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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안의 부착해조류에 한 연구는 Kang(1966)의 보

고 이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부분 조간 에서 조사

가 수행되었고(김 1983; 이 1991; 유 2003), 조하 해조군집

에 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Chung et al. 1991; Kim et al.

1998; Yoo 2003). 조하 해조군집은 조간 군집에 비하여

넓은 범위에 분포할 뿐 아니라, 상 적으로 풍부한 식생을

보이고 있다(Yoo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하 군집에

한 연구가 미흡한 것은 SCUBA diving을 해야 하는 등 현

장조사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조하 군집

에 한 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부착해조류는 해중림

의 구성원으로 해양생물의 주요서식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해양생물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Terawaki et al. 1998; 서와 유 2003; 유 등 2001; Kim and

Yoo 2003).

지금까지 일만 연안에서 보고된 해조류 연구는 조간

의 해조상과 해조군집에서 한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이와

이 1988; 남 등 1996; 이 등 1997), 아직 조하 군집에 한

보고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만 내∙외 연안에서 조

하 해조군집의 구조와 분포 특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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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map of study area showing the location of sampling
sites (●).



되었다.

재료와 방법

조사는 경북 일만 내만지역인 마산리(36° 00’ 50” N, 129°

28’ 35” E)와 남단 외만지역인 강사리(36° 02’ 15” N, 129° 34’

50” E) 일 의 조하 자연암반에서 2003년 5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수행되었다(Fig. 1). 해조상과 해조군집 조사는 각 조

사지역에서 SCUBA diving을 하여 수심 10 m까지 설치한

line transect를 따라 2 m 간격으로 0.5×0.5 m 방형구를 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해조류를 채집하 다. 채집된 시료는 현

장에서 10％ 포르말린-해수로 고정하고 실험실로 운반하여

현미경하에서 동정하 다(Nikon E600, SMZ800). 채집∙동

정된 해조류는 이와 강(2001)의 분류목록에 따라 정리하

다. 각 방형구에서 채집된 시료는 담수로 충분히 씻고 종별

로 구분하여 건열멸균기에서 105°C로 48시간 건조시키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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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list of benthic marine algal species observed in quadrats at Yeongil Bay

Sampling Sites
Species

Masan Gangsa

Cyanophyta
Microcoleus tenerrimus + 
Oscillatoria amphibia + +

Chlorophyta
Enteromorpha compressa + +
Enteromorpha linza + +
Enteromorpha prolifera +
Ulva pertusa + +
Cladophora sp. + +
Bryopsis plumosa +
Caulerpa okamurae +
Codium adhaerens +
Codium fragile + +
Codium minus +

Phaeophyta
Ectocarpus sp.
Spacelaria sp. +
Dictyopteris divaricata + +
Dictyota dichotoma +
Dictyota divaricata +
Dilophus okamurae + +
Pachydictyon coriaceun + +
Spatoglossum pacificum +
Punctaria latifolia +
Colpomenia sinuosa + +
Scytosiphon lomentaria + +
Desmarestia viridis +
Undaria pinnatifida + +
Hizikia fusiformis +
Sargassum confusum + +
Sargassum horneri + + 
Sargassum siliquastrum +
Sargassum thunbergii + +
Sargassum yezoense + +

Rhodophyta
Stylonema alsidii + + 
Porphyra suborbiculata + + 
Porphyra tenera +
Corallina pilulifera + +
Corallina officinalis + +
Pneophyllum zostericolum + +

Sampling Sites
Species

Masan Gangsa

Titanoderma tumidulum + +
Gelidium amansii + +
Gelidium divaricatum + +
Chondracanthus intermedia +
Chondracanthus tenellus +
Phacelocarpus japonicus + +
Ahnfelliopsis flabelliforims +
Carpopeltis affinis + +
Carpopeltis cornea +
Grateloupia elliptica + +
Grateloupia lanceolata + +
Grateloupia prolongata +
Plocamium telfairiae +
Plocamium sp. +
Champia parvula +
Binghamia california + +
Lomentaria catenata + +
Lomentaria hakodatensis +
Antithamnion nipponicum +
Camphylaephora crassa +
Ceramiopsis japonica + + 
Ceramium cimbricum +
Ceramium fastigiramosum +
Ceramium tenerrimum + +
Ceramium sp. +
Acrosorium flagellatum +
Aceosorium polyneurum + +
Acrosorium uncinatum + +
Acrosorium yendoi +
Erythroglossum minimum + +
Chondria crassicaulis +
Heterosiphonia japonica +
Heterosiphonia pulchra + +
Laurencia intermedia +
Laurencia intricata +
Laurencia sp. + +
Neoholmesia japonica + +
Polysiphonia morrowii + +
Polysiphonia sp. +
Symphyocladia latiuscula + +
Symphyocladia marchantioides +



조기에서 식힌 후, 건물량을 0.01 g 수준까지 측정하여 단위

면적(m2)당 무게로 환산하 다.

