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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2019년 12월, 환경부는 전국 2,031개 하천의 3,039개 지점을 대상으로 2016~ 
2018년 3년 주기로 조사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1). 수생
생물 분야에서는 부착돌말,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이하 저서동물), 어류 등 3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여, ‘매우 좋음(A)’부터 ‘매우 나쁨(E)’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
한다. 부착돌말은 1차 생산자로서 부영양화 평가지표로 효율적이고, 저서동물은  
1차 또는 2차 소비자로서 유기물 오염의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어류는 최종소비
자로서 장기적 환경영향 및 광범위한 서식지 상태를 반영한다.

[그림 1] 2016~2018년 전국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1)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전국 하천 2천여 개 조사, 172개 하천 수생태계 우수, 2019.12.11.



대체적으로 오염물질 유입이 적고 고도가 높은 산지형 하천의 상류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생활하수 및 농경지의 오염물질 유입이 많은 하류가 낮은 등급을 받았다
(그림 1). 영양염류(질소, 인)가 이미 대부분의 하천에 다량 유입된 탓에, 어류와 
저서동물에 비해 부착돌말의 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나. 기존 방법론의 한계 및 극복 방안

이화학적 수질항목 기반의 평가지표만으로는 수생태계에 대한 오염물질의 실질적
인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착돌말, 저서동물, 어류를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지표가 개발되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생물시료 채취 및 동정, 계수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숙련된 인력이 요구되는데, 숙련도에 따른 편차로 인해 많은 자료를 통합하여   
비교 분석할 때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얕은 수심 기반의 지표인 까닭
에, 깊은 수역까지 모니터링 정점을 확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인력과 
비용의 부담 때문에 샘플링 횟수를 늘리기 어려워, 다년간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지점의 경우, 계절별 1회의 샘플링만으로 얻은 분석결과가 장기적   
적응의 결과인지, 일시적 교란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수자원 이용성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오염의 취약성 면에서 상류보다는 
하류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기법은 건강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류의 수심이 얕은 하천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하류의 수심이 깊은 수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하류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고, 상·하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기법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을 중심으로   
오믹스(omics) 분석기술이 발전하고 비용이 급감하면서, 특정 환경의 미생물상 
전체를 보는 것이 쉽게 가능해짐에 따라, 환경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이를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적용할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을 갖는다. 먼저, 미생물 샘플링을 위한 물시료   
채취 공정이 간단하고, 이후의 DNA 또는 RNA 추출 방법도 표준화되어 있어   
수행 인력에 따른 편차가 거의 없다. 



또한 수역의 특성에 구애받지 않아 조사수역 확대에 용이하며, 샘플링 횟수를   
늘리는 것에 큰 부담이 없어, 현장의 장기적 적응결과와 일시적 수질악화에 따른 
단기적 반응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법보다 뛰어난 장점을 지닌다. 
박테리아 군집도 계절변화에 따라 안정적이고 일정한 순환 패턴을 유지함이 확인
되면서2-4), 기존의 장기반응에 기반한 수생태 건강성 평가지표를 대체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도 밝혀졌다. 

2. 최근 주요 연구 현황 및 방향

가. 이화학적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과의 관계

부착돌말과 저서동물이 부영양화 정도와 유기물 오염의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기준으로 선정되었듯이,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서는   
이화학적 수질과 각 지표생물종 사이에는 유의한 수준의 상관도가 있음을 이미 
가정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1,158개 지점의 이화학적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항목 간에는 대부분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부착돌말지수(TDI), 어류평가지수(FAI), 저서동물지수(BMI) 사이에 가장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5). 

BOD뿐만 아니라 TN, TP, COD, Chl-a 농도 등 다양한 수질오염 지표를 이용한 
모델과 어류를 이용한 건강성 평가 모델의 결과도 서로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6). 
남한강 BMI의 경우, 유역 이용도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도심지 또는 농경지 면적이 
넓어질수록 BOD, TN, TP 값의 상승에 따른 수질 저하가 BMI 감소의 직접 원인
이었으며, 특히 농경지의 면적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7).

나. 수생태계 건강성 지표로서의 마이크로바이옴

기존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가 이화학적 수질과 높은 상관도를 보인 것  
처럼, 수계의 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물의 전체적인 구성도 영양염류 농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지표종 OTU (operational taxonomic unit) 데이
터만으로도 79%까지 영양염류 농도에 대한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었다8). 



