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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Temporal variability in the food chain structure of bacteria in the sedimentary organic matter was investigated using
stable isotope and fatty acid. Potential organic matter sources (Land plant, Marine POM, benthic microalgae, Riverine POM), sedi-
mentary organic matter and bacteria were sampled in Gamo largoon and Nanakita estuary. The main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termine food sources of bacteria along with temporal variability. Land plant (δ13C = -26.6‰ and δ15N = 3.6‰) and Ri-
verine POM (δ13C = -25.5‰ and δ15N = 8.9‰) were isotopically distinct from benthic microalgae (δ13C = -16.3‰ and δ15N = 6.2‰)
and Marine POM (δ13C = -20.3‰ and δ15N = 10.3‰). δ13C values of sedimentary organic matter showed a distinct gradient in the
range of -20.7‰ to -191‰. The stable carbon and nitrogen isotope values of bacteria in the study were -20.8‰ to -18.6‰ for δ13C
and 6.5‰ to 8.6‰ for δ15N. From this results based on stable isotope measurements showed that in the bacteria was found to be
dominated by Marine POM and Benthicmicoralge during 0 to 20 day. Whereas, terrestrial plant and riverine POM showed little in
fluence to bacteria during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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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에서는 퇴적유기물에 있어서, 퇴적유기물의 조성 및 세균 먹이원 이용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안정

동위원소와 지방산의 농도를 이용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에 이용된 퇴적물은 가모 석호(Gamo Lagoon)에서, 잠재적 유기물(육
상 식물, 해양 입자성 유기물, 저서 부착 미소조류, 하천 입자성 유기물)은 나나키타 하구(Nanakita estuary)에서 시료를 채취하
였다. 채취된 시료인 퇴적물, 잠재적 유기물 그리고 세균에 대해서 안정동위원소 및 지방산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각각의 잠재적 유기물에 있어서 δ13C와 δ15N은 육상 식물(-26.6‰과 3.6‰), 하천 입자성 유기물(-25.5‰와 8.9‰), 저서 부
착 미소조류(-16.3‰과 6.2‰), 해양 입자성 유기물(-20.3‰과 10.3‰)으로 나타났으며, 퇴적 유기물의 안정동위원소비는 -20.7
에서 -19.3‰를 나타났다. 또한 세균의 탄소․질소 안정동위원소비는 각각 -20.8에서 -18.6‰로, 6.5에서 8.6‰로의 변화를 나타
냈다. 결국 퇴적유기물에 있어서 세균은 다양한 유기물이 혼합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분해하기 쉬운 저서 부착 미소조류와 
해양 입자성 유기물을 탄소원으로 이용하고, 순차적으로 분해하기 어려운 육상 식물 유래의 유기물을 탄소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분해 특성, 하구, 안정 동위원소, 지방산, 저서생태계

1. 서 론

갯벌은 하천과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유기물뿐만 아니라,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영양염 등을 이용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어, 많은 생물의 생육․서식에 의해 다양한 기능

이 성립하고 있는 생태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소이다.1~3)

퇴적 유기물 함유량은 저서생물의 종류나 양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4) 퇴적 유기물 함유량은 물리․화

학적 작용5,6)과 저서 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작용7)에 의해 형

성된다. 그 중 생물학적 작용은 저서 대형동물과 세균 등의 

분해를 들 수 있다. 히로시마 만의 자연 갯벌에서 세균과 

저서 대형동물의 호흡량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량이 저서 대형동물의 5~14배를 나타냈

다.7) 또한, Middelburg 등의 Molenplaat 갯벌에 있어서, 13C 
라벨링 실험을 통한 연구에 의하면, 저서 미소 조류로부터 

세균에 이송되는 탄소량은 저서 대형동물보다 많다고 제시

했다.8) 결국 퇴적 유기물의 생물학적 분해에 있어서 세균

에 의한 기여가 크기 때문에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 메

커니즘을 해명하는 것은 갯벌 퇴적 유기물의 변동을 평가

하는데 중요하다.
다양한 기원의 유기물이 유입하는 장소인 갯벌 특성을 

고려하면, 세균의 유기물 분해에 대한 해석은 양뿐만 아니

라 질적인 관점에서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nriquez et al.은 미소조류와 육상 유기물 등 몇 개의 유기

물 유래 detritus의 분해 실험을 개별적으로 행해, 세균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 속도는 유기물 기원에 의해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9) 세균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 속도가 유기

물 기원에 의해 차이를 나타낸 것은, 다양한 기원의 유기물 

혼합물인 갯벌 퇴적 유기물의 분해 과정에 있어서도, 선택

적인 분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Lehmann et al.은 호수 

퇴적 유기물의 3개월에 걸친 분해 과정에 있어서 퇴적물 δ13C
의 경시 변화를 측정해, δ13C의 감소를 나타냈다.10)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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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퇴적 유기물중의 분해하기 쉬운 성분이 선택적으로 

