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교란:

여기서는 생물교란의
정의를 수생동물에 국한하여
적용하였다. 육상동물,
수생과 육지의 식물도
생물교란을 유발할 수 있다.
(*):

동물활동에 의한 퇴적물 내 입자 (퇴적물 재배치)와 물 (관개)의 위치
(#)
생물교란을 일으키는 동물은 그 기능에 따라 세분화 된다 .

(*)
이동 .

여 기 서 는 해 양 의
대 양 저 서 동 물 (0.5mm 보 다
큰 동물)의 예만 나타내었다.
(#):

Echinocardium cord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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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imera sp. (EB)

확산에 의한 퇴적물 재배치 동물
퇴적물을 좁은 범위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하는
동물.
세부적으로는 표서 확산자
, 표층 확산자
………그리고 굴 확산자
.

퇴적물 상향 재배치 동물
퇴적물 내부에서 머리를 아래로 향한 체
섭취활동을 하고 퇴적물 표층에 배설하는
동물.

© Erik Kristensen,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Arenicola marina (UC, BV)

막힌 굴 관개 동물
I 혹은 J 모양의 굴에 위치한 동물. 호흡을 위해 몸과
부속지를 이용해 산소를 함유한 물을 굴로 관개한다.
조개류의 수공은 주변 퇴적물에 간접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

1.0 cm

Hediste diversicolor

http://www.nereispark.org/

© Masanori Taru – Photographer & Copyright Owner,
Toho University – Publisher,
DIV Science - Copyright Collective

Cirriformia sp.)

굴착에 의한 퇴적물 재배치 동물
퇴적물을 파 표층으로 옮겨 굴을
만들고 유지하는 동물. 이렇게 생성된
굴은 굴의 붕괴나 표층으로부터의
메워짐에 의해 다시 채워진다.

Mercenaria mercenaria

트인 굴 관개 동물
U 혹은 Y자 모양의 굴을 만들며 두 개 이상의
입구를 가진다. 다리를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여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산소 함유한 물을
순환시켜 호흡한다.

퇴적물 하향 재배치 동물
머리가 위로 향한 체 표층의 퇴적물 입자를
섭취하여 퇴적물 내부에 배설하는 동물.

Uca vocans
한국어 번역 : 구본주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Translated in Korean by Bon Joo Koo, Ph D.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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