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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반속(Sargassum C. Agardh 1820)은 갈조강(Phaeo-

phyceae) 모자반목(Fucales) 모자반과(Sargassaceae)에 속하

는 형갈조류로서 주로 온 역의 태평양 서안, 인도양, 그

리고 호주 연안에 널리 분포하며, 400여 종을 포함하는 매우

큰 분류군이다. 이 속은 Agardh(1889)에 의해 잎의 형태를

식별형질로 하여 5개의 아속(subgenus Phyllotricha,

Schizophycus, Bactrophycus, Arthrophycus, Eusargassum)이 설정

된 후 많은 연구자들이 형태적 특징과 아속 이하의 분류계급

(section, subsection, series)에 하여 논의하 다(Grunow

1915, 1916; Setchell 1933, 1936; Womersley 1954). 이들 아

속 중 한국산 모자반속 식물 부분이 속한 Bactrophycus J.

Agardh는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부아시아 주변 해역에만

분포하고 있으며, 조하 에서 해중림을 형성하여 생태학적

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Tseng et al. 1985).

Bactrophycus아속에 한 분류학적 연구는 일본과 중국의 학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Yendo 1907; Okamura 1916;

1936; Yoshida 1983; Setchell 1933; Tseng and Chang 1954a,

b; Tseng and Lu 1978; Tseng et al. 1985). Yoshida(1983)는 일

본에 분포하는 Bactrophycus아속 식물 28종을 기재하고 분포

를 밝히면서 본 아속을 4개의 절(Sargassum sect. Spongocar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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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ützing) Yoshida, sect. Repentia Yoshida)로 나누었다. 이후,

Tseng et al.(1985)과 Tseng(1985)은 Bactrophycus아속 식물 35

종을 정리하면서, Sargassum sect. Phyllocystae를 추가하 으

나, 이 절은 Stiger et al.(2000)이 rDNA의 ITS2의 염기서열 비

교를 근거로 subgen. Sargassum으로 옮겼다. Stiger et al.(2003)

은 동일한 염기서열 비교를 근거로 모자반속의 근연속

Hizikia를 sect. Hizikia로 분류학적 처리하 으므로 현재

Bactrophycus아속에는 5개의 절이 있다.

한국산 모자반속 식물은 외국 연구자들에 의해 단편적인

지리 분포에 관하여 보고된 이후(Cotton 1906; Okamura

1913, 1915a, 1915b, 1916, 1917, 1936), Kang(1966)에 의해

15종 4아종의 분포가 밝혀졌고, 이(1974)와 유(1976)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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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 species of Sargassum subgenus Bactrophycus section Teretia were collected from the coasts of Korea: S.
confusum C. Agardh, S. pallidum (Turner) C. Agardh, S. muticum (Yendo) Fensholt, S. thunbergii (Mertens ex Roth)
Kuntze, S. fulvellum (Turner) C. Agardh, S. hemiphyllum (Turner) C. Agardh, S. nipponicum Yendo, and S. miyabei
Yendo. These species were investigated on morphological variations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in Korea. The
valuable taxonomic characters between similar species of this section were discusse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ickness of leaves, types of holdfasts, shape of leaves and vesicle, and length of rhiz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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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학적인 검토가 수행되었다. 이와 강(1986)은 한국산 모

자반속 식물 22종 2품종의 24개 분류군 목록을 보고하 고,

Lee and Yoo(1992)는 Yoshida(1983)와 Tseng et al. (1985)의

연구를 토 로 한국산 식물에 적용되던 학명들 중 다수를 재

검토하여 모자반속 Bactrophycus아속에 속한 21종에 하여

분류학적 재검토를 수행하 다. 본 연구는 Bactrophycus아속

의 5개 절 중에서 조간 해조군집에서 중요종으로 우점하는

Teretia절에 속한 8종을 상으로 형태적 특징을 기재하고 지

리적 분포를 밝혔다.

재료와 방법

본 연구는 1994년 4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우리나라 동,

서,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채집된 식물체들과 서울 학교 표

본관(SNU)과 배재 학교, 충남 학교, 청주 학교 생물학

과 표본실에 소장된 건조표본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야외

재료는 조간 의 경우 간조시에, 조하 의 경우 SCUBA

Diving을 이용하여 채집하 다. 채집된 재료는 5% 포르말린

해수로 고정하여 동정한 후 건조표본으로 제작하여 서울

학교 표본관(SNU)에 소장하 다.

결과와 고찰

Section Teretia Yoshida 1983: 124

LT: S. confusum C. Agardh

줄기는 직립하고, 중심가지보다 항상 짧으며, 중심가지는

각이 지고, 생식기탁은 원주상이다.

Sargassum microceratium (Turner) C. Agardh 1820: 35.

C. Agardh 1824 p. 306: J. Agardh 1848 p. 295; 1896 p. 59: De

Toni 1895 p. 114: Grunow 1915 p. 352: Okamura 1936 p. 322:

Yoshida 1983 p. 127: Yoshida 1983 p. 125.

Fucus microceratius Turner 1809 p. 152, pl. 130: C. Agardh 1815

p. 45: Mertens 1828 p. 11. Lectotype: BM “e japonia, Horner”

Myagropsis microceratia (Turner) Kützing 1849 p. 635; 1860 p.

33, pl. 94, f. 1.

이 종은 본 연구에서 채집되지 않았으나, Yoshida(1983)가

홋카이도 학교 표본관(SAP)에 한국산 표본(Genzan, Sept.

5, 1934, leg. Nishioka, SAP 043904)이 있음을 밝혀 국내 분포

가 확인되었다(Lee and Yoo 1992).

Sargassum confusum C. Agardh 1824: 301.

(Text-Fig. 1)

J. Agardh 1848 p. 294; 1896 p. 60: Kützing 1849 p. 610: Yendo

1907 p. 106, pl. 14, f. 1-12: Okamura 1916 p. 201; 1936 p. 335:

Segawa 1956 p. 50, pl. 29, No. 223: Yoo 1976 p. 85: Yoshida 1983

p. 128: Lee and Kang 1986 p. 318. Lectotype: LD (Herb. Agardh

No. 3230 “e japonia, Tilesius”)

Sargassum expansum J. Agardh 1896 p. 60 (non O. Kuntze

1880). 

Sargassum validum J. Agardh 1896 p. 59. 

Sargassum confusum f. validum (J. Agardh) Yendo 1905 p. 160;

1907 p. 108, pl. 14, f. 8-12. Okamura 1916 p. 202; 1936 p. 335.

