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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문명은 하천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업용수와 생활

용수의 공급을 위한 인공 댐은 약 5,000년 전에 나일강에 건

설되었다. 또한 하천은 음용수, 수산자원, 운하, 관개용수와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자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 형

하천은 인간의 수요와 생태학적 보존사이의 균형이 요구된

다(Edward 1995).

조류 군집은 식물플랑크톤, 저서와 부착 조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하천의 유기 탄소의 주요 생산자이고, 플랑크

톤 소비자를 위한 주요 공급원이며, 수중의 산소 공급원이기

도 하다(Thorp and Delong 1994). 식물플랑크톤은 무기

양염의 과잉 공급에 의해 부 양화되어 bloom과 같은 문제

를 일으킨다. 그러나 이들은 농업과 산업폐수에 의해 향을

받은 하천의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천에 서식하는 식물플랑크톤은 진정부유성과 일시 부유

성 그리고 저서성으로서 피부착물로부터 탈리되어 부유하는

종류가 있다(이 등 2002). 이와 같은 식물플랑크톤은 간단한

체제와 현미경적인 크기의 식물군으로 하천 생태계의 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 환경변화의 지표종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Yang and Dickman 1993).

우리나라 하천에 한 연구는 4 강 중 한강과 낙동강에

집중되어 있으며(정과 이 1978; 김 등 1998a; 이 등 2002) 최

근에는 금강, 산강과 기타 하천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김

등 1996; 이와 윤 2002; 김 2003). 산강은 우리나라 4 강

의 하나로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연리 용추봉에서 발원하

여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등 지류들이 합류하여 나주평

Algae
Volume 18(3): 207-215, 2003

산강의 식물플랑크톤 군집 동태

김 용 재*

( 진 학교 생명과학과)

Dynamics of Phytoplankton Community in Youngsan River

Yong Jae Kim*

Department of Life Science, Daejin University, Pochon 487-711, Korea

Dynamics of phytoplankton communities were investigated at five stations in Youngsan River from December
1995 to November 1996. Phytoplankton were identified to the total of 466 taxa, which were composed of 136 genera,
438 species, 27 varieties and 1 forma. The standing crops ranged 1,163-50,765 cells · ml-1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s. The variation of classes was in order to Chrysophyceae — Bascillariophyceae — Chlorophyceae at St. 1 and
was only Bacillariophyceae at the other stations. The dominant species were 12 taxa including Aulacoseira ambigua,
A. garnulata, Cyclotella meneghiniana, C. pseudostelligera, Chlorella vulgaris, Dinobryon sertularia, Flagilaria elliptica,
Monoraphidium contortum, Micractinium pusillum, Nitzschia palea, Scenedesmus grahneisii and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 The standing crops of dominant species ranged from 10.6% to 94.7%. The genus Dinobryon in Chrysophyceae
was dominant species at St. 1 in December 1995, but not recorded in the other months. The dominant species were
composed with the planktonic diatoms from winter to spring and were the tychoplanktonic and the benthic species
at St. 2-5 from summer to fall. The relationships between total standing crops and water temperature, pH, NH4,
NO2, NO3 and PO4 showed low positive or negative coefficients.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 had low positive
or negative coefficients with water temperature, NH4, NO2, NO3 and PO4. The fluctuations of standing crops in the
Youngsan river phytoplankton community were not caused by a single factor but controlled by the complex factors
with interaction between phytoplankton community and envirow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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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를 관류하며, 하구언을 통해 서해로 유입된다. 본 하천 본

류의 총 유역면적은 3371.4 km2이고, 유로연장은 136.0 km

이다. 산강은 유량의 변화가 많고 여름에는 홍수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상류에 장성댐, 광주댐, 담양댐과 나주댐

을 축조하여 수량을 조절하고 있다. 산강 유역의 연 강우

량은 1,400-1,500 mm 정도로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총

강우량의 62%가 집중되고 있다.

