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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폐쇄적 연안역에서의 해상 어류 가두리 양식은 잉여 유기물로 인해 주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해류의 흐름이 강하고 수심이 깊은, 외해적 성격을 보이는 제주 연안에서 외해 가두리 양식 기법
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이 도입한 외해 가두리 양식이 저서다모류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사료 투입 열흘 후 첫 조사를 실시하여 양식 종료 3개월 후까지 28개월간 10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 연
안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의 평균 유속은 50~70 cm/s로 매우 강하였다.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은 조사기간 중 큰
변화가 없었으며, 값 자체도 낮았다. 사료 공급이 시작된 후 3개월 만에 저서다모류군집의 종 수와 밀도가 모든 정
점에서 증가하여 초기와는 다른 군집으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양식시작 후 18개월 까지 가두리로부터 0 m와 10 m
지점 저서다모류군집의 종 수와 밀도는 사료 공급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 후 가두리로부터 10 m 범위
내의 저서다모류군집은 사료 공급량이 감소하고, 퇴적물내 유기물함량의 증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종이 우
점하는 교란된 군집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양식 종료 시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양식 종료 후 3개월 만에 기회종은
일시에 사라져 군집이 교란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제주 연안에서의 해상 가두리 양식은 외
해적 성격과 빈영양의 해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영양성분의 유기물이 과잉으로 유입됨에 따라 저서다모류군집을
빠르게 변화시켰으며, 유입되는 사료량과 양식기간은 군집의 교란과 뒤이은 천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저서다모류군집에 대한 연구는 외해 환경에서의 가두리 양식 전후 저서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퇴적물에 대한 지화학
적 분석 결과보다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cessive input of organic matters from fish cage farming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ajor factors disturbing benthic ecosystem, especially in semi-enclosed coastal waters. Recently offshore aquaculture in the
vicinity of Jeju-do has been introduced to minimize that kind of negative imp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cological impacts of offshore aquaculture on the macrobenthic polychaete communities. A total
of ten sampling works were carried out for 28 months, spanning from 10 days after starting giving feed to 3
months after stopping giving feed. During the study period, mean current velocity was quite strong with the
range of 50 cm/s to 70 cm/s. TOC of surface sediment was constantly low. Significant changes in polychaete
community were detected just three months after starting giving feed, which were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species and density at all stations. Up to 18 months after the start of farming, the amount of feed provide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luctuation of the number of species and density, especially at 0 m and 10 m staReceived August 28, 2013; Revised September 17, 2013; Accepted September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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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s. After reducing the amount of feed provided, dominance of some opportunistic species within 10 m distance from fish cages still lasted to the end of aquaculture. However, opportunistic species disappeared 3 months
after the end of farming, which indicated the sign of recovery from the disturbance. From these results, the
amount of food input and the period of cultivation were critical factors disturbing polychaete community and
ensuing changes in this offshore and oligotrophic waters as well. In addition, study on the changes of polychaete community structure before and after fish farming showed more detailed changes in benthic ecological state
than geochemical approach did.
Key words: Fish farming impact, Benthic recovery, Polychaete community, Community succession

