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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ommunity structure and health status of macrobenthos assemblages were investigated in the
subtidal area of the Nakdong River estuary, Southern Coast of Korea. Benthic fauna samples were collected
seasonally at 8 stations in the subtidal area of the Nakdong River estuary from February 2013 to October 2015.
During the survey, a total of 380 species and 4,603 ind./m2 of macrobenthos in all sampling areas were
collected. The major dominant species were the polychaetes Minuspio japonica, Pseudopolydora kempi,
Heteromastus filifomis, Capitella capitata, the amphipod Grandidierella japonica and the bivalvia Arcuatula
senhousia. Some species of polychaetes found in the study area consisted of opportunistic species that showed
high densities when habitat condition was poor. On the other hand, macrobenthos assemblages in the study
area were divided into brackish water and marine groups. Abundance was high in the brackish group, while
the number of species and diversity index were high in the oceanic group. The three indices (AMBI, M-AMBI,
and BHI) in the assessment of health levels based on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number of species in
macrobenthic were commonly shown to be in good condition in the group of oceanic stations, while relatively
poor conditions were reflected in the group of brackish stations. Compared to other indices, the M-AMBI
index of the three indices for health assessment was considered to be a relatively more suitable one to assess
benthic ecologic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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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구역은 육지로부터 공급되는 담수와 해수의 혼합으
로 인해 희석된 염분농도를 가지는 반폐쇄 형태의 연안수
역이며(Pritchard 1967), 다양한 물질이 집적되고 유출되
는 육상과 해양간의 여과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한다(Schubel and Kennedy 1984; McLusky 1989). 또한 하구역은
담수 유입량의 정도, 바람 및 조석 등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해 수괴가 완전히 혼합되지 않는 이질적인 상태를 유지
함으로서 수온, 염분농도와 용존산소농도 등 환경요인의
시･공간적인 변화가 매우 크다(Kikuchi 1981; Benyoucef
et al. 2013). 따라서 하구역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은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내성이 뛰어남과 동시에
군집구조는 매우 복잡한 시․공간적인 변화양상을 나타낸
다(Ysebaert et al. 2003). 이렇듯 하구역에 서식하는 대형
저서동물 군집의 생물다양성은 인접한 해양 및 담수생태
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환경에 적응한 특정 생물
종의 개체군은 매우 잘 발달하여 단위면적당 생물량이 높
다는 특징이 있다(Remane and Schlieper 1958; McLusky
and Elliot 2004). 하구역을 포함한 연안역은 전 세계적으
로 생물생산력이나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생태계로
인식되고 있다(Day et al. 1989; Houde and Rutherford
1993; Costanza et al. 1997).
대형저서동물은 해양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 구성생물
군의 하나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매우 높다(van der Veer
et al. 1990). 또한 대형저서동물은 이동성이 적거나 또는
정주성(고착성)의 특징을 보이며, 급성 또는 만성적인 서
식처 교란에 반응하여 능동적으로 도피할 능력이 미약하
기 때문에 환경변화의 영향을 감지하는데 있어 유용한 생
물군이다(Pearson and Rosenberg 1978). 이렇듯 대형저서
동물 군집은 서로 다른 형태의 환경교란에 적응내성을 가
지는 다양한 생물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퇴적물의 내부 또
는 표면 위를 흐르는 해수와의 영양염 순환(또는 물질순
환)과 상위 영양단계로의 에너지 전달에 중요한 생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Diaz et al. 2004; Dauvin et al. 2007).
결국 하구역에서 대형저서동물의 출현 종수, 개체수와 군
집구조의 파악은 해역의 구조적 안정성과 환경교란의 정
도를 감시하는데 있어 중요하다(Parker 1975; Rosenberg
and Nilsson 2005; Wildsmith et al. 2009).
현재 해양생태계 연구에 있어서 대형저서동물을 대상
으로 하는 다양한 생물 평가지수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
한 생물 평가지수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교란으로부터 생
태계의 질적인 상태(quality status)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Borja et al. 2003). 특
히 최근에는 정량적인 형태의 건강도 평가를 위하여 대형
저서동물을 이용한 다양한 생물지수들이 지속적으로 개

