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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investigated the mass occurrence of the salp Salpa fusiformis during spring in the southern
waters of Korea and the northern East China Sea. Abundance of S. fusiformis and dominant taxonomic
groups including copepods, ostracods, euphausiids, and appendicularian was examined along with
environmental factors (e.g., temperature, salinity, and chlorophyll-a concentration). The abundance of S.

fusiformis at 27 stations ranged from 0 to 183 inds m-3. Both aggregate and solitary forms of S. fusiformis

occurred with a mean abundance of 62 inds m-3 and 4 inds m-3, and mean body length of 6.5 mm and
15.4 mm, respectively. Redundancy analysis showed that the abundance of S. fusiformi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hlorophyll-a concentration, indicating the intensive grazing impact of S. fusiformis on
phytoplankton. While the abundance of S. fusiformis increased, the species diversity of zooplankton
community decreased. The abundances of total copepods and the dominant copepod species (e.g., adults
and/or copepodites of Paracalansus parvus s.l., Calanus sinicus, Oithona similis, and Corycaeus affinis)
also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S. fusiformis abundance. However, the abundance of ostracods,
euphausiids, and appendicularians was not affected by the mass occurrence of the sal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ass occurrence of S. fusiformis in spring could negatively affect ecosystem conditions by
changing trophodynamics in the zooplankto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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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살파(salp)는 척삭동물문(chordata), 미삭동물아문

(urochordata) 또는 피낭동물(tunicates)에 속한다. 피낭동

물 가운데 탈리아강(thaliacea)에 속하는 살파는 박테리아

에서부터 섬모충류까지 다양한 크기(< 1 µm−1 mm)의 식

물성 및 동물성 먹이를 여과 섭식할 수 있다(Madin 1974;
Andersen 1985; Nishikawa and Tsuda 2001; Vargas and*Corresponding author. E-mail : kanghk@kio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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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in 2004; Madin et al. 2006; Sutherland et al. 2010;

Pakhomov et al. 2019). 또한, 주야 수직이동을 하기 때문

에 밤에는 주로 표층에 머물면서 섭식 활동을 하며(Madin

et al. 2006), 무성생식[이 시기에는 연쇄개체(aggregate

form)로 존재하며, 무성개체(blastozooids)라고도 함]과 유

성생식[이 시기에는 단독개체(solitary form)로 존재하며,

난생개체 또는 유성개체(oozooid)라고도 함]을 번갈아 가

면서 한다(Loeb and Santora 2012; Henschke et al.

2016). 살파목(salpida)에 속하는 Salpa fusiformis는 일반

적으로 크기가 10−55 mm 범위이며(Henschke et al.

2016), 광온성 종으로서 태평양에는 북위 50도에서 남위

45도, 대서양은 북위 70도에서 남위 45도 사이, 인도양에

는 남위 45도까지 출현하며, 살파류 중에서도 전 세계적

으로 가장 넓게 분포하며, 가장 개체수가 많은 종 가운데

하나이다(van Couwelaar 2019).

살파 S. fusiformis는 국내에서도 대량 출현을 하고 있는

데, 연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제주도 연안 및 제주도

동남부해역, 북부 동중국해에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출현

하고 있다(강 등 2000; 강형구 미발표 자료). 또한, 동해남

부 연안의 울진 원자력 발전소 취수구에서는 2003년 6월

에 대량 출현한 바가 있다(Chae et al. 2008). 국외의 경

우, S. fusiformis는 지중해 서부해역(Ménard et al. 1994),

태평양의 캘리포니아해류역(Silver 1975; Lavaniegos and

Ohman 2003; Madin et al. 2006), 북대서양 노르웨이 동

부 연안 및 외해(Brattström 1972), 북대서양 아일랜드 외

해(Bathmann 1988) 등 다양한 해역에서 주기적 또는 비

주기적으로 대량 출현하였다.