서

론

해상 가두리 어류 양식은 1975년 통영 연안에 처음 도입된 이
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초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해
상 가두리 양식 생산량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2000년에 12,000
톤 정도에서 2009년에 54,000톤으로 급증하였다(www.fips.go.kr).
가두리 양식장은 강한 파도나 바람과 같은 자연적인 피해를 최소
화하고 운송 및 인력투입 시간 절감 등과 같은 경제적인 면을 고
려하여 반폐쇄적인 연안이나 만과 같은 지형에 설치 운영되었다.
해수 소통이 적고, 수심이 낮은 환경에서 집약적인 양식활동은 주
변 환경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Frid and Mercer, 1989; Lumb,
1989; Holmer, 1991; Tustsumi et al., 1991. Yokoyama, 2001; Jung
et al., 2007).
해상 어류 가두리 양식장의 주 오염원은 잉여사료와 어류의 배
설물이며, 사료의 모든 성분이 잠재적인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Gowen and Bradbury, 1987). 사료 중 주된 오염물질은 유기탄소와
질소, 인으로 공급된 사료 중 탄소 44%, 질소 14-17%, 인 38-44%
정도가 입자형태로 환경에 유입된다(Gowen and Bradbury, 1987).
어류에게 이용되지 않은 입자성 유기물은 해수 보다 높은 밀도로
인하여 양식장 인근에 퇴적된다. 이로 인해 양식장 주변 퇴적물의
유기물 함량은 대조구에 비해 10배 정도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Ross, 1989; Hall et al., 1990; Holmer and Kristensen, 1992).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의 퇴적은 해저면에 서식하
는 저서동물군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양식장 주변 저서
동물군집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은 Pearson and Rosenberg
(1978)가 제시한 유기물 오염역에서 발생하는 저서동물군집의 천
이모델과 일치함을 보고주고 있으며, 유입된 유기물이 저서동물군
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범위는 가두리로부터 30 m 전후이나
바로 아래에서 무생물구역이 형성되는 등 영향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Brown et al., 1987; Gowen and Bradbury, 1987; Ritz et
al., 1989; Tsutsumi et al., 1991; Karakassis et al., 1999; Brooks et
al., 2002; Carroll et al., 2003 Tomasstti and Porrello, 2005). 영
향 범위 및 강도는 가두리가 설치된 지역의 수력학적인 조건에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Aure and Stigerbrant, 1989;
Hevia et al., 1996, Findllay and Walting, 1997; Villnäs et al., 2011),
조류나 해류의 유통이 강한 해역에서는 희석 효과로 인하여 환경에
주는 영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rid and Mercer, 1989;
Lee et al., 2006). 국내에서도 가두리 양식에 의한 퇴적물의 유기물
오염(Shim et al., 1997; Lee et al., 2004a,b; Kwon et al., 2005)
및 저서동물군집(Park et al., 2000; Jung et al., 2002; Jung et

al., 2007)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결과 또한 양식 활
동으로 인해 발생한 유기물의 영향 범위가 가두리에 인접한 지역
에 국한되나 강도는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저서동물군집은 환경의 변화, 특히 유기물오염에 대해 좋은 지
시자로 알려져 있으며(Pearson and Rosenberg, 1978; Gray, 1979;
Weston, 1990), 양식 활동에 의한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다른
지화학적인 요인들 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oks et al.,
2002; Carroll et al., 2003; Sanz-Lazaro and Marin, 2006). 특히,
다모류는 저서동물 중 개체수와 종 수가 가장 풍부한 그룹으로서
(Fauchald and Jumars, 1979) 환경교란에 빨리 반응하는 능력과
영양단계의 유연성으로 인해(Tomassetti and Porrello, 2005;
Sutherland et al., 2007) 연성기질의 환경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
는 분류군이다(Belan, 2004). 또한, 일부 다모류의 출현 여부는 저
서환경의 상태와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훌륭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Rygg, 1985; Tsutsumi, 1990, Pocklington and Wells, 1992;
Del-Pilar-Ruso et al., 2009; Martinez-Garcia et al., 2013).
우리나라의 해상 어류 가두리 양식장도 해수순환이 적고 수력
학적으로 안정된 반폐쇄적인 연안 및 내만에 밀집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 집약적 양식에 의한 높은 유기물 부하와 양식장의 장기
간 사용은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밀식
으로 인한 병충해와 유해성 적조 발생으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
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2005년
제주 표선 연안에 외해가두리 양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
범적으로 NOAA의 외해가두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였다. 외해
가두리 양식은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
작하였으며, 국내에 도입한 시스템도 제주와 환경이 유사한 하와
이에서 사용 중인 중층형 가두리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수심이 깊고 유속이 강한 외해 환경에 새로 도입된 어
류 가두리 시스템이 저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저서다
모류군집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존 국내의 해상 어류 가두리 양
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영향 범위 및 정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Park et al., 2000; Jung et al., 2002; Jung et
al., 2007). 해외의 경우도 양식 초기부터 양식 종료 후 까지 환경의
변화과정을 연구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식 활동으로 인해 저서생태계가 변해가는 과정과 영향범위를 밝히
고, 짧지만 군집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저서동물 및 환경조사는 제주도 남동부 표선리 해안에서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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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showing the geological location of 6 offshore cages and the configuration of sampling stations at fish cage 1.

