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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흑산도 주변해역 연성기질 조하대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 군집의 구조와 공간적인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하
여 2012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계절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해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은 221종/8㎡과 2,718개체/㎡
이었고, 환형동물의 다모류는 105종(47.51%)과 2,713개체(79.97%)가 출현하여 가장 우점하였다. 연구해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개체수 자료를 기초로 군집구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형저서동물 군집은 크게 3개의 그룹과 1개의 정점(하계의 정점 6)으로 구분되었다. 이
가운데 그룹 1은 다모류의 Aonides oxycephala, Prionospio membranacea, 투구갯지렁이(Sigambra tentaculata)와 등각류의 Symmius
caudatus로 대표되는 모든 조사시기의 정점 1과 2가 포함되었다. 그룹 2는 다모류의 긴자락송곳갯지렁이(Lumbrineris longifolia), 꼬리대나
무갯지렁이(Praxillea affinis), Tharyx sp.1, Chaetozone sp.와 이매패류의 아기반투명조개(Theora fragilis)가 특징적으로 출현한 모든 조사
시기의 정점 9와 10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룹 3은 다모류의 Heterospio sinica와 이매패류의 쇄개량조개(Raetellops pulchella)로
대표되는 정점 4, 5, 6, 7과 8이었다. 연구해역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 군집은 공간적으로 어류양식어장 입지해역, 예리항 내부해역과 흑산
도 주변해역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해역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 군집은 인위적인 활동(양식장 운영과 지형적 조건)과 기질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주요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연성기질, 대형저서동물, 군집구조, 흑산도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mmunity structure and temporal variation of macrobenthic assemblages around
Heuksan Island in Dadohaehaesang National Park, Korea. Macrobenthic animals were collected by seasonally using the van Veen
grab sampler from August 2012 to May 2013. A total of 221 species of macrobenthic fauna were collected. The overall average density of macrobenthos was 2,718 individuals/㎡. Polychaetes were the most predominant fauna in species (47.51%) and abundance
(79.97%). The macrobenthic community structures have been divided into three major groups for cluster analysis and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The group 1 was characterized the polychaetes Aonides oxycephala, Prionospio membranacea, Sigambra
tentaculata, and the isopod Symmius caudatus. The group 2 was predominated the Polychaetes Lumbrineris longifolia, Praxillea affinis, Tharyx sp.1, Chaetozone sp., and the bivalvia Theora fragilis. Finally, the group 3 (except for groups 1 and 2) was dominated the
polychaeta Heterospio sinica and the bivalvia Raetellops pulchella. In conclusion, the macrobenthic community structure showed
a distinct temporal trend according to anthropogenic activity (fish farm operation and topographic condition) and the type of substrate.
Key words Dadohaehaesang National Park, soft bottom, macrobenthos, community structure, Heuksan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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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흑산도는 우리나라 14번째로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
공원의 하나로 홍도를 비롯하여 다물도, 대둔도, 영산도,
태도군도, 가거도 및 만재도 등 약 100여개(유인도 11개,

구는 흑산도 주변해역 연성기질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
물의 출현 종수, 개체수, 우점종 및 군집구조 등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생산하고, 향후 수산자원생물의 중요
먹이원인 대형저서동물과 저서생태계의 변화정도를 감
시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인도 89개)의 섬을 접하고 있다. 흑산도의 면적과 해
안선의 길이는 각각 18.0 ㎢와 59.0 ㎞이다. 흑산도는 파
도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 환경으로 해식애, 기암괴