살파의 대량 출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강 등 (2000)이 1997년 4월과 6월에 제

주도 동남부해역에서 S. fusiformis 대량 출현으로 인해 엽

록소-a 양의 감소, 요각류 개체수 감소, 고등어 어획량의

감소를 보고한 바가 있다. Chae et al. (2008)은 2003년 동

해남부 연안에서 동한난류를 따라 출현한 S. fusiformis가

울진 원자력 발전소 취수구에 대량 유입하여 발전소 냉각

계통에 일시적 장애를 일으킨 것을 보고하였다. 국외의 경

우, 북대서양의 아일랜드 외해에서 봄철 규조류 대번식 시

기에 S. fusiformis가 대량 출현하였는데(예, 다른 살파류

를 포함한 밀도가 360 mgC m-3), 표층에서 살파의 섭식

에 의해서 규조류가 다량 포함된 살파 분립(fecal pellet)

이 생산되어 수층의 수직 침강플럭스에 영향을 주었다

(Bathmann 1988). Madin et al. (2006)은 미국의 북동연안

에서 Salpa asper 종의 대량 출현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

종이 야간에 섭식을 통하여 많은 분립을 생산하였으며

(예, 5−91 mgC m-2 night-1), 이 분립이 수직 침강 플럭스

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Hereu et al. (2010)는 멕

시코 외해 열대해역에서 살파류 군집이 엽록소로 나타낸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의 0.01−3.5% 섭식하였으며, 일차생

산력의 0.1−24.5%를 제거하여, 성층화된 수층의 탄소 순

환에서 살파 군집에 의한 섭식의 중요성을 보고한 바 있

다. Huskin et al. (2003)은 스페인 북서 외해에서 S.

fusiformis가 우점하는 살파류 군집이 엽록소로 나타낸 식

물플랑크톤 현존량의 평균 7%를 하루 동안에 섭식하였음

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5월에 남해 및 북부동중국해

에서 살파 S. fusiformis의 대량 출현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동물플랑크톤의 종 다양성, 요각류 개체수 및 우

점 요각류 출현량 변화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다. 

2. 재료 및 방법

현장 조사

현장 조사는 남해와 북부동중국해의 27개 정점에서

2017년 5월 15일부터 21일에 R/V 온누리를 이용하여 실

시하였다(Fig. 1). 수온과 염분은 CTD (Sea-bird 911; Sea-

Bird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하였다.

엽록소-a는 CTD에 부착된 Niskin 채수기를 사용하여

해수 500 mL을 채수 후, GF/F 여과지(47 mm 직경,

Whatman, UK)로 현장에서 여과한 후, 7 mL의 90% 아

세톤으로 24시간 색소를 추출한 후, 형광계(Turner

Designs 10-AU, USA)로써 엽록소-a 양을 Parson et al.

(1984)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동물플랑크톤은 봉고네트(60 cm 직경, 200 µm 망목)를

사용하여 조사 수심의 바닥 부근에서 표층까지 수직채집

하였다. 채집 시료를 중성포르말린으로 전체 농도가 5%

가 되도록 현장에서 고정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Fig. 1. Sampling stations in the southern waters of

Korea and the northern East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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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분석

포르말린으로 고정된 동물플랑크톤 시료의 전체 시료에

서 살파 S. fusiformis 개체수를 파악하였으며, 나머지 분

류군은 부차 시료에서 동물플랑크톤 분류군의 개체수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플랑크톤 종 다양성 자료

와 함께 동물플랑크톤 분류군 가운데 개체수 기준으로

1% 이상을 점유한 분류군(예, 요각류, 패충류, 크릴, 미충

류)과 우점 요각류 자료(예, Paracalanus parvus s.l.,

Calanus sinicus, Oithona similis, Corycaeus affinis)만을

고려하였다.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종 다양성은 Shannon-

Wiener 종 다양성 지수를 사용하였다. 살파 S. fusiformis

는 정점별로 연쇄개체와 단독개체로 구분하였으며(Fig.

