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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바지락은 웰빙 식품으로 국민 조개로 불릴 만큼 선호도가 높
다(NFRDI, 2014a). 또한 온도 및 염분 변화 내성이 높아(Laing 
and Child, 1996, Kim et al., 2001), 조수간만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발생되는 서해 갯벌에서 타 이매패류보다 이용가치가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갯벌은 1987년(갯벌면적 3,203.5 km2) 
이후 연안개발정책으로 인해 무분별한 매립 및 방조제 건설 등
으로 2018년(갯벌면적 2,482.0 km2)에는 약 23%의 면적이 감
소하였고(MOF, 2018),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로 충청남
도의 갯벌어장 피해가 심각했다. 충청남도 서쪽에 위치한 근소
만은 유류피해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므로, 건강한 갯벌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체계적인 어장환경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한 진단 및 평가를 활용하여, 바지

락의 생산성 증대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바지락의 서식적합
지 선정이 필요하다. 바지락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근소만 특
성에 대하여 hydro-hypsographic 분석을 이용한 근소만 해수교
환 특성 연구(Choi et al., 2011), 갯골분포와 표층퇴적물 성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Eom et al., 2012),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갯벌 퇴적환경분석연구(Choi et al., 2010)가 있다. 바지락의 생
리·생태에 관한 연구로 바지락의 온도 및 염분 내성(Shin et al., 
2000), 온도가 바지락의 질병, 혈림프 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Paillard et al., 2004), 바지락 치패의 수온내성 및 정착환경에 
따른 성장 시험(Min et al., 2004, Tezuka et al., 2013), 용존산
소 변화가 바지락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Shin et al., 2001), 
노출시간에 따른 바지락의 신진대사특성 및 생존률 조사(Ali 
and Nakamura,, 2000, Numaguchi, 1998, Ali and Nakamura, 
199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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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바지락 생리·생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서식적합지 선정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한다. Lee et al. (2014)에서는 근소만의 지형, 노출시간, 갯
골 및 입도 등 물리, 화학적 인자를 활용하여 바지락 서식적합
지를 선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지락 서식에 영향을 주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인자를 성장, 생존, 환경으로 분류하여 서
식지 적합지수 기법(habitat suitability index, HSI)을 활용하였
다. HSI는 미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USFWS, 1980)에서 개
발되었으며, HSI 기법을 활용한 적지평가는 생물의 생리·생태 
연구를 GIS에 접목하여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Gibson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지락 양식이 활발한 근소만 갯벌에 
대하여 어장환경조사를 통한 만의 이화학적 환경 특성을 파악
하고, 바지락의 생리·생태 연구자료를 활용한 적정 HSI를 가점
하고자 한다. 산정된 HSI가점 결과는 근소만 갯벌 바지락의 효
율적인 생산성 증대를 위해 양식장의 과학적인 적지선정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재료 및 방법

연구지역

충남 태안군 서쪽에 위치한 근소만은 약 2 km 정도의 만 입구
를 통해 외해와 해수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폐쇄성만이며, 
만 주위에 하천이 없어 육상에서 유입되는 영양염과 유기물 등
의 오염물질 유입이 제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간대 퇴적
물은 대부분 사질실트(sandy silt)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면 평
균 높이는 약 3.55 m이고, 평균 조차는 6 m이다. 간조시 근소만 
전체 면적의 약 70-90%가 노출되고, 만조시 2-4 m의 수심을 유
지한다(Kim and Kim, 2008).
근소만의 갯벌 어장은 자연발생하는 바지락으로 양식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해수 유동은 만의 모양에 따라 부채꼴 형상으로 
이동한다(NFRDI, 2014b). 조사 정점은 바지락 어장이 이루어
져 있는 파도(st. 3)와 법산(st. 5)을 포함하여 선정하였고, 각 정
점의 위치는 Fig. 1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환경조사

바지락은 7-8월에 산란을 위하여 6월에 체내에 에너지를 최
대한 비축하여, 성장이 왕성하다(NFRDI, 2014a). 따라서 본 연
구의 갯벌어장 현장 조사는 2016년 6월 해수와 퇴적물을 채취
하였다. 각 정점별 해수는 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클로로필 
α를 측정 및 분석하였다. 수온, 염분, 용존산소, pH는 YSI 556 
Multiprobe System (YSI, yellow spring, Ohio, USA)으로 현
장에서 측정하였으며, 클로로필 α는 정점별 시수를 여과하고 
90% 아세톤용액으로 색소를 추출하여, 자외-가시선 분광광
도기(Cary 100, Varian, Burton, Michigan, USA)로 750, 665, 
645, 630 nm 흡광도에서 측정 후 계산하였다(MOF, 2013). 정

