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장 동물플랑크톤

   1. 종류 및 분류

1.1 정의

분명한 구분이 어렵다

플랑크톤이라 하나 운동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 개념

1.2 크기에 따른 분류

1.3 생태학적 분류

서식수심

Epipelagic, meso-, bathy-, hado-

생활사의 기간과 부유생활, 

meroplankton - 연안역 생태계에서 특히 중요

holoplankton

먹이 종류

Herbivorous, carnivorous, omnivorous

몸체 특성

gelatinous. Crustacean,  

1.4 분류학적 종류

생물학적 분류

해양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생물 종류들을 포함.

특히 meroplankton을 포함하면 거의 모든 분류군이 포함됨.





                



   2. 채집과 처리

2.1 채집

2.2 live sample

2.3 네트

2.4 시료의 농축

2.5 고정과 보존

대부분의 고정액은 carthnogenic. 취급에 주의가 필요함.

고정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농도를 낮추어 영구보전

슬라이드를 제작하기도. 사진의 발달로 용이해짐

2.6 관찰

2.7 분할, 선별, 계수

2.8 종 검색

    2.9 생체염색



   3. 생물량과 화학조성

3.1 침전량, 배수량(displacement volume)

    장점 : 생물이 물리적으로 상하지 않음

    단점 : 성분에 따라 의미가 왜곡될 수 있음. 특히 gelatinous zooplankton

 

3.2 습중량 (wet weight)

    습기 제거의 한계. 무게로는 가장 많이 쓰임

3.3 건중량(dry weight)과 건조유기물중량(organic weight)

    60℃에서 48시간, 혹은 70℃에서 24시간.

    생물이 상하기 때문에 분할 시료를 이용

3.4 체장, 용적, 중량

3.5 화학조성

    식물플랑크톤을 섭식하므로 유사하나 몸의지지 성분이 더 필요해지는 경향

3.6 열량

   4. 분포, 천이, 수직이동

4.1 불균일한 무리분포

         

네트 인양의 방법, 거리 (시간), 망목 사이즈

불편추정치의 획득

시료 변이를 판단해야함

sampling error

avoidance, patchiness, 수직이동 등



4.2 공간적 차이

            

      

    4.3 시간적 변동

          



     Hutchinson의 5 patterns

vectorial pattern

coactive pattern

reproductive pattern

social pattern

stochastic pattern

     4.4 군집구조

   종류와 각 종류의 개체량의 내용을 통칭하는 용어

     4.5 천이 

   시간에 따른 우점 종의 변화

     4.6 수직 분포와 수직 이동

수직적으로 분포의 차이가 있음

심해 산란층(deep scaterring layer) : 음파에 대하여

이 수직적 분포차이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되풀이되면 수직 이동

이 수직이동의 주기는 크게 둘 ; 단주기(daily), 장주기(seasonal).



Diurnal vertical migration, Diel vertical migration

       

Seasonal v. m., Ontogenetic v. m.

 



   5. 이차생산

Levels of production

“Primary production으로부터 energy를 받아 새로이 생성한 organic matter의 양”

-> herbivorous production, not a production of new organic matter but

reorganization

* carnivorous production은 3차 생산

* Food 가 일정치 않은 경우가 많아 (omnivorous) 순수한 2차 생산의 구분이 어려

울 때가 많다.

-> 단순히 편리만을 고려하여 통상 1차 생산 이후를 2차 생산이라 함

* 2차 생산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이유

1) longer generation time 2) different food

3) 다양한 feeding type 4) 대상 종에 따라 다양한 측정 방법

* 측정방법 --크게 5가지- 완벽한 방법은 없음

Cohort method

Cumulative growth method

B/P ratio method (turnover time method)

Energetics method

model method

5.1 Cohort method (Allen curve)

* 재생산이 일정 주기로 일어나고, age class의 구분이 용이한 경우에 적용가능

Time ti 에서 개체수 ni, 평균무게 wi 라고 하면 (n1 > n2)

t1 에서 t2 까지의 production은

1) n2의 증가된 weight --

2) 시간의 흐름으로 무게가 증가되다 죽은 개체의 무게 --

Fig 12.1 에서 production 과 biomass consumed 는? (식의 전개로 사다리꼴의 면적)

* 일반화한 식

* Fish production에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당초 benthos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Allen이 Fish에 적용하여 Allen curve라 부름

* Zooplankton의 경우 문제점.

1) Heterogenous distribution

2) reproduction이 년중 여러번 (Polycyclic)

3) stage간의 간격과 각 stage로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갑각류)

5.2 Cumulative growth method

A, 한개체의 일일 평균 성장 (무게의 증가)

B, A 로부터 얻어지는 작은 시간 간격에서의 무게증가

C, 해당 group의 개체수

D, B 와 C 의 곱, 즉 (개체수 * 무게증가) = 생산



         

계속적이고 일정한 간격의 sampling 이 필요함

5.3 Turnover time method

소위 B/P ratio method에 해당됨.

가정: Population 이 steady state 일때, 즉 life cycle 보다 더 긴 시간에서 Biomass

에 별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이 경우 mortality = recruitment = production (단, Gross P)

net production은 0 (가정에서 steady state라 함 )

* P/B = 1/T (T는 turnover time)

5.4 Energetics method (Physiological method)

Energy budget에서 구함.

5.5 Model approach

주요 결과들

* 온대수역의 경우 대체로 50 - 100 mgC/m2/day, 이는 순 1차 생산의 10 - 30 %.

(1차생산의 거의 전부를 zooplankton이 uptake한다는 견해, 육상과 차이점)

* 순1차생산 > 동물플랑크톤의 호흡 -- positive 2차 생산

= -- no 2ndary production

< -- advection 등에 의한 수평이동으로 energy 공급



   6. (표영)생태계 먹이망, 경쟁, 공생

6.1 용어와 개념

6.2 고정된 탄소의 동태

    

6.3 먹이 연쇄와 어업



          



                   

               

6.4 먹이의 취득

Filter feeding : 선택성? automatic?

Switching in feeding

6.5 섭식된 먹이의 분할이용

           



   6.6 경쟁과 공생

Competition

Ecological niche

Gauss principal, competitive exclusion theory 

Paradox of plankton

Niche diversification

Character displacement

symbiosis

mutualism

comensalism

parasitism

 7. 어란 및 자치어

7.1 부유성 난

             



7.2 자치어

      



7.3 성장과 섭이

        

7.4 사망과 가입량 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