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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반속(Sargassum C. Agardh 1820)은 온 해역에 널리

분포하며 연안생태계에서 해중림을 구성하는 주요종이다.

형 갈조류로서 복잡한 내외부 구조를 갖는 모자반속은 전

세계에 400여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은 많은

속 이하의 분류군(아속, 절)으로 이들을 구분하고 있다

(Agardh 1889; Grunow 1915, 1916; Setchell 1933, 1936;

Womersley 1954; Yoshida 1983). 모자반은 많은 종수와 함

께 지역과 계절에 따른 변이로 인하여 정확한 동정 및 분류

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는 여러 지역의 학자들이 공동연

구를 통하여 분류학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 다(Tseng

et al. 1985; Tseng 1985; Lee and Yoo 1992).

국내에는 30여 종의 모자반이 분포하고 있으며(Kang

1966; 유 1976; 이와 강 1986; Lee and Yoo 1992; 이와 강

2002), 이들 가운데 20종 이상이 Bactrophycus아속에 속한다.

Bactrophycus아속은 Stiger et al.(2003)이 추가한 톳(Hizikia)

이 기준종인 sect. Hizikia를 제외하면, 4개의 절(Sargassum

sect. Spongocarpus (Kützing) Yoshida, sect. Teretia Yoshida,

sect. Halochloa (Kützing) Yoshida, sect. Repentia Yoshida)로

나뉜다. 옥과 이(2005)는 이들 가운데 조간 에서 해조군집

을 이루는 중요종인 sect. Teretia의 8종에 하여 형태적 특징

과 지리적 분포를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sect. Teretia과 달

리 주로 조하 에 우점하여 해중림을 이루는 sect. Halochloa

와 sect. Repentia에 속한 8종을 상으로 지리적 분포와 형태

적 특징을 기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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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 species of Sargassum subgenus Bactrophycus section Halochloa and Repentia were collected from the coasts of
Korea: Sargassum coreanum J. Agardh, Sargassum sagamianum Yendo, Sargassum micracanthum (Kützing) Endli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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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onomic characters between similar species of these section were discussed with special reference to types of
holdfasts, shape of main branch, leaves and ves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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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는 조간 에서는 간조시에, 조하 에서는 SCUBA

Diving을 이용하여 채집하 다. 채집된 재료 중 형태관찰과

수리분석을 위한 재료는 5% 포르말린 해수로 고정하여 동정

한 후 건조표본으로 제작하여 서울 학교 표본관(SNU)에

소장하 다.

결과 및 고찰

Section Halochloa (Kützing) Yoshida 1983: 166.

Basionym: Halochloa Kützing 1843a: 55.

LT: S. siliquastrum (Turner) C. Agardh.

줄기는 직립하고, 단축하며, 중심가지보다 항상 짧고, 중

심가지는 삼릉형이며, 돌기를 낸다. 하부의 잎은 기부가 아

래로 굽어지고, 생식기탁은 편압되거나, 평면상 또는 삼릉형

이며, 가장자리가 매끈하거나 톱니모양이다.

Sargassum coreanum J. Agardh 1889: 58.

(Text-Fig. 1)

J. Agardh 1889, p. 58: Tseng et al. 1985, p. 6: Lee and Yoo

1992, p. 143. Lectotype: LD (Herb. Agardh No. 2881 “ex

insulis Corea, mis. Crouan”. Lectotypified by A.B. Cribb,

1957-7-11)

Sargassum ringgoldianum Harvey 1859, p. 327: J. Agardh

1896, p. 51: De Toni 1895, p. 22: Yendo 1907, p. 146, pl. 18:

Okamura 1916, p. 215; 1924, p. 32, pl. 210; 1936, p. 332:

Segawa 1956, p. 50, pl. 29, No. 221: Dawson 1959, p. 5, pl. 2.

Type: TCD “Shimoda, Charles Wright”: Kang 1966, p. 54:

Yoo 1976, p. 45: Lee and Kang 1986, p. 318.

Sargassum ringgoldianum subsp. coreanum (J. Agardh)

Yoshida 1983, p. 181.

국명: 큰잎모자반

엽체는 원추상의 부착기에서 단독 직립하며 0.5-1.5 m까

지 자란다. 줄기는 원주상이고, 차상에 가깝게 분지하며, 직

경 3.5-4.5 mm이다.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25-30 µm,

폭 6-10 µm이며,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타원형으로 장경

25-55 µm, 단경 20-45 µm이고, 종단면에서 길이 75-160 µm

이다. 중심가지는 중앙부가 두껍고, 가장자리가 매끈하며,

폭 4-6 mm이다. 곁가지는 편압되고, 중륵이 융기하며, 호생

한다. 잎은 선형 또는 장피침형이고, 가장자리가 매끈하며,

중륵이 두껍지만 돌출하지 않고, 길이 10-20 cm, 폭 0.5-1

cm, 두께 500-700 µm이며, 기부가 아래로 굽으며, 호생한

다.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20-25 µm, 폭 6-9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표피층과 같은 방향의 긴 타원형으

로 장경 35-59 µm, 단경 25-50 µm, 종단면에서 길이 45-135

µm이다. 기낭은 장타원형 또는 방추형이고, 선형의 관엽이

잎자루까지 연결되어 날개 모양을 이룬다. 생식기탁은 도피

침형이나 선형이고, 편압되어 있다. 암생식기탁은 길이 0.7-

1.5 cm, 폭 1.0-1.5 mm, 두께 0.5-0.8 mm이고, 암생식기소

는 횡단면에서 타원형이고, 7-10개가 형성되며, 길이 150-

200 µm, 폭 200-240 µm이다. 장란기는 암생식기소 안에 2-5

개가 형성되고, 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길이 90-120 µm, 폭

70-90 µm이다. 수생식기탁은 길이 1.0-2.5 cm, 폭 0.5-1.2

mm, 두께 0.4-0.6 mm이고, 수생식기소는 횡단면에서 타원

형 또는 도란형이고, 8-10개가 형성되며, 길이 150-230 µm,

폭 120-150 µm이다. 장정기는 타원형 또는 도란형으로 길이

15-20 µm, 폭 10-15 µm이다. 생체는 짙은 갈색이나, 건조

후에는 검은색으로 변한다.