점별 퇴적물 시료는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전처리를 하였고, 
4 Φ 표준체(0.0625 mm)로 조립질과 세립질로 분류하였다. 4 
Φ이하의 퇴적물은 전자식 체진동기(Analysette 3 Pro, FRIT-
SCH Co., Idar oberstein, Germany)를 이용하여 건식체질법으
로, 4 Φ 초과하는 퇴적물은 입도 분석기기(SediGraph III 5120, 
Micromeritics Instrument Co., norcross, Jorgia, USA)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기기에 의해 분석된 자료는 Folk (1954)의 
방법을 따라 계산하였다. 정점별 해수유동은 국립해양조사원
(KHOA, 2018)에서 제공하는 해수 유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
여,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석하였다. 해수 유동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정점별 해수유동과 환경 조사 결과를 근
소만 바지락 서식 적지선정 항목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HSI 평가

Vincenzi et al. (2006)는 바지락 서식지 적합지수의 변수 항목
을 용존산소, 염분, 해수유동, 사질함량, 수심, 클로로필 α로 선

Fig. 1. Study area and survey sites in Geunso Bay tidal flat, Korea.

Table 1. Survey sites in Guenso Bay, Korea

Station Latitude Longitude
st. 1 36° 44' 44.15'' 126°   9' 29.45''
st. 2 36° 44' 44.98'' 126° 10' 25.67''
st. 3 36° 44'   0.56'' 126°   9' 30.22''
st. 4 36° 44' 14.82'' 126° 10'   9.50''
st. 5 36° 44' 15.02'' 126° 10' 44.92''
st. 6 36° 43' 38.86'' 126° 10' 10.52''
st. 7 36° 43' 59.94'' 126° 10' 29.00''
st. 8 36° 43' 57.46'' 126° 11' 19.57''
st. 9 36° 44'   0.97'' 126° 12'   4.24''
st. 10 36° 43' 21.51'' 126° 11'   3.14''
st. 11 36° 43'   9.32'' 126° 11' 42.42''
st. 12 36° 42' 51.34'' 126° 12'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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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항목별 기준을 설정하여 가점하였다. 가점의 범위
는 0.0-1.0로 설정하여 0.0에 근접하면 부적합, 1.0에 근접하면 
최적서식지로 평가하였다.
바지락은 퇴적물 표층 5 cm 이내에 서식하며, 적절한 퇴적물 
평균입경에서 잠입이 유리하다. 또한 바지락은 노출시간이 적
을수록 생존에 유리하다(Lee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근소만 갯벌 바지락 어장의 서식지 적합지수 변수로 바지락
의 착저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Yoo et al. (2007)가 설정한 평
균 입도를 선정하였다. 또한 간조시 급격한 온도변화를 유발하
여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노출시간을 선정하였다. 
이 외에 수온, 용존산소, 염분, 해수유동, 사질함량, 클로로필 
α를 선정하였고, 수심은 서해안 갯벌의 특성상 조석의 차가 크
고 조간대의 70%가 대기에 노출되는 근소만 특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선정된 인자들은 
서식 적합도(habitat suitability, HS)식을 이용하여 가중기하평
균(Vincenzi et al., 2006), 단순기하평균으로 계산하였고(Cho 
et al., 2012), 계산식은 각각 식(1), 식 (2)와 같다.

n
1

∑i=nwi

HS=( ∏ Vi
wi)

i=1

………………… (1)

n
1
n

HS=( ∏ Vi)i=1

…………………… (2)

