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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rgassum macrocarpum is a perennial species with a lifespan of more than 9 

years and is widely inhabited in Korea and Japan. S. macrocarpum population forms 

canopies to provide habitat and spawning grounds for biological resources.  These 

canopies also play an important ecological role as large-scale high-productivity 

biomass. In addition, S. macrocarpum extract is recently founded as a marine 

bioresource that promotes neurite growth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Despite its 

positive health effects, there is limited biological data related to characteristics of S. 

macrocarpum that hinder the management, protection, as well as ecological and 

industrial utilization of the diminishing Sargassum popul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formation on reproductive biological research of Sargassum that 

can be utilized in Sargassum resource creation and aquaculture technology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d an assessment of the ecology and reproductive 

characteristics of the S. macrocarpum population inhabiting the Jocheon coast of Jeju 

Island, Korea from April 2018 to October 2020.

1. Morphological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of S. macrocarpum

  S. macrocarpum has conical attachments, erect stems, and several main branches 

growing from the stem with denticle protuberances on both edges of the main stem. 

Leaves have serrated or double-serrated whereas the air bladder is spherical or 

elliptical with mucronate or coronal leaf. While the shape of the female receptacle is 

flat, it can also be either spatulate or oblanceolate. The male receptacle is linear.

2. Growth pattern and population change of S. macrocarpum

  The total length and weight of S. macrocarpum were the highest in June (135.3 

cm, 2.5 kg wet-wt m-2) of 2018 and May (132.3cm, 3.6 kg wet-wt m-2) of 2019. 

The lowest values were found in August (water temperature 25.0 ) and Sept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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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emperature 23.5 ) of 2018 at 0.3 kg wet-wt m℃ -2. The average density and 

biomass of the   S. macrocarpum population were 4.6 individuals m-2 and 4.6 kg 

wet-wt m-2.

3. Reproductive period and resource allocation of S. macrocarpum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growth and reproductive period of S. macrocarpum, 

the vegetative frond of the S. macrocarpum grew from October (water temperature 

20.7 ) to January (water temperature 14.5 ), and reproductive frond grew from ℃ ℃

February (water temperature 14.1 ) to April (water temperature 16.1 ). Further, the ℃ ℃

maturation period of the receptacle was from May (water temperature 18 ) to June ℃

(water temperature 19.3 ), followed by the reproduction period was from June ℃

(water temperature 19.3 ) to July (water temperature 22.9 ). Consequently, the ℃ ℃

reproductive frond length index (RFLI) and reproductive frond weight index (RFWI) 

of S. macrocarpum were the highest during the reproduction period in July 2018 

(RFLI 54.5, RFWI 62.3) and June 2019 (RFLI 62.3, RFWI 76.4). The maturation for 

S. macrocarpum is induced at 726.3 ± 105.6 days, and the average vegetative ℃ 

allocation index and reproductive allocation index from May 2018 to July 2019 were 

VAI 63.9 and RAI 36.1, respectively, indicating a high resource allocation for 

vegetative growth.

4. Reproductive organs formation and maturation characteristics of S. macrocarpum 

  S. macrocarpum is dioecious, and eggs and sperm are produced from the 

oogonium and antheridium of the conceptacle formed in the receptacle. It is noted 

that the oogonium and antheridium are created in the wall cells of the conceptacle. 

Each female conceptacle of S. macrocarpum forms 5 to 6 oogoniums then 1 egg is 

produced per oogonium. The male conceptacle of S. macrocarpum produces multiple 

antheridia, which also results in the reproduction of multiple antherozoids.

The receptacles of S. macrocarpum are formed in April, and the receptacle growth 

index (RGI) of the female receptacle gradually increased from RGI 20.85 ± 5.53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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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to RGI 35.70 ± 5.8 in August. As the female receptacles grow, the ratio of 

width was higher than the ratio of length. However, the male receptacle was high 

ratio of length as they grow from RGI 4.12 ± 8.55 in April to RGI 10.9 ± 1.50 in 

August.

  The number of receptacles per branch of S. macrocarpum was the highest in June 

at 22.2 ± 3.08 for females and 25.7 ± 1.89 for males. However, the receptacles 

sharply declined to 2.0 ± 0.82 for females and 3.36 ± 1.12 for males in August. It 

is also noted that the average number of eggs released from the mature female 

receptacle was 208.5 ± 32.90 based on a 60% egg release rate. In addition, the 

maturation of the female receptacle has an average length of 8.9 ± 3.01 mm, a 

width of 2.7 ± 0.38 mm, and a weight of 9.7 ± 3.69 mg in June. The male 

receptacle peaked in July with the length of 18.9 ± 5.95 mm, the width of 1.9 ± 

0.31 mm, and the weight of 16.0 ± 6.84 mg. After releasing eggs and antherozoids, 

both female and male receptacles rapidly degenerated and disappeared in August.  

5. Gamete release and fertilization in S. macrocarpum

  The female receptacle of S. macrocarpum released 100% eggs at 3 days in water 

temperature (WT) 23°C condition, 7 days in WT 20°C, and 9 days in WT 17°C but 

perished in WT 26°C condition. The egg release rate per receptacle was higher at 

89.5% in WT 17 condition and 70% in WT 20 condition. The female receptacle ℃ ℃ 

of S. macrocarpum released 100% at 6 days in 80 µmol photons m-2 s-1 condition 

and at 8days in 40 µmol photons m-2 s-1 condition. The egg release rate per 

receptacle was higher at 87.5% in 80 µmol photons m-2 s-1 condition and 85.0% in 

40 µmol photons m-2 s-1 condition. 

  The male receptacles of the S. macrocarpum released 100% of the antherozoid at 

5 days in all water temperature and irradiance conditions. Both female and male 

receptacles were able to reproduce and germinate seeds at the water temperature of 

23 , 20 , and 17 with the irradiance of 80 µmol photons m℃ ℃ ℃ -2 s-1, 40 µmol 

photons m-2 s-1, or 20 µmol photons m-2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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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mbryogenesis and seed development of S. macrocarpum

  The fertilized egg of S. macrocarpum was 291.7 ± 7.53 m on the long axis and μ

238.3 ± 7.53 m on the short axis and the embryogenesis process takes nearly 48 μ

hours. After the embryo development, the size of seed from the fertilization 

membrane was 0.32 ± 0.03 mm on the long axis and 0.21 ± 0.03 mm on the short 

axis, the thallus pole and rhizoid pole of the seed initiated growth. The thallus pole 

expands in the horizontal direction whereas the rhizoid pole differentiates into 

holdfast. 

  The primary leaves of the S. macrocarpum seed were formed on the thallus pole 

to a length of 1.22 ± 0.13 mm on the 10th day of cultivation; the lengths rhizoid 

were also grown to 0.86 ± 0.07 mm. Secondary leaves were formed on the 36th day 

of cultivation; the lengths of the thallus pole and rhizoid pole were extended to 3.4 

± 0.32 mm and 1.09 ± 0.18 mm, respectively. After the formation of secondary 

leaves, the shape of the main axis becomes apparen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pical meristem and leaf primordium at the apical.

7. Development of S. macrocarpum seeds based on the culture environment

  The water-temperature-controlled experiment revealed that the length of S. 

macrocarpum seeds was the longest at 12.29 ± 0.33 mm in WT 23 condition and ℃ 

the shortest at 7.84 ± 0.88 mm in WT 14 condition. Further, the holdfast hardness ℃ 

rate was 100% after 30 days in WT 26°C and 23°C conditions, 40 days in WT 

20°C, 17°C and 14°C conditions. 

  In the irradiance-controlled experiment, the total length of S. macrocarpum seeds 

was the longest at 12.32 ± 2.17 mm with the irradiance of 80 µmol photons m-2 s-1, 

and the shortest at with 3.44 ± 0.15 mm with the 10 µmol photons m-2 s-1 (P<0.05). 

The holdfast hardness rate was 100% after 30 days in irradiance of 80 µmol photons 

m-2 s-1, 40 days in 40 µmol photons m-2 s-1, and 60 days in 20 µmol photons m-2 

s-1 conditions. However, in irradiance of 10 µmol photons m-2 s-1 condition, th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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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75.84% after 60 days.

  In the light period-controlled experiment, the longest length of S. macrocarpum 

seeds was 11.16 ± 0.66 mm under 14L:10D condition. The shortest length was 

formed under 10L:14D at 8.94 ± 0.38 mm (P<0.05). The holdfast hardness rate was 

100% after 30 days under 14L:10D condition and 40 days under 12L:12D and 

10L:14D conditions.

8. Seed growth and attach with attachment substrate and environment

  Based on the water temperature and attachment substrates-controlled research, at 40 

days cultivation, the leaf length of S. macrocarpum was 2.52 ± 0.25 mm on the 

seed line and 5.07 ± 0.25 mm on the basalt in WT 23 condition. The leaf length ℃ 

in WT 23 condition was higher than 26 , 20 , 17 and 14 conditions ℃ ℃ ℃ ℃ ℃ 

(P<0.05). In the attachment rates, the WT 14°C condition on the seed line and the 

below WT 20°C condition on the basalt was higher than the other conditions 

(P<0.05). Additionally, the daily growth rates of seed line and basalt in WT 23℃ 

condition were 5.04% day-1 and 6.89% day-1, respectively.

  In the irradiance and the attachment substrate-controlled study, at 40 days 

cultivation, leaf length of S. macrocarpum was 2.60 ± 0.22 mm on the seed line and 

6.01 ± 1.77 mm on the basalt in irradiance 80 µmol photons m-2 s-1 condition. The 

leaf length in 80 µmol photons m-2 s-1 condition was higher than 40, 20 and 10 

µmol photons m-2 s-1 conditions (P<0.05). In the attachment rates, the 40 µmol 

photons m-2 s-1 condition on the seed line and basalt was higher than the other 

conditions (P<0.05). The daily growth rates seed line and basalt in irradiance 80 

µmol photons m-2 s-1 conditions were 5.12% day-1 and 7.35% day-1, respectively.

  At 40 days cultivation, the leaf lengths of S. macrocarpum based on light period 

and the attachment substrate were 2.57 ± 0.48 mm in the seed line and 5.0 ± 0.81 

mm in the basalt under the 14L:10D of light period.  The leaf length in 14L:10D of 

light period condition was higher (P<0.05). In the seed line, the attachment rates in 

12L:10D and 10L:14D of light period conditions were higher (P<0.05). In the ba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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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tachment rate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all light period conditions. 

The daily growth rate was 5.09% day-1 for the seed line and 6.86% day-1 for the 

basalt under 14L:10D condition.

9. Mass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adaptation characteristics of S. macrocarpum

1) Indoor mass culture using natural seawater and underground seawater

  Mass cultivation of S. macrocarpum seeds was carried out for 45 days under the 

natural seawater and underground seawater on the coast of Jeju Island, Korea. The 

recorded growth rates of S. macrocarpum seeds were 2.89 ± 0.62 mm in natural 

seawater with a survival rate of 31.9% and 2.19 ± 0.35 mm with a survival rate of 

61.56% in underground seawater.  

2) Seed growth and outdoor cultivation according to sea depth

  The leaf length of S. macrocarpum seeds were 5.1 ± 1.9 mm at 1 m in sea 

depth, 4.8 ± 1.2 mm at 2 m depth, 4.2 ± 1.1 mm at 3m depth,  3.5 ± 0.9 mm at 

4m depth, and 3.3 ± 0.8 mm at 5m depth. Subsequently, the survival rates for each 

study depth were 8.8% (1 m depth), 9.1% (2 m depth), 4.9% (3 m depth), 4.2% (4 

m depth), and 4.5% (5 m depth), indicating that the survival rate of S. macrocarpum 

rises as the sea depth increases.  

  S. macrocarpum seeds were also field cultivated during the study period from 

November 2018 to July 2019 in the Hwabuk coast of Jeju Island, Korea. The 

density of field cultivated S. macrocarpum were determined to be reduced from 25.2 

± 5.1 individuals m-1 to 6.7 ± 3.3 individuals m-1 while the thallus growth flourished 

from 0.4 ± 0.1 mm to 10.5 ± 1.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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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I. 

모자반류  (Sargassum 는 대형 갈조류로 온대에서 열대 및 아열 C. Agardh 1820)

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전세계에는 약 (Yoshida 1983; Mattio et al. 2008), 

여종 그리고 한국에는 여 종이 분포하고 있다400 30 (Oak & Lee 2006). 

고착성 모자반 군락은 연안 생태계에서   ‘Sargassum 또는 -beds’ ‘Sargassum 

로 불리며forest’ (Komatsu et al. 1982; Umezaki 1983, 1984; Gao & Umezaki 1988), 

수관층을 형성하여 어류와 패류 등 연안 생물 자원의 서식지와 산란장을 제공하

고 대규모 바이오매스와 높은 생산성으로 중요한 생태적 역(Yoshida et al. 1963), 

할을 한다(Murase & Kito 1998). 

로 알려진 부유성 모자반  ‘Golden-tide’ (pelagic Sargassum 군락인 ) ‘Sargasso Sea’

는 복족류와 연체동물을 포함한 무척추동물 종과 어류 여종뿐 아니라 바145 127

다거북 새 등 포유류의 열대우림으로 묘사되는 생물다양성, (Laffoley et al. 2011) 

의 보고이다 의 모자반류는 멕시코만에서만 연간 (Choi et al. 2020). ‘Sargasso Sea’

약 백만톤의 1 Sargassum이 유동하며 해양 탄소격리의 주요 (Gower & King 2011), 

조절원으로 전세계 탄소 펌프 의 약 를 차지한다(carbon pump) 7% (Laffoley et al. 

2011; Milledge & Harvey 2016).

중국 저장성 연안에서 유래하여 부유성 유조를 형성한   Sargassum horneri 괭생 (

이모자반 는 동중국해 제주해역을 포함한 한국 남) (Byeon et al. 2019; Xiao 2019) , 

서부해 일본해역 등에 대량 유입되어 연안 어업과 관광 사업의 위축 등 경제적 , 

손실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Komatsu et al. 

2014; Hwang et al. 2016; Zhuang et al. 2021).  

해양생태계에 기여하는 모자반 군락의 중요성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활  

동을 촉진하였다 모자반 군락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일본. (Yoshida et al. 

필리핀 한국1963; Endo et al. 2010; Yoshida & Shimabukuro 2017), (Ang 1986), 

남아프리카 스페(Koh et al. 1993; Kim & Yoo 1994), (Gillespie & Critchley 1999), 

인 덴마크 남서태평양의 뉴칼레도(Arenas & Fernandez 2000), (Staehr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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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 등에서 이루어졌고 계절에 따른 생장과 번식시기에 대한 (Mattio et al. 2008) ,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스페인 일본(Deysher 1984), (Arenas et al. 1995), (Yoshida 

홍해의 북대서양 et al. 1998, 2001), Sheikh Said Island (Ateweberhan et al. 2005), 

동부의 인도 동부연안의 Canary Islands (Dı´az-Villa 2005), Visakhapatnam (Rao & 

그리고 중국 남부 와 동부연안의 Rao 2002) Nanao Island (Zou et al. 2006) Lidao 

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모자반류 형태와 연령에 대Bay (Liu et al. 2016) . , 

한 연구로는 Sargassum ringgoldianum 부착기의 성장링 과 줄기의 분 (Yoshida 1960)

기 패턴 변화(Umezaki 1985), Myagropsis myagroides 외톨개모자반 개체군의 연 ( ) 

령과 생장 미얀마 지역 (Kim & Yoo 2003), Taninthay Sargassum 의 형태 spp. (Oo & 

그리고 Soe-Htun 2014) Sargassum thunbergii 지충이 의 지리적 형태 변이( ) (Kim et 

등 많은 연구들을 볼 수 있다al. 2014) .  

전통적으로 모자반류는 식품 사료 및 생리활성 물질을 활용한 치료제 등으로   , , 

이용하였고 대부분이 천연자원에 의한 (Hwang et al. 2006; Redmond et al. 2014) 

수확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해안 매립 연안 수질 악화 해수(Yoshida et al. 2017). , , 

온도 상승 식해성 패류와 어류 등에 의한 영향 그리고 과도한 수확, (Baba 2011) 

으로 연안의 모자반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Yoshida & Himabukuro 2017) . 

전세계 해조류 생산량은 년 기준 약 천만 톤이고 약   2015 3 96% (29,363,158 

가 양식에 의해 얻어진다 또한 모자반류의 생산량은 wet-ton) (FAO 2018). , 0.64% 

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대부분 (189,050 wet-ton) (FAO, 2018) Sargassum 

fusiforme 종이 점유하며 해조류 양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1 , . 

모자반류의 양식기법에 관한 연구는   Sargassum fusiforme 톳 ( ) (Pang et al. 2005, 

2008; Hwang et al. 2006), Sargassum fulvellum 모자반 ( ) (Hwang et al. 2006, 2007), 

Sargassum horneri 괭생이모자반 ( ) (Pang et al. 2009), Sargassum naozhouense (Xie 

et al. 2013), Sargassum vachellianum 등 대부분 중국 한국 일본 (Chai et al. 2014) , , 

에서 수행하고 있다.

모자반류의 양식 방법은 엽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부착기를 밧줄에 끼워 양  

식하는 방법 에서 육상수조에서 유배를 채묘하고 배양하여 (Ito et al. 2008, 2009)

이용하는 방법 으로 전환하(Hwang et al. 2006; Pang et al. 2008; Xie et al. 2013)

며 천연자원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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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조류 양식 생산량은 년 기준 으로 중국 인도네  2015 1,197,129 wet-ton , 

시아 필리핀에 이어 번째의 해조류 생산국이다 한국의 양식산업은 , 4 (FAO, 2018). 

년대 1600 Pyropia 김 양식에서 시작되었고 년대 이후 합성그물을 이용한  ( ) 1970

양식시스템 개발로 확산하고 있다(Hwang & Park 2020). 

년 한국의 해조류 양식 생산량은   2020 1,761,255 metric ton (Ministry of Oceans 

이고 모자반 생산량은 약 and Fisheries 2020) , 1.66% (Ministry of Oceans and 

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경제적 가치는 천원 Fisheries 2020) 1,250 ton-1으로 전체 해

조류 중 위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의 해조류 양식 생산량의 이상은 다시3 . , 97% 

마 김 미역류가 차지하고 있고 모자반류는 , , , Sargassum fusiforme와 Sargassum 

fulvellum 종에 불과하여 큰열매모자반 등 양식 대상종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 2 , 

다.  

큰열매모자반은   Sargassaceae 모자반과 ( ), Sargassum 모자반속 ( ), Bactrophycus 아 

속에 속하며 수명이 년 이상인 다년생 종(Yoshida 1983; Oak & Lee 2006), 9

이고 한국 과 일본(Murase & Kito 1998; Murase, 2001) (Oak & Lee 2006) (Murase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일본 와 2000; Murase et al. 2000) . Fukawa Bay

에서 조사한 큰열매모자반의 연간 순 생산량은 Wakasa Bay 1,600 ~ 2,100 g dry 

weight m-2으로 육상식물 군집의 생산성과 동등하며(Murase et al. 2000; Yatsuya et 

큰열매모자반에서 추출한 화합물인 al. 2005; Terada et al. 2020), sargachromennol, 

는 신경 돌기의 성장 촉진과 보호sargaquinoic acid (Kamaei & Tsang 2003; Tsang 

역할을 하고 & Kamei 2004; Tsang et al. 2005; Yende et al. 2014) Sargafuran, 

는 항균 활성 과 항염증 효과SME, Tuberatolide B (TTB) (Kamei et al. 2009)

가 우수하여 해양 생물을 (Manzoor et al. 2014; Cheon et al. 2017; Kim et al. 2019)

이용한 바이오 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큰열매모자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본에서 수행되었으며 자연군락의 생장 변  , 

화 와 생산성 분석 년령과 (Murase & Kito 1998) (Murase 2000; Murase et al. 2000), 

크기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유배의 생장에 대한 광량과 수온의 (Endo et al. 2013), 

영향 부정배 발생에 대한 조사 군(Yoshida et al. 1997), (Yoshida et al. 1999, 2001), 

락내 유엽의 광보상점과 임계 광량 광량과 온도에 따른 광합(Murase et al. 2000), 

성 효율 분석 그리고 인의 요구와 흡수(Terada et al. 2020), (Ohtake et al. 2020, 



- 4 -

에 대한 생리적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2021) .

한국에서 큰열매모자반은 동해 남해 그리고 제주 연안에 분포하지만 이에 대  , 

한 연구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며 모자반 군락의 감소와 천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 

생태적 산업적 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큰열매모자반의 생장과 성숙 특성에   

대한 시계열성 분석 유성생식에 대한 기초 연구 종자의 대량 생산방법 그리고 , , 

종자의 환경 적응 특성 등 번식 생물학적 정보를 조사하여 해양 생물 소재 이용, 

과 생태 복원을 위한 큰열매모자반 자원조성과 양식 기술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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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Ⅱ

큰열매모자반의 형태적 특징과 분류적 위치 1. 