2), 살파의 몸길이는 입수공(oral cavity)에서부터 출수공

(atrial cavity)까지의 길이로서 나타냈으며, 살파 길이 측

정은 해부현미경(Stemi 2000-C, Zeiss, Germany)과 연동

된 CellSens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Standard ver. 1.13,

Olympus)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

살파 S. fusiformis 개체수와 환경요인(수온, 염분, 엽록

소-a)과는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다. 살파와 동물플랑크

톤 군집의 종 다양성, 주요 우점 분류군 개체수, 요각류 개

체수, 우점 요각류 종의 개체수와도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살파를 포함한 주요 우점 분류군의 변동과

환경요인[수온(5 m와 20 m), 염분(5 m와 20 m), 엽록소-a

(표층과 수층 평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ANOC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복분석(RDA: redundancy

analysis)을 수행하였다(version 5.0; ter Braak and

Šmilauer 2012). 중복분석에서 살파와 주요 우점 분류군

및 요각류 개체수 자료는 log10 (x+1)로 변환한 후 사용하

였다.

3. 결 과

수온, 염분, 엽록소-a

수온은 5 m층이 14.2−22.6oC 범위, 20 m층이 11.8−

21.7oC 범위로서 대마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 남동쪽 해역으로 갈수록 높았으며, 제주도

서쪽 해역과 남해로 갈수록 낮았다(Fig. 3). 또한 남해의

B 라인을 중심으로 수온전선이 형성되었다. 염분은 5 m

층이 32.3−34.7 범위, 20 m층이 32.5−34.7 범위로서 두

수층 모두 동서 방향의 염분 구배를 보였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증가하였다(Fig. 3). 엽록소-a는 표층이

0.16−3.25 µg L-1 범위, 수층 평균이 0.24−3.68 µg L-1 범

위로서 두 수층 모두, 제주도 서쪽 외해역과 남해 연안에

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Fig. 3).

살파 개체수, 몸길이, 환경요인과의 상관

조사해역에서 살파 S. fusiformis 개체수는 출현하지 않

은 정점을 포함하여 0−183 inds m-3 (평균 29 inds m-3) 범

위를 보였으며(Table 1), 대체로 수층의 평균 엽록소-a 양

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경계면 부근에서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예, 남해 전선역의 외해역, 제주도와

진도사이, 제주도 남서쪽 연안, 대마도 서쪽 해역; Fig.

4a). 살파 S. fusiformis의 연쇄개체와 단독개체의 평균 개

체수는 각각 62 inds m-3와 4 inds m-3로서, 전체 살파 개

체수에서 연쇄개체의 조성률이 98%로서 출현한 살파가

대부분 연쇄개체이었다(Table 1). 정점별 살파의 평균 몸

길이는 연쇄개체가 4.0−10.8 mm(평균 6.5 mm) 범위, 단

독개체가 6.4−25.5 mm (평균 15.4 mm) 범위로서 단독개

체의 평균 몸길이가 연쇄개체보다 길었다. 한편, 살파 S.

fusiformis 개체수는 수온(5 m와 20 m)이나 염분(5 m와

20 m)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p > 0.05), 엽록소-a (표

층과 수층 평균)와도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p > 0.05).

살파와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종 다양성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종 다양성은 1.56−2.96(평균 2.18)

범위를 보였으며, 공간적으로는 살파가 대량 출현한 해역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Fig. 4b). 그리고 살

Fig. 2. Photos of aggregate (a) and solitary (b) forms of

Salpa fusiformis collected in the stud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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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종 다양성

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5; Fig. 5).

살파와 우점 분류군 및 우점 요각류

조사기간에 요각류 개체수는 정점에 따라 144−6827

inds m-3 (1707 inds m-3) 범위를 보였고, 패충류 개체수는

0−94 inds m-3 (평균 26 inds m-3) 범위였으며, 크릴 개체

수는 0−235 inds m-3 (평균 30 inds m-3) 범위, 미충류 개

체수는 0−381 inds m-3 (평균 79 inds m-3) 범위였다(Table

1). 살파 개체수는 로그로 변환한 패충류, 크릴, 미충류 개

체수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p > 0.05; Fig. 5), 요각류

성체 Paracalanus parvus s.l., Calanus sinicus, Oithona

similis와도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살파 개체수는

로그로 변환한 요각류 총 개체수(r = -0.531; p < 0.01; Fig.

