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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growth response and population regeneration of four halophyte species: 
Suaeda japonica, Salicornia europaea, Suaeda maritima and Suaeda glauca, when climate change proceeds 
caused by increased CO2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The plants collected from habitat in 2018 were 
transplanted into Wagner pots, and cultivated for two years in greenhouse divided into a control (ambient 
condition) and a treatment (elevated CO2 + elevated temperature). The shoot length of halophytes was 
measured in July of each year, and the population regeneration rate was measured in October 2019. The shoot 
lengths of S. japonica and S. glauca had no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for two years. Those of S. 
europaea were longer in control than treatment for two years. Those of S. maritima had no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in 2018 but were longer in control than treatment in 2019. In control, the shoot lengths of 
S. japonica, S. europaea and S. glauca had no difference between years while those of S. maritima were longer 
in 2018 than in 2019. In treatment, those of S. japonica, S. europaea and S. maritima were shorter in 2019 than 
2018 but S. glauca had no difference between years. The regeneration rates of S. japonica, S. europaea and S. 
glauca were lower treatment than control,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generation rate of S. maritima. 
In conclusion, if climate change progresses caused by the increase of CO2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the shoot lengths of S. japonica, S. europaea and S. maritima will be shortened, and the regeneration rate of 
population will be increased only in the S. maritima.

Key words: climate change, global warming, Chenopodiaceae, above-ground length, annual herb

Manuscript received 20 August 2020, revised 7 September 2020,  
revision accepted 8 September 2020 
*   Corresponding author: Tel: +82-41-850-8508,  Fax: +82-41-850-0957 

E-mail: youeco21@kongju.ac.kr

KJEE 53(3): 295-303 (2020)
https://doi.org/10.11614/KSL.2020.53.3.295
ISSN: 2288-1115 (Print), 2288-1123 (Online)

Original article



김지은·김의주·이응필·박재훈·이승연·박지원·이정민·최승세·유영한296

서     론

지속적인 지구 대기 평균 기온 상승은 산업화에 의한 

온실가스의 증가 때문이며 (Keeing et al., 1989), 온실가

스 중 인위적인 CO2 배출량의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Kobayashi, 2006). 이러한 대기 중 CO2의 증

가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의 기온을 약 0.74°C 상승시

켰다 (IPCC, 2007). 2018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CO2 농도

는 415.2 ppm이었고 1999년에 비교하여 약 11.9% 증가하

였는데 이로 인해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약 2°C 상승되었

다 (KOSIS, 2019). CO2의 누적 배출량은 21세기 후반과 그 

이후의 지구 표면 평균 온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인간과 자연은 기후변화에 치명적인 영

향을 받을 것이다 (IPCC, 2014). 특히, 지속적인 CO2 농도

와 온도 상승은 식물의 생육 반응과 생산량을 변화시킬 것

이다 (Morison et al., 2002).

온난화가 진행됨으로써 해양 표층수의 수온 상승은 해

류의 유속과 위치 그리고 해수의 무기영양소 함량과 층

의 형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Kim, 2012; IPCC, 2014). 그 

중 대기의 CO2는 약 40%가 대기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육

지와 해양에 축적되며, 특히, 바다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가 흡수되어 해양 산성화가 일어났다 (IPCC, 2014). 이

러한 현상은 해양을 걸친 전 지구적으로 물순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며 (IPCC, 2014), 또한 해

양 산성화로 다양한 해양생물의 발생과 생육이 저해되고 

있다 (Kim, 2012). 이처럼 해수 산성화는 해양 생물과 생태

계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Gim et al., 2014).

염생식물 (Halophyte)은 토양의 염분농도가 높은 해안의 

염습지에서 생활사를 완성하는 식물로서 염류를 축적하고 

염분에 대한 저항력을 지니고 있다 (Flowers et al., 1997; 

Choi et al., 2018). 염생식물 군락은 높은 일차생산력과 다

양한 분류군의 생육지 및 오염물질의 정화 등의 역할을 수

행한다 (Chang et al., 2019). 최근 전 세계는 기후변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

원인 블루카본 (blue carbon)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이 

중 염생식물은 탄소순환과 퇴적작용을 통해 대기 중의 탄

소를 식물체와 퇴적물에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생

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Crooks et al., 2017). 