재료 및 방법

석과 해식동 등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흑산도 주변해역
은 계절에 따라 표층 및 저층의 냉수괴 분포와 난류수의
유입 등 다양한 해류 특성을 보인다. 또한 서해안에 위치
하는 섬들과는 다르게 본 섬 주변의 수심이 비교적 깊고,
투명도가 높다(Lim, 2007; KNP, 2009). 이렇듯 흑산도
주변해역은 다양한 수산자원생물의 서식처일 뿐만 아니
라 회유성 수산자원생물의 이동 경로로서 가거도와 함
께 동중국해 및 우리나라 서남단의 어업전진기지로 활
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Lim et al., 2007; Kim et al., 2015). 그러나
흑산도는 해양학 및 수산자원학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
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육지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여건과 교통수단의 불편함
등으로 인하여 인간활동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적은 해
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이 흑산도의 해양
생태계 보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
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과학적
인 파악을 위해서는 단점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 결과로
흑산도 주변해역 연성기질 조하대에 서식하는 대형저서
동물에 대한 연구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KNP, 2009)와 저서다모류 군집 연구가 유일하다(Kim
et al., 2015). 한편 본 연구의 대상생물인 대형저서동물
은 플랑크톤이나 유영생물과 같이 매질인 수괴의 특성
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질인 퇴적물의 특성과 밀접한 관
련을 갖는다. 또한 대형저서동물은 이동성이 적고, 생활
사가 비교적 길어 서식처의 환경변화를 잘 반영함으로
해양생태계의 장⋅단기 변동에 대한 지표생물로 폭 넓
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해양생태계의 물질순환 측면에
서 상위영양 단계로의 중요한 에너지 전달원으로서 생
태학적 지위를 갖고 있다(Thouzeau et al., 1991).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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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지 개황
흑산도는 우리나라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목포
항에서 서남방으로 약 92.7 ㎞ 떨어져 있고, 지리적으로
는 북위 34°37′~ 34°42′, 동경 125°23′~ 125°38′에 위
치한다. 흑산도 주변해역의 물리적 특성을 보면, 춘계에
남서류가 유입되고, 춘계와 추계사이에는 표층에 냉수
괴가 분포한다. 또한 하계와 동계에는 각각 황해의 저층
냉수괴가 남쪽으로 확장되거나 또는 난류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석은 평균 1.85 m이며, 최강
창조류와 낙조류는 각각 2.2~3.4 ㎞ 및 1.8~3.5 ㎞이다
(Lim, 2007; Kim et al., 2015). 한편 흑산도 주변해역에
분포하는 저층수의 수소이온농도(pH), 염분농도 및 용존
산소농도(DO)는 각각 평균 8.05, 31.43 psu 및 8.01 ㎎/L
를 나타내 해양환경수질기준 I등급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총 질소(TN)와 총 인(TP)의 농도도 각각 0.284~0.419 ㎎/L
와 0.017~0.040 ㎎/L의 범위를 나타내 I~II 등급의 범위
를 보이고 있다. 퇴적물의 산휘발성황화물농도(AVS)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각각 0.00~0.56 ㎎/g⋅dry과
2.32~14.54 ㎎/g⋅dry의 범위를 나타내 일본수산자원보
호협회의 기준인 1.00 ㎎/g⋅dry 및 20.00 ㎎/g⋅dry과
비교해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KNP, 2009).

2. 현장조사
연구해역의 연성기질 조하대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
물 군집의 출현 종수, 개체수, 우점종 및 군집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0월, 2013년 2월 및 5월에
각 10개 정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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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sampling stations around Heuksan Island, Korea.

대형저서동물 채집은 면적이 0.1 ㎡인 채니기(van Veen

출현 종을 연결하는 방법으로는 group-average를 이용하였

grab sampler)를 이용하였고, 각 정점에서 2회(0.2 ㎡)의

다. 군집분석은 PRIMER (Plymouth Routines Multivariate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현장에서 채취된 퇴적물은 선상

Ecological Research) computer package를 이용하여 수

에서 1 ㎜ 망목의 체를 이용하여 대형저서동물을 일차적

지도(dendrogram)와 다차원배열법(nMDS ordination)으

으로 분리하였고, 10%의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여

로 제시하였다(Clarke and Warwick, 2001).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그 후 분류군별로 선별 및 동정을
실시하였고, 개체수를 계수하였다.