HS, 서식지 적합도; Vi , 변수;   n, 변수의 수; Wi , 변수의 가중치

결과 및 고찰

근소만 갯벌 환경특성

2016년 6월 근소만 St. 1-St. 12까지 어장환경 및 퇴적물 특

성은 Fig. 3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수온은 25.4-27.4°C (평
균 26.1°C)로 나타났다. 6월에 근소만과 가장 가까운 서산에서 
일 최고기온 20.6-30.4°C (평균 27.0°C)였고, 일 평균 지면온도
는 20.7-29.1°C (평균 25.7°C)로 나타났다(KMA, 2019). 온도
는 생물의 신진대사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일 최고기온과 일 평균 지면온도가 유사한 값을 보이는 것은 
최고 지면온도는 더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갯벌에 
잠입하여 서식하는 패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출시 급격한 온
도 변화를 보이는 지온측정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클로로필 α는 0.045-1.956 µg/L (평균 0.653 µg/L)의 
범위를 보였다. 만 입구와 가까운 st. 3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
였으나, 전체적으로 클로로필 α의 최적 HSI 가점 범위인 2 µg/
L에 미치지 못했다. 해수유동(6월 조류의 평균 유속)은 0.87-
14.50 cm/s (평균 6.55 cm/s)로 근소만 지형적 특성인 병목형
상에 따라 입구부근에서 가장 높은 유속을 보였다. 사질함량은 
27.0-80.1% (평균 52.8%)로 나타났고, 평균입도는 2.5-5.8 Φ(
평균 4.2 Φ)로 나타났다. 용존산소는 5.3-6.1 mg/L (평균 5.8 
mg/L), 염분은 31.9-32.9 (평균 32.4)로 나타났다. 용존산소와 
염분도 바지락 서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는 바지락 서식에 적합한 조건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태안 
연안의 일반적인 해수 염분 분포와 유사한 값(31.43-31.92)을 
보였다(NIFS, 2019). 근소만의 지형적 특성으로 내부에 유입되
는 담수의 영향이 거의 없어 염분이 바지락에 미치는 영향은 적
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소만 갯벌 서식지 적합지수 변수 선정

HS식은 서식지의 생태학적 환경용량과 상관성을 가지며, 서
식생물의 생리·생태와 환경 사이에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가정한다. 따라서 선정된 바지락 서식 적합도 변수를 성장, 생
존,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Cho et al., 2012), 성장에 해당

Fig. 2. Suitability index graphs for habitat variables of Manila clam Ruditapes philippinarum.(1) is adapted from mulholland, R. 1984. (3), 
(4), (5), (7) and (8) are adapted from Vincenzi et al., 2006. (6) is adapted from Yoo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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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자로 수온, 클로로필 α, 해수유동을 선택하였다. 바지
락은 식물플랑크톤과 수중의 부유물질을 먹는 여과섭식(filter-
feeder)성 생물이므로 클로로필 α는 먹이원으로서 간접적인 지

표를 나타낸다(Baek, 2008). 해수유동은 해수 교환을 통해 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며(Choi et al., 2011), 퇴적물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Jeon et al., 2015). 생존에 해당

Fig. 3. Contours of survey site in Geunso Bay. a, water temperature (°C); b, air exposure (hr); c, chlorophyll a (µg/L); d, hydrodynamics 
(cm/s); e, sand (%); f, mean size (Φ); g, DO (dissolved oxygen, mg/L); h, sal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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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자는 갯벌 패류의 서식공간으로 바지락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사질함량과 평균입도, 노출시간을 선택하였고, 환
경에는 용존산소와 염분을 채택하였다. 바지락에 대한 HSI 변
수의 범위는 Vincenzi (2006)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클로로필 α
가 2 µg/L 이상, 해수유동은 0.3-1 m/s, 용존산소 포화도는 80% 
이상, 염분은 25-35일 때 1.0으로 최고점을 주었다. 수온은 20-
31°C일 때 1.0을 주었다(Mulholland, 1984). 퇴적물의 경우 사
질함량은 60-83% (Vincenzi et al., 2006), 평균입도는 4.06 Φ
일 때 가장 적합하다(Yoo et al., 2007) (Fig. 2). 사질함량과 평
균입도는 모두 퇴적물 성상을 나타내는 인자이므로 각 0.5점씩 
가점하여 최고점을 1.0으로 하였다. 가중치는 Vincenzi (2006)
가 현장 조사 및 실험과 전문가의 설문을 통하여 설정한 값을 활
용하였다. 각 항목의 적합지수(suitable index, SI) 가중치 중 해
수유동은 영양염 순환 및 용존산소를 공급하고(Vincenzi et al., 
2006), 여과섭식을 하는 패류의 섭식속도에 관여하므로 패류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Grizzle, 1992). 또한 Longdill 
(2008)의 홍합양식장 적지선정 연구에 의하면 환경인자들 중 
해수유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
수유동에 가장 높은 10.0을 주었고, 용존산소, 염분, 클로로필 α
는 1.0으로 설정하였다(Vincenzi et al., 2006).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에 있어 사질함량은 서식공간으로서 역할 및 바지락 치패
의 착저에 영향을 미친다(Min et al., 2004). 퇴적물 입도는 세립
할수록 카드집(cardhouse) 및 벌집구조(honeycomb structure)
의 독특한 형태를 지녀(Hamilton and Bachman, 1982), 조립질
보다 더 넓은 공극률과 함수율을 포함한다. 이러한 특성은 조간

대가 대기에 노출되었을 때 열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므로(Cha 
et al., 2008), 사질함량과 평균입도는 바지락 서식에 중요한 인
자이다. Vincenzi et al. (2006)에서 사질함량을 5로 가점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는 사질함량 + 평균입도를 5.0으로 적용하였다. 
노출시간은 해수유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급격한 온도변
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10.0을 적용하였다. 

