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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남해의 여수와 돌산도 사이에 위치하는 협수로의 해양환경과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계절변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 9월에서 2006년 5월까지 30개 정점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표층해

수의 수온, 염분 및 소광계수는 각각 5.6~26.3 oC, 25.36~33.92 psu 및 0.13~2.13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수온은 여

름과 봄에 가막만에서 높고, 가을과 겨울은 여수해만에서 더욱 높았다. 염분은 하수처리 배출구 인근해역을 제외하

면 조사기간 동안 전 해역에서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소광계수는 여수해만보다 가막만과 하수처리 배출구 인

근 해역에서 높아 더욱 혼탁한 해수특성을 나타내었다. 식물플랑크톤은 총 51속 99종이 확인되었으며, 여름과 가을

에 다양한 종 조성을 나타내었으나 중심목 규조류의 비율이 높은 겨울과 봄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종수를 보였다. 계

절별 우점종은 여름에 Skeletonema costatum과 Chaetoceros curvisetus, 가을과 겨울은 Eucampia zodiacus, 그리고

봄은 Chaetoceros affinis와 Thalassionema nitzschioides로 나타났다. 식물플랑크톤 현존량과 Chl-a 농도는 각각

0.2×104~296×104 cells L-1와 1.94~22.12 µg L-1의 범위를 보였으며, 하계 가막만에서 월등히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주성

분 분석결과에 따르면, 돌산도 북부해역은 해양환경과 식물플랑크톤 군집특성으로부터 2개 또는 3개의 해역으로 세

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Field observations on the seasonal variations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phytoplankton com-

munity were carried out four times at 30 stations in the narrow strait between Yeosu and Dolsan Island of the

Korean South Sea from September 2005 to May 2006. The ranges of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extinction

coefficient in the surface waters were 5.6~26.3, 25.36~33.92 psu and 0.13~2.13, respectively. The water tem-

perature measured higher at Gamak Bay in summer and spring. It measured higher at Yeosuhae Bay in autumn

and winter. Salinity showed uniformity of distributions in almost all areas, except for an area near a sewage dis-

posal outlet. Extinction coefficient indicated that the turbidity of Gamak Bay and the area near the sewage dis-

posal outlet were higher than that of the Yeosuhae Bay. In the phytoplankton community were identified a total

of 99 species belonging to 51 genera. The species composition showed itself to be various in summer and

autumn, but poor in winter and spring with a high ratio of centric diatoms all the year round. Seasonal suc-

cession of dominant species were Skeletonema costatum and Chaetoceros curvisetus in summer, Eucampia

zodiacus in autumn and winter, and Chaetoceros affinis and Thalassionema nitzschioides in spring. Standing

crops of phytoplankton and chlorophyll a concentration were greatly higher at Gamak Bay in summer with

ranges of 0.2 × 104 cells L-1 to 296 × 104 cells L-1, and 1.94 L-1 to 22.12 L-1, respectively. From the result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the northern part of Dolsan Island was divided into two or three regions

from the characteristics of marine environment and phytoplankto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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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반도 남해 중앙부의 여수반도 및 돌산도 인근해역은 서쪽으

로 가막만과 동쪽으로 남해도를 마주한 여수해만이 자리하는 해

역이다. 돌산도 서쪽의 가막만은 폐쇄성이 강한 내만으로 높은 생

물생산성을 나타내어 해양생물의 활발한 증양식활동(이 등[1991])

과 생활하수의 유입에 의해 일부 해역에서 저질의 유기오탁과 적

조발생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노 등[2006]; 박 등[2009];

윤[1995]). 돌산도 동쪽의 여수해만은 개방형 만으로 남쪽으로 대

마난류의 영향을 받는 남해와 연결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섬진강

으로부터 담수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수석유화학

단지와 광양제철소 등의 가동에 따른 산업폐수 유입에 의해 부영

양화된 광양만(윤과 박[1992])의 혼합수괴에 의해 생물생산이 지

배되는 특성을 보인다(윤과 김[1996]).

한편 돌산도 북부해역은 여수반도와 돌산도 북부 사이의 협수

로를 통해 가막만과 여수해만이 해수교환을 이루는 해역으로 여

객선 터미널과 어항단지 및 중소형 조선소가 분포하며, 여수시를

관통하는 연등천의 유입과 최근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수 배출구가

시설되어 평균 43,000 ton day-1(계획 110,000 ton day-1)의 하수처

리수가 방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돌산도 북부 일대는 담수유입에

의해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이 크게 지배되는 구조를 보이

며(노 등[2010]), 최근 급속한 개발로 인해 향후 연안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이다.

이와 같은 연안환경은 매우 다양한 생물군에 의해 복잡하게 구성

된다. 생물군집 중 최하위 영양단계로 유기물 합성의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플랑크톤은 해양생태계 내에서 상위 영양단계로의 에

너지 공급자 역할과 동물플랑크톤 등 포식자의 구성에도 크게 관여

함(Forst[1991])은 물론, 해역의 물리화학적인 환경요인에 의해 민감

하게 반응하여 쉽게 변동되기에 해역의 환경변화와 생태구조를 분

석하고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인자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이유

로 국내에서는 내만과 연안해역의 생태구조 및 생물학적 환경특성

파악을 위한 식물플랑크톤 군집연구(박 등[2009]; 여와 박[1997]; 윤

[1999a,b]; 윤[2000]; 윤과 김[1996]; 조 등[1994]; Choi and

Shim[1986]; Shim and Yeo[1988]), 적조생물 모니터링 및 적조발생

기작의 이해를 위한 기초연구(박 등[1988]; 이[2002]; 임 등[2003];

조와 최[2005]; 조 등[2006])는 물론, 특정 환경조건에서의 생물해양

학적 환경특성 파악(강과 최[2001, 2002]; 신 등[2005]; 심 등[1991])

등 다양한 목적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적 협소하지만 다양한 환경요인

이 교차하는 돌산도 북부해역의 기초 해양환경과 식물플랑크톤 군

집의 계절변동 특성을 파악하여 이 일대 해역의 환경관리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재료 및 방법

돌산도 북부해역의 기초 해양환경과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계절

변동 및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는 2005년 9월(여름,

이하동일), 11월(가을, 이하동일) 그리고 2006년 2월(겨울, 이하동

일) 및 5월(봄, 이하동일), 총 4회에 걸쳐 소형 어선을 이용하여 계

절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여름 조사는 9월 3일 실시되었다. 수

온, 염분, 현장밀도 및 소광계수의 환경인자와 식물플랑크톤 생물

량(chlorophyll a, 이하 Chl-a) 파악은 30개 정점을,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종수 및 우점종 파악을 위한 표본 채집은 20개 정점을 대

상으로 하였다(Fig. 1). 

