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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바이오에너지는 광합성에 의하여 생성되는 유기

물과 유기물을 소비하여 발생하는 모든 바이오매스

를 활용하여 생성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바이오에

너지 산업은 1973년 1차 오일쇼크 후 석유 연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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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ductivity of Saccharina japonica was evaluated by water layers in Gijang and Wando 
sea area to find the suitable farming areas for mass production of biomass. For this, S. japonica 
was cultivated at various depths (0.5, 1, 2, 3 m), respectively. As the result, the growths in Gijang 
were 225.1-261.5 cm in length, 18.5-21.3 cm in widths, 396.0-537.7 g in weights, 14.3-17.8 
kg/cluster in biomass, and those in Wando were 332.0-435.7 cm in lengths, 24.6-32.5 cm in 
widths, 766.0-1,232.9 g in weights, 16.4-24.3 kg/cluster in biomass. It showed that the growths 
of blades in Wando were faster than those in Gijang. The growth rates of blades by the depths 
were faster at 0.5-1 m depth from January to June. After June, however, as the growth rates 
of blades were lower than the shedding rates of blades, it showed that the growth of S. japonica 
decreased at all depth conditions except 2 m depth. Productivity of S. japonica was better in 
Wando which is lower in the water temperature and nutrients than Gi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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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연료로서 바이오에탄올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

되었고 초기에는 미국, 브라질, EU의 일부 국가에서

만 선도적이었지만,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

하여 천연의 자원량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고 또

한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점차 가속화 되

어감으로써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다수의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

고 참여하게 되었다(MFAAT, 2007; Choi et al., 
2012). 지금까지 휘발유 대체 연료인 바이오에탄올

의 원료로는 주로 전분계 작물(옥수수, 수수, 고구

마, 곡류 등)과 당질계 작물(사탕수수와 사탕, 무우 

등) 등의 육상식물이 이용되어져 왔지만 애그플레이

션(Agflation)의 위험, 경작지 확대에 따른 2차 오염

원 발생, 한정된 자원, 산림 훼손 등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생장이 빠르고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높은 CO2 흡수율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에

도 효율적인 해조류를 바이오에너지 원료로의 활용

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Han and Kim, 2006; 
MFAAT, 2007; Park et al., 2008; Lee et al., 2009; 
Subhadra and Edwards, 201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곡물은 주로 식용이거

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고, 
국토 면적이 좁아 경작지의 확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조류 양식 

산업이 잘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제3세대 바이오

매스인 해조류를 활용하는 것이 바이오매스 상용화

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KIMST, 2009; Na and 
Song, 2012),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해조류를 이용

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Lee et 
al., 2009; Kim et al., 2010; Lee, 2012; Kim, 2013).
우리나라의 해조류 양식 대상 종으로는 김류(Pyropia 

spp.), 미역(Undaria pinnatifida), 다시마(Saccharina 
japonica), 모자반(Sargassum fulvellum)을 포함하여 

총 10여종이 있으며(Sohn, 1996; Kim, 2010), 다시마

는 우리나라 해조류 총 생산량(1,028,282 M/T)의 30% 
(308,601 M/T)를 차지하고 있다(KOSIS, 2012). 다년생 

대형 갈조류인 다시마는 해양동물의 산란장 및 서식처 

제공을 위한 해중림 조성에 감태, 곰피, 모자반 등과 함께 

이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양식된 다시마는 인간의 식량으로 

대부분 소비되고 전복의 먹이, 의약품 및 공업원료로도 이용

되어지고 있다(Kain and Dawes, 1987; Kirihara et al., 1989; 

