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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피는 연안 및 하구 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 현화식물로

서,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며, 많은 해양생물들의 먹이원, 서

식처 및 산란장 등을 제공하므로 연안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Hemminga and Duarte 2000). 또

한, 잘피는 해저퇴적물을 안정화시켜 연안의 퇴적물 침식을

감소시키고, 하구로부터 과도하게 유입되는 무기 양염류나

오염물질을 흡수 제거하여 연안의 부 양화를 감소시키는

뛰어난 생태계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다(Short and Short

1984; Green and Short 2003; Larkum et al. 2006). 최근에는

연안이나 하구 생태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부 양화

현상을 조기에 예측하는 효과적인 지표종(indicator)으로도

사용되고 있다(Lee et al. 2004). 따라서 잘피 서식지는 하구

및 연안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로 평가되고 있

다. 

잘피 서식지는 해양 일차생산자 중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나

타내는 군집 중 하나이다(McRoy and McMillan 1977). 잘피

는 초식자에 의한 직접적인 섭식작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잘피에 의해서 생산된 탄소의 상당 부분은 퇴적물 층에 매몰

되거나, 미소생물학적 먹이연쇄(microbial food chain)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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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만과 가막만에 서식하는 잘피 개체군의 생장 동태 및 탄소고정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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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seagrasses in the coastal and estuarine ecosystems achieve high levels of production, they require high
inorganic carbon and nutrient incorporation. Thus, seagrasses may play a significant role in carbon and nutrient
cycling in the coastal and estuarine ecosystems. To examine growth dynamics of Zostera marina 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underwater irradiance,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and biological parameters such as shoot
density, biomass, shoot morphology, and leaf productivity were measured in two bay systems (Jindong Bay and
Gamak Bay)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While underwater irradiance did not show distinct seasonal trend,
water temperature at both sites exhibited clear seasonal trend throughout the experimental period. Shoot density
increased dramatically during winter due to the increased seedlings through germination of seeds in Jindong Bay
and due to the increased lateral shoots in Gamak Bay. Eelgrass biomass increased during winter and decreased
during summer. Maximum biomass in Jindong Bay and Gamak Bay was 250.2 and 232.3 g dry weight m–2,
respectively. Carbon incorporation into the eelgrass leaf tissues was estimated from productivity and leaf tissues
carbon content. The calculated annual carbon incorporations at the Jindong Bay and Gamak Bay sites were 163 and
295 g C m–2 y–1, respectively. This high carbon incorporation into seagrass tissues suggests that seagrass habitats
play an important role as a carbon absorber in the coastal and estuarine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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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위 양단계로 이동하게 된다(Duarte and Cebrian

1996; Cebrian and Durate 2001). 또한 높은 생산성으로 인

해, 잘피는 많은 양의 무기탄소와 양염류의 흡수를 필요로

한다. 잘피는 육상 식물이나 해조류와는 달리 잎과 뿌리, 두

기관 모두를 통해 양물질을 흡수 할 수 있으며, 잎 조직에

의한 양물질 흡수는 전체 흡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Stapel et al. 1996; Pedersen et al. 1997; Lee and Dunton

1999). 전 세계적으로 잘피 서식 면적은 전체 해양면적의 약

0.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Charpy and

Charpy-Roubaud 1990), 그들의 생산량은 전체 해양 일차

생산량에 약 12%를 담당한다고 보고되었다(Durate and

Cebrian 1996). 따라서 이들 잘피서식지는 연안 및 하구생태

계의 탄소 및 물질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Hemminga et al. 1991; Blackburn et al. 1994). 

최근 IPCC(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4차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80% 증가하

으며, 이로 인해 지구평균기온은 지난 100년간 약 0.74°C 증

가하 다고 보고하 다(IPCC 2007). 따라서 각 나라는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해 다양한 이산화탄소 저감방

안을 강구 또는 계획하고 있다. 잘피는 기로부터 이산화탄

소 흡수가 가능하며, 그들의 높은 생산성과 낮은 섭식률로

인하여 많은 양의 무기탄소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Durate and Cebrian 1996; Short and Neckles 1999).