수온, 염분, 수중광량 및 Chl-a는 CTD(conductivity, water

temperature, depth)와 수중광도계 및 형광센서가 부착된 Submersible

Fluormeter(Alec Co., ACL 1151-D)를 이용해 표층에서 저층까지

측정하였다. 소광계수는 얻어진 수중광량을 Lambert-beer식(Iz=

I0e
-kz; 여기서 Iz는 수심 z에서의 광량, I0는 해수 표층에서의 광량,

z는 수심, k는 빛의 소광계수)으로 계산하였다. Chl-a는 Submersible

Fluormeter를 통해 얻어진 측정값을 보정하여 정리하였다. 보정은

표층해수 500 mL를 membrane filter(pore size: 0.45 µm, diameter:

47 mm)로 흡입 여과한 후 포집된 여과지를 90% 아세톤추출법에

의해 추출하여 분광광도계(Optizen Co., 2120UV)를 이용해 흡광

도를 측정한 후 SCOR-Unesco[1966] 방법에 따라 정량화 하였다.

식물플랑크톤은 현장에서 표층해수 300 mL를 폴리에칠렌 표본병

에 넣어 중성 포르마린으로 최종농도가 0.4%가 되게 고정하였다

(Throndsen[1978]). 고정된 시료는 실험실에서 250 mL를 membrane

filter(pore size: 5.0 µm, diameter: 47 mm)가 장착된 플라스틱 여

과기를 이용하여 자연낙하 방법으로 최종 5 mL가 되도록 농축하

였다. 검경은 농축된 시료 1.0 mL를 계수판에 취하여 광학현미경

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s and bathymetry in the

northern part of Dolsan Island of South S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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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Optiphot-2)하에서 종의 동정과 계수를 실시하였다. 종 동

정은 Parke and Dixion[1976], Chihara and Murano[1987] 및

Tomas[1997]의 분류체계에 따랐다. 또한 해역의 환경과 식물플랑

크톤 군집특성을 구분하고 평가하기 위한 통계분석은 계절별로 얻

어진 수온, 염분, 현장밀도, 소광계수, Chl-a, 식물플랑크톤 분류군

별 현존량 및 종수를 대상으로 다변량 해석의 SPSS 10.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상관행열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 과

3.1 표층해수의 수온과 염분 분포

수온은 5.6~26.3 oC의 범위로, 연중 약 20 oC 이상의 연교차를

나타내었다. 계절별로 여름은 24.8~26.3 oC(25.2±0.4 oC), 가을은

13.5~15.7 oC(15.1±0.5 oC), 겨울은 5.6~7.5 oC(6.4±0.5 oC) 그리고

봄은 16.2~17.4 oC(16.7±0.3 oC)의 범위로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

았다. 공간적으로 여름은 연등천 하구와 오동도 남단의 여수해만

에서 25 oC 내외로 낮고, 가막만의 대경도 인근해역에서 26 oC 내

외로 높았다. 가을은 돌산대교 남단의 가막만에서 15 oC 이하를,

배출구 인근해역과 오동도 남단을 포함한 여수해만에서 15 oC 이

상을 나타내었다. 겨울은 여수해만 동쪽에서 7.0 oC 이상의 수온

이 가막만으로 유입될수록 감소하여 돌산대교와 가막만내 해역에

서 6.0 oC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배출되는 배

출구 인근해역에서 6.4 oC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온을 나타내

었다. 봄은 오동도 동쪽의 개방된 여수해만에서 16.4 oC 이하를,

오동도 남단의 돌산도 연안과 가막만내 해역에서 17.0 oC 이상을

나타내었다(Fig. 2). 즉 돌산도 북부해역은 수온상승기인 봄과 여

름은 가막만내 해역에서 높은 수온을, 수온하강기인 가을과 겨울

은 여수해만을 중심으로 높은 수온을 나타내었다.

염분은 25.4~33.9 psu의 범위로 큰 변동 폭을 나타내었다. 계절

별로 여름은 29.4~31.8 psu(31.1±0.40 psu), 가을은 25.4~32.7

psu(32.2±1.34 psu), 겨울은 32.1~33.9 psu(33.68±0.31 psu) 그리

고 봄은 32.3~32.7 psu(32.5±0.08 psu)의 범위로 여름에 낮고 겨

울에 높았다. 공간적으로 여름은 연등천 하구에서 가막만내 해역

에 걸쳐 31.4 psu 이상을, 오동도 남단을 포함한 여수해만에서 31.2

psu 이하를, 배출구 인근해역은 30 psu 이하의 낮은 염분을 나타

내었다. 가을과 겨울 역시 배출구 인근해역에서 각각 26.0 psu,

32.5 psu 이하의 저염수가 출현하는 것을 제외하면, 봄을 포함해

가막만과 여수해만에서 33 psu 내외의 비교적 균일한 염분을 나

타내었다(Fig. 3). 즉 돌산도 북부해역은 하계 가막만내 해역에서

다소 높은 염분 농도를 보이며, 전 계절적으로 배출구 인근해역에

서 국지적인 저염수가 보여지나 해역 전체적으로 비교적 균일한

염분을 나타내었다.

3.2 소광계수

해수에 입사하는 빛 에너지의 흡수 및 산란의 척도로 활용되는

소광계수는 표층에서 0.13~2.13의 범위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여

름은 0.13~1.94(0.64±0.36), 가을은 0.17~1.24(0.60±0.22), 겨울은

0.43~0.85(0.58±0.12) 그리고 봄은 0.63~2.13(1.12±0.40)의 범위로,

봄에 높고 겨울에 낮았다. 공간적으로 겨울을 제외한 전 계절에 여

수해만 동쪽 해역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투명한 해수특성을, 가

Fig. 2. Spatio-temporal distributions of surface water temperature in the northern part of Dolsan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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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만내 해역에서 높은 값을 보여 혼탁한 해수특성을 나타내었다.