Hwang et al., 2010).
해조류의 에탄올 수율은 25 L/T이고, 해조류의 평균 

생산량이 약 34 M/T 일 때 국내 휘발유 소비량의 1%를 

대체할 경우 95,000,000 L의 에탄올이 생산되어야 하며 

3,900,000 M/T의 해조류 생산량과 116,000 ha의 양식장 

면적이 요구되고, 소비 대체율이 5%로 증가 할 경우 

19,000,000 M/T의 다시마 생산량과 550,000 ha의 양식장 면

적을 필요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해조류 양식장 총 면

적은 약 79,000 ha이고 연안의 개발 가능 면적은 36 ha에 

불과하다(KIMST, 2009). 그러므로 바이오에탄올 산업

에 필요한 해조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내해에 고

밀도로 시설되어 있는 해조류 양식장을 외해로 이전함으로써 

외해 어장의 활용과 바이오매스용 해조류의 안정적인 대량

생산 및 지속적인 원료 공급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개

발을 위한 바이오매스용 해조류 원료의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생산을 위한 원료 확보 측면에서 대량생산 기술개

발 및 적지를 선정할 목적으로 다시마의 주 생산지인 

기장과 완도에서 시험양식을 통해 시설방법 및 수층별로 

그 생산성을 비교하여 바이오에탄올 원료로서 그리고 다

시마의 대량생산 기지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수행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다시마의 양성 시험은 기존 양식 어민들이 입식

하는 시기인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7개
월에 걸쳐 우리나라 다시마의 주요 생산지인 전남 

완도군 금일읍의 사동리 지선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동리 지선의 다시마 양식장 내에서 수행하였다

(Fig. 1).
양성 시험에 사용된 다시마 종묘는 완도군 금일읍

의 다시마 종묘배양장으로부터 구입한 엽장 5 mm 
크기의 유엽이 착생된 종사를 사용하였다. 양성 방

법은 각 지역별로 다시마양식 어민들이 수행하고 있

는 방법에 따라 다시마 유엽이 착생된 종사를 4 cm 
길이로 자른 후 기장해역에서는 25 cm, 완도해역에

서는 50 cm 간격으로 양성용 로프에 끼운 후 0.5 m, 
1 m, 2 m, 3 m의 수층에 각각 시설하여 양성하였다.
조사는 매월 1회 시험양성 중인 다시마를 각 수층

별로 한 클러스터씩 채취하여 실험실로 운반 후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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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엽장, 엽폭, 일간생장(cm/day), 엽중량, 비대도

(mg/cm2),생체량을 측정하고 착생 개체수를 계수하

였다. 비대도는 엽중량에 대한 단위 엽면적(엽장×
엽폭)의 비로 산출하였고, 일간생장은 시간에 따른 

엽장의 생장 차이에 대한 대한 소요일수의 비로서 

산출하였다. 시험 양성지의 환경 조사는 현장 조사 

시마다 YSI-Pro30과 Licor LI-192 수중광량계를 사

용하여 수온, 염분 및 수중광량을 각각 측정하였고 

영양염 분석은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각 해역별 

시험양식장의 해수를 채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Figure 1. A map showing area of the each study site.

결과

양성장의 해양환경

양성기간 중 각 해역별 시험 양성지의 수온 변화

를 보면 기장해역에서는 12.4-18.0℃의 범위로 나타

났고 완도해역에서는 7.9-19.1℃의 범위로 나타나 

두 해역간 2.8-5.7℃의 수온차이를 보였으며 완도해

역이 기장해역과 비교하여 동계와 춘계에 걸쳐 수온

이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염분은 기장해역에서

는 31.9-34.1 psu의 범위를 보였고, 완도해역에서는 

32.3-33.9 psu의 범위로 나타나 두 해역 모두 큰 변화

를 보이지 않았다(Fig. 2). 수중광량은 하계가 동계보

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사 시의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Fig. 3) 수
층별 표층광량의 감소율을 산출한 결과 기장해역의 

경우, 표층에서 가장 가까운 0.5 m 수층에서는 

12.6-36.8%의 범위를 보였고 양성 수층 중 가장 깊은 

조건인 3 m 수층에서는 56.3-77.1%의 범위로 나타나 

계절에 따른 감소율의 변화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반면 완도해역의 경우에는 0.5 m 수층에서 