Sargassum confusum var. papillata Grunow 1915 p. 354.

Sargassum fulvellum sensu Yendo 1907 p. 92, pl. 13, f. 18-20.

국명: 알쏭이모자반

엽체는 반상근에서 단독 직립하여 0.5-2 m까지 자란다. 줄

기는 원주상이고, 중심가지는 동일 횡단면 상에 호생한다.

측지는 호생한다. 하부 잎은 장타원형, 피침형, 도란형이고,

전연 또는 잔잔한 거치를 연변에 형성하며, 중륵이 정단까지

매몰되어 있다. 상부 잎은 피침형이고, 모총이 산재하며, 중

륵이 뚜렷하지 않다. 기낭은 난형, 타원형이고, 정단부가 둥

거나 돌기를 낸다. 자성 생식기탁은 짧은 피침상이고, 황

적색이며, 웅성 생식기탁은 원주상이고, 끝이 뾰족하며, 황

갈색이다.

관찰표본: 동해안: 속초시 금정, 30 Apr. 1999,

OAK0617,8, 26 Nov. 1993, OAK0641; 주문진 소돌, 16 Aug.

1994, OAK0642, 3, 강릉시 정동진, 28 Mar. 1970, LIK3220;

강릉시 안인, 21 Oct. 1993, OAK0208-10, 11 Jan. 1995,

OAK0215-20, 30 Apr. 1999, OAK0619-20, 30 Apr. 1999,

OAK0620; 동해시 어달, 23 Sep. 1994, OAK0067-85, 26 Nov.

1993, OAK0086-100, 23 Sep. 1994, OAK0102-17, 10 Jul.

1997, OAK0136-52, 1 Mar. 1997, OAK0175-95, 5 Mar. 1994,

OAK0196-207. 서해안: 덕적도 진리, 14 Dec. 1969, LIK2552-

4; 소초치도, 16 Apr. 1980, LIK3050; 십이동파도, 30 Jun.

1995, OAK0118-35, 22 Jul. 1994, OAK0211-14, 30 Jun. 1995,

OAK0644,5. 제주도: 상추자, 24 Jan. 1997, OAK0010-16, 24

Jan. 1997, OAK0153-5; 제주시 용담동, 23 Apr. 1974,

LIK3235; 성산포, 24 Apr. 1974, LIK3148, LIK3154, LIK3157,

LIK3171, 3172, LIK3175, LIK3182, LIK3187, 22 Jan. 1997,

OAK0167-70, 22 Jan. 1997, OAK0174, 10 Dec. 1994,

OAK0221-44, 1 Apr. 1999, OAK0728; 제주, 1 Apr. 1999,

OAK0658.

본 종은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흔하게 나온다. 동해안, 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조간 하부와 조하 상부에서 채집

되었으며, 서해안에서는 조하 에서만 채집되었다. 동해안

에서는 조간 에 여러 개체가 군락을 이루어 생육하 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조하 에 한 개체씩 자라고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5월에서 7월에 채집된 개체들이 생식기탁을 형성

하고 있어 초여름을 전후하여 성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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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체는 반상근에서 단독 직립하여 0.5-2 m까지 자란다. 줄

기는 원주상이고, 길이 5-10 cm, 직경 5-8 mm이며, 중심가

지는 동일 횡단면 상에 호생한다. 중심가지는 원주상이고,

직경 2-2.5 mm이며,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18-29

µm, 폭 7-10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방사상으로 신

장된 타원형으로 장경 25-50 µm, 단경 20-30 µm이고, 종단면

에서 길이 85-150 µm이다. 측지는 호생한다. 잎은 하부에서

장타원형, 피침형, 도란형이고, 전연 또는 잔잔한 거치를 연

변에 내며, 중륵이 정단까지 매몰되어 있다. 상부의 잎은 피

침형이고, 모총이 산재하며, 중륵은 뚜렷하지 않다. 잎은 길

이 3-10 cm, 폭 1.5-3.5 cm이고, 두께는 400-580 µm이며, 표

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20-25 µm, 폭 9-10 µm이고, 수층

세포는 횡단면에서 표피세포의 층을 따라 신장된 타원형으

로 장경 110-190 µm, 단경 25-48 µm이며, 종단면에서 길이는

85-130 µm이다. 기낭은 난형, 타원형이고, 정단부가 둥 거

나 돌기를 낸다. 기낭의 크기는 생활사의 단계나 지역에 따

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어린 개체나 측지를 많이 내지 않는

개체는 1 cm 이상의 큰 기낭을 가지나, 중심가지와 측지가

잘 발달한 개체에서는 3-5 mm 크기의 기낭을 가지며, 상부

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동해안의 조간 에서 채집된 개

체에서는 돌기가 있는 기낭을 자주 볼 수 있으나, 제주도와

남해안의 조하 에서 채집된 개체들은 돌기가 없는 도란형

Oak & Lee: Taxonomy of Sargassum section Teretia 79

B C

D E

F G H

A

Fig. 1. Sargassum confusum C. Agardh. A, Plant collected from Seongsanpo, Cheju Island (IKL3177); B, Main branch with spines; C,
Shape of leaves; D, Young plants; E, Male receptacles; F, Transverse section of branch; G, Transverse section of female receptacle;
H, Male conceptacle. Scale bars: B, C, E, 1 cm; F, 500 µm; G, 200 µm; H, 100 µm.



의 기낭만을 가지고 있었다. 

자성 생식기탁은 짧은 피침상이고, 황적색이며, 길이 2.5-

8.0 mm, 직경 0.9-2.1 mm이다. 자성 생식소는 횡단면에서

7-10개가 형성되고, 중심을 향해 타원형이며, 길이 250-380

µm, 폭 350-410 µm이다. 장란기는 자성 생식소 안에 2-5개

가 형성되고, 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길이 120-150 µm, 폭

80-95 µm이다. 웅성 생식기탁은 길이 1.5-2.5 cm, 직경 1.5

mm로 자성 생식기탁보다 좁고 길었다. 웅성 생식소는 횡단

면에서 14-15개가 형성되고, 중심을 향해 긴 타원형 또는 도

란형이고, 길이 350-400 µm, 폭 160-230 µm이다. 장정기는

타원형 또는 도란형으로 길이 20-25 µm, 폭 7-12 µm이다.