형태적 특징 1) 

큰열매모자반의 형태적 특징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월별 채집한   2018 5 2019 7

총 개체를 분석하였다 모자반류의 형태적 분류는 부착기 줄기 잎 기낭의 205 . , , , 

형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형태적 요소의 분석 항목은 큰열매모자반의 부. 

착기 와 엽체를 상 중 하부로 나누어 각 부위별 줄기 가지(holdfast) · · (stem), 

잎 그리고 기낭 의 형태를 조사하였다(branch), (leaf) (vesicle) (Fig. 1).

Fig. 1. Diagram of Sargassum macrocarpum C. Agar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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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분자 종 동정2) 

시료 및 추출(1) DNA 

분석 시료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2018 7 2020 10

조천리에서 채집한 큰열매모자반이다 큰열매모자반 영양엽의 일부를 절개하여 . 

로 를 추출하였다 수집DNeasy Blood & Tissue Kit (Qiagen, Hilden, Germany) DNA . 

된 시료를 증류수와 로 소독한 후 정도로 취하여 70% ethanol , 0.2g nuclei lysis 

과 를 첨하고 반응하였다 용해된 수용액에서 solution proteinase K overnight . 

로 를 회수하고 흡광도를 측정하여 비율이 micro-column filter DNA , A260/A280 1.8 

이상인 를 중합효소연쇄반응 을 위한 주형으DNA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로 이용하였다.

증폭과 염기서열 결정(2) PCR DNA 

분자 종 동정을 위해   mtDNA cox3 유전자 절편을 로 증폭하고 염기서열을  PCR

결정하였다. mtDNA cox3 영역 증폭을 위한 프라이머는  (656-bp) Boo et al.  

에 의해 보고된 와 (2011) C3F34 (5’-CCA TTT CAT TTA GTN GAY CCH AG-3’)

을 이용하였다 추출한 용R20 (5’-AAC AAA RTG CCA ATA CCA KG-3’) . DNA 

액 멸균된 증류수 프라이머 를 혼, , , Multiplex PCR Mix (Qiagen, Hilden, Germany)

합하여 가 되게 하였고 를 20 µl , Mastercycler Nexus Gradient (Eppendorf, Germany)

이용하여 증폭하였다 증폭을 위한 온도 조절은 초기 변성 분 이후 . PCR 95 3℃ 

분 분 분의 연쇄반응을 회 수행한 후 에서 분간 95 1 - 58 1 - 72 1 35 , 72 10℃ ℃ ℃ ℃

최종 신장하였다 증폭된 산물은 상에서 전개하여 확인한 후 여. PCR agarose gel 

분의 프라이머와 영양염류를 제거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산물을 주형으로 . PCR 

방식으로 반응을 수행한 후dye-terminator sequencing , ABI Prism 3730XL DNA 

로 전개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였Analyzer (Applied Biosystems, Poster City, CA)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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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종 동정 (3) 

결정된   mtDNA cox3 유전자 서열은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 (National Center 

의 에서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nucleotide database Basic Local 

를 이용하여 Alignment Search Tool (BLAST, https://blast.ncbi.nlm.nih.gov/Blast.cgi)

기존에 보고된 서열들과의 유사도를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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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생장 패턴과 군집분석 2. 

서식환경 분석1)  

큰열매모자반의 서식 환경 분석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의 큰열매모자반 군락지에서 실시하였다 조사기(33°32 23 N, 126°37 44 E) (Fig. 2). ʹ ʺ ʹ ʺ

간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수행하였고 환경분석을 위한 수중 수온자2018 5 2019 6

료는 를 서식지역 수중에 Hobo UA-002-64 data logger (Onset, Bourne, MA, USA)

설치하여 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조시간은 1 . 

한국천문연구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Fig. 2. Sampling location at Jocheon, Jeju Island, Korea. Closed circles represent the 

population of Sargassum macrocarp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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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 패턴과 군집분석 2) 

큰열매모자반 생장 패턴과 군집분석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매월   2018 5 2019 7

잠수조사를 통해 실시하였고 방형구법을 이용하여 정량 조사하였다 시료채취는 . 

방형구 를 사용하였고 반복하여 채집하였다 정량적 항목은 개체(1 m × 1 m) , 3 . 

수 전장 습중량 밀도 현존량을 분석하였다 현존량 분석은 방형구별 큰열매모, , , , . 

자반의 출현 개체수 및 중량을 단위면적당 밀도(individuals m-2 및 습중량 ) (kg 

wet-wt m-2 으로 환산하였다) . 

생장패턴 분석을 위해 큰열매모자반의 엽체는 생식엽과 영양엽을 구분하여 측  

정하였다 개체별 생식엽의 중량은 전체 엽체 중 생식기탁 이를 지지하는 가지. , 

와 주지 그리고 잎과 기낭을 모두 합하여 측정하였고 엽장은 생식기탁이 존재, , 

하는 가장 긴 주지 부분의 길이로 나타내었다 영양엽의 중량은 생식엽을 제외한 . 

기존의 주지 새롭게 만들어진 주지 그리고 잎 기낭과 부착기를 포함하여 측정, , 

하였고 엽장은 생식엽 부분을 제외하고 부착기를 포함한 영양엽 부분을 측정하, 

였다. 

형태와 형질 분석3)  

큰열매모자반의 형태와 형질 분석을 위해 매월 채집한 개체는 실내로 옮겨 조  

사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아이스박스에 넣어 즉시 실험실로 운반하고 유수식 수. 

조 가로 세로 높이 에서 보관한 후 줄기 가지 생식기탁의 생( 2 m × 3 m × 2 m) , , 

성유무와 형태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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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번식시기와 자원배분3. 

생식엽장지수 생식엽중량지수1) (RFLI), (RFWI)

큰열매모자반의 번식시기와 성숙패턴을 정량화하기 위해 육상식물의 번식노력  

과 어류의 생식소 숙도지수(reproductive effort) (Reekie & Bazzaz 1987)

를 평가하는 방법 을 응용하여 생식엽장 지수(gonadosomatic index) (Lee et al. 2002)

와 생식엽중량지수를 구하였다 생식엽장지수. (Reproductive fronds length index, 

와 생식엽중량지수 는 다음과 같이 RFLI) (Reproductive fronds weight index, RFWI)

환산하였다. 

RFLI = (reproductive fronds length/total fronds length) × 100

RFWI = (reproductive fronds weight/total fronds weight) × 100

성숙유효적산수온2) (Degree-days for the maturation)  

큰열매모자반의 성숙유효적산수온 추정은 생장 및 현장수온 자료를 근거로 하  

여 월평균 수온이 가장 낮았던 를 생물학적 영점수온으로 설정하였고 조14.1°C , 

사 기간 동안 조사해역의 수중에 설치한 수온센서 의 (Hobo UA-002-64 data logger)

측정치와 제주 지역의 연안수온 관측치 년부터 년까지 년간 큰열매모자(2013 2019 6

반의 주생장기인 월부터 월까지의 누적치를 평균한 값 를 근거로 하여 일 평9 6 ) 1

균 생육수온에서 성숙유효하한수온 을 뺀 값을 누적하여 구하였다(14.1°C) (Hwang 

et al. 2010, 2015).

큰열매모자반의 자원배분3) (Resource allocation)

큰열매모자반의 자원배분에 대한 특성은 과 를 이용하여 추산하였  RFLI RFWI

다 생식엽의 자원배분지수 및 영양엽의 자원. (Reproductive allocation index, RAI) 

배분지수 는 다음과 같이 환산하였다(Vegetative allocation, VAI) . 

RAI = (RFLI + RFWI) / 2 

VAI = 100 - 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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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생식기관 형성과 성숙 특성4. 

큰열매모자반 생식기관의 형성과정과 생식기탁의 성숙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  . 

사에 사용한 큰열매모자반 암 수생식기탁은 년 월부터 월까지 제주특별자· 2019 4 8

치도 조천 큰열매모자반 군락에서 채취한 암수 성체에서 절취하였다.  

월별 채집한 암수엽체의 크기는 각각 월에 암컷 수컷   4 125.0 ± 35.36 cm, 118.0 

월에 암컷 수컷 월에 암컷 ± 11.31 cm, 5 123.3 ± 17.01 cm, 140.7 ± 20.31 cm, 6

수컷 월에 암컷 수컷 123.8 ± 33.42 cm, 123.9 ± 15.43 cm, 7 96.8 ± 21.89 cm, 

월에 암컷 수컷 이었다 생128.1 ± 38.60 cm, 8 67.6 ± 24.83 cm, 80.8 ± 18.38 cm . 

식기탁의 성숙과정을 정량화하기 위해 엽체의 생식엽 말단부에 생성된 생식기탁 

가지 를 절취하고 생식기탁의 길이 폭 그리고 무게를 측정하였(receptacle branch) , 

고 생식기탁 가지당 형성한 암생식기탁의 개수 생식기탁당 방출한 난의 개수 그, 

리고 생식기탁의 성장지수 를 구하였고 생식기간 서(Receptacle growth index, RGI)

식지의 수온과 광주기 그리고 생식엽장지수와 생식엽중량지수를 분석하였다 생. 

식기탁 성장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RGI = (receptacle width/receptacle length) × 100

생식기탁의 조직학적 검경을 위해 생식기탁은 여과해수와 멸균해수를   , 1 m μ

이용하여 수회 세척한 후 생식기탁의 크기를 측정하고 포르말린에 고정하였10% 

다. 

슬라이드 표본 제작은 고정한 생식기탁을 수회 수세하고 탈수 침투 그리고   , 

포매과정을 완료하고 마이크로톰paraffin (Leica RM2235, Leica Biosystems, 

을 이용하여 Germany) 5 µm로 섹션 하였고 일부 샘플은 동결마이크로톰 

을 이용하였다 조직염색은 (NK-101-II, Nippon Optical Works Co., Ltd., Japan) . 

을 이용하였고 슬라이드 표본은 Toluidine blue, Hema-Eosin, Anilin blue Canada 

과 으로 봉입하여 형광현미경 으로 balsam Corn syrup (BX53F, Olympus Co., Japan)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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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배우자 방출과 수정5. 

난과 정자 방출 유도 1) 

난과 정자 방출 유도를 위한 실험은 년 월에 수행하였다 성숙기에 있는   2019 6 . 

모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지역에서 채집하였고 실험실로 운반하여 실내수조에

서 일간 순치하였다 암수모조의 크기 엽장 는 각각 암컷 수컷 1 . ( ) 101 cm, 125 cm

이었다 실험용 생식기탁은 엽체에서 생식기탁을 절제한 후 멸균해수에 수회 세. 

척하여 페트리디시 직경 높이 로 옮기고 를 첨가하( 90 mm × 20 mm) PESI 20 ml

여 배양하였다 모든 실험은 반복으로 실시하였고 각 페트리디시당 생식기탁은 . 3

개체씩 수용하였다10 . 

배양 수온 조건은 광량   40 µmol photons m-2 s-1 및 광주기 에서 수온  14L:10D

배양 광량 조건은 수온 광주기 에서 광량 17, 20, 23, 26 , 20 , 14L:10D 0, 10, ℃ ℃

20, 40, 80 µmol photons m-2 s-1으로 수행하였다.  

광량측정은 데이터 로거 를 사용하여 멸균 된   LI-1500 (Li-Cor, Lincoln, NE, USA)

페트리디시의 표면에서 조도를 측정하였고 모든 실험은 저온배양기(HB-103S, 

를 사용하였다Hanbaek Scientific Co., Bucheon, Korea) . 

난 방출은 의 분석법을 응용하여 난을 방출한 생식기탁의   Kerrison & Le (2016)

비율 과 생식기탁당 방(% egg release, percentage of receptacles showing egg release)

출한 난의 비율 을 구하였다 정자 방출은 정자를 (egg release rate per receptacle) . 

방출한 생식기탁의 비율(% antherozoid release, percentage of receptacles showing 

을 분석하였다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antherozoid release) . . 

% egg release = (number of receptacles showing egg release/total receptacles) × 100

egg release rate per receptacle = (percentage of egg release/receptacle)

% antherozoid release = (number of receptacles showing antherozoid release/total 

receptacles)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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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생산2) (germling) 

종자 생산 조사는 년 월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지역에서 채집한 암 수생식  2019 7 ·

기탁을 이용하였다 생식기탁은 채집한 생식기 가지에서 절단하여 멸균해수로 수. 

회 세척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암생식기탁의 크기는 길이 넓이 . 9.47 ± 0.71 mm, 

이고 수생식기탁의 크기는 길이 넓이 2.78 ± 0.11 mm 12.96 ± 3.45 mm, 1.59 ± 

이다 페트리디시 직경 높이 에 를 첨가하여 0.18 mm . ( 90 mm × 20 mm) PESI 20 ml

배양하였고 배양액은 매일 교환하였다 배양 수온 조건은 광량 . 40 µmol photons 

m-2 s-1 및 광주기 에서 수온 배양 광량 조건은 수온  14L:10D 17, 20, 23, 26 , 2℃

광주기 에서 광량 0 , 14L:10D 0, 10, 20, 40, 80 ℃ µmol photons m-2 s-1에서 수행되

었다 종자 생산 조사는 저온배양기. (HB-103S, Hanbaek Scientific Co., Bucheon, 

를 이용하였다 각 실험구는 페트리디시에 암생기탁 개체와 수생식기탁 Korea) . 8 

개체를 수용하고 반복하였다 종자 생산은 수정과 배 발생 종료 후 가근을 2 3 . 

형성한 개체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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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배 발생과 종자의 발달 과정6. 

큰열매모자반의 성숙한 암수생식기탁은 년 월 제주특별자치도 조천리 연  2020 7

안에서 채취한 큰열매모자반 암수 각각 개체에서 생식기탁을 절취하였다 생식3 . 

기탁의 크기는 암컷은 길이 폭 이고 수컷은 8.5 ± 0.06 mm × 2.3 ± 0.11 mm 16.3 

이다 생식엽 가지에서 분리한 암 수생식기탁은 여과 ± 2.02 mm × 1.6 ± 0.05 mm . ·

해수 와 멸균 해수 로 수회 세척하여 생식기탁 표면의 이물(1 m) (120 , 15 min)μ

질을 제거하였다 멸균 해수로 세척한 생식기탁은 페트리디시 직경 높. ( 90 mm × 

이 에 수용하고 멸균 해수 를 넣어 배우자 방출과 수정을 유도하였20 mm) 20 ml

다 암수 생식기탁은 배우자 방출과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온 광량 . 20 , 40 

µmol photons m-2 s-1 광주기 조건의 저온배양기, 12L:12D (HB-103S, Hanbaek 

에서 배양하였고 발생과정도 동일 조건에서 수행하Scientific Co., Bucheon, Korea)

였다 조사기간 동안 배양 해수는 . 1 µ 여과 해수를 사용하여 일 간격으로 m 1~3

교환하였고 현미경 카메라 가 부착된 실체현미경(eXcope T300) (Carl zeiss, Stemi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SV11) . 

배 발생과정은 생식기탁에 부착한 상태의 종자와 생식기탁에서 인위적으로 탈  

락시킨 종자의 발생과정을 검경하였다 배 발생 관찰 시간은 수정 후부터 배 발. 

생 종료까지 시간 간격 배 발생 종료 후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발달은 약 1 ~ 2 , , 

시간 간격으로 일간 수행하였다12 ~ 24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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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환경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발달7.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발달 조사는 년 월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지역에서   2020 6

채취한 암수생식기탁을 이용하였다 성숙한 암 수생식기탁은 페트리디시 직경 . · (

높이 에 수용하여 암수배우자 방출과 수정을 유도하였다 실험150 mm × 25 mm) . 

에 사용한 개체는 수정과 배 발생을 완료하여 수정막에서 나온 종자들을 분리하

여 이용하였다 배양용기는 배양병에 를 첨가하고 에어를 공. 500 ml PESI 300 ml

급하였고 실험개체는 배양병당 개의 종자를 넣은 후 무작위로 개20 ~ 30 5 ~ 10

체의 생장과 분화정도를 분석하였다 실험 기간은 일간 저온배양기. 60 (HB-103S, 

에서 수행하였고 일 간격으로 분석하였Hanbaek Scientific Co., Bucheon, Korea) 10

다. 

환경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발달은 엽상부와 부착부의 형태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조사항목은 부착기를 포함한 전장 엽상부의 분지 엽수 주축의 길이. , , 

를 조사하였고 부착부의 길이와 경화율을 분석하였다 부착부의 경화율. (holdfast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hardness rate) . 

Holdfast hardness rate = (holdfast hardness length / holdfast total length) × 100

배양 수온 조건은 광량   40 µmol photons m-2 s-1 광주기 에서 수온 , 12L:12D 14, 

배양 광량 조건은 수온 광주기 에서 광량 17, 20, 23, 26 , 20 , 12L:12D 0, 10, ℃ ℃

20, 40, 80 µmol photons m-2 s-1 그리고 배양 광주기 조건은 수온 광량  20 , 40 ℃

µmol photons m-2 s-1에서 광주기 으로 수행하였다10L:14D, 12L:12D, 14L:10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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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기질 종류와 환경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생장과 착생8. 

부착기질 종류와 환경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생장과 착생 조사는 나일  

론과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만들어진 크레모나 합사인 종사줄과 현무암 판석을 42

이용하였다 큰열매모자반의 암수생식기탁은 년 월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지. 2020 6

역에서 채집하였다 암 수모조의 크기는 각각 엽장 이었다 수집. · 106 cm, 164 cm . 

한 생식기탁은 수회 멸균해수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소형 수조 길이 폭 ( 30 cm × 

높이 에 수용하여 수정을 유도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큰열매모자17 cm × 15 cm) . 

반 종자는 생식기탁에서 수정 후 분리한 유배를 부착기질인 종사줄 과 현(3 cm)

무암 판석 길이 폭 에 부착하여 이용하였다 배양용기는 ( 3 cm × 3 cm × 2 cm) . 

의 배양병에 를 첨가하여 폭기 배양하500 ml PESI medium (Tatewaki 1966) 300 ml

였고 배양액은 일마다 교환하였다 실험은 반복하였고 배양기는 저온배양3 ~ 4 . 3 

기 를 사용하여 배양조건을 제어(HB-103S, Hanbaek Scientific Co., Bucheon, Korea)

하고 일간 수행하였다40 . 

배양 수온 조건은 광량   40 µmol photons m-2 s-1 광주기 에서 , 12L:12D 14, 17, 

배양 광량 조건은 수온 광주기 에서 20, 23, 26 , 20 , 12L:12D 0, 10, 20, 40, 80 ℃ ℃

µmol photons m-2 s-1 그리고 배양 광주기 조건은 수온 광량  20 , 40 µmol ℃

photons m-2 s-1에서  으로 수행하였다14L:10D, 12L:12D, 10L:14D . 

분석 항목은 종자의 엽장과 엽폭 그리고 착생률을 측정하였고 종자의 일간생  

장율 은 의 분석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daily growth rate) Yong et al. (2013)

하였다. 

               Daily growth rate (% d-1) = [(Wt / W0)
1/t - 1] × 100%  

Wt와 W0는 각각 배양 종료 시와 배양 시작 시의 엽장이며 는 배양 기간 일수, t

이다 착생률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attachment rate) .

               

Attachment rate (%) = (Aa / Ab) × 100%

Aa는 배양 종료 시의 착생 개체수이고, Ab는 배양 시작 시의 착생 개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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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대량생산과 환경적응 특성9. 

큰열매모자반의 실내 대량 배양1) 

큰열매모자반의 실내 대량 배양을 위해 채묘틀을 이용하여 대량 채묘하였다  . 

큰열매모자반의 대량 채묘에 이용한 모조는 년 월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지2018 7

역에서 채취하였다 채묘에 이용한 모조는 성숙한 암수성체의 생식엽 부분을 수. 

중에서 채취하여 실내 수조 가로 세로 높이 로 운반하고 일( 2 m × 1 m × 1 m) 7

간 배양하였다 암수모조의 크기는 각각 엽장 . 135.0 ± 30.3 cm, 135.5 ± 9.18 cm

이었고 실내 배양 기간 동안 평균수온은 이었고 자연광을 이용하21.33 ± 0.89℃

였다 암수 생식엽은 의 비율로 수용하였고 암생식기탁에 부착한 수정란을 확. 8:2

인한 후 탈락시켰다 탈락한 수정란은 메쉬 와 의 망을 이용하여 . 1000 µm 500 µm

분리하고 수회 세척한 후 고밀도로 모아 채묘하였다 채묘방법은 붓을 이용하여 . 

종사줄에 발라주는 건식법을 이용하였다 유배를 바른 채묘틀은 약 분 정도 건. 30

조하고 배양수조로 옮겨 년 월부터 일간 실내수조에서 배양하였다 실내2018 7 45 . 

배양에 사용한 수조는 가로 세로 높이 이었다 각 수조당 채묘2 m × 1m × 1 m . 

틀은 개를 수용하였고 유수량은 10 40 L min-1을 유지하며 에어를 공급하였다 배. 