으로 4.5 km 떨어진 수심 45 m의 외해가두리 시험 수역에서 수행
되었다. 가두리는 NOAA에서 외해형으로 개발된 것으로 2005년
6월에 3개(1, 2, 3)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 6월에 개량된 형태의
가두리 3개(4, 5, 6)를 추가하였다. 2005년에 설치된 가두리는 지름
25 m, 높이 18 m, 용적 3,000(Ocean Spar 3000)로 수심 13~28 m
의 중층에 고정된 형태이며, 2006년에는 지름 35 m, 높이 22.5 m,
용적 5,400(Ocean Spar 5400)으로 수면으로 부상이 가능한 형태
이다. 각각의 가두리는 약 200 m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었다. 저서
동물 및 환경 조사는 2005년 6월에 설치된 1번 가두리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Fig. 1).
해수유동조사는 1차와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는 2005년 6
월 15일에 정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RSM9
Mk를 사용하여 가두리가 위치할 수심 30 m에서 25시간 관측하였
다. 2차는 보다 정확한 해수유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20일부터 14일간 해저면에 ADCP를 설치하여 층별 해수유동을 연
속 관측하였다.
저서다모류군집 조사 정점은 가두리 바로 아래(0 m), 가두리 가
장자리에서 주 해류방향과 일치시켜 10 m, 100 m, 200 m 이격된
4개 정점을 선정하였다(Fig. 1). 저서동물과 퇴적환경 조사는 양식이
시작한 2005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10회 조사하였다. 저
서동물군집 분석 시료 채집은 잠수하여 50×50 cm의 방형구를 설
치한 후 10 cm 깊이로 퇴적물을 채집하였으며, 동시에 저서환경
분석을 위하여 표층퇴적물을 별도로 채집하였다.
퇴적물의 입도는 퇴적물의 탄산염과 유기물을 제거한 후, 4φ 보
다 조립한 시료는 건식 체질법으로 분석하였고, 4φ 이하의 입자에
대해서는 Stock’s law의 침전속도를 적용한 피펫팅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퇴적물의 입도 조성은 Folk and Ward (1957)의 계산
방법을 따랐다. 퇴적물 내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는 염
산으로 전처리한 건조된 분말시료 1 mg을 CHN 분석기(Perkin
Elmer, model 2400)로 정량하였다.
저서다모류군집 분석을 위한 퇴적물 시료는 선상에서 4% 중성

포르말린 용액으로 고정한 후 실험실에서 망목 0.5 mm 체질 후
동물군별로 선별하였다. 선별한 동물군 중 다모류에 대하여 종 수
준까지 동정 후 계수하였다. 군집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단변량 변
수로서 종 수, 개체수, 종다양도(H')(Shannon and Weaver, 1949)
등을 이용하였다. 각 계절에 조사된 저서동물군집 종조성의 시·공
간적 변화를 파악하고 정점간 유사도에 의해 군집을 구분하기 위
해 Bray-Curtis 유사도 지수를 구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유사도 행
렬에 기초하여 다차원척도법(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적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PRIMER 패키지(ver. 5.2.9)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결

과

환경특성
1차 해수유동 조사 결과, 1일 2회의 창·낙조류가 뚜렷하였고, 주
흐름방향은 남서-북동방향이었으며, 최대유속은 112 cm/s 이었다
(Fig. 2). 가두리 설치 직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 관측된 최대유속은
98 cm/s로 1차에 비해 낮았다. 최대유속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층
에서 약 60~70 cm/s, 가두리가 설치되어 있는 수심 25 m에서는 약
50~60 cm/s의 범위를 보였으며, 기상요인이나 해류의 영향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100 cm/s 전후의 강한 유속이 관찰되었다(Fig. 3).
표층퇴적물의 평균입도는 2.58~3.37φ의 범위로, 패각이 많이 포
함된 사질함량 67% 이상의 silty sand 퇴적상이었다(Table 1). 정
점 간 입도 조성은 0 m 지점의 사질함량이 80%로 다른 정점들에
비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정점들 간 퇴적상 차이는 크지 않았다.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TOC)은 가두리로부터 0 m에서 0.19~2.83
mg/g(평균 0.87 mg/g), 10 m에서 0.21~8.0(평균 1.55 mg/g dry),
100 m에서 0.09~1.25 mg/g(평균 0.51 mg/g), 200 m에서 0.30~5.25
mg/g(평균 1.13 mg/g)으로 정점 간에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값
자체도 매우 낮았다(Fig. 4). 시간에 따른 변화는 각 조사시기별
평균이 0.25~3.99 mg/g(평균 0.95 mg/g)의 범위로 가두리 설치 초

198

정래홍·윤상필·김연정·이원찬·홍석진·박성은·오현택

Fig. 2. Temporal variation of current velocity and direction recorded at the depth of 30 m around the study site.