21.8-64.0%의 범위로 계절별 감소 폭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동계에서 하계로 갈수록 감소율이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3 m 수층에서는 양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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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82.3-99.1%의 범위로 감소율이 전반적으

로 높게 나타나 기장해역과 비교하여 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각 해역별 시험 양성장의 

영양염류를 보면 기장해역에서는 총질소(TN)가 

0.179-0.427 mg/L, 총인(TP)이 0.019-0.058 mg/L, 아
질산성 질소(NO2-)가 0.002-0.083 mg/L, 질산성 질소

(NO3-)가 0.006-1.110 mg/L, 인산성 인(PO4-)이 

0.001-0.032 mg/L의 범위로 나타났고 완도해역의 경

우에는 총질소(TN)가 0.129-0.223 mg/L, 총인산(TP)이 
0.013-0.035 mg/L, 아질산성 질소(NO2-)가 0.002-0.008 
mg/L, 질산성 질소(NO3-)이 0.002-0.080 mg/L, 인산

성 인(PO4-)이 0.001-0.025 mg/L의 범위로 나타나 기

장해역이 완도해역 보다 영양염류의 함량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1).
Figure 2. Monthly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on the each study site.

Figure 3. Monthly variation of underwater irradiance at different depth on the each study site.

Figure 4. Reducing rate of irradiance at different depth on the each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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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nthly variation of nutrients in seawater at each study site.

Month
Gijang Wando

TN TP NO2
- NO3

- PO4
- TN TP NO2

- NO3
- PO4

-

Mar. 0.179 0.019 0.005 0.046 0.001 0.163 0.016 0.005 0.080 0.006

Apr. 0.427 0.033 0.002 0.170 0.013 0.151 0.035 0.002 0.067 0.025

May 0.204 0.020 0.008 0.006 0.004 0.129 0.015 0.006 0.022 0.004

June 0.320 0.038 0.009 0.050 0.002 0.177 0.013 0.008 0.002 0.008

July 0.396 0.058 0.083 1.110 0.032 0.223 0.020 0.003 0.069 0.001
        1Total Nitrogen (TN); Total Phosphorus (TP)

다시마의 생장
양성기간 중 수층별 다시마의 평균 엽장은 기장해역

의 0.5 m 수층에서 29.3-261.5 cm, 1 m 수층에서 

24.1-225.1 cm, 2 m 수층에서 25.0-241.7 cm, 3 m 수층에

서 20.5-249.1 cm로 나타나 0.5 m 수층에서 다시마의 

생장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완도해역에서는 0.5 
m 수층에서 51.4-435.7 cm, 1 m 수층에서 48.4-422.3 cm, 

2 m 수층에서 52.7-322.0 cm, 3 m 수층에서 55.5-421.7 
cm로 나타나 기장해역과 마찬가지로 0.5 m 수층에서 

가장 빠른 생장을 보였으며 시험양식해역별로는 완도

해역이 기장해역에 비해 다시마의 생장속도가 더 빠른 

경향을 보였다. 수온이 17℃ 이상으로 상승한 6월 이후

에는 2 m 수층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끝녹음이 빠르

게 진행되어 엽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Figure 5. Monthly variation of the blade length of Saccharina japonica at different depth on the each study site. Vertical 
bars are standard deviations.

기장해역에서의 평균 엽폭은 0.5 m 수층에서 3.9-21.3 
cm, 1 m 수층에서 3.4-18.5 cm, 2 m 수층에서 3.4-20.4 cm, 
3 m 수층에서 3.5-20.0 cm로 나타났고, 완도해역에서는 

0.5 m 수층에서 3.3-31.9 cm, 1 m 수층에서 3.4-32.8 cm, 

2 m 수층에서 3.6-24.6 cm, 3 m 수층에서 3.6-28.3 cm로 

나타나 엽장의 생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엽폭의 

생장 또한 완도해역이 기장해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Fig. 6).