겨울은 해역 전체적으로 0.60 내외의 균일한 값을 보이는 가운데

국동항과 배출구 및 돌산연안 중앙에서 0.80 이상의 다소 높은 값

을 나타내었다(Fig. 4). 즉 소광계수로부터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

은 여수해만은 비교적 투명한 해수특성을 나타낸 반면, 수심이 얕

고 유속이 탁월한 가막만 북동쪽 해역과 배출구 인접해역은 상대

적으로 혼탁한 해수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3. Spatio-temporal distributions of surface salinity in the northern part of Dolsan Island.

Fig. 4. Spatio-temporal distributions of surface Extinction coefficient in the northern part of Dolsan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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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물플랑크톤 군집 특성

3.3.1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식물플랑크톤은 표층에서 전 조사시기에 총 51속 99종이 확인

되었다. 분류군별로 중심목 규조류가 22속 45종으로 45.5%, 와편

모조류가 13속 34종으로 34.3%, 우상목 규조류가 13속 16종으로

16.2%, 규질편모조류가 1속 2종으로 2.0%, 그리고 동물성편모류

와 유글레나류가 각각 1속 1종으로 각 1.0%의 점유율을 나타내었

다. 계절별로 여름은 42속 82종, 가을은 39속 61종, 겨울은 33속

41종, 그리고 봄은 38속 51종이 확인되었다. 분류군별로 중심목

규조류는 37종이 출현한 여름에 가장 많은 종수를 보이나, 점유율

은 22종이 출현한 겨울에 53.7%로 가장 높았다. 우상목 규조류는

16종이 출현한 가을에 가장 많은 종수를 보이나, 점유율은 12종이

출현한 겨울에 29.3%로 가장 높았다. 와편모조류는 27종이 출현

한 여름에 가장 많은 종수와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규질편모조류

는 봄에 1속 1종, 다른 계절은 1속 2종이 출현하였으며, 동물성편

모류와 유글레나류는 각각 11월과 2월을 제외한 계절에 각 1속 1

종이 출현하였다(Fig. 5). 즉 종조성은 중심목 규조류와 와편모조

류의 출현 정도에 의해 계절적인 점유율이 결정되는 양상을 나타

내었다.

출현종수의 공간분포는 여름은 가막만 대경도 북부해역에서 48

Fig. 5. Species composition of phytoplankton in the northern part of Dolsan Island.

Fig. 6. Spatio-temporal distributions of phytoplankton species number in the northern part of Dolsan Island.



156 노일현·윤양호·박종식·강인석·안영규·김승현

Table 1. Seasonal variations of phytoplankton species in the northern part of Dolsan Island

Phytoplankton species Sum. Aut. Win. Spr. Phytoplankton species Sum. Aut. Win. Spr.

CENTRIC DIATOMS

 Actinoptychus senarius + + + +  Navicula f. delicatula + + +

 Bacteriastrum delicatulum ++ +  N. spp. + +

 B. hyalinum +  Nitzschia sigma + + + +

 Chaetoceros affinis +++ + ++ +++  Pleurosigma normanii + + + ++

 C. compressus +++ +  Pseudo-nitzschia delicatissima +++ +

 C. curvisetus +++ ++ ++ +  Pn. pungens +++ + ++ +

 C. danicus + + +  Surirella fastuosa + + +

 C. debilis +++ ++ + +  Thalassionema flauenfeldii + +

 C. decipiens +++ + ++  T. nitzschioides +++ + + ++

 C. didymus +++ +  Tropidoneis lepidoptera + + + +

 C. laciniosus ++ DINOFLAGELLATES

 C. mitra +++ +  Akashiwo sanguinea +

 C. peruvianus +  Alexandrium tamarense +

 C. teres ++ + +  A. sp. +

 C. tortissimus +  Ceratium furca + +

 C. spp. +++ + ++ +  C. fusus + + +

 Corethoron criophilum +  C. horridum +

 Coscinodiscus gigas + + + +  C. kofoidii + +

 C. radiatus + +  Dinophysis acuminata + +

 C. sp. + + + +  D. caudata +

 Dactyliosolen fragilissimus + + +  Gonyaulax polygramma +

 Detonula pumila +  G. scrippsae +

 Dictylum brightwellii ++ + + +  Gymnodinium sp. +

 Eucampia cornuta +  Gyrodinium spp. + + + +

 E. zodiacus ++ +++ +++  Noctiluca scintillans + + +

 Guinardia flaccida + +  Prorocentrum dentatum +

 G. striata + + +  P. triestinum + +

 Helicotheca tamesis +  Protoperidinium abei +

 Hemiaulus sinensis +  P. spp. +

 Leptocylindrus danicus + + +  P. conicum +

 L. mediterraneus +  P. claudicans +

 Odontella aurita ++ + + ++  P. depressum +

 O. longicuris ++  P. divaricatum +

 O. sinensis + + +  P. excentricum +

 Paralia sulcata + + +  P. leonis + +

 Planktoniella blanda + +  P. oblongum +

 Podosira stelliger +  P. oceanicum +

 Proboscia alata + + +  P. pallidum + + +

 Rhizosolenia setigera + + +  P. pellucidum ++ + +

 Skeletonema costatum +++ + +++ +  P. pentagonum +

 Stephanopyxis palmeriana ++ + +  P. quinquecorne +

 Thalassiosira pacifica ++ +  P. sinuosum +

 T. rotula ++ + +  P. steinii +

 T. subtilis +  P. spp. + + +

 T. spp. + +  Pyrocystis lunula + +

PENNATE DIATOMS  Pyrophacus steinii +

 Amphipora alata + + + +  Scrippsiella trochoidea + +

 Asterionellopsis glacialis +++ ++ + OTHER FLAGELLATES

 Bacillaria paxillifer + +  Dictyocha fibula + + +

 Cylindrotheca closterium ++ + + +  D. speculum var. octonaria + + + +

 Diploneis splendica + +  Ebria tripartita + + +

 Gramatophora marina + + + EUGLENOIDS

 Licmophora lyngbyei + + + +  Eutreptiella gymnastica ++ + +

 Meuniera membranacea +

+ : <10,000 cells L-1, ++ : 10,001~99,999 cells L-1, +++ : >100,000 cells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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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으며, 국동항에서 연등천 하구역