Fig. 3. Vertical profiles and variation of continuous current observed by ADCP mooring.

기인 2005년 7월에 가장 낮았으나 양식기간 증가에 따라 일관되
게 증가하는 양상은 아니었다.

저서다모류군집의 종 수, 밀도 및 다양도
조사기간 중 총 120종의 다모류가 채집되었다. 정점별 출현 종
수는 0 m에서 8~38종(평균 21종), 10 m에서 9~29종(평균 21종),

100 m에서 11~30종(평균 22종), 200 m에서 16~36종(평균 25종)의
범위로 200 m 지점이 다른 정점들에 비해 다소 높았다(Fig. 5). 시
간에 따른 종 수의 변화는 가두리로부터 0 m 지점에서 양식이 시
작된 후 10일 후인 2005년 7월에 0.25 당 13종이 출현하였으나,
3개월 후인 2005년 10월에 28종이 출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증가된 종 수는 2006년 6월에 8종으로 급감한 후 9월에 다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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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xtural parameters of surface sediment characteristics in the study site
station
0m
10 m
100 m
200 m

gravel
0.00
0.00
0.00
0.00

sand
80.44
67.54
67.41
67.58

silt
17.13
28.69
27.94
28.03

cray
2.44
3.77
4.65
4.40

mean ϕ
2.58
3.37
3.17
3.18

sorting value
2.28
2.54
2.84
2.79

Fig. 4. Spatio-temporal variation of TOC during the study period.

Fig. 6. Temporal variation of polychaete abundance at each sampling station (expressed by the distance from the cage).

Fig. 5. Temporal variation of the number of species at each sampling station (expressed by the distance from the cage).

증하였으며, 2007년 1월에 최대 종 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
여 양식초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가두리로부터 10 m

지점에서도 변화폭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은 0 m 지점과 유사하였다. 또한 100 m와 200 m에서도 첫 조
사인 2005년 7월 이후 종 수가 증가한 후 2007년 후반에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관찰됐다.
다모류 출현밀도는 0 m에서 16~280 ind./0.25 m2(평균 161 ind./
0.25 m2), 10 m에서 28~280 ind./0.25 m2(평균 172 ind./0.25 m2),
100 m에서 22~307 ind./0.25 m2(평균 121 ind./0.25 m2), 200 m에
서 27~446 ind./0.25 m2(평균 174 ind./0.25 m2)의 범위로 100 m
지점을 제외하고는 정점간 평균밀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조사시기
별 변동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6). 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는
양식 시작 초기인 2005년 7월에는 거리에 따른 차이 없이 26~28
ind./0.25 m2의 낮은 밀도를 기록한 반면 3개월 후인 2005년 10월
에는 전 정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 10월 이후 밀도는
시·공간적으로 변동 폭이 컸으며, 전반적으로 첫 조사에 비해 높
은 밀도를 유지하였다. 마지막 조사에서는 밀도가 처음 보다는 높
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시간에 따른 밀도변화 양
상은 0 m와 10 m 지점이 가장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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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류군집의 다양도지수(H')는 0 m에서 0.99~2.81(평균 2.13),
10 m에서 1.28~2.79(평균 2.29), 100 m에서 1.98~2.75(평균 2.48),
200 m에서 2.25~2.90(평균 2.58)의 범위를 보였으며, 가두리로부
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평균값이 높았다(Fig. 7). 다양도지수의 최
저값은 모든 정점에서 조사 후반부인 2007년 4월에 관측되었다.