산강 수계에 한 육수 생물학적 조사는 1974년부터 시

작되어 최근까지 수편에 불과하다(위 1974; 김과 최 1988;

최 등 1995). 이들 중에 부분은 산호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며, 산강 본류에 한 식물플랑크톤과 부착조류에

한 연구는 단지 최 등(1995)만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육수

생물학적 연구의 관점에서 본 하천은 국내 4 강 중에 한강

과 낙동강보다 관심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는 식물플랑크톤 군집에 한 조사가 미흡한 산

강 본류 중에 최상류에 위치하는 장성댐 호부터 나주시까지

5개의 정점을 선정하여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1

년간 매월 식물플랑크톤의 시료를 채집하여 군집의 동태를

조사하 다.

재료와 방법

본 연구는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1년간 산강

에 5개의 정점을 선정하여 매월 1회 조사를 실시하 다. 각

정점은 호수의 북쪽에 내장산국립공원이 인접되어 있는 장

성댐(정점 1), 광주시 용두교(정점 2), 광주시 송정리(정점

3), 광주시 송정교(정점 4) 그리고 나주시 산 교(정점 5)

에 선정하 다(Fig. 1). 수온과 pH는 orion 260 pH meter

로 현장에서 측정하 으며, 양염인 PO4-P는 ascorbic

acid법, NH4-N는 nesslerization법, NO2-N는 colorimet-

ric법 그리고 NO3
-N는 ultraviolet spectrophotometer

screening법으로 분석하 다(APHA 1992). 식물플랑크톤

의 시료는 1 l용 플라스틱 병을 이용하여 정량 채집하 으며

현장에서 3-5%의 중성 formalin으로 고정하 다. 출현종은

광학 현미경(Zeizz axioscop 20, 320-1600배)에서 동정하

다. 현존량은 정량 채집한 시료를 42시간 이상 침전시킨 후

siphon으로 상등액을 제거하고 50 ml로 정량화하여

Sedgwick-Rafter chamber에서 계수 하여 산출하 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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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s in Youngsan river.



유성 규조류의 현존량은 KMnO4법(Hendey 1979)으로 세

정한 다음 구표본을 제작하여 종을 동정하고 각 종의 상

빈도에 규조강의 총현존량을 입하여 산출하 다. 각 출현

종의 현존량을 기본 자료로 하여 Shannon-Weaver(1963)

의 종다양성 지수, Shimpson(1949)의 우점도 지수 그리고

각 정점간의 군집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해 Sørensen(1948)

의 유사도 지수를 산출하 다. 그리고 군집과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를 구하 다.

결과와 고찰

환경요인

산강 수계의 상류인 장성호부터 나주까지 5개의 정점에

서 조사된 수온은 2.0-30.2°C의 범위 으며 전형적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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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thly variation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in Youngsan River. (St. 1 -�-; St. 2 -▽-; St. 3 -�-; St. 4 -�-; St. 5 -△-)



나라의 온도변화 경향과 동일하 다(Fig. 2). 96년 전반기에

수온이 정점 1에서 낮은 반면에 후반기에는 다른 정점보다

높았다. pH는 6.7-8.9의 범위 다. 인산염의 농도는 30.9-

309.0 µg · l-1의 범위로서 전체 정점에서 겨울에 낮았으며 정

점 1과 2에서 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 다. 식물플랑크톤의

활동이 많은 여름에 감소한 반면에 식물플랑크톤의 활동이

낮아지는 시기에 정점 2를 제외한 모든 정점에서 증가하

다(Fig. 2). 암모니아성 질소는 0.02-36.5 µg · l-1의 범위로서

모든 정점에서 95년 12월에 최고 으며 이후 감소하 다. 96

년 4월 이후부터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는 매우 낮았으며 변

화폭도 작았다(Fig. 2). 암모니아성 질소는 유기물의 분해의

일차적 산물로서 기온이 낮은 겨울에 높고 기온이 높은 여름

에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아질산성 질소의 농도는 9.39-

874.6 µg · l-1의 범위로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높은 시기

에 높았으며 96년 2월 이후부터 감소하 으며 정점 1, 2와 3

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 다. 정점 1과 2에서는 여름에

변화 폭이 컸으나 다른 정점에서는 변화 폭이 작았다(Fig.

