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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 산성화와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홍조류 지누아리(Grateloupia filicina)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해조류로써 본 연구는 상승하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지누아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지누아리 엽체를 18°C와 25°C 온도조건에서 20일간 500, 900, 1,800 ppm 농도의 이산화탄소에 노출시켜 배양하였
다. 또한 폭기(aeration)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지누아리 엽체를 넣지 않은 대조군도 같은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상대생장률
(RGR), 광합성 색소 함량(R-phycoerythrin, R-phycocyanin, Chlorophyll a, Carotenoids), 영양염(인산염, 질산염) 흡수율을 매 5
일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상대생장률의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온(25°C),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1,800 ppm) 조건에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광합성 색소의 경우 조건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산화탄소와 온도가 상승하면서 
영양염 최대 흡수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 산성화와 온난화의 복합적인 영향이 지누아리의 성장과 영양소 
섭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주요어: 광합성 색소, 생장률, 영양염 흡수율, 지구온난화, 지누아리, 해양 산성화

Abstract

Ocean acidification and global warming have been environment concerns worldwide. A red alga, Grateloupia filicina, is 
known as a cosmopolitan species, inhabiting in all continents except for Antarctica.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elevated CO2 and temperature on G. filicina. G. filicina blades were exposed to 500 (control), 900 and 1,800 ppm of CO2 at 18 
and 25°C for 20 days. In addition, to determine the effect of aeration, a blank control without seaweed was 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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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ame conditions. Specific growth rate (RGR), photosynthetic pigments (PE: Phycoerythrin; PC: Phycocyanin; 
Chlorophyll a; and Carotenoids) and nutrients (phosphorus and nitrate) uptake rates were measured every 5 days.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photosynthetic pigments were observed at all conditions. CO2 did not affect RGR, but the high 
temperature (25°C) significantly reduced the growth of G. filicina when cultivated at 1,800 ppm. Maximum phosphorus and 
nitrate uptake rates were decreased as temperature and CO2 concentration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ombined effects of ocean acidification and warming may negatively affect the growth and nutrient uptake of G. filicina.

Key Words: global warming, Grateloupia filicina, growth, nutrient uptake, ocean acidification, photosynthetic pigments

1. 서론
대기와 해양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연간 약 2 ppm 정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Moreira and Pires 2016).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산업혁명 전 280 ppm에서 2014년 400 ppm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100년 이내 750 ppm으로 증가하
여 2300년에는 2,000 pp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IPCC 2014).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
치고 대기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해양이 흡수함으로써 해양의 pH 감소와 용존 산소 농도 감소로 이어져
(Zeebe et al. 2008; Campbell et al. 2014; Joos 2015) 지구 온난화와 해양 산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 133

년간(1880~2012년) 0.85℃ 상승하였으며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시 21세기 말 평균기온은 3.7℃ (2.6~4.8℃)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IPCC 2014).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의 상승은 대부분 해양으로 흡수되어 해양생태계내의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해
조류에 의한 이산화탄소 고정 등 해양생태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된다(Kohfeld et al. 2005). 특히 연안지역은 기후 변
화와 관련된 생물체 영향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며(Pachauri et al. 2014), 해조류는 이러한 연안 일차 생산자로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여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광합성을 수행하며, 유영생물 및 무척추동물의 산란처와 서식처로서 이용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해양 바이오매스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생태계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이 해양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Han 2008; Gram et al. 2009). 해조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과 해양 산성화에 대해 생리적으로 다양한 반응
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nnell and Russell 2010; Nikinmaa 2014).

