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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서남해안 신안군에 위치한 가거도 인근 9개 무인도서의 조간대에 생육하는 해조류를 파악하고자 2012년 7월 조사를 수행하였
다. 조사결과 녹조류 1종, 갈조류 6종, 홍조류 26종이 출현하여 총 33종이 채집 및 동정되었다. PRIMER 5.0을 이용하여 유사도지수
에 따른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성 45%에서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가거도 인근 무인도의 조간대 생육하는 해조류
의 수직분포를 보면 상부에서는 패(Ishige okamurae), 불등풀가사리(Gloiopeltis furcata), 참풀가사리(Gloiopeltis tenax), 중부에
서는 작은구슬산호말(Corallina pilulifera), 진두발(Chondrus ocellatus), 하부에서는 톳(Sargassum fusiforme), 미역(Undaria 
pinnatifida), 작은구슬산호말이 우점하여 출현하였다.

주요어: 가거도, 무인도, 수직분포, 하계 해조상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marine algae of 9 uninhabited islands in Gageo, Sinan-gun area, south western coast 
of Korea from July 2012. As a result, a total of 33 species – 1 green, 6 browns and 26 reds – was identified. As a result of 
performing cluster analysis according to the similarity index using PRIMER 5.0, it was largely divided into three main groups 
at 45% of significance. The vertical distribution pattern of intertidal marine algae represented three distinct zones; Ishige 
okamurae, Gloiopeltis furcata, Gloiopeltis tenax – Corallina pilulifera, Chondrus ocellatus – Sargassum fusiforme, Undaria 
pinnatifida, Corallina pilulif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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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서남해안 해역은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있으며,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수온, 수심, 해류 및 탁도의 측면에서 매우 복
합적인 해황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Choi 1992).

한국 서남해안에 위치한 흑산도 인근 해역의 해조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814년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 35종의 기록으
로부터 비롯된다. 이후 Kang (1966)의 “한국산 해조류의 지리적 분포”에서 흑산도, 소흑산도(가거도 옛 명칭), 홍도 등의 도서
지역의 해조상이 파악되었다. 그 후, Kang and Song (1984)의 홍도와 가거도, Lee and Park (1986)의 홍도, Kang et al. (1993)의 
홍도와 만재도, Oh et al. (2013)의 홍도와 흑산도 등 많은 연구자에 의해 서남해안 도서의 해조류에 관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었다.

가거도 해역은 지리적으로 서해안의 최남단인 동시에 남해안의 서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해
조류의 분포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Kang (1966)이 처음으로 14종을 보고하였으며, Kang and Song 

(1984)이 94종, Lee et al. (1987)이 81종, Choi and Lee (1988)이 143종, Choi et al. (1993)이 180종, Oh and Jung (1999)이 52종, 

Kim and Choi (2002)가 10종, Oh and Choi (2009)가 56종, Jung (2016)이 136종을 보고한 바 있다. 각 선행된 연구에서 밝혀진 
가거도의 해조류 출현종 수는 조사 정점의 수, 조하대 조사의 유무, 조사 횟수의 차이에 따라 매우 변화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
다. 가거도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서남해권 다른 유인도 해조류에 관한 연구(Lee et al. 1987; Oh and Lee 1989; Lee and 

Park 1994)는 일부 있지만 최근의 가거도 해조류에 관한 정보는 Jung (2016)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비록 본 연구는 2012년 수행된 국토해양부 무인도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가거도 인근에 위치하는 9개의 무인
도서를 대상으로 한 정성적인 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지리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 해역 무인도서의 해조류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7월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인근 9개의 무인도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간조시 노출되는 조간대 지
역에서 조사가 수행되었다(Fig. 1, Table 1). 각 무인도서에서 해조류 생육이 가장 양호한 지점을 선택하여 암반 조간대의 상부
부터 하부까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서 다양한 해조류를 채집 및 관찰하는 정성 조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조간대의 구분
은 평균해수면 기준으로 200 cm 이상(상부), 199-100 cm (중부), 100 cm 이하(하부)로 나누어 채집 및 관찰하였다. 채집된 해
조류는 현장에서 바로 해수포르말린(5~10%)으로 고정시켜 실험실로 운반하였으며, 종의 동정은 육안과 현미경을 통해 이루
어졌다. 종의 내부구조는 도수절편 제작방법으로 조직의 절편을 만들어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종
의 특성을 파악한 후 기존의 도감과 비교하며 동정을 수행하였다(Lee 2008). 동정된 해조류의 학명과 목록은 국가 해양수산생
물종 목록집(MABIK 2021) 및 AlgaeBase (Guiry and Guiry 2021)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해조상 특성은 Cheney (1977)의 
(R+C)/P 값을 이용하였으며, 해조류의 출현종 유·무를 기준으로 PRIMER version 5 를 사용하여 정점간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Clarke and Gorle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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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s for this study (SG: Soguldo, DG: Daeguldo, SB: Sangbanggonchodo, JD: Jeungdo, SM: 

Sumando, RD: Ryukdo, ND: Napdeokdo, HB: Habanggonchodo, OG: Oeganchodo).