발 및 적용 중에 있다. 이 중 본 연구에 적용된 AMBI (ATZI’s
Marine Biotic Index, Borja et al. 2003)와 M-AMBI 지수
(Multivariate-AMBI, Muxica et al. 2007)는 전 세계적으로
무산소와 빈산소해역, 부영양화해역, 해사채취와 준설해
역, 유류오염해역, 생활 및 산업오폐수 유출해역 등 인위
적인 교란이 다양하게 수렴되는 환경에 대한 감지와 평가
능력이 높은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Borja et al. 2009). 또
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역 주변해역에 다수의 양식
어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4-08호 2014)｣
에서 제안하고 있는 BHI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지
수를 기초로 저서생태계의 건강도를 비교함으로서 현 상
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낙동강 하구역 주변해역에서 수행된 대형저
서동물 연구는 크게 군집과 생물상 연구로 양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군집연구로는 Lee et al. (2005) 및 Seo et al.
(2016)과 Bae and Yoon (1988, 1989a, 1989b)의 결과로
전자는 하구역의 외해역을 대상으로, 후자는 낙동강 하구
역의 기수역 및 모래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Yoon et al. (2011)은 낙동강 하구역 전
역을 대상으로 홍수기 전후에 따른 대형저서동물 군집의
변화상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생물상 연구로는 주로 대형
저서동물군의 대표적 생물군인 연체동물과 절지동물의
갑각류를 대상으로 실시된 바가 있다(Kim and Jang 1987;
Kwon 1988; Jo 1988a, 1988b, 1989, 1990a, 1990b; Kim
1991; Jang and Kim 1992). 또한 낙동강 하구역의 건강도
평가는 해양역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가 유일하다(Seo
2016). 본 연구는 낙동강 하구역의 기수역과 해양역을 대
상으로 대형저서동물 군집에 대해 3개년 간의 비교적 장
기간의 현장조사를 기초로 대형저서동물 군집의 시·공간
적인 변화특성과 건강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재료 및 방법
조사지 개황
낙동강은 강원도 삼척시 황지에서 발원하여 총 연장
522 km를 흐르는 국내에서 2번째로 긴 하천이며, 23,656
km2에 달하는 집수역의 물을 모아 최종적으로 남해로 유
입된다(Park et al. 2001). 또한 낙동강은 서해안으로 열려
있는 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기수역을 가지
고 있으며, 하구역에는 갯벌, 삼각주 및 모래등(진우도, 대
마등, 장자도, 맹금머리등, 백합등, 도요등)과 같이 다양한
서식처가 존재한다. 이렇듯 낙동강 유역 일원해역은 1966
년에 천연기념물 제179호(문화재청)로 지정된 것을 시작
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1982), 자연
환경보전지역(1987), 자연생태계보전지역(1989) 및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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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1999)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 유
역 일원해역은 1960년대와 1990년대에 각각 산업단지와
녹산․명지지구 조성을 위한 간척사업이 실시된 바 있고,
특히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굿둑 조성공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0년
대 후반과 2000년대 중․후반에는 부산신항, 을숙도 대교
및 4대강 사업에 따른 상류지역의 보건설과 동시에 준설
작업이 수행된 바 있다. 현재까지도 낙동강 유역 일원해역
에서는 에코델타시티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보전과
개발압력이 상충하는 장소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장조사
연구해역은 낙동강 하굿둑에서 외해역까지 총 8개 정점
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형저서동물의 채집을 위한 현장조
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절별로 실시하였다(Fig.
1). 또한 현장조사 정점은 본 조사와 동시에 이루어진 Yoo
et al. (2016)과 Yoon et al. (2017)의 염분농도 자료를 기초
로 기수역 3개 정점(정점 1~3)과 외해역 5개 정점(정점
4~8)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대형저서동물의 채집은 채집
면적이 0.1 m2인 개량된 채니기(modified van Veen grab
sampler)를 이용하여 정점 당 2회(0.2 m2)의 퇴적물을 채취
하였다. 현장조사에서 채취된 퇴적물은 1 mm 망목의 체를
이용하여 대형저서동물을 일차적으로 분리하였고, 10%의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여 실험실로 운반한 후 분류군
별로 선별하였다. 한편 선별된 표본은 가능한 종 수준까지
동정을 실시하였고, 개체수를 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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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
연구해역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를 파악
하기 위하여, 종 다양도 지수(H’, Shannon and Weaver 1949)
와 균등도 지수(Pielou 1977)를 구하였다. 한편 출현 종과
개체수 자료를 이용한 군집분석에서 각 정점 간의 유사도
(similarity)를 파악하기 위하여, Bray and Curtis (1957)의
지수를 이용하였다. 유사도 지수 행렬로부터 각 조사 정점
과 출현 종을 연결하는 방법으로는 group-average를 이용
하였다. 군집분석은 PRIMER (Plymouth Routines Multivariate Ecological Research) computer package를 이용하
여 수지도(Dendrogram)로 표현하였다(Clarke and Warwick
2001). 또한 연구해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시·공
간에 따른 출현 종수와 개체수의 차이유무를 파악하기 위
하여 일원일차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일차분산분석에 앞서 분산의 동질성 파악을 위해 레
빈검정(Levene’s test)을 수행하였고, 원자료는 필요한 경
우에 로그변환하였다. 연구해역의 우점종은 출현 개체수
를 기초로 선정하였다.
건강도 평가
연구해역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의 개체수 자료를
기초로 건강도를 평가하였다. 건강도 평가는 유럽연합에
서 이용되고 있는 AMBI (AZTI’s Marine Biotic Index,
Borja et al. 2003) 및 M-AMBI지수(Multivariate-AMBI,
Muxica et al. 2007)와 국내에서 개발된 BHI지수를 산출
하여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 중 AMBI지수는 개별 종의
민감도와 내성도(sensitivity and tolerance)를 파악하여 해
당 기능군의 점유율을 기초로 생산되며, 그 평가는 AZTI’s
Marine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www.azti.es)
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반면 BHI지수는 환형동물문에
속하는 다모류(해산갯지렁이류) 개별종의 유기물 농도에
따른 출현 빈도와 밀도를 기초로 분류된 4개의 기능군에
대한 개체수를 기초로 산출하였다. 특히 본 지수의 이용에
있어서 개별 기능군의 분류는 다모류 그룹별 종 목록(국
립수산과학원 고시 2014-08호)을 활용하였다.

3. 결 과

Fig. 1. Map of study area, including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출현 종수 및 개체수
연구해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은 총 380종/19.2 m2
이었고, 출현 개체수는 441,855개체(4,603개체/m2)를 나
타내었다. 출현 종수는 환형동물의 다모류가 152종(40.3%)
이 채집되어 가장 우점하였고, 다음으로 절지동물의 갑각
류와 연체동물이 각각 108종(28.7%)과 98종(25.3%)이 출
현하였다(Fig. 2). 한편 조사시기에 따른 출현 종수는 119~
183종의 범위에 2014년 하계에 가장 적었고, 동년 춘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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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unal composition of macrobenthic assemblages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Fig. 3. Spatio-temporal variations in the species number of macrobenthos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upper figure: total species number; lower one: mean species number at each station; Wi: winter, Sp: spring, Su:
summer, Au: autumn)

