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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주변 해역에서 박테리아 개체수 및 생산력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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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in the Saemangeu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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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tribution of bacterial abundance and production was investigated in seawater around
Saemangeum dike 7 times during March, 2007~July, 2008. In the inner area of the dike, salinity variation
was great due to river runoff from Mangyung and Dongjin Rivers and high chlorophyll a (chl a)
concentrations up to 124.3 μg l−1 was found. In the outer area of the dike, salinity was higher than in the
inner area of the dike, and chl a was lower up to 10 times than in the inner area of the dike. Thus, the area of
Saemangeum showed meso- to hypereutrophic conditions. Bacterial abundance and production ranged from
0.3 to 4.3×109 cells l−1 and from 5.2 to 570 pmol l−1 h−1 in outer area of the dike, respectively, while in the
inner area of the dike bacterial abundance and production was 3 to 4 times higher (0.4~12.7×109 cells l−1

and 12.3~1309 pmol l−1 h−1, respectively) than those in the outer area. In both areas, bacterial abudance and
production was highest in summer and lowest in winter. However, the variations of bacterial parameters was
very large in each season. These large variations seemed to be related with the supply of organic matter.
Bacterial abundance and production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salinity in the inner area,
suggesting that allochthonous organic matter input by river runoff could be an important factor in regulating
the distribution of bacterial abundance and production. In addition, bacterial production also correlated
positively with chl a in the inner area, suggesting that autochthonous substrate might be another regulating
factor of bacterial growth in the area.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upply of both allochthonous organic
substrates introduced by river runoff and autochthonous substrates produced by phytoplankon could be
important in regulating bacterial growth and utilization of organic matter in the area. Thus, to manage water
quality in the inner area of dike, it seems to be important to lower the load of both organic and inorganic
nutrients from adjacent 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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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기에 해양 박테리아는 유기물질을 분해하여 일차생산

자에게 무기물질을 공급하는 분해자로서 그 중요성이 인

식되어 왔었다. 그러나 1980년경에 박테리아의 개체수를

측정할 수 있는 형광현미경 기법이 도입되고(Hobbie et

al. 1977; Poter and Feig 1980), 이와 더불어 박테리아의

생산력을 측정할 수 있는 [3H-methyl]thymidine 고정법

(Fuhrman and Azam 1980, 1982)이 개발되면서, 해양 환

경에서 박테리아 생체량이 기존에 생각하였던 것보다 훨*Corresponding author. E-mail : dhchoi@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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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크며 성장도 매우 활발함이 밝혀졌다. 이는 박테리아가

분해자로서 뿐만 아니라 용존 유기물을 이용하여 성장하

고 이를 다시 종속영양성 미소편모류와 같은 상위 단계의

포식자에게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섭식먹이망(grazing

food chain)으로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기존과 다른 경

로를 통한 물질 이동을 보여주는 미생물 먹이망(Azam et

al. 1984)의 개념을 확립하게 하였다. 미생물 먹이망에 대

한 개념이 도입된 이후 박테리아의 분포와 성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영양 상태의 해역에서 수행되었으며(Cho

and Azam 1988, 1990; Ducklow and Carlson 1992;

Shiah and Ducklow 1994a), 박테리아가 물질의 생지화학

적 순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이 규명되었다. 또한 박테리

아의 분포와 성장은 자생성 또는 외래성 기질의 공급 및

수온에 의해 주로 조절이 되며, 박테리아 개체수는 박테리

아의 성장, 섭식 및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에 의해 주로 조

절됨이 알려졌다(Fuhrman and McManus 1984; Cole et

al. 1988; Kirchman 1990; Bratbak et al. 1990; Proctor

and Fuhrman 1990; White et al. 1991; Shiah and Ducklow

1994a, b). 특히 강하구에 인접한 연안 환경에서 박테리아

의 성장은 외래성 유기물의 공급이 중요함이 보고되었으

며(Coveney and Wetzel 1995; Almeida et al. 2005), 또한

외래성 무기 영양염의 공급에 의한 일차생산력의 증가와

이로 인한 유기물의 공급도 박테리아의 분포와 성장을 증

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염하구 해역에 인공 방조제의 건설은 하천의 유입

수와 해수의 교환을 제한함으로써 방조제 내측에 유기물

조건을 변화시키고 박테리아의 생태에 변화를 야기할 것

이다. 유사하게 시화 방조제 건설 이후 방조제 내측 해역

의 수질이 과영양성 특성으로 변화되어, 박테리아 개체수

와 생산력이 방조제 외측 환경에 비해 각각 4배와 30배까

지 크게 증가된 결과가 보고되었다(최 등 1997). 