Figure 6. Monthly variation of the blade width of Saccharina japonica at different depth on the each study site. Vertical 
bars are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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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 엽장의 일간생장을 보면 평균 엽장이 70 cm 
이하에서는 수층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월 

이후 다시마의 엽장이 1 m 이상으로 생장하면서 점차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각 수층별 일간 최대 생장

은 2-3월에 나타났으며 기장해역에서는 2.5-3.0 
cm/day, 완도해역에서는 3.5-4.4 cm/day로서 완도해역

이 기장해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초기 생장이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4월 이후에는 엽체의 끝녹음

으로 인하여 생장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시험양식을 수행한 수심 중 가장 깊은 3 m 
수층에서는 3월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이긴 하였지만 

4-5월에 걸쳐 계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Fig. 7).

Figure 7. Monthly variation of daily growth of the blade length of Saccharina japonica at different depth on the each 
study site.

다시마의 줄기부의 생장을 나타내는 평균 경장은 기장

해역의 0.5 m 수층에서 2.4-5.3 cm, 1 m 수층에서 2.2-5.5 
cm, 2 m 수층에서 2.2-5.9 cm, 3 m 수층에서 1.8-6.0 cm로 

나타났고 완도해역에서는 0.5 m 수층에서 2.5-5.2 cm, 1 
m 수층에서 2.5-5.9 cm, 2 m 수층에서 2.5-6.2 cm, 3 m 

수층에서 2.5-6.1 cm로 나타나 완도해역이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두 해역 모두 1월에서 2월까지의 유엽기 

1개월간 줄기부의 초기 생장은 0.5 m에서 가장 빨랐으며 

3월에 2-3 m 수층에서 최대의 생장을 보인 후 4월 이후 

양성 수심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8).

  

Figure 8. Monthly variation of the stipe length of Saccharina japonica at different depth on the each study site. 
Vertical bars are standard deviations.

다시마의 평균 엽중량을 보면 기장해역의 0.5 m 
수층에서 2.8-506.1 g, 1 m 수층에서 2.2-396.0 g, 2 
m 수층에서 2.0-537.7 g, 3 m 수층에서 1.8-468.6 g 
으로 나타났고 완도해역에서는 0.5 m 수층에서 

3.5-1,116.2 g, 1 m 수층에서 3.2-1,232.9 g, 2 m 수층에

서 3.9-766.0 g, 3 m 수층에서 4.1-851.1 g으로 나타나 

완도해역에서 양성된 다시마의 평균 엽중량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3 m 의 깊은 수층보다 

0.5-1 m 얕은 수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각 수층별 

최대의 엽중량은 0.5 m와 1 m 수층에서 6월, 2 m 
수층에서 7월, 3 m 수층에서 5월에 각각 나타났으며 

6월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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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onthly variation of the blade weight of Saccharina japonica at different depth on the each study site. 
Vertical bars are standard deviations.

다시마의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비대도는 기장해

역의 경우 7월에 0.5 m에서 103.5 mg/cm2, 1m에서 89.5 
mg/cm2, 2m에서 104.3 mg/cm2, 3m에서 108.3 mg/cm2,로 나

타났고 완도해역에서는 0.5 m 수층에서 121.8 mg/cm2, 1m수

층에서 105.4 mg/cm2, 2m수층에서 98.9 mg/cm2, 3m수층에

서 124.2 mg/cm2로 나타나 1년생 다시마의 경우 대부분 입

식 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품 가치 기준인 100 mg/cm2에 

달하였고, 완도해역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0).

  

Figure 10. Monthly variation of degree of blade thickness of Saccharina japonica at different depth on the each study site.

양성기간 동안의 클러스터당 다시마의 개체수의 변화는 

양성기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감소율

은 2-3월에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장해역이 완도

해역과 비교하여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1).