가장 많았다. 이 밖에 2013년 하계, 2014년 동계, 2015년
동계, 하계 및 추계에 150종 이상이 채집되어 상대적으로
다양하였다. 또한 조사정점별 평균 출현 종수는 20~57종
의 범위에 정점 3에서 가장 적었고, 정점 8에서 가장 많았
다. 이 외에 정점 4, 5와 7에서 각각 평균 50종, 53종 및
45종이 출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다(Figs. 3 and 5).
출현 개체수에 있어서도 다모류는 346,900개체(78.5%)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동물
의 순서로 각각 50,310개체(11.4%), 32,315개체(7.3%) 및
11,115개체(2.5%)가 채집되었다(Fig. 2). 출현 개체수는

조사시기에 따라 7,705~74,065개체의 범위에 2013년 추
계에 가장 적었고, 동년 동계에 가장 많았다. 이 밖에 2014
년 동계, 2015년 동계 및 하계에 40,000개체 이상의 밀도
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조사정점별 평균 출현
개체수는 904~19,722개체의 범위에 정점 6에서 가장 적
었고, 정점 1에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정점 2에서 7,844
개체가 출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연
구해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출현 종수는 시간경
과에 따라서 증가의 경향을 나타낸 반면, 개체수는 감소와
증가의 경향을 보여 차이가 있었다. 반면 공간적으로도 출

Community Structure of Macrobenthos in Nakdong River Estuary

77

Fig. 4. Spatio-temporal variations in the faunal abundances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upper figure:
total ind./8 m2; lower one: ind./m2 at each station; Wi: winter, Sp: spring, Su: summer, Au: autumn)

Fig. 5. Spatio-temporal variations in the species numbers (left) and abundances (right) at each station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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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종수는 해양역 정점군에서 많았고, 출현 밀도는 기수역
정점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여 차이가 있었다
(Figs. 4 and 5).
한편 대형저서동물의 출현 종수와 개체수의 조사시기
및 정점에 따른 차이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일원
일차분산분석에서도 평균 출현 종수는 차이가 있었고, 특
히 2015년에 평균 출현 종수가 많았다(F2, 95 = 5.03, p <
0.01). 또한 조사정점에 따른 평균 출현 종수(F7, 95 = 13.109,
p < 0.01)와 개체수(F7, 95 = 12.620, p < 0.01)는 해양역과
기수역 정점군에서 차이가 있었고, 출현 종수는 해양역의
정점군에서 많았던 반면, 개체수는 기수역의 정점군에서
많았다.
우점종
연구해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개체수를 기준으
로 상위 10위 우점종을 선정하였다. 분류군에 있어서는
다모류가 8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갑각류와 연체
동물의 이매패류가 공통적으로 1종이 상위에 위치하였다.
이들을 최우선 순위별로 보면, 다모류의 Minuspio japonica,
두점박이선녀얼굴갯지렁이(Pseudopolydora kempi), 고리
버들갯지렁이(Heteromastus filiformis), 갑각류의 발성육
질꼬리옆새우(Grandidierella japonica), 다모류의 Polydora
cornuta, 등가시버들갯지렁이(Capitella capitata), 연체동
물 이매패류의 종밋(Arcuatula senhousia), 다모류의 양손
갯지렁이(Magelona japonica), 나팔얼굴갯지렁이(Rhynchospio glutaea) 및 작은부채발갯지렁이(Eteone longa)
등이었다. 이들 상위 10위 우점종들은 총 321,130개체의
밀도를 나타내 전체의 72.7%를 차지하였다. 특히 Minuspio
japonica는 88,205개체가 출현하여 전체의 20.0%로 가장

점유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두점박이선녀얼굴갯지렁이가
79,620개체, 18.0%를 점유하였다(Table 1).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해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개체수 기준 상위 우점종은 공간적으로 광역분포종, 해양
역 분포종 및 기수역 분포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중 광역분포종은 다모류의 고리버들갯지렁이와 오뚜
기갯지렁이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전자는 공간분포가
기수역에 보다 집중되었고, 조사시기에 따라서도 2013년
동계(5,160개체), 춘계(6,895개체), 2015년 동계(7,460개
체) 및 하계(4,765개체)에 특징적으로 밀도가 높았다. 반
면 후자는 해양역에 보다 넓게 분포하고 있었고, 조사시기
별로는 2013년 동계(2,495개체), 2014년 동계(1,555개체)
와 춘계(1,420개체)에 밀도가 높았다(Fig. 6). 다음으로 해
양역 분포종은 양손갯지렁이와 갑각류의 안경옆새우류인
Ampelisca bocki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 가운데 양손갯지
렁이는 해양역의 모든 정점에서 출현하고 있었으나, 특히
정점 7과 8에서 그 밀도가 높았다. 그러나 본 종의 조사시
기에 따른 밀도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또한 A.
bocki도 해양역의 전 정점에서 채집되었고, 조사시기별로
는 2014년 동계에 정점 7과 8에서 각각 835개체와 785개
체로 많았던 것을 제외하면, 기타 조사시기에는 비교적 밀
도가 적었다(Fig. 7). 마지막으로 기수역 분포종은 Minuspio
japonica, 두점박이선녀얼굴갯지렁이, 등가시버들갯지렁
이, 발성육질꼬리옆새우 및 종밋 등이었다. 이들 5종은 기
수역의 정점 1, 2 및 3에서 공통적으로 밀도가 높았다. 이
중 Minuspio japonica는 2013년 하계와 2015년 동계 및
춘계에 각각 16,365개체, 26,000개체 및 17,455개체가 채
집되어 비교적 춘계와 조사후반기인 2015년에 전반적으
로 밀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P. kempi는 2013년과 2015년

Table 1. Top 10 dominant species ranked by their total abundance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during
this study period (Apol: Annelida Polychaeta, CAm: Arthropoda Crustacea Amphipoda, MBi: Mollusca Bivalvia)
Rank

Taxa

Species name

Abundance

Percentage (%)