양해수는 자연해수와 지하해수 가지를 사용하였다 수온은 각 수조 내에 2 . Hobo 

를 설치하여 측정하였고 광량은 UA-002-64 data logger (Onset, Bourne, MA, USA)

그늘막을 사용하여 약 64.4 ~ 96.6 µmol photons m-2 s-1 매일 정오 수면에서 측 (

정함 으로 유지하였다 채묘틀은 총 길이 의 종사줄 크레모나 합사 이 감) . 100 m ( 42 )

겨진 프레임 높이 너비 을 이용하였다PVC ( 45 cm × 65 cm) . 

수심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생장2) 

수심별 종자의 생장 조사는 실내배양 개월이 지난 채묘틀에 부착한 유엽을   3

이용하였다 조사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화북이었고 년 월부터 월까지 종. 2018 9 11

자를 양성하였다 수온은 . Hobo UA-002-64 data logger (Onset, Bourne, MA, USA)

를 수중에 설치하여 시간 간격으로 체크하였다 수심은 까지 간격1 . 1 ~ 5 m 1 m 

으로 채묘틀을 설치하여 수심별 생장과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종자의 생장은 엽. 

체의 전장 생존율은 종자의 밀도(mm), (individuals cm-1 로 나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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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야외 양성3)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야외 양성 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이고   2018 11 2019 6

제주특별자치도 화북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수온은 . Hobo UA-002-64 data logger 

를 양성장 수중에 설치하여 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한 (Onset, Bourne, MA, USA) 1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실험 종자는 종사줄에 착생한 종자를 실내에서 개월 배양. 3

한 후 양성로프 에 감아 부착시켰고 양성로프는 플라스틱 부표를 사용하여 100 m

수심 약 지점에 설치하였다 양성기간 동안 엽체의 전장 과 생존율을 조3 m . (cm)

사하였고 생존율은 양성줄에 착생한 종자의 밀도(individuals m-1 로 나타내었다) .

통계분석10. 

데이터는 일원 분산 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의   (one-way ANOVA) Levene

검정을 사용하여 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했다 가 유의성을 나타내면 . ANOVA

(P<0.05 사후검정은 와 를 적용하였다 데이터는 ), Scheffe test Tukey test . SPSS ver. 

및 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8.0 SYSTAT ver. 9.0 (SPSS Inc., Chicago, IL, USA)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Pearson’s . 



- 19 -

결과. Ⅲ

큰열매모자반의 형태적 특징과 분류적 위치1.  

형태적 특징과 생활사 1) 

큰열매모자반은 자웅이체이며 복상의 생활사 을 갖는다 성  (diplontic life cycle) . 

숙한 엽체는 생식기에 암수생식기탁을 형성하고 각 생식기탁에서 만들어진 난자

와 정자가 수정 발아하여 성장한다, (Fig. 3). 

큰열매모자반의 부착기는 원추형 이며 줄기 또는 는 원  (conical) (stem main axis)

주상 으로 직립하고 회 또는 몇 차례 분지하고 여러 개의 주지(terete) 1 (main 

또는 를 생산한다 주지는 일반적으로 차까지 분지하지branch 1st branch) (Fig. 4). 3

만 번식기가 되면서 차 차까지도 분지하여 무성해진다 주지의 하부 형태는 , 4 ~ 5 . 

줄기와 연결되는 부분은 원주형이며 그 외 부분은 이능형 으로 양쪽 , (ancipitous)

가장자리에 뭉툭하거나 뾰족한 치상 돌기 를 갖는다 주지의 (denticle) (protuberances) . 

중부는 평평하고 뾰족한 돌기가 듬성듬성 형성되며 말단 부분은 삼능형

이다(triquetrous) (Fig. 4A-C). 

암생식기탁의 형태는 평평하며 긴 주걱형 또는 도피침형  (spatulate) (oblanceolate)

으로 위쪽은 둥글고 하부 쪽으로 좁아지는 형태이고 와이자 형이 드(Fig. 4D), (Y)

물게 관찰되었다 수생식기탁의 형태는 가늘고 약간 납작하며 선형 이다. (linear)

(Fig. 4E).

잎의 형태는 피침형 또는 선형이며 두터운 피질 또는 막질의 질감을 갖는다  . 

하부의 잎은 거치가 없거나 얕은 거치를 갖으며 중부의 잎은 거치가 뚜렷하고 , 

이중 거치도 자주 형성된다 상부의 잎은 폭이 좁아지며 중륵에 가까운 깊은 거. 

치를 보인다 기낭은 구형 또는 타원형 이며 침상(Fig. 5A-C). (spherical) (elliptical) , 

돌기 나 잎모양의 관상엽 을 갖기도 한다(mucronate) (coronal leaf) (Fig. 5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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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fe cycle of Sargassum macrocarpum C. Agardh. A. Female thallus; B. Male; C. Female receptacle; D. Male receptacle; E. 

Cross section of female receptacle; F. Cross section of male receptacle; G. Released egg on female receptacle; H. Two cell stage of 

zygote; I. Germling; J. Germlings after 10 days; K. Germlings after 35 days.  



Fig. 4.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argassum macrocarpum from Jeju Island, Korea. A. Upper part of main axis; B. Middle part of 

main axis; C. Lower part of main axis; D. Female receptacle of receptacle branch; E. Male receptacle of receptacle branch; F. 

Hold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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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rphological variation in leaves and vesicles of Sargassum macrocarpum. A. 

Leaves of upper part; B. Leaves of middle part; C. Leaves of lower part; D. 

Vesicles of upper part; E-F. Vesicles of middl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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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분자 종 동정2) 

제주도 조천연안에서 수집한 모자반류  (Sargassum 의   sp.) mtDNA cox3 서열을  

결정하였다 개 개체에서 결정된 서열은 검색 결과 큰열매모자반. 15 BLAST , (S. 

macrocarpum 에서 보고된 서열과 일치하였다) JF931748 (Cho et al. 2012) (Table 1). 

기존에 알려진 형태적 특성 과 유전자 정보를 종(Yoshida 1983; Oak & Lee 2006)

합하여 이번 연구에서 결정된 서열들은 큰열매모자반으로 명명하였다, . 

Table 1. BLAST search results for cox3 sequences of in Sargassum macrocarpum 

this study

Population
No. of 
sample

Species name of the 
most similar sequence1 Acc. no.2

Length of 
sequence

Length of 
match

Identity
(%)

Jocheon-ri 15 S. macrocarpum JF931748 656 656 100

1, all species names were cited from the NCBI database information.

2, accession number at the NCBI nucleotid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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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생장 패턴과 군집 변화2. 

큰열매모자반의 서식환경1) 

조사지역인 조천지역의 큰열매모자반 서식지는 수심 구간의 조하대   3 5 m ∼ 

암반 지역으로 톱니모자반 큰잎모자반 괭생이모자반 등이 일부 혼재하여 서식, , 

하였다 상부 조간대 지역에는 지충이 톳 파래 우뭇가사리 도박류 등의 해조상. , , , , 

이 발달하고 있다. 

큰열매모자반 군락의 연평균 수온은 이고 월평균 최고 수온은 월   18.7 , 8 25 , ℃ ℃

최저 수온은 월 를 기록하였다 광주기는 월에서 월까지는 장2 14.1 (Table 2). 5 7℃

일시기 이고 월에서 월까지는 단일시기 에 속하였다(14L) 11 1 (10L) (Fig. 6).

Fig. 6. Mean water temperature and photoperiod of Sargassum macrocarpum habitat 

in Jocheon, Jeju Island, Korea. The solid line indicates seawater temperature and dot 

line indicates photo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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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awater temperature of Sargassum macrocarpum habitat in Jocheon, Jeju 

Island, Korea

Period Mean±SD ( )℃ Min ( )℃ Max ( )℃

 May 2018 17.3±0.7 16.1 18.5

Jun 20.2±1.6 17.9 23.3

Jul 22.9±2.5 19.1 28.0

Aug 25.0±2.5 19.2 29.4

Sep 23.5±1.4 21.0 25.5

Oct 20.7±0.8 19.5 22.4

Nov 19.1±0.7 17.5 20.2

Dec 16.8±1.4 14.2 19.6

Jan 2019 14.5±0.4 13.5 15.6

Feb 14.1±0.8 12.7 15.3

Mar 14.9±0.5 13.8 16.1

Apr 16.1±0.7 14.3 17.0

May 18.0±0.8 16.9 19.7

Jun 19.3±1.2 17.8 22.4

Jul 21.8±1.7 18.4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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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생장 패턴2) 

형태와 형질 변화 (1) 

큰열매모자반의 형태는 에 나타난 것처럼 월별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였  Fig. 7

다 년 월 과 월 은 차 차 분지된 가지와 주지의 . 2018 5 (17.3 , 14L) 6 (20.2 , 14L) 2 , 3℃ ℃

말단부분에 성숙하고 있는 생식기탁들이 무수히 형성되어 있었고 월7 (22.9 , ℃

은 난과 유배가 방출하여 생식기탁 위에 부착하고 있었다 월 은 14L) . 8 (25 , 13L)℃

생식기탁을 생성한 말단가지들이 거의 탈락 또는 소멸되었고 일부 주지에 새롭

게 생성된 생식기탁이 모여나기로 붙어 있었으나 방출된 난은 관찰되지 않았다. 

월 은 생식기탁을 형성했던 차 차 가지와 주지들은 대부분 퇴화9 (23.5 , 12L) 2 , 3℃

하여 일부만 남아 있고 줄기에서 새롭게 생성된 주지들이 신장하였다 월부터 . 10

년 월 사이에는 영양엽이 생장하며 잎이 무성하였고 월’19 1 (14.5 , 10L) 2 (14.1 , ℃ ℃

과 월 은 차 차 가지가 분지되기 시작하였다 월11L) 3 (14.9 , 12L) 2 , 3 . 4 (16.1 , ℃ ℃

은 생식기탁 가지에 약 이하의 생식기탁을 형성하였다 년 월13L) 3 mm . 2019 5 (1

에서 월 사이에는 생식기탁의 생장과 성숙이 급속히 진행8 , 14L) 6 (19.3 , 14L) ℃ ℃

되고 년 월말과 월에는 암생식기탁에 부착한 난과 유배를 관찰하였다’19 6 7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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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nthly morphological features of Sargassum macrocarpum.

Data sources: Ko et al.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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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 패턴(2) 

큰열매모자반의 평균 엽장과 중량은 각각 였다  92.5 cm, 1.1 kg wet-wt (Fig 8). 

엽장은 년 월 최고이며 최저를 보인 월 까지 점점 낮아’18 6 (135.3 cm) 10 (53.1 cm)

졌고 월부터 다음 해 월 까지 재생장하는 패턴을 보였다 엽, 11 5 (132.3 cm) (Fig. 8). 

체 중량은 년 월 부터 점차 낮아져 월과 월에 ’18 6 (2.5 kg wet-wt) 8 9 0.3 kg wet-wt

으로 최저였고 월부터 다시 증가하여 년 월 에 최고에 도달10 2019 5 (3.6 kg wet-wt)

하였다(Fig. 8). 

생식엽의 길이와 중량은 평균 이었다 생식엽은 월부터   40.1 cm, 0.5 kg wet-wt . 2

월까지 성장하고 이후 감소하여 월에는 완전히 소멸하였다 생식엽의 길이와 4 10 . 

중량은 년 월 과 년 월 에 ’18 6 (72.1 cm, 1.5 kg wet-wt) ’19 5 (80.3 cm, 2.5 kg wet-wt)

가장 높았다 전체 길이 중 영양엽의 길이와 중량은 평균 (Fig. 9). 52.5 cm, 0.6 kg 

이었고 영양엽의 길이는 월에 로 낮았고 월에 로 신장하wet-wt 8 33.4 cm 12 81.4 cm

였다 영양엽의 중량은 월 월 월이 약 로 높았다. 5 , 6 , 11 1.0 kg wet-wt (Fig. 9). 

큰열매모자반의 엽장과 엽중량에 대한 생식기엽과 영양엽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엽중량과 생식엽중량(Pearson’s) , (r = 0.933, P<0.01 엽장과 생식엽장), ( r = 

0.797, P<0.01 엽장과 중량 ), (r = 0.713, P<0.01 의 순서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

보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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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nthly fluctuation of total length (a) and weight (b) in Sargassum 

macrocarpum. The vertical bar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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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nthly variation of the length and weight on vegetative and reproductive 

fronds in Sargassum macrocarpum. The vertical bar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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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alysis of Sargassum macrocarpum at the 

natural population in Jocheon, Jeju Island, Korea

Total
length

Vegetative
length

Reproductive
length

Total
weight

Vegetative
weight

Reproductive
weight

Total 
length

1

Vegetative 
length

0.352** 1

Reproductive
length

0.797*** -0.284** 1

Total weight 0.713*** 0.228* 0.584*** 1

Vetetative
weight

0.561*** 0.509*** 0.246** 0.813*** 1

Reproductive
weight

0.677*** 0.012 0.686*** 0.933*** 0.548*** 1

*, P<0.1; **, P<0.05; ***, P<0.01

Data sources: Ko et al.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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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군집변화3) 

단위면적당 엽체의 평균밀도는   4.6 individuals m-2이고 년 월 ’18 6 2.3 individuals 

m-2에서 년 월 ’19 4 7.7 individuals m-2 까지 점차 증가하고 년 월  ’19 6 1.7 

individuals m-2로 가장 낮았다 현존량은 평균 (Fig. 10). 4.6 kg wet-wt m-2이고 ’19

년 월 5 17.8 kg wet-wt m-2로 가장 높았다(Fig. 10).

Fig. 10. Monthly fluctuation of density (a) and biomass (b) in Sargassum 

macrocarpum. The vertical bar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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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번식시기와 자원배분3. 

생식엽장지수 생식엽중량지수1) (RFLI), (RFWI)

큰열매모자반의 생식엽장지수 는 월 부터 급격히   (RFLI) 2 (RFLI 37.3, temp. 14.1 )℃

높아졌고 월 부터 월 까지는 거4 (RFLI 58.7, temp. 16.1 ) 8 (RFLI 53.4, temp. 25 )℃ ℃

의 변동이 없었다 는 생식엽이 출현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면 년 월. RFLI , ’18 9

이 낮았다(RFLI  32.6, temp. 23.5 ) (Fig. 11).  ℃

생식엽중량지수 는 년 월 부터 점차 증가하  (RFWI) ’18 2 (RFWI 19.2, temp. 14.1 )℃

기 시작하여 월 과 월 에 정점6 (RFWI 59.5, temp. 19.3 ) 7 (RFWI 76.4, temp. 22.9 )℃ ℃

에 달하였고 월 이후 급격히 저하되었다 는 생식엽이 출현하지 않은 기간8 . RFWI

을 제외하면 년 월 이 낮았다 큰열매모자반’19 9 (RFWI 3.0, temp. 23.5 ) (Fig. 11). ℃

의 산란시기는 가 가장 높았던 월 월이었다RFWI 6 ~ 7 .

Fig. 11. Monthly change of reproductive fronds length index (RFLI) and reproductive 

fronds weight index (RFWI) of Sargassum macrocarpum in Jocheon, Jeju Island, 

Korea. The vertical bar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s. 

Data sources: Ko et al.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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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유효적산수온2) (Degree-days for the maturation)

본 조사지역의 큰열매모자반의 개체군의 생물학적 영점수온은 이고 생식  14.1℃

엽이 완전히 소멸한 월부터 성숙피크인 월까지의 성숙유효적산수온은 10 6 726.3 ± 

이었다105.6 degree-days (Table 4). 

Table 4. Calculation of degree-days for maturation of Sargassum macrocarpum in 

Jocheon, Jeju Island, Korea from September 2013 to June 2019

Periods (water temperature)
Degree days 

( day)℃ 
Remark

1st Oct 2013 (24.30 )~30th Jun 2014 (21.16 )℃ ℃ 784.4

Developmental 
thresholds:

14.1℃

1st Oct 2014 (22.62 )~30th Jun 2015 (18.10 )℃ ℃ 518.8

1st Oct 2015 (22.24 )~30th Jun 2016 (19.90 )℃ ℃ 755.8

1st Oct 2016 (22.50 )~30th Jun 2017 (19.50 )℃ ℃ 737.4

1st Oct 2017 (23.80 )~30th Jun 2018 (22.20 )℃ ℃ 746.4

1st Oct 2018 (22.60 )~30th Jun 2019 (20.90 )℃ ℃ 815.2

Mean 726.3±105.6

Data sources: Ko et al.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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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자원배분3) (Resource allocation)

생식엽과 영양엽의 자원배분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여 생식배분지수는 월  2 (RAI 

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월 월은 으로 생식에 대28.3) 4 ~ 7 RAI 54.1 ~ 69.3

한 자원할당이 높았다. 

영양엽에 대한 자원배분은 월 월이 으로 가장 높고 생식엽이 출  10 ~ 1 VAI 100

현하는 월 월의 영양배분지수는 평균 이었다2 ~ 9 VAI 50.8 (Fig. 12).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평균 영양배분지수와 생식배분지수는 각각 ’18 5 ’19 7 VAI 

이었다63.9, RAI 36.1 (Fig. 12). 

Fig. 12. Monthly change of reproductive and vegetative allocation index in 

Sargassum macrocarpum. The black box indicates reproductive allocation index and 

white box indicates vegetative allocation index.

Data sources: Ko et al.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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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생식기관 형성과 성숙 특성4. 

생식기관의 형성과정 1) 

큰열매모자반은 자웅이체이며 큰열매모자반의 난 과 정자 는 생  , (egg) (antherozoid)

식기관인 장란기 와 장정기 에서 만들어진다 장란기와 장정(oogonium) (antheridium) . 

기는 성숙한 엽체의 말단가지 또는 에 발달하는 (terminal branch receptacle branch)

생식기탁 내의 생식기소 에서 분화한다(receptacle, ) (conceptacle) (Fig. 13). 生殖器托

생식기탁은 월부터 출현하고 암생식기탁 은 평평하며 긴 주걱4 (female receptacle)

형 또는 도피침형 으로 위쪽은 둥글고 하부쪽으로 좁아지는 (spatulate) (oblanceolate)

형태이고 수생식기탁은 가늘고 약간 납작한 선형 이다(linear) (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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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rocess of reproductive organs development of Sargassum macrocarp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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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소(1) (生殖器巢 의 분화, conceptacle)

큰열매모자반의 생식기소는 생식기탁이 성장함에 따라 다수 형성된다 생식기  . 

탁 조직은 점액표피층 표층세포층 피(mucilage cuticle layer), (epidermal cell layer), 

층세포층 그리고 수층 세포층 을 구성하였고 (cortex cell layer) (medullary cell layer)

생식기소 는 표층세포층 과  피층세포층(conceptacle) (epidermal cell layer) (cortical cell 

구간에 위치한다layer) (Fig 14). 

생식기탁의 표층세포에서 기원한 생식기소의 시원세포 는 종단면에  (initial cell)

서 보았을 때 플라스크 형태로 상부는 좁고 하부는 넓은 형태이다 시원세포의 . 

분열과 분화과정은 첫 번째 분열은 플라스크 모양의 세포가 비대칭으로 횡단 분, 

열하였다 하부의 거대세포는 종단으로 분열을 거듭하며 함몰하여 생식(Fig. 15a). 

기소의 벽세포 또는 기저세포 를 형성하였고 상부의 소형세포(wall cell) (basal cell)

는 혀세포 로 횡단 분열하여 측사로 발달하였다 생식기소(tongue cell) (Fig. 15b-d). 

의 형태는 작은 복주머니 형태이고 표층은 생식기공 덮개 로 차단(ostiole sheath)

되었다(Fig. 15d-e). 

생식기소는 생식기탁의 성장에 따라 다수 생성하였고 벽세포의 종단분열로 크  

기가 커지며 발달하였다 벽세포는 횡단분열하여 장란기와 장정기 그리고 측사. 

로 분화하였다(paraphyses) . 

큰열매모자반 생식기탁에 형성한 생식기소의 종류는 장란기 생식기소  (Fig. 15f), 

장정기 생식기소 그리고 측사를 형성한 생식기소 의 가지 형(Fig. 15g) (Fig. 15h) 3

태이다 각 종류별 생식기소의 초기형성과정은 유사하였지만 측사는 장(Fig. 16). 

란기 생식기소와 장정기 생식기소 모두에 혼재하였고 측사만을 형성한 생식기소

는 드물게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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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ross and longitudinal section of Sargassum macrocarpum recep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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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ifferentiation of conceptacle of Sargassum macrocarpum. a. Two celled stage; b. Four celled stage; c. Five celled stage; 

d Conceptacle with tongue cell; e. Ostiole sheath of conceptacle; f. Female conceptacle with oogonium; g. Male conceptacle with 

antheridium; h. Paraphyses conceptacle with paraphyses; a-e, and h. Toluidine blue stain; f-g.  Hematoxyline-Eosin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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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6. Diagram of the Sargassum macrocarpum conceptacle by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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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란기 발달(2) ( , oogonium) 藏卵器

큰열매모자반의 장란기는 생식기소의 벽세포에서 발달하였다 기저세포는 거의   . 