관찰재료: 남해안: 부산, 3 Jan. 1970, LIK7001, 7; 거제도

능포, 1 Aug. 1993, OAK0391-424; 비진도, 27 Jun. 1998,

OAK0738. 제주도: 상추자, 24 Jan. 1997, OAK0017, 8, 24

Jan. 1997, OAK0158-60; 제주, 1 Apr. 1999, OAK0655,

OAK0663; 성산, 22 Jan. 1997, OAK0163, OAK0172, 26

Dec. 1994, OAK0387-90, 24 Apr. 1974, LIK3190-3, 24 Apr.

1974, LIK3121; 고산, 11 Aug. 1979, LIK3072, 3; 귀덕 2리,

9 Feb. 1999, OAK0679; 가파도, 31 May 1973, LIK7506.

본 종은 한국의 전 연안에 나오지만 드물게 채집된다. 주

로 조하 의 암반에 생육하며, 노성하면 줄기와 부착기는 남

았다가 다음 해에 새로운 곁가지와 잎을 낸다. 거제도 능포

에서 여러 개체가 모여 나는 군락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다

른 지역에서는 한 개체씩 드물게 생육하 다. 8월에 채집된

개체들에서 생식기탁을 볼 수 있었다. 

본 종은 국내에서 그간 S. ringgoldianum Harvey로 알려져

왔는데, Tseng et al.(1985)과 Lee and Yoo(1992)에 의해 S.

coreanum으로 분류학적인 처리가 이루어졌다. 본 종은 지역

에 따른 형태적 변이가 작고, 엽체는 상부만 탈락한 후 부착

기와 줄기에서 해마다 새롭게 곁가지와 잎을 내며, 그 결과

부착기에 생기는 나이테로 수령을 추정할 수 있다(Yoshida

1960). 본 종은 길고 큰 잎과 관엽이 기낭에 날개 모양으로

이어지는 특징에 의해 Halochloa절의 다른 종들과 잘 구별된

다.

Sargassum sagamianum Yendo 1907: 151, pl. 17, f. 6-9.

(Text-Fig. 2)

Grunow 1915, p. 352: Okamura 1916, p. 216 (pro parte):

Yoshida & Konno 1983, p. 146, f. 1-4: Yoshida 1983, p. 187.

Lectotype: TI “Osatsu, Shima Prov., Feb. leg. K. Yendo”

S. nigrifolium Yendo in Yoo 1976, p. 111: Lee and Kang

1986, p. 318.

국명: 비틀 모자반

엽체는 원추상의 부착기에서 단독 직립하고 0.3-1.0 m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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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란다. 줄기는 짧고, 원주상이며, 수 회 아차상으로 분지

하고, 여러 개의 중심가지를 형성한다. 중심가지는 삼릉형이

고, 나선상으로 비틀어지며 직경 1.5-2.5 mm이다. 표피세포

는 횡단면에서 길이 18-25 µm, 폭 8-12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원형 또는 방사상으로 긴 타원형 또는 다각형으

로 장경 24-38 µm, 단경 18-22 µm이고, 종단면에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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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rgassum coreanum J. Agardh. A, Plant collected from Geojedo Island; B, C, Transverse section of leaf; D, Transverse sections
of two flattened female receptacles; E, Transverse section of flattened male receptacle showing male conceptacles. Scale bars: A, 5
cm; B, 50 µm; C, D, 500 µm; E,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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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rgassum sagamianum Yendo. A, Plant collected from Ulchin; B, Leaves with rhizoidal growth (LIK3047); C, Male receptacles
(LIK3047); D, Transverse section of branch; E, Transverse section of leaf, cortex and medulla; F, Transverse section of flattened
female receptacle; G, Male conceptacles. Scale bars: C, 1 cm; D, 500 µm; F, 500 µm; G, 200 µm.



130-150 µm이다. 곁가지는 호생한다. 잎은 엽체 하부에서

신장된 피침형이고, 거치가 약간 발달하며, 중륵이 잎의 중

부까지 이어지고, 기부가 아래로 굽으며, 길이 2-5 cm, 폭 2-

5 mm이고, 두께는 중륵부에서 450-500 µm, 가장자리에서

150-250 µm이다. 상부의 잎은 선형이다. 표피세포는 횡단면

에서 길이 22-32 µm, 폭 6-10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

서 표피층에 평행한 긴 타원형으로 장경 20-42 µm, 단경 22-

30 µm, 종단면에서 길이 85-145 µm이다. 기낭은 타원형 또

는 방추형이며, 짧은 돌기를 내고, 드물게 선형의 관엽을 갖

기도 한다. 암생식기탁은 편압된 도피침형이고, 길이 2-5

mm, 폭 2.5-3.0 mm, 두께 0.5-0.8 mm이고, 암생식기소는

횡단면에서 타원형이고, 10-13개가 형성되며, 길이 270-350

µm, 폭 200-450 µm이다. 장란기는 암생식기소 안에 2-6개가

형성되고, 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길이 150-170 µm, 폭 130-

150 µm이다. 수생식기탁은 편압된 선형이고, 길이 0.5-1.0

cm, 폭 1.0-1.5 mm, 두께 0.5-0.9 mm이고, 수생식기소는 횡

단면에서 타원형이고, 8-10개가 형성되며, 길이 270-350 µm,

폭 220-310 µm이다. 장정기는 타원형 또는 도란형으로 길이

18-25 µm, 폭 8-12 µm이다.