2). 질산성 질소는 130-1517.5 µg · l-1의 범위로서 암모니아

성 질소와 아질산성 질소가 높았던 95년 12월 이후인 96년 1

월과 2월에 높았으며, 수온의 증가와 식물플랑크톤의 생육

활성 등의 향으로 본 요인은 감소하 다(Fig. 2). 질소의

농도는 국내외의 호수 등에서 장마 등의 원인으로 여름에 높

아지며 이후에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지만(Pollinger

1981; Barone and Flores 1994; 김 등 1998a) 본 조사 수역

에서는 겨울에 최고 고, 이후에 감소하 다.

식물플랑크톤 군집

종조성: 본 조사 상지인 산강 상, 중류 수역의 5개 정

점에서 식물플랑크톤은 총 466종류로서 7강 15목, 6아목, 40

과, 136속, 438종, 27변종, 1품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점별

출현 종수는 정점 1에서 51-112종류, 정점 2에서 69-148종

류, 정점 3에서 58-133종류, 정점 4에서 58-154종류 그리고

정점 5에서 67-158종류의 범위 다. 정점간의 출현 종수의

차이는 작았지만 월별 출현종수는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났

다. 96년 1월, 2월, 3월과 11월과 12월에 출현 종수가 200종

류 이하 으며 이것은 겨울과 초봄에 수온이 낮아 식물 플랑

크톤의 생육에 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름에 식물플랑크톤 군집은 200종류 이상으로 다양

한 종수가 조사되었다(Fig. 3). 각 강별 출현 종수는 녹조강

이 200 종류, 규조강이 141종류, 유 레나강이 63종류, 남조

강이 39종류, 황갈조강이 15종류, 와편모조강이 7종류 그리

고 황녹색조강이 1종의 순이었다. 겨울에는 규조강의 종수

가 많은 반면에 봄과 여름으로 갈수록 녹조강의 종수가 증가

하 다(Fig. 4). 장성호내의 정점 1에서 황갈조강의

Dinobryon속, Mallomonas속, Synura속 등이 겨울에 출현하

으나 여름으로 갈수록 급속하게 감소하 다. 또한 호수 등

의 정수역에 출현되는 Monoraphidium속, Chlamydomonas

속, Micractinium속, Golenkinia속, Scenedesmus속 등의 녹

조강과 규조강의 Stephanodiscus속, Cyclotella속과 Navicula

속 등이 군집의 주요 조성 종이었다. 이와 같은 종들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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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hly variations of taxa number of each classes of
phytoplanktom communities in Youngsan river. (Chloro-
phyceae, -●-; Euglenophyceae, -�-; Chrysophyceae, -▼-;
Xanthophyceae, -▽-; Dinophyceae, -�-; Cyanophyceae, -
�-; Bacillariophyceae, -�-)

Fig. 3. Monthly variations of species number of phytoplankton
communities in Youngsan river (St. 1, -�-; St. 2, -▽-; St. 3,
-�-; St. 4, -�-; St. 5, -△-; -●-, total)



나라 호수에서 보고 된 주요 종 구성과 유사하 다(조 등

1993; 정 등 1994; 김과 이 1996). 정점 2에서는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정점으로서 호수나 청정수역에서 출현하는 종보다

는 양염이 풍부한 수역에서 출현하는 Trachelomonas속이

나 하천의 광적응성인 Achnanthes minutissima, Cyclotella

meneghiniana, Nitzschia frustulum과 Fragilaria elliptica 등

의 규조강 등으로서 한강의 종조성과 유사하 다(김 등,

1998a). 정점 3, 4와 5에서도 광주시를 관류한 이후 가정 하

수와 각 종 폐수들이 유입된 이후의 정점들로서 전반적으로

오염에 내성이 강하거나 양염이 풍부한 곳에서 생육하는

녹조강의 Scenedesmus grahneisii, Micractinium pusillum,

규조강의 Cyclotella meneghiniana, Cyclotella pseudostellig-

era와 Nitzschia palea 등이 군집의 주요 종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정점들의 군집은 우리나라의 오염된 하천의 식물플랑

크톤 군집의 특성과 유사하 다(김 등 1998(a); 이 등 2002).