균등하게 횡단 분열하여 상부의 세포가 장란기모세포 로 분(oogonial mother cell)

화한다 장란기모세포는 더 이상의 분열 없이 저장물질을 축적하며 크(Fig. 17a). 

기가 증대하여 성숙한 장란기 로 발달한다(mature oogonium) (Fig. 17b-d). 

큰열매모자반의 생식기소는 개당 개의 장란기를 형성하였고 장란기는 개  1 5~6 1

의 난 을 포란하였다 산란기에 접어들면 성숙란들은 생식기공이 (egg) (Fig. 17e-f). , 

열리면서 점액질과 함께 방출한다 암생식기탁에서 방출한 난의 크기는 (Fig. 18). 

장경 단경 이고 암생식기탁의 생식기공 크262.5 ± 40.75 m, 205.97 ± 35.97 mμ μ

기는 장경 단경 으로 생식기공의 크기는 135.09 ± 24.88 m, 109.82 ± 27.55 mμ μ

난의 크기에 비해 작았다 방출 직후의 난은 불투명하여 핵이 명확하지 않았지. 

만 차츰 핵이 개로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2, 4, 8 (Fi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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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Oogonium development of Sargassum macrocarpum. a. Oogonial mother cell; b-e. Development of oogonium; f. Mature 

oogonium; a-d, and f. Toluidine blue stain; e. Hematoxyline-Eosin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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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Released eggs on female receptacle of Sargassum macrocarpum. 

Fig. 19. Nuclear division in egg of Sargassum macrocarpum. a. Released egg; b. 

One nuclear; c. Two nuclear; d-e. Four nuclear; f-h. Eight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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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기 발달(3) ( , antheridium) 藏精器

큰열매모자반 장정기는 생식기소의 벽세포에서 발달하였다 기저세포는 비대칭  . 

으로 횡단 분열하여 상부세포는 돌기 모양 의 형상을 한다 상부(papillae) (Fig. 20a). 

세포는 조금 커진 후 다시 횡단 분열하여 하부는 자루세포 상부는 장, (stalk cell), 

정기모세포 로 분화한다 자루세포 는 장(antheridial mother cell) (Fig. 20b). (stalk cell)

정기를 지지하기도 하지만 분지하여 또 다른 장정기모세포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장정기모세포는 크기가 증대하여 성숙한 장정기로 발달한다(Fig. 20c). (Fig. 

20c-d). 

큰열매모자반의 생식기소는 다수의 장정기를 형성하였고 장정기 또한 다수의   

정자를 생성하였다 성숙한 장정기는 핵분열을 수회 선행하고 난 후 세. (Fig. 19e) , 

포질분열이 일어난다(Fig. 20f). 

방정기에 접어들면 큰열매모자반 수생식기탁의 생식기소는 생식기공을 통해   , 

정자무리를 내포하는 점액층의 정자소낭 형태로 방정하고  (antherozoid vesicle) 

이후 정자소낭 내의 점액질에 부착되었던 정자들은 편모와 활주운동에 (Fig. 21). 

의해 점액질에서 벗어나 주변을 유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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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Antheridium development of Sargassum macrocarpum. a. First division of antheridial basal cell; b. Antheridial mother cell; c. 

Antheridial branch with antheridial mother cell; d. Development of oogonium; e. Nuclear division of antheridium; f. Cytoplasmic 

cleavage of antheridium; a-b, and f. Toluidine blue stain; c. Methylene blue stain; d-e. Hematoxyline-Eosin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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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Released antherozoid from male receptacle of Sargassum macrocarp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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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탁의 성숙 특성 2) 

암생식기탁의 성숙(1) 

큰열매모자반 암생식기탁은 월에 형성되어 월까지 크기와 중량이 급격하게   4 6

증가하며 성숙하였고 월에는 생식기탁의 중량과 폭이 감소하였다 암생식기탁의 7 . 

길이는 월 에서 월 로 급격히 증가하고 월 4 2.2 ± 1.45 mm 6 8.9 ± 3.01 mm 7 9.0 ± 

를 유지한 후 월 로 낮아졌다 암생식기탁의 폭은 월 3.85 mm 8 5.4 ± 1.3 mm . 4 0.8 

에서 월 로 지속 증가하고 월 월 ± 0.24 mm 6 2.7 ± 0.38 mm 7 2.2 ± 0.4 mm, 8 1.9 

로 감소하였다 암생식기탁의 중량은 월은 이하였고 월 ± 0.5 mm . 4 1 mg 5 2.8 ± 

월 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월 으로 감소1.41 mg, 6 9.7 ± 3.69 mg 7 7.2 ± 3.12 mg

하였다 난 방출은 월말부터 발생하였고 월에는 난 방출한 생식기탁들(Fig. 22). 6 8

이 거의 퇴화하고 생식기탁 가지도 소멸하였다. 

Fig. 22. Monthly change of the female receptacle size and weight in Sargassum 

macrocarpum.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20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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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식기탁의 성숙(2) 

큰열매모자반 수생식기탁은 월에 형성되어 월까지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며   4 7

성숙하였다 수생식기탁의 길이는 월 에서 월 로 . 4 2.5 ± 0.64 mm 7 18.9 ± 5.95 mm

지속 증가하고 월 로 낮아졌다 수생식기탁의 폭은 월 8 11.7 ± 3.3 mm . 4 0.8 ± 

월 월 월 월 0.14 mm, 5 0.9 ± 0.19 mm, 6 1.8 ± 0.24 mm, 7 1.9 ± 0.31 mm, 8 1.2 ± 

로 월과 월이 높았다 수생식기탁의 무게는 월은 이하였고 월 0.3 mm 6 7 . 4 1.0 mg 5

에서 월 월 으로 지속 증가하였다1.8 ± 1.1 mg 6 10.8 ± 4.0 mg, 7 16.0 ± 6.84 mg

정자의 방출은 월말부터 발생하였고 월에는 난 방출한 생식기탁들이 (Fig. 23). 6 8

거의 퇴화하고 생식기탁 가지도 소멸하였다.

Fig. 23. Monthly change of the male receptacle size and weight in Sargassum 

macrocarpum.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20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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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탁 성장지수(3) (Receptacle growth index, RGI)

암생식기탁의 성장지수는 월 월 월   4 RGI 20.85 ± 5.53, 5 RGI 20.08 ± 1.51, 6

그리고 월 월 이었고 수생식기RGI 33.40 ± 9.14 7 RGI 27.70 ± 6.41, 8 35.70 ± 5.8

탁의 성장지수는 월 월 월4 RGI 34.12 ± 8.55, 5 RGI 14.48 ± 4.69, 6 RGI 14.31 　 　

그리고 월 월 이었다 생식기± 3.14 7 RGI 11.15 ± 3.24, 8 RGI 10.9 ± 1.50 (Fig. 24). 

탁의 성장지수 비교결과 암생식탁은 길이보다 폭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수생식기

탁은 폭보다 길이의 비율이 증가하며 성장하였다. 

Fig. 24. Monthly change of the female and male receptacles RGI in Sargassum 

macrocarpum.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20 ~ 140). 

RGI. Receptacle growth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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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탁과 방출한 난의 개수(4) 

큰열매모자반 생식기탁 가지 당 형성한 암생식기탁의 개수는   (receptacle branch)

월 개 월 개 월 개 월 개4 1.2 ± 0.56 , 5 16.1 ± 2.85 , 6 22.2 ± 3.08 , 7 20.9 ± 1.37  , 

월 개이었고 수생식기탁의 개수는 월 개 월 8 2.0 ± 0.82 4 1.19 ± 0.54 , 5 18.3 ± 

개 월 개 월 개 월 개이었다3.16 , 6 25.7 ± 1.89 , 7 24.7 ± 1.64 , 8 3.36 ± 1.12 (Fig. 

월은 생식기탁 대부분이 소멸하였고 극히 일부가 잔존하였다25). 8 . 

생식기탁 길이 폭 의 암생식기탁의 난방출율이   9.0 ± 1.81 mm, 3.0 ± 0.13 mm

일 때 암생식기탁은 평균 개의 난을 방출하였다 생식기탁의 60% , 208.5 ± 32.90 . 

생식기소 개수는 평균 개이고 생식기소 개당 방출한 난의 수는 평균 135.8 1 5 ~ 6

개이었다. 

Fig. 25. Number of the female and male receptacle per receptacle branch of 

Sargassum macrocarpum. Values represented mean ± standard error (n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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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간 생식엽장지수 와 생식엽중량지수(5) (RFLI) (RFWI)

암생식기탁이 출현하는 시기인 월부터 월까지 큰열매모자반 성체의 생식엽  4 8 , 

장지수 는 월 월 월 월 (RFLI) 4 49.0 ± 12.7, 5 57.6 ± 5.4, 6 54.6 ± 4.8, 7 56.3 ± 3.1, 

월 로 월에 증가하여 월에 감소하였다 생식엽중량지수 는 8 47.5 ± 13.0 5 8 . (RFWI) 4

월 월 월 월 월 으45.8 ± 0.1, 5 59.3 ± 10.3, 6 64.5 ± 9.7, 7 58.9 ± 16.5, 8 25.2 ± 7.4

로 월에 증가하고 월에 급감하였다5 8 (Fig. 26).  

수생식기탁은 월부터 월까지 출현하였고 큰열매모자반 수컷 성체의 생식엽  4 8

장지수 는 월 월 월 월 (RFLI) 4 55.1 ± 0.7, 5 60.3 ± 5.2, 6 58.5 ± 5.1, 7 62.1 ± 8.3, 8

월 이었다 생식엽중량지수 는 월 월 56.5 ± 9.0 . (RFWI) 4 59.4 ± 1.7, 5 61.4 ± 8.5, 6

월 월 월 으로 월에 급감하였다69.9 ± 10.9, 7 71.1 ± 15.9, 8 24.5 ± 2.0 8 (Fig. 27). 

큰열매모자반은 월에 생식기탁과 생식기탁가지 그리고 차 차 분지한 가지  8 2 , 3

들 대부분이 퇴화하여 소멸하고 차가지의 줄기부분과 차가지가 일부 잔존하였1 2

다. 

Fig. 26. Monthly change of RFLI and RFWI on the female thallus in Sargassum 

macrocarpum during reproductive period. RFLI. Reproductive fronds length index; 

RFWI. Reproductive fronds weigh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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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Monthly change of RFLI and RFWI on the male thallus in Sargassum 

macrocarpum during reproductive period. RFLI. Reproductive fronds length index; 

RFWI. Reproductive fronds weigh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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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식기간 큰열매모자반 서식지의 수온과 광주기6) 

생식기간인 월에서 월까지 큰열매모자반 서식지인 제주도 조천연안의 수온  4 8

은 월 월 월 월 월 이었고 광주기는 4 16.1 , 5 18.0 , 6 19.3 , 7 22.9 , 8 25.0 4℃ ℃ ℃ ℃ ℃

월 월에서 월까지 이었고 월은 이었다13L:11D, 5 7 14L:10D 8 13L:11D (Fig. 28).

Fig. 28.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and photoperiod in Sargassum macrocarpum 

habitat during reproductive period. The solid line indicates water temperature and dot 

line indicates photo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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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배우자 방출과 수정5. 

난 방출 유도1) 

수온에 따른 난 방출 유도(1) 

큰열매모자반의 수온에 따른 난 방출 유도실험에서 난을 방출한 암생식기탁   

비율은 수온 조건에서 일에 이었고 수온 조건에서는 일째 수26 2 100% 23 3 , ℃ ℃ 

온 조건에서는 일째 그리고 의 조건에서는 일에 이었다20 7 17 9 100% (Fig. 29). ℃ ℃

그러나 수온 에서 방출한 난은 일째 폐사가 시작되어 일째 모든 생식기탁26 1 2℃

이 난을 방출하였지만 전체가 폐사상태였다 수온에 따른 생식기탁당 방출한 난. 

의 비율은 수온 조건에서 조건에서 조건에서 26 53.8%, 23 41.2%, 20 70% ℃ ℃ ℃ 

그리고 수온 의 조건에서 이었다17 89.5% (Fig.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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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Egg release in Sargassum macrocarpum receptacles by water tempera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4L:10D.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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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Egg release rate per receptacle in Sargassum macrocarpum by water 

tempera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4L:10D.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10).

Data sources: Ko et al.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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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량에 따른 난 방출 유도(2) 

큰열매모자반의 광량에 따른 난 방출 유도실험에서 난을 방출한 암생식기탁의   

비율은 광량 80 µmol photons m-2 s-1조건에서 일에 이었고 광량 6 100% , 40 µmol 

photons m-2 s-1조건에서는 일째 광량 8 , 2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는 일에 13

이었다 생식기탁당 방출한 난의 비율은 광량 100% (Fig. 31). 80 µmol photons m-2 

s-1과 4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각각 이고 광량 87.5%, 85% 2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는 66.4%, 1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는 22.9% 

그리고 광량 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는 이었다4.4% (Fig. 32).

Fig. 31. Egg release in Sargassum macrocarpum receptacles by irradianc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4L:10D.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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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Egg release rate per receptacle in Sargassum macrocarpum receptacles by 

irradianc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4L:10D.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10).

Data sources: Ko et al.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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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방출 유도2) 

수온에 따른 정자 방출 유도(1) 

큰열매모자반의 수온에 따른 정자 방출 유도 실험에서 정자를 방출한 수생식  

기탁의 비율은 일째에 수온 조건에서 수온 조건에서 3 26 99.3%, 23 83.33%, ℃ ℃ 

수온 조건에서 그리고 조건에서 이었고 일 이후에 모20 76.67% 17 66.67% 5 , ℃ ℃ 

든 수온 조건에서 정자를 방출하였다100% (Fig. 33). 

Fig. 33. Antherozoid release in Sargassum macrocarpum receptacles by water 

tempera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4L:10D.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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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량에 따른 정자 방출 유도(2) 

큰열매모자반의 광량에 따른 정자 방출 유도 실험에서 정자를 방출한 수생식  

기탁의 비율은 일째에 광량 3 8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광량 96.7%, 4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광량 93.3%, 2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광량 93.3%, 1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그리고 90% 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이었고 일 이후에 모든 광량 조건에서 정자를 방출하였다86.7% , 5 100% 

(Fig. 34).

 

Fig. 34. Antherozoid release in Sargassum macrocarpum receptacles by irradianc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4L:10D.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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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생산3) (germling) 

조천지역에서 채집한 큰열매모자반 암 수생식기탁을 를 첨가한 페  · PESI 20 ml

트리디시에 암생기탁 개체와 수생식기탁 개체를 수용하여 수온에 따른 수정을 8 2

유도한 결과 수온 조건에서는 수정이 유도되지 않았지만 수온 , 26 , 23 , 20 , ℃ ℃ ℃

조건에서는 각각 일 일 일후에 수정이 유도되었고 수정이 유도된 후 17 2 , 3 , 6 , 2℃ 

일 후에 가근이 형성되어 종자로 발달하였다(Table 5). 

광량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암 수생식기탁의 수정을 유도한 결과 광량     · , 80 

µmol photons m-2 s-1과 4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일 후 수정이 유도되었3

고 광량 , 20 µmol photons m-2 s-1은 일 후 수정이 유도되었지만 광량 과 4 , 10 0 

µmol photons m-2 s-1조건에서는 수정이 유도되지 않았다 수정이 유도된 후 일 . 2

후에 가근이 형성되어 종자로 발달하였다(Table 6). 

Table 5. The germling production of Sargassum macrocarpum by water temperature

Days

Temperature
1 2 3 4 5 6 7

26℃1) - - - - - - -

23℃ 　 fertilize 　 germling 　 　 　

20℃ 　 　 fertilize germling 　 　

17℃ 　 　 　 　 fertilize 　 germling

Table 6. The germling production of Sargassum macrocarpum by irradiance

Days

Irradiance
1 2 3 4 5 6 7

80 µmol photons m-2 s-1 　 　 fertilize 　 germling 　 　

40 µmol photons m-2 s-1 　 　 fertilize 　 germling 　 　

20 µmol photons m-2 s-1 　 　 　 fertilize 　 germling 　

10 µmol photons m-2 s-1 - - - - - - -

0 µmol photons m-2 s-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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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배 발생과 종자의 발달 과정6. 

배 발생과정1) (embryo) 

큰열매모자반의 성숙한 미수정란은 세포질에 개의 핵들이 분포하고 장경   8

단경 이다 큰열매모자반의 배 발생은 암생식기265.7 ± 5.35 µm, 210 ± 11.55 µm . 

탁에서 방출한 난이 점액질 층에 둘러싸여 부착한 상태에서 수정을 한다 큰열매. 

모자반의 난은 정자 방출 후 약 시간 이내에 대부분 수정하였다 수정 후 정핵4 . , 

과 융합한 핵은 중심부에 모이고 난은 수정막을 형성하였다 (Fig. 35a-e, Fig. 

수정란의 크기는 장경 단경 이었다36a-b). 291.7 ± 7.53 µm, 238.3 ± 7.53 µm .  

첫 번째 난할은 수정후 약 시간 경과 후 타원형 수정란의 중심부에서   6 ~ 8 , 

핵질이 엽상극 과 근상극 으로 분리 이동(thallus pole, ) (rhizoid pole, ) , 葉狀極 根狀極

하여 거의 균등한 위할을 하였다 번째 난할은 엽상극 부위는 (Fig. 35f, Fig. 36f). 2

균등하게 경할하고 근상극 부위는 대할구와 소할구로 위할하였다(Fig. 35g-h, Fig. 

번째 난할은 엽상극에서 경할로 분할하여 세포가 되고 근상극은 대할36g-h). 3 4

구와 소할구가 경할로 개의 할구를 만들었다 배 발생의 번4 (Fig. 35i, Fig. 36h). 4

째 분열은 엽상극은 위할 근상극의 대할구는 경할 소할구는 위할을 하였다, , (Fig. 

35j, Fig. 36j). 

이후 번째 와 번째 분열 까지 형성한 세포, 5 (Fig. 35k, Fig. 36k) 6 (Fig. 35l, Fig. 36l)

는 엽상극과 근상극 각각 개로 분할하였다 이후 각 부위는 지속적으로 할구가 32 . 

나눠지면서 다세포체를 형성하였고 근상극의 하부는 점차 좁아지고 돌출하며 부

착기 형태로 발달하였다 배 발생의 종료는 근상극에 형(Fig. 35m-o, Fig. 36m-o). 

성된 가근 세포들이 신장하고 엽상체 정단부분에서 수정막을 뚫고 배아가 빠져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큰열매모자반 배 발생과정(Fig. 35o, Fig. 36o). (Fig. 37)

의 소요 시간은 번째 분열 세포기 까지 약 시간 번째 분열 세포기 까지 2 (4 ) 10 , 4 (16 )

약 시간 번째 분열까지 약 시간이 걸리고 약 시간 후 배 발생과정을 완12 , 6 14 48

료하고 수정막을 뚫고 나와 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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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Embryology of Sargassum macrocarpum attached to receptacles. a. Unfertilized egg; b-d. Fertilized egg; e. First division 

of zygote; f-g. Second division of zygote; h. Third division of zygote; i-j Forth division of zygote; k. Fifth division of zygote; l. 

Sixth division of zygote; m-n. Multiple division of zygote; o. Germling with rhizoid buds; Thallus pole (TP), Rhizoid pole (RP), 

Meridional cleavage (MC), Latitudinal cleavage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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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Embryology of Sargassum macrocarpum detached from receptacles. a. Fertilized egg. b. Nuclei fusion of zygote with 

fetilized membrane (FM); c-d. First division of zygote; e-g. Second division of zygote; h. Third division of zygote; i Forth 

division of zygote; j. Fifth division of zygote; k-l. Sixth division of zygote; m-n. Multiple division of zygote; o. Germling with 

rhizoid buds; Thallus pole (TP), Rhizoid pole (RP), Meridional cleavage (MC), Latitudinal cleavage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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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Schematic diagram of the early developmental stage of embryo in Sargassum 

macrocarpum. Thallus pole (TP), Rhizoid pole (RP), Meridional cleavage (MC), 

Latitudinal cleavage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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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의 발달 과정2) (germling)

큰열매모자반의 배는 발아하여 생장과 분화를 통해 유엽으로 발달한다 배 발  . 

생 종료 후 수정막에서 나온 종자 의 크기는 장경 단, (germling) 0.32 ± 0.03 mm, 

경 이고 종자의 엽상부와 근상부는 생장을 개시하였다 근상부의 0.21 ± 0.03mm . 

근단 분열조직에서는 가근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약 시간 후에 가근은 개, 18 3 ~ 6

체가 돌출하며 신장하고 일 후에는 약 개체까지 관찰되었다 배양 2 28 (Fig. 38a-c). 