3. 우점종 및 군집분석
연구해역의 연성기질 조하대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
물의 우점종 선정은 출현 개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위
를 대상으로 하였다(단, 종 수준의 생물동정이 실시되지
못한 미동정 옆새우류(Amphipoda spp.)는 제외하였다).
한편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 다
양도(Shannon and Weaver, 1949)와 균등도(Pielou, 1975)
지수를 구하였다. 또한 출현 종과 개체수의 자료를 이용
하여 Bray and Curtis(1957)의 유사도 지수(similarity index)를 구하였고, 유사도 지수 행렬로부터 각 조사 정점과

결과 및 고찰
1. 출현 종수 및 개체수
연구해역의 연성기질 조하대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
물은 221종/8㎡과 2,718개체/㎡이었다. 출현 종수는 환
형동물의 다모류가 105종이 출현하여 47.51%를 차지하였
고, 연체동물과 절지동물의 갑각류는 각각 48종, 21.72%
와 42종, 19.00%를 점유하였다. 이 밖에 극피동물과 기
타동물군(완족동물, 자포동물, 반삭동물, 유형동물, 편형
동물, 성구동물, 척삭동물)은 공통적으로 13종이 채집되
어 5.88%의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Fig. 2). 조사시기에
Journal of National Park Research Vol. 12, No. 2

국립공원연구지 제12권 제2호 (2021)

148

Fig. 2. Composition of total species number (left) and abundance (right) of macrobenthic assemblages around Heuksan Island, Korea.

Fig. 3. Temporal variations of total species number and abundance of macrobenthic assemblages around Heuksan Island, Korea.

따른 평균 출현 종수는 25~34종의 범위에 하계인 8월

개체수에 있어서도 다모류는 단위 면적당(㎡) 2,173개체

(이하 하계)에 가장 적었고, 추계인 11월(이하 추계)에

가 채집되어 79.97%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갑각류와

가장 많았다. 이 외에 동계인 2월(이하 동계)과 춘계인

연체동물이 각각 363개체, 13.36%와 144개체, 5.29%를

5월(이하 춘계)에 공통적으로 평균 30종이 채집되어 상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기타동물군과 극피동물은 각각

대적으로 다양하였다(Fig. 3). 조사정점에 따른 출현 종

21개체와 16개체가 채집되어 0.78%와 0.60%의 낮은 점

수는 평균 21~52종의 범위에 정점 3, 5와 6에서 공통적

유율을 보였다(Fig. 2). 조사시기별로는 단위 면적당(㎡)

으로 적었고, 정점 1에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정점 2에

최소 평균 1,911개체(동계)에서 최대 평균 3,267개체(춘

서 평균 47종이 출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하였다(Fig. 4).

계)의 범위를 보였고, 하계와 추계에도 각각 평균 2,927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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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atio-temporal variations of mean species number and abundance of macrobenthic assemblages around Heuksan Island, Korea.

개체와 2,766개체가 채집되었다(Fig. 3). 조사정점별 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채집면적이 다른 해역간

현 개체수는 평균 543~10,010개체의 범위에 정점 4에서

의 출현 종수 비교를 위해 제안된 Whittaker(1975)의 값

가장 적었고, 정점 1에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정점 2,

을 대비해 보면, 본 연구가 245의 수치를 나타내 이전의

9와 10에서 각각 평균 4,038개체, 4,874개체 및 3,274개

연구와 동일하거나(Kim et al., 2015) 또는 KNP(2009)의

체가 채집되어 상대적으로 많았다(Fig. 4).

108과 11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

지금까지 흑산도 주변해역 연성기질 조하대에 서식하

서 연구해역의 생물다양성은 과거와 비교해 유사하거나

는 대형저서동물에 관한 연구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

또는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출현 개체수에 있

연자원조사(KNP, 2009)와 Kim et al.(2015)이 유일하다.

어서도 단위면적당(㎡) 2,718개체를 나타내 KNP(2009)

본 연구에서 출현한 221종은 KNP(2009)의 각각 107종,

의 각각 856개체와 621개체 및 Kim et al.(2015)의 381

112종 및 Kim et al.(2015)의 50종과 비교해 약 2배에서

개체와 비교해 약 3배~9배의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4배 이상 많다. 한편 본 연구와 다르게 상기의 조사들은

흑산도는 우리나라 금강 및 영산강뿐만 아니라 쿠로시

1회의 일과성 조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전

오 해류를 따라 이동해 온 퇴적물이 혼합되어 형성되는

자는 흑산도와 홍도를 포함한 총 10개 정점에서 모든 분

흑산니질대(Heuksan mud belt)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류군을 대상으로 하였던 반면, 후자는 동일해역의 11개