관찰재료: 동해안: 강릉, 29 Mar. 1974, LIK3014,

LIK3047-9; 속초, 22 Sep. 1979, LIK3022-6. 

본 종은 조간 하부에서 조하 상부까지 생육하고, 동해

안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파도의 향을 많이 받는 암반 지역

에 분포한다. 9월에 채집된 노성한 개체에서 생식기탁을 관

찰할 수 있어서 본 종은 여름에 성숙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국내에서 S. nigrifolium Yendo로 알려졌던 식물들은 모두

S. sagamianum Yendo에 속한다(Lee and Yoo 1992). 일본에

서 본 종은 기준표본 채집지인 Sagami보다는 중부의 Kii반

도(태평양 연안)에 국한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Yoshida 1983).

Sargassum micracanthum (Kützing) Endlicher 1843: 31.

(Text-Fig. 3)

J. Agardh 1896, p. 52: Yendo 1907, p. 123. pl. 15, f. 10-17:

Grunow 1915, p. 348: Okamura 1916, p. 206; 1924, p. 51, pl.

214; 1936, p. 343, f. 170: Segawa 1956, p. 51, pl. 30, No. 229:

Kang 1966, p. 55: Yoo 1976, p. 68: Yoshida 1983, p. 192: Lee

and Kang 1986, p. 318. 

Basionym: Halochloa micracantha Kützing 1843a, p. 56;

1843a, p. 367; 1849, p. 633; 1860, p. 34, pl. 98, f. 2. Holotype: L

937.55.8 “Japan, Tilesus”

Sargassum micracanthum var. stipulatum Yendo 1907, p.

125, pl. 15, f. 18-21. Okamura 1916, p. 206; 1936, p. 345.

Holotype: LD (Herb. Agardh No. 2919 “ex Japoni,

Kjellman”)

Sargassum kiushianum Yendo 1907, p. 121, pl. 15, f. 6-9:

Grunow 1915, p. 348: Okamura 1916, p. 205. Holotype: TI

“Jyono, Fukuoka Pref., leg. S. Yano”

국명: 잔가시모자반

엽체는 원추상의 부착기에서 원주상의 짧은 줄기를 내고,

30-50 cm까지 자란다. 줄기는 여러 개의 중심가지를 낸다.

중심가지는 침상돌기를 형성하고, 잎자루 탈락 흔적이 뭉툭

하게 남으며, 다소 꼬이고, 직경 1.5-2.0 mm이다. 표피세포

는 횡단면에서 길이 20-25 µm, 폭 8-11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방사상으로 긴 타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장경 28-

45 µm, 단경 25-35 µm, 종단면에서 길이 60-150 µm이다.

곁가지는 중심가지보다 매우 짧다. 잎은 피침형 또는 선형이

고, 중륵이 정단까지 뚜렷하며, 거치가 중륵까지 깊게 발달

하기도 하고, 기부가 아래로 굽는다. 길이 4-5 cm, 폭 5-10

mm이고, 두께는 중륵부에서 550-650 µm, 가장자리에서

250-300 µm이다.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18-25 µm, 폭

8-10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표피층과 평행한 긴

타원형으로 장경 35-65 µm, 단경 35-50 µm, 종단면에서 길

이 80-125 µm이다. 기낭은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고, 침상돌

기 또는 잎 모양의 관엽을 가진다. 암생식기탁은 도란형이

고, 가장자리에 거치가 있으며, 길이 0.8-1.0 mm, 폭 2.5-3.5

mm, 두께 0.5-1.0 mm이고, 암생식기소는 횡단면에서 타원

형이고, 13-15개가 형성되며, 길이 200-280 µm, 폭 150-310

µm이다. 장란기는 암생식기소 안에 2-6개가 형성되고, 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길이 130-150 µm, 폭 90-120 µm이다. 수

생식기탁은 장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거치가 있으며, 길이

0.8-1.5 cm, 폭 1.0-1.2 mm, 두께 0.3-0.6 mm이고, 수생식

기소는 횡단면에서 타원형이고, 7-8개가 형성되며, 길이

220-300 µm, 폭 200-280 µm이다. 장정기는 타원형 또는 도

란형으로 길이 25-28 µm, 폭 10-15 µm이다.

관찰재료: 동해안: 공현진, 20 Sep. 1997, OAK0338-42;

죽변, 10 Jul. 1997, OAK0020-30; 강구, 15 Nov. 1997,

OAK0343-6; 남해안: 광양만, 21 May 1973, LIK3211; 금오

도 소유, 19 Jul. 1997, OAK0051-4; 금오도 학동, 18 Jul.

1997, OAK0057, 9; 완도 정도리, 12 Jan. 1994, OAK0496;

외나로도, 20 Jul. 1997, OAK0065, 6; 제주도: 상추자, 24

Jan. 1997, OAK0008, OAK0019, OAK0156, 7; 성산, 22 Jan.

1997, OAK0166, OAK0171, 26 Dec. 1994, OAK0561, 24

Apr. 1974, LIK3135, 6, 8, LIK3140-42, LIK3206, LIK3210,

LIK3217, 8, LIK3242, OAK0650, 10 Feb. 1999, OAK0704,

5; 고산, 11 Aug. 1979, LIK3068-90; 무릉리, 9 Feb. 1999,

OAK0699-701; 섶섬, 5 Dec. 1998, OAK0565; 신산리, 11

Feb. 1999, OAK0691, 2; 어 , 8 Feb. 1999, OAK0708; 우

도, 10 Feb. 1999, OAK0718, 9; 제주, 1 Apr. 1999,

OAK066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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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종은 조하 상부와 조간 하부의 암반에서 생육한다.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채집되었으며, 제주도와 남해안에

도 흔하게 분포하고, 물살의 흐름이 빠른 곳에 많이 착생한

다. 4월에 채집된 개체에서 생식기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미성숙 상태여서 5월 이후에 성숙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종은 거치를 갖는 생식기탁의 특징으로 인하여

Micracanthae절(Yendo 1907)과 Microcantha아속(Okamura

1916, 1936)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Bactrophycus아속의

Halochloa절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Yoshida

1983). 본 종은 중심가지에서 발달하는 침상돌기와 타원형의

기낭에서 발달하는 거치연의 관엽으로 인하여 S. filicinum과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두 종은 생식기탁의 모양에서 도란

형과 원주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잎의 특징

에서 막질인 S. filicinum과 이보다 다소 두꺼운 본 종과 구별

되고, 부착기도 본 종은 원추상을 이루나 S. filicinum은 수지

상의 가반상근을 갖고 있어 서로 잘 구별된다.