                   

Figure 11. Monthly variation of number of individuals of Saccharina japonica at different depth on the each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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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층에 따른 클러스터당 생체량의 변화를 보면 기

장해역의 0.5 m 수층에서 0.1-16.3 kg/cluster, 1 m 수층에

서 0.1-14.7 kg/cluster, 2 m 수층에서 0.1-17.8 kg/cluster, 
3 m 수층에서 0.1-15.6 kg/cluster로 나타났고, 완도해역

에서는 0.5 m 수층에서 0.1-16.4 kg/cluster, 1 m 수층에

서 0.1-24.3 kg/cluster, 2 m 수층에서 0.1-20.4 kg/cluster, 
3 m 수층에서 0.1-22.0 kg/cluster로 나타나 완도해역이 

기장해역에 비해 다시마의 생체량이 비교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장해역에서는 입식 후 0.5 m 
수층에서 빠른 생장을 보였으며 0.5-1 m 수층에서는 

6월에 생체량이 최대에 이른 후 감소한 반면 2 m 수층

에서는 7월에도 계속적인 증가를 보였고, 3 m 수층에

서는 6월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7월에 다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완도해역의 경우에는 5-6월에 

생체량이 최대에 달한 후 7월에는 모든 수층 조건에

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Fig. 12).

               

Figure 12. Monthly variation of the biomass of Saccharina japonica at different depth on the each study site.

고찰

우리나라의 해조류 양식은 15세기경 김양식으로

부터 시작된 이래 대상 종이 김에 한정되어 있었지

만 1960년대 이후 미역과 다시마의 양식이 행하여졌

고, 이후 톳, 모자반 등과 같은 식용해조류의 양식기

술이 개발되면서 양식 대상 종이 늘어나게 되었다

(Sohn, 1996; Kim, 2010). 다시마양식은 Chang and 
Geon (1970)이 1969년 울산 방어진연안에서 북해도

산 애기다시마(Saccharina religiosa)의 모조로부터 

생산된 종묘를 시험 양성한 것이 최초이며, 다시마

(S. japonica)는 Chang et al. (1973)에 의해 우리나라

에서 처음으로 양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강원도, 
남해안과 서해안해역에서 양식이 이루어지면서 전

국적으로 확대되었다(Baik and Pyen, 1973; Sohn, 
1996).
일반적으로 해조류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

온과 영양염으로 알려져 있다 (Sanbonsuga, 1984; 
Maita et al., 1991; Villares et al., 1999; Choi and Kim, 2002). 

영양염은 해조류의 생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서 주로 질소와 인이 많이 이용 되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이들 요소로 인하여 생장이 제한되기도 한다

(DeBoer, 1981; Lapointe, 1987; Maita et al., 1991; 
Lobban and Harrison, 1994). 우리나라의 동해 남부연

안은 연중 쿠로시오해류 의 지류인 동한난류의 영향

을 받음으로써 동계 에도 수온이 10℃ 이상으로 유지되고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광 투과율이 좋은 반면 영양염류가 풍

부하지 못한 특징이 있고 남해 서부연안은 동계에는 서해 

연안류의 영향으로 수온이 낮고 영양염류가 풍부하나 투명도

가 낮아 광 투과율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Kang et al. 
(2009)은 대형갈조류의 경우 체내 영양염 축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수 내 영양염 농도에 민감하지 않다

고 보고하였고, Hwang et al. (2011)은 육상에서 유입되

는 유,무기질로 인하여 대형 해조류가 서식하는 연안환경

에서는 영양염이 풍부하게 유지되므로 해조류의 생장을 

저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대형갈조의 경우 

체내의 영양염 저장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영양염

이 낮은 환경에 노출 되어도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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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만에

서의 해수 중 영양염의 함량이 일반적으로 기장해역

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조사한 달에 따라서는 완

도 해역에서 영양염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천해에 위치한 다시마 양식장에서 해수 중의 영양염 

함량은 전 양성 기간 동안 기장해역이 완도해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시마의 주 생장기 

동안에는 양식장내의 총질소(TN) 함량이 낮은 반면 6월 

이후 끝녹음이 심하여 생장이 둔화되면서 해수 중의 총

질소 함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Kitadai and 
Kadowaki (2003)는 냉수역인 홋카이도와 온수역인 