현존량과 우점종: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은 1,126-50,726

cells · ml-1의 범위로서 96년 1월에 정점 4에서 최저 고

1996년 2월에 정점 2에서 최고 다(Figs 5, 6). 본 조사 동안

현존량은 정점 2와 3에서 최 peak를 나타내며 월별 현존

량의 차이가 가장 컸다. 이것은 다른 계절과 정점보다 규조

강의 현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4월(정점 2와 5), 7월(정점 3과 5)과 9월(정점 1)에서

도 peak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4월에 규조강, 7월에 녹조

강과 규조강 그리고 9월에 녹조강의 현존량이 증가함으로서

나타나는 경향이다(Figs 5, 6). 각 정점의 우점 강은 정점 1

에서 황갈조강(95. 12월)-규조강(96. 1-3월)-녹조강(96. 7-

11월)의 순이었다. 황갈조강은 국내 호수에서 우점으로 보

고되는 경우는 드물며 옥천 저수지(김과 정 1993), 가창댐호

에서 96년 7월과 97년 3월에 높은 현존량으로 조사되었고(김

등 1998(b)) 시화 인공습지중 반월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습지

에서 우점으로 보고 된 바가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2). 황

갈조강은 북유럽의 산간호수에서 우점종으로 조사되거나

(Thomasson 1955) 또는 생산성이 높은 호수에서도 출현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utschinson 1967). 또한 이들은 국

내, 외의 여러 호수에서 bloom을 일으키며 상수원에 불쾌한

맛이나 냄새를 유발하며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킴에 따라 이

들에 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ristiansen 1971;

Nicholls and Gerrath 1985; 이 1990). 정점 2-5에서 우점

강은 정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온이 낮은 겨울과 봄에

규조강이었고,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녹조강으로 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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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nthly variations of phytoplankton community stand-
ing crops (cells∙mL-1) in Youngsan river. (St. 1, -�-; St. 2,
-▽-; St. 3, -�-; St. 4, -�-; St. 5, -△-)

Fig. 6. Monthly variations of standing crops of the dominant
classes in Youngsan river phytoplankton communities.
(Chlorophyceae, -� -; Euglenophyceae, -� -;
Chrysophyceae, -▼-; Xanthophyceae, -▽- ; Dinophyceae, -
�-; Cyanophyceae, -�-; Bacillariophyceae, -�-; Total, -+-)



었다. 이것은 낙동강과 다른 조사 수역에서 수온이 낮은 시

기에 규조강이 우점이 되는 경향과 유사하며, 여름에 남조강

이 우점을 이루는 것과는 상이하 다(Hutschinson 1967;

Bailey-Watts 1988; 이 등 2002).

96년 8월 이후부터 장성댐호인 정점 1을 제외한 정점들에

서 현존량이 감소하 다. 이것은 강우 등의 원인으로 서식하

고 있던 식물플랑크톤의 군집이 유실되고, 즉시 회복되지 않

은 것으로 김 등(1998(a))의 한강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7월 이후부터 규조강의 Cocconeis placentula, Fragilaria

elliptica, Navicula subminuscula와 Nitzschia palea 등이 우

점 또는 아우점을 차지하 다. 이들 규조강의 종들은 저서성

의 생태적 특성을 가지지만 강우의 향으로 피부착물에서

탈리되어 부상된 결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경향은 낙동강,

한강과 섬진강 등 하천 생태에서 보고 된 바 있다(신 1996;

이와 장 1997; 이와 윤 1999; 이 등 2002).