온난화와 산성화에 대한 해조류는 엇갈린 반응이 관찰되어왔다. 해조류는 광합성을 위해 이산화탄소와 중탄산(HCO3

-) 모
두 무기 탄소원으로 활용하므로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비효율적인 중탄산 경로의 사용이 감소되어 해양내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궁극적으로 생장과 광합성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xelsson et al. 2000). 온도 상승의 경우 해조류 체내
의 물질대사, 생화학 성분 및 광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Harley et al. 2012; Koch et al. 2013). 이러한 
해양 산성화와 온도 변화의 상호작용은 각각의 스트레스 요인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른 생리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며
(Brown et al. 2014) 이는 생물다양성 변화에 따른 생태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 산성화와 온도 증가에 따른 
해조류의 생리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산호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해조류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해양 산성화와 
온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다양한 해조류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Nelson 2009).

지누아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는 홍조류로서 한천의 주원료 및 다양한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아 경제적으로 중요한 종으로 국내의 경우 남해안과 동해안 조하대에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누아리의 잠재
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온도 및 이산화탄소 변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성장 및 생리학적 특성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Jiang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지누아리의 생장, 광합성 색소, 영양염 흡수와 같은 생리학적 변화의 측정을 통해 이산화
탄소 농도와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누아리의 생리학적 연구

Aquat. Nat. Vol. 1, No. 1 (2021) ∙ 39

2. 재료 및 방법
2.1 생물 채집 및 관리배양
실험에 사용한 지누아리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37°87' 96.5'' N, 128°83' 35.7'' E)의 조간대에서 채집되었다. 현
장에서 채집한 엽체는 해수에 적신 페이퍼타올에 감싸 지퍼백에 넣어 밀봉한 뒤, 아이스박스에 담아 저온상태(~4℃)를 유지
하며 실험실로 신속하게 운반하였다. 실험에 사용할 샘플은 멸균된 해수로 여러 번 세척 후 정단부 분기한 1~2 마디를 잘라 1 

L 플라스크에 넣어 온도 20℃, 광도 80 μmol photons m-2s-1, 광주기 12:12 L:D 조건하에서 약 10일간 순응시켰다. 배양액은 
VSE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3일 간격으로 배양액 전량을 교환하였으며 동시에 면봉을 이용하여 엽체의 표면을 세척하였다. 

2.2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 실험
항온수조를 이용하여 2가지 온도조건(생장 최적 온도 18℃, 고온 조건 25℃)과 3가지 이산화탄소 농도조건(500, 900, 1,800 

ppm)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소프트웨어 CO2SYS (Lewis and Wallace 1998)을 사용하여 pH를 계산
하였으며, 해수 pH 상수는 NBS scale을 사용하였다(Millero et al. 2006). 공기주입 튜브와 이산화탄소 가스 튜브를 하나의 조
절기에 연결한 후 이산화탄소 밸브를 이용하여 각 이산화탄소 농도에 해당하는 pH 수준에 도달하도록 조절한 뒤 각각 pH 8.1 

(500 ppm), pH 7.8 (900 ppm), pH 7.5 (1,800 ppm)으로 고정하였으며 3일간 시간별 pH 측정을 통하여 모니터링하여 pH의 변
화가 없음을 확인한 뒤, 각 조건별 250 ml 플라스크에 염분 30 psu인 VSE 배지를 넣고 순응 후 건강한 엽체를 골라 플라스크당 
엽체 0.25 g씩 넣어 각 조건별 3번의 반복구를 두어 배양하였다. 광량 80 μmol photons m-2s-1, 광주기 12:12 L:D 조건에서 20일 
동안 배양하였으며 5일간격으로 배양액을 전량 교환해주었다. 

2.3 측정
매 5일간격으로 페이퍼타월을 이용하여 엽체 표면의 수분을 제거한 후 생중량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상대생장률

(Relative Growth Rate, RGR)을 계산하였다.

RGR (% d-1) = 


 – 

ln –ln 
×

W1:초기 무게(g), W2:배양 후 무게 T1,T2:배양일수
광합성 색소는 Lichtenthaler and Wellburn (1983)에 따라 Chlorophyll a, Carotenoids, Phycoerythrin, Phycocyanin를 분석
하였다.

