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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양식으로 인해 과잉 공급된 유기물은 연안의 저서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요인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이

연구는 2003년 6월과 8월 가두리 밀집해역인 통영연안의 두 양식장(A, B)에서 가두리 양식으로 인한 유기물 오염

이 저서동물군집, 특히 저서다모류군집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다모류가 저서동물

군집의 개체수 조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 조사선에서 81%~87%로 매우 높았다. 가두리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다모류군집의 종 수, 밀도, 다양도 그리고 우점종의 분포 양상은 현격히 변하였다. 가두리로부터 10 m 이내에

서는 유기물 오염지표종인 Capitella capitata가 우점하였으며, 종 수도 가장 낮아 군집이 유기물에 의해 심하게 교

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 capitata는 가두리 양식장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지형학적으로 보다

은폐된 양식장 A에서 최대 18,410 ind. m−2의 고밀도 출현 양상을 보였으며, 두 양식장의 거리에 따른 개체밀도와

다양도 패턴의 전체적인 차이를 좌우하였다. C. capitata의 개체수가 급감한 10 m 지점 이후 15 m까지 구간에서는

종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런 종 수 및 밀도의 급격한 변화는 이 구간이 심한 유기물 오염 상태(highly polluted)

에서 약한 유기물 오염 상태(slightly polluted)로 전환되는 추이점(ecotone point)임을 말해준다. 15~60 m 구간에서

는 종 수와 밀도의 추가적인 증가와 유지가 관찰되는 약한 유기물 오염 상태의 점이역(transitional zone)이 형성되

었으며 군집의 주 구성원은 Lumbrineris longifolia, Aphelochaeta monilaris 등과 같은 잠재적 유기물 오염지시종들

이었다. K-우점도 곡선과 다차원 척도법의 결과도 앞의 군집변화와 일치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서다모류군집에 대

한 유기물 오염의 영향은 가두리로부터 떨어진 거리, 가두리가 위치한 해역의 지형학적 특성 및 가두리 양식장의 밀

집도에 의해 좌우되었다.

Excessive input of organic matters from fish cage farms to the coastal waters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ajor factors disturbing their benthic ecosystem. Sediment samples were taken from around the two fish

cage zones (A and B) in Tongyeong coast in June and August 2003, to evaluate the ecological impacts of fish

cage farming activity on the macrobenthic polychaete communities. Polychaete accounted for 81~87% of the

total macrofauna individuals from each of the sampling stations. The number of species, abundance, diversity

and dominant species of polychaete were rapidly changed with the distance from the fish cages. Within 10 m

from the fish cages, Capitella capitata, which is a bio-indicator for the highly enriched sediments, was a dom-

inant species and the lowest diversity was recorded. In particular, the maximum density (~18,410 ind. m−
2) of

C. capitata was found at Farm A where fish cages were more densely established within a semi-enclosed bay

system. The sampling zone between 10 m and 15 m showed a rapid decrease of C. capitata with a rapid increase

of the numbers of species, implying that this zone may be an ecotone point from a highly to a slightly enriched

area. In the sampling zone between 15 m and 60 m, a transitional zone, which represents slightly enriched con-

dition before normal one, was observed with additional increase and maintenance of the number of species and

density of polychaete. In addition, the potential bio-indicators of organic enrichment, such as Lumbrineris longi-

folia and Aphelochaeta monilaris were the predominant species in the sampling zone. Multidimensional 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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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S) ordination plots and k-dominance curves confirmed the above results on the gradual changes in the mac-

robenthic polychaete communitie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magnitude of impact of fish cage farming

activity on polychaete communities is probably governed by a distance from fish cage, density of fish cage and

ge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round fish cage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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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상가두리를 이용한 어류양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

장하는 산업 중의 하나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주요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FAO, 2002). 국내의 경우, 1975년 경남 통영 해역

에서 해상 가두리를 이용한 방어 치어의 축양이 최초의 기록이며

1980년대까지는 연생산량 수십 MT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

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식기술의 급성장에 힘입어

연생산량은 1997년에 13,000 MT으로, 그리고 2003년에는 37,000

MT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해양수산부, 2004). 

해상가두리 양식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주

변 환경에 부가적 문제를 유발한다. 어류의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

지 전달 효율 상 생산되는 어류 몸무게의 최소한 10배에 달하는

먹이의 양이 요구된다(Tsutumi et al., 1991). 따라서 양식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과잉 공급된 먹이의 대부분은 어류에 의해 소비되

지 않고 용존성 또는 입자성 유 ·무기물의 형태로 수층과 퇴적층

으로 유실된다(Hall et al., 1990, 1992; Tsutumi et al., 1991; Holby

and Hall, 1991, 1994). 스웨덴의 무지개송어 가두리 양식장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양식장에 공급된 총탄소의 75-78%(Hall et al.,

1990), 총질소의 67-71%(Hall et al., 1992), 총인의 78-82%(Holby

and Hall, 1991)가 주변 환경으로 유실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한, 입자성 먹이 물질 및 어류의 분변에 의해 가두리 설치 해역의