우리나라에서는 퉁퉁마디, 칠면초, 해홍나물, 나문재, 갈

대 등의 총 16과 40분류군의 다양한 염생식물이 해안과 

갯벌에 분포하고 있다 (Jeong, 2011). 하지만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염생식물의 중요성이 집중과 

강조됨에 따라 염생식물의 생태학적 연구는 CO2 및 온도

스트레스 하에서 근권 미생물이 염생식물의 종자 발아에 

미치는 영향 (Mesa-Marín et al., 2019), 염분 농도 기울기에 

따른 수종의 생육 반응 (Son, 1968; Egan and Ungar, 2001)

과 염생식물 군락의 분포 및 식생조사 (Jeong et al., 2017; 

Park et al., 2020), 염생식물 분포와 현존량에 관한 연구 

(Kim et al., 1999; Lee et al., 2000) 등이 최근까지 연구되

었다. 하지만 기후변화 조건에서 염생식물의 생육 반응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염생식물의 

생태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CO2 

농도와 온도가 상승하였을 때 칠면초, 퉁퉁마디, 해홍나물 

그리고 나문재의 생육반응과 개체군 재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실험에 사용된 염생식물은 명아주과 (Chenopodiaceae)

의 칠면초 (Suaeda japonica Makino), 퉁퉁마디 (Salicornia 

europaea L), 해홍나물 (Suaeda maritima (L.) Dumort) 그리

고 나문재 (Suaeda glauca (Bunge) Bunge)이었다. 2018년 

4월에 군산시 오식도동 841번지 (35°56′41.13″N, 126°35′ 
21.26″) 일대의 새만금 방조제의 북측 간척지에서 퉁퉁마

Fig. 1. A collection site: Salicornia europaea L. and Suaeda glau-
ca (Bunge) Bunge collected in Gunsan-si, Suaeda japonica Maki-
no and Suaeda maritima Dumort in Bua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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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의 유식물을 채집하였고 간척지에서 육상과 근접한 건

조간 곳에서 나문재의 유식물을 채집하였다. 그리고 동

일 시기에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산 79-216 (35° 
35′42.14″N, 126°39′06.02″) 일대의 조수 영향을 지속적으

로 받는 저조선과 만조선 사이의 펄 갯벌에서 칠면초의 유

식물을 채집하였고, 만조선 근처 습한 지대에서 해홍나물

의 유식물을 채집하였다 (Fig. 1). 

2. 환경처리

기후변화에 따른 생육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유리온실을 

대조구 (ambient CO2, control)와 처리구 (CO2-enrichment, 

treatment)로 구분하였다. 대조구의 평균 CO2 농도와 평균 

온도는 각각 332.5±32.2 ppm과 17.4±12.1°C로 대기 중

의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처리구의 CO2 농도는 CO2 

가스통 2개를 설치한 후, 0.2 mm 호스를 연결하여 CO2 가

스를 24시간 주입하였고 CO2 측정 로거 (TEL-7001, Onset 

computer, USA)를 통해 모니터링한 뒤 가스조절기를 조

절하여 평균 CO2 농도를 408.9±60.9 ppm으로 유지시켰

다. 그리고 처리구내에 설치된 CO2 센서 (TEL-7001, Onset 

computer, USA)를 통해 10분 간격으로 모니터링하였다 

(Fig. 3). 처리한 CO2 농도 값은 2014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 (IPCC)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 중 RCP 2.6 시나리오에 가장 근접

한 것으로 (IPCC, 2014) 대조구에 비해 약 1.2배 상승시켰

다. 온실가스 중에서 온실효과를 가장 많이 발휘하는 가스

는 CO2이며, 온실가스는 온도 상승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따라서 처리구의 온도는 대조구에 비해 CO2를 약 1.2배 

처리하였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되었다. 처리구의 온도는 

온도데이터로거 (TR-71U, T&D, Japan.)를 사용하여 1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약 19.1±12.2°C로 대조구에 

비해 평균 1.7°C 높았다 (Fig. 3). 