일에 종자의 엽상부는 길이 폭 이고 근상부는 6 0.85 ± 0.08 mm, 0.28 ± 0.04 mm

이었다 차엽은 선형형태의 중심부근에 형성된 정단0.63 ± 0.13 mm (Fig. 38d-e). 1

분열조직을 중심으로 상부가 확장하는 형태를 갖추었다 배양 일에 (Fig. 38f-g). 10

엽상부와 부착부의 길이는 각각 이었고 배양 1.22 ± 0.13 mm, 0.86 ± 0.07 mm 22

일에 엽상부와 부착부의 길이는 각각 이었다2.81 ± 0.24 mm,  1.09 ± 0.09 mm

차엽은 차엽의 맞은 편 방향에서 정단분열조직의 외측이 융기하며 (Fig. 38f-g). 2 1

발달하였고 일째 엽상부와 부착부의 길이는 각각 , 36 , 3.4 ± 0.32 mm, 1.09 ± 0.18 

이었다 차엽 생성후 주축 은 뚜렷하게 형태를 갖mm (Fig. 38h). 2 (main axis, stem)

추고 정단분열조직 과 엽원기 가 발달한(apical meristem) (leaf primordium, phyllogen)

다 차엽은 뚜렷하게 융기한 정단분열조직에서 생성되며 차엽과 차(Fig. 38h-i). 3 1 2

엽의 약 지점에서 융기한다 배양후 일째 부착부의 가근은 길이 생장을 멈1/2 . 24 , 

추고 가근들이 응축하기 시작하였고 차후 완전히 경화되었다(Fig. 3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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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Germination of Sargassum macrocarpum. a. Start of germination; b. 

Germlings after 18 hour; c. Germlings after 2 days; d. Germlings after 6 days; e. 

Germlins after 8 days; f. Germlings after 10 days; g. Germlings after 22 days; h. 

Germlings after 36 days; i. Germlings after 45 days. Bars = 100 µm (a-c), 500 µm 

(d-f). 1 mm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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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환경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발달7. 

 

수온에 따른 종자의 발달1) 

수온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엽수는 배양 일 후에 수온 에서   60 26 4.2 ± ℃

개 에서 개 에서 개 에서 개0.57 , 23 3.7 ± 0.67 , 20 3.4 ± 0.42 , 17 3.1 ± 0.24 , 1℃ ℃ ℃

에서 개 이었다 주축의 길이는 수온 에서 4 2.7 ± 0.26 (Fig. 39). 26 1.33 ± 0.24 ℃ ℃

에서 에서 에서 mm, 23 1.06 ± 0.26 mm, 20 1.39 ± 0.16 mm, 17 1.22 ± 0.28 ℃ ℃ ℃

에서 이고 전장은 에서 mm, 14 1.05 ± 0.09 mm (Fig. 40) 26 9.85 ± 0.82 mm, 2℃ ℃

에서 에서 에서 3 12.29 ± 0.33 mm, 20 10.59 ± 0.52 mm, 17 8.82 ± 0.78 mm, ℃ ℃ ℃

에서 이었다14 7.84 ± 0.88 mm (Fig. 41).℃

큰열매모자반 종자 가근의 길이는 수온 와 에서 일째 각각   26 23 10 0.86 ± ℃ ℃

와 로 신장한 후 일에 각각 0.09 mm 0.92 ± 0.09 mm 30 0.4 ± 0.05 mm, 0.45 ± 0.09 

까지 축소하고 재생장하여 일에는 과 이었mm 60 0.56 ± 0.08 mm 0.77 ± 0.10 mm

다 수온 에서는 일까지 각각 . 20 , 17 , 14 20 1.06 ± 0.07 mm, 1.01 ± 0.08 ℃ ℃ ℃

까지 생장하였고 이후 일까지 축소하고 일에는 각각 mm, 0.94 ± 0.05 mm 40 60

으로 생장하였다 큰열0.72 ± 0.16 mm, 0.61 ± 0.05 mm, 0.55 ± 0.15 mm (Fig. 42). 

매모자반 가근의 경화율은 수온 와 은 일에 수온 는 26 23 30 20 , 17 , 14℃ ℃ ℃ ℃ ℃

일 이후에 였다 배양 후 일 째 수온에 따른 종자의 발달을 조40 100% (Fig. 43). 60

사한 결과 종자의 엽수 주축의 길이 전장 그리고 종자 가근의 길이는 수온 , , , 2

조건이 다른 수온조건보다 높았다3 (℃ P<0.05)(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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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Effects of water temperature on number of leaf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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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Effects of water temperature on main axis growth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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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Effects of water temperature on total length growth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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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Effects of water temperature on holdfast growth change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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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Effects of water temperature on holdfast hardness rate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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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량에 따른 종자의 발달2) 

광량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엽수는 배양 일 후에 광량   60 80 µmol 

photons m-2 s-1에서 개4.4 ± 0.82 , 40 µmol photons m-2 s-1에서 개4.0 ± 0.00 , 20 

µmol photons m-2 s-1에서 개2.2 ± 0.41 , 10 µmol photons m-2 s-1에서 개1.8 ± 0.29

이었고 0 µmol photons m-2 s-1은 일 이후 폐사하였다 주축의 길이는 20 (Fig. 44). 

광량 80 µmol photons m-2 s-1에서 1.51 ± 0.18 mm, 40 µmol photons m-2 s-1에서 

1.32 ± 0.26 mm, 20 µmol photons m-2 s-1에서 0.72 ± 0.11 mm, 10 µmol photons 

m-2 s-1에서 이고 전장은 광량 0.75 ± 0.06 mm (Fig. 45) 80 µmol photons m-2 s-1에서 

12.32 ± 2.17 mm, 40 µmol photons m-2 s-1에서 9.88 ± 0.4 mm, 20 µmol photons 

m-2 s-1에서 3.98 ± 0.54 mm, 10 µmol photons m-2 s-1에서 이었다3.44 ± 0.15 mm

(Fig. 46).    

큰열매모자반 종자 가근의 길이는 광량   80 µmol photons m-2 s-1에서 일째 10

로 최장 길이를 보였고 일째 로 축소하고 일0.97 ± 0.09 mm 30 0.44 ± 0.08 mm 60

째 로 재생장하였다 광량 0.72 ± 0.08 mm . 40 µmol photons m-2 s-1에서는 일째 20

로 생장하고 일째 로 축소한 후 일째 재생장0.91 ± 0.08 mm 40 0.46 ± 0.04 mm 60

하여 이었다 광량 0.64 ± 0.1 mm . 20 µmol photons m-2 s-1과 10 µmol photons m-2 

s-1는 일째 각각 로 최대생장을 보이고 지속 20 0.76 ± 0.03 mm, 0.72 ± 0.07 mm

축소하여 일째 각각 이었다 큰열매모60 0.32 ± 0.06 mm, 0.3 ± 0.04 mm (Fig. 47). 

자반 종자 가근은 광량 80 µmol photons m-2 s-1, 40 µmol photons m-2 s-1, 20 µmol 

photons m-2 s-1이 각각 일 일 일에 경화하였고 광량 30 , 40 , 60 100% 10 µmol 

photons m-2 s-1은 일에 이었다 배양 후 일 째 광량에 따른 종60 75.84% (Fig. 48). 60

자의 발달을 조사한 결과 종자의 엽수 주축의 길이 전장 그리고 종자 가근의 , , , 

길이는 광량 80 µmol photons m-2 s-1과 40 µmol photons m-2 s-1 조건이 다른 광량

조건보다 높았다(P<0.05)(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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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Effects of irradiance on number of leaf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20 and 12L:12D. ℃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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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Effects of irradiance on main axis growth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20 and 12L:12D. ℃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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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Effects of irradiance on total length growth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20 and 12L:12D. ℃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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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Effects of irradiance on holdfast length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20 and 12L:12D. ℃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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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Effects of irradiance on holdfast hardness rate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20 and 12L:12D. ℃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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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에 따른 종자의 발달3) 

광주기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엽수는 배양 일 후에 가   60 14L:10D 4.0 ± 

개 가 개 가 개이었다 주축의 0.35 , 12L:12D 3.9 ± 0.22 , 10L:14D 3.7 ± 0.27 (Fig. 49). 

길이는 가 가 가  14L:10D 1.43 ± 0.17 mm, 12L:12D 1.34 ± 0.13 mm, 10L:14D 1.28 

이고 전장은 가 가  ± 0.18 mm (Fig. 50), 14L:10D 11.16 ± 0.66 mm, 12L:12D 9.92 ± 

가 이었다0.31 mm, 10L:14D 8.94 ± 0.38 mm (Fig. 51).    

큰열매모자반 종자 가근의 길이는 에서 일째 로 최장   14L:10D 10 0.94 ± 0.04 mm

길이를 보였고 일째 로 축소하고 일째 로 재30 0.42 ± 0.06 mm 60 0.69 ± 0.09 mm

생장하였다 와 는 일째 각각 . 12L:12D 10L:14D 20 0.93 ± 0.07 mm, 0.91 ± 0.1 mm

로 생장하고 일째 로 축소한 후 일째 각각 40 0.45 ± 0.02 mm, 0.46 ± 0.04 mm 60

로 재생장하였다 큰열매모자반 종자 가0.64 ± 0.08 mm, 0.62 ± 0.13 mm (Fig. 52). 

근의 경화율은 가 일 와 가 일에 이었다14L:10D 30 , 12L:12D 10L:14D 40 100% (Fig. 

배양 후 일 째 광주기에 따른 종자의 발달을 조사한 결과 종자의 엽수53). 60 , , 

주축의 길이 종자 가근의 길이는 광주기 조건별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전장, , 

은 광주기가 길어질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P<0.05)(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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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Effects of photoperiod on number of leaf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20 and 40 µmol ℃ 

photons m-2 s-1.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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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Effects of photoperiod on main axis growth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20 and 40 µmol ℃ 

photons m-2 s-1.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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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Effects of photoperiod on total length growth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20 and 40 µmol ℃ 

photons m-2 s-1.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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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Effects of photoperiod on holdfast growth change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20 and ℃ 

40 µmol photons m-2 s-1.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 86 -

Fig. 53. Effects of photoperiod on holdfast hardness rate in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during 6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20 and 40 µmol ℃ 

photons m-2 s-1.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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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velopment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according to culture environment after 60 days of culture

            Conditions

  Trait

Water temperature irradiance (µmol photons m-2s-1) Photoperiod

26 23 20 17 14 80 40 20 10 0 14L:10D 12L:12D 10L:14D

Number
of leaf

4.2
±0.57bc

3.7
±0.67b

3.4
±0.42ab

3.1
±0.24ab

2.7
±0.26a

4.4
±0.82b

4.0
±0.00b

2.2
±0.41a

1.8
±0.29a -

4.0
±0.35a

3.9
±0.22a

3.7
±0.27a

Main axis
growth (mm)

1.33
±0.24abc

1.06
±0.26c

1.39
±0.16bc

1.22
±0.28ab 

1.05
±0.09a

1.51
±0.18b

1.32
±0.26b

0.72
±0.11a

0.75
±0.06a -

1.43
±0.17a

1.34
±0.13a

1.28
±0.18a

Total length growth 
(mm)

9.85
±0.82b

12.29
±0.33c

10.59
±0.52b

8.8
±0.78a

7.84
±0.88a

12.32
±2.17c

9.88
±0.40b

3.98
±0.54a 

3.44
±0.15a -

11.16
±0.66c

9.92
±0.31b

8.94
±0.38a

Holdfast growth (mm)
0.56

±0.08ab
0.77

±0.10c
0.72

±0.16bc
0.61

±0.05ab
0.55

±0.15a
0.72

±0.08b
0.64

±0.10b
0.32

±0.06a 
0.3

±0.04a -
0.69

±0.09a
0.64

±0.08a
0.62

±0.13a

Time of holdfast 
hardness complete

30 days 30 days 40 days 40 days 40 days 30 days 40 days 60 days
60 days 
or more

-
30

days
40

days
4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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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기질 종류와 환경에 따른 종자의 생장과 착생8. 

수온에 따른 종자의 생장과 착생1) 

종사줄과 수온에 따른 종자의 생장과 착생 (1)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엽장은 수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배양 일   (Table 8). 40

째 수온 에서 에서 로 다른 수온조건보, 23 2.52 ± 0.25 mm, 20 2.33 ± 0.18 mm℃ ℃

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P 엽폭의 생장은 수온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배양 <0.05). , 

후 일째 수온 에서 이고 에서 이었다40 , 23 0.99 ± 0.05 mm 14 0.87 ± 0.12 mm℃ ℃

일 후 종사줄에 착생한 종자의 일간생장율은 수온 조건에서 (Table 8). 40 26℃ 

4.44% day-1 조건에서 , 23 5.04% day℃ -1 조건에서 , 20 4.83% day℃ -1 조건에, 17℃ 

서 4.24% day-1 조건에서 , 14 3.98% day℃ -1이었다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Fig. 54). 

착생률은 수온 조건에서 조건에서 조건에서 26 9.46%, 23 12.96%, 20℃ ℃ ℃ 

조건에서 조건에서 이었다18.39%, 17 22.22%, 14 26.13% (Table 8). ℃ ℃ 

수온별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생장과 착생을 조사한 결과 생장은 수온 조  , 23℃ 

건에서 높았고 착생률은 수온 조건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14 (℃ P<0.05)(Table 

8, Fig.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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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Growth and attachment rate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according to water temperature and attachment 

substrate

        Substrate

Conditions

Seed string Basalt

Leaf length (mm) Leaf width (mm)
Attachment rate 

(%) 
Leaf length

(mm)
Leaf width

(mm)
Attachment rate 

(%) 

0 day

26℃ 0.35±0.02a 0.23±0.02a 100a 0.35±0.02a 0.23±0.02a 100a

23℃ 0.35±0.02a 0.23±0.02a 100a 0.35±0.02a 0.23±0.02a 100a

20℃ 0.35±0.02a 0.23±0.02a 100a 0.35±0.02a 0.23±0.02a 100a

17℃ 0.35±0.02a 0.23±0.02a 100a 0.35±0.02a 0.23±0.02a 100a

14℃ 0.35±0.02a 0.23±0.02a 100a 0.35±0.02a 0.23±0.02a 100a

10 days

26℃ 0.72±0.11a 0.26±0.04a 68.87±1.95a 1.89±0.17a 0.87±0.16a 89.72±2.40a

23℃ 0.87±0.07c 0.33±0.06b 75.96±1.72ab 1.99±0.15a 0.93±0.09a 92.20±10.04a

20℃ 0.85±0.02bc 0.30±0.01ab 76.07±12.49ab 1.92±0.07a 0.90±0.07a 94.75±5.17a

17℃ 0.75±0.09ab 0.31±0.04ab 83.24±1.55bc 1.81±0.12a 0.85±0.11a 96.66±2.90a

14℃ 0.68±0.08a 0.29±0.02ab 87.36±0.39c 1.79±0.29a 0.84±0.16a 95.80±1.27a

20 days

26℃ 1.15±0.19abc 0.45±0.07a 36.81±6.35a 2.87±0.47a 1.47±0.21a 69.10±0.80a

23℃ 1.35±0.25c 0.50±0.21a 43.94±25.31ab 2.98±0.20a 1.54±0.05a 72.38±8.91a

20℃ 1.29±0.03bc 0.48±0.06a 61.79±12.29ab 2.94±0.19a 1.51±0.19a 78.41±8.43a

17℃ 1.11±0.17ab 0.43±0.06a 62.35±8.94ab 2.67±0.38a 1.48±0.21a 81.83±13.41a

14℃ 0.97±0.18a 0.39±0.15a 64.78±3.38b 2.55±0.58a 1.43±0.38a 81.52±5.63a

30 days

26℃ 1.58±0.12ab 0.66±0.06a 13.76±0.88a 3.58±0.41a 1.81±0.11a 47.04±1.37a

23℃ 1.89±0.20c 0.79±0.11a 19.24±5.95a 4.04±0.47a 1.91±0.31a 55.12±3.39a

20℃ 1.70±0.07bc 0.74±0.02a 39.17±9.23b 3.72±0.09a 1.80±0.23a 67.90±6.01b

17℃ 1.56±0.17ab 0.69±0.12a 39.93±7.44b 3.48±0.38a 1.78±0.07a 71.59±12.31b

14℃ 1.43±0.09a 0.65±0.04a 43.73±4.35b 3.53±0.67a 1.81±0.49a 69.45±2.67b

40 days

26℃ 2.00±0.11ab 0.90±0.07a 9.69±6.54a 4.43±0.37ab 2.30±0.19ab 42.69±3.24a

23℃ 2.52±0.25c 0.99±0.05a 12.87±2.23ab 5.07±0.25c 2.55±0.07c 48.08±4.74ab

20℃ 2.33±0.18bc 0.93±0.06a 19.58±4.62ab 4.65±0.37bc 2.43±0.07bc 60.52±9.37b

17℃ 1.86±0.10a 0.90±0.11a 22.17±11.92ab 4.13±0.64ab 2.32±0.12ab 63.74±15.29b

14℃ 1.68±0.28a 0.87±0.12a 25.31±9.01b 3.95±0.04a 2.21±0.11a 60.57±0.56b

Value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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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Growth rate (% d-1)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on the seed 

string by water temperature during 4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The vertical bar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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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Growth variation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on the seed string 

by water temperature during 4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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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과 수온에 따른 종자의 생장과 착생(2) 

현무암 판석에 착생한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엽장은 배양 일까지 수온에 따  30

른 차이가 없었으나 배양 후 일 째 수온 에서 수온 , 40 23 5.07 ± 0.25 mm, 14℃ ℃

에서 로 수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엽폭의 생장은 수온 3.95 ± 0.04 mm (Table 8). 

에서 에서 이었다 일 후 현23 2.55 ± 0.07 mm, 14 2.21 ± 0.11 mm (Table 8). 40℃ ℃

무암 판석에 착생한 종자의 일간생장율은 수온 조건에서 26 6.53% day℃ -1, 23℃ 

조건에서 6.89% day-1 조건에서 , 20 6.66% day℃ -1 조건에서 , 17 6.34% day℃ -1, 1

조건에서 4 6.23% day℃ -1이었다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착생률은 수온 (Fig. 56). 2

조건에서 조건에서 조건에서 조건6 42.65%, 23 47.57%, 20 60.22%, 17℃ ℃ ℃ ℃ 

에서 조건에서 이었다61.90%, 14 60.64% (Table 8). ℃ 

수온별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생장과 착생을 조사한 결과 생장은 수온 조  , 23℃ 

건에서 로 높았지만 착생률은 수온 조건 이하에서 높았다5.07 ± 0.25 mm , 20℃

(P<0.05)(Table 8, Fig.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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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Growth rate (% d-1)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on the stone by 

water temperature during 4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The vertical bar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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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Growth variation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on the basalt by 

water temperature during 4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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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량에 따른 종자의 생장과 착생2) 

종사줄과 광량에 따른 종자의 생장과 착생(1)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엽장은 광량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배양 일   (Table 9). 40

째, 8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2.60 ± 0.22 mm, 10 µmol photons m-2 s-1 조

건에서 이고 광량 0.99 ± 0.2 mm 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는 배양 일에  20

모두 폐사하였다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엽폭도 엽장의 발달과 유사하게 (Table 9). 

광량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배양 후 일 째 광량 (Table 9). 40 , 8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으로 높고 1.18 ± 0.14 mm 10 µmol photons m-2 s-1에서 0.32 ± 0.05 

으로 낮았다 실험기간 동안 일간생장율 은 광량 mm (Table 9). (daily growth rate) 8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5.12% day-1, 4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4.59% day-1, 2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3.5% day-1, 1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2.61% day-1이었다(Fig. 58).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착생률은 광량   8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14.06%, 

4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20.21%, 2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10.76%, 1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로 광량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4.97%

(Table 9).   