1

Apol

Minuspio japonica

88,205

20.0%

2

Apol

Pseudopolydora kempi

79,620

18.0%

3

Apol

Heteromastus filiformis

32,170

7.3%

4

CAm

Grandidierella japonica

24,305

5.5%

5

Apol

Polydora cornuta

23,835

5.4%

6

Apol

Capitella capitata

21,390

4.8%

7

MBi

Arcuatula senhousia

19,050

4.3%

8

Apol

Magelona japonica

11,845

2.7%

9

Apol

Rhynchospio glutaea

11,345

2.6%

10

Apol

Eteone longa

9,365

2.1%

321,130

72.7%

Total

Community Structure of Macrobenthos in Nakdong River Estuary

79

Fig. 6. Distribution patterns of two dominant species (Heteromastus filiformis (left) and Sternaspis scutata (right))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Fig. 7. Distribution patterns of marine species (Magelona japonica (left) and Ampelisca bocki (right))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동계에 각각 50,025개체와 15,820개체가, 등가시버들갯지
렁이는 2014년 동계에 15,640개체가 채집되어 출현 밀도

가 매우 높았다. 한편 발성육질꼬리옆새우는 2015년 하계
에 14,320개체가 출현하여 특징적이었고, 종밋은 2015년

80

Youn, S. H. et al.

Fig. 8. Distribution patterns of blackish species (Minuspio japonica (a), Pseudopolydora kempi (b), Capitella capitata
(c), Grandidierella japonica (d) and Arcuatula senhousia (e))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춘계부터 추계에 이르기까지 각각 6,205개체, 5,045개체
및 4,425개체가 출현하였다(Fig. 8).
생태학적 제 지수 및 군집구조
연구해역에서 대형저서동물 군집의 다양도 지수는
0.55~3.73의 범위에 2013년 하계의 정점 3에서 가장 낮았
고, 2015년 추계의 정점 5에서 가장 높았다. 다양도 지수
는 기수역의 정점 1, 2 및 3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낸 반면, 해양역의 정점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해양역 정점군에서는 2014년 하계에 다양
도 지수 값의 감소가 관찰되었다(Fig. 9). 한편 균등도 지
수는 0.19~0.91의 범위에 2013년 하계의 정점 3에서 가장
낮았고, 동년 추계의 정점 5에서 가장 높았다. 이렇듯
2013년 하계의 낮은 균등도 지수는 다모류의 Minuspio
japonica와 두점박이선녀얼굴갯지렁이의 대량출현에 그

원인이 있었다(Fig. 9).
연구해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개체수를 기초로
실시한 집괴분석 결과에서 대형저서동물 군집은 크게 3개
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그룹 1은 기수역에 위치한
정점 1, 2 및 3으로 구성되었고, 다모류의 Minuspio japonica, 두점박이선녀얼굴갯지렁이 및 고리버들갯지렁이가
우점하는 군집이었다. 다음으로 그룹 2는 주로 해양역의
정점 4, 5, 7 및 8을 포함한 가운데 다모류의 양손갯지렁
이, 오뚜기갯지렁이 및 성구동물의 상어껍질별벌레(Phascolosoma scolops)가 우점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룹 3은 가
덕도 인근의 정점 6을 대표하였고, 다모류의 큰갈매기고
리갯지렁이(Goniada japonica), Mediomastus californiensis
및 옆새우류의 Eochelidium miraculum이 우점하는 군집
이었다(Fig. 10; Table 2). 한편 상기의 3개 군집 중에서
출현 종수는 그룹 2에서 평균 51종이 출현하여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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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patio-temporal variations of diversity (left) and evenness (right)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Fig. 10. Dendrogram from the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abundance data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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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station group determined by cluster analysis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Contents / Group

Group 1(St.1, 2, 3)

Group 2(St.4, 5, 7, 8)

Group 3(St.6)

Dominant Species

Minuspio japonica
Pseudopolydora kempi
Heteromastus filiformis
Arcuatula senhousia
Cyathura higoensis
Grandidierella japonica
Polydora cornuta
Capitella capitata

Magelona japonica
Sternaspis scutata
Phascolosoma scolops
Heteromastus filiformis
Cosurridae sp.
Glycinde gurjanovae
Mediomastus californiensis
Leiochrus sp.

Goniada japonica
Mediomastus californiensis
Eochelidium miraculum
Siliqua pulchella
Aricidea assimilis
Ampelisca brevicornis
Phyllodoce koreana

Stations

30

52

14

24±10(10~45)

51±16(12~82)

24±6(11~34)

Abundance (ind./m )

11,710±11,990(220~42,685)

1,525±765(215~4,235)

805±605(135~2,680)

Diversity

1.50±0.42(0.55~2.24)

2.85±0.50(1.58~3.75)

2.13±0.63(1.02~2.98)

Evenness

0.49±0.14(0.19~0.85)

0.74±0.09(0.47~0.87)

0.68±0.19(0.35~0.91)

Species number
2

고, 다음으로 그룹 1과 3에서 공통적으로 24종이 채집되
었다. 반면 개체밀도는 그룹 1에서 평균 11,710개체로 가
장 높았고, 그룹 2와 3에서 각각 평균 1,525개체와 805개
체가 출현하였다. 다양도 지수는 그룹 2에서 평균 2.85의
수치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룹 3과 1에서 각각 평균
2.13과 1.50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연구해역의 대형저서
동물 군집은 해양역의 정점군에서는 출현 종수와 다양도
지수가 높았던 반면, 기수역의 정점군에서는 특정 종의 대
량 출현에 의해 개체수가 많다는 차이를 보였다.
건강도 평가
AMBI
연구해역에서 AMBI지수는 0.4~4.7의 범위에 2014년
추계의 정점 5에서 가장 낮았고, 동년 동계의 정점 1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해역의 총 96개 정점을 대상으로 한
AMBI지수에서 정상 또는 교란되지 않은 상태(undisturbed
status)는 2014년 추계의 정점 5를 포함한 총 10개 정점으
로 구성되었고, 다음으로 약간 교란 상태(slightly status)는
2013년 동계의 정점 1을 비롯한 총 67개 정점이, 마지막
으로 중간 교란 상태(moderately status)는 2014년 동계의
정점 1을 포함한 총 19개 정점이었다. 반면 심한 교란 상
태(Extremely disturbed status)를 나타내는 정점은 없었다.
AMBI지수를 기초로 한 연구해역의 건강도는 전반적으로
기수역의 정점군에서 교란 정도가 비교적 심하였던 반면,
해양역의 정점군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Fig. 11).
M-AMBI
연구해역에서 M-AMBI지수는 0.23~0.89의 범위에 2015