본 종은 근연종인 S. pallidum보다 잎이 두껍고, 거치가 적

은 특징과 구형에 가깝고 큰 기낭의 형태에서 구별된다. 그

러나 이러한 양체적 형질은 많은 변이를 보여 다양한 중간

변이체가 채집된다(Lee and Yoo 1992). 본 연구에서 한국산

S. confusum과 S. pallidum의 두 종을 상으로 수리분석한 결

과, 분석 상 개체군 중 일부만이 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 confusum은 동해안과 제주도의 여러 지

역에서 채집되었으나, S. pallidum은 이전에 보고되었던 동해

안과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만 채집되어, 좁은 지역에 국한

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지금까지 알려졌

던 잎의 거치유무나 기낭의 크기, 중심가지 표면의 가시의

발달 정도가 두 종의 식별에 유용한 형질임을 알 수 있었다.

Sargassum pallidum (Turner) C. Agardh 1820: 39.

(Text-Fig. 2)

Grunow 1915 p. 350: Setchell 1933a p. 207, pl. 43-44 (excl.

synonym): Yoshida 1983 p. 134.

Fucus pallidus Turner 1808 p. 149, pl. 67.

Halochloa pallida (Turner) Kützing 1849 p. 634; 1860 p. 33, pl.

94, f. 2.

국명: 큰잎알쏭이모자반

엽체는 반상근에서 단독 직립하여 0.5-1 m까지 자란다. 줄

기는 원주상이고, 길이 10-12 cm, 직경 3-5 mm이며, 중심가

지는 동일 횡단면 상에 호생한다. 측지는 호생한다. 하부 잎

은 장타원형, 피침형, 도란형이고, 잔잔한 거치를 연변에 형

성하며, 중륵이 상부까지 매몰되어 있다. 상부 잎은 피침형

이고, 중륵이 뚜렷하지 않다. 모총은 산재한다. 기낭은 구형,

타원형이고, 정단부가 둥 고, 드물게 돌기를 낸다.

관찰표본: 남해안: 거제도 능포, 25 Aug. 1998, OAK0568,

9. 제주도: 성산, 10 Dec. 1994, OAK0227-9 고산, 11 Aug.

1979, LIK3104.

본 종은 근연종인 S. confusum과 분류학적 기재에 의해 구

별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S. confusum f. valida으로 동정되었

다(Lee and Yoo 1992). S. confusum이 조간 하부와 조하

상부에서 자주 채집되는데 반하여, 본 종은 조하 에 주로

생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oshida 1983). 본 연구에서

관찰된 표본들은 4월과 8월에 채집된 것들이었으나, 생식기

탁을 형성한 개체를 볼 수 없었다. 엽체의 형질 중 생식기탁

의 특징은 Yoshida(1983)를 참조하 다.

엽체는 반상근에서 단독 직립하여 0.5-1 m까지 자란다. 줄

기는 원주상이고, 길이 10-12 cm, 직경 3-5 mm이며, 중심가

지는 동일 횡단면 상에 호생한다. 중심가지는 원주상이고,

직경 2.6-3.0 mm이며,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15-21

µm, 폭 8-10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방사상으로 신

장된 타원형으로 장경 25-35 µm, 단경 20-35 µm, 종단면에서

길이는 70-95 µm이다. 중심가지는 드물게 호생으로 측지를

낸다. 하부 잎은 장타원형, 피침형, 도란형이고, 잔잔한 거치

를 연변에 내며, 중륵은 상부까지 매몰되어 있고, 길이 5-10

cm, 폭 2.5-4.0 cm이며, 두께는 150-230 µm이다. 하부 잎의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6-12 µm, 폭 8-14 µm이고, 수층

세포는 횡단면에서 표피세포층을 따라 신장된 타원형으로

장경 80-100 µm, 단경 17-22 µm이며, 길이 65-80 µm이다. 상

부 잎은 피침형이고, 중륵이 뚜렷하지 않다. 모총은 산재한

다. 기낭은 구형 또는 타원형이고, 정단부가 둥 고 드물게

돌기를 낸다. 본 종은 기준표본과 도해에 따르면 전형적인

구형의 기낭과 원주상의 생식기탁을 갖고 있다(Yoshida

1983).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찰된 표본들에서는 타원형과

도란형의 기낭을 갖는 개체들도 다수 관찰되었다. 본 종의

생식체는 본 연구에서 관찰할 수 없었다. 

본 종의 국내분포는 Lee and Yoo(1993)가 처음으로 보고하

다. 이들은 1989년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에서

개최된“유용 해조의 분류학”웍샵에서 그간 국내 각지에서

채집된 표본들을 비교검토한 후, 한국산 식물은 Yoshida

(1983)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표본들보다 잎이 다소 두껍

고, 서해안의 선유도에서 채집된 종이 Yoshida의 표본과 가

장 유사함을 지적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유도와 가까운 서

해안의 십이동파도와 왕등도에서 근연종인 S. confusum만을

채집할 수 있었다. 이들 표본은 거치가 많이 발달된 잎이 본

종의 특징과 유사하 으나, 측지를 많이 내고, 상부에 크기

가 작은 기낭을 많이 가지며, 거치연의 잎을 드물게 내는 점

에서 S. confusum으로 동정하 다. 이와 함께 Yoshida 교수로

부터 기증받은 일본산 표본을 조사한 결과, 잎이 얇고, 거치

가 없는 작은 잎을 많이 내는 개체의 경우, 강릉 안인에서 채

집된 S. confusum의 어린 개체와 유사하 으나, 하부 잎의 모

양에서 서로 차이를 보 다. 

Sargassum muticum (Yendo) Fensholt 1955: 313

(Text-Fig. 3)

Yoshida 1978a p. 122, f. 4: Yoshida 1983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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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gassum kjellmanianum f. muticum Yendo 1907 p. 104:

Okamura 1916 p. 203; 1936 p. 340. Lectotype: TI “Itsumo, Prov.

Kii, April 1902”

Sargassum kjellmaninum sensu Okamura (pro parte) 1924 p.

45, pl. 212, f. 2; 1936 p. 340: Segawa 1956 p. 51, pl. 30, No. 226

국명: 경단구슬모자반(신칭)

엽체는 소반상근에서 단독 직립하고, 0.3-1 m까지 자란다.

줄기는 짧고, 여러 개의 중심가지를 낸다. 중심가지는 측지

를 호생한다. 잎은 주걱형, 장타원형, 쐐기 모양이고, 전연

또는 거치를 형성하며, 엽병이 짧다. 기낭은 구형 또는 도란

형이고, 둥 거나 짧은 돌기를 갖는다. 생식기탁은 자웅동주

이고, 원주상이며, 정단부가 끝이 뾰족하고, 소지에 호생한

다. 