Palacios and Zimmerman(2007)는 해수 중에 이산화탄소 농

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잘피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잘피는 높은 생산성을 통하여 해수 중

무기탄소의 상당량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반도 연안에는 9종의 잘피가 서식하고 있으며,

Phyllospadix 속의 종들을 제외한 부분의 잘피 종들은 사질

또는 니질의 연성저질에 분포한다(Lee and Lee 2003; Kim

et al. submitted). 현재 우리나라의 잘피 서식 면적은 략적

으로 55-70 km2로 추정되고 있으며, 거머리말(Zostera

marina)이 부분(50-60 km2)을 차지하고 있다(Lee and Lee

2003). 우리나라 거의 모든 연안에 많은 양의 잘피가 분포하

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연안의 탄소순환에 잘피가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

동만과 가막만에 서식하는 잘피 개체군의 생장 동태(growth

dynamics)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온, 수중 광량 및 염도와

같은 물리적 환경 요인과 생산성, 생체량 및 생육 도와 같

은 생물학적 특성을 함께 조사하 다. 또한 잘피의 생산량

및 엽체 내 탄소함유량을 통해 잘피에 의한 탄소고정량을 추

정하 다. 

재료 및 방법

연구 장소

우리나라 남해 연안의 진동만(128° 32’ 41”E, 35° 06’

36”N)과 가막만(127° 43’ 16”E, 34° 37’ 53”N)에 분포하는

거머리말(Zostera marina) 서식지에서 본 조사를 수행하 다

(Fig. 1). 퇴적물은 진동만에서는 사니질, 가막만에서는 니질

로 구성되어 있었다. 진동만 조사 지역의 잘피 분포 면적은

약 0.1 km2이 으며, 가막만 지역은 약 0.3 km2이 다. 두 조

사지역에서 거머리말은 1-5 m 내외의 수심에서 서식하고 있

었으며, 본 연구는 전체 잘피군락의 특성을 표할 수 있는

평균 서식수심에 해당하는 2.5 m 수심에 서식하는 거머리말

개체군을 상으로 수행하 다. 모든 조사는 SCUBA diving

을 통해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진행되었다.  

물리적 환경요인

수중광량은 각 조사 장소에서 잘피 지상부 조직이 위치하

는 수심에 조도계(Submersible Odyssey Photosynthetic

Irradiance Recording System, Dataflow Systems Pty Ltd,

New Zealand)를 설치하여 매 15분 간격으로 측정하 다.

조도계는 LI-193SA 센서와 LI-1400 기록계(LI-COR, Inc.,

LincoIn, Nebraska, USA)를 이용해서 점 조정하 으며,

센서위의 착생생물을 정기적으로 제거하여 그 향을 최소

화하 다. 측정된 수중광량은 하루 동안의 총 광량인 일일광

량(mol photons m-2 d-1)으로 나타내었다. 수온은 각 조사장

소에 수온계(StowAway Tidbit® temperature data logger,

Onset computer, USA)를 설치하여 매 15분 간격으로 측정

하 으며, 측정된 수온은 일일평균수온으로 나타내었다. 염

도는 YSI 85를 이용해서 매달 각 조사장소에서 측정하 다. 

해수 및 퇴적물 내 양염류

해수 및 퇴적물 내 무기 양염류(NH4
+, NO3

-+NO2
-,

PO4
3-)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달 각 조사 지역에서 해수

및 퇴적물 시료를 각각 4개씩 채취하 다. 이 때, 퇴적물 시

료 채취는 13 cm 길이의 syringe corer를 이용하 으며, 퇴적

물 공극수는 퇴적물을 15분간 원심 분리하여(5,000 g) 채취

하 다. NO3
-+NO2

- 농도는 구리로 코팅된 카드뮴 환원관을

이용해 NO3
-를 NO2

-로 환원시켜 측정하 다. 해수 및 퇴적

물 내 무기 양염류(NH4
+, NO3

-+NO2
-, PO4

3-) 농도는

standard colorimetric techniques에 의해 분석하 다

(Parsons et al. 1984). 