새만금 해역에서의 해양 조사는 대부분 간척사업과 관

련하여 광범위하게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생물 분야에서

는 저서 생물과 식물·동물 플랑크에 대해 주로 연구가 수

행되었다(이 2006). 그러나, 유기물의 분해 및 미생물 먹

이망의 주요 성분인 박테리아 생태에 대한 연구는 1992년

만경강 및 동진강 하구역에서 수행된 연구(조와 심 1992)

를 제외하면 거의 보고된 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6년 4월 방조제 끝막이 공사 이후에 방조제 내측과 외

측에서 박테리아 개체수와 생산력의 측정을 통해 박테리

아 분포 및 성장의 공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연구 해역 

새만금 방조제는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이르는

총길이 33 km의 방조제로, 매립을 통해 농업 및 산업 용

지를 확보하고, 일부 담수호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방조제 건설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에 의해 1991년

부터 진행되어 2006년 4월 끝물막이 공사로 완료되었으

며, 현재 새만금 해역은 방조제 내측의 하구 환경과 외측

의 해양 환경으로 분리 되어 신시 갑문과 가력 갑문을 통

해 제한적으로 해수가 소통되고 있다. 방조제 내측은 잘

발달된 갯벌과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역이 위치하고 있으

며, 방조제 외측 전면에 고군산군도와 북측에는 금강하구

가 자리하고 있다. 그 결과로 방조제 내측은 인접한 만경

강과 동진강을 통해 연간 수억톤의 담수가 유입되어 공간

적으로 넓은 염분 구배를 보이며, 강수량에 따라 시기적으

로도 큰 염분 변이를 나타낸다. 특히 하계에는 이들 강을

통해 하루에 수백만톤의 담수가 유입되며, 동시에 입자성

유기탄소와 용존 유기탄소도 하루에 각각 4톤에서 20톤정

도씩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되어(국토해양부 2007), 방조

제 내측의 경우 강물의 유입에 의해 유기물 조건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 정점 및 기간

본 연구는 2007년 3, 5, 7, 10월과 2008년 3, 5, 7월에

방조제 내측의 7-11개 정점과 외측의 7-16개 정점에서 수

행되었다(Fig. 1). 조사는 공간적인 분포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표층 시료에 대해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시료는 플

라스틱 버킷을 이용하여 채수하였다. 

박테리아 개체수 및 생산력

박테리아 개체수 측정을 위한 시료는 현장에서 0.2 μm

polycarbonate 여과지로 미리 여과한 파라포름알데하이

드와 글루타르알데하이드의 혼합액(최종 농도 각각 1%와

Fig. 1. A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s during the

stud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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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으로 고정한 후 냉동 보관하였으며, 박테리아는

Porter and Feig(1980)의 방법에 따라 DAPI 염색 후 에피

형광현미경(Nikon 80i)을 이용하여 계수하였다. 박테리아

의 생산력 측정은 ice-cold TCA(trichloroacetic acid)로 핵

산을 추출하는 Fuhrman and Azam(1982)의 방법(2008년

5월과 7월 조사)이나 ice-cold TCA와 80% 에탄올로 추출

하는 Ducklow et al.(1992)의 방법(2007년과 2008년 3월

조사)으로 측정하였다. 배양에 이용한 시료의 부피는

5~10 ml, [3H-methyl] thymidine(TdR, Amersham, specific

activity; 78~80 Ci mmol−1)의 최종 농도는 20 nM, 배양

시간은 30분 정도였으며 현장 온도(±1oC)에서 암배양하

였다. 박테리아 생산력은 단위시간, 단위 부피당 박테리아

에 고정된 thymidine의 몰수(단위: pmol l
−1 h−1)로 제시

하였다.

환경요인 및 통계 분석

 수온 및 염분은 CT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엽록

소 a는 spectrophotometer(Lambda 19, Perkin-Elmer)와

fluorometer(10-AU, Turner Designs)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Parsons et al. 1984). 직선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

석은 SYSTAT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

하였다. 