관찰표본: 동해안: 주문진 소돌, 30 Apr. 1999, OAK0633,

OAK0635, 6; 강릉시 안인, 11 Jan. 1995, OAK0288-302,

OAK0497, 8; 동해시 어달, 10 Jul. 1997, OAK0037,

OAK0040, 1, 5 Mar. 1994, OAK0200; 구룡포, 16 Nov. 1997,

OAK0303, 4; 울산시 방어진, 16 Nov. 1997, OAK0313-6; 울

산시 정자, 16 Nov. 1997, OAK0305-12; 부산시 기장, 20

Mar. 1974, LIK3043-5. 서해안: 흥도 석섬, 5 Jan. 1995,

OAK0455, OAK0500-7. 남해안: 완도 정도리, 12 Jan. 1994,

OAK0495; 여수 난초도, 21 May 1974, LIK3010-13,

LIK3015-7. 제주도: 성산, 26 Dec. 1994, OAK0499, 10 Dec.

1994, OAK0508-15; 신산리, 11 Feb. 1999, OAK0681. 

본 종은 국내 전 연안에 분포하고, 특히 파도의 향이 없

는 내만의 조간 하부에 우점한다. 본 연구에서는 7월에 채

집된 개체에서 자웅동주인 생식기탁을 형성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엽체는 소반상근에서 단독 직립하고, 크기 0.3-1 m이다.

줄기는 짧고, 여러 개의 중심가지를 낸다. 중심가지는 원주

상이거나 다소 편압되고, 직경 1.5-2.0 mm이다.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25-30 µm, 폭 10-12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

단면에서 수직으로 신장된 타원형으로 장경 20-55 µm, 단경

18-20 µm이며, 종단면에서 길이 110-135 µm이다. 본 종은 생

육환경과 지역에 따라 측지의 발달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조간 하부에서 자라는 개체는 측지의 수가 적고, 조하 에

Oak & Lee: Taxonomy of Sargassum section Teretia 81

B

C

A

Fig. 2. Sargassum pallidum (Turner) C. Agardh. A, Plants collected from Seongsanpo, Cheju Island; B, Shape of vesicles and leaves
(IKL3241); C, Cryptostomata in transverse section of leaf. Scale bars: B, 1 cm; C, 100 µm.



서 자라는 개체는 호생으로 측지를 계속 낸다. 잎은 주걱 모

양, 장타원형, 쐐기 모양이고, 전연 또는 거치가 있으며, 길

이 1-1.5 cm, 폭 2-4 mm이고, 두께 200-250 µm이며, 엽병이

짧다.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25-32 µm, 폭 8-15 µm이

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표피세포층을 따라 신장된 타원

형으로 장경 25-60 µm, 단경 40-95 µm이며, 길이 70-100 µm

이다. 기낭은 구형 또는 도란형이고, 둥 거나 짧은 돌기를

갖는다. 

본 종은 자웅동주이다. 생식기탁은 원주상이고, 길이 1-

1.5 cm, 직경 1.0-1.2 mm이다. 자성, 웅성 생식소는 하나의

생식기탁에 함께 발달하고, 장란기와 장정기가 동일한 생식

소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생식소는 횡단면에서 6-8개가 형성

되고, 중심을 향해 타원형 또는 도란형으로 길이 280-320

µm, 폭 240-260 µm이다. 장란기는 자성 생식소 안에 5-7개

가 형성되거나, 생식소 안에 장정기와 함께 발달하는 경우에

는 1-3개가 형성되고, 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길이 130-150

µm, 폭 80-110 µm이다. 장정기는 타원형 또는 도란형으로

길이 21-28 µm, 폭 9-15 µm이다. 

본 종은 국내와 일본에서 S. kjellmanianum Yendo (1907)로

알려져 왔으나, Yoshida(1978, 1983)에 의하여 S. muticum임

이 확인되었다. Lee and Yoo(1992)는 국내에서 채집된 표본

들을 재조사하고 종래 S. kjellmanianum으로 알려졌던 식물은

본 종임을 확인하 다.

Sargassum thunbergii (Mertens ex Roth ) Kuntze 1893: 427

(Text-Fig. 4)

Yendo 1907 p. 114, pl. 15, f. 5: Okamura 1916 p. 203; 1923 p. 6,

pl. 203; 1936 p. 337: Setchell 1933 p. 43, pl. 16, pl. 17, f. 1-10:

Segawa 1956 p. 51, pl. 30 No. 255: Yoshida 1983 p. 142.

Fucus thunbergii Mertens ex Roth 1806 p. 104, pl. 3 (α simplex, β
racemosa). Lectotype: Roth 1806 pl. 3 “e Chinae et Japoniae

maribus attulit Ill. Thunberg”

Turbinaria thunbergii (Mertens ex Roth) Yendo 1905 p. 153

Sargassum swartzianum Yendo 1907 p. 114: Okamura 1916 p.

204.

Sargassum thunbergii f. nipponicum Yendo 1907 p. 115, pl. 1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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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argassum muticum (Yendo) Fensholt. A, Plant collected from Yangpo (OAK0286); B, Plant collected from Gijang; C, Shape of
leaves and vesicles (OAK0286); D, Transverse section of branch, E, Transverse section of leaf. F, Female and male conceptacles.
Scale bars: B, 5 cm; C, 1 cm; D, 500 µm; E, F, 100 µm.



5: Okamura 1916 p. 204; 1923 p. 8, pl. 203, f. 5. Holotype: TI

“Tachimachi, Hakodate, July 27, 1899” (Yoshida 1980 p. 104, pl.

5, f. 10)

Sargassum thunbergii f. latifolium Yendo 1907 p. 115. Okamura

1916 p. 204; 1923 p. 8, pl. 203, f. 3. Holotype: TI “Tsugaru Strait,

April 1903” (Yoshida 1980 p. 103, pl. 5, f. 9).

Sargassum thunbergii f. swartzii (C. Agardh) Okamura 1923 p.

8.

Sargassum thunbergii f. swartzianum (Yendo) Okamura 1923 p.

8, pl. 203, f. 2; 1936 p. 338.