수생태계의 미생물 군집구조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요인은 수온, 염도, 
수심이며, 여기에 오염물질이 추가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미국 5대호에서는 수온과 수심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자였으며, 표층수만 한정했을 때에는 영양염류의 농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9). 
브라질 구아나바라만(Guanabara Bay)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인공신경망 모델링으로 분석한 결과, 수온과 염도가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수온의 증가는 Vibrio와 같은 병원성 세균의 
증가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10). 미시시피강 하류를 대상으로 일년간 미생물 군집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수온과 질소 농도의 계절적 변화에 의해 미생물 군집 구조가 
결정되고 연 단위로 일정한 패턴으로 변화함을 밝히기도 하였다4) (그림 2). 

[그림 2] 미국 미시시피강의 주요 미생물 군의 연간 변화 패턴4)

출처 : Payne JT, Jackson CR, Millar JJ, Ochs CA. Timescales of variation in diversity and production 
of bacterioplankton assemblages in the Lower Mississippi River. PLoS One. 2020; 15(4): 1-20. 



이처럼 계절의 변화에 연동하여 마이크로바이옴도 일정한 변화 패턴을 보인다는 
결과는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섐플레인호(Lake Champlain)에서의 8년에 
걸친 16S rRNA 유전자에 대한 NGS 분석 결과, 박테리아 군집은 계절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변화하였으며, 환경 요인을 이용한 녹조 예측모델보다 
미생물 군집 데이터를 이용한 녹조 예측모델이 더 우수한 예측력을 보여주었다2). 
이집트 카이로 시내를 관통하는 나일강(Nile River)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여름의 
우기와 겨울의 건기에 상관없이, 그리고 샘플링 지점과 상관없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3). 

그리고 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미생물 군집을 추적 조사한 결과에서는, 수질의 
변화에 따른 마이크로바이옴의 점진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특정 교란 요인에 
의해 일시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곧 회복하는 등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중국 러안강
(Le’an River)에서는, 질소 농도가 수질인자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리학적 요소 중에서는 강의 길이가 가장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였으나, 생활   
하수, 농업, 광업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한 박테리아의 외부 유입이 미생물 군집  
구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11). 미국 미시시피강의 미생물 군집은  
약 1300 km에 걸쳐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하류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종 다양성은 증가하였으며, 멤피스와 같은 대도시를 지날 때는 일시적 교란이   
있었으나 하류에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였다12). 이러한 높은 회복탄력성
(resilience)은 토양에서도 발견되는데, 토양 박테리아 군집은 유기물, 무기물,  
외래 박테리아 유입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만에 원래의 군집구조를 회복한다고  
보고되었다13). 

미국 미시시피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약 3000 km에 대한 미생물 군집변화를 추적한 
결과, 다른 강과 유사한 군집구조를 보였으나 미주리강(Missouri River)과 합류하는 
시점부터 군집구조가 뚜렷하게 바뀌었으며, 영양  염류 농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
이는 미생물 지표 OTU도 확인하였다14). 또한 부유형 및 입자형 미생물 군집구조 
모두에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거리에 따른 점진적   변화를 보여주었다(그림 3). 

그리고 수생태계 건강성에 더하여, 국민 보건 측면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항목이 병
원성 미생물과 독성물질인데,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서는 이러한 모니터링도 더욱 
용이하게 가능하다. 



특정 미생물이 Salmonella, Listeria 등의 병원성 세균과 연관성을 보인 사례가 
있으며15), 특히 NGS 분석은 폐수의 유입 정도 또는 분변의 오염 정도를 판단  
하는 데도 유용하였다16). 16S rRNA 유전자를 이용한 NGS와 대사체 연구를 결합
하여 호주의 브리즈번강(Brisbane River)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유기물 오염과 
분변 오염 지표 세균, 중금속 오염 등에 의해 미생물 군집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
하였다17). 저자들은 이러한 미생물의 민감한 반응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수질   
평가 기법에 비해 멀티오믹스 분석은 수생태계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능케  
함을 보여주었다. 인도 갠지스강(Ganges River)의 미생물 군집구조와 이들의   
기능은, 야무나강(Yamuna River)이라는 지류의 미생물 군집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항생제 및 독성물질 저항성과 높은 관련을 보여주었다18).