을 포함해 하수처리수 배출구에 이르는 해역에서 30종 이상을, 오

동도와 돌산도 사이의 여수해만에서 25종 내외의 종이 출현하였

다. 가을은 오동도 방조제 인근해역에서 30종 이상을, 국동항을 포

함한 협수로 해역과 오동도 동쪽해역에서 25종 내외를, 여수해만

에서 20종 내외의 적은 종수를 나타내었다. 겨울은 돌산도와 오동

도 사이의 중앙부와 돌산도 연안 및 대경도 북부해역에서 20종 이

상을, 배출구 인근해역과 오동도 동쪽해역에서 16종 이하의 종수

를 나타내었다. 봄은 해역 전체적으로 20종 이하의 종이 출현한

가운데 돌산도 연안에서 오동도 북동쪽에 이르는 해역과 여수해

만 남단에서 18종 이상을, 가막만내 해역에서 12종 이하의 종수

를 나타내었다(Fig. 6). 즉 식물플랑크톤 종수는 돌산도 동쪽의 여

수해만에서 대체로 균일한 종수를 보인 반면, 가막만내 해역은 종

수가 여름에 크게 증가하고 봄에 크게 감소하여 계절적인 변동 폭

이 크게 나타났다.

3.3.2 식물플랑크톤 군집 및 우점종의 계절변화

돌산도 북부해역에서 전 조사 시기에 관찰된 식물플랑크톤 종

은 중심목 규조류인 Actinoptychus senarius, Chaetoceros affinis,

Chaetoceros curvisetus, Chaetoceros debilis, Coscinodiscus gigas,

Dictylum brightwellii, Odontella aurita, Skeletonema costatum의

6속 8종, 우상목 규조류인 Amphiprora alata, Cylindrotheca closterium,

Licmophora lyngbyei, Nitzschia sigma, Pleurosigma normanii,

Pseudo-nitzschia pungens, Thalassionema nitzschioides, Tropidoneis

lepidoptera의 8속 8종 및 규질편모조류인 Dictyocha speculum var.

octonaria의 1속 1종으로 17종이 돌산도 북부해역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을 대표하는 종들로 나타났다(Table 1).

전 계절적으로 현존량에 대한 규조류의 우점화가 98.5~99.9%

로 매우 높았으며, 이중 중심목 규조류에 의한 점유율이 77.0~98.1%

로 매우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각 계절별로 한 개 이상의 관측점에

서 전체 식물플랑크톤 출현 세포수에 10%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

내는 종을 우점종으로 구분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계절별 우

점종을 살펴보면, 여름에는 중심목 규조류인 S. costatum이 37.6%

로 제 1 우점종으로, C. curvisetus가 13.1%로 제 2 우점종으로 나

타났다. 수온하강기인 가을과 겨울에는 중심목 규조류인 Eucampia

zodiacus가 각각 71.5%, 93.8%로 전 해역에서 극 우점하였다. 봄

에는 C. affinis가 51.9%로 제 1 우점종으로 출현하였으며, 우상목

규조류인 T. nitzschioides가 10.0%의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따라

서 본 조사결과 조사해역은 계절적으로 특정 종에 의해 식물플랑

크톤 출현이 지배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3.3.3 현존량의 계절변화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0.2~296×104 cells L-1의 범위로 나타났

다. 계절별로 여름은 9.6~296×104 cells L-1(54.8±62.9×104 cells L-1),

가을은 0.2~16.8×104 cells L-1(1.9±3.6×104 cells L-1), 겨울은 10~

46.3×104 cells L-1(29.7±9.6×104 cells L-1) 그리고 봄은 0.5~2.2×104

cells L-1(1.3±0.4×104 cells L-1)의 범위를 보여, 여름과 겨울에 높

고 가을과 봄에 낮은 현존량을 나타내었다. 공간적으로 여름은 가

막만 대경도 북부해역의 280×104 cells L-1 이상의 매우 높은 현존

량을 비롯해, 가막만내 해역에서 80×104 cells L-1 이상의 현존량

을 보인 반면, 오동도와 돌산도 사이의 해역을 포함한 여수해만은

40×104 cells L-1 내외의 낮은 현존량을 보였다. 가을 역시 여름과

유사한 양상으로 대경도 북부해역의 16×104 cells L-1를 포함해 가

막만내 해역에서 2.0×104 cells L-1 이상을, 돌산대교 남단에서 연

등천 하구역을 포함해 배출구 인근에 이르는 해역에서 1.5×104

cell L-1 내외를, 여수해만에서 1.0×104 cells L-1 이하의 낮은 현존

량을 나타내었다. 겨울은 여름 및 가을과 반대의 경향을 보여 오

동도와 돌산도 사이의 해역을 포함한 여수해만에서 40×104 cells L-1

내외의 높은 현존량을 보인 반면, 가막만과 협수로 등을 포함한

나머지 해역에서 20×104 cells L-1 내외의 낮은 현존량을 나타내었

다. 봄은 해역 전체적으로 균일한 1.0×104 cells L-1 내외를 나타내

는 가운데, 오동도와 돌산도 사이의 중앙부에서 2.0×104 cells L-1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현존량을 보였다(Fig. 7). 따라서 본 조사

결과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여름과 더불어 규조류에 의한 점유

율이 높게 나타나는 겨울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여름과 가을

철 가막만 대경도 인근해역에서 월등히 높은 현존량을 나타내어

연등천 하구역을 포함한 협수로 및 여수해만과 뚜렷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

3.3.4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의 계절변화

Chl-a로 표현되는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은 1.94~22.1 µg L-1의 범

위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여름은 1.94~22.1 µg L-1(7.01±4.90µg L-1),

가을은 2.26~2.48 µg L-1(2.31±0.05 µg L-1), 겨울은 2.43~5.86 µg L-1

(3.81±0.73 µg L-1) 그리고 봄은 2.77~5.33 µg L-1(3.56±0.56 µg L-1)