결과와 고찰

본 연구결과 채집, 동정된 부착해조류는 남조류 2종, 녹조

류 10종, 갈조류 19종, 홍조류 47종으로 총 78종이 관찰되었

다. 지역별로는 일만 내만인 마산에서 66종, 외만 지역인

강사에서 52종이었다(Table 1). 분류군별 출현종수의 구성비

율은 남조류 2.6%, 녹조류 12.8%, 갈조류 24.4%, 홍조류

60.2% 다. 현재까지 동해안에서 보고된 해조류의 출현종수

는 총 431종(남조류 34종, 녹조류 50종, 갈조류 94종, 홍조류

253종)으로 문별 구성비가 본 조사결과와 유사하 다(Table

2). 그리고 현재까지 동해안 72개 지역에서 보고된 해조상에

서 출현빈도가 70% 이상인 종은 구멍갈파래(Ulva pertusa),

불레기말(Colpomenia sinuosa), 미역(Undaria pinnatifida), 애기

마디잘룩이(Lomentaria hakodatensis), 부챗살(Ahnfeltiopsis

flabelliformis), 참보라색우무(Symphyocladia latiuscula) 등 6종이

었는데, 본 조사에서도 이들 종이 모두 출현하 다. 출현종

수로 볼 때, 내만인 마산지역이 외만의 강사보다 높았는데,

이는 조간 해조상이 내만과 외만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내

만의 발산과 여남의 출현종수가 높음을 지적한 바와 같다(이

와 오 1986). 그러나 이 등(1997)은 내만보다 외만지역의 풍

부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조사지점과 차이가 있었다. 본 조하

군집에서는 내만지역인 마산의 출현종수가 많았는데, 이

는 형산강 하구를 지나온 해류의 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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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 of benthic marine algae observed in quadrats at Yeongil Bay area. (Cyano, Cyanophyta; Chloro, Chlorophyta;
Phaeo, Phaeophyta; Rhodo, Rhodophyta)

Division
Sites

Cyano Chloro Phaeo Rhodo Sum

Masan 2 8 15 41 66
Kangsa 1 7 15 29 52
Cum* 2 10 19 47 78

*Cum: Cumulative number of species.

Table 3. Biomass value (g dw · m–2) and the specific proportion of biomass value (%) at Masan and Gangsa of Yeongil Bay area
(Species which had the specific proportion of average biomass value in less than 0.50 were removed from the list)

Sites Biomass Relative Biomass
Average

Species Masan Gangsa Masan Gangsa

Sargassum hornerii - 26.64 - 31.44 15.72
Undaria pinnatifida 33.58 4.91 20.89 5.79 13.34 
Sargassum thunbergii 19.62 7.73 12.21 9.12 10.66
Dictyopteris divaricata 22.41 0.43 13.94 0.51 7.23
Caulerpa okamurae 21.93 - 13.64 - 6.82
Laurencia sp. 0.10 9.44 0.06 11.14 5.60
Corallina spp. 16.44 0.59 10.23 0.70 5.46
Symphyocladia latiuscula 4.13 5.57 2.57 6.57 4.57
Grateloupia lanceolata 1.76 6.54 1.10 7.72 4.41
Spatoglossum pacificum - 6.16 - 7.27 3.64
Grateloupia elliptica 8.44 1.45 5.25 1.71 3.48
Lomentaria catenata 3.07 3.69 1.91 4.36 3.13
Hizikia fusiformis 7.22 - 4.49 - 2.25
Gelidium divaricatum - 3.70 - 4.37 2.18 
Laurencia intermedia - 3.08 - 3.64 1.82 
Ulva pertusa 5.39 - 3.35 - 1.68 
Colpomenia sinuosa 0.23 1.40 0.14 1.65 0.90 
Acrosorium yendoi 2.36 - 1.47 - 0.73 
Codium minus - 1.10 - 1.30 0.65 
Chondria crassicaulis 1.77 - 1.10 - 0.55 
Dilophus okamurae 1.61 - 1.00 - 0.50 
Ceramium fastigiramosum 1.61 - 1.00 - 0.50 



(이와 이 1988). 