Sargassum macrocarpum C. Agardh 1820: 36.

(Text-Fig. 4)

C. Agardh 1824, p. 307: J. Agardh 1848, p. 293; 1889, p. 60;

1896, p. 52: De Toni 1895, p. 24: Grunow 1915, p. 346:

Yoshida 1983, p. 200. Lectotype: LD (Herb. Agardh No. 2903

“ex Japonia, Tilesius”

Halochloa macrocarpa (C. Agardh) Yendo 1905, p. 156

Sargassum tortile var. angustifolium (Turner) C. Agardh

1820, p. 16.

Sargassum serratifolium auct. japon (non C. Agardh).

Yendo 1907, p. 81, pl. 11, f. 3-7 (excl. f. 1-2). Okamura 1916, p.

199; 1924, p. 23, pl. 207; 1936, p. 329, f. 168-4. Segawa 1956, p.

49, pl. 28, No. 218.

국명: 큰열매모자반

엽체는 원추상의 부착기에서 단독 직립하고, 수 m까지 자

란다. 줄기는 원주상이고, 차상 분지하여 여러 개의 중심가

지를 만든다. 중심가지는 편압되고, 폭 2.5-4.0 mm, 두께

1.0-2.0 mm이며, 가장자리에 톱니모양 돌기를 갖는다. 표피

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20-30 µm, 폭 6-10 µm이며, 수층세

포는 횡단면에서 방사상으로 신장된 타원형 또는 다각형으

로 장경 25-40 µm, 단경 20-35 µm, 종단면에서 길이 80-165

µm이다. 곁가지는 엽체 하부에서 편압되고, 상부에서 삼릉

형을 이룬다. 잎은 엽체 하부에서 피침형 또는 선형이고, 얕

은 거치연을 이루지만 중륵까지 깊은 거치 또는 이중거치가

발달하기도 하고, 길이 7-10 cm, 폭 2-5 mm, 두께는 중륵부

에서 650-750 µm, 가장자리에서 150-250 µm이다. 표피세포

는 횡단면에서 길이 20-36 µm, 폭 6-8 µm이고, 수층세포는

중륵부의 횡단면에서 방사상으로 신장된 타원형이고, 가장

자리에서는 표피층에 평행한 긴 타원형으로 장경 35-60 µm,

단경 30-45 µm이며, 종단면에서 길이 75-175 µm이다. 상부

의 잎은 선형이고, 폭이 좁다. 기낭은 방추형 또는 타원형이

고, 침상돌기나 잎 모양의 관엽을 갖는다. 암생식기탁은 편

압된 주걱모양이다. 수생식기탁은 편압된 선형이고, 길이 2-

8 mm, 폭 1.0-1.5 mm, 두께 0.3-0.5 mm이며, 수생식기소는

횡단면에서 폭이 넓은 장타원형이고, 5-6개가 형성되며, 길

이 140-180 µm, 폭 200-250 µm이다. 장정기는 타원형 또는

도란형으로 길이 16-18 µm, 폭 8-12 µm이다. 생체는 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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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argassum micracanthum (Kützing) Endlicher. A. Plant collected from Seongsan, Jeju Island (LIK3141); B. Transverse section of
branch; C. Cortex and medulla of leaf; D. Transverse section of flattened female receptacle; E. Transverse section of flattened
male receptacle. Scale bars: A, 5 cm; B, 500 µm; C, 50 µm; D, 500 µm.



갈색이고, 건조 후 검은색으로 변한다.

관찰재료: 동해안: 울릉도 공암, 16 Aug. 1995,

OAK0468-70; 울릉도 태하, 15 Aug. 1995, OAK0471-4,

OAK0475-91. 제주도: 고산, 11 Aug. 1979, LIK3083; 성산

포, 24 Apr. 1974, LIK3146, 24 Apr. 1974, LIK3029,

LIK3052, 1 Apr. 1999, OAK0729; 귀덕 2리, 9 Feb. 1999,

OAK0678, OAK0680; 문섬, 1 Sep. 1996, OAK0585-90,

OAK0593, 4; 새섬, 11 Feb. 1999, OAK0697, 8; 표선, 16

Apr. 1999, OAK0651; 한림, 16 Apr. 1999, OAK0575; 서귀

포, 1 May 1972, LIK3085; 제주시 용두동, 28 Oct. 1970,

LIK3204; 제주시 용두동, 23 Apr. 1974, LIK3229.

본 종은 조하 하부의 편평한 암반에 생육하며, 동해안과

제주도에 분포한다. 8월에 채집된 개체들에서 성숙한 생식기

탁을 볼 수 있었다.

본 종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S. serratifolium으로 동정되어

왔다. 두 종은 엽체 하부의 잎이 깊은 거치를 만들고, 조하

에 생육하는 특성이 유사하다. 그러나 본 종의 잎이 더 두껍

고, 이중거치를 형성하며, 기낭은 방추형이고, 잎 모양의 관

엽을 드물게 갖는 점에서 구별되었다. 또한 본 종은 줄기의

가장자리에 첨예한 가시를 내는 반면, S. serratifolium은 끝이

뭉툭한 가시를 내어 차이를 보 다. 이상의 식별형질들은

Yoshida(1983)가 기재한 일본산 종들과도 일치하여 지역 간

차이가 없는 안정된 형질임을 알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 본

종은 S. serratifolium이 생육하는 동일 지역에서 다수 채집되

었는데, S. serratifolium이 수중 암벽에 생육하는데 비하여 본

종은 바닥의 편평한 암반에 주로 생육하여 서식처의 특성에

서도 차이를 보 다.