3. 결 과

수온, 염분 및 엽록소 a 

조사 기간 동안 방조제 내·외측에서 수온은 각각

7.1~28.5oC와 6.8~26.7oC 범위의 값을 나타내었다. 각 조

사 시기에 내·외측에서 평균 수온은 0.4~2.2oC의 차이를

보여,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Fig. 2). 시기적으로는 전형

적인 계절 변동을 보여 3월에 평균 7~8oC로 낮았으며, 여

름인 7월에 가장 높은 수온을 보였다. 염분은 방조제 외

측에서 28~33 psu로 높은 범위의 값을 보였으며, 시기적

인 변동도 크지 않았다(Fig. 2). 그러나 내측에서는

2.6~31.8 psu로 넓은 범위의 값을 나타내었다(Fig. 2). 방

조제 내측에서의 염분 범위는 인접 강으로부터의 담수의

유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강하구에 인접한 정점들

에서 낮고 방조제에 인접한 정점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

으며, 강수량이 매우 높았던 2007년 7월 조사에서는 만경

강 하구에 위치한 정점 2와 201에서 염분이 2.6~5.5 psu

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007년 3월과 5월에는 장기간의

갑문 부분 개방과 전체 개방으로 인한 해수 유입으로 내

측에서의 염분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점간 변이도 적었다

(Fig. 2).

조사 해역에서 엽록소 a 농도의 시·공간적 변이는 매

우 크게 나타났다(Fig. 2). 방조제 외측에서는 1.3~27.3 μg

l
−1 범위의 엽록소 a 농도를 나타내어 20배 정도의 변이를

나타내었으며, 대체로 중영양 혹은 부영양 해역에서의 값

과 유사한 범위의 값을 보였다. 반면, 방조제 내측에서 엽

록소 a의 농도는 1.5~124.3 μg l−1 범위로 큰 변이를 보였

으며, 방조제 외측에 비해 평균 10배까지 높아 과영양성

특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60 μg l−1 이상의 높은 엽록소 a

의 농도가 만경강 하구에 위치한 정점 2, 201, 0에서 주로

나타나, 식물플랑크톤의 대번성을 야기하는 무기영양염이

Fig. 2. Temporal variations of temperature, salinity, and

chlorophyll a (Chl a) concentration in the inner

area (black bar) and the outer area (gray bar) of

the Saemangeum dike. Error bars represent 1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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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만경강을 통해 주로 유입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

다. 한편, 2007년 10월 이후 방조제 내측에서 평균 엽록소

a 농도는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방조제 내측의 부영양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2). 

박테리아 개체수 및 생산력

방조제 외측

방조제 외측에서 박테리아 개체수는 0.3~4.3×109 cells

l
−1 범위로 시기적으로 큰 변이를 나타내었다(Fig. 3). 박테

리아 개체수는 2007년 5월에 평균 0.5×109 cells l−1로 낮

Fig. 3. Contour plots of bacterial abundances (BA) and thymidine incorporation rates (TTI) measured in surface

waters around the Saemangeum dike in each sampl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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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2008년 3월과 7월에 각각 평균 2.7×109 cells l
−1

와 2.2×109 cells l
−1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방조제 외

측에서 박테리아 개체수는 대체로 방조제에 인접한 정점

과 방조제 남부 해역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2007년 7월을 제외하면 정점별로 볼 때 대체로 2~3배의

작은 변이만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7년 7월에는 방조제

의 배수 갑문에 인접한 정점 21과 220에서 3.7~4.2×109

cells l−1의 높은 값이 관측되었는데, 이들 정점에서 관측된

28 psu의 낮은 염분과 높은 강수량을 고려하면, 홍수기에

갑문의 전체 개방으로 인한 내측수의 대량 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박테리아 생산력은 5.2~570 pmol l
−1 h−1

범위로 큰 변이를 나타내었다. 공간적으로는 박테리아 개

체수와 유사하게 대체로 방조제에 인접한 남부 해역의 정

점들에서 다소 높은 값이 관측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수

온이 높은 7월 조사에서 다른 시기에 비해 높은 값이 관

측되었다. 특히 하계에 배수갑문 인근 정점에서 박테리아

개체수와 마찬가지로 높은 박테리아 생산력이 관측되었다. 