현존량은 내만지역인 마산에서 161 g dw·m–2, 외만지역인

강사에서 85 g dw·m–2으로 내만지역이 상 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또한 분류군별로는 마산에서는 녹조류 19%, 갈조류

53%, 홍조류 28% 그리고 강사에서는 녹조류 1%, 갈조류

57%, 홍조류 42%를 차지하 다(Fig. 2).    

금번 조사에서 현존량으로 본 우점종은 괭생이모자반

(Sargassum horneri), 미역(Undaria pinnatifida), 지충이

(Sargassum thunbergii) 3종이었다. 마산에서는 미역, 쌍발그

물바탕말(Dictyopteris divaricata), 욱덩굴(Caulerpa okamurae),

지충이, 그리고 강사에서는 괭생이모자반, 서실류(Laurencia

sp.), 지충이가 우점종이었다(Table 3). 한편 지금까지 보고

된 일만 인근 해역의 조하 조사결과를 보면, 이와 오

(1986)는 일만 하계 우점종은 미역, 무절석회조류

(melobesioidean algae), 참그물바탕말(Dictyota dichotoma), 지

충이 그리고 남 등(1996)은 일만 외만지역인 보 인근에

서 미역, 우뭇가사리(Gelidium amansii), 참보라색우무로 보고

하여, 체로 갈조류에 의해 우점되는 조하 군집과는 다름

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지역에 한 조하 해조군집의 수직분포는 상부에

미역, 지충이, 괭생이모자반, 산호말류(Corallina spp.), 중부

에 미역, 괭생이모자반, 옥덩굴, 하부에 쌍발그물바탕말로

표되었다. 마산에서는 조하 상부에 미역, 산호말류, 지

충이, 톳(Hizikia fusiformis), 중부에 미역, 산호말류, 옥덩굴,

하부에는 참그물바탕말이었고, 강사에서는 조하 전체에

괭생이모자반, 상부와 중부에 지충이, 서실류(Laurecia sp.),

가는개도박(Grateloupia lanceolata), 참가시그물바탕말

(Spatoglossum pacificum)로 표되여 두지역의 해조군집에 다

소 차이가 있었고, 내만 지역인 마산 연안의 식생이 수심별

로 더 풍부하 다. 한편 동해안 조하 해조군집은 Chung et

al.(1991)이 갈남에서 여름 조하 수직분포가 참보자색우무,

작은구술산호말(Corallina pilulifera) - 욱덩굴 그리고 겨울에

미역, 비틀 모자반(Sargassum yezoense), 개그물바탕말

(Dilophus okamurae)이 조하 전체에서 표된다고 보고하

다. 김 등(1983)은 안인에서 조하 수직분포를 미세조류군

집(fine algal community) - 미역속(Undaria) - 다시마속

(Laminaria)/석회조류(calcareous algae)로 보고하여 금번 조

사 결과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형갈조류가 우점하는 조하

특성은 유사하 다.    

동해안 조하 해조군집의 수직분포 특성과 우점종에

한 전반적인 경향은 몇 편의 보고 자료만으로 논하기에는 아

직 미흡하고(김 등 1983; 이 등 1984; Chung et al. 1991), 72

개 조사지역에 한 종합적인 분포특성이 밝혀진 조간 해

조류와 분포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요 지역들에 한 조사

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금번 조사지역과 인근 발

산 연안은 일만과 주변지역보다 해조식생이 풍부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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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iomass values of algal divisions at Masan and Gangsa
of Yeongil Bay area. 

Fig. 3. The vertical distributions of the representative algal
species in term of their biomass (g dw · m–2) at Masan and
Gangsa of Yeongil Bay area. (Abbreviations of species
name; Acy, Acrosorium yendoi; Cao, Caulerpa okamurae; Cos,
Corallina spp.; Dcd, Dictyopteris divaricata; Gre, Grateloupia
elliptica; Hif, Hizikia fusiformis; Las, Laurencia sp.; Loc,
Lomentaria catenata; Sah, Sargassum horneri; Sat, Sargassum
thunbergii; Spp, Spatoglossum pacificum; Syl, Symphyocladia
latiuscula; Ulp, Ulva pertusa; Unp, Undaria pinnatifida).



로 보고 되고 있는데, 그 원인에 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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