국명: 지충이

엽체는 반상근에서 단독 직립하고, 길이 0.3-1 m이다. 줄

기는 짧고, 원주상이며, 단독 또는 분지하고, 여러 개의 중심

가지를 형성한다. 중심가지는 길이로 홈이 있고, 측지를 불

규칙하게 낸다. 잎은 뭉쳐나서 측지의 전 표면을 덮고, 기부

가까이에서 비늘잎을 내고, 전연이며, 상부로 가면서 사상,

주걱형이고, 전연이다. 모총이 산재한다. 기낭은 방추형이

고, 측지 상부에 많이 형성된다. 생식기탁은 원주상이고 끝

이 뾰족하다. 생체는 흑갈색이고, 건조하면 검게 변한다. 

관찰표본: 동해안: 공현진, 20 Sep. 1997, OAK0321-27; 속

초시 금정, 30 Apr. 1999, OAK0614, 5; 주문진 소돌, 30

Apr. 1999, OAK0632, 16 Aug. 1994, OAK0535-49; 강릉시

안인, 30 Apr. 1999, OAK0624, 5; 동해시 어달, 10 Jul. 1997,

OAK0034, OAK0038, 9, OAK0044; 방어진, 16 Nov. 1997,

OAK0328. 서해안: 덕적도 서남단, 31 Jul. 1969, LIK2635. 남

해안: 부산, 3 Jan. 1970, LIK7002-5; 여수 난초도, 21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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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argassum thunbergii (Mertens ex Roth) Kuntze. A, Plant collected from Seongsanpo, Cheju Island (OAK0318); B, Middle part
of plant (OAK0318); C, Shape of holdfast (OAK0318); D, Plant collected from Wando Island (OAK0529); E, Transverse section of
branch; F, Transverse section of female receptacle. Scale bars: B, C, 1 cm; D, 5 cm; E, 500 µm; F, 200 µm.



1974, LIK3004, LIK3007-9, LIK3018; 금오도 학동, 18 Jul.

1997, OAK0060, 1; 상추자, 24 Jan. 1997, OAK0001-4; 완도

정도리, 12 Jan. 1994, OAK0519-34. 제주도: 고산, 11 Aug.

1979, LIK3103; 성산, 22 Jan. 1997, OAK0161, 2, 10 Dec.

1994, OAK0317-20, OAK0357, 26 Dec. 1994, OAK0550-53,

OAK0570; 법환리, 30 Oct. 1970, 3038, 25 Apr. 1974,

LIK3194, 5. 

본 종은 우리나라 전 연안의 조간 에서 우점하는 표적

인 모자반속 식물이다. 생식기탁을 갖는 개체들이 5월에서 7

월에 걸쳐 채집되었다. 

엽체는 반상근에서 단독 직립하고, 길이 0.3-1.0 m이다.

줄기는 짧고, 원주상이며, 단독 또는 분지하고, 여러 개의 중

심가지를 형성한다. 중심가지는 직경 1.5-2.5 mm이고, 길이

로 홈이 있으며, 측지를 불규칙하게 낸다. 중심가지의 표피

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12-22 µm, 폭 8-12 µm이고, 수층세

포는 횡단면에서 수직으로 신장된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장

경 25-45 µm, 단경 24-45 µm이고, 종단시 길이 60-145 µm이

다. 잎은 전연이고, 기부 가까이에서 비늘모양이며, 상부로

가면서 사상, 주걱형이며, 길이 0.5-1.0 cm, 폭 2.0-3.5 mm

이다.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11-20 µm, 폭 8-12 µm이

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표피세포의 층을 따라 신장된 타

원형으로 장경 50-70 µm, 단경 45-85 µm이며, 종단면에서 길

이는 75-130 µm이다. 기낭은 방추형이고, 측지 상부에 많이

형성된다. 

생식기탁은 원주상이고 끝이 뾰족하다. 자성 생식기탁은

길이 1.0-1.5 cm, 직경 0.9-1.2 mm이고, 자성 생식소는 횡단

면에서 9-12개가 형성되며, 중심을 향해 타원형이고, 길이

200-250 µm, 폭 150-200 µm이다. 장란기는 자성 생식소 안에

5-7개가 형성되고, 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길이 110-130 µm,

폭 70-90 µm이다. 생체는 흑갈색이고, 건조하면 검게 변한

다.

본 종은 생활사의 단계와 생육지, 지역 개체군에 따라 체

형이나, 그 밖의 여러 형질에서 많은 변이를 보인다. 특히 파

도의 향을 많이 받는 조간 에서는 잎과 기낭이 촘촘히 형

성되지만, 조수 웅덩이나 파도의 향이 덜한 내만에서는 잎

이 성기게 나고, 기낭의 돌기가 길어져서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Yendo(1907)는 본

종을 f. typica, f. latifolia, f. nipponica의 세 가지 형으로 나누었

고, Okamura(1936)는 f. swartzianum를 추가하 다. 본 연구

에서 조사된 표본들에서도 이러한 형태들이 관찰되었으나,

동일 지역에서 중간 단계의 변이체와 본 종의 전형적인 모습

을 보이는 개체도 채집되어, 종 이하의 분류군보다는 종내

변이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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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rgassum fulvellum (Turner) C. Agardh. A, Plant collected from Sinsan, Cheju Island; B, Shape of vesicles and leaves; C,
Cluster of vesicles; D, Male receptacles and vesicles; E, Transverse section of branch; F, Transverse section of leaf; G, Transverse
section of male receptacle. Scale bars: A, 3 cm; B, 2 cm; C, D, 1 cm; E, 500 µm; F, G, 100 µm.



Sargassum fulvellum (Turner) C. Agardh 1820: 34. 

(Text-Fig. 6)

C. Agardh 1824 p. 306: J. Agardh 1848 p. 293; 1889 p. 61:

Grunow 1915 p. 349: Segawa 1956 p. 50, pl. 29, No. 224: Yoshida

1983 p. 148

Fucus fulvellus Turner 1808 p. 148, pl. 66. Holotype: BM (K) “e

mari Coreano, Horner”

Spongocarpus fulvellus (Turner) Kützing 1849 p. 632; 1860 p. 31,

pl. 90, f. 1.