배양 시작 전 배양액과 배양 후 배양액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MOF 2013)에 따라 용존무기질소(DIN)와 용존 무기인
(DIP)을 측정하여 질산염과 인산염의 최대 흡수율(Maximum uptake rate, MUR)을 계산하였다. 

모든 실험 결과는 분산분석(ANOVA analysis)으로 유의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에 관한 유의성이 확인되면 Tukey’s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sion. 2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3. 결과
시간별 pH 측정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외에 다른 물리적인 pH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산화탄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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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ppm에서는 광합성을 하는 낮 시간대와 호흡을 하는 밤 시간대 모두 8.0~8.2로 유지되었으며,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1,800 

ppm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 모두 7.1~7.4로 측정되었다.

3.1 상대생장률
매 5일간격으로 무게를 측정한 결과 모든 조건에서 무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생장률은 배양 후 10, 15, 20일 
후 측정한 결과를 대상으로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Tukey’s test 결과 18℃와 25℃ 모두 이산화탄소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며(p > 0.05, Fig. 1) 1,800 ppm 고농도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상대생장률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p < 0.05). 

Fig 1. Effects of CO2 on relative growth rates of Grateloupia filicina at different temperatures. Mean ± standard error (n=3). 

지누아리의 광합성 색소(R-phycoerythrin, R-phycocyanin, Chlorophyll a, Carotenoids)를 측정한 결과 R-phycoerythrin의 
경우 18℃, 25℃ 두 온도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 대비 색소량 차이는 없었으며(Fig. 2a), R-phycocyanin의 경우 18℃에 
비해 25℃에서 낮은 함량이 관찰되었다(Fig. 2b). Chlorophyll a (Fig. 2c)의 경우 모든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18℃에 비해 25℃

에서 높은 함량을 보였다. Carotenoids의 경우 모든 조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온도 및 이산화탄소에 
따른 경향성도 보이지 않았다(Fig. 2d). 모든 광합성 색소 함량의 경우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지누아리의 인산염 흡수율 연구 결과 통계학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18℃, 25℃ 모두 이산
화탄소 900 ppm에서 가장 높은 흡수율을 보였다. 18℃와 25℃ 조건을 비교한 결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모든 농
도에서 인산염 흡수율이 감소하였으며, 18℃의 경우 500 ppm 조건에서 가장 낮은 인산염 흡수율(26.09 μmol g-1 FW d-1)을 나
타낸 반면 25℃의 경우 1,800 ppm 고농도에서 가장 낮은 인산염 흡수율(13.57 μmol g-1 FW d-1)을 나타냈다(p < 0.05; Fig. 3a).

질산염 흡수율의 경우 인산염 흡수율과 비슷한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18℃ 경우 900 ppm > 1,800 ppm > 500 ppm 순으로 
질산염 흡수율이 나타났으며, 25℃의 경우 900 ppm > 500 ppm > 1,800 ppm 순으로 관찰되어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통계학
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500 ppm을 제외하고 18℃에 비해 25℃ 조건에서 질산염 흡수율이 감소하였다(p < 0.05). 특히 25℃, 

1,800 ppm 조건에서 가장 낮은 질산염 흡수율(22.40 μmol g-1 FW d-1)을 보였다(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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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CO2 and temperature on R-phycoerythrin (a), R-phycocyanin (b), Chlorophyll a (c), and Carotenoids (d) contents of 

Grateloupia filicina. Mean ± standard error (n=3). 

Fig 3. Phosphorus (a) and nitrate (b) uptake rates of Grateloupia filicina at different CO2 and temperatures. Mean ± standard error 

(n=3).

