0.55 1.08 0.50 70.9

Ampithoe sp. 1.23 0.73 1.40 0.78 65.4

Table 2. δ13C and δ15N values of Caprella sp. and Ampithoe sp. at the transplanting (Grateloupia asiatica) and natural 
(control) sites. PERMANOVA test of δ13C and δ15N values for each macrobenthic consumer between the two sites 
(significance at p < 0.05). Data represent means ± 1 SD. Isotopic niche areas of Caprella sp. and Ampithoe sp. by the 
total area (TA) and standard ellipse area (SEAc) and isotopic niche overlaps (percentage) between the two sites using 
the Stable Isotope Bayesian Ellipse in R (SIBER)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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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생태계에서 같은 섭식양

식을 가진 비슷한 종들이 생리·생태학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먹이원을 달리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Grall et 
al., 2006; Kang et al., 2009).

3.3. 부착 단각류의 안정동위원소 기반 생태지위면적 

바다대벌레와 참옆새우의 안정동위원소 비값을 이용

하여 각각의 생태지위면적을 계산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바다대벌레의 TA와 SEAc 값은 이식정점

에서는 각각 1.24와 0.55 그리고 자연정점에서는 1.08과 

0.50으로 나타났다. 참옆새우의 TA와 SEAc 값은 이식

정점과 자연정점에서 각각 1.23과 0.73 그리고 1.40과 

0.78로 나타나 두 종 모두 정점 간에 비슷한 값을 보였다. 
이식정점과 자연정점 사이에 소비자 동물의 동위원소 비

값의 분포에 대하여 생태지위중첩을 분석한 결과, 바다

대벌레는 70.9% 그리고 참옆새우는 65.4%로 높은 값을 

보였다(Fig. 3). 안정동위원소 분석 기반의 생태지위면적 

계산은 다양한 환경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소

비자 동물들의 먹이다양성과 생태적 지위 그리고 먹이경

쟁 등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알려져 있다(Newsome et al., 2007). 특히, 다른 서식

처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TA와 SEAc 값은 서식처가 소

비자 동물들의 먹이에 영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비

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Layman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이식정점과 자연정점 사이에 동

물들의 비슷한 TA와 SEAc 값은 정점에 관계없이 두 종 

모두 비슷한 먹이다양성과 생태적 지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Rigolet et al., 2015). 또한 두 정점사이에 동

일종들의 60% 이상의 높은 생태지위중첩률은 동물들의 

먹이환경과 먹이선택에 있어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가지는 

것을 시사한다(Guzzo et al., 2013). 그러므로 지누아리 

이식을 통한 서식처 조성이 자연 지누아리 군락과 같이 

부착 단각류를 위한 먹이공급의 생태적 기능을 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식된 지누아리 서식처와 

대조구의 부착 단각류들이 비슷한 먹이 이용성을 보여 

지누아리의 이식이 동물들에게 자연 생태계와 같은 먹이

공급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서식처 사

이에 동물들의 비슷한 생태지위면적과 높은 생태지위중

첩률은 이식된 지누아리 서식처가 자연 서식처와 같이 

비슷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3. Isotopic niche areas of two macrobenthic consumers (A, Caprella sp. and B, Ampithoe sp.) estimated as the total area 
(TA, dotted lines) and standard ellipse area (SEAc, solid lines) at the transplanting (black color, Grateloupia 
asiatica) and natural (red color, control) sites, using the Stable Isotope Bayesian Ellipse in R (SIBER)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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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본 연구에서는 부착 단각류라는 제한적인 범위로 

이식 지누아리 서식처를 평가하였으나, 안정동위원소 분

석 기법을 이용하여 소비자 동물의 생태지위면적에 대한 

정보는 새로운 서식처 조성과 같은 복원생태계를 평가함

에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다양한 복원생태계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서 안

정동위원소 비값을 활용한 모델 기법들의 응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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