광량별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생장과 착생을 조사한 결과 생장은 광량   , 80 µmol 

photons m-2 s-1 조건이 높았고 착생률은  , 40 µmol photons m-2 s-1 조건이 높았다 

(P<0.05)(Table 9, Fig.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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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Growth and attachment rate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according to irradiance and attachment substrate

        Substrate

Conditions

Seed string Basalt

Leaf length (mm) Leaf width (mm) Attachment rate 
(%) 

Leaf length
(mm)

Leaf width
(mm)

Attachment rate 
(%) 

0 day

80 0.35±0.02a 0.23±0.02a 100a 0.35±0.02a 0.23±0.02a 100a

40 0.35±0.02a 0.23±0.02a 100a 0.35±0.02a 0.23±0.02a 100a

20 0.35±0.02a 0.23±0.02a 100a 0.35±0.02a 0.23±0.02a 100a

10 0.35±0.02a 0.23±0.02a 100a 0.35±0.02a 0.23±0.02a 100a

0 0.35±0.02a 0.23±0.02a 100a 0.35±0.02a 0.23±0.02a 100a

10 days

80 1.06±0.19d 0.38±0.08d 77.16±5.49a 2.34±0.20d 1.39±0.11d 92.58±1.65b

40 0.87±0.10c 0.31±0.03c 80.33±8.01a 1.93±0.28c 1.02±0.12c 92.28±2.48b

20 0.67±0.08b 0.26±0.02b 82.60±8.66a 1.09±0.16b 0.36±0.06b 85.95±0.83b

10 0.62±0.08ab 0.25±0.01ab 74.33±6.71a 1.07±0.12b 0.36±0.09b 85.47±5.76b

0 0.51±0.11a 0.22±0.02a 84.82±8.51a 0.76±0.21a 0.25±0.04a 67.60±6.64a

20 days

80 1.44±0.30b 0.55±0.20b 45.13±8.68ab 3.34±0.45d 1.88±0.25d 65.81±6.13bc

40 1.32±0.24b 0.50±0.09b 57.18±5.37b 2.95±0.32c 1.58±0.24c 80.71±4.67c

20 0.80±0.14a 030±0.04a 51.46±1.28b 1.49±0.13b 0.48±0.10b 65.44±11.62bc

10 0.67±0.05a 0.28±0.02a 36.13±8.60a 1.30±0.26ab 0.42±0.14ab 55.51±18.36ab

0 - - - 0.89±0.05a 0.28±0.05a 24.39±21.62a

30 days

80 1.93±0.34c 0.80±0.09b 21.73±2.93ab 4.06±0.34d 2.19±0.14d 44.49±5.08ab

40 1.58±0.32bc 0.70±0.10b 32.71±3.59c 3.45±0.22c 1.82±0.13c 65.60±9.60b

20 1.19±0.25ab 0.35±0.06a 27.75±0.98bc 1.84±0.24b 0.67±0.09b 52.91±14.05ab

10 0.83±0.12a 0.29±0.02a 15.20±6.81a 1.50±0.33a 0.54±0.10a 36.50±13.46a

0 - - - - - -

40 days

80 2.60±0.22d 1.18±0.14c 14.06±5.33bc 6.01±1.77c 3.12±0.58c 40.38±9.06bc

40 2.12±0.21c 0.93±0.10b 20.21±2.65c 4.49±0.82b 2.34±0.39b 57.48±8.04c

20 1.40±0.17b 0.39±0.01a 10.76±3.21ab 2.31±0.35a 1.07±0.12a 38.24±10.52ab

10 0.99±0.20a 0.32±0.02a 4.97±1.53a 1.87±0.28a 0.68±0.11a 21.15±8.88a

0 - - - - - -

Condition: irradiance(µmol photons m-2 s-1)

Value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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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Growth rate (% d-1)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on the seed 

string by irradiance during 4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The vertical bar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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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Growth variation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on the seed string 

by irradiance during 4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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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과 광량에 따른 종자의 생장과 착생(2) 

현무암 판석에 착생한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엽장은 광량에 따른 차이를 보였  

다 배양 후 일 째 광량 (Table 9). 40 , 8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6.01 ± 1.77 

로 높고 mm 10 µmol photons m-2 s-1에서 로 낮았으며 1.87 ± 0.28 mm 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는 배양 일에 모두 폐사하였다 큰열매모자반  30 (Table 9). 

종자의 엽폭도 엽장의 변화와 유사하게 광량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배양 후 . 40

일 째 광량 , 8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로 넓고 3.12 ± 0.58 mm 10 µmol 

photons m-2 s-1에서 로 좁았다 배양 일 후 일간생장율0.68 ± 0.11 mm (Table 9). 40

은 광량 8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7.35% day-1, 4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6.57% day-1, 2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4.81% day-1, 1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4.26% day-1이었다(Fig. 60).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착생률은 배양 후 일 째 광량   40 , 8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40.38%, 4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57.48%, 2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38.24%, 1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이었다 21.15% (Table 9).

광량별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생장과 착생 결과 생장은 광량   , 80 µmol photons 

m-2 s-1조건에서 높았고 착생률은 , 40 µmol photons m-2 s-1조건에서 높았다

(P<0.05)(Table 9, Fig.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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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0. Growth rate (% d-1)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on the basalt 

under varying irradiance during 4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The vertical bar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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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Growth variation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on the basalt by 

temperature during 4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blak bar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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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에 따른 종자의 생장과 착생3) 

종사줄과 광주기에 따른 종자의 생장과 착생(1)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엽장은 광주기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배양 후 일 째  . 40 , 

광주기 에서 에서 그리고 14L:10D 2.57 ± 0.48 mm, 12L:12D 2.14 ± 0.22 mm 

에서 이었다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엽폭도 엽장10L:14D 1.79 ± 0.12 mm (Table 10). 

과 유사하게 장일주기에서 더 넓은 경향을 보였다 배양 후 일 째 광주기 . 40 , 

에서 에서 에서 14L:10D 1.04 ± 0.11 mm 12L:12D 0.93 ± 0.02 mm, 10L:14D 0.82 ± 

이었다 조사기간 동안 일간생장율은 광주기 조건에서 0.06mm (Table 10). 14L:10D 

5.09% day-1 조건에서 , 12:L:12D 4.61% day-1 조건에서 , 10L:14D 4.14% day-1으로 

장주기조건 에서 높았다 배양 일 후 광주기 조건에 따른 큰열매(14L) (Fig. 62). 40 , 

모자반 종자의 착생률은 광주기 조건에서 조건에서 14L:10D 17.72%, 12L:12D 

조건에서 이었다26.01%, 10L:14D 25.57% (Table 10).

광주기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생장과 착생을 조사한 결과 생장은 장주  , 

기인 가 높았으나 착생률은 와 조건에서 높았다14L:10D , 12L:12D 10L:14D

(P<0.05)(Table 10, Fig.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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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Growth and attachment rate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according to photoperiod and attachment substrate

        Substrate

Conditions

Seed string Basalt

Leaf length (mm) Leaf width (mm)
Attachment rate 

(%) 
Leaf length

(mm)
Leaf width

(mm)
Attachment rate 

(%) 

0 day
14L:10D 0.35±0.02a 0.23±0.02a 100a 0.35±0.02a 0.23±0.02a 100a

12L:12D 0.35±0.02a 0.23±0.02a 100a 0.35±0.02a 0.23±0.02a 100a

10L:14D 0.35±0.02a 0.23±0.02a 100a 0.35±0.02a 0.23±0.02a 100a

10 days
14L:10D 0.91±0.24b 0.32±0.05b 77.60±4.53a 2.06±0.43b 1.21±0.18b 89.73±3.05a

12L:12D 0.85±003ab 0.29±0.01ab 83.88±6.96a 1.88±0.05ab 0.90±0.06ab 94.48±4.21a

10L:14D 0.64±0.18a 0.25±0.02a 83.64±4.28a 1.61±0.24a 0.77±0.11a 93.64±1.53a

20 days
14L:10D 1.50±0.33b 0.52±0.04b 47.69±4.49a 3.33±0.89a 1.72±0.34b 63.50±4.29a

12L:12D 1.25±0.22ab 0.46±0.04ab 65.20±7.44b 2.87±0.14a 1.47±0.14ab 83.45±12.62b

10L:14D 1.06±0.17a 0.43±0.06a 65.24±4.93b 2.56±0.36a 1.29±0.11a 81.84±0.92b

30 days
14L:10D 1.97±0.10b 0.80±0.03b 27.00±3.57a 4.37±0.91a 2.10±0.20b 51.78±6.76a

12L:12D 1.76±0.15ab 0.73±0.11ab 40.54±6.23b 3.65±0.05a 1.81±0.05a 66.76±10.10a

10L:14D 1.50±0.42a 0.66±0.10a 38.19±3.61b 3.37±0.67a 1.76±0.17a 64.56±2.07a

40 days
14L:10D 2.57±0.48b 1.04±0.11b 17.72±3.23a 5.00±0.81b 2.62±0.55a 43.80±6.04a

12L:12D 2.14±0.22ab 0.93±0.02ab 26.01±2.40b 4.45±0.53ab 2.27±0.18a 55.63±6.52a

10L:14D 1.79±0.12a 0.82±0.06a 25.57±4.23b 3.85±0.08a 2.16±0.12a 52.76±1.47a

Value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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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Growth rate (% d-1)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on the seed 

string by photoperiod during 4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The vertical bar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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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Growth variation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on the seed string 

by photoperiod during 4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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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과 광주기에 따른 종자의 생장과 착생(2)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엽장은 배양 후 일 째 광주기   40 , 14L:10D, 12L:12D, 

에서 각각 로 장일조건10L:14D 5.00 ± 0.81 mm, 4.45 ± 0.53 mm, 3.85 ± 0.08 mm

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엽폭도 엽장과 유사하(Table 10). 

게 배양 후 일 째 조건에서 조건에서 40 , 14L:10D 2.62 ± 0.55 mm, 12L:12D 2.27 

그리고 조건에서 이었다 조사기간 ± 0.18 mm 10L:14D 2.16 ± 0.12 mm (Table 10). 

동안 일간생장율은 광주기 조건에서 14L:10D 6.86% day-1 조건에서 , 12L:12D 

6.54% day-1 조건에서 , 10L:14D 6.16% day-1으로 장주기 조건 에서 높았다(14L) (Fig. 

배양 일 후 광주기 조건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착생률은 광주기 64). 40 , 

조건에서 조건에서 조건에서 14L:10D 43.80%, 12L:12D 55.63%, 10L:14D 52.76%

로 조건에서 높았다12L:12D (Table 10).

광주기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생장과 착생 결과 생장은 장주기인   , 

조건에서 높았으나14L:10D (P 착생률은 광주기 조건에서 유의적 차이가 <0.05), 

없었다(Table 10, Fig.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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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Growth rate (% d-1)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on the basalt 

under varying photoperiod during 4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The vertical bar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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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 Growth variation of Sargassum macrocarpum germlings on the basalt by 

photoperiod during 40 days of culture. Culture conditions were 40 µmol photons m-2 

s-1 and 12L: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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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의 대량 생산과 환경적응 특성9.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실내 대량 배양1) 

 자연해수와 지하해수를 이용한 실내배양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평균 배양수온은 자연해수   ’18 7 24 ’18 9 7 23.70 ± 2.0

지하해수 로 자연해수가 약 높았다 자연해수의 9 , 19.45 ± 1.35 4.25 (Fig. 66). ℃ ℃ ℃

실내배양 기간별 평균수온은 일 일 1 ~ 15 24.99 ± 1.40 , 15~30 23.48 ± 2.81 , ℃ ℃

일 이고 최고수온은 최저수온은 이었다30 ~ 45 22.63 ± 0.92 28.36 , 18.62℃ ℃ ℃

지하해수의 평균수온은 일 일 (Table 11). 1 ~ 15 19.38 ± 0.72 , 15 ~ 30 20.27 ± ℃

일 이고 최고수온은 최저수온은 이1.82 , 30 ~ 45 18.70 ± 0.72 24.26 , 17.48℃ ℃ ℃ ℃

었다(Table 11). 

자연해수에서 큰열매모자반의 종자생장은 배양 후 일 일   15 0.91 ± 0.31 mm, 30

일 이고 지하해수는 일 1.49 ± 0.47 mm, 45 2.89 ± 0.62 mm 15 0.87 ± 0.24 mm, 30

일 일 로 점차 증가하였다 큰열매모1.32 ± 0.33 mm, 45 2.19 ± 0.35 mm (Fig. 67). 

자반 종자의 생존율은 자연해수 지하해수 로 지하해수가 높았다31.9%, 61.56%

(Fig. 68).

Fig. 66. Monthly change of water temperature in underground seawater and natural 
sea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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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Water temperature condition of underground seawater and natural seawater

Period
Underground seawater temperature ( )℃ Natural seawater temperature ( )℃

min max mean±SD min max mean±SD

Jul 24-
Aug 07

18.05 22.62 19.38±0.72 22.53 27.37 24.99±1.40 

Aug 08-
Aug 22

17.86 24.26 20.27±1.82 18.62 28.36 23.48±2.81 

Aug 23-
Sep 06

17.48 20.90 18.70±0.72 20.23 25.32 22.63±0.92 

overall 19.45±1.35 23.70±2.09

Data sources: Ko et al.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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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Length of Sargassum macrocarpum seeds in underground seawater and 

natural seawater.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10).

Data sources: Ko et al.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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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Survival rate of Sargassum macrocarpum seeds in underground seawater and 

natural seawater.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n = 10).

Data sources: Ko et al.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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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생장2) 

수심에 따른 종자의 생장 반응 조사를 위한 제주도 화북 가이식 지역의   

수온은 평균 이고 최고수온 최저수온 를 보였다20.99 25.90 , 15.66 (Fig. 69). ℃ ℃ ℃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수심별 생장은 각각 에서 에서 1 m 5.1 ± 1.9 mm, 2 m 4.8 ± 

에서 에서 에서 1.2 mm, 3 m 4.2 ± 1.1 mm, 4 m 3.5 ± 0.9 mm, 5 m 3.3 ± 0.8 

이었다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수심별 생존율은 수심 에서 mm (Fig. 70). 1m 8.8%, 

에서 에서 에서 에서 이었다 조사 2m 9.1%, 3m 4.9%, 4m 4.2%, 5m 4.5% (Fig. 71). 

기간 동안 전체 수심의 평균 엽장은 에서 로 2.9 ± 0.5 mm 4.2 ± 1.2 mm

신장하였고 평균밀도는 15.4 ± 6.7 individuals cm-1에서 2.2 ± 0.6 individuals 

cm-1로 감소하였다(Table 12). 

Fig. 69. Monthly change of water temperature during nursery culture of Sargassum 

macrocarpum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8 in Hwabuk, Jeju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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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0. Change of leaf length in Sargassum macrocarpum seeds on the seed string 

by water depth during nursery culture.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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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Survival rate of Sargassum macrocarpum seeds on the seed string by water 

depth during nursery culture.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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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Environments and growth of Sargassum macrocarpum seeds during nursery 

culture in Hwabuk, Jeju Island, Korea

Day

Growth Environment

Lengtha No of 
laterals

Densityb
Water

temperature 
( )℃

Salinity 
(psu)

0 2.9±0.1 1.4±0.1 15.4±1.5

19.1 ~ 23.5 31.6 ~33.6
30 3.3±0.2 2.4±0.1 5.2±0.3

60 3.6±0.4 2.8±0.1 3.5±0.2

70 4.2±0.3 3.0±0.2 2.2±0.1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a, Length of seeds (mm).

b, Density of seeds on seed strings (individuals cm-1).

Data sources: Ko et al.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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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야외 양성3) 

큰열매모자반의 야외 양성실험 기간인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월평균   ’18 11 ’19 7

수온은 최저 월 최고 월초 이었다 큰열매모자반 종자14.7 (2 ), 21.1 (7 ) (Fig. 72). ℃ ℃ 

의  생장은 년 월 에서 년 월 년 월 ’18 11 0.4 ± 0.1 mm ’19 3 2.4 ± 0.5 cm, ’19 6

로 신장하였다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개체수 는 10.5 ± 1.4 cm (Fig. 73). (Table 13)

년 월 ’18 11 25.2 ± 5.1 individuals m-1에서 년 월 ’19 6 6.7 ± 3.3 individuals m-1으로 

가 생존하였다26.5% (Fig. 74) 

Fig. 72. Monthly change of water temperature during main culture of Sargassum 

macrocarpum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8 in Hwabuk, Jeju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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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 Growth in total length of Sargassum macrocarpum seeds during main 

culture.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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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4. Survival rate of Sargassum macrocarpum seeds during main culture.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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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Environments and growth of Sargassum macrocarpum seeds during the 

main culture in Hwabuk, Jeju Island, Korea

Month

Growth Environment

Lengtha No. of 
laterals

Densityb Water
temperature ( )℃ Salinity (psu)

November
2018

0.4±0.1 3.0±0.2 25.2±5.1 19.1±0.7 33.6±0.1

December 1.0±0.4 3.4±0.2 18.6±3.2 15.4±0.8 34.2±0.2

January 
2019

1.4±0.8 3.9±0.2 15.0±5.5 14.5±0.4 34.2±0.2

March 2.4±0.5 4.6±0.3 11.3±3.5 14.9±0.5 33.2±0.2

May 6.6±0.5 6.7±1.5 8.3±4.1 18.0±0.8 33.4±0.1

July 10.5±1.4 8.5±2.1 6.7±3.3 20.5±1.2 33.1±0.3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a, Length of main axis (cm).

b, Density of seeds on culture ropes (individuals m-1).

Data sources: Ko et al.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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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Ⅳ

큰열매모자반의 형태적 특징과 분류적 위치 1. 

큰열매모자반은 모자반과  Sargassaceae ( ), Sargassum 모자반속 ( ), Bactrophycus 아 

속에 속한다 는 일본지역에서 채(Yoshida, 1983; Oak & Lee, 2006). Agardh (1820)

집한 큰열매모자반을 대상으로 특징을 정리하여 명명하였다 는 모. Yoshida (1983)

자반속의 줄기 주지 그리고 생식기탁 의 형태에 기(stem), (main branch) (receptacle)

반하여 Bactrophycus 아속을 개의 절 4 (sect. Spongocarpus (Kützing) Yoshida, sect. 

Teretia Yoshida, sect. Halochloa (Kützing) Yoshida, sect. Repentia 로 나누 Yoshida)

었고 은 , Stiger et al. (2003) sect. Hizikia를 추가하여 개의 절로 나누었다5 (Oak & 

은 모자반속의 형태적 차이와 계통발생에 Lee 2005). Mattio & Payri (2011) DNA 

기반하여 개의 아속4 (subgen. Arthrophycus, Bactrophycus, Sargassum, Phyllotrichia)

과 개의 절로 나누고 12 Halochloa 와  Repentia 절을 병합할 것을 제안했다 큰열 . 

매모자반은 Halochloa 절에 속하며 는 한국에 분포하고 있는  , Oak & Lee (2006)

여 종의 모자반류 중 30 sect. Halochloa에 속하는 종에 대한 형태적 특징을 제시7

하였다. 

와 는   Yoshida (1983) Oak & Lee (2006) Halochloa 절에서 큰열매모자반의 형태적  

특징은 원추상의 부착기와 직립하는 줄기를 가지며 주지 가장자리에는 치상 또

는 톱니 모양의 뚜렷한 돌기가 존재하고 기낭은 원형에서 타원형이며 관상엽 또, 

는 침상돌기를 갖기도 하며 거치 또는 이중거치를 갖는 잎을 특징으로 보고하였, 

다 이 조사에서도 제주도 조천지역의 큰열매모자반은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큰. . 

열매모자반 암생식기탁의 형태에 대하여 은 도피침형에서 선형으, Yoshida (1983)

로 은 편압된 주걱모양으로 보고하였다 이 조사에서 암생식기, Oak & Lee (2006) . 

탁의 형태는 평평하며 긴 주걱형 또는 도피침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고 드물게 

와이자형도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서식환경에 따라 생식기탁의 미세한 형태적 다

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추상 부착기는 생육기간이나 부착기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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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적응하여 전형적인 원추상에서 뭉툭한 다각형까지 여러가지 형태이었다. 

모자반속의 분류는 형태적 특징을 기반으로   Cox3, rDNA, ITS, rbcL 등을 이용 

한 계통분류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큰열매모자반의 생장 패턴과 군집 변화2. 

모자반의 생장은 수온 광량 그리고 광주  (Norton 1977), (Hales & Flectcher 1989) 

기 등 환경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수심 과 파도에 대한 노출(Uchida 1993) , (depth)

등 서식장소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나타낸다(wave exposure) (Yoshida et al. 1963; 

Wernberg & Thomsen 2005; Endo et al. 2013). 

모자반류의 생장 패턴은 엽장의 계절적 생장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 Umezaki 

는 주지의 최대 엽장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월과 월에 최대 엽장을 갖는 (1983) , 4 5

S. serratifolium 톱니모자반 과  ( ) S. patens 쌍발이모자반 은 봄형식물 ( ) (spring plant), 

월과 월에 최대 엽장을 갖는 7 8 S. thunbergii 지충이 와  ( ) S. miyabei 미아베모자반 ( )

는 여름형 식물 로 나누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조천 연안의 큰열(summer plant) . , 

매모자반은 최대 엽장이 월과 월에 나타나 봄과 여름형의 중간단계에 속하여 5 6

초여름형 식물로 구분된다 또한 는 엽체의 생장변화. Taniguchi & Yamada (1978)

를 기반으로, S. patens와 S. serratifolium의 계절적 양상을 sprouting period, 

의 단계로 구분하였고elongating period, thickening period, mature period 4 , Murase 

와 은 이를 적용하여 일본 의 & Kito (1998) Murase et al. (2000) Fukawa bay S. 

macocarpum은 각각 월 월 월 월로 유사한 계절변화 패턴을 6 ~ 8 , 8 ~ 3 , 3 ~ 5 , 6

제시하였다. 

대형갈조류에 속하는 큰열매모자반은 연령에 따라 엽체의 길이와 무게의 차이  

가 크고 년주기로 주지를 재생산하므로 엽장과 , (Murase 2001; Endo et al. 2013). 

엽중량 만으로 생장 변화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 , 

큰열매모자반의 생장패턴을 생식엽과 영양엽으로 구분하여 계측하고 형태와 형

질변화를 분석하였다. 