[그림 3] 미국 미시시피강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주요 박테리아 분류군의 상대
        출현도 변화14)

* 푸른색은 미주리강 합류 이전, 붉은색은 미주리강 합류 이후 지점 나타냄. 
  A, 입자형(particle-associated); B, 부유형(free-living) 박테리아.

출처 : Henson MW, Hanssen J, Spooner G, et al. Nutrient dynamics and stream 
order influence microbial community patterns along a 2914 kilometer transect 
of the Mississippi River. Limnol Oceanogr. 2018; 63(5): 1837-1855.



수리수문학적 조건 또한 미생물 군집 구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미량오염물질
(micropollutant)은 원핵미생물보다 진핵미생물 habitat specialist에 더 큰 영향을 
보여주었다19). 진핵미생물의 군집은 원핵생물 특히 남세균에 의한 녹조의 발생 
정도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였다20).

다.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의 환경분야 활용 방향

Tara Oceans 그리고 Earth Genome Project와 같은 대규모 현장연구에 의해 
생태유전체학(ecogenomics)이 대두되었으며, 현장실험 데이터와 오믹스 기법의 
결합은 생물학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 주었다21). 그리고 이러한 학제간 융합에 
의해 오래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점차 가능해지고 있고, 새로운 질문과 탐구에 
의해 지구 생명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 예측 모델은 크게 결정론적(deterministic) 모델과 확률론적(stochastic)   
모델로 나눌 수 있는데, 결정론적 모델은 미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유리했고, 
확률론적 모델은 단기 예측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22). 점차 확률론적 모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점으로 제기되었던 원인 설명력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생태 연구에서 이러한 확률론적 모델의 사용은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 생산된 빅데이터가 그 
중심에 자리 잡을 것이다. 특히 유전체, 발현체, 단백체 등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하면 미생물 군집의 기능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은 
결정론적 모델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23) (그림 4).  

[그림 4] 생물학적 통찰을 위한 멀티오믹스 데이터의 통합23)

출처 : Franzosa EA, Hsu T, Sirota-Madi A, et al. Sequencing and beyond: Integrating 
molecular “omics” for microbial community profiling. Nat Rev Microbiol. 2015; 13(6): 360-372. 



캐나다는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이미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우려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분자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기작을 설명할 수 있고, 조기 경보/예측 등에서의 활용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샘플링이 간단해져 비용과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24). 

캐나다 정부는 토양과 수질 관련 메타지놈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Ecobiome 
Project를 통해, 시퀀싱과 생물정보 분석을 중앙기관으로 통합하고, 시료채취, 핵산 
추출 등의 모든 연구과정 방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25) (그림 5).

[그림 5] SeqDB 정보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캐나다 Ecobiomics Project의 
작업 흐름도25)

출처 : Edge TA, Baird DJ, Bilodeau G, et al. The Ecobiomics project: Advancing 
metagenomics assessment of soil health and freshwater quality in Canada. Sci Total 
Environ. 2020; 710: 135906. 



3. 결론 및 시사점

수많은 연구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으로 전국의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가 
만들어지고, 수계별 차이와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환경정책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평가방법에는 높은 조사비용과 많은 인력 및 시간의 
소요, 조사과정에서의 기술적 표준화의 어려움 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미래
에는 좀 더 간편하면서도 높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었다. 다양한 오믹스 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전 세계의 다양한 수계에서 수행된 마이크로바이옴 및 
멀티오믹스 연구결과는 이러한 제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생물의 짧은 생활사와 단기 변화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장기 생태 건강성 평가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통적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미생물 군집 구조는 안정적인 계절별 순환 패턴을 보여주었다. 상류로부터 
하류까지의 변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대도시와 같은 교란 요인에 대해서도 
일시적 변화가 있었지만 신속하게 원래의 군집구조로 돌아옴으로써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기존의 건강성 평가에서는 불가능했던, 특정 독성물질 또는 병원성균에 의한 오염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의 원인을 추적하는 등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활용성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멀티오믹스 기술의 결합으로 생산되는 생물 빅데이터의 
분석은, 단순한 미생물 군집구조의 구성과 건강성 평가를 넘어 이들의 기능과 
생태계의 작동 원리를 더욱 깊이 있게 규명하는 데도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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