Sargassum enerve C. Agardh 1820 p. 17; 1824 p. 299: J. Agardh

1848 p. 294; 1889 p. 61; 1896 p. 55: Kützing 1849 p. 610; 1861 p. 4,

pl. 13, f. 1: De Toni 1895 p. 25: Yendo 1907 p. 96, pl. 13, f. 1-6:

Grunow 1915 p. 350: Okamura 1916 p. 202; 1924 p. 29, pl. 209;

1936 p. 335. Lectotype: LD (Herb. Agardh No. 2976 “e mari

Coreano, Tilesius”)

국명: 참모자반

엽체는 수지상의 가반상근에서 단독 직립하며, 길이 1-2

m이다. 줄기는 짧고, 여러 개의 중심가지를 낸다. 중심가지

는 세로로 홈이 여러 개 있고, 다소 꼬이며, 탈락한 잎의 남

은 흔적인 넓적한 돌기를 갖는다. 하부의 잎은 아랫쪽을 향

하고, 장타원형 또는 피침상이며, 거치가 있다. 상부의 잎은

윗쪽을 향하고, 거치가 있으며, 중륵이 뚜렷하지 않다. 기낭

은 타원형, 방추형이고, 짧은 돌기를 형성하며, 드물게 관엽

을 갖는다. 생식기탁은 원주상이고, 끝이 뾰족하며, 웅성 생

식기탁은 자성 생식기탁보다 길다. 생체는 암갈색이며 건조

하면 검게 변한다.

관찰표본: 동해안: 울릉도 태하, 15 Aug. 1995, OAK0481,

2; 양포, 16 Nov. 1997, OAK0285-7. 서해안: 흥도 석섬, 5

Dec. 1994, OAK0283, 4. 제주도: 제주시 용담동, 23 Apr.

1974, LIK3233; 고산, 11 Aug. 1979, LIK3091; 서귀포, 1

May 1972, LIK3183; 성산포, 24 Apr. 1974, LIK3128,

LIK3164, LIK3187, LIK3189, 31 Aug. 1996, OAK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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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argassum hemiphyllum (Turner) C. Agardh. A, Plant collected from Yangpo(OAK0330); B, Plant collected from Seongsanpo,
Cheju Island (IKL3161); C, Shape of leaves (IKL3065); D, Leaves with dentation from Cheju Island; E, Shape of holdfasts; F,
Transverse section of branch; G, Transverse section of female receptacle. Scale bars: B. 5 cm; C, D, E, 1 cm; F, 500 µm; G, 100 µm.



OAK0601, OAK0647; 귀덕2리, 9 Feb. 1999, OAK0672,

OAK0676, OAK0696; 우도, 10 Feb. 1999, OAK0724, 5; 제

주, 1 Apr. 1999, OAK0660. 

본 종은 식용으로 쓰이는 표적인 모자반 종으로, 종소명

은 fulvus, 적색을 띤 황색이라는 뜻이다. 본 종은 조하 상

부에 주로 분포하며 본 연구 재료는 제주도와 동해안에서 주

로 채집되었다. 

엽체는 수지상의 가반상근에서 단독 직립하며, 길이 1-2

m이다. 가반상근에서 발달한 가근이 분지하기도 하지만, 곧

유합된다. 줄기는 짧고, 여러 개의 중심가지를 낸다. 중심가

지는 원주상이고, 직경 3-5 mm이며, 세로로 홈이 여러 개 있

고, 다소 꼬이며, 탈락한 잎의 남은 흔적인 넓적한 돌기를 갖

는다. 중심가지의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22-32 µm, 폭

8-10 µm이며, 수층세포는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직경 12-28

µm이고, 종단면에서 길이 55-150 µm이다. 잎은 하부에서 아

래쪽을 향하고, 상부에서는 위쪽을 향한다. 이러한 특성은

Halochloa절에 속한 종들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본 종이 속한

Teretia절의 종들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 하부의 잎은 장

타원형 또는 피침상이고, 거치가 있으며, 길이 2-3 cm, 폭

1.0-1.5 cm이고, 두께는 280-410 µm이다. 하부 잎의 표피세

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15-24 µm, 폭 8-10 µm이고, 수층세포

는 횡단면에서 표피세포의 층을 따라 신장된 타원형으로 장

경 20-60 µm, 단경 25-40 µm, 종단면에서 길이 35-80 µm이

다. 기낭은 타원형, 방추형이고, 짧은 돌기를 형성하며, 드물

게 관엽을 갖는다.

본 종은 자웅이주이다. 생식기탁은 원주상으로 끝이 뾰족

하고, 측지에 엇갈리게 돌려난다. 웅성 생식기탁은 길이 1.5-

3.0 cm, 직경 1.5-1.9 mm이고, 웅성 생식소는 횡단면에서

11-13개가 형성되며, 중심을 향해 긴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

고, 길이 350-380 µm, 폭 170-200 µm이다. 장정기는 타원형

또는 도란형으로 길이 20-24 µm, 폭 10-15 µm이다. 

Sargassum hemiphyllum (Turner) C. Agardh 1820: 39.

(Text-Fig. 5)

C. Agardh 1824 p. 307: J. Agardh 1848 p. 331; 1889 p. 61; 1896

p. 56: Yendo 1907 p. 99, pl. 13, f. 7-17: Grunow 1915 p. 350:

Okamura 1916 p. 204; 1924 p. 48, pl. 213: 1936 p. 342: Segawa

1956 p. 51, pl. 30, No. 228: Yoshida 1983 p. 154.

Fucus hemiphyllus Turner 1811 p. 86, pl. 167. Holotype: BM (K)

“In porta Nagasaki Japoniae, Horner”

Spongocarpus hemiphyllus (Turner) Kützing 1849 p. 632; 1860 p.

32, pl. 90, f. 2.

Sargassum hemiphyllum var. micromerum J. Agardh 1889 p. 62:

De Toni 1895 p. 27. Lectotype: LD (Herb. Agardh No. 2987 “ ad

oras Japoniae, kap Nomo, 1882-6-28, leg. J. Petersen”)

Sargassum micromerum (J. Agardh) J. Agardh 1896 p. 57.

Sargassum hemiphyllum var. anisophyllum Grunow 1915 p. 351.

Type not located “ad Lemma Island, leg. C. Wright”

국명: 짝잎모자반

엽체는 섬유상근에서 다수 직립하고, 길이 0.3-0.5 m이며,

드물게 1.5 m에 이르기도 한다. 줄기는 짧고, 여러 개의 중

심가지를 형성한다. 중심가지는 편압 또는 삼릉형이다. 측지

는 사상이고, 잎과 기낭을 호생으로 촘촘히 낸다. 잎은 쐐기

꼴, 방추형, 반원형이고, 중륵이 없으며, 모총이 산재하고,

전연이나 상부에 약간의 거치를 형성한다. 기낭은 도란형,

타원형이며, 둥 거나 짧은 돌기를 갖는다. 생식기탁은 원주

상이고, 끝이 뾰족하며, 웅성 생식기탁이 자성 생식기탁보다

길다. 생체는 황갈색이고, 건조하면 검게 변한다.