외부형태, 생육 도 및 생체량

매월 각 조사장소에서 10-15개체를 채집하여 전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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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 height), 엽초 길이(sheath length)와 잎 너비(leaf

blade width) 등을 측정하 다. 전체 길이와 엽초 길이는 각

각 생장점에서부터 가장 긴 잎의 끝부분과 엽초의 끝부분의

길이로 측정하 으며, 잎의 너비는 가장 긴 잎의 너비로 측

정하 다.

잘피의 생육 도는 매월 0.1225 m2 내 방형구에 서식하는

개체수를 세어 측정하 으며, 단위면적당 생육 도(shoots

m-2)로 나타내었다. 생체량은 방형구 내 모든 잘피를 채취하

여 민물을 이용해 부착생물과 퇴적물을 제거한 후 측정하

다. 지상부와 지하부로 분리하여 60°C에서 무게가 일정할

때까지 건조시킨 후, 각각의 무게를 측정, 단위면적당 생체

량(g dry weight m-2)을 추정하 다. 

생산성 측정

잘피의 잎 생산성은 blade marking technique(Zieman

1974; Kentula and McIntire 1986)를 이용하여 매월 측정하

다. 각 실험지역에서 10-15개체에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엽초(sheath)에 구멍을 뚫은 다음, 2주내지 4주 후에 채취하

다. 채취한 개체에서 새로 자란 부분(new leaf)과 기존 부

분(old leaf)으로 나누어 각각의 건중량(dry weight)을 측정

하 다. 이렇게 측정된 값으로 개체 당 일일 생산량(mg dry

weight shoot-1 day-1)을 계산하 다. 또한, 단위면적당 잎의

생산성(g dry weight m-2 day-1)은 개체 당 생산성에 생육

도를 곱하여 계산하 다. 

무기탄소 고정량 추정

잘피 잎 조직에 의한 무기탄소 흡수량은 잎 생산성과 잎

조직 내 탄소 함량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 여기서 무기탄소

흡수량은 새로 생산되는 잘피 잎 조직으로 동화되는 탄소의

양을 말한다. 잎 조직 내 탄소 함량은 Lee et al.(2005)에 제시

된 자료를 이용하 으며, 그 값은 평균 34%이었다. 잘피 잎

에 의한 탄소 흡수량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계산되었

다.

탄소고정량(carbon incorporation) = 잎 생산성(leaf

productivity) × 잎 조직 내 탄소 함량(leaf tissue C

content) 

통계 분석

모든 자료는 평균(mean) ± 1 평균오차(SE)로 나타내었다.

통계 분석 전 모든 자료의 정규성(normality)과 등분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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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sites in Jindong Bay (A) and Gamak Bay (B)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homogeneity of variance)을 검정하 다. 외부형태학적 특

징, 생육 도, 생체량, 생산성과 환경요인의 조사장소 및 조

사시기별 유의한 차이는 two-way ANOVA를 이용하여 분

석하 다. 분석 값이 유의할 경우, Turkey HSD 검정법을 이

용하여 각 자료의 유의성을 검정하 다. 모든 분석은

SPSS(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결 과

물리화학적 환경요인

두 지역의 일일 평균 수중광량은 뚜렷한 계절적 양상을 보

이지 않았으나, 지역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2A). 진동만 지역의 평균 수중광량은 15.6 mol photons m-2

d-1이었으나, 가막만 지역의 평균 수중광량은 6.4 mol

photons m-2 d-1로 매우 낮았다(Table 1). 두 지역의 수온은

봄부터 증가하여 가을에 감소하는 뚜렷한 온 지역의 특징

을 나타내었다(Fig. 2B). 진동만 지역의 수온은 4.8-28.9°C로

관찰되었으며, 가막만의 수온은 4.7-28.1°C로 관찰되었다.

염도는 연중 거의 일정하 으며, 진동만과 가막만 지역의 평

균 염도는 각각 30.8 psu과 31.3 psu로 조사되었다(Fig. 2C).