우점종은 정점 1에서 황갈조강의 Dinobryon sertularia, 녹

조강의 Chlorella vulgaris, Micractinium pusillum,

Monoraphidium contortum, Scenedesmus grahneisii 그리고

규조강의 Aulacoseira ambigua, Aulacoseira granulata,

Cyclotella meneghiniana, Cyclotella peudostelligera와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 등 10종류 다. 이들 중

에 황갈조강의 Dinobryon sertularia는 95년 12월에 1,100

cells∙ml-1로 우점을 하 다. 본 종은 매우 제한된 시기에

우점종으로 출현하 을 뿐이며 연중 거의 출현하지 않았다.

Dinobryon속은 보편적으로 수온이 최고 16°C 이하, 평균 수

온 약 8°C 그리고 pH 4.5-8의 범위에서 생육하며(Kalff and

Knoechel 1978), 수온이 낮은 초봄에 풍부하게 생육한다

(Reynolds 1984; Hecky et al. 1986). D. setularia는 부 양

호에서 생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Huber-Pestalozzi

1941) 국내의 저수지 조사에서 빈 양 수역에서 출현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김과 정1993). 그러나 황갈조강 중에

Synura속과 Mallomonas속은 우점종으로 보고 된 바 있지만

이들 역시 우점 시기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김 등 1998(b);

한국수자원공사 2002). 다른 조사 동안 규조강-녹조강-규조

강의 순서로 우점을 하 다.

하천에 선정 된 정점 2-5까지의 우점종은 95년 12월부터

96년 7월까지 부분 부유성의 규조류인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 Aulacoseira ambigua, Aulacoseira gran-

ulata와 Cyclotella meneghiniana 등이었다. 그러나 96년 8월

부터 11월까지 우점종은 부착성 또는 저서성인 Cocconeis

placentula, Nitzschia palea, Nitzschia stagnorum과

Fragilaria elliptica 등의 규조강과 녹조강의 Scenedesmus

grahneisii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강우 등의 향으

로 피부착물로부터 부착성 규조류의 탈리에 의한 것으로 이

와 같은 경향은 국내 하천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김 등

1998(a); 이 등 2002).

Stephanodiscus속은 95년 12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든 정

점에서 우점종 또는 아우점종으로 조사되었다. 본 속이 전체

현존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96년 2월의 현존량은 약

40,000 cells · ml-1 이상으로서 bloom을 나타내었으며 이 시

기에 전체 현존량이 최 다(Fig. 5). 이와 같은 경향은 낙

동강, 한강 그리고 외국의 호수 조사에서 보고되었다

(Bailey-Watts 1988; 김 등 1998a; 조와 신 1998). 본 속은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단독으로 bloom을 유발시키며

갈수기에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Reynolds

1984; Bailey-Watts 1988). 규조강중의 Cyclotella속,

Fagillaria속과 Stephanodiscus속 등이 bloom을 일으키는 시

기에 수계의 인산염, 질산염과 규소의 농도가 감소되는 경향

이 있다. 이것은 소형 규조류가 인산염, 질산염과 규소 등의

양염을 왕성하게 흡수하기 때문이다(Reynolds 1973;

Bailey-Watts 1988).

우점도, 다양도와 균등도 지수: 우점도 지수는 0.04-0.89

의 범위로서 정점 1, 2, 3, 5에서 변화 폭이 컸으나, 정점 4에

서는 변화 폭이 작았다(Table 4). 종다양도 지수는 0.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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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nthly variations of diversity and dominant indices in Youngsan river

Factor\     Month
95. 12 96. 1 2 3 4 5 6 7 8 9 10 11

Station

1 1.39 1.00 0.41 1.07 0.76 1.00 1.11 1.36 0.73 0.62 0.89 1.11
2 0.65 0.76 0.20 1.19 1.09 1.11 1.43 1.29 1.35 1.58 1.09 0.99