의 범위를 보여, 여름에 높고 가을에 낮았다. 공간적으로 여름은

여수해만 동쪽에서 2.0 µg L-1 이하의 낮은 농도가 협수로를 지나

가막만내 해역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대경도와 돌산도 사이의 해

역에서 22.0 µg L-1 이상의 매우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가을은

해역 전체적으로 2.3 µg L-1 내외의 매우 균일한 농도를 나타낸 가

운데 국지적 저염화가 두드러진 배출구 인근해역에서 2.4 µg L-1

이상의 다소 높은 농도를 보였다. 겨울은 배출구와 오동도 남동쪽

의 여수해만 중앙부와 남단에서 5.0 µg L-1 이상의 높은 생물량을, 가

막만내 해역을 포함한 나머지 해역에서 3.5 µg L-1 내외의 생물량을

Table 2. Seasonal variations of phytoplankton dominant species in
the northern part of Dolsan Island

Season Dominant Species Dominance (%)

Summer
Skeletonema costatum

Chaetoceros curvisetus

37.6
13.1

Autumn Eucampia zodiacus 71.5

Winter Eucampia zodiacus 93.8

Spring
Chaetoceros affinis

Thalassionema nitzschioides

51.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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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봄은 가막만 대경도와 돌산도 사이의 해역, 연등천 하

구역 및 오동도 남동쪽과 여수해만 남단 사이의 해역에서 4.0 µg L-1

이상의 높은 생물량을, 오동도 남단에서 건너편 돌산도 연안에 이

르는 해역과 여수해만 남단에서 3.5 µg L-1 이하의 비교적 낮은 생

물량을 나타내었다(Fig. 8). 즉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은 여름에 공

간적으로 큰 분포차를 보이며 가막만내 해역에서 더욱 높은 생물

량을 보였다.

Fig. 7. Spatio-temporal distributions of phytoplankton standing crops in the northern part of Dolsan Island.

Fig. 8. Spatio-temporal distributions of chlorophyll a concentration in the northern part of Dolsan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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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절별 상관분석

본 연구의 분석항목별 상관분석 결과(Table 3, 4), 식물플랑

크톤 종수와 현존량은 배출구 인근해역을 제외하면 공간적인

분포차가 적은 염분보다는 해역별 특성이 잘 반영되어 해황을

지배하는 양상을 보인 수온에 더욱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어

각 해역의 환경요인과 계절변동에 크게 지배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와편모조류의 종수가 증가한 여름과 봄에 현존량과

종수 간에 더욱 높은 양의 상관성(r=0.792, 0.685)을 보여, 중

심목 규조류에 의해 지배되는 현존량(r=0.994~0.999)은 수온상

승기 편모조류의 증가 등 종 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Chl-a는 여름과 봄에 염분보다 수온에 밀접

한 양의 상관성(r=0.615, 0.382)을, 가을과 겨울은 수온보다 염

분에 밀접한 음의 상관성(r=-0.879, -0.556)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 돌산도 북부해역은 수온상승기 저온·저염으로 표현된 섬

진강 수괴나 수온하강기 고온·고염으로 표현된 외해수보다 수

온상승기 고온·고염을, 수온하강기 저온·저염의 특성을 보인 내

만수의 영향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생물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5 주성분분석에 의한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시·공간적 분포특성

수온, 염분, 현장밀도, 소광계수, Chl-a, 식물플랑크톤 분류군별

현존량 및 종수를 대상으로 각 계절별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누적기여율 70%를 기준으로 9월, 11월 및 5월은 제2 주

성분까지, 2월은 제3 주성분까지 도출하였으나 제2, 제3 주성분의

특성치가 유사하여 전 계절에 대해 제2 주성분(누적기여율 각각

73.1, 72.1, 68.1, 66.7%)까지 해석하였다.

주성분분석 결과, 인자부하량으로부터 제1 주성분은 연중 식

물플랑크톤 현존량과 중심목 규조류가 매우 밀접한 양의 상관

성을 나타내며, 계절적으로 여름과 가을은 각각 고온·고염과 저

온·저염에 혼탁한 해수특성을 보인 해역에서의 높은 생물생산

을, 그리고 겨울과 봄은 각각 고온·고염과 저온·고염에 투명한

해수의 특성을 갖는 해역에서의 높은 생물생산을 지시했다. 그

리고 제2 주성분은 각 계절별 환경인자와 식물플랑크톤 군집구

조와의 관련성으로부터 환경요인의 계절변화에 따른 식물플랑

크톤 군집구조과 생물량의 변화를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9, left).

주성분분석에 의한 득점분포로부터 돌산도 인근해역은 식물플

Table 3. Correlation matrix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and phytoplankton community of September(upper) and November(lower)

Temp. Sal. Sig.-t E.C. Chl-a Total Dia. Cent. Penn. Flag. S.N.

 Temp. 0.303 -0.081 0.154 0.615 0.569 0.567 0.575 0.368 0.660 0.609

 Sal. -0.218 0.925 0.594 0.381 0.429 0.430 0.472 -0.017 -0.261 0.226

 Sig.-t -0.294 0.997 0.557 0.153 0.222 0.223 0.264 -0.164 -0.533 -0.007

 E C. -0.596 -0.218 -0.166 0.610 0.435 0.435 0.481 -0.042 -0.076 0.538

 Chl-a -0.198 -0.879 -0.845 0.455 0.641 0.640 0.661 0.313 0.433 0.771

 Total -0.833 0.009 0.076 0.785 0.333 0.999 0.997 0.777 0.197 0.792

 Dia -0.834 0.010 0.075 0.785 0.334 0.999 0.997 0.777 0.195 0.791

 Cent. -0.834 0.061 0.076 0.787 0.332 0.999 0.999 0.725 0.194 0.795

 Penn. -0.702 0.034 -0.005 0.566 0.359 0.850 0.850 0.845 0.151 0.563

 Flag. 0.300 0.229 0.200 -0.352 -0.325 -0.206 -0.208 -0.208 -0.189 0.453

 S.N. -0.405 -0.033 0.001 0.063 0.298 0.280 0.280 0.278 0.358 0.032

E.C.: Extinction coefficient, Total: Standing crop, Dia.: Diatom, Cent.: Centric diatom, Penn.:Pennate diatom, Flag.: Flagellate, S.N.: Spe-
cies number

Table 4. Correlation matrix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and phytoplankton community of February(upper) and May(lower)

Temp. Sal. Sig.-t E.C. Chl-a Total Dia. Cent. Penn. Flag. S.N.