큐슈산 다시마의 질소 및 인의 함유량을 비교한 결과 

규슈산보다 생장이 빠른 홋카이도산에서 체내 영양염 함

유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 결과로 볼 때, 쿠로시

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기장해역이 서해연안류의 영향을 

받아 영양염이 풍부한 완도해역에 비해 해수중의 영양염

이 높게 나타난 것은 완도해역에서 양성중인 다시마의 빠

른 생장으로 인하여 영양염의 흡수속도가 빨라진 것과 완

도해역이 다시마 시설면적이 기장해역보다 넓어 양식 다

시마에 의한 영양염의 소비 총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로 생각된다. Kitadai and Kadowaki (2003)는 냉수역

(0-23℃)에서 양성된 다시마가 온수역(12-27℃)에서 양성

된 것보다 보다 빠른 생장의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다시마의 양성 시험에 관한 연구를 보면, 양성 기간 

동안의 최저 수온이 10℃ 이상으로 유지되는 동해 남부연

안에서 양성된 다시마의 평균 엽장은 199.8–230.8 cm, 평균 엽폭

은 13.0–14.8 cm, 엽중량은 188.1-393.6 g의 범위로 나타났

으며(Chang et al., 1973; Kang and Koh, 1999a). 수온 범위가 

6.0–22.1℃인 남해 서부연안에서 양성된 다시마의 평균 엽

장은 458.5 ㎝, 엽폭은 26.9 ㎝, 엽중량은 1,300.0 g (Kim, 
2002)으로 나타나 남해 서부연안에서 양성된 다시마가 동

해 남부연안에서 양성된 것과 비교하여 생장이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동해 남부연안에 위치한 

기장해역에서 양성된 다시마의 평균 엽장은 261.5±29.4 
cm, 엽폭은 21.3±4.0 cm, 엽중량은 537.7 g 으로 나타났고, 
남해 서부연안에 위치한 완도해역 에서는 평균 엽장이 

435.7±56.8 cm, 엽폭이 32.5±6.6 cm, 엽중량이 1,232.9 g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Matsuoka et al. (1991)은 아한대역인 일본 동북지방의 이와

테현 다로산 다시마 (S. japonica)를 수온 범위가 7-25℃인 

도쿠시마현 나루토해역에 이식하여 양성한 결과 평균 엽

장이 400.0 cm, 엽폭이 27.0 cm, 엽중량이 1,080.0 g으로 

나타나 남해 서부해안에서 생산된 다시마의 생장유형과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Lee et al. (2005)은 백령도산과 

완도산 다시마 종묘를 수온 범위가 12.9–23.5℃인 제주 연

안에 이식하여 양성시킨 결과 평균 엽장이 152.5–1860.6 ㎝, 엽폭

이 4.7–5.0 cm로 나타나 동해 남부연안에서의 생장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다시마의 양성 초기와 주 생장 기간 동안 

생육 수온범위 내에서 수온이 낮을수록 빠른 생장을 보인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장해역은 

해수 중의 영양염 함유량이 완도해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

으나, 다시마의 생장은 완도해역에서 더 빠른 것으로 나타

났고, 양성 기간 중 수온이 낮은 해역에서 보다 빠른 생장을 

보여 두 해역의 다시마 생장은 영양염보다는 수온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조류의 생장과정은 광합성의 반응과 밀접한 연

관성이 있다(Haroun et al., 1992). 또한 해조류는 광

포화점에 이르게 되면 광합성력이 약해지므로 생장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빛과 수온은 식물의 광합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빛의 세

