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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생태학 

Microbial ecology (or environmental microbiology) is the ecology of microorganisms: thei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and with their environment. It concerns the three major domains of 

life—Eukaryota, Archaea, and Bacteria—as well as virus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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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organisms, by their omnipresence, impact the entire biosphere. Microbial life plays a primary 

role in regulating biogeochemical systems in virtually all of our planet's environments, including 

some of the most extreme, from frozen environments and acidic lakes, to hydrothermal vents at 

the bottom of deepest oceans, and some of the most familiar, such as the human small 

intestine.[3][4] As a consequence of the quantitative magnitude of microbial life (calculated 

as 5.0×1030 cells; eight orders of magnitude greater than the number of stars in the observable 

universe[5][6]) microbes, by virtue of their biomass alone, constitute a significant carbon sink.[7] Aside 

from carbon fixation, microorganisms' key collective metabolic processes (including nitrogen 

fixation, methane metabolism, and sulfur metabolism) control global biogeochemical cycling.[8] The 

immensity of microorganisms' production is such that, even in the total absence of eukaryotic life, 

these processes would likely continue unchanged.[9] 

 

환경생태학(Environmental Ecology) 

환경변화(환경 오염 등)에 따른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생태계 변화 방향을 여러 사례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생물종 다양성과 생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환경문제를 장기적이고 광역적이고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생태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한다. 

 

주차 별 수업내용(15주) 

첫 주 : 환경생태학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들 

둘째 주 : 대기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주 : 독성물질 :  

4 주 : 산성비 

5 주 : Forest Declines 

6 주 : 담수 부영양화 

7 주 : 농약 문제 

8 주 : 중간시험 

9 주 : 산림 벌채에 따른 생태계 영향 

10주 : 생물다양성과 멸종 

11주 : 생물 자원 

12주 : 환경생태학의 응용 분야 

13주 : 미생물과 환경농업 관련 

14주 : 전체 정리 

15주 : 기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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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생태학 

진화생태학(Evolutionary Ecology) : 생태학과 진화생물학의 접목 분야, 환경(생물환경 포함)에 

따른 자연선택에 따라 적응된 현재 (생태와 행동을 가진) 생물로 진화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실증 자료 수집, 분석 및 이론 연구. 오래 전 강의에서 쓴 말인데 아래 영어로 몇줄 넣고 

지나가니 학생들이 읽지 않고 여기저기서 찾은 말로 이해하기에 다시 올림(2020-6-23) 

Evolutionary Ecology is the study of the adaptation of organisms to their environment, 

from molecular to ecosystem levels... or as Darwin (1859) wrote, of 'how the innumerable 

species inhabiting this world have been modified, so as to acquire that perfection of 

structure and coadaptation that most justly excites our admiration.' Our current projects 

include:  

 

 
(I) the co-evolution and immuno-ecology of host and 

parasites, parent-offspring interaction, and life-history 

evolution, using the great tit as the experimental model 

species 

  

  
(II) the adaptation of alpine swifts to nestling parasitism by 

louseflies 
 

 

      

 

(III) animal welfare in poultry, and ... 

   (IV) colour polymorphism in tawny owls 

(II) 칼새과는 칼새목에 속하는 과이다. 칼새과에 속하는 새들은 외형상으로는 제비과의 새들과 비슷하지만 제비과가 속한 

참새목과는 계통이 다르고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칼새와 제비가 외형상 유사한 이유는 서로 비슷한 생태 환경과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렴 진화한 결과 때문이다. 

Vertical transmitted ectoparasite on the reproductive success of Swifts. 

Evolution and Animal Welfare : 1) biochmical, physiological, behaviral, 2) consciously 

experiencing(exhaustion, fear, frustration), 3) (mental) suffering, huma ethics 

Measure, good or poor, Natural(behaving naturally), Longetivity – Reproductive – Fitness, 

Stress(physiological symptoms of poor welfare), Behavior and welfare, Choice -reinforcement - 

welfare 

 



경관생태학 Landscape Ecological 

 

경관생태학은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서로 관련된 제반 시스템들으 시각적,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제간 학문이다. 물질과학과 생물과학을 포함하는 경관생태학은 통합적인 

방법으로 개개의 토지 속성과 그들의 상호관계를 연구한다. 공간적 측면의 상호 관계들은 

경관생태학의 특별한 관심사항이다. 경관생태학은 순수학문의 성격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토지평가와 관련된 응용분야의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과 응용 

여하에 따라 토지의 속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식생도의 작성은 경관생태학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을 개략적으로 조사하는데 특히 도움을 준다. 토지유형, 토양 및 식생과 같은 

토지속성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에서는 필연적으로 원격탐사기법을 포함한 야외조사 방법에 

경관생태학의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의 지리적, 공간적, 기능적 이용) 

Landscape ecology is the science of studying and improving relationships between ecological 

processes in the environment and particular ecosystems. This is done within a variety of landscape 

scales, development spatial patterns, and organizational levels of research and policy. 