관찰표본: 동해안: 양포, 16 Nov. 1997, OAK0329, 30. 남

해안: 여수 난초도, 21 May 1974, LIK3107. 제주도: 법환리,

25 Apr. 1974, LIK3035; 성산포, 24 Apr. 1974, LIK3125,

LIK3160, 1, 31 Aug. 1996, OAK0603-6, 26 Dec. 1994,

OAK0516-8; 고산, 11 Aug. 1979, LIK3061, 2, LIK3062,

LIK3065-7, LIK3095-7, LIK3101, 2; 신산리, 11 Feb. 1999,

OAK0682-4; 어 , 8 Feb. 1999, OAK0709-14; 화북, 16 Apr.

1999, OAK0654.

본 종은 조간 하부와 조하 상부에 주로 생육하고, 여

러 개체가 뭉쳐나기 때문에 본 종의 특징적인 섬유상근이 엉

켜서 무리를 이룬다. 제주도에 주로 분포하며, 동해안과 남

해안에 드물게 분포한다.

엽체는 섬유상근에서 다수 직립하고, 길이 0.3-0.5 m이며,

드물게 1.5 m에 이르기도 한다. 줄기는 짧고, 여러 개의 중심

가지를 형성한다. 중심가지는 편압 또는 삼릉형이고, 직경

1.8-2.5 mm이다. 중심가지의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20-38 µm, 폭 8-10 µm이며,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수직으

로 긴 타원형으로 장경 25-50 µm, 단경 15-30 µm, 종단면에

서 길이 50-95 µm이다. 측지는 사상이고, 잎과 기낭을 호생

으로 촘촘히 낸다. 잎은 쐐기꼴, 방추형, 반원형이고, 중륵이

없으며, 모총이 산재하고, 전연이나 상부에 약간의 거치를

형성하며, 길이 0.8-1.2 cm, 폭 0.3-0.5 cm이고, 두께는 200-

340 µm이다. 잎의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22-32 µm,

폭 8-15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표피세포의 층을

따라 신장된 타원형으로 장경 28-90 µm, 단경 25-50 µm, 종

단면에서 길이 60-100 µm이다. 기낭은 도란형, 타원형이며,

둥 거나 짧은 돌기를 갖는다. 

생식기탁은 측지 정단부나 소지 엽액에 형성되며, 원주상

이고, 끝이 뾰족하다. 자성 생식기탁은 길이 2.5-6.0 mm, 직

경 0.6-1.0 mm이고, 자성 생식소는 횡단면에서 7-9개가 형

성되며, 타원형이고, 길이 170-220 µm, 폭 140-190 µm이다.

장란기는 자성 생식소 안에 2-6개가 형성되고, 구형 또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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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이며, 길이 70-150 µm, 폭 70-90 µm이다. 생체는 황갈색

이고, 건조하면 검게 변한다.

본 종은 특징적인 섬유상 부착기와 비 칭인 잎의 모양에

서 Teretia절의 다른 종들과 쉽게 구분된다. Tseng et al.(1985)

은 본 종을 잎의 크기와 전체 체형의 특징을 기초로 하여 두

개의 변종, S. hemiphyllum var. hemiphyllum과 S. hemiphyllum

var. chinense으로 나누었다. 이 중 var. chinense는 중국을 중심

으로 분포하고 잎이 큰 특징으로 구분되며, 한국과 일본 연

안에서는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 채집된 한국산 식물

은 부분 S. hemiphyllum var. hemiphyllum과 잘 일치하 으나,

제주도에서 채집된 일부 개체들은 잎의 크기가 이보다는 작

지만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채집된 개체들보다 2-3배 정도

커서 var. chinense에 근접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은 부분 중국산 식물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여 var. chinense

로 동정하기에 무리가 있어 유보하 다.

Sargassum nipponicum Yendo 1907: 153, pl. 17, f. 11-16.

(Text-Fig. 7)

Okamura 1916 p. 215; 1928 p. 186, pl. 249; 1936 p. 341: Segawa

1956 p. 51, pl. 30, No. 227: Yoshida 1983 p. 159. Lectotype: TI

“Takamatsu, Hiuga Prov., July 1900”

국명: 꼬마모자반

엽체는 섬유상근에서 직립하며, 30 cm까지 자란다. 줄기

는 짧고, 원주상이다. 측지는 호생한다. 잎은 선형, 도피침

형, 긴 반월형이고, 전연이며, 모총이 산재한다. 기낭은 방추

형이고, 돌기나, 짧은 선상의 관엽을 갖는다. 생식기탁은 원

주상이다.

관찰표본: 동해안 보, 16 Nov. 1997, OAK0331

본 종은 조간 하부와 조하 상부의 암반에서 자라며,

파도의 향을 많이 받는 곳에서 드물게 채집된다. 본 연구

에서도 동해안의 장기곶 보에서만 채집되어 생육지와 분

포 지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존의

보고에서는 여름에 생식기탁을 형성하면서 성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Yoshida 1983), 본 연구에서 11월에 채집된

재료 중 Teretia절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끝이 뾰족한 원

주상의 생식기탁을 지닌 개체들이 발견되었다. 

엽체는 섬유상근에서 직립하여 30 cm까지 자란다. 중심가

지는 원주상으로 직경 1.0-1.2 mm이다. 중심가지의 표피세

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22-30 µm, 폭 6-9 µm이며,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수직으로 긴 타원형으로 장경 25-35 µm, 단경

15-20 µm이고, 종단면에서 길이 110-135 µm이다. 측지는 호

생한다. 잎은 선형, 도피침형, 긴 반달꼴이고, 전연이며, 모

총이 산재하고, 길이 1.0-2.5 cm, 폭 2-6 mm이며, 두께는

80-90 µm이다. 잎의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15-20 µm,

폭 10-16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표피세포의 층을

따라 신장된 타원형으로 장경 15-20 µm, 단경 30-50 µm, 종

단면에서 길이 55-110 µm이다. 기낭은 방추형이고, 돌기 모

양 또는 짧은 선상의 관엽을 갖는다. 

생식기탁은 측지 정단부나 소지 엽액에 호생으로 형성되

며, 원주상으로 끝이 뾰족하다. 자성 생식기탁은 길이 2.5-

5.0 mm, 직경 0.8-0.9 mm이고, 자성 생식소는 횡단면에서

6-8개가 형성되며, 중심을 향해 타원형이고, 길이 250-350

µm, 폭 170-250 µm이다. 장란기는 자성 생식소 안에 2-6개

가 형성되고, 구형 또는 타원형이며, 길이 95-125 µm, 폭 70-

90 µm이다. 