Fig. 11. The ecological quality status assessed by the AMBI
at each station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 Undisturbed, ■: Slightly disturbed, ●:
Moderately disturbed)

년 춘계의 정점 1에서 가장 낮았고, 2014년 춘계의 정점
5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해역의 총 96개 정점을 대상으로
한 M-AMBI지수에서 가장 양호한 상태(high statu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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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ecological quality status assessed by the MAMBI at each station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 high, ■: good, ●: moderate,
▲: poor)

2014년 춘계의 정점 5를 포함한 총 16개 정점이 포함되었
고, 다음으로 양호한 상태(good status)와 중간 상태(moderate status)는 각각 40개(2013년 동계의 정점 5 등)와 26개
정점(2013년 동계의 정점 1 등)이었다. 반면 불량한 상태
(poor status)를 나타내는 정점은 2015년 춘계의 정점 1을
비롯한 총 14개 정점이 포함되었고, 가장 불량한 상태(bad
status)의 정점은 없었다. M-AMBI지수를 기초로 한 연구
해역의 건강도는 전반적으로 기수역의 정점군에서 중간
에서 불량한 상태를 반영하는 정점이 많았던 반면, 해양역
의 정점군에서는 비교적 양호 또는 가장 양호한 상태를
나타낸 정점들로 구성되었다(Fig. 12).
BHI
연구해역에서 BHI지수는 32~98의 범위에 2014년 동계
의 정점 1에서 가장 낮았고, 2013년 하계의 정점 3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해역의 총 96개 정점을 대상으로 한
BHI지수에서 가장 양호한 상태(1등급)는 2013년 하계의
정점 3을 포함하여 총 81개 정점으로 구성되었고, 다음으
로 양호한 상태(2등급)는 2013년 춘계의 정점 3을 비롯하
여 총 12개 정점이었다. 반면 불량한 상태(3등급)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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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ecological quality status assessed by the BHI
at each station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 level 1, ■: level 2, ●: level 3)

년 추계의 정점 1을 포함한 3개 정점이, 그리고 가장 불량
한 상태(4등급)의 정점은 없었다. BHI지수를 기초로 한
연구해역의 건강도는 2013년 춘계와 2014년 동계의 정점
1과 2015년 하계의 정점 2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정점에서 2등급 이상의 양호한 환경상태를 반영하고 있었
다(Fig. 13).

4. 고 찰
낙동강 하구역의 주변해역은 습지 및 사주가 잘 발달한
전형적인 하구역의 공간적 특성을 가지나, 인근해역에는
대도시와 다수의 공단 및 항만시설이 입지하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연구해역은 1987년 11월에 하굿둑이 완공되면
서 담수와 해수의 자연적인 혼합이 인위적으로 통제되는
등 자연 하천의 기능이 차단되어 생태계 변화가 비교적
심한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Yoon et al. 2011). 한편 우
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한 한강, 금강, 만경강 및 동진강 하
구역의 대형저서동물 군집은 일차적으로 염분농도의 구
배에 의해, 또한 공간분포 양상은 퇴적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Choi and Koh 1994; Yoo and
Hong 1996). 본 연구에서는 대형저서동물의 서식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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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러나 본 연구와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Yoon et al. (2017)
에 의하면, 연구해역은 하굿둑 건설 이전에는 담수유입과
조석작용에 의해 일반적인 하구역의 해수유동을 보이나
하굿둑 완공이후에는 담수 유입량에 의해 조절되는 양상
으로 변경되었고, 하굿둑에서 해양역으로의 염분농도 구
배가 현재까지도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한 서식처의 기질로서 퇴적상에 있어서도 현장조사시의
관찰과 기존 연구(Yun and Paik 2001; Lee et al. 2005;
Yoon et al. 2011; Seo et al. 2016)를 종합해 보면, 낙동강
하굿둑에서 해양역까지는 전반적으로 펄퇴적물이 우세하
게 분포하나, 가덕도 인근해역은 세립한 모래퇴적물로 구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형저서동물의 생물량, 우점종 및 군집구조
연구해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은 총 380종에 단위
면적당(m2) 출현 개체수는 4,603개체이었다. 본 연구에서
의 380종은 가덕도 주변해역의 260종(Yun and Paik 2001),
가덕도 주변과 해양역의 203종(Lee et al. 2005), 기수역과
해양역의 150종(Yoon et al. 2011) 및 해양역의 266종(Seo
et al. 2016)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생물다양성이 높다.
또한 단위면적당(m2) 출현 개체수에 있어서도 Yun and
Paik (2001)의 1,729개체, Lee et al. (2005)의 1,554개체와
Seo et al. (2016)의 859개체보다도 월등히 높은 밀도를 나
타내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상기 연구들은 공간적으로
낙동강 하구일원 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
통점이 있다. 그러나 Lee et al. (2005)과 Yoon et al. (2011)
은 각각 2001년과 2010년에 실시된 일회성 조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반면 Seo et al. (2016)은 본 연구와 동일하게
3개년의 조사와 계절성이라는 조사주기를 반영하고 있다
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공간적으로는 해양역과 기수
역-해양역의 일부 정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듯 동일한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현장
조사 시의 채집면적과 빈도(횟수)등의 조사강도와 서식처
의 퇴적상은 대형저서동물의 출현 종수와 밀도 차이에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채집면적이 서로 다른
해역에서의 출현 종수 비교를 위하여 이용되는 Whittaker
(1975)의 지수를 도입하여 비교를 시도하였다(Table 3).
그 결과, 본 연구에서 29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41
(Yun and Paik 2001), 220(Lee et al. 2005), 207(Seo et
al, 2016) 및 193(Yoon et al. 2011)의 수치를 보여 본 연구
의 지수가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
어 생물다양성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의 높은 출현 종수와 밀도는 상기의 연
구들이 단기적인 연구기간(일회성과 계절성)과 특정 해역
(해양역 및 기수-해양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발생
하는 차이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연구해역에서 대형저서
동물의 출현 종수는 시간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2014년 이후에는 동계에 공통적
으로 출현 종수가 많았다. 반면 개체수는 감소와 증가의
경향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출현 종수의 경향과
유사하게 매년 동계에 공통적으로 밀도가 높았다. 한편 공
간적으로 출현 종수는 해양역의 정점군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하였던 반면, 개체수는 공통적으로 기수역의 정점군
에서 많았다. 또한 다양도와 균등도 지수도 생물지수의 경
향을 잘 반영하여 기수역 정점군에서는 낮은 값을, 반대로
해양역 정정군에서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자연상태의 하구역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의 종 다양
성은 담수종과 해산종의 임계 염분농도(critical salinity)인
5–8 psu에서 최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간적으로
도 강을 향해서는 담수종이, 해양을 향해서는 해산종이 증
가하게 된다(Khlebovich 1968; Remane and Schlieper 1971).
텍사스의 Corpus Christi Bay 하구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출현 종수는 담수가 유입되는 곳으로부터 해양으로
향하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밀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lint and Kalke 1985). 이러한 출현
종수와 개체수의 분포 양상은 본 연구해역에서도 잘 일치
하고 있다.
연구해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주요 우점종은
공간적으로 광역분포종, 해양역 분포종 및 기수역 분포종