 

도시생태학 

Urban ecology is the scientific study of the relation of living organisms with each other and their 

surroundings in the context of an urban environment. The urban environment refers to 

environments dominated by high-density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paved surfaces, 

and other urban-related factors that create a unique landscape dissimilar to most previously 

studied environments in the field of ecology. 

 

질병생태학(Disease ecology) 

Disease ecology is a sub-discipline of ecology concerned with the mechanisms, patterns, and 

effects of host-pathogen interactions, particularly those of infectious diseases, with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factors[1][2] 

While the field is often defined within the context of ecology as a whole, disease ecology 

relates ideas from a wide variety of medical and biological disciplines 

including immunology, epidemiology, and genetics. 

Research exploring the epidemiology, evolution, and ecology of host-pathogen and host-

parasite interactions and disease. Outbreaks of infectious diseases are frequently caused by 

changes to the ecology of the host, the pathogen, or the environment. Therefore, 

understanding the incidence, prevalence, or timing of disease requires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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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cal systems that support transmission and infection broadly across plants, non-human 

animals, and humans in both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s. 

The study of the underlying principles that influence the spatio-temporal patterns of disease. 

Incedence, spatial distribution, and timing of disease reflect the interactions o fpopulations 

with each other. Diseases may be environmental(i.e., caused by things like toxins, cnacers, 

environmental shotages such as famine), or infectious(i.e., caused by pathogens). 

 

2020-05-17, 곽노태 

바이러스 생태학(Viral Ecology) 

도구 : 유전자 분석, DB 구축, 개념 확립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다가갈 수 있다. 전문가와 일반인의 협력이 필요 

The first paradigm to be revised is that viruses are 10‐fold greater in abundance than microbes. 

The second paradigm to be revised is that viruses are ‘the most diverse biological entities’ on the planet. 

The third paradigm to be revised is that viral lysis results in reducing cells from particulate organic matter 

to dissolved organic matter that is rapidly recycled. 

In summary, our Crystal Ball suggests that viral ecology tools to studying viruses will become standard 

in the microbial ecology ‘toolkit’ and, in doing so, virus data will finally be at the scale so that viruses 

can be meaningfully integrated into predictive ecosystem models. This will help elucidate how viruses 

influence living systems – from humans to the global biosphere. Along the way the study of viral ecology 

will continue to identify wonders unimagined and, over time, reveal them as widespread reality. 

https://sfamjournal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1758-2229.12504 

2020-06-07, 곽노태, Viral Ecology 추가  

토양미생물학 

토양미생물학은 토양미생물 생태학이다. 생태학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연구 대상인 토양 미생

물로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이기 때문이다. 실험실 연구가 아닌 자연 환경이 연구 대상으

로 환경과 미생물 그리고 식물과 미생물의 상호 작용이 토양 미생물을 대부분 결정한다. 생태학

은 생물과 환경, 생물과 생물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토양 환경과 여기에서 자라는 식물과 땅 속

에서 사는 작은 동물에 여러 토양 미생물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 알고자하는 것은 실

제 땅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미생물의 역할은 생태계에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물질을 순환시키며 생태계 안정, 항상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생물과 미생물의 관계는 

생태학에서 거론되는 중립, 편리, 공생, 상호공생, 절대공생, 경쟁, 편해, 포식, 기생 등의 상호관계

가 나타나나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과 공간적 분포에 따라 또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한 

https://sfamjournal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1758-2229.12504


개체나 한 종이 아닌 전체 생태계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 생물에 대한 포식과 기생은 ‘- 

effect'를 나타내나 이 종 전체로 장기적으로 보면 ’+ effect'도 크고 중요함을 알아야한다. (농작물

에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도 이러한 점에서 일부의 중요성만 강조된다.) 수계 미생물에서는 식물플

랑크톤, 조류가 중요한 생물 인자이나 토양 미생물에서는 식물, 농작물이 더 중요한 인자로 나타

나나다. 식물은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며 또한 토양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토양 미생물은 식

물의 직접, 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토양 환경과 미생물의 상호작용은 실험실에서와 다르다. 실험실에서는 여러 환경 인자를 일정하