방조제 내측

방조제 내측에서 박테리아 개체수는 0.4~12.7×109

cells l
−1 범위로 외측에 비해 높은 범위의 값을 나타내었

다(Fig. 3). 평균 박테리아 개체수는 2007년 5월과 10월에

1.5×109 cells l−1와 2.2×109 cells l−1로 낮았으며, 2007년

과 2008년 7월에 5.7×109 cells l−1와 7.9×109 cells l−1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공간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 개체수

는 대체로 만경강 하구쪽에서 방조제쪽으로 가면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담수의 유입이 많았던 2007년과

2008년 7월의 조사에서는 방조제에 인접한 정점에서 최대

값이 나타났다. 박테리아 생산력은 12.3~1309 pmol l
−1

h−1 범위로 약 100배의 큰 변이를 나타내었다. 시기적으로

Fig.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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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름철에 높고 봄과 가을철에 낮은 경향을 나타내어

외측과 유사한 시기적 변동 양상을 나타내었다. 공간적 변

이는 박테리아 개체수와 유사하게 만경강 하구쪽 정점에

서 높고 방조제 인접 정점에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으

나, 2007년 7월에는 정점 203에서 가장 높은 값이 관측

되었다. 

Fig. 4.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variables (temperature and salinity) and bacterial variables [bacterial abun-

dance(BA) and thymidine incorporation rates (TTI)] measured in the inner area (closed circle) and the outer

area (open circle) of the Saemangeum dike. Solid and dotted lines represent regression lines obtained in the

inner area and the outer area, respectively. Insets are enlarged figures showing the data from the outer area.

Data enclosed by solid circle were excluded in the regression analyses.

Table 1. Bacterial abundances and productions reported in meso- to eutrophic environments

Site
Bacterial abundance 

(×109 cells l−1)

Bacterial production

(㎍C l−1 h−1)
Source

York River Estuary (Virginia, USA) 1-8 0.29-3.13 Ducklow (1982)

Mediterranean (Barcelona, Spain) 4.2-8.3 1.42-6.10 Vives-Rego et al. (1988)

Georgia Bight (Georgia, USA) 0.8-7.6 0.07-3.5 Griffith et al. (1990)

Mankyung and Dongjin River Estuary (Korea) 0.4-5.8 0.004-0.93 Cho and Shim (1992)

Chesapeake Bay (USA) 1-22 0.4-9.2 Shiah and Ducklow (1994)

Shiwha lake (Korea) 1.4-19.5 1.2-38.1 Choi et al. (1997)

Saemangeum

   - Inner area of dike

   - Outer area of dike

0.4-12.7

0.3-4.3

0.3-28.8*

0.1-12.6*
This study

*Bacterial carbon production was estimated using a conversion factors of 1.1×1018 cells mol−1 TdR (Bell 1990) and 20 fg C cell−1 (Lee and

Fuhrma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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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박테리아 개체수 및 생산력의 분포로 볼 때, 새만금 방

조제의 주변 해역은 부영양 해역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Table 1). 특히 방조제 내측은 과영양성 특성을 보인 시화

호 방조제 내측에서 측정된 값보다 다소 낮은 범위의 값

을 보였으나, 다른 부영양 해역에서 측정된 박테리아 생산

력의 값보다 높은 범위의 값을 나타내어, 과영성 특성을

나타내었다. 방조제 외측도 1992년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

염하구 해역에서 측정된 생산력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값을 보였으며, 배수 갑문 주변 해역에서 때때로 부영양

해역에서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범위의 값도 나타나, 갑

문의 개방에 의해 내측의 해수가 방류됨에 따라 인접 해

역이 부영양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방조제 내측에서 박테리아 개체수와 생산력은 수온 및

염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수온 및 담수의 유입

이 박테리아의 성장에 중요한 조절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

여주었다(Fig. 4). 해양에서 박테리아 개체수 및 생산력이

수온에 의해 조절되는 양상은 중영양 및 부영양 해역에서

측정된 다른 연구(Cole et al. 1988; White et al. 1991)에

서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박테리아 개체수와 생산

력은 유사한 수온 범위에서 매우 큰 변이를 나타내었다.