것으로 알려져 있다(Lim et al., 2007). 이렇듯 흑산도를

정점에서 다모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포함한 황해 남부해역은 펄 퇴적물이 매우 우세하게 분

구는 채집장소, 횟수, 면적과 대상생물군에 차이가 있어

포하여 대형저서동물의 생물다양성이나 생물량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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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MLTM, 2009). 그럼에도 불구하

차지하였다. 특히 A. oxycephala는 28,765개체, 29.47%를,

고, 본 연구의 출현 종수와 개체수는 기존의 흑산도 주변

M. californiensis와 긴자락송곳갯지렁이는 각각 14,240개

해역에서 조사된 결과와 비교해 많거나 또는 높았다. 결

체와 7,260개체의 밀도를 나타내 14.59%와 7.44%를 점

국 본 연구에서의 높은 생물다양성과 출현 밀도는 연구

유하였다(Table 1). 한편 중요 우점종의 공간분포를 보

해역이 흑산니질대에 속하면서 비록 펄이 많은 환경이

면, A. oxycephala는 평균 1~6,745개체의 범위에 정점 3,

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퇴적물 조성, 지

4와 9에서 공통적으로 적었고, 정점 1에서 가장 밀도가

형적인 특성 및 인위적인 활동의 영향(항만해역 및 양식

높았다. 다음으로 M. californiensis는 최소 평균 15개체

어장)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정점 4)에서 최대 1,316개체(정점 1)의 범위를 보였다.

추정된다.

이 밖에 정점 2, 9와 10에서 각각 평균 658개체, 896개체
와 415개체의 밀도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많았다. 긴자락

2. 우점종

송곳갯지렁이는 1~820개체의 범위에 정점 4와 5에서 공

연구해역의 연성기질 조하대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
물의 개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의 우점종을 선
정하였다. 이 중 종 동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미동정 단각
류(Amphipoda spp.)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류군에 있
어서는 다모류가 8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체동물
의 이매패류는 2종이 상위에 위치하였다. 이들을 최우선 순
위별로 보면, 다모류의 Aonides oxycephala, Mediomastus
californiensis, 긴자락송곳갯지렁이(Lumbrineris longifolia),
Tharyx sp.2, 꼬리대나무갯지렁이(Praxillella affinis), 오
뚜기갯지렁이(Sternaspis scutata), 투구갯지렁이(Sigambra
tentaculata), 이매패류의 아기반투명조개(Theora fragilis), 다모류의 Tharyx sp.1 및 이매패류의 쇄개량조개
(Raetellops pulchella) 등이었다. 이들 상위 10위종들이
나타내는 개체수는 총 76,510개체로 전체의 78.39%를

통적으로 적었고, 정점 10에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정
점 9에서 평균 626개체가 출현하였다. 다음으로 실타래
갯지렁이류의 일종인 Tharyx sp.2는 최소 평균 1개체(정
점 4와 8)에서 최대 평균 1,370개체(정점 2)가 채집되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정점 10에서 평균 196개체가 출현
하여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았고, 정점 6과 7에서는 채집
되지 않았다. 꼬리대나무갯지렁이는 개체가 출현하지
않았던 정점 2, 3, 5, 6, 7 및 8을 제외하면, 1~1,316개체
의 범위에 정점 9에서 밀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투
구갯지렁이는 평균 18~391개체의 범위에 정점 7에서 가
장 적었고, 정점 1에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정점 4에서
평균 148개체가 채집되어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았다. 오
뚜기갯지렁이는 최소 평균 1개체(정점 1과 10)에서 최대
평균 308개체(정점 8)의 밀도를 나타내었고, 정점 3에서
는 채집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기반투명조개는 개

Table 1. The top 10 dominant species ranking based on abundance data around Heuksan Island, Korea
Summer

Autumn

Winter

Spring

Total
individuals

Composition
(%)