Diversity 3 0.88 0.64 0.14 1.51 1.10 1.47 1.29 1.07 1.61 1.56 1.33 1.31
4 1.21 1.36 1.32 1.06 1.37 1.55 1.35 1.47 1.55 1.34 1.32 1.31
5 1.05 1.05 0.38 1.28 0.97 1.29 1.46 1.18 1.58 1.33 1.44 1.37

1 0.07 0.15 0.67 0.13 0.27 0.18 0.16 0.06 0.23 0.41 0.23 0.11
2 0.44 0.37 0.86 0.11 0.19 0.12 0.06 0.11 0.10 0.05 0.18 0.29

Dominance 3 0.30 0.54 0.89 0.04 0.22 0.05 0.11 0.18 0.04 0.05 0.09 0.11
4 0.09 0.07 0.06 0.19 0.08 0.04 0.09 0.08 0.05 0.09 0.08 0.09
5 0.15 0.19 0.79 0.12 0.28 0.09 0.06 0.20 0.05 0.13 0.06 0.07



의 범위로서 정점 4와 5에서 상 적으로 높았다(Table 1).

우점도와 다양도 지수는 월별 매우 불규칙한 변화를 나타내

었다. 이것은 조사 동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식물플

랑크톤 종의 천이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낮은 다양도 지수

는 수온이 낮은 시기에 Stephanodiscus속 등이 전체 현존량

의 80% 이상을 점유한 시기로서 생태적 특이성을 잘 반 하

고 있다(Reynolds 1984; Bailey-Watts 1988).

정점간의 유사성: 95년 12월에는 부분의 정점에서 매우

낮은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군집은 독립된 종조성을

이루고 있다. 96년 1월에는 정점 2와 3(0.8), 정점 3과

5(0.77)에서 다른 정점보다 높았다(Table 2). 이것은 우점종

인 Stephanodiscus속이 전체 현존량의 각각 60%, 73%와

41%의 높은 비를 점유하 기 때문이다. 정점 2와 3에서 높

은 유사도 지수는 우점종의 현존량 점유율에 의해 결정된 반

면 정점 3과 5는 우점종과 아우점종 등의 종조성에 의한 것

이다. 96년 2월에 정점 4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정점 간에

지수가 0.9 이상이었다(Table 2). 이것은 우점종인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가 전체 현존량의 80% 이

상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점 4에서 유사성

이 낮은 것은 우점종이 Fragilaria vaucheria 으며 아우점종

은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 Fragilaria crotensis

var. veneta와 Achnanthes subhudsonii 등으로 다른 종조성

때문이다 3월에는 전월의 조사 결과와는 상이하게 정점 4와

5의 유사도 지수가 0.7로서 다른 정점과의 관계보다 높았다.

이것은 아우점종들의 종조성이 다르지만 우점종인 S.

hantzschii f. tenuis의 현존량이 각각 36%와 28%의 점유율

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4월의 조사에서는 정점 3과 5에서

는 우점도의 점유율이 비슷함으로서 두 정점간의 유사도 지

수가 0.84로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정점들은 다른 계절과 같

이 낮은 유사성을 나타내었다(Table 2). 96년 5월부터 11월

까지의 유사도 지수는 정점 3과 5에서 상 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우점종과 아우점종의 종조성과 현존량의 점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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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nthly variations of similarity indices between each station in Youngsan river

1 1.00 1 1.00 1 1.00
2 0.18 1.00 2 0.52 1.00 2 0.91 1.00
3 0.31 0.41 1.00 3 0.53 0.86 1.00 3 0.91 0.97 1.00
4 0.31 0.15 0.23 1.00 4 0.49 0.61 0.58 1.00 4 0.25 0.36 0.22 1.00
5 0.25 0.49 0.46 0.44 1.00 5 0.44 0.69 0.77 0.68 1.00 5 0.86 0.92 0.91 0.37 1.00