근소만 갯벌 노출시간에 따른 서식적합지수 설정

갯벌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하루 2번 조간대의 일부가 대기 
중에 드러나는 특성을 지니는데,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동물(이
매패류, 갑각류 등)은 간조시 온도 및 습도가 급격하게 변화하
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다.
바지락의 서식환경에는 다양한 중요인자들이 있지만, 온도변
화는 신진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수온이 높을수록 산소
소비율을 증가시키고(Chung et al., 1999), 수온 상승 온도차가 
증가할수록 폐사율이 증가하여(Min et al., 2004), 여름철 높은 
온도로 인한 폐사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온도 상승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출시간과 바지락의 폐사율의 관계를 
분석하고, 서식적합지수를 설정하였다.

Numaguchi (1998)에 따르면 노출시간 변동 실험 결과로 
20°C기준에서 1-3시간 노출과 5시간 노출 후 72시간이 지나면 
폐사율이 각각 16-17%, 63%로 나타났다. 온도차이의 실험 결
과로는 30°C에서 72시간이 지나면 70%, 35°C에서 24시간 경
과 후 47%의 폐사율을 보였다. Kurasige (1942)는 포화대기습
도에서 37.5, 40, 42°C에 노출시 5.7, 2. 0.5시간 생존한다고 보

Table 2.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urvey at Guenso Bay

Station
Growth Survival Environment

Water Temperature 
(°C)

Chlorophyll α 
(µg/L)

Hydrodynamics 
(cm/s)

Air exposure* 
(hr)

Sand 
(%)

Mean Size 
(Φ)

DO 
(mg/L)

Salinity 
(psu)

1 26.7 0.068 0.87 4 51.2 4.2 6.0 32.5
2 26.3 0.045 0.87 6 66.3 3.9 5.8 32.3
3 27.4 1.956 10.13 2 44.1 5.8 5.9 32.7
4 26.4 0.901 5.80 4 59.6 3.1 5.9 32.7
5 25.7 1.463 5.75 6 42.2 4.9 6.1 32.9
6 25.7 1.709 14.50 1 43.4 5.1 6.1 32.2
7 26.5 1.165 14.12 4 51.7 2.9 5.8 32.4
8 25.9 0.289 5.40 6 55.1 4.2 5.4 32.0
9 25.4 0.345 2.20 8 27.0 5.1 5.6 32.0
10 25.7 0.401 9.42 3 66.1 4.1 5.3 32.6
11 26.0 0.580 5.91 5 80.1 2.5 5.6 32.4
12 25.8 0.216 3.62 9 47.0 4.4 5.8 31.9
MIN 25.4 0.045 0.87 1 27.0 2.5 5.3 31.9
MAX 27.4 1.956 14.50 9 80.1 5.8 6.1 32.9
AVERAGE 26.1 0.761 6.55 5 52.8 4.2 5.8 32.4
*Reference, NIFS (2014b). DO, dissolved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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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바 있으며, Ali and Nakamura (1999)는 습도 21-28%, 수
온 25°C기준에서 대기 중 노출시켜 기온 25, 20, 15°C로 감소
시켰을 때 생존률을 조사하였다. 수온이 낮을수록 생존률이 지
속되는 시간이 길게 나타났고, 수온 25°C에서 기온 25°C에 노
출시켰을 때 12시간 이후부터 생존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태
안 안면도 조간대에서 4-8월까지 월 평균 노출시간이 0.2, 3.6, 
10.7시간인 정점(L, LM, M)에서 바지락 서식밀도를 조사한 결
과 제 0세군 치패 기준으로 각각 441, 88, 18 ind./m2으로 나타
났다. 수온 변화와 노출시간의 차이에 의해 L과 LM정점은 약 5
배, L과 M정점은 약 25배로 노출시간에 따라 급격한 서식밀도 
차이를 나타내었다(Ha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대기 중 노출이 0시간 일 때를 1점으로 설정하
였다. 1-3시간까지는 Numaguchi (1998)의 폐사율을 참고하여, 
최저 0.83점으로 설정하였고, 4-5시간은 Numaguchi (1998)와 
Min et al. (2004)를 참고하여, 각각 0.3, 0.15점으로 가점하였
다. 문헌조사를 통해 노출시간에 따른 서식적합지수 설정을 실
시하여 체계적인 실험을 통한 노출시간 변화에 따른 서식적합
지수 설정을 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노출시간에 따른 서
식적합지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퇴적물 함수율과 기온, 
습도에 따른 열전달률 파악 및 지온변화와 온도 상승에 따른 바
지락 생존률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소만 바지락 갯벌어장 적지평가