 Temp. -0.004 -0.207 -0.262 0.093 0.459 0.458 0.454 0.490 0.036 0.124

 Sal. 0.300 0.979 -0.584 -0.556 0.101 0.101 0.105 -0.087 0.252 0.364

 Sig.-t -0.707 0.460 -0.517 -0.566 0.005 0.005 0.010 -0.185 0.240 0.332

 E.C. 0.700 0.343 -0.385 0.349 0.117 0.117 0.114 0.179 0.133 0.112

 Chl-a 0.382 -0.063 -0.388 0.744 0.147 0.148 0.145 0.185 -0.386 -0.296

 Total -0.261 0.277 0.442 -0.248 -0.196 0.999 0.999 0.657 -0.072 0.477

 Dia. -0.245 0.292 0.439 -0.232 -0.191 0.999 0.999 0.657 -0.073 0.477

 Cent. -0.259 0.293 0.451 -0.258 -0.246 0.994 0.994 0.643 -0.074 0.479

 Penn. -0.094 0.207 0.245 -0.012 0.193 0.760 0.764 0.690 -0.026 0.213

 Flag. -0.550 -0.310 0.279 -0.552 -0.238 0.462 0.434 0.447 0.233 0.638

 S.N. -0.604 0.137 0.654 -0.689 -0.546 0.685 0.676 0.691 0.400 0.569

E.C.: Extinction coefficient, Total: Standing crop, Dia.: Diatom, Cent.: Centric diatom, Penn.: Pennate diatom, Flag.: Flagellate, S.N.: Spe-
cie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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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크톤 현존량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그룹(그룹 I)과 현존량은 상

대적으로 낮은 반면, 각 계절별 해역의 환경특성이 반영되어 종수

및 특정 식물플랑크톤 군집이 높게 나타나는 그룹(그룹 II), 그리

고 강한 저염화와 같은 국지적으로 이질적인 환경이 크게 나타나

는 그룹(그룹 III) 등 총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Fig. 9, right).

이와 같이 구분된 각 그룹을 기준으로 계절별 해역의 식물플랑크

톤 군집특성을 살펴보면(Fig. 10), 높은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으로

표현되는 해역 I은 여름에 높은 수온과 염분 및 혼탁한 해수특성

등 하계 전형적인 내만수 특성하에서 높은 현존량을 보이는 가막

만내 해역을, 겨울은 여름과 반대로 외해수 영향으로 추정되는 높

은 수온과 투명한 해수특성에서 높은 현존량을 보이는 여수해만

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을과 봄은 각각 여름과 겨울에 높은 현존

Fig. 9. Loading factor(left) and score(right) by PCA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phytoplankton community in the northern part of Dol-

san Island.

Fig. 10. Regional classification on the surface water environments based on the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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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나타낸 해역이 계절진행에 따라 변동 및 축소되는 양상을 보

여 가을은 낮은 수온과 혼탁한 해수특성을 보인 가막만 대경도 북

부지역을, 봄은 낮은 수온과 투명한 해수특성을 나타내는 배출구

건너편 돌산도 연안에서 오동도와 돌산도 사이의 중간수역을 지

나 여수해만 남단에 이르는 한정된 해역을 나타내었다. 낮은 현존

량으로 표현되는 해역 II는 겨울을 제외하면 식물플랑크톤 군집구

조 및 해역의 환경요인에 의해 해역이 세분화 되었다. 해역 II-1은

가막만과 여수해만 사이에서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완충된 값을

나타내는 해역으로, 겨울을 제외한 시기 여수해만으로 표현되는

해역 II-2와는 상반되게 비교적 편모조류는 낮은 분포를 보이는 반

면, 봄과 가을에 우상목 규조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해역

이다. 그리고 해역 III은 국지적인 강한 저염화 및 비교적 혼탁한

해수특성 하에서 비교적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이 높게 나타나는 해

역이다. 

4. 고 찰

우리나라 남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만역은 외해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개방된 해역에 비해서 대기에 의한 가열과 냉각 및 육

수에 의한 영향을 비교적 쉽게 받아 하계에는 상대적으로 고온·저

염을, 동계에는 대마난류수 확장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외해수

에 비해 저온·저염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온상승기 내만역인 가막

만 대경도 인근해역의 높은 수온과 수온하강기 여수해만의 높은

수온 그리고 여름을 제외한 시기에 여수해만에의 상대적으로 높

은 염분농도는 이와 같은 내만역과 개방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단, 여수해만의 해황은 주로 육수의 유입과 외해수의 확장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고려하면(김과 노[1993]), 여름철 여

수해만에서 보여진 가막만보다 낮은 수온과 염분은 고온·고염의

특성을 갖는 외해수보다 담수유입 증가에 따라 확장된 저온·저염

의 섬진강수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표층해수에 입사되는 빛의 흡수 및 산란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소광계수는 공간적인 분포차가 적은 겨울을 제외하면 여수

해만보다 가막만 대경도 인근해역에서 높은 값을 보여 더욱 혼탁

한 해수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안환경의 생물생산을 지배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빛은 태양에너지를 통해 무기물로부터 유기

물을 합성하는 식물플랑크톤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해역

의 빛 조건은 수중의 플랑크톤과 현탁물질 그리고 용존유기물 및

해수자체의 흡수에 의해 투과되는 깊이는 물론 그 세기와 파장 특

성이 변한다(Wellen and Geen[1971]; Faust et al.[1982]).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평균 15 m 내외의 수심을 갖는 여수해만에 비해

가막만 대경도 인근해역이 약 6 m 내외의 얕은 수심과 빠른 유속

으로 인하여 퇴적물 재부유가 활발하고 생물생산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는 한국 여러 연안해역에서 조사된 식물플랑크톤 종수,