Table 3. Sampling area, species numbers and abundances of the present and previous studies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Busan, Korea (Whittaker’s d is also presented for the comparison of relative species diversity)
Sampling area
(m2)

Species number

Abundance
(ind./m2)

Whittaker
d

Reference

12

260

1,729

241

Yun and Paik 2001

8.4

203

1,554

220

Lee et al. 2005

6

150

-

193

Yoon et al. 2011

19.2

266

859

207

Seo et al. 2016

19.2

380

4,603

296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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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광역분포종은 다모류의
고리버들갯지렁이와 오뚜기갯지렁이가 대표적이었다. 그
러나 전자는 그 분포가 기수역에 보다 집중되어 있고, 후
자는 해양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반면 해양역 분포종은
양손갯지렁이와 갑각류의 안경옆새우류인 Ampelisca bocki
가 이에 해당하고, 기수역 분포종은 Minuspio japonica, 두
점박이선녀얼굴갯지렁이, 등가시버들갯지렁이, 발성육질
꼬리옆새우 및 종밋 등이었다. 이상에서 연구해역에 서식
하는 주요 우점종은 염분농도의 구배에 따라 그 서식분포
를 달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형저서동물
군집의 조사정점에 따른 차이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분석에서도 잘 반영되어 평균 출현 종수와 개체수는 해양
역과 기수역 정점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출현
종수는 해양역의 정점군에서 많았던 반면, 개체수는 기수
역의 정점군에서 많아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연구해역
에서 대형저서동물의 군집도 크게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된
가운데 그룹 1은 기수역에 위치한 정점 1, 2 및 3이, 그룹
2는 해양역의 정점 4, 5, 7 및 8로 구성되고 있다. 반면
그룹 3은 가덕도 인근의 모래퇴적물로 구성된 정점 6을
대표하고 있다. 결국 연구해역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
군집은 염분농도의 구배와 퇴적상의 차이에 따라 생물지
수(출현 종수와 개체수), 우점종의 공간분포 및 구조가 결
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도
연구해역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 군집의 건강도는 3
개 지수(AMBI, M-AMBI 및 BHI)에서 공통적으로 기수
역의 정점군에서 불량(또는 교란 상태)한 환경상태를 나
타낸 반면, 해양역의 정점군에서 양호한 환경상태를 반영
하고 있다. 특히 불량한 환경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기수역
의 총 24개 정점들 가운데 AMBI와 M-AMBI지수는 교란
또는 불량한 상태를 반영하는 정점이 각각 19개와 14개로
많았으나, BHI지수는 불과 3개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3개의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AMBI와
M-AMBI지수 결과는 BHI지수와 비교적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서식처의 환경상태는 BHI지수와 비교해 2개 지
수가 보다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BHI지수는 지수 개발의 목적과 부합되게 어류양식어
장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해역의 기수역 정점군에서 출현한 우점종들은
환경이 불량하거나 또는 교란된 해역에서 출현하는 종들
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들 종은 Pearson and Rosenberg
(1978)가 제시하고 있는 유기물 오염과 관련하여 기회종
적 특성을 보이거나 또는 오염지표종으로 분류되는 종들
이 대부분으로 다모류의 Minuspio japonica, 두점박이선
녀얼굴갯지렁이, 등가시버들갯지렁이, 고리버들갯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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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매패류의 종밋 등이 이에 해당한다. Park et al. (2016)
은 하굿둑 완공 직후 기수역에 서식하는 갑각류가 사라지
고, 연체동물의 출현 종수와 밀도도 급격하게 감소하며 다
모류의 Prionospio membranacea, 두점박이선녀얼굴갯지
렁이와 단각류의 중국뱀옆새우(Sinocorophium sinensis)
와 같은 대표적인 유기물 오염지시종이 출현하여 하굿둑
완공이후 저서 환경이 점진적으로 오염되고 있음을 보고
한 바 있다. 또한 Seo (2016)는 기수역의 건강도가 해양역
보다는 대체적으로 교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잘 일치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
구에서 적용된 3개의 건강도 지수와 다양도 지수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연구해역은 전반적으로 해양역보
다 기수역의 건강도가 상대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건강도 지수중에서 생물지수와 우점종의 생태학
적 특징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M-AMBI지수가 다른 지
수와 비교해 해역의 건강도를 보다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낙동강 하구역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 군
집과 저서생태계의 건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013년 2
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각 8개 정점을 대상으로 현장조
사를 실시하였다. 연구해역에서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대
형저서동물은 총 380종으로 단위면적당(m2) 출현 개체수
는 4,603개체이었다. 연구해역에서 출현한 주요 우점종은
환형동물 다모류의 Minuspio japonica, 두점박이선녀얼굴
갯지렁이(Pseudopolydora kempi), 고리버들갯지렁이(Heteromastus filifomis), 등가시버들갯지렁이(Capitella capitata),
절지동물 갑각류의 발성육질꼬리옆새우(Grandidierella
japonica)와 연체동물 이매패류의 종밋(Arcuatula senhousia)
등이었다. 연구해역에서 관찰된 다모류의 일부 종은 서식
처의 환경상태가 불량할 때 높은 밀도를 나타내는 기회종
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연구해역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
물 군집은 염분 농도의 구배에 따라 기수역과 해양역 정
점군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기수역 정점군은 출현 개체수
가 많았던 반면, 해양역 정점군은 출현 종수와 다양도 지
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가 있었다. 연구해역에서 출현
한 대형저서동물의 생태학적 특성과 개체수를 기초로 한
건강도 평가에서 3개 지수(AMBI, M-AMBI, BHI)는 공통
적으로 해양역 정점군에서는 양호한 상태를 나타낸 반면,
기수역 정점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량한 상태를 반영하
였다. 또한 건강도 평가의 3개 지수중에서 M-AMBI지수
는 다른 2개 지수들과 비교했을 때 연구해역 대형저서군
집의 건강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86