근소만 갯벌어장 환경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된 자료를 이용
하여, 각 정점별 조사 항목의 적합지수(suitable index)를 계산
하였다. 계산된 적합지수는 단순기하평균과 가중기하평균의 
HS식을 이용해 각 정점별 가점화하여 평가하고, 결과를 근소
만 정점도에 GIS (Surfer 13.0)를 이용하여 contour로 표시하
였다(Fig. 4, Fig. 5). 가중기하평균으로 산정한 결과 값은 연구
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자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주관
적 판단을 포함하므로, 연구자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오류의 가능성 또한 내포하기 때문에 단순기하평균값
을 함께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두 가지 HS식을 이용하여 계산

한 결과 값은 정점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유
사하게 나타났다. 단순기하평균 결과는 0.09-0.70 (평균 0.37)
로 나타났다. 만 입구에 가까이 위치한 St. 3, 6, 7과 St. 10에서 
0.60-0.70로 나타났다. St. 2와 St.11은 사질함량이 66.3, 80.1%
로 나타났지만, HSI가 낮게 산정되었다. 만 내측에 위치해 0.87 
cm/s로 매우 낮은 해수 유동과 5-6시간의 노출시간을 보이고
(NFRDI, 2014b), 육상으로부터 담수유입이 없어 영양염 공급
이 원활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클로로필 α가 낮게 나
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중기하평균 결과는 0.02-0.60(평
균 0.26)으로 나타났다. 단순기하평균보다 가중기하평균이 평
균 0.10 낮게 나타났으며, 가중기하평균 산정 결과 만 입구에 가
까운 St. 6이 0.60로 가장 적합하고, St. 10, St. 3 순으로 적합하
게 나타났다. 단순기하평균과 가중기하평균결과 만 입구부근

Table 3. HSI score, density and biomass of survey site in Guenso 
Bay 

Station No weight Weight
Macrobenthos

Density
(ind./m2)

Biomass
(gWWt/m2)

St.1 0.26 0.18 - -
St.2 0.09 0.02 520 17.61
St.3 0.67 0.53 2,440 1,635.84
St.4 0.53 0.37 900 16.20
St.5 0.18 0.04 - -
St.6 0.70 0.60 3,080 112.18
St.7 0.62 0.50 - -
St.8 0.16 0.04 1,010 21.38
St.9 0.10 0.02 - -
St.10 0.60 0.57 2,570 16.49
St.11 0.40 0.24 820 21.57
St.12 0.13 0.03 320 9.59
HSI, habitat suitability index. Density and Biomass Reference, 
MLTMA (2012).

Fig. 4. Survey site no weight HSI. HSI, habitat suitability index. Fig. 5. Survey site weight HSI. HSI, habitat suitab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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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높은 값을 보여 근소만에서 노출시간과 해수유동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 판단된다.
산정된 HSI 검증을 위해 본 연구의 정점별 저서생물 서식밀
도 및 생체량을 조사하였다. Choi et al. (2016)에 의하면 2015
년 바지락 서식밀도가 St. 3에서 평균 14,378 ind./m2, St. 5에
서 평균 9,407 ind./m2로 조사되었다.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
부) (MLTMA, 2012)에서는 연안습지 기초조사 결과 대형저서
동물 평균 서식밀도가 St. 3, 6, 10에서 2,440-3,090 ind./m2으

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 생체량은 바지락이 전체 생체량의 47%
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St. 3 부근에서 1,635.84 gWWt/m2

로 나타났다(Table 3). 대형저서동물의 서식밀도 및 생체량과 
본 연구의 HSI 산정 결과 값은 일련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태안군에서 2016-2018년까지 근소만 갯벌 전체의 약 70%면
적에 모래살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모래살포로 인해 모래의 
함량이 높아지면, 바지락 서식 적합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인위적인 요인으로 근소만 내의 환경변화 가능성 때문
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어장적지평가 연구 진
행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적지선정을 통하여 바지락의 성
장기에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고품종 생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계절별 적지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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