Aonides oxycephala

10,710

3,620

2,535

11,900

28,765

29.47

Mediomastus californiensis

2,160

4,635

3,290

4,155

14,240

14.59

APOL

Lumbrineris longifolia

1,500

1,745

2,320

1,695

7,260

7.44

APOL

Tharyx sp.2

690

-

355

5,775

6,820

6.99

5

APOL

Praxillella affinis

4,205

855

560

215

5,835

5.98

6

APOL

Sternaspis scutata

1,415

1,590

600

500

4,105

4.21

7

APOL

Sigambra tentaculata

950

870

695

790

3,305

3.39

Rank

Taxa

1

APOL

2

APOL

3
4

8

MBI

9

APOL

10

MBI

Species name / Time

Theora fragilis

1,210

390

610

320

2,530

2.59

Tharyx sp.1

-

700

995

265

1,960

2.01

Raetellops pulchella

5

1,630

25

30

1,690

1.73

Index: APOL, Annelida Polychaeta; MBI, Mollusca Bival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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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출현하지 않은 정점 1과 3을 제외하면, 평균 5~341

류이다(Fauchald and Jumars, 1979). 본 연구해역에서도

개체의 범위에 정점 5에서 가장 적었고, 정점 9에서 가

상위 10위까지의 우점종 가운데 8종이 상위에 위치하고

장 많았다(Fig. 5).

있다. 특히 연구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고, 개

이상을 종합하면, 다모류의 A. oxycephala와 Tharyx

체의 크기가 소형이면서 서식 밀도가 높은 기회종(A.

sp.2는 공간적으로 정점 1과 2에서, M. californiensis와

oxycephala, M. californiensis, 긴자락송곳갯지렁이, Tharyx

긴자락송곳갯지렁이는 정점 1, 9와 10에서, 그리고 꼬리

sp.2, 오뚜기갯지렁이, 투구갯지렁이, Tharyx sp.1)의 출

대나무갯지렁이와 아기반투명조개는 정점 9와 10에서

현과 밀도분포 양상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이 밖에도 부

밀도가 높았다. 반면 투구갯지렁이와 오뚜기갯지렁이는

영양화 해역의 지표종으로 알려진 아기반투명조개의 개

다른 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분포를 나타

체수도 상대적으로 많았다(Imabayashi and Tsukuda,

내었다. 한편 대형저서동물 군집의 종 조성이나 현존량

1984). 이렇듯 상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기회종은 통상적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류군은 다모

으로 오염역 또는 불량한 퇴적물 환경하에서 높은 밀도

Fig. 5. Spatial variations of major dominant species around Heuksan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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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며, 생물학적 적응의 내성이 매우 높다(Pearson

2.00 이상의 값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높았다(Fig. 6). 한

and Rosenberg, 1978). 따라서 이들의 생태학적 특징과

편 균등도 지수는 0.26~0.85의 범위에 평균 값은 0.64이

출현 밀도를 고려해 볼 때, 정점 1과 2 및 9와 10은 서식

었다. 조사시기별 균등도 지수는 최소 평균 0.56(추계)에

처로서 퇴적물 환경이 비교적 불량한 상태에 있다고 추

서 최대 평균 0.69(동계)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조사정점

정해 볼 수 있다.

에 따른 균등도 지수는 평균 0.40~0.75의 범위에 정점
1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낸 반면, 정점 4에서 가장 높

3. 생태학적 제 지수 및 군집구조
연구해역의 연성기질 조하대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
물의 개체수 자료를 기초로 생태학적 제 지수를 구하였
다(Fig. 6). 종 다양도 지수는 1.01~2.74의 범위에 평균
값은 2.08이었다. 조사시기별 다양도 지수는 최소 평균
1.93(추계)에서 최대 평균 2.29(동계)의 범위를 나타내었
다. 이 밖에 춘계에 평균 2.15의 수치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정점에 따른 다양도 지수는 평균 1.56~2.43
의 범위에 정점 1에서 가장 낮았고, 정점 4에서 가장 높
았다. 이 외에 정점 3과 9를 제외한 모든 정점에서 평균

았다. 이 밖에 정점 9에서 0.54의 값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았다(Fig. 6). 이렇듯 정점 1과 9에서의 낮은 균등도
수치는 전자의 경우 다모류의 A. oxycephala가, 후자의
경우 다모류의 M. californiensis와 꼬리대나무갯지렁이
의 대량 출현에 그 원인이 있었다.
한편 출현 종과 개체수의 자료를 근거로 대형저서동
물 군집의 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수지도와 다차원배열
법으로 표현하였다. 연구해역에서 대형저서동물 군집은
크게 3개의 그룹과 1개의 정점(하계의 정점 6)으로 구분
되었다. 이 가운데 그룹 1은 모든 조사시기의 정점 1과