3. 재배 및 측정

기후변화에 따른 연도별 염생식물의 생육반응과 개체군 

재생률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8년 4월에 칠면

초, 퉁퉁마디, 해홍나물 그리고 나문재의 자생지에서 채집

해 온 유식물들은 유리온실의 대조구와 처리구에 각 환경

구배당 6개의 와그너포트 (Wagner pot)에 5개체씩 이식하

였고 2018년 10월까지 재배하였다. 와그너포트에 2 mm 이

하의 동일 입자의 크기의 모래토양을 저토로 충전하였고, 

Fig. 2. Photo of halophytes that have been cultivated in the control and treatment for two years. The upper left is the control (A) in 2018 and 
the upper right is the treatment (B) in 2018. The lower left is control (C) in 2019 and the lower right is the treatment (D)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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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는 염분이 포함된 생육지의 토양으로 사용하였다. 나

문재는 직경 256 mm와 높이 297 mm의 와그너포트에 이

식하였고 칠면초, 퉁퉁마디 그리고 해홍나물은 직경 174.6 

mm와 높이 197.5 mm의 와그너포트에 이식하였다. 유식

물들을 개체 간 경쟁을 최소화하고자 포트에서 일정 간격

으로 맞추어 모서리와 중앙에 이식하였다 (Fig. 2). 이식된 

4종의 염생식물은 당해 종자를 생산한 후 생활사를 마쳤

다. 2018년 10월에 생성된 종자는 화분 내 토양에 파종되

어 2019년 3월에 발아하였고, 정착한 유식물들을 대상으

로 2019년 10월까지 재배하였다 (Fig. 2). 수분은 와그너포

트 내 토양 상태를 확인하여 4~5일 간격으로 공급하였고 

증발이 빠른 여름철에는 2~3일 간격으로 관수하였다.

염생식물 4종의 생육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염생식물의 활력도가 높았던 7월에 지상부의 길이를 측정

하였다. 대조구와 처리구에서 각 포트 당 칠면초, 퉁퉁마

디, 해홍나물 그리고 나문재의 생육이 양호하며 지상부의 

길이가 가장 길었던 3개체를 선별하여 50 cm 자를 활용하

여 표토부터 식물체의 정단부까지 지상부 길이 (cm)를 측

정하였다. 염생식물 4종의 개체군 재생율을 파악하기 위해

서 2019년 10월에 대조구와 처리구에서 각 포트 당 발아

한 칠면초, 퉁퉁마디, 해홍나물 그리고 나문재의 개체 수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종별 포트 당 측정된 개체 수를 2018

년에 와그너포트로 이식한 총 개체 수로 나누어 개체군 재

생율 (ea)을 산출하였다.

4. 통계 분석

대조구와 처리구별 지상부 길이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Kolmogorov-smirnov test를 이용하여 정규분포 여부를 확

인하였고, 정규분포를 나타내지 않아 (p<0.05) 비모수 통

계 분석 (Nonparametr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대조구

와 처리구별 차이의 유의성은 Kolmogorov-smirnov two 

sample test로 확인하였다. 종별 각 대조구와 처리구 간의 

재생율의 차이는 Kolmogorov-smirnov two sample test로 

확인하였고 대조구와 처리구별 종 간의 재생율의 차이의 

유의성은 Kruskal-Wallis로 확인하였다. 통계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tatistica 7 통계패키지 (Statsoft, Inc, USA)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육반응

칠면초의 지상부 길이는 2018년에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0.3 cm 길었으나 통계적 차이가 없었고, 2019년의 지상부 

길이는 대조구가 처리구보다 13.6 cm 길었으나 통계적 차

이가 없었다 (Fig. 4a). 대조구내에서 지상부의 길이는 2018

년이 2019년보다 평균 4.5 cm 길었으나 통계적 차이가 없

었고, 처리구내에서는 2018년이 2019년보다 평균 18.4 cm 

길었다 (Fig. 4a). CO2 농도와 온도가 상승되면 칠면초의 지

Fig 3. Average monthly temperature and CO2 concentration under two environmental conditions (control and treatment) from May 2018 to 
September 2019. The histograms mean CO2 concentration and the line graphs mean temperature in control and treatment (CO2-enrichment). 
Empty square means CO2 concentration in control (ambient CO2), painted square means CO2 concentration in treatment (CO2-enrichment), 
dotted line means temperature in control (ambient CO2) and line means temperature in treatment (CO2-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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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길이는 짧아질 것이다.

퉁퉁마디의 지상부의 길이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대

조구가 처리구보다 각각 평균 4.5 cm, 9 cm 길었다 (Fig. 