Youn, S. H. et al.

사 사
이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연구인 “환경 변화
에 따른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R202105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Bae KS, Yoon IB (198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ubstratum and benthic macroinvertebrates community in
Naktong estuary. Korean J Lim 21(2):93–116
Bae KS, Yoon IB (1989a) Ecological studies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 Naktong estuary, Korea. Korean J
Lim 22:337–356
Bae KS, Yoon IB (1989b) Study on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dynamics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 Naktong estuary. Korean J Lim 22(1):11–27
Benyoucef I, Blandin E, Lerouxel A, Jesus B, Rosa P, Méléder
V, Launeau P, Barillé L (2013) Microphytobenthos interannual variations in a north-European estuary (Loire
estuary, France) detected by visible-infrared multispectral
remote sensing. Estuar Coast Shelf Sci 136:43–52
Borja A, Miles A, Occhipinti-Ambrogi A, Berg T (2009)
Current status of macroinvertebrate methods used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European marine waters: implementing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Hydrobiologia
633:181–196
Borja A, Muxika I, Franco J (2003) The application of a
marine biotic index to different impact sources affecting
soft-bottom benthic communities along European coasts.
Mar Pollut Bull 46:835–845
Bray JR, Curtis JT (1957) An ordination of the upland forest
communities of Southern Wisconsin. Ecol Monogr 27:
325–349
Choi JW, Koh CH (1994) Macrobenthos community in KeumMankyung-Dongjin estuaries and its adjacent coastal
region, Korea. J Korean Soc Oceanogr 29(3):304–318
Clarke KR, Warwick R (2001) Change in marine communities
-An approach to statist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2nd edition). PRIMER-E Ltd, Plymouth Marine Laboratory, Plymouth, 91 p
Costanza R, d’Arge R, de Groot R, Farber S, Grasso M,
Hannon B, Limburg K, Naeem S, O’Neill RV, Paruelo
J, Rsakin RG, Sutton P, Van den Belt M (1997)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 natural capital.
Nature 387:253–260
Dauvin JC, Ruellet T, Desroy N, Janson AL (2007) The
ecological quality status of the bay of seine and the seine
estuary: use of biotic indices. Mar Pollut Bull 55:241–257

Day JW, Hall CAS, Kemp WM, Yanez-Arancibia A (1989)
Estuarine Ecology. John Wiley, New York, 558 p
Diaz RJ, Solan M, Valente RM (2004) A review of approaches
for classifying benthic habitats and evaluating habitat
quality. J Environ Manage 73:165–181
Flint RW, Kalke RD (1985) Benthos structure and Function
in south Texas estuary. Cont Mar Sci 38:33–53
Houde ED, Rutherford ES (1993) Recent trends in estuarine
fisheries: predictions of fish production and yield.
Estuaries 16:161–176
Jang IK, Kim CH (1992) A study on the changes of molluscan
and crustacean fauna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Naktong
estuary barrage. Bull Korean Fish Soc 25(4):265–281
Jo YW (1988a) Taxonomic studies on Dogielinotidae (Crustacea,
Amphipoda) from the Korean coasts. Bijdr Dierk 58(1):
25–46
Jo YW (1988b) Talitridae (Crustacea, Amphipoda) of the
Korean coasts. Beaufortia 38(7):153–179
Jo YW (1989) Shallow-water phoxocephalid amphipoda
(Crustacea) of Korea. Bijdr Dierk 59(2):97–125
Jo YW (1990a) Oedicerotid amphipoda (Crustacea) from
shallow waters of Korea. Beaufortia 39(5):155–200
Jo YW (1990b) Four new species of sand-burrowing haustoriid
amphipoda (Crustacea) of Korea. Bull Zool Mus Univ
Amsterdam 12(9):117–144
Khlebovich VV (1968) Some peculiar features of the hydrochemical regime and the fauna of mesohaline waters. Mar
Biol 2:47–49
Kikuchi T (1981) Some morphological aspects and distribution
of four types of Paraprionospio (Polychaeta: Spionidae)
found from adjacent waters to western part of japan. Bull
Nansei Reg Fish Res Lab 13:41–58
Kim CB (1991) A systematic study of marine gammaridean
Amphipoda from Korea.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442 p
Kim CH, Jang IK (1987) Effects of insect growth regulator
Dimilin on larval development of the grapsid crab
Acmaeopleura parvula Stimpson. J Mol Biol 3:13–17
Kwon DH (1988) The marine isopods (Crustacea) of Korea.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 p
Lee HG, Lee JH, Yu OH, Kim CK (2005)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macrobenthos community near the Nakdong
River Estuary, on the Southeast Coast of Korea. Ocean
Polar Res 27(2):135–148
McLusky DS (1989) The estuarine ecosystem. Blackie, New
York, 215 p
McLusky DS, Elliott M (2004) The estuarine ecosystem:
ecology, threats and manag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14 p