퇴적률은 다른 연안에 비해 2-10배(Brown et al., 1987, Hall et

al., 1990; Holby and Hall, 1991; Ye et al., 1991), 퇴적물의 유기

물 함량은 최대 10배까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oss, 1989;

Hall et al., 1990; Holmer and Kristensen, 1992). 해저면에 유기

물이 과다하게 공급될 경우, 호기성 분해에 의한 산소의 대량 소

비는 가두리 주변해역에 빈산소 수괴를 발생시키며 더 나아가 혐

기성 분해에 의해 유독성 환원 가스인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탄

등의 부산물이 생성된다(Gowen and Bradbury, 1987; Holmer and

Kristensen, 1992; Christensen et al., 2000a,b; Pearson and Black

2001). 이와 같은 유독 가스들은 양식 어류의 건강도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ynolds and Haines, 1980;

Braaten et al., 1983; Gowen et al., 1990). 또한, 급이된 먹이 및

어류의 분변 등이 침강, 분해되는 과정에서 재생산된 다량의 무기

영양염은 위해성 적조 생물의 대량 번식을 촉진함으로써 양식 어

류의 대량 폐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e.g. Cho, 1991; Lee et al.,

1991; Song et al., 2004).

대형저서동물군집에 대한 조사는 다양한 범주의 인위적 교란에

따른 환경변화 감지 및 저서환경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Bilyard, 1987;

Carmargo, 1994). 특히, 유기물 부하 증가에 대해 저서동물군집은

일정한 반응 즉, (1) 종 수의 감소 및 기회종 출현에 의한 밀도 증

가, (2) 평균적 개체 크기의 감소, (3) 수직분포 깊이의 감소, (4)

군집의 기능적 구조의 단순화 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arson and Rosenberg, 1978; Gray, 1979; Weston, 1990). 또한

저서동물군집은 퇴적물내 유기물 농도 구배 차이가 적은 오염역

에서도 뚜렷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ston, 1990;

Crawford, 2003).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가두리 양식이

성행하는 북유럽과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가두리 양식으로 인

한 저서동물군집의 파괴 및 천이 그리고 영향 범위 추정 등과 같

은 다수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e.g. Brown et al., 1987;

Tsutsumi et al., 1991; Wu et al., 1994; Pearson and Black, 2001;

Brook et al., 2002; Yokoyama, 2002; Carroll et al., 2003). 이러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Pearson and Rosenberg(1978)가 제시한 유

기물 오염역에서 저서동물군집의 경험적 천이 모델과 많은 부분

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가두리로부터 유입된 유기물

은 가두리로부터 30 m 지점까지의 저서동물군집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rown et al., 1987; Gowen and

Bradbury, 1987; Ritz et al., 1989; Tsutsumi et al., 1991; Karakassis

et al., 2000). 

국내에서 해상 양식장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주로 패류양식장 내 수괴와 퇴적물의 기

초 환경 특성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조와 김, 1978;

Cho et al., 1982; 조와 박, 1983), 1990년대 이후에 가두리 양식

장을 대상으로 유기물의 유입과 순환에 대한 정량적 연구(심 등,

1997; 이 등, 2004a), 황산염의 환원과 황화수소 산화율에 대한 연

구(이 등 2004b)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특히, 이

등(2004a)은 유기물 오염 구배에 따른 산소소모율과 저서동물군

집의 특성을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유기물 오염 영향권에 대한 추

정을 시도하였다. 한편, 저서동물군집 위주의 연구는 임 등(1992)

에 의해 패류양식장 밀집 해역인 진해만에서 계절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가두리 양식장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박 등(2000)

과 정 등(2002)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양식장과 대조구의 저서동

물군집 비교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명확한 영향범위

를 밝히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두리

양식시설의 밀집정도와 지형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 통영 인근

의 두 가두리 양식장에서 거리 증가에 따른 저서동물, 특히 다모

류의 분포와 군집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가두리 양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기물 오염의 영향 정도와 범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현장채집 및 자료분석

저서동물 채집은 경남 통영시 저도와 미륵도에 위치한 두 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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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양식장(양식장 A와 B)에서 수행되었다. 양식장 A는 미륵도

남단의 저도 만내에 설치된 8개 가두리 그룹 중 하나이고 양식

장 B는 미륵도 동쪽 통영 해협의 수로 상에 위치해 있으며 주

변에 다른 양식장이 없었다(Fig. 1). 양식장 A에서는 2003년 6

월에 가두리에 연직으로 1개의 조사선을 설정하여 거리에 따라

8개 정점(0, 2, 5, 10, 15, 20, 30, 60 m)에서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양식장 B에서는 8월에 가두리를 중심으로 남쪽과 동쪽방

향으로 두 개의 조사선(각각 TS, TE)을 설정하여 각각의 조사

선에서 거리에 따라 5개 정점(0, 5, 15, 30, 50 m)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서동물 채집 시에 사용된 채니기는 표면적 0.05 m2

의 van Veen grab이며 각 정점에서 2회씩 반복 채집하였다. 퇴

적물은 선상에서 망목 1.0 mm인 체를 사용하여 잔존물을 분리

하였으며, 분리된 잔존물은 10% 중성포르말린 해수용액에 고정

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실험실에서 분류군별로 선별작업을

거친 후 주요 분류군별로 계수하였으며 저서다모류에 대해서는

종 수준까지 동정하여 계수하였다.