현존량 및 Chl-a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해역의 식

물플랑크톤 군집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돌산도 북부해역은

Table 5. Species number(S.N.) and total standing crops(S.C.) of phytoplankton and Chl-a in various coastal areas of Korea

 Regions  S.N. S.C. (×104cells L-1) Chl-a (µg L-1) Period References

 West Sea

 Gyeonggi Bay  228 1.6-175 - 1981-1982 Choi and Shim, 1986

 Gyeonggi Bay  - - 0.91-4.30 1989-1990 Kang et al., 1992

 Chonsu Bay  192 4.8-372 - 1985-1986 Shim and Yeo, 1988

 Chonsu Bay  - - 0.81-4.78 1985-1986 Shin et al., 1990

 Younggwang coastal area  364 42.9-229 1.71-5.88 1992-1996 Kang and Choi, 2001; 2002

 South Sea

 Wando coastal area  56 0.3-8.4 - 1994 Yoon, 1998

 Haechang Bay  77 0.1-46.2 0.80-38.6 1997-1998 Yoon, 1999b; 2000

 Deukryang Bay  75 0.3-100 0.19-12.3 1992-1993 Yoon, 1999a

 Yeoja Bay  90 0.1-290 2.75-26.3 2003 Kim, 2005

 Gamak Bay  214 0.3-73 - 2005-2006 Park et al., 2009

 Dolsando Northern coastal area  99 0.2-296 1.94-22.1 2005-2006 This study

 Yeosuhae Bay  - - 0.26-5.26 1994 Yoon and Kim, 1996

 Gwangyang Bay  137 0.01-152 0.01-30.0 1986-1987 Cho et al., 1994

 Jinju Bay  95 - - 2003 Oh et al., 2008

 Jinhae Bay  154 20.2-162 - 1994-1995 Yeo and Park, 1997

 Jinhae Bay  - - 0.38-89.3 1998 Park et al., 2001

 Nakdong River Estuary  437 17.3-355 1.19-43.2 1989 Moon and Choi, 1991

 East Sea

 Gori coastal area  333 18.4-263 0.94-4.43 1992-1996 Kang and Choi, 2001; 2002

 Yeongil Bay  200 7.0-122 0.40-4.60 1998-1999 Jo et al., 2000

 Uljin coastal area  364 13.9-166 0.71-3.98 1992-1996 Kang and Choi,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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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사시기에 총 51속 99종의 식물플랑크톤이 확인되어, 해조류

양식이 성행하는 남서해의 완도연안(윤[1998])과 해창만(윤[2000])

및 득량만(윤[1999a]) 보다는 풍부한 종수를 보인 반면, 가막만(박

등[2009])과 광양만(조 등[1994])을 비롯하여 부영양화가 극심한

남동해역의 진해만(여와 박[1997])과 낙동강 하구역(문과 최[1991])

보다는 빈약한 종수를 보이고, 패류양식이 성행하는 인접한 여자

만(김[2005])과 여러 하천과 호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진주만(오

등[2008])과 유사한 종수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 담수와 해수특

성이 혼합된 완충지역의 특성을 가지는 경기만(Choi and Shim

[1986])과 천수만(Shim and Yeo[1988]), 그리고 영광연안과 함께

원전 온배수의 영향을 받는 고리 및 울진연안(강과 최[2002]) 및

담수에 의한 다양한 수문학적 특징을 보이는 영일만(조 등[2000])

등 서해와 동해의 여러 해역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종수이다. 또

한 본 연구해역의 종 조성은 규조류에 의한 점유율이 연중

62.2~83.0%로 여름에 낮고 겨울에 높았다. 이는 전 계절적으로 유

사한 종수를 보이는 우상목 규조류와 규질편모조류 및 유글레나

류에 비해서 와편모조류의 종수가 겨울에 크게 감소한 결과로, 일

부 같은 해역에 속하는 가막만(김[1999])과 인접한 여자만(김[2005])

및 남해도 인근의 여러 해역(임 등, 2003)을 비롯하여, 중위도 온

대해역의 경우 연중 규조류에 의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며 고수

온기를 중심으로 와편모조류 등 식물성 편모조류의 출현이 증가

한다는 내용(Nybakken[1993])과 유사하지만, 본 연구지역이 속한

가막만 북동부 해역과 진해만 동부해역에서 고수온기를 중심으로

와편모조류의 점유율이 규조류보다 높거나 유사하다는 내용(윤

[1995]; 여와 박[1997])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

막만 화태도 인근해역에서 생시료를 대상으로 한 연간 종 조성에

있어, 규조류보다 와편모조류에 의한 점유율이 더욱 높게 나타난

점(박 등[2009])을 고려하면, 고정된 시료의 동정에 따른 무각종

주류의 다수 식물성 편모조류가 누락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종 조성과 현존량 및 우점종 파악에도 크게 영

향을 주기에 데이터 해석 및 향후 조사방법에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다.

돌산도 북부해역에서 각 계절 현존량에 대해 10% 이상을 보인

우점종의 점유율은 50.7~93.8%로 모두 규조류로 나타났다. 봄에

제1 우점종으로 출현한 C. affinis를 비롯한 Chaetoceros속이 가을

과 겨울을 제외한 시기에 우점종으로 출현하여, 문과 최[2003]가

국내 다양한 문헌을 토대로 한국 연안의 주요종 분포실태를 분석

하여 Chaetoceros속을 가장 대표된 주요종으로 지적한 점과, 중위

도 온대해역의 경우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 Chaetoceros속 등 규

조류가 연중 우점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Nybakken[1993]). 그

리고 S. costatum은 본 연구에서는 여름에만 제1 우점종으로 출현

하고 있지만,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도 2.4~3.0%의 점유율로 거의

모든 조사정점에서 출현하고 있기에 한국 연안에서 계절에 관계

없이 우점종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내용(문과 최

[2003]; 박 등[2009]; 여와 박[1997]; 윤[2000])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 E. zodiacus에 의한 극우점 현상은

겨울철 여자만에서 보여진 89.4%의 점유율(김[2005])을 비롯하여

광양만과 가막만에서 저수온기 이들의 대발생(김[1999]; 조 등

[1994]) 현상과 매우 유사하기에 한국 남해중앙부의 연안해역은

일반적으로 저수온기 E. zodiacus에 의한 우점현상이 보편화된 해

역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0.2~296×104 cells L-1의 범위로, 완도연