진동만 지역의 해수 내 NH4
+ 농도는 0.8-28.4 µM이었으

며, 가막만 지역은 1.0-6.3 µM이었다(Table 1). 평균 NO3
-

+NO2
- 농도는 가막만 지역이 진동만 지역보다 높았으며, 평

균 PO4
3- 농도는 두 지역에서 약 1.0 µM이 다(Table 1). 퇴

적물 공극수의 NH4
+ 농도는 가막만 지역이 진동만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가막만 지역은 평균 309.5 µM

이었으며, 진동만 지역은 146.6 µM이었다(Table 1). 

외부형태학적 특징

잘피의 전체 길이는 두 지역에서 뚜렷한 계절적 변동을 나

타내었다(Fig. 3A). 두 지역에서 잘피의 전체 길이는 2007년

10월에 최저값을 보 으며, 최고값은 진동만 지역의 경우

2008년 6월에, 가막만 지역은 2008년 4월에 나타났다. 엽초

길이의 계절적인 변동 양상은 전체 길이의 변동 양상과 유사

하 으며, 평균 엽초 길이는 가막만 지역이 진동만 지역보다

유의하게 더 길었다(p < 0.001, Fig. 3B). 잎의 너비도 계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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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values and ranges of environmental parameters and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Zostera marina in Jindong Bay and
Gamak Bay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Jindong Bay Gamak Bay

Underwater irradiance (mol photons m–2 day–1) 15.6 (0.6-33.0) 6.4 (0.1-32.9)
Temperature (°C) 17.2 (4.8-28.9) 16.4 (4.7-28.1)
Salinity 30.8 (29.4-33.0) 31.3 (29.4-32.5)
Water column ( M)
NH4

+ 5.7 (0.8 - 28.4) 2.7 (1.0 - 6.3)
NO3

– + NO2
– 3.1 (0.5 - 15.8) 5.5 (1.9 - 14.8)

PO4
3– 1.2 (0.5 - 1.6) 1.0 (0.5 - 1.3)

Sediment pore water ( M)
NH4

+ 146.6 (66.2 - 275.9) 309.5 (88.6 - 1146.1)
NO3

– + NO2
– 1.8 (0.1 - 10.1) -

Shoot morphology
Shoot height (cm) 104.2 (63.8-156.7) 117.5 (86.3-155.3)
Sheath length (cm) 21.1 (14.0-29.3) 25.2 (18.3-33.4)
Leaf blade width (mm) 10.6 (8.2-12.5) 12.4 (11.2-14.5)

Eelgrass shoot density (shoots m–2)
Total shoot 157 (43-422) 131 (63-278)
Vegetative shoot 154 (43-422) 124 (63-278)
Reproductive shoot 3 (0-18) 7 (0-35)

Biomass (g dry weight m–2)
Total 98.4 (32.1-250.2) 144.9 (72.8-232.3)
Above-ground 75.3 (20.1-195.9) 113.6 (45.5-211.4)
Below-ground 23.1 (12.0-54.4) 31.3 (18.6-53.6)

Production
Leaf productivity (mg dry weight shoot–1 day–1) 14.6 (4.4-25.3) 22.1 (15.4-36.0)
Areal leaf productivity (g dry weight m–2 day–1) 1.3 (0.4-2.5) 2.4 (1.4-3.8)

Leaf C incorporation
Daily C incorporation (g C m–2 day–1) 0.44 (0.14-0.85) 0.79 (0.47-1.19)
Monthly C incorporation (g C m–2 month–1) 13.6 (4.5-26.2) 24.6 (14.5-36.8)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C). 평균 잎의 너비는

가막만 지역이 12.4 mm, 진동만 지역이 10.6 mm로 가막만

지역이 진동만 지역보다 유의하게 더 넓게 나타났다(p <

0.001).  

생육 도 및 생체량

진동만과 가막만 지역에서 잘피의 생육 도는 겨울과 봄

동안 증가하고, 여름과 가을 동안 감소하는 뚜렷한 계절적인

변동을 나타냈으며, 생육 도의 변동 폭은 진동만 지역이 가

막만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4A). 진동만 지

역의 생육 도는 43-423 shoots m-2인데 반해, 가막만 지역

의 생육 도는 63-278 shoots m-2로 나타났다. 양지

(vegetative shoot)는 전체 생육 도와 유사한 계절경향을

나타냈으며, 화지(reproductive shoot)는 2월부터 7월까지만

관찰되었다(Figs 4B and 4C)

생체량도 계절 변동을 나타내었다(Fig. 5). 진동만 지역의

총 생체량은 2007년 7월에 250.2 g dry weight m-2로 가장 높

았고, 2007년 10월에 32.1 g dry weight m-2로 가장 낮았다.