분해되었기 때문이라고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갯벌 퇴적물을 세균이 분해할 때, 분해하기 

쉬운 유기물을 선택적으로 분해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가

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퇴적 유기물 분해 

과정에 있어서 각 기원의 유기물의 분해 특성이 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갯벌 퇴적 유기물의 분해 과정에 

있어서, 세균의 탄소, 질소 안정동위원소비를 분석함으로써 
세균이 어느 유기물을 우선적으로 동화하고 있을지를 추정

했다. 또한 분해 과정에 있어서 퇴적 유기물의 지방산 조성

의 경시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어느 기원에 유래하는 유기

물이 분해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세균이 이용하는 유기물

의 기원별 분해 특성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2. 실험방법

2.1. 갯벌 퇴적유기물의 분해실험

2008년 7월, 썰물시 Gamo 갯벌의 퇴적물을 지름 12 cm×
높이 20 cm의 아크릴제 코아 샘플러를 이용해 퇴적물을 채

취하고, 표층 퇴적물 0.5 cm을 채취해 실험에 이용했다(Fig. 
1). 혼합한 표층 퇴적물을 샬렛(지름10 cm×높이1 cm)에 높

이 0.5 cm까지 퇴적물을 넣어서 암실에서 실험을 행했다. 
온도 조건은 20±1℃, 습도는 38±1%로 실험을 했다. 또, 건
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2일에 1번 빈도로 초순수를 분무기

로 첨가했다. 실험 시작 후 0, 7, 15, 20, 50일에 채취한 퇴

적물을 분석에 이용했다.

2.2. 분석방법

지방산 분석은 시료로부터 지질(脂質)의 추출, 겔화, 유도

체화(誘 体化), 그리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분석 

등 크게 4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

한 분석 이외의 분석조작은 Bligh and Dyer11)의 방법을 개

Fig. 1. The study site and sampling points in intertidal flats of 
the Nanakita River estuary.

선한 Meziane et al.12)의 방법을 이용했다. 먼저 동결․건조

한 시료를 클로로포름：메탄올：물(체적비 2：1：1)혼합용

액내에서 20분간 초음파처리한 것으로 지질(脂質)을 추출

했다. 그 다음 수산화나트륨으로 겔화시키고, 삼불황붕소

(BF3)-메탄올로 유도체화 했다. 그 후, 박층액체크라마토그

래피(TLC)로 지방산을 정제한 후, 헥산에 녹여, 캐필러리 

칼럼(capillary column, Varian Inc., select for FAME, 0.25 
mm, 100 m)을 장전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Simazu Inc., 
GC-17A)로 분석했다. 캐리어 가스에는 헬륨을 이용했고, 
150℃-5 min, 150~230℃-4℃/min, 230℃-10 min, 230~250℃
-4℃/min 의 상승 온도 프로그램으로 분석했다. 표준물질

(Supelco Inc.)을 이용해서 체류시간(retention time)에 의해 

지방산의 동정을 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지방산 마커로

서 20:5ω3(규조류), 18:1ω7, a, i-15:0, a, i-17:0(박테리아), 
18:2ω6과 18:3ω3(녹조류), 22:6ω3(와편모조류) 및 Long Chain 
Fatty Acids(LCFAs：육상식물)를 이용했다.13,14)

퇴적물의 TOC(total organic carbon) 함유량과 탄소․질소

안정동위원소비(δ13C, δ15N)측정에서는, 10% 염산으로 사전 
처리 후, 각각 원소분석 장치(elementar사, vario EL III)와 안

정동위원소비 질량분석 장치(Finnigan MAT사, Delta plus)
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박테리아의 안정동위원소비 분석은 Nagata15)의 방법을 참

고하여, 개량한 방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행했다. 실험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100 mL 삼각 플라스크에 퇴적물을 5 g-wet
를 첨가해서 초순물 100 mL을 넣고, 초음파에서 10분간 반

응시켰다. 그리고 체(63 µm)를 이용해서 모래 등의 대형 고

형물을 제거한 여과 물을 다시 원심분리(1,000 rpm, 10분)
하여 상등액과 침전물로 분리했다. 그런 후, 상등액은 전처

리(450℃, 2시간) 한 GF/C와 GF/F여과지를 이용해서 세균

만을 분리해 안정동위원소비의 분석에 이용했다.