5), 요각류 성체 Corycaeus affinis (r = -0.448; p < 0.05),
Paracalanus copepodite (r = -0.453; p < 0.05), Calanus

Fig. 3. Distribution of temperature (oC) and salinity at 5 m and 20 m depth, and chlorophyll-a concentration (µg L-1)

of surface and mean of the water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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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bundance (inds m-3) of Salpa fusiformis with aggregate and solitary forms and mean body length, and

dominant zooplankton groups with standard deviation (SD)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CV, SD/Mean

abundance × 100, %) 

Station 
Salpa 

fusiformis

Aggregate 

form

Solitary 

form

Mean body length (mm)

Ostracods Copepods Euphausiids
Appendi-

cularianAggregate 

form

Solitary 

form

B0 0 0 0 7 837 12 353 
B3 0 0 0 40 924 167 97 
B6 90 83 7 4.5 16.0 1 869 19 0 
B8 54 53 1 5.0 23.3 16 1085 0 23 

B10 44 42 2 6.1 16.7 41 1965 0 81 
J1 93 90 3 5.7 17.3 8 252 45 3 
J3 21 19 2 5.5 9.0 64 420 6 8 
J5 0 0 0 31 2176 0 10 
J7 0 0 0 40 1253 0 242 
J8 0 0 0 39 1454 0 35 
J9 8 8 0 6.1 42 1570 11 42 
J11 0 0 0 24 585 5 69 
J12 0 0 0 13 933 3 163 
K1 3 3 0 4.0 84 704 77 41 
K3 0 0 0 94 1221 48 10 
F1 0 0 0 0 6827 0 222 
F6 0 0 0 39 3611 235 118 
F11 114 106 8 8.3 10.6 86 485 0 0 
F15 27 26 1 10.8 25.5 7 3689 3 5 
H1 0 0 0 0 2087 25 51 
H5 0 0 0 0 3618 0 0 
H8 0 0 0 0 1475 12 0 
H11 29 25 4 7.2 16.7 25 2450 25 0 
I10 0 0 0 0 3466 0 0 
C2 0 0 0 0 1145 57 115 
C5 183 168 15 8.9 6.4 0 840 37 73 
C9 131 125 6 5.9 12.6 0 144 26 381 

Mean 29 62 4 6.5 15.4 26 1707 30 79
SD 50 52 4 2.0 6.0 29 1470 54 107

CV(%) 168 111 86 180 134

Fig. 4. Distribution of abundance of Salpa fusiformis (black round symbol; inds m-3) with mean chlorophyll-a of the

water column (contour line; µg L-1) (a) and species diversity (H’) of zooplankton communit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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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s of abundance of Salpa fusiformis with species diversity of zooplankton community, and with

abundance of copepoda, euphausiids, ostracods, and appendicularian 

Fig. 6. Relationships of abundance of Salpa fusiformis with abundance of Corycaeus affinis adults and the copepodites

of Paracalanus, Calanus, and Oith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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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podite (r = -0.479; p < 0.05), Oithona copepodite

(r = -0.654; p < 0.001)와 음의 상관을 보여, 살파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이들의 개체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6).