가막만 지역은 2006년 5월에 최고값(232.3 g dry weight

m-2)을, 2007년 12월에 최저값(72.8 g dry weight m-2)을 나

타내었다. 진동만과 가막만 지역의 평균 지상부 생체량은 각

각 75.3 g dry weight m-2와 113.6 g dry weight m-2이었으며,

가막만 지역이 진동만 지역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치를 나

타내었다(p < 0.001). 지하부 생체량은 연중 매우 일정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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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나타내었으며(Fig. 5C), 진동만과 가막만 지역의 평균

값은 각각 23.1과 31.3 g dry weight m-2이었다. 

잘피 잎의 생산성

잘피 잎의 개체당 생산성은 진동만 지역에서 뚜렷한 계절

적 변동을 보 으나, 가막만 지역에서는 계절적 변동을 나타

내지 않았다(Fig. 6A). 진동만 지역에서 지상부의 개체당 생

산성은 봄부터 증가하여 여름에 최고값(2007년 7월: 25.3

mg dry weight shoot-1 d-1; 2008년 7월: 20.7 mg dry weight

shoot-1 d-1)에 이르 으며, 늦여름부터 감소하여 겨울에 최

저값(2008년 2월: 4.4 mg dry weight shoot-1 d-1)을 나타냈

다. 가막만 지역에서 지상부의 개체당 생산성은 15.4-36.0

mg dry weight shoot-1 d-1를 나타내었다.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개체 당 생산성과 달리 두 지역 모두

뚜렷한 계절적 변동을 나타내었다(Fig. 6B). 진동만 지역의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2008년 2월에 최소값(0.4 g dry weight

m-2 d-1)을, 2008년 7월에 최 값(2.5 g dry weight m-2 d-1)

을 보 다. 가막만 지역의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2007년 12

월(1.4 g dry weight m-2 d-1)에 가장 낮았으며, 2008년 4월

(3.8 g dry weight m-2 d-1)에 가장 높았다. 연구기간동안 진

동만과 가막만 지역의 연간 지상부 생산성은 각각 480 g dry

weight m-2 y-1과 867 g dry weight m-2 y-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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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피 잎에 의한 탄소고정량

잘피 잎 조직에 의한 탄소고정량도 뚜렷한 계절변동을 나

타내었다(Fig. 7). 진동만 지역에서 잘피 잎 조직에 의한 일

일 탄소고정량은 0.14-0.85 g C m-2 d-1를 나타냈으며, 가막

만 지역은 0.47-1.19 g C m-2 d-1로 나타났다(Fig. 7A). 월별

탄소고정량은 진동만 지역에서 2008년 7월에 최고값(26.2 g

C m-2 month-1)을, 2008년 2월에 최저값(4.5 g C m-2

month-1)을 나타내었으며, 가막만 지역에서는 2008년 4월에

최 값(36.8 g C m-2 month-1)을, 2007년 11월에 최소값

(14.5 g C m-2 month-1)을 나타내었다(Figs 7B and 7C). 연

구기간 동안 매달 추정된 값을 토 로 계산된 연간 탄소고정

량은 진동만 지역이 163 g C m-2 y-1이었으며, 가막만 지역은

진동만 지역보다 높은 295 g C m-2 y-1이었다(Table 2). 진동

만과 가막만 지역의 조사 장소에서 고정된 총 탄소량은 각각

16.5톤과 87.9톤이었다(Table 2).