Sargassum autumnale Yoshida 1983: 203

(Text-Fig. 5)

국명: 싸리비모자반

엽체는 원추상의 부착기에서 단독 직립하고, 30-60 cm까

지 자란다. 줄기는 원주상이고, 수회 분지하여 중심가지를

낸다. 중심가지는 삼릉형이고, 직경 1.8-3.2 mm이며, 잎자

루가 탈락된 후 넓적한 돌기를 남긴다. 표피세포는 횡단면에

서 길이 35-55 µm, 폭 8-10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방사상으로 긴 장타원형이나 편압된 부분에서는 작은 타원

형을 이루고, 장경 38-55 µm, 단경 18-25 µm, 종단면에서

길이 95-110 µm이다. 잎은 엽체 하부에서 얕은 거치연을 가

진 피침형 또는 선형이고, 아래로 굽으며, 길이 4-10 cm,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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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argassum macrocarpum C. Agardh. A, Male plant collected from Taeha, Ulreungdo Island (OAK0479); B, Apical leaves and
vesicles; C, Transverse section of mid-rib portion of leaf; D, Transverse section of flattened branch showing cortex and medulla;
E, Lateral branches bearing receptacles; F, Transverse section of flattened male receptacle; G, Antheridial branches. Scale bars: A,
5 cm; B, E, 1 cm; C, 200 µm; D, 50 µm; F, 200 µm; G, 50 µm.



1-2 cm이고, 두께는 중륵부에서 500-550 µm, 가장자리에서

200-250 µm이다.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18-20 µm, 폭

6-10 µm이고, 수층세포는 중륵부의 횡단면에서 방사상으로

긴 타원형이며, 가장자리에서는 표피층과 평행한 긴 타원형

으로 장경 35-75 µm, 단경 22-48 µm이다. 상부 잎은 선형으

로 가늘고, 얕은 거치연이다. 기낭은 방추형 또는 도란형이

고, 침상돌기를 가지며, 잎 모양의 관엽을 드물게 낸다. 암생

식기탁은 주걱형이고, 수생식기탁은 편압된 선형이다. 생체

는 짙은 갈색이고, 건조 후 검은색으로 변한다.

관찰재료: 동해안: 주문진 소돌, 16 Aug. 1994,

OAK0492-4. 남해안: 여수 난초도, 21 May 1974, LIK3110.

제주도: 강정, 31 Aug. 1996, OAK0581-4, OAK0609,

OAK0611; 성산, 31 Aug. 1996, OAK0602; 가파도, 8 Aug.

1972, LIK3249.

본 종은 제주도에서 채집된 개체들은 깊은 조수 웅덩이와

조하 상부에서 생육하 으며, 동해안에서는 파도에 려

온 개체들이 채집되었다. Yoshida(1983)에 의하면 주로 10월

에 생식기탁을 형성한다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8월에 채

집된 개체에서 생식기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종은 국내에서는 S. tortile C. Agardh로 동정되었으나,

Lee and Yoo(1992)에 의해 그 생육이 확인되었다. 본 종은

근연종인 S. siliquastrum과는 하부의 잎 모양에서 차이를 보

이는데, S. siliquastrum이 하부에서 전연의 장타원형 잎을 많

이 내는 반면, 본 종은 주축가지 하부에서 짧은 곁가지만을

드물게 내어 S. siliquastrum에서 볼 수 있는 상부의 잎보다

길고 넓은 잎을 볼 수 없었다. 본 종은 상부에 생기는 잎이

거치연의 선형의 좁은 잎이 모여나므로 싸리비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하부의 곁가지에 발달하는 잎만큼

폭이 넓어지기도 하는데, 제주도의 가파도와 여수 지역 개체

군에서 이러한 변이를 볼 수 있었다. 

Sargassum siliquastrum (Mertens ex Turner) C. Agardh

1820: 22.

(Text-Fig. 6)

J. Agardh 1848, p. 292; 1889, p. 60; 1896, p. 55: De Toni

1895, p. 24: Grunow 1915, p. 346: Setchell 1933, p. 38, pl. 11-

12; 1933a, p. 201 (pro parte): Yoshida 1983, p. 215: Lee and

Kang 1986, p. 318.

Basionym: Fucus siliquastrum Mertens ex Turner 1809, p.

26, pl. 82. Lectotype: BM “Port. Nangasaki”

Halochloa siliquastra (Mertens ex Turner) Kützing 1843a, p.

55; 1849, p. 634; 1860, p. 34, pl. 97, f. 1.

Halochloa scoparia (Mertens ex Turner) Kützing 1843a, p.

55; 1849, p. 634: 1860; 33, pl. 95.

Sargassum tortile (C. Agardh) C. Agardh 1820, p. 15; 1824,

p. 299: J. Agardh 1848, p. 291; 1889, p. 60; 1896, p. 53.

Halochloa tortilis (C. Agardh) Kützing 1843a, p. 56; 1849, p.

633; 1860, p. 34, pl. 99, f. 1.

Halochloa polyacantha Kützing 1843a, p. 56; 1843a, p. 367;

1849, p. 633; 1860, p. 34, pl. 98, f. 1. Lectotype: L 937. 71. 508

“Japanisches meer”

Halochloa pachycarpa Kützing 1843a, p. 55; 1843a, p.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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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rgassum autumnale Yoshida. A, Male plant collected from Gapado, Jeju Island (LIK3249); B, Plant collected from Jumunjin; C,
Transverse section of leaf showing cortex and medulla; D, Transverse section of branch; E, Male receptacles (LIK3249). Scale
bars: B, 5 cm; C, 50 µm; D, 500 µm; E, 1 cm.