살파와 우점 동물플랑크톤에 미치는 환경변수의 영향

살파 S. fusiformis와 우점 동물플랑크톤 분류군(예, 요

각류, 패충류, 크릴, 미충류)의 개체수와 분포에 미치는 환

경요인(예, 수온, 염분, 엽록소-a)의 영향을 알기 위하여

중복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1축과 제2축의 고유치

(eigenvalue)는 각각 0.22와 0.13이었으며, 제1축에 의하여

살파와 우점 동물플랑크톤 분류군의 변동이 22.5%가 설

명되었으며, 두 축의 누적 기여율[(explained variation

(cumulative)]은 35.3%이었다(Table 2). 그리고 살파 및 우

점 동물플랑크톤 분류군과 환경요인과의 상관계수

(pseudo-canonical correlation)는 제1축과 제2축이 각각

0.84와 0.73이었다(Table 2). 축의 유의성 검정(예, global

permutation test) 결과, 제1축의 고유치는 유의하였으나

(p = 0.001), 제2축의 고유치는 유의하지 않았다(p = 0.075).

따라서 제1축에 의해서만 살파 및 우점 동물플랑크톤 분

류군의 변동과 환경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다. 살파와 우점 분류군 변동에 미치는 각 환경요인의 독

립적인 영향은 수온(5 m)을 제외한 모든 환경변수가 유의

하게 영향을 미쳤다(p < 0.05). 그 중에서 제1축과는 수층

평균 엽록소-a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상관계수

0.575), 그 다음이 표층 엽록소-a이었다(상관계수 0.531).

중복분석의 biplot 결과(Fig. 7), 살파 S. fusiformis 개체수

와 분포의 변동은 엽록소-a (표층과 수층 평균)와 강한 음

의 상관을 보였으며, 수온(5 m와 20 m), 염분(5 m와

20 m)과는 약한 상관을 보였다. 요각류, 패충류, 크릴, 미

충류 개체수와 분포의 변동은 엽록소-a (표층과 수층 평

균)와 양의 상관을 보였다.

4. 고 찰

살파가 특정 시기에 특정 해역에서 대량 출현할 수 있

었던 물리적, 생물학적인 조건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살파의 섭식 속도가 빠르고, 섭식 효율이 높고, 성

장 속도가 빠르며,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교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대량 번식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주목된다
(Alldredge and Madin 1982; Madin and Deibel 1998;

Loeb and Santora 2012). Li et al. (2011)은 남중국해 북서

대륙붕에서 탈리아류의 출현이 계절에 따라 변화를 보이

지만, 물리적 해류의 흐름과 엽록소-a 양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살파가 봄철에 남해와 북부동중국해

에서 대량 출현하는 구체적 기작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살파는 주로 외양성 종이기 때문에

(Deibel 1985; Bathmann 1988; Madin et al. 2006), 쓰시

마난류의 영향을 받아 본 조사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었으

며(강 2000), 봄철 조사해역에서 식물플랑크톤을 중심으

로 하는 먹이생물 환경(국토해양부 2009)이 살파의 섭식

Table 2. Results of redundancy analysis for the five dominant zooplankton groups (e.g., Salpa fusiformis, ostracods,

copepods, euphausiids, and appendicularian) in relation to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chlorophyll-a

concentration

Statistic Axis 1 Axis 2 Axis 3 Axis 4

Eigenvalues 0.2247 0.128 0.0998 0.0086

Explained variation (cumulative) 22.47 35.27 45.25 46.1

Pseudo-canonical correlation 0.8438 0.734 0.6638 0.219

Explained fitted variation (cumulative) 48.43 76.00 97.5 99.34

Fig. 7. RDA biplot for the dominant zooplankton groups

(Copepoda: Copepods; SalpFusf: Salpa fusiformis;

Ostracod: Ostracods; Euphausi: Euphausiids;

Appendic: Appendicularian) with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emperature (5 m and 20 m), salinity

(5 m and 20 m), and chlorophyll-a concentration

(surface and mean of the water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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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복분석에서 살파 개체수는 엽록소-a와 음의 상관을

보였는데(Fig. 7), 이것은 엽록소-a 양이 적은 곳에 살파가

대량 출현한 것이 아니라 살파의 섭식에 의하여 살파가

대량 출현한 해역 또는 살파 무리가 바로 지나간 해역에

서 엽록소-a 양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험

실에서 지중해 연안의 식물플랑크톤인 Phaeodactylum

tricornutum에 대한 S. fusiformis의 평균 daily ration은 연

쇄개체가 107%, 단독개체가 117%이었다(Andersen 1985).