Fig. 6. Spatio-temporal variations of mean diversity and evenness index around Heuksan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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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그룹 2는 모든 조사시기의 정점 9와 10이, 마지막으

며,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퇴적물 개선노력이 이루어지

로 그룹 3은 상기의 2개 그룹과 1개 정점을 제외한 모든

지 않는 한 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본

정점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각 그룹별 중요 종을 보면,

연구해역에서 어류양식어장과 예리항의 내부 해역에 대

그룹 1에서는 다모류의 A. oxycephala, Prionospio mem-

한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대상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

branacea, 투구갯지렁이 및 갑각류의 등각류인 Symmius

원 차단과 처리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caudatus 등이었다. 반면 그룹 2에서는 긴자락송곳갯지

있다. 반면 그룹 3에 포함된 정점들은 주로 펄 퇴적물에

렁이, 꼬리대나무갯지렁이, Tharyx sp.1, Chaetozone sp.

서 높은 밀도를 보이는 종이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및 이매패류의 아기반투명조개 등이었고, 마지막으로

있다(Fig. 7). 본 연구해역이 포함된 황해 남부해역의 대

그룹 3은 다모류의 Heterospio sinica와 이매패류의 쇄개

형저서동물 군집은 갯벌이 잘 발달해 있는 섬 주변의 연

량조개(Raetellops pulchella)가 대표적인 생물이었다. 따

안역과 펄 퇴적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흑산도 외해

라서 연구해역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 군집은 공간적

역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MLTM, 2009). 즉 퇴적환경

으로 어류양식어장 입지해역, 예리항 내부해역과 흑산

적으로 신안군 섬 주변 연안역의 갯벌은 주로 조립한 퇴

도 주변해역으로 크게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적물이 분포한 반면, 흑산도 주변의 수심이 깊은 외해역

일반적으로 가두리형 어류양식어장은 유속이 상대적

은 세립질 퇴적물이 우세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해역에

으로 약한 내만해역에 고밀도로 이루어짐으로서 어장운

서 그룹 3은 비교적 펄이 많은 퇴적물에서 높은 밀도를

영에 따른 잉여 먹이원과 어류 부산물의 공급과 퇴적이
집중되어 해역의 부영양화를 촉발한다(Jung et al., 2002).
본 연구에서 정점 1과 2는 공간적으로 어류양식어장이
입지한 곳에 위치하며, 출현 종수와 개체수는 각각 평균
52종, 10,010개체와 47종, 4,038개체가 채집되어 가장
많은 출현 종수와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점 1과 2는 일부 기회종의 높은 밀도를 제외하면
비교적 양호한 해역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 1의 낮은 종 다양도 지수와
균등도 지수는 어류양식어장의 지속적인 운영에 따른
유기물의 과다공급과 함께 부영양화의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
가 동시에 요구된다. 반면 정점 9와 10은 다수의 생활시
설이 밀집한 예리항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
형적으로 해수와 조류의 흐름이 가장 미약한 환경에 놓
여 있다. 또한 이들 정점은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횟집에
서 유입되는 오수와 생선비늘 등의 퇴적이 집중되는 곳
이다. 현장조사 시의 관찰에 의하면, 정점 9와 10의 퇴적
물은 환원환경을 나타내는 검은색을 띠고 있었고, 하계
에는 황화수소(H2S)의 냄새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예리항의 내부 정점은 대표적인 기회종인 버들갯지렁이
류(capitellidae)와 아기반투명조개가 대량으로 출현한다
는 점에서 어류양식어장과는 구별되는 관리가 요구되

Fig. 7. Dendrogram for hierarchical clustering (upper) and 2-dimensional
nMDS configuration, using group-average linkage by Bray-Curtis
similarities calculated on the square-root transformed abundance data
around Heuksan Island, Korea(Su, summer; A, autumn; W, winter;
S,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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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흑산니질대의
존재로 고려할 수 있다. 결국 연구해역의 연성기질 조하
대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 군집은 인위적인 영향요인
(양식어장의 운영과 지형적 조건)과 서식처의 기질 특성
에 그 구조를 달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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