1849, p. 634; 1860, p. 34, pl. 96. Lectotype: L. 937. 71. 695

“Japanisches Meer”

Sargasssum scoparium var. pachycarpa (Kützing) Grunow

1915, p. 345.

Sargasssum corynecarpum Harvey 1859, p. 325: De Toni

1895, p. 25: Grunow 1915, p. 348: Dawson 1959, p. 6, pl. 4.

Type: TCD “ad litora Japoniae prope Simoda, leg. C.

Wright”

국명: 꽈배기모자반

엽체는 원추상의 부착기에서 단독 직립하고, 수 m까지 자

란다. 줄기는 짧고, 수 회 분지하여 중심가지를 낸다. 중심가

지는 하부에서 편압되고, 상부에서 삼릉형이며, 직경 2.0-3.5

mm이고, 잎자루가 탈락된 후 돌기를 남긴다.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20-30 µm, 폭 10-12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타원형이며 장경 25-30 µm, 단경 20-30 µm, 종

단면에서 길이 50-135 µm이다. 잎은 엽체 하부에서 타원형

또는 피침형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거나 거치를 이루기도

하며, 길이 4-5 cm, 폭 5-10 mm이고, 두께는 중륵부에서

500-550 µm, 가장자리에서 150-200 µm이며, 기부가 아래로

굽는다.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22-26 µm, 폭 8-10 µm

이고, 수층세포는 중륵부의 횡단면에서 방사상으로 긴 타원

형이고, 가장자리에서는 표피층과 평행한 긴 타원형으로 장

경 25-42 µm, 단경 26-35 µm, 종단면에서 길이 75-125 µm

이다. 상부의 잎은 선형이다. 기낭은 방추형 또는 타원형이

고, 침상돌기를 내며, 드물게 잎 모양의 관엽을 형성한다. 암

생식기탁은 편압된 주걱형이고, 길이 0.8-1.5 mm, 폭 2.2-

3.0 mm, 두께 0.5-1.0 mm이다. 암생식기소는 횡단면에서

폭이 넓은 장타원형이고, 11-13개가 형성되며, 길이 150-200

µm, 폭 200-250 µm이다. 장란기는 암생식기소 안에 2-7개가

형성되고, 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길이 150-160 µm, 폭 100-

120 µm이다. 수생식기탁은 편압된 원주상 또는 피침형이고,

길이 1.0-1.5 cm, 폭 1.0-1.5 mm, 두께 0.4-0.8 mm이다. 수

생식기소는 횡단면에서 폭이 넓은 장타원형이고, 10-12개가

형성되며, 길이 250-280 µm, 폭 300-350 µm이다. 장정기는

타원형 또는 도란형으로 길이 20-22 µm, 폭 6-10 µm이다.

생체는 짙은 갈색이고, 건조 후 검은색으로 변한다.

관찰재료: 동해안: 강원도 월정사, 23 Aug. 1970,

LIK3222; 강릉 안인, 23 Aug. 1970, LIK3231, 28 Mar. 1974,

LIK7511, 4 Sep. 1974, LIK3246. 남해안: 여수 엄나무섬, 15

Sep. 1974, LIK3214; 여수 난초도, 21 May 1974, 3006; 거제

도 능포, 25 Aug. 1998, OAK0566. 제주도: 상추자, 24 Jan.

1997, OAK0009; 제주시 용두동, 28 Oct. 1970, LIK3212, 28

Oct. 1970, 3205, 23 Apr. 1974, LIK3215, LIK3230; 강정, 31

Aug. 1996, OAK0579, 80, OAK0608; 귀덕2리, 9 Feb. 1999,

OAK0675, OAK0677; 무릉리, 9 Feb. 1999, OAK0702; 성산,

1 Apr. 1999, OAK0726, 7, OAK0659, 24 Apr. 1974,

LIK3216, LIK3219, LIK3228, 24 Apr. 1974, LIK3243; 한림,

16 Apr. 1999, OAK0573, OAK0576, OAK0577; 가파도, 8

Aug. 1972, LIK7510.

본 종은 조간 하부와 조하 상부에 생육하고, 한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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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argassum siliquastrum (Mertens ex Turner) C. Agardh. A, Plants collected from Ulchin; B, Transverse section of flattened
branch; C, Transverse section of leaf showing cortex and medulla; D, Transverse section of flattened female receptacle; E,
Transverse section of triquetrous female receptacle; F, Transverse section of flattened male receptacle. Scale bars: A, 3 cm; B, D, E,
500 µm; C, 50 µm; F, 200 µm.



연안과 제주도에 분포한다. 5월과 8월 사이에 채집된 개체들

에서 생식기탁을 볼 수 있었다. 

본 종은 이전에 S. autumnale와 함께 S. tortile C. Agardh로

동정되었으나, Lee and Yoo(1992)가 S. siliquastrum임을 확

인하 다. 이전에 S. tortile로 알려졌던 표본들 중 일부만이

S. autumnale에 속하 고, 그 밖의 부분의 표본들은 본 종

임이 밝혀졌다. 근연종인 S. autumnale와 이전에 이들 두 종

과 함께 S. tortile의 품종으로 동정되었던 S. macrocarpum과도

하부 잎과 중심가지의 모양으로 서로 구별되었다. 특히 S.

macrocarpum과 본 종은 생육지에서 차이를 보 는데, S.

macrocarpum은 조하 5-20 m의 편평한 암반에서 채집된 반

면, 본 종은 조하 10 m 내외의 수직 암벽에서 채집되었다.

Sargassum serratifolium (C. Agardh) C. Agardh 1820: 16.

(Text-Fig. 7)

J. Agardh 1848, p. 291; 1889, p. 59; 1896, p. 53: De Toni

1895, p. 22: Grunow 1915, p. 343: Yoshida 1983, p. 217.