가두리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른 다모류 군집의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종수, 개체수 등의 단변량 값을 활용하였으며 생

태학적 대표 지수로서 종다양도(H')(Shannon and Weaver, 1963)

를 계산하였다. 각 정점의 다모류군집의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

해 k-dominance curves(Lambshead et al., 1983)를 적용하였다.

또한 유기물 오염 구배에 따른 군집특성의 변화 양상을 요약하

고 군집을 구분하기 위해 다차원척도법(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MDS)(Clarke and Green, 1988)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기본 유사도 행렬은 Bray-Curtis similarity에 의해 계산되

었다. 이때 다모류의 개체밀도 자료는 네제곱근 변환 후 사용

하였다.

결 과

양식현황 및 환경특성

양식장 A에서는 총면적 539.8 m2에서 농어, 참돔, 돌돔 등 총

227,800 미(23.1 MT)가 양식되고 있었으며 양식장 B의 가두리에

서는 총면적 1,092 m2에서 참돔, 돌돔, 우럭 등 총 450,000 미(154.3

MT)의 어류가 양식 중이었다. 단위 용적 당(m3) 양식 밀도는 양

식장 A가 422.6 미(42.9 kg), 양식장 B가 412.3 미(141.3 kg)로 개

체수는 유사하였으나 성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식장 B에서

단위 용적 당 많은 중량의 어류가 입식되어 있었다. 양식장 A와

B의 일일 평균 사료 공급량은 각각 711.1 kg, 2,386 kg으로 차이

가 있었지만 가두리 바로 밑에 설치된 퇴적물 트랩을 통해 추정

된 고형물의 침강율은 양식장 A에서 34,485 g m−2 yr−1, 양식장 B

에서 40,034 g m−2 yr−1로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두 지역 간의 수력학적 조건의 상이성을 암시하였다. 퇴적물의 입

도 조성은 두 양식장 모두 유사하여 평균입도는 6.83~7.23 φ, 실

트 함량은 73%~76%의 범위로 실트질의 퇴적물이 주 구성 성분

이었으며 분급도는 1.22~1.52 φ로 불량한 분급도 나타냈다(권, 2004).

동물군별 조성 

양식장 A에서 출현한 동물군의 개체수 조성은 다모류가 평균

86.6%로 가장 우점하는 분류군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갑각류가

6.9%, 연체동물이 4.1%를 차지하였다. 가두리로부터 거리에 따른

조성비는 다모류가 10 m와 15 m 지점에서만 70% 정도의 점유율

을 보였을 뿐 나머지 정점들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기

록하였다. 갑각류는 10 m와 15 m 지점에서 각각 19.8%와 12.1%

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그 외의 정점들에서는 점유율이 낮았다. 연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show-
ing the configuration of sampling sta-
tions on each transect at site A and B
around Ton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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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동물은 갑각류와 마찬가지로 가두리로부터 10 m와 15 m 지점

이 다른 정점들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Fig. 2a).

양식장 B에서는 다모류가 정선 TS에서 평균 85.3%, 정선 TE

에서 평균 80.8%로 가장 우점하는 분류군이었다. 갑각류는 정선

TS에서 6.4%, 정선 TE에서 9.3%, 연체동물은 정선 TS에서 7.6%,

정선 TE에서 8.0%를 점유하여 평균적인 조성비에 있어서는 양식

장 A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가두리로부터 거리에 따른 조성비는

두 양식장간에 차이가 있었다. 양식장 A와는 달리 가두리에 인접

한 0 m와 5 m 지점에서 다모류가 상대적으로 적게 출현하였으며

나머지 정점들에서는 95%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양식

장 B의 두 정선 모두에서 다모류가 비교적 적은 비율로 출현한

0 m 지점에서는 갑각류가(정선 TS-16.0%, TE-34.6%), 5 m 지점

에서는 연체동물이(정선 TS-34.4%, TE-30.1%)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다(Fig. 2b, c).

다모류 군집의 종 수 및 밀도, 다양도

양식장 A에서는 총 68종의 다모류가 출현하였으며, 평균 출현

종수는 25종이었다. 양식장 B에서는 총 44종이 출현하였으며, 평

균 출현종수는 14종으로 양식장 A에 비해 총 출현 종수, 평균 종

수 모두 낮았다. 가두리로부터 거리에 따른 종 수의 분포는 양식

장 A의 경우 가두리로부터 10 m 까지는 10~16종이 출현하였으

며, 15 m 부터는 32~39종이 출현하여 10~15 m 사이에서 종 수가

급증하였다(Fig. 3a). 양식장 B에서는 조사선 TS와 TE 모두 가두

리로부터 0 m 지점에서 각각 6종과 9종만이 출현하여 최저 종 수

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증가하여 15 m 지점에서 최고 종 수가 관

찰되었다(Fig. 3b).