고 찰

생장 동태

진동만과 가막만 지역에서 잘피의 생장은 뚜렷한 계절적

변이를 나타내었다. 잘피 생장의 계절 변동은 우리나라 연안

의 다른 지역에서 보고된 양상과 유사하 으며, 이러한 계절

변동은 주로 수온과 수중 광량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Kim and Choi 2004; Lee et al. 2005; Kaldy and Lee

2007). 수온은 잘피의 성장과 생산성의 계절 변동을 조절하

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Phillips et al. 1983;

Lee and Dunton 1996; Lee et al. 2005). 이번 연구 결과, 잘

피의 생체량과 생산량은 수온의 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

로 보 다. 수온이 15-20°C일 때, 잘피의 생체량과 생산성이

가장 높았으며, 수온이 30°C에 도달하는 8월에 생체량과 생

산성이 급격히 감소하 다. 이러한 현상은 수온 변화에 따른

잘피의 광합성과 호흡의 비율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일반적으로 고수온에서는 잘피의 광합성은 거의 증

가하지 않으나, 호흡은 급격히 증가하여 생장이 저해된다고

보고되었다(Barber and Behrens 1985). Lee et al.(2007)에

의하면, 온 지방에 서식하는 잘피 생장의 최적온도는 15-

20°C 내외이며, 아열 및 열 지방에 서식하는 잘피의 최

적온도는 25-31°C 내외이다. 

그러나 잘피의 생육 도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

을 보 다(Kim and Choi 2004; Lee et al. 2005; Kaldy and

Lee 2007). 이전 보고에서는 잘피의 생육 도가 봄과 이른

여름에 가장 높았으나, 이번 결과에서는 두 지역 모두 수온

이 가장 낮은 1-2월에 가장 높은 생육 도를 보 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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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잘피의 개체군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진동만 지역에서 1월에 나타난 생육 도의 급격한

증가는 유식물(seedling)의 가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유식물의 가입은 11월부터 관찰되었으며, 2월 가

장 높은 가입률을 보 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가막만 지역

에서는 유식물의 가입 신 측지(lateral shoot)가 급속히 생

성되어 생육 도가 급격히 증가하 다. 그 후, 여름동안 생

식지(reproductive shoot)의 탈락과 고수온으로 인한 사망으

로 인해 생육 도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연구기간 동안 일일 수중 광량은 뚜렷한 계절경향을 나타

내지 않았으나 변이가 매우 심하 으며, 진동만 지역의 수중

광량이 가막만 지역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연구 지

역의 퇴적물 조성과 조류세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

다. 수중 광량은 식물플랑크톤과 부유물질의 양에 의해 향

을 받는다(Dennison et al. 1993). 부유물질은 유속 및 선박

활동 등의 증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데, 이 때 퇴적물이 니

질인 지역이 사질인 지역보다 상 적으로 향을 더 받는다

(Van Duin et al. 2001) 진동만 내 조사장소의 퇴적물은 주로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어 있으나(Park and Lee 2007), 가막

만 지역은 주로 실트와 점토로 구성되어 있다(Lee et al.

1995). 또한 가막만 지역의 조사장소는 굴양식장이 위치하

고 있어 어민의 출입과 어업 활동이 매우 활발했으며, 보다

서쪽에 위치한 가막만 지역이 조류의 세기가 더 강했다. 따

라서 부유물에 의한 탁도가 가막만 지역에서 더 높았으며 결

과적으로 수중광량이 가막만 지역에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 가막만 지역의 일일 수중 광량은 평균 6.4

mol photons m-2 d-1 으며, 특히 2008년 6월 중순에는 일일

수중 광량이 평균 0.1 mol photons m-2 d-1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수중 광량이 매우 낮은 기간 동안에도 잘피의 생육

도, 생체량과 생산량 등은 비교적 잘 유지되었다. 두 지역에

서 연구기간동안 잘피에 도달된 평균 수중 광량은 150 µmol

photons m-2 s-1이었다. 일반적으로 거머리말의 포화광은

100-200 µmol photons m-2 s-1이며(Dennison 1987), 따라서

두 조사장소 내의 잘피들은 부분의 시간동안 포화광량 이

상의 빛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가막만 지역의 Hsat(포화광

량 이상의 광량이 비추는 시간)은 약 5.1시간이었으나, 여름

철의 장마기간을 제외하면 평균 6시간 이상이었다. 또한, 장

마기간을 제외하면 6시간 이내의 Hsat이 이틀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Hsat이 6시간 이내라도 잘피의 생존과 성장에 지장