박테리아 개체수와 생산력은 염분에 대해서도 수온 보다

더 높거나 유사한 결정계수(r2) 값을 보였다(Fig. 4). 이러

한 점에서 볼 때,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박테리아의 분

포와 성장은 담수의 유입을 통한 외래성 유기물의 공급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방조제 내측에서 박테리아 개체

수와 생산력은 엽록소 a와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각각

r2=0.12, p=0.007과 r2=0.12, p=0.013)를 나타내어, 일차생

산자로부터의 자생성 유기물의 공급도 박테리아 성장의

한 조절 요인임을 보여주었으나 그 결정계수의 값은 낮았

다(Fig. 6 참조). 이상의 결과는 담수의 유입이 활발한 염

하구나 연안에서 박테리아의 성장이 식물플랑크톤 이외에

강으로부터의 외래성 기질에 의해 조절된다는 연구들과

일치한다(Findlay et al. 1992; Hoch and Kirchman 1993;

Coveney and Wetzel 1995; Lee et al. 2001). 박테리아 생

산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수온, 염분 및 엽록소 a를 독립변

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도 수온 및 염분이 약 50%

의 박테리아 생산력의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나(adj. r2=0.50, p<0.001, n=43), 방조제 내측에서 수온

및 담수의 유입이 박테리아의 성장에 중요함을 시사하였

다. 한편, 염분이 5 psu 이하의 값을 나타낸 경우 박테리

아 개체수와 생산력은 염분과 박테리아 생산력의 관계로

부터 기대되는 값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Fig. 4),

다량의 담수 유입에 의한 염분의 급격한 감소가 박테리아

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방조제 외측에서

도 박테리아 생산력은 수온 및 염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염분과 박테리아 생산력 사이의 음의 상

관관계는 갑문의 개방에 의한 내측 유출수에 의해 인근

해역의 박테리아 생산력이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방조제 내측에서 박테리아의 개체수는 박테리아

생산력과 높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박테리

아 개체수의 분포가 박테리아의 성장에 의해 강하게 조절

되는 양상(bottom-up control)을 나타내었다(Fig. 5). 그러

나, 외측에서는 내측에 비해 낮은 기울기를 보였으며 결정

계수도 낮아, 내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 이외의 다른

요인(박테리아의 섭식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용해)들에

의해 조절(top-down control)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Billen et al. 1990).

새만금 해역에서 박테리아의 성장과 식물플랑크톤 생물

량과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내·외측 해

역과 시화호 방조제 내측[최 등(1997)의 자료]에서 측정된

박테리아 개체수 및 생산력과 엽록소 a의 관계를 비교하

였다(Table 2, Fig. 6). 박테리아 개체수와 엽록소 a의 관

계는 새만금 방조제 내측과 시화호에서 동일한 관계를 나

타내었으며, 방조제 외측에서는 두 해역과 기울기는 같으

나 낮은 y-절편을 나타내었다. 방조제 내측과 시화호에서

높은 y-절편은 두 해역이 인접한 하천을 통해 유입된 외래

성 유기물에 의해 엽록소 a에 비해 높은 박테리아 개체수

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박테리아 생산

력과 엽록소 a의 관계도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방조제

외측에 비해 높은 기울기를 나타내어(Fig. 6), 하천을 통해

엽록소 a 농도의 증가를 야기한 무기 영양염의 유입과 병

Fig. 5. Relationship between bacterial abundance (BA)

and thymidine incorporation rates (TTI) mea-

sured in the inner area (closed circle) and the

outer area (open triangle) of the Saemangeum

dike. Solid and dotted lines represent regression

lines obtained in the inner area and the outer

area, respectively.



516 Choi, D. H. and Noh, J. H.

행하여, 외래성 유기물도 함께 유입되어 박테리아의 성장

이 더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새만금 방조제의 끝물막이 공사 완료 후 새만금 해역은

방조제를 중심으로 내·외측으로 나누어졌으며, 배수 갑

문을 통해 해수의 교환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방조제 내측에서 박테리아 개체수와 생산력은 외측

에 비해 높아져 과영양성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방조제 외

측에서도 갑문의 개방에 의해 때때로 부영양 상태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방조제 내측에서의 높은 박테리아 성장

은 인접한 만경강으로부터 유입된 외래성 유기물로 인해

방조제 내측의 유기물 조건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

단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생산된

자생성 유기물도 다른 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새

만금 해역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유기물의 저감을 통한 유입수 관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

으로 여겨진다. 또한 방조제 내측의 엽록소 a 농도가 증가

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방조제 내측

의 유기물 농축 그리고 이의 분해를 통한 무기 영양염의

재공급과 같은 재순환도 수질 관리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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