양식장 A에서 다모류의 평균밀도는 8,499 ind. m−2이었으며, 가

두리로부터 0 m 지점에서 18,910 ind. m−2의 극도로 높은 밀도가

관찰되었다. 또한 가두리로부터 2 m와 5 m 지점에서도 10,000

ind. m−2 정도의 높은 밀도를 보였으며, 그 후 급격히 감소하여 10 m

와 15 m 지점에서는 각각 2,040 ind. m−2와 3,204 ind. m−2의 밀

도를 기록하였다. 감소한 밀도는 20 m 지점에서 10,000 ind. m−2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3c). 양

식장 B에서 다모류의 평균밀도는 2,700 ind. m−2로 양식장 A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가두리로부터 거리에 따른 밀도분포는 조사

선 TS의 경우 0 m와 5 m 지점에서 낮은 값을 보였으며, 15 m 지

점에서 급증하여 5,990 ind. m−2의 높은 밀도를 기록한 후 다시 감

소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3d). 조사선 TE에서는 조사선 TS와 마

찬가지로 0 m와 5 m 지점에서 1,000 ind. m−2 이하의 낮은 밀도

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점차 증가하여 30 m 지점에서 4,780 ind. m−2

의 최고 밀도를 기록하였다(Fig. 3d). 두 양식장 사이에서 관찰된

다모류의 평균밀도 및 거리에 따른 밀도분포 차이의 주원인은 양

식장 A의 0 m에서 5 m 지점 사이에서 고밀도로 출현한 Capitella

capitata에 기인하며 이 종을 제거하였을 경우 양식장 A의 거리에

따른 밀도 분포 양상은 양식장 B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c). 

다양도(H')는 양식장 A의 경우 가두리로부터 10 m 지점까지는

0.19~0.74의 매우 낮은 값을 보였으며, 15 m 지점에서 2.72로 최

고값을, 그 후부터는 2.00~2.33의 범위를 보였다(Fig. 3e). 양식장

B에서는 두 조사선 모두 5 m 지점에서 최고값을 기록하였으나 값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두 조사선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다양

도 값을 보였다(Fig. 3f).

우점종의 분포양상

양식장 A 주변에서 가장 우점하는 종은 대표적인 유기물 오염

지표종인 Capitella capitata로서 평균밀도 4,916 ind. m−2의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다. C. capitata는 가두리로부터 0 m 지점에서

18,410 ind. m−2의 극도로 높은 밀도를 보였으며, 그 후 2 m와 5 m

지점에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10,000 개체 전후의 높은 밀

도로 출현하였다. 또한 이 종은 가두리로부터 10 m 지점까지만

출현하는 제한적인 분포양상을 보였다(Fig. 4a). C. capitata는 양

식장 A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이지만 양식장 B에서도 가두리로부

터 0 m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515 ind. m−2)로 출현하였

Fig. 2. Numerical composition(%) of the main zoological taxa sam-
pled along the distance from the cages at each of the study sites.

Fig. 3. Number of species, abundance (103
*ind. m-2) and diversity

(H') of polychaete community along the distance from the cages at
farm A (a) and farm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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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분포 또한 5 m지점까지만 출현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4b).

한편, Lumbrineris longifolia의 평균밀도는 양식장 A에서 564 ind.

m−2, 양식장 B에서 499 ind. m−2로 두 지역 모두 유사하였으며 가

두리로부터 거리에 따른 분포는 C. capitata의 밀도가 감소한 15 m

이 후부터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다. Aphelochaeta monilaris는 양

식장 B에서 평균밀도 1,613 ind. m−2로 가장 우점하는 종이었으며, 양

식장 A에서도 평균밀도 444 ind. m−2의 비교적 높은 밀도로 출현

하였다. 이 종의 가두리로부터 거리에 따른 분포는 L. longifolia와

유사하였다. Dorvillea rudolphi는 양식장 A의 모든 정점에서 출

현하였지만 특히, 가두리로부터 2 m 지점에서 650 ind. m−2의 높

은 밀도로 출현하였다. 양식장 B에서도 가두리에 가까운 정점에

서 상대적으로 많은 개체가 분포하였다. Mediomastus californiensis

는 두 양식장 모두에서 C. capitata의 밀도가 감소한 이후에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다. Cirratulidae sp.는 양식장 A에서 가두리로부

터 20 m 지점에서 1,850 ind. m−2의 높은 밀도로 분포하였다(Fig. 4a).

Sigambra tentaculata는 양식장 B의 조사선 TS의 0 m 지점에서

C. capitata와 함께 높은 밀도(630 ind. m−2)로 출현하였으며, 이

지점을 제외하고는 고르게 분포하였다(Fig. 4b).

k-dominance curve를 이용한 군집평가

군집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k-dominance curve를 적용하였

다. 양식장 A의 경우 가두리로부터 10 m 지점까지의 군집들은 일

부 한 두 종이 우점하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

다(Fig. 5a). 그러나 15 m 지점부터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앞선 정점들의 군집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양식장 B의 조사선 TS에서는 양식장으로부터 15~50 m 사이의

세 군집이 0 m와 5 m 군집에 비해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5b). 이와 유사한 양상은 조사선 TE에서도 관찰

되었다(Fig. 5c). 이런 결과는 두 조사선의 0 m와 5 m 지점의 군

집을 우점하는 종들이 비교적 균일한 밀도로 출현한 것에 비해 15 m

지점 이후의 군집은 L. longifolia와 A. montilaris 등의 높은 밀도

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dominant species along the distance
from the fish cages at farm A (a) and farm B (b).