우점종의 분포양상

Fig. 7. Temporal variation of diversity at each sampling station (expressed
by the distance from the cage).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서 출현하는 주요 우점종으로 전 정점에
서 높은 밀도를 보이는 세 종 Hesiospina similis, Dovillidae sp.,
Exogone uniformis와 정점 0 m와 10 m에서 특징적으로 출현하여
우점하는 Rynchospio tuberculata, Capitella sp., Neanthes caudata를
선정하였다. H. similis는 정점별 평균밀도가 25~28 ind./0.25 m2의
범위로 정점 간 차이가 없었으며, 10 m 정점을 제외하고는 전 정
점에서 가장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다(Fig. 8). H. similis는 첫 조
사 시기에는 1~3 ind./0.25 m2의 범위로 전 정점에서 낮은 밀도로
출현하였으며, 그 후 밀도가 급증하여 조사 중반부에 높은 밀도를
기록한 후 마지막 조사시기인 2007년 11월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우점종인 Dovillidae sp.와 Exogone uniformis
도 H. similis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Rynchospio tuberculata는 조사 초기부터 중반부까지는 전혀 출현
하지 않다가 후반부인 2007년 4월과 7월에만 가두리에서 가까운
0 m와 10 m에서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다가 다시 없어지는 독특한
시·공간적 변화양상을 보였다. Capitella sp.와 Neanthes caudata

Fig. 8. Spatio-temporal distribution patterns of 6 major dominant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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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식 활동에도 불구하고 남해서부연안 평균 7.8 mg/g (MLTM,
2010), 남해동부연안 평균 11.5 mg/g (MLTM, 2011)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2011년 제주 연안에서 조사된 0.9~11.0 mg/g (MLTM,
2012) 보다도 낮았다. 또한 가두리 양식 시작 후에도 퇴적물의 총
유기탄소는 지속적으로 낮았으며, 시·공간적 변화에 일정한 경향
이 없었다. 이는 기존의 내만 환경에 설치된 해상 어류 가두리 양
식장에서 가두리 아래의 퇴적률이 대조구에 비해 1~3배 높으며
(Brown et al., 1987, Hall et al., 1990; Holby and Hall, 1991;

Fig. 9. Two dimensional ordination plot of MDS showing some groups of
sampling occasions based on Bray-Curtis similarity.

는 0 m와 10 m에서 조사 후반부인 2007년 7월에만 높은 밀도로
출현하여 R. tuberculata와 유사한 시·공간적 변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구조 분석
가두리 주변 저서다모류군집의 시·공간적 변화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척도분석법(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실시한 결과
4개의 특징적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Fig. 9). 그룹1은 양식
시작 15일 후인 2005년 7월에 조사된 군집으로 가두리로부터의
거리에 상관없이 높은 유사도를 보이며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였
다. 그룹 2는 2007년 4월의 0 m와 10 m 군집, 그룹 3은 2007년 7
월의 0 m와 10 m 군집으로, 이 두 그룹은 양식이 시작된 후 2년
정도 경과된 시점의 가두리에 인접한 정점들로 같은 시기의 100 m와
200 m 정점 그리고 다른 시기의 0 m와 10 m 정점의 군집들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4는 앞선 세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군집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마지막 시기인
2007년 11월의 전 정점이 이 그룹에 포함되었다.

고

찰

제주 외해가두리 설치 해역의 유속은 기존에 보고된 연안역 유속
2~6 cm/sec (Brooks et al., 2003; Pereira et al., 2004; Macleod
et al., 2006, 2007)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다. 제주도 외해가두리
설치 해역과 가장 유사한 하와이 외해 가두리양식장의 유속도
30~50 cm/sec (Lin et al., 2008)로 본 조사 해역에 비해 낮았다.
따라서 제주 외해가두리 설치 지역은 기존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
장들에 비해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자성 유기물의 퇴적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확산 범위는 넓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 표선
연안은 쿠루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유속이 강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인구도 적어 육상으로부터의 유기물 유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
질 및 퇴적환경이 빈영양 상태를 보인다(MLTM, 2012). 이번 조
사에서 가두리 양식장 주변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평균 0.95 mg/g)