4. 고찰
대기와 해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면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해조류의 경우 다양한 탄소 
획득 전략을 가지고 있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였을 때 생리활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Hepbur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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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wall et al. 2017; van der Loos et al. 2019). 선행 연구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에 따라 홍조류 Hypnea spinella, 

Melanothamnus harveyi와 Neopyropia leucosticta의 생장을 감소시키지만 Lomentaria articulata의 경우 생장률이 오히려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Kubler et al. 1999; Mercado et al. 1999; Suarez-Alvarez et al. 2012; Olischlager and Wiencke 2013) 생장 
및 광합성에 있어 종별로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고온(25℃), 고농도의 이산화탄소(1,800 ppm) 조건에서 생장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본 
연구 종인 지누아리의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 뿐 아니라 온도의 상승이 생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인 해
양 산성화 연구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농도 뿐 아니라 수온상승과의 다중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Harley et al. 2012).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기반한 수온상승에 대해 일반적으로 해조류 내 단백질 함량의 변화와 세포막 특성을 포함하는 생화
학적 및 생리학적 적응으로 온도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지만(Eggert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의 
경우 세포 내 파괴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이에 대응하여 생장을 감소시키고 대사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vison 

and Pearson 1996; Eggert et al. 2010). 본 연구 결과 이산화탄소 및 온도의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800 ppm 

고농도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장률의 감소가 나타났다(p < 0.05). 이는 적정 범위 내의 온도 증가에 의
해 성장이 증가할 수 있으나 고온에서는 호흡과 같은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생장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더불어 고온에 
의한 세포 용해율 증가로 인한 생장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Zou and Gao 2013). 

Chen et al. (2018)에 의하면 Gracilaria lemaneiformis는 생장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Chlorophyll a와 Carotenoids의 함량이 
증가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Agarophyton vermiculophyllum의 Chlorophyll a와 Carotenoids의 함량 또한 고온에서 증가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Samanta et al. 2019). 이는 해조류가 고온과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생리적 균형을 유지하
기 위하여 더 높은 대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Machaleck et al. 1996). 본 연구의 경우 지누아리의 광합성 색
소 함량은 이산화탄소 농도 및 온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부 고온 및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조건(25℃, 

1,800 ppm)에서 엽체 내 색소 탈색이 관찰되었으나 광합성 색소의 양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온도, 이산화탄소, 건조, 자
외선, 염도 등 다양한 환경요인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일부 석회조류에서 색소의 탈색에 온도 상승은 높은 이산화탄소 조
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nthony et al. 2008; Diaz-Pulido et al. 2012). 온도 및 이산화탄소와 같은 개별
적인 환경요인에 대한 생리학적 연구는 수행되어왔으나, 고온 및 고농도 이산화탄소와 같은 상호작용에 대한 프로세스는 명
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산화탄소에 의한 탄소 농축메커니즘(Leggat et al. 1999), 광호홉(Kim et al. 2004) 및 산화 스
트레스(Gao and Zheng 2010) 등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Xu et al. (2010)에 의하면 G. lemaneniformis 배양 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70 ppm에서 720 ppm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과 
질산염의 흡수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ATP 합성 및 엽록체 활성을 통한 높은 생장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누아리
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18℃ 조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500 ppm에서 900 ppm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과 질산염의 흡수율이 
증가하였으며 고농도 1,800 ppm에서 900 ppm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25℃의 경우 모든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18℃에 비해 
크게 영양염 흡수율이 감소되어(p < 0.05) 온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Smit (2002)에 의하면 G. 

gracilis의 질산염 흡수율에 대해 Michaelis-Menten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질산염 흡수율은 저농도의 질소농
도 및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생장률 감소로 인한 영양염 흡수율이 감소하는 것으
로 설명할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 고온의 조건에서 생장률과 영양염 흡수율이 저해되어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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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두 개의 다른 온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에 따른 지누아리의 생장률, 광합성 색소 함량 그리고 영양염 흡수율
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 광합성 색소의 경우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 > 

0.05), 고온과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배양조건에서 생장률과 영양염 흡수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p < 0.05). 따라서 지
구 온난화로 인해 상승되는 온도와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해양 산성화가 지속될 경우 지누아리의 생장이 잠재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온상승 및 해양 산성화에 따른 지누아리의 생리학적 연구의 경우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기
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해조류의 생리, 생태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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