Fig. 5. k-dominance curves for polychaetes sampled along the dis-
tance from the cages at farm A (a), TS line (b) and TE line (c) at
far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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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S 분석을 통한 정점간 비교

MDS 분석 결과 양식장 A 주변의 저서다모류군집은 뚜렷이 2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그룹은 가두리로부터 0~10 m

까지의 군집이며, 두 번째는 15~60 m 까지의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식장 A에서는 저서다모류군집이 양식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점진적인 천이 양상을 보이지 않고 10 m와 15 m 사이에서

급격히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a). 반면, 양식장 B의 경우

두 조사선의 0 m 지점의 군집들과 15 m에서 50 m 까지의 군집

들이 서로 높은 유사도를 보이며 각각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였다.

또한 양식장 A와는 달리 각 조사선의 5 m 군집이 두 그룹의 사

이에 위치하여 군집의 천이과정을 보여주고 있다(Fig. 6b).

고 찰

가두리 양식장 주변의 해양환경

해양에서의 집약적인 가두리 양식은 잉여사료와 배설물의 형태

로 다량의 유기물을 양식기간 중 지속적으로 주변 해역에 방출한

다. 가두리 양식으로 인하여 발생된 유기물은 유기탄소와 유기질

소의 복합물이며, 이들은 해수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두리에 인접하여 퇴적된다. 일반적으로 가두리 양식 시 공급되

는 먹이의 10% 정도가 어류의 육질부로 전달되고 90%는 버려지

는 유기물의 형태로 주변환경에 유입되며, 실제 양식을 위해 사용

된 먹이의 5%~10% 정도의 유기물이 양식장 바로 아래 해저면에

입자성유기물의 형태로 퇴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naka, 1977;

Tsutsumi et al., 1991). 국내의 조사 결과에서도 현재의 양식장 A

와 인접한 가두리에서 양식장 아래의 입자성 총탄소와 유기탄소

유입량이 100 m 떨어진 대조구에 비해 2배 정도 높았으며, 표층

퇴적물의 유기탄소량도 3.0%~3.5% 로 높게 관측되었다(심 등,

1997). 가두리 주변에서의 이와 같이 높은 유기탄소량은 Kang et

al.(1993)이 보고한 국내 연안의 평균 유기탄소량(1.08%) 보다

3배 정도 높은 값이며, 국내연안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마산만

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연구와 동시에 수행된 조사에서 이 등

(2004a)은 미세전극을 이용한 산소소모율(Glud et al., 2003)을 적

용하여 양식장 B의 유기물 오염 영향권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산

소소모율을 비롯한 입자물질의 침강플럭스, 유기탄소량 등의 대부

분의 측정치들은 가두리로부터 50 m 떨어진 지점에 비해 0 m 지

점에서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산소소모율과 거리의 관계로부터

추정된 회귀식을 통해 가두리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은 10 m 이내

에 집중 퇴적됨을 밝혔으며 아울러 10 m 이후 50 m까지의 산소

소모율 역시 유기물 유입이 많은 가막만, 여자만, 광양만 등의 평

균 산소소모율(이 등, 2003)보다 높은 수준에 근사되는 것으로 추

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유기물 오염의 영향이 가두리로부터 50 m

이상의 범위까지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저서동물군집의 반응

다모류는 교란의 정도가 심한 환경을 일차적으로 점유하는 분

류군으로서 교란의 정도에 따라 종조성, 개체수 등이 비교적 뚜렷

하고 일관성 있는 변화를 보이므로 다양한 범주와 강도의 교란에

의한 생태계 파괴 정도 그리고 이어지는 회복 상태를 가늠하는 대

표적인 분류군으로 이용되어왔다(Dauer and Conner, 1980; Ranan

and Ganapati, 1983; Samuelson, 2001; Guerra-García and García-

Gómez, 2004; Cardoso et al., 2007). 유기물 부하 증가에 따른 저

서동물 군집에서 관찰되는 주요 변화 가운데 한 가지는 군집 구

성원들의 영양구조의 변화이다. 즉, 초식자 보다는 유기쇄설물식

자가 우세해지며 더불어 퇴적물식을 위주로 하는 작은 크기의 다

모류들이 우점하는 군집으로 변하게 된다(Pearson and Rosenberg,

1978; Samuelson, 2001; Cardoso et al., 2004; Verdelhos et al.,

2005). 또한 유기물 과잉 공급으로 인해 형성된 빈산소환경에 대

해서도 대체로 다모류가 이매패류와 함께 갑각류나 극피동물보다

는 높은 내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senberg et al., 1991;