Ye et al., 1991), 유기물 함량은 10배 정도 높다고 보고된 결과
(Braaten, 1991; Holmer, 1991)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번 조사에
서 퇴적물 내 총유기탄소량(TOC)은 양식 시작 후에 다소 증가하
기는 하였으나 그 수준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
주 외해가두리 양식이 3년간 지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료로 공
급된 유기물이 강한 유속에 의해 확산되어 가두리 양식장 인근 퇴
적물의 유기물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물량이 양식 활동 중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과는 다
르게 저서다모류군집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났다. 즉, 종 수와 개체밀도는 양식 시작 후 3개월 후인 2005
년 10월에 모든 정점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형저서동물에
비해 짧은 생활사로 인해 환경변화에 대한 반응이 빠른 미생물과
중형저서동물군집이 양식이 시작된 후 각각 1개월과 3개월 내에
군집구조에 변화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으며(Mazzola et al., 1999;
La Rosa et al., 2004), 본 조사의 결과는 이와 유사한 수준이었
다. 더욱이 위 결과들이 유속이 느린 연안에서 얻은 것이라는 점
과 미생물이나 중형저서동물에 비해 생활사가 긴 대형저서동물
인 것을 감안하면 외해역에서의 미미한 유기물 함량 변화에 대해
서도 저서다모류군집이 매우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기물 함량 변화에 대한 저서다모류군집의 반응 상관성을 보
다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가두리 바로 아래 0 m 지점에서의 종
수 및 개체밀도를 월별 사료 공급량과 비교 도식하여 보았다(Fig.
10). 그 결과, 두 생태지수는 사료 공급량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7년 1월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그
러나 2007년 1월 이후 사료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종 수는 감소
하였지만 밀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고, 양식이 종료된
후에야 감소하였다. 2007년 4월과 7월에 발생한 종 수와 밀도 변
화의 차이는 종 조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 시기 이전까지 전혀
출현하지 않았던 Rhynchospio tuberculata, Capitella sp. Neanthes
caudata가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세 종은 양
식이 중단된 후 바로 사라짐으로써 뒤늦게 일어난 밀도 감소의 원
인이 되었다. 특히, Capitella sp.는 짧은 생활사, 연중 산란, 어미
의 난 보호 능력, 짧은 부유유생 시기, 개체군의 빠른 성장 등의
특징적인 생활사로 인해 유기물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대량 출현
하는 대표적인 유기물 오염지표종으로(Bellan, 1970; Tsutsumi and
Kikuchi, 1983; Reish, 1972; Tsutsumi, 1990; Tsutsumi et al., 1990;
Ueda et al., 1992), 해상 어류가두리 양식에 의한 유기물 오염 지
역에서 대량 출현하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보고되어왔다(Brown et al.,
1987; Gowen and Bradbury, 1987; Tsutsumi et al., 1991; Chareonpaich
et al., 1994, Park et al., 2000; Jung et al., 2002; Jung et al., 2007).
R. tuberculata도 Spionidae에 속한 종으로 이 과(family)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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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between amount of food provided and ecological indices including the number of species and abundance at 0 m station
during the study period.

많은 종들이 유기물오염역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Reish, 1972), Levin(1984)은 같은 속인 R. arenicola의 생활사 연
구를 통해 이 종이 Capitella sp.와 유사한 생활전략을 가지며 조
건이 맞으면 빠른 속도로 정착하여, 높은 밀도의 패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R. tuberculata 또한 기
회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두 종과 함께 동시
에 높은 밀도로 출현한 Nenthes caudata 역시 유사한 특성을 보
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 세 종은 양식활동 중단 3개월 정
도 지난 후 조사에서는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양식 활동의 시작 시점부터 종료 후까지 저서다모류군집의 종
수, 밀도, 우점종의 시·공간적 분포 패턴은 사료 공급량과 가두리
사용기간에 따라 변하였으며, 이와 같은 저서다모류군집의 변화는
MDS분석 결과에도 명확히 나타났다(Fig. 9). MDS의 이차원 평
면상에서 조사 케이스들의 배치는 저서다모류군집이 양식 3개월
만에 모든 정점에서 구조적으로 이질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군집
이 변한 후 18개월까지는 가두리로부터 거리나 계절에 상관없이
유사한 군집이었으나, 21개월과 24개월 경과 후에 0 m와 10 m 지
점의 군집이 100 m와 200 m 군집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양식 종료 3개월 후에 사라졌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연구기간 중 가두리 양식 활동의
영향을 받아 저서다모류군집에서 세 번의 천이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군집천이는 양식 시작 후 3개월 내에 발생하였
다. 빈영양상태로 유지되던 저서환경에 사료 공급에 따른 잉여사
료가 새로운 먹이원으로 공급되었고, 이로 인해 저서다모류군집은
종 수 및 밀도 증가와 같은 형태로 군집이 확장된 것으로 판단된
다. 이처럼 안정적인 저서동물군집이 존재하는 퇴적물에 새로운
유기물이 추가 유입되는 초기에는 늘어난 먹이공급으로 인하여 기
존에 존재하던 저서동물군집이 확장되고 새로운 종들이 가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arson and Black,