기가 약한 때에는 수온이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나 

빛의 세기가 강한 때에는 일정 수온 범위 내에서 수

온의 상승과 함께 광합성률도 증가한다(Bae and 
Kim, 2003). 본 연구에서는 광량이 낮은 동계에 기장

해역에서는 수온이 15.1℃에서 12.4℃까지 감소하였

고 완도해역에서는 13.2℃에서 7.9℃까지 감소한 반

면 다시마의 일간생장은 계속적인 증가를 보였고 광

량이 증가하는 춘계에는 수온의 증가와 함께 생장의 

증가를 보였으며, 하계에는 최적생장 수온범위인 
16℃ 이상으로 수온이 상승함과 동시에 광량이 증가

함으로써 생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Bae and 
Kim (2003)이 보고한 식물의 생장에 대한 빛과 수온

과의 복합적 관계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해조류는 

생장함에 따라 엽두께가 비후해지면 광합성에 필요

한 빛의 투과율이 낮아져 광합성효율이 감소하기 때

문에 노성부에 비하여 신생부의 광합성량이 높게 나

타남으로 엽체의 최대 광합성량은 엽두께와 역의 상

관관계를 가진다(Haroun et al., 1992; Kang and Koh, 
1999b). 또한 0-1 m의 얕은 수심에서 생장하는 엽체

는 3 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 생장하는 엽체들과 

비교하여 포화조도는 더 낮지만 높은 빛에 적응되어 

포화조도에서 더 높은 광합성력을 가지고 낮은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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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광합성 효율이 더 높은 반면 빛이 약한 깊은 

수심에서 생장한 엽체는 광량이 증가하게 되면 일시

적인 광저해로 생장이 잠시 둔화된 후 다시 증가를 

보인다(Gerard, 1986). 두 해역에서는 2-3월에 생장률

이 최대에 이른 후 감소를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엽체의 두께가 얇은 어린 시기에는 빛의 투과율이 

높아 광포화도가 높은 반면 엽체가 생장함에 따라 

엽두께의 증가로 인하여 빛의 투과율이 감소함으로 

광포화율이 낮아져 생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3 m 수층의 경우 2월 최대의 생장한 후 3월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지만 4월-5월에는 생장률이 다

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Gerard (1986)의 보고

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빛이 약한 곳에서 생장한 

개체들은 빛에 민감하여 광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

면 일시적인 광저해를 받기 때문에 광순응으로 인하

여 일시적인 생장률의 둔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대형 갈조류에서는 생장에 따른 광합성력의 증

가가 선형적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길이와 중량에 

이르게 되면 증가율은 둔화되며, 다시마의 경우 엽

장이 100-150 cm 이상으로 되는 시기부터 광합성 및 

생장률이 다소 둔화된다(Hwang et al., 2011). 기장해

역에서 양성된 다시마의 생장은 2-3월 평균 엽장이 

98.0-151.9 cm의 범위에 이른 후 생장률이 감소하였

고 완도해역에서는 평균 엽장이 185.6-297.4 cm의 범

위에 이른 후 생장률이 둔화되었으며 두 해역 모두 

3 m 수층에서는 일시적인 감소는 있었지만 계속적

인 증가를 보임으로써 일정범위에 이른 후 감소하는 

생장 패턴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크기에 있

어서는 상이하게 나타나 다시마 엽체들의 생장률이 

감소되는 크기의 범위는 양성되는 해역 및 수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은 한정된 공간 내에서 밀도가 증가할수록 종

간, 종내 경쟁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밀도는 

생장에 영향을 미치며 밀도와 생장, 밀도와 생체량

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Harper, 1977; Sanbonsuga 
et al., 1987). 하지만 해조류는 밀도에 대한 반응이 

육상식물과 달라 대상 종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상관관계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Schiel, 1985; Kang 
and Koh, 1999c). Kim (2002)은 다시마의 양성밀도를 

10 cm, 30 cm, 60 cm 간격으로 삽식하여 양성한 결과 

10 cm 간격의 밀도에서는 생장이 부진하였으나, 그 

외 조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클러스터 

당 10-13 개체의 밀도로 솎음을 한 것이 오히려 생장

이 부진하였고 솎음없이 양성 하였을 때 엽폭과 비

대도는 낮았지만 엽장의 생장은 더 양호하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해역의 양성밀도와 엽장의 