게 하고 한 요인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른 미생물 변화를 관할한다. 따라서 환경 요인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나타난다. 온도 증가에 따른 미생물 수, 양, 활성도 증가가 뚜렷하다. 자연

계에서는 여러 환경 인자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없으므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환경 인자가 서

로 변화되어 여러 환경 인자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없으므로 시간한 인자에 의한 영향을 정확

히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호수에서 수온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수온이 높은 여름에는 

유임 유기물 양도 증가되므로 수온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또 환경 인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어 실험실과는 다른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에 따라 수분량 등 다른 환경 요인과 

연결되어 변화를 준다. 실험실 조건에서는 대부분 한 가지 미생물 종이 실험되고 있으나 자연계

에서는 많은 미생물 종들이 여러 생물과 상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환경 변화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유기물 양이 증가하면 미생물 수, 양, 활성도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나 상대적으

로 유기물 이용 효율이 낮은 종은 생대적으로 증식 속도가 낮아 결과적으로 한정된 생태계의 공

간과 자원의 경쟁에서 유기물 이용 효율이 높은 종들에게 뒤지므로 오히려 그 수가 줄어드는 결

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미생물 생태학은 자연이 하나 실험(자연현상)을 시간별 공간별로 관측하는 방법이 주이며 실험실 

실험과 mesocosom, microcosom과 같은 소규모 모형 생태계 실험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시간, 시간 간격, 빈도, 채취 지점의 선정 등 시간과 공간적 크기의 

결정이 중요하다. 시료의 분석은 일회용으로 다시 채취하여 실험할 수 없다. 시료 분석도 매우 신

중해야 한다. 실험실에서 측정될 수 없는 여러 항목이 있으므로 현장 시료 채취시 이를 정확이 

관측하여 기록해야한다. 식ㄴ별 공간별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이를 해석할 경우에 위에서 논의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야하며 일반적으로로는 밝히려는 부분을 축소하여 논점을 집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에 따라 여러 자료를 선별하여 처리하여야한다. 선별에는 자료의 신뢰성을 우선으로 

하며 시간적 공간적 특성과 주제에따라 맞는 자료만 고른다. 미생물에 대한 환경 영향을 보기 위

해 상관 분석, 다중회귀분석, 요인분석의 통계학적인 방법이 맣이 이용된다. 

토영미생물 수와 양, 활성도를 정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곰팡이류는 균사로 이루어져서 수룰 세는 

것이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세균은 보통 형광 염색하여 현미경에서 직접 수를 세어 총균수로 사

용한다. 생균수는 총균수의 수 %에 불과하며 따라서 ‘Genteic Method'가 유용한 도구로 급부상하

는 이유도 되었다. 미생물 종 분포와 변화는 주로 기능 미생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탈질화균, 

질산화균, 셀루로스 분해균 등이 그 예이며 총균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능 미생물 수 등도 정량

된다. 전체 미생물에 대한 종, 속 등의 조사는 이에 따른 노력에 비해 유용성이 낮게 생각되며 탈



질화균과 같이 주요 기능 미생물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흔히 수행되는 편이다. 기능 미생물은 주

로 선택 배지가 이용되며 액체 배지를 사용하여 ’MPN' 방법을 이용하여 그 수를 측정하는 경우

가 많다. 군락 수를 센 것은 ‘CFU'. MPN은 ’MPN'을 단위로 사용하거나 명기한다. 

미생물양은 직접관측으로 부피를 산출한 후 밀도를 곱하여 구한다. 토양의 ATP나 핵산 양을 분석

해내고 이를 미생물 양으로 환산하는방법도 자주 이용된다. 그러나 토양에서는 발생 하는 CO2 

양을 측정하는 ‘CFI' 방법이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정확하여 많이 사용된다. 

 

농업과 환경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이 우선하는 정책은 이제 공장이

나 도시에 국한되고 있지 않다. 농업이 생산효과 이외에 보다 큰 환경 보전, 청화 효과를 강조하

는 이 시점에서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 effects'와 ’- effects'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새로

운 개념과 접근 방식도 연구되어야 하라 것이다. 특히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농업 방식과 개념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품종 개량, 유전자 재조합, 비료 개발, 

비료 사용 방식 변경, 농업 기계 사용 변경 등 수 많은 분야가 있다. 문제는 질소 비료 사용에 따

른 부영양화 등의 부수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완화하는데 질소 비료 생산 비용보다 더 많

이 든다는데 있다. 현재가 이렇다면 미래는? 

2004년 3월?, 곽노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