2.3. 갯벌 퇴적유기물의 기원 해석방법

퇴적 유기물의 기원으로서는, 육상 식물(Land plant), 해양 
입자성 유기물(Marine POM), 하천 입자성 유기물(Riverine 
POM) 및 저서 부착 미소조류(Benthic microalgae)를 선정했

다. 육상 식물은 나나키다 하구 주변의 식물인 갈대(60℃, 
24시간 건조)를 이용했으며, 해양입자성유기물로서는 염분

이 30‰ 센다이항의 표층수와 하천 입자성 유기물은 염분이 
0을 나타내는 나나키타 하구 상류 지점의 하천수 2 L중의 

입자성 유기물을 전처리(450℃, 2시간)한 GF/F 여지를 이

용해 여과한 다음 10% 염산 처리 후, 60℃에서 24시간 건

조후, 그 여지의 유기물을 측정했다. 게다가, 하구 갯벌의 

저서부착미소조류는 모래 갯벌의 표층 0.5 cm의 미소 부착 

조류를 Richard et al.16)의 방법에 의해 측정했다.
탄소․질소 안정동위원소비의 값은 다음 식 (1)에 의해 

결정했다.

δ13C, δ15N(‰) = (R시료 - R표준시료) / R표준시료 × 1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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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시료는 측정 대상 시료의 13C/12C 및 15N/14N 비를, 
R표준시료는 국제표준시료(PDB)의 13C/12C 및 15N/14N 비교

를 나타내고 있다. 탄소 안정동위원소의 표준물질은 PeeDee 
Belemnite의 약어로 PDB로, 미국 칼로라이나 주의 피디층

의 화석(CaCO3)을 이용했고, 질소 안정동위원소의 표준물

질은 대기중의 질소 값을 이용했다. 한편, 측정 정밀도는, 
탄소와 질소 각각 ±0.2‰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퇴적유기물량의 변화

Fig. 2에 퇴적 유기물의 TOC 함유량과 탄소 안정 동위원

소비의 경시 변화를 나타냈다. 퇴적 유기물중 TOC 함유량

은 초기(0~7일）에 2.3 mg/g로부터 1.8 mg/g까지 감소했고, 
그 후는 50일(1.2 mg/g)까지 완만하게 감소했다. 또, 퇴적 

유기물의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는 배양 0일에 -19.3‰로부

터 50일째의 -20.7‰까지 1.4‰가 감소했다. 분해에 따른 탄

소 안정동위원소비의 감소는 다양한 유기물이 혼합하고 있

는 갯벌 퇴적물에 있어서 탄소 안정동위원소비가 비교적 높

은 유기물로부터 선택적으로 분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즉, 갯벌의 퇴적 유기물은 크게 내부생산 유기물과 외

래기원 유기물로 나눌 수 있다.17) 갯벌에 있어서 내부생산

자인 저서부착 미소조류는 식물 플랑크톤과 비슷하거나 혹

은 그 이상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사되고 있어, 갯
벌에 있어서 중요한 유기물 기원으로 여겨지고 있다.18) 더
욱이 저서 부착 미소조류와 해양입자성유기물의 탄소 안정

동위원소비는 각각 약 -15‰와 -20‰ 정도인 것에 비해, 육
상 식물은 -26‰ 정도의 낮은 값을 나타냈다.17) 따라서 분해

에 따른 탄소 안정동위원소비의 감소는 저서 부착 미소조

류나 해양 입자성 유기물 등 비교적 탄소 안정동위원소비

가 높은 유기물 분해에 비해, 육상 식물은 낮은 분해를 나

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연 환경 중에서는 연속적으로 

조류 유래의 유기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는 조류 유래의 유기물에 우선하

고, 육상 식물 유래의 유기물분해는 일어나기 어려운 가능

성이 있다. 지금까지 퇴적 유기물의 무기화에 있어서는 세

균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어 왔지만, 그 기여는 유기물 기

원마다 크게 다르다는 것이 본 연구에 의해 시사되었다. 
Augley et al.19)은 하구역 퇴적 유기물량과 δ13C의 값에 음

(-)의 상관이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른 유

기물에 비해 δ13C가 낮은 육상 식물 유래 유기물의 퇴적량

이 많을수록 퇴적물의 유기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고

찰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육상 식물 유래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δ13C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결국 육상 식물 유래 유기물 퇴적량이 많아지는 한 가

지 이유로는 육상식물 유래 유기물은 비교적 분해되기 어렵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Changes of total organic carbon (TOC) and δ13C ratio 
of sediment. Bars are means±SD (n=3).