본 종은 가근을 많이 내고, 선상의 가는 잎을 가지며 양 끝

이 신장된 방추형의 기낭을 가지는 특징으로 기부의 형태가

섬유상인 S. hemiphyllum과 구별된다. Yoshida(1983)는 일본

열도에서 본 종의 분포를 태평양 연안으로 한정하면서, 본

종은 외형이 서로 유사한 S. hemiphyllum으로 오동정될 가능

성이 크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가근을 많이 내지 않거

나, 측지의 발달이 적은 어린 개체인 경우 본 종과 S.

hemiphyllum간에 종간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기낭

과 잎이 충분히 성숙한 개체에서는 각각의 고유한 형질들에

의해 두 종은 잘 구별되었다. 

Sargassum miyabei Yendo 1907: 112, pl. 14, f. 13-14.

(Text-Fig. 8)

Okamura 1916 p. 205; 1936 p. 340: Yamada 1944 p. 225, f. 1:

Tokida 1954 p. 139: Yoshida 1978a p. 121, f. 1-3: Yoshida 1983 p.

162. Lectotype: SAPA “Cape Soya, Prov. Kitami, July 18, 1892,

leg. Fukushima” 

Sargassum kjellmanianum Yendo 1907 p. 102, pl. 15, f. 1-5:

Okamura 1916 p. 202: Nagai 1940 p. 135: Yoo 1976 p. 120.

Lectotype: SAPA “Takashima, Prov. Siribeshi, June 4, 1901, leg.

K. Miyabe”

국명: 미아베모자반

엽체는 반상근에서 직립하고, 길이 0.5-1.0 m까지 자란다.

반상근은 섬유상 돌기를 내기도 한다. 줄기는 짧고, 원주상

이며, 여러 개의 중심가지를 형성한다. 중심가지는 여러 개

의 측지를 낸다. 잎은 선상 또는 좁은 피침상이고, 전연이며,

모총이 산재한다. 기낭은 방추형이고, 돌기 모양 또는 선상

의 관엽을 갖는다. 생식기탁은 원주상이고, 웅성 생식기탁이

자성 생식기탁보다 길다.

관찰표본: 동해안: 속초시 금정, 30 Apr. 1999,

OAK0616; 강릉, 9 Mar. 1974, LIK7514; 강릉시 안인, 30

Apr. 1999, OAK0621-3; 보, 15 Nov. 1997, OAK0331-7. 남

해안: 부산, 3 Jan. 1970, LIK7006.

본 종은 동해안의 조간 에서 S. muticum, S. thunbergii와

함께 흔히 채집된다. S. muticum과 비슷하게 파도의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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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만이나 조수웅덩이, 모래 속에 묻힌 암반에 부착하여

생육한다.

엽체는 반상근에서 직립하고, 길이 0.5-1 m까지 자란다.

반상근은 섬유상 돌기를 내기도 한다. 중심가지는 원주상으

로 직경 1.2-1.5 mm이다. 중심가지의 표피세포는 횡단면에

서 길이 20-27 µm, 폭 6-11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긴 타원형으로 장경 27-32 µm, 단경 16-20 µm, 종단면에서

길이 85-95 µm이다. 잎은 선상 또는 좁은 피침상이고, 전연

이며, 모총이 산재하고, 길이 1.0-2.5 cm, 폭 2-6 mm이고, 두

께는 60-120 µm이다. 잎의 표피세포는 횡단면에서 길이 15-

17 µm, 폭 8-12 µm이고, 수층세포는 횡단면에서 표피세포의

층을 따라 신장된 타원형으로 장경 15-20 µm, 단경 25-45

µm, 종단면에서 길이 95-110 µm이다. 

본 종은 국내에서 S. kjellmanianum Yendo로 알려져 왔으나,

Lee and Yoo(1992)에 의해 S. muticum과 본 종의 두 분류군을

혼동하여 동정하여 왔음이 밝혀졌다. 본 종은 어린 개체일

때, 조수웅덩이에서 자라는 S. thunbergii의 잎이 듬성듬성한

변이체와 유사하지만, 중심가지가 신장하면서 선상 또는 피

침상의 잎을 내어 이들과는 구분된다. 또한, 본 종은 생육지

특성과 외형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S. kjellmanianum f. muticum

으로 동정되기도 하 으나, S. muticum과는 하부의 선상, 피

침상 잎이 유사하지만, 구형의 기낭과 자웅동주인 생식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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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argassum nipponicum Yendo. A, Plant collected from Daebo(OAK0331); B, Shape of leaves (OAK0331); C, Male receptacles and
vesicles (OAK0331); D, Shape of holdfast; E, Transverse section of branch; F, Cortex and medulla; G, Transverse section of female
receptacle; H, Two female conceptacles. Scale bars: B-D, 1 cm; E, 500 µm; F, 50 µm; G, 200 µm; H, 100 µm.



을 만드는 특징은 본 종과 구별된다.

한국산 모자반속(gen. Sargassum) Teretia절의 종 검색표

1. 주축은 분지하지 않고, 10 cm 정도까지 신장한다 ………2

1. 주축은 분지하기도 하고, 수 cm로 짧다 ………………… 4

2. 잎은 모두 가는 선상이다

…………………………S. microceratium (Turner) J. Agardh

2. 잎은 하부에서 타원형 또는 피침형으로 넓다 ………… 3

3. 주축과 가지에 가시가 있고, 잎은 두껍다

…………………………………………S. confusum C. Agardh

3. 주축과 가지는 가시가 없고, 잎은 얇다

……………………………… S. pallidum (Turner) C. Agardh

4. 부착기는 반상이다 ……………………………………… 5

4. 부착기는 수지상이거나 가근성 돌기를 낸다 ………… 6

5. 기낭은 구형이다 ………………S. muticum (Yendo) Fensholt

5. 기낭은 방추형이다 …S. thunbergii (Mertens ex Roth) Kuntze

6. 부착기는 수지상이다 ……S. fulvellum (Turner) C. Agardh

6. 부착기는 가근성 돌기를 낸다 ………………………… 7

7. 하부의 잎은 비 칭이고, 중륵이 없다

……………………………S. hemiphyllum (Turner) C. Agardh

7. 하부의 잎은 칭이다 …………………………………… 8

8. 가근성 돌기는 수 cm까지 발달한다

……………………………………………S. nipponicum Yendo

8. 가근성 돌기는 1 cm이하로 짧다 ………S. miyabei Y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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