Basionym: Fucus serrtifolius C. Agardh 1815, p. 41.

Lectotype: LD (Herb. Agardh No. 2939 “in mari Japonico

prope Satsuma”)

Halochloa serrtifolia (C. Agardh) Kützing 1843a, p. 56; 1849,

p. 633; 1860, p. 35, pl. 99, f. 2. 

Halochloa longifolia Kützing 1843b, p. 367; 1860, p. 35, pl.

100 (non Fucus longifolius Turner). Type: L 937. 55. 94

“Japonia, Tiles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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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argassum serratifolium (C. Agardh) C. Agardh. A, Plant collected from Munseom, Jeju Island (OAK0347); B, Whole plants in
the field; C, Vesicles with crown leaf; D, Leaf issued from the basal part of main branch retroflexed at the base; E, Lateral
branches bearing flattened receptacles; F, Transverse section of flattened branch; G, Transverse section of female receptacle
showing conceptacles. Scale bars: B, D, 5 cm; C, E, 1 cm; F, 500 µm.



Halochloa serratifolia var. longifolia (Kützing) Kützing 1849,

p. 632.

S. giganteifolium Yamda sensu Song and Kang 1985, p. 4.

국명: 톱니모자반

엽체는 원추상의 부착기에서 단독 직립하고, 수 m까지 자

란다. 줄기는 원주상이고, 차상 분지하여 다수의 중심가지를

낸다. 중심가지는 편압되고, 가장자리에 톱니모양의 돌기를

형성하며, 폭 1.5-2.0 mm, 두께 0.5-1.0 mm이다. 표피세포

는 횡단면에서 길이 15-22 µm, 폭 6-8 µm이며,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방사상으로 긴 장타원형이나 편압된 부분에서

작은 타원형을 이루고, 장경 20-42 µm, 단경 15-22 µm이고,

종단면 길이 80-160 µm이다. 곁가지는 엽체 하부에서 편압

되고, 상부에서는 원주상이다. 잎은 엽체 하부에서 피침형

또는 장타원형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나 얕은 거치가 생기

거나 이중거치를 이루기도 하며, 길이 5-10 cm, 폭 1-3 cm이

고, 두께는 중륵부에서 500-850 µm, 가장자리에서 130-320

µm이다.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14-18 µm, 폭 6-10

µm이고, 수층세포는 중륵부의 횡단면에서 방사상으로 긴 타

원형이고, 가장자리에서는 표피층과 평행한 긴 타원형으로

장경 30-50 µm, 단경 25-35 µm, 종단면에서 길이 90-125

µm이다. 상부의 잎은 선형이고 폭이 좁다. 기낭은 구형, 타

원형이고, 잎 모양의 관엽을 갖는다. 암생식기탁은 편압된

피침형이고, 길이 0.6-1.5 mm, 폭 2.0-3.0 mm, 두께 0.5-1.0

mm이다. 암생식기소는 횡단면에서 폭이 넓은 장타원형이

고, 11-13개가 형성되며, 길이 180-220 µm, 폭 300-330 µm

이다. 장란기는 암생식기소 안에 2-6개가 형성되고, 구형 또

는 타원형이며, 길이 120-170 µm, 폭 110-140 µm이다. 수생

식기탁은 편압된 선형이다. 생체는 갈색이고, 건조 후 검은

색으로 변한다.

관찰재료: 제주도: 문섬, 10 Dec. 1997, OAK0347-50, 4

Dec. 1998, OAK0564, 1 Sep. 1996, OAK0589, OAK0591, 2;

섶섬, 5 Dec. 1998, OAK0563; 우도, 10 Feb. 1999,

OAK0723; 성산, 22 Jan. 1997, OAK0168.

본 종은 제주도 연안의 섬 지역의 수중 암벽에 주로 생육

하 다. 6월에 채집된 개체들에서 생식기탁을 볼 수 있었다.

본 종은 국내에서 Song and Kang(1985)에 의해 S.

giganteifolium Yamda로 보고되었다. 국내에서 본 종으로

보고되었던 많은 식물들은 S. macrocarpum을 잘못 동정한 것

임이 밝혀졌다(Lee and Yoo 1992). 본 종은 S. macrocarpum

보다 잎 모양의 관엽을 가진 기낭이 많고, 잎이 얇으며, 상부

의 곁가지가 원주상에 가까운 특징으로 구별되었다.

Sargassum subgenus Bactrophycus section Repentia

Yoshida 1983: 222.

LT: S. okamurae Yoshida et T. Konno.

줄기는 포복하거나 기고, 배축방향으로 2차적으로 부착기

를 내며, 중심가지는 줄기의 향축방향으로 나오고, 생식기탁

은 편압되거나 편평하다.

Sargassum yezoense (Yamada) Yoshida et Konno 1983: 151,

f. 15-18.

(Text-Fig. 8)

Yoshida 1983, p. 229

Basionym: Sargassum sagamianum var. yezoense Yamada in

Yamada et Kinoshita 1950, p. 8, pl. 52. Lectotype: SAP

024318 “Nozuka, Shiribeshi Prov., Hokkaido, Aug. 1943, leg.