퇴적 유기물에 포함하고 있는 지방산의 경시 변화를 Fig. 
3에 나타냈다. 총 지방산은 배양초기(404.6 µg/g)로부터 20
일(133.8 µg/g)까지 빠르게 분해가 진행됐다. 그러나 그 

후, 50일(27.4 µg/g)까지는 완만하게 분해가 진행 되었다. 
또 지방산 마커에 있어서는, 실험 시작 후, 20일까지 규조

류(20:5ω3)는 완만하게 분해되고 있지만, 녹조류(18:2ω6, 18: 
3ω3)와 와편모조류(22:6ω3)는 실험 시작으로부터 20일째까

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분해가 진행되었다(Fig. 3). 세균 유

래 지방산은 7일에 다소 증가를 나타냈지만, 전체적으로 감

소를 나타냈다. 한편 육상 식물 유래의 지방산인 LCFA에

서는, 20일째 이후에 분해가 진행하고 있다. 조류 유래 유

기물은 다른 유기물 기원과 비교해서 분해 속도가 큰 것이 

알려져 있다.9) 본 실험에서는 갯벌퇴적 유기물과 같이 다

양한 유기물이 혼합된 상태에 있어서도, 세균에 분해되기 

쉬운 조류 유래의 유기물로부터 분해가 시작되고 있는 것

이 확인 되었다.

3.2. 세균의 안정 동위원소비의 변화

세균의 탄소 안정동위원소비의 경시 변화를 Fig. 4에 나

타냈다. 배양 초기부터 7일까지 탄소 안정동위원소비가 -20.0 
‰로부터 -18.7‰까지 증가했지만, 7일째부터 20일까지 -18.7 
‰에서 -21.9‰까지 감소했고, 그 후, 50일까지 거의 변화되

지 않았다.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는 동화한 탄소가 반영되

기 때문에, 실험 초기와 후기로 세균이 동화한 유기물이 다

르다는 것이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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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total FA, bacteria biomarker, diatom, green algae, dinoflagellates, and land plant of sediment. Bars represent 
means±SD (n=3).

Fig. 4. Change of δ13C in bacteria. Bars are means±SD (n=3).

Fig. 5에는 세균 및 유기물의 탄소․질소 안정동위원소비

를 나타냈다. 육상 식물(δ13C = -26.6±0.76‰)과 하천입자성

유기물(δ13C = -25.5±0.64‰)의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는, 해양 
입자성 유기물(δ13C = -20.3±2.08‰)과 저서 부착 미소조류 

(δ13C = -16.3‰)와 비교해서 낮은 값을 나타냈다. 또, 질소 

안정동위체비는 육상 식물(δ15N = 3.6±1.12‰)과 비교해서 하

천 입자성 유기물(δ15N = 8.9±0.50‰)과 해양 입상성 유기물

(δ15N = 10.4±3.08‰)이 높은 값을 나타냈다. 한편, 세균의 안

Fig. 5. δ13C and δ15N plot of bacterial organic natter and po-
tential food sources. I(0day), II(7day), III(15day), IV(20 
day), V(50day). Bars represent means±SD (n=3).

정 동위원소비(δ13C = -20.9~-18.6‰, δ15N = 6.7~8.6‰)는 비

교적 해양 입자성 유기물 및 저서 부착 미소조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Fig. 5). 세균의 안정 동위원소비의 경

시 변화로 볼 때, 초기(0~15일)에는 세균이 해양 입자성 유

기물 및 저서 부착 미소조류유래의 유기물을 분해․동화했

기 때문에 세균의 탄소 안정동위원소비가 이것들의 유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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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분해

가 진행됨에 따라, 분해되기 쉬운 해양 입자성 유기물이나 

저서 부착 미소조류유래의 유기물이 감소하고, 유기물원으

로서, 하천으로부터 유입하는 육상 유래 유기물을 이용하게 
되어, 실험 후기에서 세균의 탄소 안정동위원소비가 감소했

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제시한 퇴적 유기물의 

감소 경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즉, 세균은 다양한 유기물이 

혼합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분해․동화하기 쉬운 조류를 

탄소원으로 이용하고, 다음으로 분해하기 어려운 육상 식물 
유래의 유기물을 탄소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갯벌 퇴적 유기물의 분해과정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방산

과 안정 동위원소비를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다양한 기원의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갯벌 퇴적 유기물

의 분해는 저서 부착 미소조류 및 식물 플랑크톤과 같은 분

해되기 쉬운 조류유래의 유기물이 우선적으로 분해가 시작

되었으며, 그 후 육상 식물과 같은 분해성이 낮은 유기물이 

분해되고 있음이 안정 동위원소비와 지방산 마커의 경시 

변화로부터 확인되었다. 또한 안정 동위원소비에 의한 결

과로부터 세균의 먹이원의 이용 또한 조류 유래 유기물로

부터 육상 식물 유래 유기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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