Nilsson and Rosenberg, 1994; Gray et al., 2002). 따라서 이러한

다모류의 특성들이 교란된 환경 하에서 다른 주요 동물군들에 대

한 다모류의 상대적인 개체수 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의 결과를 기후조건 및 퇴적상이 유사한

남해안의 다른 만이나 연안에서 수행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비

교해 보면 비교적 뚜렷이 관찰할 수 있다. 주변에 대규모 공장시

설, 양식시설, 인구 밀집 지역 등이 비교적 적음으로 인해 해역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내만들, 예를 들어, 득

량만에서 보고된 다모류의 개체수 비율은 19.3%(마 등, 1995), 여

Fig. 6.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plots based on
the fourth square root transformed polychaete abundance data at
farm A (a) and farm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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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에서 49.6%(임 등, 1991)이며 다모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게 보고된 앵강만의 경우에도 64.3%(임 등, 1999)로 7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유기물 오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해역들, 예를 들어, 울산 연안 71%(신 등, 2001), 마산만

72%(Hong and Lee, 1983), 광양만 73.2%(최 등, 2003) 등으로

70%를 상회하는 높은 점유율이 보고되어왔다. 본 연구지역의 경

우 각각의 조사선에서 다모류가 차지하는 평균적 비율은 81%~87%

로 울산연안 등에 비해서도 10%이상 높은 값이었으며 특히, 심각

한 유기물 오염에 의해 하계에 주기적인 저층의 빈산소수괴 발생

이 관찰되는 진해만(78.6%, 임, 1993)에 비해서도 높았다. 마찬가

지로 기존의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서 조사된 박 등(2000)과 정 등

(2002)의 결과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다모류

점유율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가두리 양식장 주변 대형저서동

물군집에서 다모류가 극우점하고 있는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가

두리 양식이 성행하는 국외의 여러 해역에서도 보고되었다(Brown

et al., 1987; Weston, 1990; Tsutsumi et al., 1991; Ye et al., 1991;

Karakassis et al., 2000).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가 수행된 저도와 미륵도 인근의 가두리 양식장 및 그 주변

은 유기물의 과다 공급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

기물 오염 해역인 진해만보다 높은 다모류 점유율은 유기물 오염

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다모류의 총 출현종수는 양식장 A에서 68종, B에서 44종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채집면적에도 불구하고 양식장 A에서 많은 종이

출현하였다. 비록 양식장 A의 출현 종수가 양식장 B에 비해 1.6

배 이상 높긴 하지만 가두리로부터 멀어지면서 관찰되는 종수의

증가 양상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증가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

었다(Fig. 3a, b). 양식장 A의 경우 가두리로부터 10 m 지점까지

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보이다가 10~15 m 사이에서 2배

이상 급등하였다. 급등한 종수는 20 m 지점에서 피크를 나타낸

후 60 m 지점까지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마찬가지로 양식

장 B에서도 가두리로부터 0 m 지점에서 최저 출현종수를 기록한

후 점차 증가하여 15 m 지점에서 피크를 기록하였으며 50 m 지

점까지도 큰 폭의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

등(2002)이 가막만의 가두리 양식장으로부터 0~15 m 사이에서 관

찰하였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연어 가두리 양식

장에서 조사된 Brown et al.(1987)의 결과에서도 다모류의 종수는

가두리로부터 3 m 지점에서 8종으로 최저를 기록한 후 15 m 지

점에서 36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큰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가두리 양식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밀도분포는 출현종수의 변

화양상이 두 양식장간에 유사하였던 것과는 달리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Fig. 3c, d). 이런 차이는 특히 가두리로부터 0~5 m 지점

에서 나타났다. 양식장 A에서는 0~5 m 지점에서 극도로 높은 밀

도를 보였으며, 이런 높은 밀도는 10~15 m 지점까지 급속히 감소

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 m 지점에서 다시 피크를 보인 반면 양식

장 B에서는 0 m와 5 m 지점의 밀도가 다른 조사 정점들에 비해

현격히 낮았으며 밀도 피크는 15 m와 30 m 지점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양식장간의 거리에 따른 밀도변화 차이는 가두리로부

터 0~5 m 지점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의 변화패턴은 일치하

였다. 5 m 지점까지의 두 양식장간 밀도분포 차이는 Capitella

capitata의 밀도차이에 의한 것으로 두 양식장에서 C. capitata의

밀도를 제거한 결과, 거리에 따른 밀도분포 양상이 매우 유사하였

다(Fig. 3c). 또한 양식장 A의 20 m 지점과 양식장 B의 15 m 및

30 m 지점에서 나타난 밀도 피크는 C. capitata가 아닌 다른 종의

다모류들(Fig. 4)의 밀도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두 양식장

간의 공통점이며 이런 결과는 정 등(2002)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 수 및 밀도의 변화로 볼 때 가두리 양식장으

로부터 15 m를 기점으로 군집이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가두리로부터 유입되는 유기물량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우점종 분포 특성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서 출현한 다모류군집의 우점종 분포 특

징은 유기물 오염지표종과 잠재적 유기물 오염지표종의 대량 출

현이다. 앞선 연구결과들(Brown et al., 1987; Tsutsumi et al.,

1991; Karakassis et al., 2000; 박 등, 2000; 정 등, 2002)과 마찬

가지로 가두리 아래 해저면에서는 C. capitata가 극우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C. capitata는 유기물 부하 증가에 대해 성장 및 번