해조류의 서식위치는 유사한 서식대에 분포하는 종간의 상호경쟁으로 생장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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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및 번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서식지별 형태 변화의 (Wright et al. 2004), 

원인이기도 하다 는 일본 연(Fowler-Walker et al. 2006). Endo (2013) Goshiki-hama 

안의 큰열매모자반 수심별 형태비교에서 의 수심의 개체는 의 개체보다 , 6 m 10 m

길이가 짧고 무성한 형태 특징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의 . Fukawa bay

수심에 서식하는 큰열매모자반은 최대 생장을 나타낸 월 사이에 8 m 3 ~ 5 170 ~ 

였고 조천연안의 수심 약 에 서식하는 큰열190 cm (Murase & Kito 1998), 3 ~ 5 m

매모자반은 로 약 낮았고 수심이 깊은 지역의 엽체의 생장74.4 ~ 135.3 cm 58% 

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Endo et al. (2013) . 

또한 일본 의 큰열매모자반 군락의 현존량은 월에 최저 월에 최  , Fukawabay 8 , 5

고 높은 결과를 보여 조천연안의 큰열매모자반 군락과 유(Murase & Kito 1998), 

사한 생장 주기를 보였다 하지만 밀도는 조천연안이 배 이상 낮게 나타나 큰. 8 , 

열매모자반 군락은 서식 환경에 따라 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은 큰열매모자반의 연령과 수심별 형태비교에서 연령과 전장  Endo et al. (2013) , 

전중량이 상관관계가 깊음을 밝혔는데 이 연구에서 큰열매모자반은 전장과 전중, 

량에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생식기엽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산란율을 .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추측할 수 있다.     

큰열매모자반의 번식시기와 자원배분3. 

해조류의 번식 생장 유지 를 위한 생존전략으  (reproduction), (growth), (maintenance)

로 자원배분의 특성은 종의 생리와 번식 특성 그리고 생활사를 이해하는 방법의 

일환이다 자원배분은 식물의 구조나 대상 기관이 차지하는 수나 중량의 차이로 . 

정량화하고 이를 통해 식물의 진화 생태 번식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 (Cody 1966; 

특히 생식에 Stearns 1976; Tuomi et al. 1983; Bazzaz et al. 1987; Weiner 2004). , 

대한 자원배분은 등의 reproductive allocation, reproductive effort, reproductive output

개념을 적용하여 정량화하고 있다(Bazzaz & Reekie 1985: Bazzaz et al. 2000; 

생식배분에 대한 추산은 개체의 생식구조에 포함되는 생Wenk & Falster 2015). 

식기관에 따라 달라진다 은 종자만을. Harper & Ogden (1970) , Gadgil & Solber 

는 꽃 꽃받침 열매 등 관계되는 모든 기관을 생식기관에 포함시켰다(197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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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양식물에서 발견되지 않는 모든 구조물을 생식 Thompson & Stewart (1981)

바이오매스로 간주하였고 는 생식에 기인하는 지지 구조, Bazzaz & Reekie (1985)

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배분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건중. 

량 미네랄 함량 탄소흡수 등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 

해조(Hickman & Pitelka 1975; Thompson & Stewart 1981; Reekie & Bazzaz 1987). 

류 분야에서도 이를 이용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고(Ang 1991, 1992; Mathieson 

& Guo, 1992; Arenas et al. 1995; Aberg 1996; Gillespie & Critchley 2001; Chu et 

대형 갈조류는 일반적으로 전체무게 중 생식기탁의 건중량 또는 생식al. 2011), 

기탁의 수로 생식배분을 추산하였다(Aberg 1990; Ang 1992; Arenas et al. 1995; 

하지만 생식에 대한 자원배분을 정의하기 위한 해조Gellespie & Critchley 2001). 

류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에 관해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 논문. 

에서는 큰열매모자반의 생식기탁을 형성하고 소멸하는 가지들을 포함한 부분을 

생식엽 그리고 그 외 부분을 영양엽으로 구분하여 생식엽장지수 와 생식엽(RFLI)

중량지수 를 계산하고 성숙 패턴과 생식배분을 분석하는데 이용하였다(RFWI) . 

조사기간 동안 큰열매모자반의 생식엽장지수 와 생식엽중량지수 는   , (RFLI) (RFWI)

로 평균 의 자원이 생식부분에 투여되었다RFLI 38.3, RFWI 33.9 36.1 . 

생식엽의 성장기인 월은 로 길이 성장이 우세하였  2 ~ 4 RFLI 47.1, RFWI 32.9

고 산란기인 월은 으로 중량이 높았다 은 생식, 6 ~ 7 RFLI 57.4, RFWI 65.2 . RFLI

엽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월부터 월까지 에서 로 지속 증가하였으나 2 4 37.3 58.7 4 

월은 평균 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월부터 급감하였다 하지만 는 ~ 8 57 9 . RFWI

월 부터 난 방출기인 월 까지 에서 로 2 (RFWI 19.2) 6 ~ 7 (RFWI 59.5 ~ 62.3) 19.2 76.4

지속 증가하였고 이후 월에 급락하였다 따라서 큰열매모자반 생식엽의 자원배8 . 

분 패턴은 월부터 월까지는 길이와 중량에 균일한 자원 투자가 이루어지며 성2 4

장하지만 월부터 산란기인 월까지는 로 만 증가하여 생식, 5 6 ~ 7 52.8 ~ 76.4 RFWI

엽 중량에 자원배분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상승이 멈추었던 월. RFLI 4

은 생식기탁을 생성하는 시기였고 가 최고 값을 보인 년 월RFWI ’18 7 (RFWI 62.3)

과 년 월 은 그 해의 난 방출시기와 일치하였다 와 는 ’19 6 (RFWI 76.4) . RFLI RFWI

수온과 광주기가 증가하는 월 까지 피크에 도달하고 일장이 낮아지7 (22.9 , 14L)℃

고 최고수온인 월 부터 낮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생식엽의 자원배분 8 (25 , 13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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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은 번식을 위한 생식기탁의 생성 성숙 소멸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 , 

다. 

와 를 기반으로 산출한 큰열매모자반의 자원 배분은 계절적 성숙시  RFLI RFWI

기별 차이를 가진다 영양엽의 성장기 월 부터 다음해 생식기탁이 생성되기 전. (9 ) (3

월 까지는 영양자원배분 생식자원배분 로 영양엽에 생식기탁 생) (VAI) 88, (RAI) 12 , 

성시기부터 산란기까지 월 는 로 생식엽에 집중되었다(4 ~ 7 ) VAI 38.0, RAI 62.0 . 

산란기인 년 월 과 년 월 은 생식’18 7 (VAI 41.6, RAI 58.4) ’19 6 (VAI 30.7, RAI 69.3)

엽에 자원이 집약되었다. 

모자반류의 최대 성숙시기의 생식에 대한 자원배분은   S. fusiforme 톳 이 ( ) 14% 

이며(Yoshida & Shimabukuro 2017) , S. muticum 경단구슬모자반 은 ( ) 20 ~ 24%  

그리고 일본 의 큰열매모자반은 (Arenas & Fernández 1998) Fukawa bay 34% 

이다 이 조사에서도 큰열매모자반 성숙피크인 월의 생식배(Murase et al. 2000a) . 6

분지수는 으로 생식엽에 있는 잎과 기낭 등 부속기관들을 감안RAI 56.4 ~ 69.3 , 

하더라도 큰열매모자반의 생식배분이 높았다.   

모자반의 형태를 비교한 자원배분 연구에서 는 섬유상 부착기  , McCourt (1985)

를 갖는 S. herporhizum은 영양부분에 자원배분이 높아 가까운 지역을 우점할 수 

있는 기회가 높은 반면 단단하고 조밀한 부착기를 갖는 , S. sinicola var. camouii 

과 S. johnstonii은 생식부분에 배분을 높여 보다 먼 거리로 확산 시킬 수 있는 능

력을 높이는 번식전략을 갖음을 보고하였다 도 원추. Gillepspie & Critchley (2001)

상 부착기를 갖는 S. incisifolium이 섬유상 부착기를 갖는 S. elegans보다 생식에 

더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는 종의 갈조류에 대한 생. Mathieson & Guo (1992) 8

식 자원배분 패턴연구에서 파도에 보호된 내만 지역의 Ascophyllum에서 생식자원 

배분은 로 연안역의 보다 높았다 큰열매모자반은 원추상 72 ~ 84% 43.8% ± 5.5% . 

부착기를 가졌고 군락의 서식지도 비교적 안정적인 내만 지역에 속하며 성숙피

크의 생식배분도 으로 높은 값을 보여 위의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경58.4 ~ 69.3

향을 가졌다. 

은 생식방법의 차이에 따른 자원배분을 비교하여 다회산  Brenchley et al. (1996) , 

란 하는 (iteroparous) Fucus serratus의 경우 생식배분은 첫번째 번식에 다음 38.6%, 

번식에 이고 생애 번 산란 하는 50.5% 1 (semelparous) Himanthalia elongata는 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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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소요됨을 보고하였다 큰열매모자반 또한 매년 산란하는 종이며 년과 . 2018

년의 산란기 월 생식배분은 각각 으로 다음해에 증가하는 경2019 (6 ~ 7 ) 58.4, 69.3

향은 유사하였다 하지만 . F. serratus의 산란기간은 월에서 월이고 큰열매모자5 9

반은 개월 내에 종결하여 생식배분 비율은 높지만 번식에 투자하는 기간은 짧1

게 나타났다 다년생 식물은 해마다 생식에 자원을 할당하기 때문에 생식비용에 .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분배하여야 한다 대형갈(Bogdanowicz et al. 2011). 

조류 중 큰열매모자반은 수명이 년 이상 장수하며 산란기, 9 (Murase & Kito 1998) 

간은 개월이고1 ,  F. serratus는 수명 년이며 산란기간 개월으로 알려3 ~ 4 5 ~ 9

져 있어 생식에 투자하는 배분율뿐 아니라 생식 기간 또한 (Araújo et al. 2014), 

에너지 분배 방법의 하나로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된다.  

생식배분에 대한 연구는 서식 종의 생태 생식 수명 분포에 대한 패턴과 전략  , , , 

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 큰열매모자반의 생식. 

엽에서 차지하는 생식기탁의 무게나 수 등이 정량화되지는 않았지만 큰열매모자

반의 성숙 패턴과 자원할당 방식을 생식엽장지수 와 생식엽중량지수(RFLI) (RFWI)

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큰열매모자반의 성장과 성숙 패턴을 분석. 

한 결과 영양엽의 성장은 으로 급감하는 월 부, RFLI 32.6, RFWI 3 9 (23.5 , 12L)℃

터 생식엽의 성장은 으로 증가하는 월 부터 , RFLI 37.3, RFWI 19.2 2 (14.1 , 11L)℃

시작되었다 생식기탁은 증가 한계선인 월부터 생성되었고 난 방출은 . RFLI 4

가 가장 높았던 년 월 과 년 월RFWI ’18 7 (62.3, 22.9 , 14L) ’19 6 (76.4, 19.3 , 14L)℃ ℃

에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지수는 큰열매모자반의 성장과 성숙패턴을 이해하는 . , 

지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적산수온은 해조류의 번식에 필요한 누적수온으로 번식시기를 추산하는 방법  

의 일환이다 성숙유효적산수온은 생물학적 영점수온를 적용하여 종별 생장과 성. 

숙 등 각 발달 단계에 따라 누적된 수온의 총합(Baskerville & Emin 1969; Allen 

이며 해조류 분야에서도 이를 이용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1976) , (Dring 

이 연구에서 큰열매모자반은 1974; Rietma 1982; Hwang et al. 2003, 2010, 2015). , 

다년생 부착기와 줄기 에서 주지 가 해마다 생성되며 난 방출 (stem) (main branch)

후 생식기탁을 달고 있던 주지들은 퇴화하지만 새로운 주지가 지속 생장하여 다

음 해에 다시 생식기탁을 형성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휴지기인 월을 제외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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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든 시기에 성장이 이루어지고 년 월과 년 월부터 난 방출이 이2018 7 2019 6

루어졌다 따라서 큰열매모자반의 적산수온은 영양엽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월부. 9

터 성숙피크에 도달한 월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지난 년간 조천 연안 큰열매6 . 6

모자반의 연평균 적산수온은 이었다 이는 726.3 ± 105.6 day . ℃ Undaripsis 

peterseniana 넓미역 ( ) 236 day (Hwang et al. 2010), ℃ Silvetia siliquosa 뜸부기 ( ) 

196 day (Hwang et al. 2015), ℃ Caulerpa okamurae 옥덩굴 ( ) 270 day (Hwang et ℃ 

보다 매우 높은 값으로 다년생인 큰열매모자반의 특성으로 여겨진다al. 2003) . 

이 연구에서 큰열매모자반의 난 방출시기는 년 월과 년 월에 발생했고   ’18 7 ’19 6

일본 에서는 월에만 난 방출이 일어났다 두 지Fukawa bay 6 (Murase & Kito 1998). 

역의 수온을 비교해본 결과 가 월 약 월 이고 제주도 조Fukawa bay 6 22 , 7 25℃ ℃

천 연안의 수온은 월 월 로 보다 조천 6 19.3 ~ 20.2 , 7 21.8 ~ 22.9 Fukawa bay℃ ℃

연안의 수온이 약 낮았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적산수온은 년도가 2 . , 2019 2018℃ 

년 보다 높게 나타났고 난 방출시기가 년 보다 년도가 개68.8 day , 2018 2019 1℃ 

월 빠른 것으로 보아 산란시기는 적산수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큰열매모자반의 생식기관 형성과 성숙 특성4. 

모자반과의 생식기관에 관한 연구는   F. vesiculosus, F. serratus 그리고 , 

Ascophyllum nodosum의 장란기 발달과정(Farmer & Williams 1898), Fucus의 유사

분열 과 생식기소 발달 그리고 (Yamanouchi 1909) (Roe 1916) Cystoseira의 생식기소 

발달 에 대한 연구들이 기반이 되었다 이후 는 생식(Dawson 1941) . , McCully (1968)

조직의 세포 및 세포외 성분에 대한 조직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는 모Rao (1946)

자반(Sargassum 속의 생식기소 장란기와 장정기 발달과정 그리고 ) , Blomquist 

는 (1945) Turbinaria 속의 생식기관 발달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 

모자반목 의 생식기소 발달과정은 분류학적으로 아속 간의 관  (Fucales) (subgenera)

계를 특징 짓는 단서가 될 수 있고 모자반류의 생식기관 발달 특(Yoshida 1983) 

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큰열매모자반 생식기소의 시원세포는 표피세포층에서 분화하고   

시원세포의 형태는 플라스크형이며 장란기와 장정기는 생식기소의 벽세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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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 발달하는 양상을 보여, S. filipendula 와  (Simons 1906) S. tenerrimum (Rao 

의 시원세포 장란기 장정기의 분화 발달과정과 유사하였다1946) , , .  

  S. filipendula는 장정기와 장란기를 모두 갖는 양성 생식기소와 장정기 (bisexual) 

또는 장란기만을 보유한 단성 생식기소가 혼재하지만 큰(unisexual) (Simons 1906), 

열매모자반의 경우 암 수 생식기탁은 각각 장란기와 장정기로 구성하는 단성 생, ·

식기소이다. 

모자반류   S. tenerrimum는 장란기에 자루세포를 형성하고(Rao 1946) S. 

filipendula는 장란기에 자루세포가 없는 구조 이다 큰열매모자반의 (Simons 1906) . 

경우는 S. filipendula와 유사하게 장란기에 자루세포는 볼 수 없었다 모자반류의 .  

생식기소에서 장란기를 지지하는 자루세포 존재는 종에 따라 차이를 볼 수 있었

다. 

장란기의 난 형성 수는 종 특이적으로  , Fucus 속의 장란기는 번의 유사분열을  3

통해 개의 난을 형성하며8 (Yamanouchi 1909), Sargassum 속의 장란기는 개의 난 1

만을 만든다 큰열매모자반은 장란기의 분열없이 개의 난만을 형성하(Rao 1946). 1

고 성숙에 따라 세포질에 영양물질을 축적하며 크기가 증가하였다. 

는   McCully (1968) Fucus 속 장란기의 난과 세포외 기질에 다당류인 알긴산 

과 푸코이딘 을 함유하며 난 세포질 내에는 폴리페놀 함유 (alginic acid) (fucoidin) , 

소포 가 많아짐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큰열매(polyphenol-containing vesicles) . 

모자반 장란기 조직은 세포외 기질에 산성점액 다당류가 많고 세포내에는 성숙

할수록 페놀 화합물을 축적하면서 장란기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Fucus와 유사한 세포질 물질 축적 현상으로 사료된다. 

큰열매모자반의 장정기는 수생식기소의 벽세포에서 분화하고 자루세포가 발달  

하여 장정기 가지 를 형성하기도 한다 수생식기소 내에 다수의 (antheridial branch) . 

장정기가 발달하는 것은 S. filipendula (Simons 1906), S. tenerrimum 에 (Rao 1946)

서도 볼 수 있다.  

모자반류의 정자형성 양상은  , S. micracanthum 잔가시모자반 ( ), S. ringgoldianum 

큰잎모자반( ), S. fulvellum 모자반 그리고  ( ) S. kjellmanianum 경단구슬모자반 의  ( )

장정기는 번의 핵 감수분열과 번의 핵 유사분열을 거친 후 마지막 세포질분열2 4

에 의해 개의 정자를 생산한다 큰열매모자반 장정기는 핵64 (Oogawa 1974,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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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수를 파악할 수 없었으나 다수의 핵분열 이후 마지막에 세포질분열이 일어

나 정자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핵분열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다수의 핵분열 이후 마  , 

지막에 세포질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확인하여 의 연구와 유Oogawa (1974, 1976)

사하였다.

큰열매모자반의 배우자 방출과 수정5. 

모자반류의 양식종자 생산을 위한 난과 정자의 확보는 다양한 환경요소에서   

방란 방정 유도 조건을 탐색하고 있다· . 

모자반류의 난 방출 유도 연구에서  , S. fulvellum은 수온 와 광량 20 80 µmol ℃

photons m-2 s-1 에서(Hwang 2006), S. thungergii는 수온 와 광량 20~23 200 µmol ℃

photons m-2 s-1에서 난 방출율이 높았다(Liang et al. 2014). S. muticum은 생식기탁

당 난 방출 수가 수온 와 광량 20 50 ~ 100  µmol photons m℃ -2 s-1에서 가장 많

고 수온 에서 적었고 전체 생식기탁당 난 방출한 생식기탁의 비율30 , (% egg ℃

는 와 광량 release) 20 50 ~ 100 µmol photons m℃ -2 s-1에서 이다100% (Kerrison & 

Le 2016). 

큰열매모자반은 배양 일째 광량 4 , 4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 모든 수온이  

난 방출을 하였지만 는 폐사상태였고 생식기탁당 난 방출율은 수온 , 26 , 17 ~ ℃

가 로 높았다 수온 조건에서 배양 일째 광량 20 70 ~ 89.5% . 20 8 , 10 ~ 80 ℃ ℃ 

µmol photons m-2 s-1 이 이상 난을 방출하였고 생식기탁당 난 방출율은  90% , 40 

~ 80 µmol photons m-2 s-1 이 이상으로 높았다 80% . 

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큰열매모자반의 난 방출 유도 조건은 , S. thunbergii 그리

고 S. muticum과 유사하였고 수온 이상의 고수온은 큰열매모자반 난 방출 23℃ 

유도의 한계 수온으로 추정된다 또한 배양 일째 광량 과 . , 13 , 10 0 µmol photons 

m-2 s-1 에서 생식기탁당 난 방출율은 각각 이하로 낮아 극한 수온과 광 20%, 5% 

량은 난 방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자의 방출은 궁극적으로 종자 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germling) . S. 

ilicifolium은 난 방출과 수정의 최적 온도는 이며 정자 방출에 영향을 미치는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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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수온보다 광량임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큰열매모자반 정자(Yeh et al. 2020). , 

는 배양 일째 수온 조건에서 전 광량이 그리고 광량 5 , 20 40 µmol photons m℃ -2 

s-1 조건에서 모든 수온이 정자를 방출하였다 또한 큰열매모자반 종자는 난 방 . , 

출의 제약 조건인 수온 와 광량 26 10 µmol photons m℃ -2 s-1 이하를 제외한 전  

조건에서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큰열매모자반 종자를 대량 확보하기 위한 배. , 

우자 방출 유도 조건은 난 방출율이 높았던 수온 광량 17 ~ 20 , 40 ~ 80 µmol ℃

photons m-2 s-1으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된다. 

큰열매모자반의 배 발생과 종자의 발달6. 

모자반류의 배 발생에서 극성 축 형성과 난할 양상은 종 특이적으로   , (polarity) 

다양하며 극성은 배 발생의 패턴과 분열의 방향을 결정한다(Quatrano & Shaw 

1997). 

속은 수정 후 시간 이내에 극성 축이 고정되어 근상극  Fucus 10 ~ 12 (rhizoid 

을 형성하고 첫 번째 세포분열은 시간 이내에 불균등하게 위할 한다pole) 24

큰열매모자반은 수정 후 약 시간 이내에 엽상극과 (Goodner & Quatrano 1993). 8

근상극으로 균등하에 위할하여 속과 배의 분열 형태가 달랐다Fucus 

  S. vachellianum 과  (Yan & Zhang 2014) S. muticum 의 난할 (Kerrison & Le 2016)

은 첫 번째 균등한 위할 번째 기저의 불균등한 위할로 대할구와 소할구로 나눠, 2

지며 소할구는 가근으로 발달하였다 큰열매모자반도 이와 유사하여 번째 난할. 2

에서 발생한 근상극의 소할구는 가근으로 발달하였다. 