생장, 생체량의 관계를 보면 2-3월의 엽장이 150 cm 
이하인 개체들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4
월 이후 수층별 엽장의 차이가 큰 폭으로 나타나면

서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완도해역의 

경우 밀도를 낮게 처리한 0.5 m 수층에서는 5월에 

엽장이 최대로 생장한 반면 생체량은 낮게 나타났

다. 동일시기에 3 m 수층에서는 0.5 m 수층의 엽장과 

유사한 길이로 생장하였고 생체량은 약 1.7배 이상

의 차이를 보이며 비솎음처리를 한 3 m 수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1 m 수층에서는 엽장의 길이가 다소 

작았지만 착생개체수가 많아 약 2배의 생체량을 보

여 솎음처리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장

해역의 경우 솎음처리를 하지 않음에도 양성초기에 

0.5m 수층에서 엽장의 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

시마의 양성밀도와 생장, 생체량과의 관계는 외부적

인 환경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밀도, 생
장, 생체량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선행 연구들(Harper, 1977; Schiel 1985; 
Sanbonsuga et al., 1987; Kang and Koh, 1999c)의 보고

와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상 종의 

크기, 생리적 특성 및 서식공간의 차이에 따라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Kang and Koh (1997)는 양질의 상품 생산을 목적

으로 한 다시마양식장에서는 엽체의 고른 성장을 위

해 착생밀도를 25–50개체/m 인 상태로 솎음을 해주

는 동시에 시기별로 양성 로프의 수심을 적절히 조

절하였을 때 20-30 ㎏/m의 다시마가 생산된다고 기

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솎음처리를 하였을 때 

Kang and Koh (1977)가 언급한 양식 생산량과 유사

한 값을 보인 반면 솎음처리를 하지 않은 곳에서는 

약 두 배 정도의 생산량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두 

해역 중 엽장의 생장 및 생체량에 있어서 완도해역

이 기장해역에 비해 빠른 생장을 보였다. 다시마는 

양성 초기에 생장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다시마의 대

량생산을 위한 적지로는 동계기간 동안 수온이 다소 

낮게 유지되며 영양염이 풍부한 남해 서부연안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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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시마 

양식장에서는 100 m 양성로프 1연 당 2-3 M/T의 다

시마가 생산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성 기간 

중 5월, 1 m 수층의 양성조건에서 24.3 kg/cluster으로 

가장 높은 생산량을 보였고 Kim (2002)의 연구에서

는 30 cm와 60 cm의 삽식 간격 조건에서 큰 생장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바이오매스 확보 

측면에서 길이 생장보다는 생체량이 우선되어야 하

므로 양성 시 수심을 1 m로 하여 삽식 간격을 1/2로 

줄일 경우 100 m 양성로프 1연 당 약 9.7톤의 생산이 

가능하므로 3배 이상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산술적 생산량은 외

부의 환경 요인들을 배제한 수치이므로 정확한 생산

량 산정을 위해서는 간격 별 양성 시험을 통한 추가

적인 자료의 확보와 다시마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및 해적생물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바이오매스 대량생산 기지로

서의 적지로서는 기장보다도 완도가 더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는 완도가 기장에 비해 영

양염류의 총량은 다소 낮게 나타났음에도 수층별 생

산성이 높았던 이유는 기장이 완도와 비교해 다시마

의 생산성을 좌우할 정도로 영양염류의 총량이 많지 

않았던 반면, 한해성 해조인 다시마의 생장을 좌우하

는 적수온기간이 완도에 비해 짧았던 점과 다시마의 

비후기인 춘기에 접어들면서 완도해역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갈패래, 진주담치, 이끼벌레, 히드

라 등의 착생 동, 식물이 다시마의 엽면과 다시마 양

성용 로프에 대량으로 착생한 후 성장하면서 다시마

의 부착공간을 점유하며 경쟁식물로서 생장에 영향

을 미친 점 등 환경과 경쟁생물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바이오매스 원료확보를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적

지는 기장보다 완도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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