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Dennison and Alberte 1985),

단기간 동안 Hsat이 4시간 이내로 감소하여, 잘피 조직 내 탄

소 농도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된 경우에도 장기적인 잘피

의 생존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ourqurean and Zieman 1991; Herzka and Dunton

1998). 따라서 두 조사지역 모두에서 수중 광량이 잘피의 성

장과 생존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두지역의 생산성 및 생체량의 차이가 수중광량의 차이에 의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간의 생산성 차이는 퇴적물 공극수 내

양염류 농도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Lee et al. 2007). 진동만

지역의 수중 광량은 가막만 지역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생

체량 및 생산성은 가막만 지역보다 낮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퇴적물 공극수 내 NH4
+ 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진동만과 가막만 지역의 퇴적물 공극수 내 NH4
+ 농도는

평균 146.6 µM과 309.5 µM로 가막만 지역이 두 배 이상 높

았다. 퇴적물 공극수 내 양염류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높은 잘피 생산성 및 생체량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었다(Short 1983, 1987; Lee and Dunton 2000). 따라

서 가막만 지역의 높은 생산성은 높은 퇴적물 공극수 내

NH4
+ 농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잘피 잎에 의한 탄소고정량

잘피는 높은 생산성과 생체량으로 인하여 많은 수산 어패

류의 생산성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해양생물

들에게 서식처, 산란장 및 먹이원을 제공한다(Holmquist et

al. 1989; Montague and Ley 1993; Kwak and Klumpp

2004). 지금까지 보고된 우리나라 연안의 잘피에 의한 탄소

고정량은 약 113-175 g C m-2 y-1이었으며(Lee et al. 2005;

Kaldy and Lee 2007), 이는 일본의 Funakoshi Bay(190 g C

m-2 y-1)와 미국의 Yaquina Bay(200 g C m-2 y-1)에서 보고

된 탄소고정량과 유사한 수치이다(Nakaoka and Kouchi

2003; Kaldy 2006). 이번 연구 결과, 진동만과 가막만 지역

에서 잘피의 연간 탄소고정량은 각각 163 g C m-2 y-1와 295

g C m-2 y-1이었으며, 이 값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잘피 서식지와 유사하다(Nakaoka et al. 2003; Lee et

al. 2005; Kaldy 2006). 

잘피의 단위 면적당 탄소고정량은 산림의 단위면적당 탄

소고정량보다 매우 높았다(Table 3).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인정받는 산림은 단위면적당 연간 164 g의 탄

소를 고정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Kim et al. 2004).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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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Zostera marina. Distributional area, and annual and
total carbon incorporation in Jindong Bay and Gamak
Bay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Jindong Bay Gamak Bay

Eelgrass coverage (km2) 0.1 0.3
Annual carbon incorporation 163 295
(g C m–2 year–1)
Total carbon incorporation 16,500 87,900
(kg C year–1)



결과 잘피에 의한 탄소흡수능은 산림에 비해 약 1.4배 높았

으며(Table 3), 이는 잘피가 우리나라 연안생태계에서 매우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잘피는 해조류와 육상식물에 비해 서식 면적이 제

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총 탄소고정량은 이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Table 3). 해양에 서식하는 해조류는 부

분 경성저질에 부착하며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한다. 그러나

잘피는 부분 연성저질에 서식하며 연안생태계에서 잘피의

기능을 체할 수 있는 일차생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잘피는 해조류와 경쟁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으며, 연안

및 하구 생태계에서 다양한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이들 잘

피서식지의 보존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잘

피서식지는 연안 지역의 개발로 인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

으며, 우리 연안의 잘피서식지는 1970년 이후 약 70% 이

상이 감소하 다고 보고되었다(Lee and Lee 2003). 따라서

잘피서식지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안정적인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잘피 서식지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복원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잘피서식지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

러한 연구결과는 이산화탄소 저감 사업에 중요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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