안(윤[1998]), 해창만(윤[2000]) 및 득량만(윤[1999a]) 등의 남서해

보다 높은 반면, 일부지역에서 부영양화가 심각한 가막만(김[1999])

보다 크게 낮고, 인접한 여자만(김[2005])과 광양만(조 등[1994])

을 비롯한 서해와 동해의 여러 연안역(Shim and Yeo[1988]; 강과

최[2002])과 유사한 현존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가막만내 해역

에서 현존량 범위가 0.5~296×104 cells L-1, 여수해만에서 0.2~64

×104 cells L-1로 변동함을 고려하면, 여수해만의 현존량은 매우 낮

다고 할 수 있다.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은 1.94~22.12 µg L-1로 변

동하여, 전 조사대상 해역에 대해 가막만(김[1999]), 진해만(박 등

[2001]), 낙동강 하구역(문과 최[1991])을 제외한 남해의 여러 해

역(김[2005]; 윤[1999b]; 조 등[1994])과 유사한 범위를 보이지만,

여수해만은 기존에 보고된 값(윤과 김[1996])과 유사한 1.94~7.39

µg L-1의 범위로 남해의 여러 해역에 비해서는 낮아 현존량과 유

사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식물플랑크톤 현존량과 생물량은 여름에 유의한 상

관성(r=0.641)을 보이나, 다른 계절은 유의성이 미약하여(Table 3,

4) 공간적으로 현존량과 생물량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식물플랑크톤이 함유하는 Chl-a는 종, 성장정도, 주

야 cycle에 따라 양적으로 변동하며(Zeitzschel[1970]; Paerl et al.

[1976]), 특히 Chl-a의 양은 광량이 작아질 때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ppley et al.[1973]; Hunter and Laws[1981]).

본 연구 역시 Chl-a와 소광계수가 전 계절적으로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며, 높은 소광계수를 보이는 봄과 여름에 더욱 유의한

상관성(r=0.610~0.744)을 보이고 있다. 또한 Takahashi et al.[1985]

은 일본 연안에서 Chl-a에 대한 picoplankton(0.2~2 µm)의 기여율

이 20% 이상을, Maita and Odate[1988]는 일본 Funka 만에서 이

기여율이 45~60%의 범위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현

존량과 생물량 사이에 낮은 상관성은 광학현미경하에서 동정 및

계수가 어려운 picoplankton 점유율 및 식물플랑크톤 체내의 Chl-

a 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수의 혼탁성과 같은 물리적 요인의

공간적인 변동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식물플랑크톤 현존량과 생물량은 가을과 봄에 낮고 여름

과 겨울에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서해의 경기만(Choi and Shim[1986])과 동해의 여러 해역(강과 최

[2002]; 조 등[2000])을 비롯하여 봄과 가을철 규조류 중심의 식물

플랑크톤 대 발생으로 요약되는 일반적인 온대해역의 특징과는 상

이한 결과(Heinrich[1962])로, 가막만과 진해만 같이 부영양화가

진행된 내만해역의 경우 풍부한 영양염에 의해 여름에 더욱 높은

현존량과 생물량을 나타낸다는 보고(김[1999]; 여와 박[1997])와,

겨울철 활발한 조석혼합에 의한 표층으로의 풍부한 영양염 공급

과 충분한 일사량에 의해 한국 남해 여러 해역에서 겨울에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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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존량과 생물량을 나타낸다는 내용(윤[1999a]; 윤[2000])과 유

사하다. 가막만 대경도 인근해역은 연등천과 섬진강 수괴의 영향

을 크게 받는 해역으로(이와 조[1990]), 밀물때 연등천과 여수해

만에서 협수로를 통해 가막만으로 유입된 해수는 대경도의 지리

적 특성과 수위차 조석현상으로 대경도 북단과 남단에서 각각 가

막만 내만수와 상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1992]; 이와 장

[1982]). 이러한 해수의 상접지역은 본 연구에서 여름과 가을 식물

플랑크톤 현존량, 생물량 및 종수가 높은 분포를 보이는 해역과

일치함은 물론, 돌산도 동부연안과 가막만 대경도 인근해역에서

여름철 규조적조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내용(이[2002])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 시기 대경도 인근해역의 월등히 높은 현존량

과 생물량은 고수온기 부영양화된 내만수와의 상접에 의한 물질

수렴구에서의 높은 식물플랑크톤 생산 결과로 사료되며, 이 외에

도 평균 6 m 내외의 얕은 수심과 큰 조차에 의한 활발한 조석혼

합(이[1992]; 이와 장[1982])으로 전 수층에서의 식물플랑크톤 활

성화와 대상생물의 물리적인 연직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오동도 남단을 포함한 여수해만에서 가막만에 비해

여름철 크게 낮은 식물플랑크톤 현존량과 생물량은 하계 여수해

만에서 보고된 규조적조 발생(이[2002]) 및 본 연구에서 내만보다

저염의 분포로부터 섬진강수괴의 확장에 의한 다량의 영양염 공

급으로 높은 생물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 것과는 상반된 결

과로 이는 조사가 계절 1회에 국한되었다는 점과, 이 해역의 생물

생산이 연안수와 섬진강수괴 및 대마난류수 등 다양한 수괴의 영

향을 받는다는 점(윤과 김[1996])을 고려하면 향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여수해만은 대경도 인근해역에 비해 다

양한 종이 출현한 겨울에 상대적으로 높은 현존량과 생물량을 나

타내고 있어, 겨울철 비교적 높은 수온조건과 안정된 환경에서 다

양한 생물에 의해 식물플랑크톤 생산이 결정되는 해역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가막만과 여수해만 사이의 협수로 해역은 상반

된 특성을 갖는 두 해역의 물리적 혼합이 식물플랑크톤 군집분포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생물학적 완충지 역할을 수행하는

해역인 것으로 나타나, 돌산도 북부해역은 비교적 협소한 해역

임에도 불구하고, 해역 특유의 독립된 특성과 상호 교차하는 특

성 등 다양한 환경조건하에서 연안생태가 유지되는 해역으로 판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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