4b). 대조구내에서 지상부의 길이는 2018년이 2019년보

다 평균 1.0 cm 길었으나 통계적 차이가 없었고, 처리구내

에서는 2018년이 2019년보다 평균 5.4 cm 길다 (Fig. 4b). 

CO2 농도와 온도가 상승되면 퉁퉁마디의 지상부 길이가 

짧아질 것이다. 

해홍나물의 지상부 길이는 2018년에 대조구가 처리구보

다 0.9 cm 길었으나 통계적 차이가 없었고, 2019년의 지상

부 길이는 대조구가 처리구보다 12.8 cm 길었다 (Fig. 4c). 

대조구내에서 지상부의 길이는 2019년이 2018년보다 평

균 6.5 cm 길었고, 처리구내에서는 2018년이 2019년보다 

평균 5.5 cm 길었다 (Fig. 4c). CO2 농도와 온도의 상승은 

해홍나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쳐 해홍나물의 지상부 길이

는 짧아질 것이다.

나문재의 지상부 길이는 2018년에 대조구가 처리구보다 

평균 4.9 cm 길었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고, 2019년에는 

지상부 길이가 대조구가 처리구보다 평균 9.4 cm 길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Fig. 4d). 대조구내에서 지상부 길

이는 2018년이 2019년보다 평균 0.1 cm 길었으나 통계적 

차이가 없었고, 처리구내에서 2018년이 2019년보다 평균 

4.6 cm 길었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Fig. 4d). CO2 농도

와 온도의 상승은 나문재의 생육반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 CO2 농도가 상승하게 되면 식물

은 CO2 분압을 높여 광합성기관에서 CO2 확산과 rubisco

의 탄소고정이 촉진되고, 광호흡을 억제시켜 (Bowes 1996) 

식물체에 공급되는 CO2의 양이 증가해 광합성 속도가 증

대되고 (Park, 1993; Park, 2003), 이러한 이유로 식물의 생

장을 증진시켜서 지상부의 길이가 길어질 것이다. 하지만 

CO2 농도가 상승하게 되면 일년생 식물은 지상부의 길이

가 짧았다. 본 연구 대상식물들도 일년생 식물로서, 퉁퉁

마디와 해홍나물의 지상부 길이는 처리구에서 짧았다. 본 

연구대상과 같은 과 (family)에 속한 명아주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의 지상부 길이는 CO2 농

도가 점차 증가할수록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가 일정 이

산화탄소의 농도 (1,500 ppm 이상)를 초과하면 다시 줄어

Fig. 4. Shoot length (cm) of Suaeda japonica Makino (a), Salicornia europaea L. (b), Suaeda maritima Dumort. (c) and Suaeda glauca 

(Bunge) Bunge (d) in control (ambient CO2) and treatment (CO2-enrichment) conditions for two years. Apper case on the bars mean sig-
nificantly different between 2018-year and 2019year in control. Lower case on the ba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2018-year and 
2019-year in treatment. * (maker) on the alphabet means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p<0.05).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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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Pilipavicius et al., 2006). 또한 일

년생 식물인 어저귀 (Abutilon theophrasti Medik.)의 지상

부 길이가 대조구보다 처리구가 더 낮아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Garbutt et al., 1990). CO2 농도와 온도 증가가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증진시키기도 하지만 (Carson and 

Bazzaz, 1982; Krizek et al., 1969), 변화가 없거나 (Garbutt 

and Bazzaz, 1984) 본 연구결과와 같이 감소하기도 한다 

(Idso and Kimball, 1997). CO2 농도와 온도의 상승은 여

러 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특히 CO2 농도의 상승에 따

른 영향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Kim, 2012) 즉,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에 따른 식물의 반

응은 종 특이적이다 (Leadley et al., 1999). 본 연구에서 칠

면초, 퉁퉁마디 그리고 해홍나물은 CO2 농도와 온도의 상

승으로 지상부 길이가 짧아졌다. 기후변화는 칠면초, 퉁퉁

마디 그리고 해홍나물의 생육반응을 감소시킬 것이다.