Y. Yamada”.

국명: 왜모자반

엽체는 섬유상의 부착기에서 다수 직립하고, 30-70 cm까

지 자란다. 중심가지는 원주상, 삼릉형, 또는 사릉형이고, 다

소 꼬이며, 직경 1.0-1.5 mm이다.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18-40 µm, 폭 6-12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방

사상으로 긴 장타원형으로 길이 22-50 µm, 폭 18-26 µm이

다. 곁가지는 호생하고, 중심가지보다 짧다. 잎은 엽체 하부

에서 장타원형 또는 피침형이고, 전연 또는 드물게 거치연이

며, 중륵이 잎 중간까지 융기하고, 길이 2-5 cm, 폭 2-4 mm

이며, 두께는 중륵부 500-600 µm, 가장자리 250-350 µm이

고, 아래로 굽는다.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18-28 µm,

폭 6-12 µm이고, 수층세포는 중륵부의 횡단면에서 방사상으

로 긴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서는 표피층과 평행한 타원형

으로 장경 30-65 µm, 단경 25-50 µm, 종단면에서 길이 80-

120 µm이다. 상부의 잎은 피침형, 선형이고, 드물게 거치를

형성한다. 기낭은 방추형 또는 타원형이고, 선형 또는 피침

형 돌기를 낸다. 암생식기탁은 편압된 주걱모양이고, 길이

0.8-1.5 cm, 폭 1.5-2.5 mm, 두께 0.5-1.0 mm이다. 암생식기

소는 횡단면에서 폭이 넓은 장타원형이고, 8-10개가 형성되

며, 길이 140-220 µm, 폭 160-240 µm이다. 장란기는 암생식

기소 안에 2-7개가 형성되고, 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길이

110-120 µm, 폭 120-140 µm이다. 수생식기탁은 편압된 선

형, 신장된 도란형이고, 길이 1.0-1.5 cm, 폭 1.0-1.5 mm, 두

께 0.4-0.6 mm이다. 수생식기소는 횡단면에서 폭이 넓은 장

타원형이고, 7-9개가 형성되며, 길이 250-280 µm, 폭 235-

290 µm이다. 장정기는 타원형 또는 도란형으로 길이 18-22

µm, 폭 10-12 µm이다. 생체는 밝은 갈색이고, 건조 후 검은

색으로 변한다.

관찰재료: 동해안: 금정, 30 Apr. 1999, OAK0613; 주문

진 소돌, 30 Apr. 1999, OAK0637-40; 강릉, 29 Mar. 1974,

LIK7513; 강릉시 안인, 1 Dec. 1993, OAK0263-6, 11 Jan.

1995, OAK0267-82, 30 Apr. 1999, OAK0626; 동해시 어달,

10 Jul. 1997, OAK0031-3, OAK0035, OAK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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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K0045-50; 감포, 16 Nov. 1997, OAK0252-4; 읍천, 16

Nov. 1997, OAK0255-61; 방어진, 16 Nov. 1997, OAK0262;

울릉도 공암, 16 Aug. 1995, OAK0373-81. 남해안: 해운 ,

13 Aug. 1975, LIK3248; 금오도 학동, 18 Jul. 1997,

OAK0056, OAK0058, OAK0062. 제주도: 상추자, 24 Jan.

1997, OAK0005-7; 성산, 10 Dec. 1994, OAK0364-71, 26

Dec. 1994, OAK0382-4.

본 종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의 조간 하부에 생육하

고, 파도의 향을 많이 받는 암반에 군락을 이루었다. 7월

에 채집된 개체에서 생식기탁을 볼 수 있었다. 

본 종은 이전에 S. sagamianum Yendo나 S. sagamianum

var. yezoense로 동정되었으나, Lee and Yoo(1992)에 의해 본

종임이 확인되었다. 동해안의 조간 하부에서 우점하는 본

종은 혹 모양의 반상근이 엉켜 여러 개체가 뭉쳐서 난다. 본

종은 S. sagamianum Yendo와 자주 혼동되는데, 두 종은 생육

지와 잎의 모양에서 차이를 보인다. S. sagamianum이 조하

에 생육하는 반면, 본 종은 조간 하부에 주로 생육하고, 잎

이 아래로 굽지 않으며, 잎의 거치가 드물게 나타나는 점에

서 구별된다. Lee and Yoo(1992)는 본 종의 국내분포를 확인

하면서, S. yamadae와 함께 이들의 국내 분포를 재조사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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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argassum yezoense (Yamada) Yoshida et Konno. A, Male plant collected from Eodal (OAK0049); B, Whole plants in the field; C,
Transverse section of branch showing cortex and medulla; D, Holdfast (OAK0005); E, Lateral branches bearing flattened
receptacles; F, Female receptacles (OAK0050); G, Transverse section of flattened female receptacle; H, Transverse section of
flattened male receptacle. Scale bars: B, 5 cm; C, 50 µm; D, E, F, 1 cm; G, H, 200 µm.



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에서 주로 채

집되었고, 제주도와 남해안의 일부 도서지방에서 채집되었

으며, 서해안에서는 채집되지 않았다. 

한국산 모자반속(gen. Sargassum) Halochloa &
Repentia절의 종 검색표

1. 줄기는 포복한다………………………………… S. yezoense

1. 줄기는 직립한다 …………………………………………… 2

2. 잎은 선형에서 피침형으로 가장자리가 매끈하다

……………………………………………………S. coreanum

2. 잎은 엽체 중부에서 거치연을 갖는다 ………………… 3

3. 생식기탁은 드물게 삼릉형이다 ………… S. sagamianum

3. 생식기탁은 주걱형 또는 도피침형이다 ………………… 4

4. 생식기탁은 배게 모여난다 …………… S. micracanthum

4. 생식기탁은 드물게 발달한다 …………………………… 5

5. 줄기는 뭉툭한 돌기를 낸다 ……………… S. macrocarpum

5. 줄기는 매끈하고, 뾰족한 돌기를 드물게 낸다 ………… 6

6. 상부의 잎은 좁고, 하부의 잎은 거치연의 피침형이다

………………………………………………… S. autumnale

6. 상부의 잎은 좁지 않고, 하부의 잎은 전연의 난형

또는 타원형이다 ………………………………………… 7

7. 부착기는 원추상이고 잎은 두꺼우며 상부의 잎은

거치가 중륵까지 깊다 …………………… S. siliquastrum

7. 부착기는 반상이고 잎은 엷은 막질이며 상부의 잎은

거치가 얕다 ………………………………… S. serratifo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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