St.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95년 12월 96년 1월 2월

1 1.00 1 1.00 1 1.00
2 0.29 1.00 2 0.30 1.00 2 0.27 1.00
3 0.38 0.65 1.00 3 0.30 0.78 1.00 3 0.30 0.56 1.00
4 0.29 0.58 0.51 1.00 4 0.29 0.62 0.65 1.00 4 0.33 0.67 0.67 1.00
5 0.34 0.49 0.51 0.76 1.00 5 0.20 0.72 0.84 0.69 1.00 5 0.22 0.48 0.56 0.49 1.00

St.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월 4월 5월

1 1.00 1 1.00 1 1.00
2 0.34 1.00 2 0.27 1.00 2 0.11 1.00
3 0.43 0.68 1.00 3 0.17 0.55 1.00 3 0.18 0.52 1.00
4 0.47 0.52 0.57 1.00 4 0.31 0.56 0.46 1.00 4 0.15 0.61 0.57 1.00
5 0.36 0.67 0.70 0.49 1.00 5 0.23 0.63 0.79 0.62 1.00 5 0.10 0.55 0.66 0.60 1.00

St.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월 7월 8월

1 1.00 1 1.00 1 1.00
2 0.10 1.00 2 0.16 1.00 2 0.13 1.00
3 0.13 0.60 1.00 3 0.13 0.35 1.00 3 0.14 0.52 1.00
4 0.04 0.60 0.43 1.00 4 0.04 0.65 0.47 1.00 4 0.22 0.76 0.55 1.00
5 0.07 0.52 0.58 0.51 1.00 5 0.10 0.50 0.72 0.52 1.00 5 0.19 0.62 0.56 0.69 1.00

St.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9월 10월 11월



유사하 기 때문이다.

군집과 이화학 요인과의 상관관계: 식물 플랑크톤의 전체

현존량과 수온과의 관계(p < 0.05)는 r = -0.02, pH는 r =

0.22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전체현존량과 암모니아와의 관

계는 r = -0.05로 매우 낮았으며, 아질산과 질산염과의 관계

는 각각 0.11과 0.18로 역시 낮았다. 또한 인산염과의 관계는

-0.13으로 낮은 역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녹조강, 남조강, 유

레나강, 황갈조강, 와편모조강, 규조강과 수온과의 관계는

-0.35-0.03의 범위로 낮았다. 이중에 유 레나강만이 낮은

정의 관계이지만 다른 강들은 낮은 역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pH와 각 강과의 상관관계는 r = -0.02 － 0.19범위로서 매우

낮았다. 암모니아와 유 레나강 그리고 규조강과의 관계는

각각 -0.05와 -0.12로 낮은 역의 관계 고 녹조강 등 다른 강

은 0.36 이하의 낮은 정의 관계 다. 아질산염과 질산염 역

시 매우 낮은 정과 역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인산염은 낮은

역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우점종의 현존량과 수온과의 관계에 있어서 Dinobryon

sertularia, Fragilaria elliptica, Scenedesmus grahneisii, Cyclotella

pseudostelligera는 각각 r = 0.1, 0.43과 0.77로서 다양한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와

수온의 관계는 r = -0.32로 역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그리

고 암모니아와, 아질산염과 질산염의 관계는 각각 0.02, 0.15

와 0.24의 낮은 정의 관계 으며 인산염은 -0.09로서 낮은

역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하천 수계의 물리화학적

요인과 분류군의 강과 종간의 상관관계가 다양하고 전반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호수 환경은 정체되어 있고 수심이 깊

으며 하천의 환경보다는 변화의 정도가 적기 때문에 상관성

을 추이하거나 결정하기가 쉽다. 그러나 본 조사 수계와 같

이 호수 정점과 하천 정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역의 식물플

랑크톤과 각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는 일정한 관계를 유지

하지 못한다. 식물플랑크톤은 여러 환경 요인과 복합적인 상

호 관계 하에 있으며, 종간, 개체군 또는 군집간의 상호작용

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식물플랑크톤은 수중의

N, P와 같은 양염이 내, 외부적인 복합요인의 작용에 의

해 변화됨으로서 이들 농도에 해 다양한 관계를 나타낸다

(Schelsk and Stoermer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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