식능력의 상승과 같은 양성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Dauer and Conner, 1980; Tsutsumi, 1987; Weston, 1990;

Bridges, 1992), 저산소 상태에서의 상대적으로 강한 내성 등의 특

징으로 인해 유기물 오염이 극심한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점유자

로 보고되어왔다(Warren, 1977; Brown et al., 1987; Samuelson,

2001; Wildish et al., 2001; Brooks and Mahnken, 2003). 국내에

서도 해수의 인위적 차단에 의해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었던 시화

호(류 등, 1997; 홍 등, 1997), 진해만의 패류 양식장 밀집 해역

(임 등, 1992), 진주만의 피조개 양식 밀집 해역(강 등, 2002) 등

에서 일시적 또는 계절적 출현 양상이 보고된 바 있다. 특히, 가

두리 및 그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에서 박 등(2000)은 전체 저서

동물군집의 개체밀도에 대한 72%의 C. capitata 점유율을, 그리고

유사하게 정 등(2002)은 약 53%의 점유율을 보고하여 가두리 양

식이 행해지는 해역에서 이 종의 상대적 우점도가 높음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C. capitata는 양식장 A의 가두리 바로 밑에서

18,400 ind. m−2의 밀도로 출현하였으며, 점유율은 97%에 달하였

다. 출현 범위는 10 m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지점에서 86%

의 군집 내 점유율을 보인 후 더 이상 출현하지 않는 분포 특성을

나타냈다. 이런 높은 밀도와 점유율은 박 등(2000)과 정 등(2002)

에서 보고된 것 보다 높은 수치이며 또한 일본(Yokoyma, 2002)이

나 유럽(Brown et al., 1987)에서 보고된 것보다도 높은 값이다.

반면에 양식장 B에서는 가두리 바로 밑에서 500 ind. m−2 정도의

밀도만을 보여주었으며, 점유율도 36%~64%로 상대적으로 낮았

다. 그러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출현하는 분포 특징은 양식장

A와 동일하여 5 m 이내의 지점까지만 출현하였다. 따라서 유기물

오염의 정도가 심한 곳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로 출현하는

C. capitata의 분포 특징으로 볼 때 양식장 A에서의 유기물 오염

에 따른 군집 교란 정도가 기존에 조사된 양식장과 현재의 양식

장 B에서 보다도 더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두리 양식장 주변 해역 다모류군집에서 관찰된 우점종 분포

의 또 다른 특징은 C. capitata 외의 다른 우점종들이 대부분 유

기물 오염 해역에서 출현하는 종이거나 잠재적 유기물오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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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Lumbrineris longifolia, Aphelochaeta

monilaris(기존에 Tharyx multifilis로 보고된 종), Dorvillea rudolphi

그리고 Mediomastus californiensis 등은 국내의 유기물이 풍부한

여러 해역에서 자주 보고되어온 우점종들이다(예, 임 등, 1992; 신

등, 2001; 최 등, 2003; 최 등, 2005). 이 종들 가운데 C. capitata

와 유사한 분포 패턴을 보였던 D. rudolphi를 제외한 나머지 종들

은 양식장 A와 B 모두에서 C. capitata의 밀도가 감소한, 가두리

로부터 15 m 지점부터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으며 마지막 조사 정

점인 50 m와 60 m 지점까지도 우점적으로 출현하여 이 지점까지

도 유기물 오염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서동물군집 반응에 의한 유기물 오염역 추정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두리 양식장의 거리에 따른 출현종수, 개

체밀도 및 우점종의 분포 패턴 상의 공통점과 Pearson and

Rosenberg(1978)의 경험적 군집 천이 모델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의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 째, 본 연구가 수행된 두 양식장

의 0 m에서 50~60 m 범위 내에서는 천이모델의 양 끝점에 해당

하는 고도로 오염된 무생물 구역과 정상적인 군집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둘 째, 적어도 양식장 A에서는 소수종이 극우점하는 오염

된 구역이 관찰되었으며, 이 구역의 대표적 기회종은 C. capitata

였다. 양식장 B에서는 이 종이 극우점 하지는 않았으나 10 m 이

내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동일 구간 내에서의 비슷한 오염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 째, 기회종 감소에 의한 군

집의 전체적인 서식밀도 감소와 종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다양

도의 일시적 상승점인 추이점(ecotone point)의 존재이다. 양식장

A에 경우 이 지점이 가두리로부터 10~15 m 구간 사이에 존재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양식장 B의 경우 같은 구간에서 종

수의 증가는 관찰되나 추이점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타 특징이 존

재하지 않았다. 넷 째, 추이점 이후 60 m 지점까지도 지속적인 교

란된 군집의 존재이다. C. capitata의 급감과 추이점 통과 이후 다

양한 종류의 다모류들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 종들 역시 대부분은

유기물 오염의 지시자로 알려진 종들이다. 따라서 이 종들은 C.