또한 살파는 유광층에서 섭식에 의해 식물플랑크톤을 빠

르게 제기하기도 하는데, 북대서양의 아일랜드 외해에서

봄철 식물플랑크톤 대번성이 영양염의 고갈에 의해 끝나

는 시기보다 더 일찍 규조류의 봄철 대번성이 끝날 정도

로 높은 섭식압을 보였다(Bathmann 1988). Huskin et al.

(2003)은 스페인 북서 외해에서 정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

만 S. fusiformis 개체군의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에 대한 섭

식압이 최대 77%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

파 출현량과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예, 엽록소-a)이 음의

상관을 보인 것은 살파의 대량 출현과 이들의 강한 섭식

압 때문일 것이다.

북부동중국해 봄철의 표층 엽록소-a 양은 2008년에 평

균 1.67 µg L-1 (국토해양부 2009)이었으며, 2017년에는

평균 1.24 µg L-1 (0.24-5.41 µg L-1 범위; 노재훈 미발표

자료)이었다. 살파가 대량 출현하였던 본 연구의 표층 엽

록소는 평균 0.72 µg L-1로서 2008년과 2017년 봄철의 표

층 엽록소-a 양보다 각각 2.3배와 1.7배 낮았다. 따라서 엽

록소-a 양은 조사 정점과 조사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조사시기의 엽록소-a 양은 살파의 대량 출

현으로 인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파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종 다양성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는 본 연구에서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살파

의 대량 출현과 섭식으로 인하여 동물플랑크톤 군집에서

최우점하는 다양한 종류의 요각류 먹이원이 감소될 수 있

으며, 먹이원 감소에 따른 요각류 개체수 감소 및 먹이망

을 통한 trophic cascade (Carpenter et al. 1985; Pace et

al. 1998; Calbet and Landry 1999)의 영향으로 동물플랑

크톤 군집의 종 다양성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파의 대량 출현으로 요각류 개체수도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해안에 살파류가 대

량 번식했던 1997년 4월과 6월에 요각류 개체수가 감소한

것과 비슷하다(강 등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 미충류,

크릴, 패충류를 포함하는 다른 우점 분류군의 개체수는 살

파 개체수와 상관이 없었다. 미충류의 주된 먹이원은 살파

먹이원과 비슷하여 초미소플랑크톤부터 미소플랑크톤

(nanoplankton) 크기의 다양한 먹이 입자를 섭식할 수 있

다(Nakamura et al. 1997; Tiselius et al. 2003; Fernández
et al. 2004; Scheinberg et al. 2005; Pakhomov et al.

2019). 그러나 미충류의 정점에 따른 개체수의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는 134%로서 비교적 높았는데

(Table 1), 이러한 결과는 미충류의 출현량이 공간적으로

일정하지 않고, 정점에 따라 출현량의 변화가 요각류(예,

변이계수가 86%, Table 1)보다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점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가 클수록 동일한 해

역에 출현하는 살파 개체수와의 상관관계가 낮을 가능성

이 있으며, 나아가 동일한 먹이원에 대한 살파와의 먹이

경쟁도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크

릴(주로 크릴 유생이 대부분이고 일부 성체를 포함)은 대

체로 요각류와 비슷한 섭식 패턴을 갖지만, 집괴 분포의

특성이 강하고, 개체수의 변이계수가 180%로서 상대적으

로 높기 때문에(Table 1), 미충류와 마찬가지로 살파 개체

수 변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충류도 살

파와 먹이원이 대체로 비슷하지만(Vannier et al. 1998),

정점에 따른 개체수의 변이계수가 111%로서 높기 때문에

(Table 1), 살파와의 먹이 경쟁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에서 살파의 대량 출현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감

소로 인하여 우점 요각류 성체 또는 유생단계(예,

copepodites)의 개체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조사해

역에서 우점적으로 출현한 요각류인 P. parvus s.l.와 C.

sinicus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식물플랑크톤과 소형동물플

랑크톤(microzooplankton)을 섭식할 수 있다(Chen et al.