Community Structure of Macrobenthos in Nakdong River Estuary
Muxica I, Borja A, Bald J (2007) Using historical data, expert
judgement and multivariate analysis in assessing reference
conditions and benthic ecological status, according to
European Water Framework Directive. Mar Pollut Bull
55:16–29
Park HS, Park CK, Song MK, Back KH, Shin SK (2001)
Evaluation of water quality characteristic using factor
analysis in the Nakdong River. Korean J Soc Water Qual
17(6):693–701
Park SH, Lee JY, Choi JU, Heo NW, An SM (2016) Study
on the long-term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benthic
ecology and evaluation on effect of the barrage in Nakdong
River Estuary. J Wetland Res 18(1):58–67
Parker RH (1975) The study of benthic communities, a model
and a review. Elsevier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277 p
Pearson TH, Rosenberg R (1978) Macrobenthic succession in
relation to organic enrichment and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ceanogr Mar Biol Ann Rev 16:229–311
Pielou EC (1977) Mathematical ecology. Wiley Company,
New York, 164 p
Pritchard DW (1967) What is an estuary: physical viewpoint.
In: Lauff GH (ed) Estuaries. Amer Assoc Adv Sci Pub,
Washington DC, pp 3–5
Remane A, Schlieper C (1958) Die biologie des brackwassers. E
Schwiezerbart’sche Verlagsbuchhandlung, Stuttgart, 348 p
Remane A, Schlieper C (1971) Biology of brackish water.
Wiley, New York, 372 p
Rosenberg R, Nilsson HC (2005) Deterioration of soft-bottom
benthos along the Swedish Skagerrak coast. J Sea Res
54:231–242
Schubel JR, Kennedy VS (1984) The estuary as a filter: an
introduction. In: Kennedy VS (ed) The estuary as a filter,
Academic Press, Orlando, pp 1–11
Seo JY (2016)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threshold
value of benthic community health and application of
Benthic Pollution Index (BPI) to special management
areas the southern coast of Korea. Ph.D.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138 p
Seo JY, Kim JH, Choi JW (2016) Community structures of
macrozoobenthos in the subtidal area of the Nakdong
River estuary, The Sea 21(3):112–124
Shannon CE, Weaver W (1949).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Urbana,
125 p
van der Veer HW, Phil L, Bergman MJN (1990) Recruitment
mechanisms in North Sea plaice Pleuronectes platessa.
Mar Ecol-Prog Ser 64:1–12

87

Whittaker RH (1975) Communities and ecosystems. MacMillan
Publ Co, New York, 385 p
Wildsmith MD, Rose TH, Potter IC, Warwick RM, Clarke
KR, Valesini FJ (2009) Changes in the benthic macroinvertbrate fauna of a large macrotidal estuary following
extrema modificationas aimed at reducing eutrophication.
Mar Pollut Bull 58:1250–1262
Yoo JW, Hong JS (1996) Community structures of the
benthic macrofaunal assemblages in Kyounggi Bay and
Han estuary Korea. J Korean Soc Oceanogr 31(1):7–17
Yoo MH, Youn SH, Park KY, Kim AR, Yoon SC, Suh YS
(2016) The characteristics of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n phytoplankton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during
2013–2015. J Korean Soc Mar Environ Safety 22(6):738–
749
Yoon KT, Park HS, Chang M (2011) Implication to ecosystem
assessment from distribution pattern of subtidal macrobenthic communities in Nakdong River Estuary. The Sea
16(4):246–253
Yoon SC, Youn SH, Suh YS (2017) The characteristics of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n environmental factors
after construction of artificial structure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J Korean Soc Mar Environ Energy 20(1):1
–11
Ysebaert T, Herman PMJ, Meire P, Craeymeersch J, Verbeek
H, Heip CHR (2003) Large-scale spatial patterns in
estuaries: estuarine macrobenthic communities in the
Schelde estuary, NW Europe. Estuar Coast Shelf Sci
57:335–355
Yun SG, Paik SG (2001) Community structure of macrobenthos
around Kadugdo, a South Coast of Korea. J Korean Fish
Soc 34(5):493–501

Author’s Information
Seok Hyun Youn
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Jin Woo Lee
Senior Research Scientist, Korea Benthos Research
Center
Chul Woong Oh
Profess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young-Mi Choi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Korea Benthos Research
Center

88

Youn, S. H. et al.
Kon-Tak Yoon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Korea Benthos Research
Center

In-Soo Seo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Korea Benthos Research
Center

Jong-Hun Na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Korea Benthos Research
Center

Received Mar. 26, 2021
Revised May. 12, 2021
Accepted May. 14,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