capitata보다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을 점유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조사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군집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5 m에

서 60 m 사이의 군집이 가두리 양식의 영향으로 형성된 군집인가

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다만, 이

번 연구 결과에서 유기물 구배에 따른 군집의 연속적이며 일관된

변화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가두리로부터 15~60 m 사이 구간도

가두리 양식으로 인한 약한 오염 상태(slightly polluted)에 처해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양식장의 유기물 오염 비교

두 양식장의 저서동물군집에서 나타난 종수, 밀도, 다양도 그리

고 우점종의 분포는 두 양식장의 군집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k-dominance curve나 MDS분석에서도

일치하였다. k-dominance curve 분석결과(Fig. 5), 양식장 A 군집

의 경우 가두리로부터 0~10 m 까지의 군집이 심하게 교란된 형

태를 보이며, 하나의 유사한 그룹임을 보이는 반면, 양식장 B에서

는 거리에 따른 군집의 교란 양상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교란 정

도도 양식장 A의 군집에 비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런 현상은 MDS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양식장 A의 군집은

0~10 m 까지의 군집이 유사한 군집임을 보여 주는 반면 양식장

B는 0 m, 5 m, 15~50 m 세 개의 군집으로 분리되었으며, 5 m 군

집은 0 m와 15~50 m 군집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군집이 변하

는 천이과정을 보여주었다(Fig. 7). 또한 양식장 B의 0 m와 5 m

군집은 양식장 A의 0~10 m 군집과 15~60 m 군집 사이에 위치

하고 있어 양식장 A의 0~10m 군집보다 가두리로부터 유입된 유

기물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두 양식장의 저서동물군집 간에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

들로서 두 가지를 가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조사시기의 차이이

며, 두 번째는 양식장으로부터 주변 퇴적물로 유입되는 유기물 양

의 차이이다. 첫 번째인 조사시기의 문제는 두 양식장간 조사 시

기에서 발생한 두 달간의 차이이다. 본 연구 지역을 우점하고 있

는 종들이 대부분 유기물 오염지표종이거나 잠재적인 유기물 오

염지표종들이며, 이들의 기회종적인 특성은 짧은 시간 내에 군집

구조를 바꿀만한 정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양식장 A와 인접한 위치에서 조사된 박 등(2000)의 결과를

보면 가두리 아래의 경우 3개월의 조사 시기 차이에서 극심한 밀

도변화가 있었으며, 이런 밀도변화는 C. capitata에 의한 것이었다.

이 종은 한 달 사이에 100배 이상의 개체군 변화를 보이는 종으

로 알려져 있으며(Chareonpaich et al, 1994), 이번 조사에서도 가

두리 인접 정점에서 두 양식장간에 C. capitata의 밀도는 30배 이

상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양식장의 위치가 다른 점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우점종들의 조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극우점하는

일부 종의 시간에 따른 극심한 밀도 변화가 이번 결과에서의 지

역 간 차이를 유발시킨 한 가지 원인일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일 수 있는 유기물 유입량 차이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먼저, 가두리가 위치한 곳의

유속(Frid and Mercer, 1989; Holmer, 1991), 수심(Gowen and

Bradbury, 1987; Hevia et al., 1996), 만입정도(Yokoyma, 2003)와

같은 수력학적, 지형학적 특성에 의한 영향, 그리고 양식 어류의

Fig. 7. Spatial changes in polychaete community structure along the
gradient of organic enrichment, represented by non-metric multidi-
mensional scaling (MDS) plot based on the fourth square root trans-
formed polychaete abundance data at all the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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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량, 먹이 공급량, 어류의 배설물, 사료의 종류와 같은 어류생

산과 관련된 요소(Gowen and Bradbury, 1987; Hall et al., 1990;

Brook et al., 2002; Yokoyama, 2002) 등이다. 실제로 몇 가지 측

면에서 양식장 A와 B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먼저, 두 양식

장은 지형학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양식장 A는 만입된 곳에 위

치한 반면 양식장 B는 통영해협의 수로 상에 위치해있다. 또한 현

장에서 측정된 유속은 동일한 조석 주기 상에서 측정된 것이 아

니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대조기에 측정된 양식장 A의 유

속과 소조기에 측정된 양식장 B의 유속이 전반적으로 10 cm sec-

1 정도로 유사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양식장 B의 유속이 상대적

으로 강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권, 2004). 이러한

사실은 양식 어류의 입식량과 사료 공급량이 양식장 A에 비해 양

식장 B에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두리 밑에서 측정된 고형물의

침강량이 유사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유

사한 양의 유기물 유입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폐쇄된 지형상

의 특성이 양식장 A에서의 오염 정도를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

된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식장 A가 위치한 곳에는

같은 규모의 양식장 8개가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중첩하여 방출된 유기물은 인근 해역에 가중된 오염 효과를 주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가두리 양식으로 발생한 유

기물은 가두리로부터 15 m 지점까지는 저서동물군집에 뚜렷한 영

향을 주며, 60 m 지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두리에 의한 영향은 가두리의 밀집정도, 가두리가 위치한 장

소의 수력학적, 지형학적 특성 및 양식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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