2. 개체군 재생율

칠면초, 퉁퉁마디 그리고 나문재의 재생율은 대조구보다 

처리구에서 낮았고 해홍나물의 재생률은 대조구와 처리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대조구내에서의 염생식물의 재생률은 

차이가 없었고 처리구내에서의 재생율은 해홍나물이 가

장 높았고 칠면초가 가장 낮았다. CO2 농도와 온도가 상승

되면 해홍나물을 제외한 칠면초, 퉁퉁마디 그리고 나문재

의 재생은 낮아질 것이고 특히 칠면초가 더욱 심할 것이다 

(Fig. 5).

본 연구 대상과 유사하게 애기장대 (Arabidopsis thaliana 

(L.) Heynh.)는 대조구에 비해 CO2 농도를 높인 처리구

에서 낮은 발아율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Andalo et al., 1996). 반면에 긴털비름 (Amaranthus 

hybridus L.)과 명아주 (C. album var. centrorubrum)의 발

아율과 출현 개체 수는 700 ppm 증가시킨 농도에서 증

가하였다 (Ziska and Bunce, 1993). 말냉이장구채 (Silene 

noctiflora L.)는 CO2 농도를 대조구보다 370 ppm 증가시

킨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증가하였고 (Qaderil and Reid, 

2008), 토끼풀 (Trifolium repens L.) 그리고 창질경이 

(Plantago lanceolata (Koidz.) Ohwi) 등은 CO2 농도와 온

도가 높을수록 발아율이 증가하여 (Wulff and Alexander, 

1985; Edwards et al., 2001)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

를 나타냈다. CO2 농도에 따른 발아율의 반응 강도는 종

별로 다르기도 하고 (Poorter, 1993) 식물의 영양상태에 따

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Wong et al., 1992; El Kohen 

and Mousseau, 1994) 본 연구와 유사하거나 상반된 결과

가 나타난 것으로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염생식물이 생육

하는 염습지의 경우 더운 날씨에 종자 발아가 감소하며, 

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염도의 증가일 것으로 고려되어

졌다 (Khan and Ungar, 1986; Egan and Ungar, 1999). 하지

만 식물은 환경적 조건이 열악한 경우 일반적으로 생식투

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Way et al., 2009), 본 연구 대

상의 재생율은 CO2 농도의 증가로 인해 줄어든 것으로 판

단된다. 뿐만 아니라 식물 재생에 있어 온도와 수분의 공

급은 종자 휴면의 개시와 해제 및 발아에 중요한 요인이

다 (Woodward and Williams, 1987). 이러한 이유는 생태학

적 신호에 영향을 주는 다른 환경 변화와 함께 기후 변화

는 식물의 회복 (recruitment)과 개체군 활력 (dynamics)에 

영향을 미친다 (Arft et al., 1999; Diemer, 2002; Fitch et al., 

2007; Walck and Dixon, 2009; Baeten et al., 2010). 기후변

화는 식물의 초기 생장 단계 때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식물의 회복 (recruitment)에 주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Lloret et al., 2004; Fay and Schultz, 2009; Dalgleish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인 칠면초, 퉁퉁마디, 해홍나물 

그리고 나문재는 CO2 농도와 온도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 

개체군 재생율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저자정보 김지은 (국립공주대학교 박사수료), 김의주 (국립

공주대학교 박사과정), 이응필 (국립생태원 연구원), 박재훈 

(국립공주대학교 이학박사), 이승연 (국립공주대학교 이학

박사), 박지원 (국립공주대학교 석사과정), 이정민 (국립공

Fig. 5. Regeneration rates of S. japonica, S. europaea, S. maritima 
and S. glauca under control (ambient CO2) and treatment (CO2-en-
richment) conditions. Apper case on the ba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four halophytes in control. Lower case on the ba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four halophytes in treatment. 
* (maker) on the alphabet means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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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학교 석사과정), 최승세 (국립생태원 연구원), 유영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저자기여도 개념설정: 유영한, 김지은, 방법론 및 분석: 유

영한, 김지은, 김의주, 박재훈, 이응필, 이승연, 박지원, 이정

민, 실험 및 자료제공: 김지은, 김의주, 박재훈, 이정민, 박지

원, 원고 초안작성: 김지은, 김의주, 박재훈, 원고교정 및 검

토: 최승세, 박재훈, 이응필, 이승연

이해관계 이 논문에는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없음.

연구비 이 성과는 2018년도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NRF-2018R1A2B5A010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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