2018). 다른 우점 요각류인 O. similis는 육식성이면서 주

로 운동성 식물플랑크톤과 소형동물플랑크톤(예, 섬모충

류)을 섭식할 수 있으며(Zooplankton Guide, https://
scripps.ucsd.edu/zooplanktonguide/species/; Nishibe et al.

2010), 어떤 해역에서는 규조류를 섭식하기도 한다

(Castellani et al. 2008). 또한, 우점종으로 출현한 C.

affinis는 육식성으로서 주로 소형동물플랑크톤을 섭식할

수 있다(Chen et al. 2018). 본 조사 해역에서 요각류

Paracalanus, Calanus, Oithona 속에 속하는 요각류 종은

여러 종이 포함되지만, 우점하는 요각류는 P. parvus s.l.,

C. sinicus, O. similis이기 때문에(이 3종이 전체 동물플랑

크톤 조성률의 약 20%를 차지함), 본 연구에서는 3 속의

요각류 copepodites가 각각 P. parvus s.l., C. sinicus, O.

similis의 copepodites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요각류

Paracalanus와 Calanus는 잡식성이지만 식물플랑크톤이

대번성하는 봄철에는 소형동물플랑크톤 보다는 주로 식물

플랑크톤을 우선적으로 섭식하기 때문에(Saito and
Taguchi 1996; Zhang et al. 2006; Chen et al. 2018; Kim

and Kang 2018), 살파의 대량 출현과 섭식에 의한 식물플

랑크톤 감소가 Paracalanus copepodites와 Cal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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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podites 개체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Oithona

copepodites 개체수 감소의 원인은, 식물플랑크톤 양의 감

소에 따른 다양한 운동성 식물플랑크톤 양의 감소와 소형

요각류의 nauplii, 원생동물 등을 포함하는 소형동물플랑

크톤 먹이원이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육식성인

C. affinis 성체의 개체수가 살파 대량 출현에 따라 감소한

것은 이 요각류의 먹이원인 소형동물플랑크톤[예, 소형

요각류 성체와 유생(nauplii와 copepodites); Chen et al.

2018] 개체수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우점 요각류인 P. parvus s.l., C. sinicus, O. similis 성

체(주로 암컷)는 살파 대량 출현과 상관이 없었는데, 이러

한 결과에 대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남해 및 북부동중국해에서 봄철 살파의 대

량 출현이 동일해역에 출현하는 동물플랑크톤 우점 분류

군 및 우점 요각류의 개체수 변화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

향에 대하여 직접적인 방법(예, 살파가 무엇을 얼마나 먹

었는가를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통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통계적인 분석(예, 상관이나 중복분석)과 같은 간

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나 환경변화에 따라 봄철에 살파가 대량 출

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변화를 이해하는데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보다 직접적인 방법에 의

하여 살파 대량 출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남해 및 북부동중국해에서 봄철 살파의 대량 출현은 쓰

시마 난류의 유입으로 인한 살파의 유입과 봄철 조사해역

에서 식물플랑크톤의 대번성으로 살파에게 풍부한 먹이원

이 공급되었고, 이러한 먹이원에 대한 살파의 대량 섭식

및 성장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봄철 살파류의

대량 출현으로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식물플랑크톤을 주된 먹이원으로 하는 요각류 개체

수 및 우점 요각류 성체와 copepodites 개체수도 함께 감

소하였으며, 먹이망의 trophic cascade 영향으로 동물플랑

크톤 군집의 종 다양성도 감소하였다. 따라서 조사해역에

서 주로 봄철에 나타날 수 있는 살파의 대량 출현은 동물

플랑크톤 군집내의 영양역학(trophodynamics) 변화를 통

하여 생태계의 하위영양단계 구조와 기능뿐만 아니라 상

위영양단계 구조와 기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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