배 발생 소요 시간은   S. vachellianum이 약 시간 후에 종료하며 가근이 발생12

하였지만 큰열매모자반은 약 시간 후 배 발생이 종료되어 (Yan & Zhang 2014) 24

소요 시간이 길었다. 

는   Inoh (1930, 1942) Sargassum, Turbinaria, Cystophyllum을 대상으로 가근의 발

생학적 특징을 연구하여 가근 세포의 발생유형을 가지 양상으로 구분하였다, 3 . 

첫 번째는 셀 유형으로 가근 세포가 개로 분열하여 개의 가근이 자라는 유형8 8 8 , 

번째는 셀 유형 번째는 방사형 셀 유형이다 또한 가근의 수는 차 가근 2 16 , 3 8 . , 1

세포의 크기와 관련이 있고 셀 유형이 셀 유형보다 난의 크기가 큼을 조사하, 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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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따르면 큰열매모자반은 셀 유형에 속하며 난의 크기는 . , 16 265.7 ± 

단경 으로 셀 유형인 5.35 m, 210 ± 11.55 µm 8μ S. confusum, S. hemiphyllum의 난

보다 크고 셀 유형인 16 S. serratifolium이나 S. ringgoldianum과 유사하였다.  

  S. oligocystum은 배 발생 종료 후 일째 정단부 가 발생하고 일째 1 (apical part) , 7

첫 번째 잎이 발달하며 일째 피침형의 번재 잎이 나왔고 일째 주걱형으로 , 30 4 , 60

발달하고 일째 넓은 주걱형으로 발달하였다 큰열매모자, 90 (Noiraksar et al. 2017). 

반은 일째 가근이 발달하였고 일째 엽상극이 신장하여 선형의 형태를 갖추고2 , 6 , 

일째 넓은 주걱형의 차엽이 발달하며 일째 주축의 형태를 갖추고 잎이 개10 1 , 36 2

의 엽체 형태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모자반 종의 배 발생과 초기 발달은 형태적 . ,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F. vesiculosus의 수정란은 탄소와 에너지 대사의 조절에 의해 지배되며 수정 , 

후 일이 경과하면 이들의 대사활동은 성체의 대사활동 수준과 유사하여 대6 ~ 9

사 산물들을 축적하고 배의 크기를 증대시킨다(Tarakhovskaya et al. 2017). S. 

cymosum 배 발달에서 골지체는 세포벽과 분극 형성 세포성장 및 피소드의 방향 , , 

성과 관련한 분자의 생성과 분비를 담당한다 이러한 배의 세(Rover et al. 2020). 

포질 내에 골지체와 피소드의 증가와 함께 배의 크기도 증가하여, S. 

vachellianum의 수정란의 크기는 장축 단축 에서 배 발생 종료 186.1 µm, 176.2 µm

후 장축 와 단축 로 증대하였다 큰열매모217.9 µm 188.0 µm (Yan & Zhang 2014). 

자반의 수정란 크기는 장경 단경 에서 배 발생 291.7 ± 7.53 µm, 238.3 ± 7.53 µm

종료 후 장경 단경 로 신장하였다 따라서 큰열매모320 ± 30 mm, 210 ± 30mm . , 

자반 수정란의 크기변화는 수정란의 대사활동의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환경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발달7. 

모자반류 종자의 발달은 수온 광량  (Hales & Fletcher 1989), (Hruby & Norton 

등 환경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모자반 종자의 생장 효1979; Arai & Miura 1991) , 

율은 서식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중국 칭다오 에 서식하는   Huiquan Bay S. thunbergii 종자의 최적 생장 조건은  

25 , 44 µmol photons m℃ -2 s-1이며(Zhao et al. 2008), S. muticum 종자는 수온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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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량 50 µmol photons m-2 s-1이었고(Kerrison & Le 2016),  S. vachellianum 종자는  

수온 광량 24 , 40 µmol photons m℃ -2 s-1이었다(Yan & Zhang 2014). 

또한 열대성 모자반류인  , S. ilicifolium 종자의 최적 생장조건은 로 온 25 ~ 30℃

대성 모자반류의 최적 생장조건 보다 높았다 큰열매모20 ~ 25 (Haraguchi 2018). ℃

자반 종자는 수온 조건에서 생장율이 높아 온대성 모자반류의 생장 20 ~ 23 , ℃ 

조건에 속하였다. 

는 큰열매모자반 유배에서부터 발아 후 일 동안의 초기 배양   Murase (2001) 20

실험 결과 잎의 성장은 광량 , 100 µmol photons m-2 s-1의 조건에서 수온 일 25℃

때 로 가장 좋았고 수온 에서 수온 에서 의 순으3.6 mm , 20 2.6 mm, 15 2.4 mm℃ ℃

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광량 . 5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서는 수온 에서  25℃

에서 와 에서 의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2.1 mm, 20 1.8 mm, 15 30 1.6 mm . ℃ ℃ ℃

의 연구에서도 큰열매모자반 엽면적의 증가는 광량 Yoshida et. al. (1997) 100 

µmol photons m-2 s-1 수온 조건에서 최고값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큰열매, 25 . ℃ 

모자반은 광량 80 µmol photons m-2 s-1조건에서 생장이 높아 의 결Murase (2001)

과와 유사하였다. 

부착기질 종류와 환경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생장과 착생 8.  

모자반류의 대량 양식에서 채묘줄에 부착된 종자의 생존율은 양식의 성패를   ,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이는 엽체의 생장과 부착기의 안정화에 의해 좌우된다, . 

의 큰열매모자반 유배 배양 결과 부착기의 면적은 광량 Yoshida et al. (1997) , 100 

µmol photons m-2 s-1 조건과 수온 가 높았다 이번 연구에서 큰열매모자반의  15 . ℃

경우도 부착기질에 따른 생존율이 고수온보다 저수온인 가 높아 저수온이 , 14℃

부착기 면적 증가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지역   Sargassum 종자의 대량 생산 실험에서 점토판 과 석회석 , (clay)

은 나일론 소재의 종사줄보다 평균 밀도가 높았다(limestone) (Largo et al. 2020). 

큰열매모자반의 부착기질 비교 실험에서 종자의 평균 엽장은 현무암 , 4.45 mm, 

종사줄 이었고 평균 부착율은 현무암 종사줄 로 현무암 판2.08 mm , 54.6%, 17.8%

석이 생장율과 생존율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종사줄보다 평평한 기질이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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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생장과 부착기질 안정화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큰열매모자반의 대량 생산과 환경적응 특성9. 

모자반류의 천연자원 복원과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모자반류 양식 연구는   S. 

fusiforme (Pang et al. 2005), S. fulvellum (Hwang et al. 2006), S. thunbergii (Zhao 

et al. 2008), S. horneri (Pang et al. 2009), S. naozhouense (Xie et al. 2013), S. 

vachellianum 등이 수행되었다 (Chai et al. 2014) .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대량 생산을 위한 제주 지하해수와 자연해수의 실내 배  

양 결과 종자의 생장은 평균수온 의 자연해수 조건에서 높았고 생, 23.70 ± 2.09℃

존율은 평균수온 의 지하해수에서 높았다 이들 결과에서 큰열매19.45 ± 1.35 . , ℃

모자반 종자 대량 생산을 위해 제주의 지하해수를 활용하여 종자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 fulvellum은 바다양식에서 적정 수심은 이며 수중광량 1 ~ 1.5 m 332 ~ 845 

µmol photons m-2 s-1이었고 큰열매모자반의 경우도 수심 에서 엽장 (Ha 2007), 1m

로 생장이 높게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5.1 ± 1.9 mm .   

  Hizikia fusiformis (S. fusiforme 는 바다 양식 개월 후 평균 로 생장했) 1 3.5 mm 

고 개월 후 약 였다 큰열매모자반은 개월 후 3 5 cm (Pang et al. 2008). 1 1.0 ± 0.4 

개월 후 개월 후 로 생장하였다 자연 상태에cm, 3 2.4 ± 0.5 cm, 8 10.5 ± 1.4 cm . 

서의 생장 차이는 수심에 따른 광량의 영향으로 여겨지며 향후 수심별 광량과 , 

광합성 수율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 134 -

요약. Ⅴ

큰열매모자반은 수명이 년 이상인 다년생 종이고 한국과 일본지역에 광범위  9

하게 분포한다 큰열매모자반 군락은 수관층을 조성하여 연안 생물자원의 서식지. 

와 산란장을 제공하고 대규모 바이오매스를 형성하여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 

역할을 한다 최근 큰열매모자반의 추출물은 신경돌기 성장 촉진과 항염증 효과. 

가 알려지면서 새로운 바이오 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열매. 

모자반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자료는 미비하며 최근 모자반 군락의 , 

감소와 자원의 보호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열매모자반의 생

태적 산업적 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큰열매모자반의 번식 · . 

생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모자반 자원조성과 양식 기술개발을 위한 기본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년 월부터 년 월. 2018 4 2020 10

까지 제주도 조천 연안에 서식하는 큰열매모자반 군락을 대상으로 생장 번식 그, 

리고 환경적응 특성을 조사하였다. 

큰열매모자반의 형태 분류적 특징1. 

큰열매모자반은 원추형 부착기와 직립하는 줄기 그리고 줄기에서 분지한 여러  

개의 주지를 가지며 주지의 양쪽 가장자리에 치상 돌기를 갖는다 잎은 거치 또, . 

는 이중거치를 가지며 기낭은 구형 또는 타원형으로 돌기나 잎모양의 관상엽을 , 

갖는다 암생식기탁의 외형은 평평하며 긴 주걱형 또는 도피침형이고 수생식기탁. 

의 외형은 선형이다. 

큰열매모자반의 생장패턴과 군집 변화2. 

큰열매모자반 엽장과 엽중량의 연중 최고값은 년 월 수온   ’18 6 ( 20.2 , 135.3 cm, ℃

2.5 kg wet-wt m-2 과 년 월 수온 ) ’19 5 ( 18 , 132.3 cm, 3.6 kg wet-wt m℃ -2 이었고 ) ’18

년 월 수온 과 월 수온 이 8 ( 25 ) 9 ( 23.5 ) 0.3 kg wet-wt m℃ ℃ -2으로 낮았다 큰열매모. 

자반 군락의 단위면적당 평균밀도는 4.6 individuals m-2이었고 현존량은 평균 , 4.6 

kg wet-wt m-2이었다. 



- 135 -

큰열매모자반의 번식시기와 자원배분3. 

큰열매모자반의 생장과 번식시기 조사 결과 큰열매모자반의 영양엽은 월 수  , 10 (

온 월 수온 에 생장하고 생식엽은 월 수온 월 수온 20.7 ) ~ 1 ( 14.5 ) , 2 ( 14.1 ) ~ 4 (℃ ℃ ℃

에 생장한다 생식기탁의 성숙기간은 월 수온 월 수온 이16.1 ) . 5 ( 18 ) ~ 6 ( 19.3 )℃ ℃ ℃

고 산란 시기는 월 수온 월 수온 이었다, 6 ( 19.3 ) ~ 7 ( 22.9 ) .℃ ℃

큰열매모자반의 생식엽장지수 와 생식엽중량지수 는 산란시기인   (RFLI) (RFWI) ’18

년 월 과 년 월 에 가장 높다7 (RFLI 54.5, RFWI 62.3) ’19 6 (RFLI 62.3 , RFWI 76.4) . 

큰열매모자반 번식을 위한 성숙유효적산온도는 이고726.3 ± 105.6 days ,  ’18℃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평균 영양배분지수 와 생식배분지수 는 각각 5 ’19 7 (VAI) (RAI)

으로 영양성장에 대한 자원배분이 높았다VAI 63.9, RAI 36.1 .

큰열매모자반의 생식4. 

큰열매모자반은 자웅이체이며 난과 정자는 생식기탁에서 생성된 생식기소의   , 

장란기와 장정기에서 만들어지고 이들은 생식기소의 벽세포에서 발달한다 큰열, . 

매모자반의 암생식기소는 개당 개의 장란기를 형성하고 장란기는 개의 1 5 ~ 6 , 1

난 을 포란한다 큰열매모자반의 수생식기소는 다수의 장정기를 형성하고(egg) . ,  

장정기 또한 다수의 정자를 생성한다.  

큰열매모자반의 생식기탁은 월에 형성되었고  4 , 생식기탁 성장지수 를 조사(RGI)

하였다 암생식기탁은 . 월 에서 월 으로 점차 4 RGI 20.85 ± 5.53 8 RGI 35.70 ± 5.80

증가하여 성장할수록 길이의 비율보다 폭의 비율이 높아졌다 수생식기탁은 월 . 4

에서 월 으로 길이의 비율이 높았다RGI 4.12 ± 8.55 8 RGI 10.90 ± 1.50 . 

큰열매모자반의 생식기탁 가지당 만들어진 생식기탁의 수는 월에 암컷   6 22.20 

개와 수컷 개로 가장 많았고 월에 암컷 개와 수컷 ± 3.08 25.70 ± 1.89 , 8 2.00 ± 0.82

개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성숙한 암생식기탁의 난 방출 개수는 난 방3.36 ± 1.12 . 

출율 기준으로 평균 개를 나타냈다60% 208.50 ± 32.90 .

생식기탁의 성숙시기를 조사한 결과 암생식기탁은 월 길이   , 6 ( 8.9 ± 3.01 mm, 

폭 중량 그리고 수생식기탁은 월 길이 2.7 ± 0.38 mm, 9.7 ± 3.69 mg), 7 ( 18.9 ± 

폭 중량 에 길이와 중량이 가장 높았다5.95 mm, 1.9 ± 0.31 mm, 16.0 ± 6.84 mg) .  

또한 암 수생식기탁은 난과 정자를 방출한 후 월에 급격히 퇴화하여 소멸하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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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열매모자반의 배우자 방출과 종자 생산 5. 

수온 조건에 따른 배우자 방출 실험 결과 암생식기탁은 수온 에서 일  , 23 3 , ℃

에서 일 그리고 에서 일 후에 난을 방출하였지만 에서는 20 7 17 9 100% , 26℃ ℃ ℃

폐사하였다 생식기탁당 방출한 난의 비율은 수온 에서 에서 . 17 89.5%, 20℃ ℃

로 높았다70.0% .

광량에 따른 암생식기탁의 난 방출은 광량   80 µmol photons m-2 s-1에서 일6 , 40 

µmol photons m-2 s-1에서 일 후에 난을 방출하였고 생식기탁당 방출한 난8 100% , 

의 비율은 각각 와 로 나타났다87.5% 85.0% .

수온과 광량에 따른 큰열매모자반의 수생식기탁은 일째 모든 수온과 광량에  5

서 정자를 방출하였다100% .

큰열매모자반의 종자 생산은 수온 조건과 광량   23 , 20 , 17 80 µmol ℃ ℃ ℃ 

photons m-2 s-1, 40 µmol photons m-2 s-1, 20 µmol photons m-2 s-1의 조건에서 이루

어졌다.

큰열매모자반의 배 발생과 종자의 발달6. 

큰열매모자반 수정란의 크기는 장경 단경 이  291.7 ± 7.53 µm, 238.3 ± 7.53 µm

었으며 배 발생과정의 소요 시간은 약 시간이었다 배 발생 종료 후 수정막에, 48 . , 

서 나온 종자의 크기는 장경 단경 이었고 종자0.32 ± 0.03 mm, 0.21 ± 0.03 mm , 

의 엽상극 과 근상극 는 생장을 개시하였다 엽상부는 종(thallue pole) (rhizoid pole) . 

축으로 신장하고 근상부는 가근으로 분화하였다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차엽은 . 1

엽상부에서 배양 일째 형성하고 엽상부와 부착부의 길이는 각각 10 , 1.22 ± 0.13 

이었다 차엽은 배양 일째 형성하였고 엽상부와 부착부의 mm, 0.86 ± 0.07 mm . 2 36

길이는 각각 이었다 차엽 생성후 주축3.4 ± 0.32 mm, 1.09 ± 0.18 mm . 2 (main 

은 뚜렷하게 형태를 갖추었고 정단부에 정단분열조직axis, stem) , (apical meristem)

과 엽원기 가 발달하였다(leaf primordium, phyllo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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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환경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발달7. 

수온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발달을 조사한 결과 전장은 수온 조건  , 23℃ 

에서 로 가장 길었으며 에서 로 가장 짧았12.29 ± 0.33 mm , 14 7.84 ± 0.88 mm℃

다(P 가근의 경화율은 수온 와 조건에서 일 수온 <0.05). 26 23 30 , 20 , 17 , ℃ ℃ ℃ ℃

조건에서 일 이후에 이었다14 40 100% .℃ 

광량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전장은 광량   80 µmol photons m-2 s-1조건에

서 로 가장 길었으며12.32 ± 2.17 mm , 10 µmol photons m-2 s-1조건에서 3.44 ± 

로 가장 짧았다0.15 mm (P 가근의 경화율은 광량 <0.05). 80 µmol photons m-2 s-1, 

40 µmol photons m-2 s-1, 20 µmol photons m-2 s-1에서 각각 일 일 일 이후30 , 40 , 60

에 경화하고 광량 100% 10 µmol photons m-2 s-1에서 일 이후에 이었다60 75.84% .

광주기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전장은 조건에서   14L:10D 11.16 ± 0.66 mm

로 가장 길었고 조건에서 로 가장 짧았다, 10L:14D 8.94 ± 0.38 mm (P 가근의 <0.05). 

경화율은 에서 일 와 에서 일에 를 나타냈다14L:10D 30 , 12L:12D 10L:14D 40 100% .

부착기질과 환경에 따른 종자의 생장과 착생 8. 

부착기질과 수온에 따른 큰열매모자반의 엽장은 배양 일 째 수온 조건  40 23℃

에서 종사줄 현무암 으로 2.52 ± 0.25 mm, 5.07 ± 0.25 mm 26 , 20 , 17 , 14℃ ℃ ℃ ℃

조건에 비해 높은 성장을 보였다(P 착생률은 종사줄의 경우 수온 조<0.05). 14℃

건 현무암의 경우 수온 이하 조건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 (℃ P 종사줄<0.05). 

과 현무암의 일간생장률은 에서 각각 23 5.04% day℃ -1,  6.89% day-1이었다. 

부착기질과 광량에 따른 큰열매모자반의 엽장은 배양 일 째 광량   40 80 µmol 

photons m-2 s-1에서 종사줄 현무암 으로 2.60 ± 0.22 mm, 6.01 ± 1.77 mm 40, 20,  

10 µmol photons m-2 s-1 조건에 비해 높은 성장을 보였다(P 착생률은 종사<0.05). 

줄과 현무암 모두에서 광량 40 µmol photons m-2 s-1 조건이 높았다 (P 종사<0.05). 

줄과 현무암의 일간생장률은 80 µmol photons m-2 s-1에서 종사줄 5.12% day-1 현, 

무암 7.35% day-1이었다.

부착기질과 광주기에 따른 큰열매모자반의 엽장은 배양 후 일째 광주기   40

에서 종사줄 현무암 으로 가장 높은 값14L:10D 2.57 ± 0.48 mm, 5.00 ± 0.81 mm

을 보였다(P 착생률은 종사줄의 경우 <0.05). 와 조건에서 높았으12L:12D 10L: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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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P<0.05), 현무암의 경우 광주기 조건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 종사줄과 현

무암의 일간생장률은 에서 종사줄 14L:10D 5.09% day-1 현무암 , 6.86% day-1이었다. 

큰열매모자반의 대량 생산과 환경적응 특성9. 

자연 해수와 지하 해수를 이용한 실내 대량 배양1) 

제주연안 자연 해수와 지하 해수를 이용한 실내 대량 배양 실험 결과 큰열매  , 

모자반 종자의 생장은 자연 해수에서 지하 해수에서 2.89 ± 0.62 mm, 2.19 ± 

이었고 생존율은 자연해수 지하해수 이었다0.35 mm 31.90%, 61.56% .

바다 수심에 따른 종자의 생장과 야외양성2) 

바다 수심에 따른 큰열매모자반 종자의 생장과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수심   , 

에서 종자의 전장은 수심 에서 으로 수심이 1m 5.1 ± 1.9 mm, 5 m 3.3 ± 0.8 mm

낮을수록 종자의 생장이 높았다 생존율은 수심 에서 수심 에서 . 1 m 8.8%, 5 m

로 수심이 깊을수록 높았다4.5% . 

큰열매모자반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야외 양성한 결과 종자의 밀도는 ’18 11 ’19 7 , 

25.2 ± 5.1 individuals m-1에서 6.7 ± 3.3 individuals m-1으로 감소하였고 엽체의 생, 

장은 에서 로 신장하였다0.4 ± 0.1 cm 10.5 ± 1.4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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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긍정적이고   .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하늘은 맑고 공기는 시원한 새벽녘 고신자 올림202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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