2001). 본 연구 해역과 유사환경인 하와이 외해가두리 양식장에서
도 양식 시작 3개월 만에 저서다모류의 밀도가 급증한 사례가 있
다(Bybee et al., 2004). 두 번째 천이는 양식이 시작되고 21개월
후에 가두리와 인접한 0 m와 10 m에서 발생하였다. 이 시기의 특
징은 2005년과 2006년에 비해 사료 공급량이 현저하게 줄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출현하지 않았던 기회종의 성격을 지닌 R.
tuberculata, Capitella sp. N. caudata의 대량 출현이다. 이 세 종들 중
R. tuberculata가 먼저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으며, 3개월 후
Capitella sp.와 Neanthes caudata가 뒤이어 군집을 점유하였다. 사
료 공급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회종이 여전히 대
량으로 출현한 것은 양식기간 증가에 따른 누적 효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천이는 양식이 종료된 후 3개월 만에 0 m와
10 m에서 발생하였다. 불과 3개전에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던 R.
tuberculata, Capitella sp. N. caudata가 사라짐으로 인해 두 번째
천이 발생 전과 유사한 군집으로 회귀하였다. 가두리 양식 활동
종료 후 회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사료공
급 중단 후 짧게는 2개월 반 만에 회복된 경우(Ritz et al., 1989)
부터 23개월 경과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Karakassis
et al., 1999)까지 생태계 회복 소요기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그 외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가두리 양식 중지 후 3~12개월을
조사한 결과들이며, 이 결과들에서는 조사기간 중 저서생태계의
부분적인 회복만이 관찰되었다(McGhie et al., 2000; Macleod et
al., 2006, 2007; Vita and Marin, 2006; Lin and Bailey-Brock,
2008). 하와이 연안의 외해가두리 양식장에서도 양식 종료 6개월
후 Capitella capitata와 같은 유기물 오염지표종들의 밀도가 급감
하여 회복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대조구 수준으로 완벽히 회복
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Lin and Bailey-Brock, 2008). 제주
외해가두리의 0 m와 10 m 지점의 다모류군집 구조 변화 과정을
시간에 따라 별도로 MDS의 이차원평면에 도식해본 결과(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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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wo dimensional MDS plots showing temporal changes in polychaete community structure at 0 m and 10 m stations.

2007년 11월의 군집이 2005년 7월의 군집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구조의 군집으로 회복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외해가두리 양식이 저서생태계에 미친 영향
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은 잉여사
료나 양식 어류의 분변이 외해역의 빠른 유속으로 인해 원활히 확
산됨에 따라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낮
은 값을 보임으로써 가두리로부터의 거리나 사료 공급량, 양식기
간 등에 따른 값의 차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반면, 저서
다모류의 군집구조는 퇴적물의 유기물량에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양식 시작 3개월 만에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가두리로부터 최소 200 m까지의 군집도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 주
었다. 이런 현상은 자연적인 유기물 퇴적에 의존하던 저서다모류
가 비록 소량의 증가지만 이용하기 쉬운 고영양상태의 새로운 유
기물의 유입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물 유입에 대한 초기 반응은 종 수 및 밀도의 증가로 기존 군
집의 확장이라는 결과를 주었지만, 양식 기간의 증가와 더불어 가
두리로부터 10 m의 범위 내에서 유기물 오염 지표종들의 우점으
로 대표되는 교란된 군집의 형성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교란된 군집은 양식 종료 후 양식초기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강한
유속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결과적
으로 외해가두리 양식 해역의 저서다모류군집은 투입되는 사료량
과 양식기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다른 지화학적 인자 보다 환
경의 변화 및 영향정도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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