Table 1. Location of sampling sites for this study.

Sites Abbreviation Location

Soguldo SG 34° 07′03″N, 125° 04′41″E
Daeguldo DG 34° 07′02″N, 125° 05′04″E

Sangbanggonchodo SB 34° 06′51″N, 125° 05′33″E
Jeungdo JD 34° 06′21″N, 125° 05′53″E
Sumando SM 34° 05′52″N, 125° 05′34″E
Ryukdo RD 34° 05′47″N, 125° 05′38″E

Napdeokdo ND 34° 04′30″N, 125° 05′03″E
Habanggonchodo HB 34° 04′30″N, 125° 05′01″E

Oeganchodo OG 34° 03′44″N, 125° 05′41″E

3. 결과 및 고찰
조사지역은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동시에 서단에 위치해있고,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연구를 위한 접근성이 좋지않아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거도의 9개 조사지점에서 채집 및 관찰된 해조류는 녹조류 1종, 갈조류 6종, 홍조류 
26종으로 총 33종이었다(Table 2). 출현종의 구성비는 녹조류 3.03%, 갈조류 18.18%, 홍조류 78.79%로 홍조류가 가장 높은 
비율로 출현 하였다. 조사 지점별 출현종수는 소굴도에서 갈조류 5종, 홍조류 16종으로 총 21종이 출현하여 가장 많은 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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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나타냈고, 외간초도에서 갈조류 1종, 홍조류 2종, 총 3종으로 가장 적은 출현종수를 보였다(Table 2). 9개 무인도서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출현한 종은 홍조류 작은구슬산호말(Corallina pilulifera)로서 8개 도서에서 확인되었고, 갈조류 톳
(Sargassum fusiforme)과 홍조류인 불등풀가사리(Gloiopeltis furcata)가 7개 도서에서 확인되어 가거도 인근 무인도에서 가장 
흔하게 출현하였다. 반면 일반적으로 전국의 연안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는 녹조류 구멍갈파래(Ulva australis)는 단지 2개의 
섬에서만 확인되었다(Table 2).

Table 2. Marine algal species collected from uninhabited islands around Gageodo, south-western coast of Korea (SG: Soguldo, DG: 

Daeguldo, SB: Sangbanggonchodo, JD: Jeungdo, SM: Sumando, RD: Ryukdo, ND: Napdeokdo, HB: Habanggonchodo, OG: Oeganchodo).

Species SG DG SB JD SM RD ND HB OG

Chlorophyceae

Ulva australis + +

Phaeophyceae

Leathesia marina +

Hydroclathrus clathratus +

Sargassum fusiforme + + + + + + +

Ishige okamurae + + + + +

Undaria pinnatifida + + + +

Pseudoralfsia verrucosa +

Rhodophyceae

Ceramium sp. +

Acrosorium polyneurum +

Chondria crassicaulis + + +

Laurencia venusta + +

Polysiphonia morrowii +

Polysiphonia sp. +

Symphyocladia latiuscula + +

Corallina pilulifera + + + + + + + +

Crustose coralline algae + + + + + + + + +

Gelidium divaricatum + +

Gelidium elegans + +

Pterocladiella capillacea +

Caulacanthus okamurae + +

Dumontia simplex +

Gloiopeltis furcata + + + + + + +

Gloiopeltis tenax + + + + + +

Chondracanthus intermedius + +

Chondrus ocellatus + + + + +

Ahnfeltiopsis flabelliformis +

Gracilaria cuneifolia +

Grateloupia elata + + +

Grateloupia elliptica +

Grateloupia prolongata +

Pachymeniopsis lanceolate + +

Nemalion vermiculare + + +

Lomentaria flaccida +

Sum
21 16 13 8 6 7 10 6 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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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인근 해역의 선행연구에서 하계 해조류의 출현종 수는 하태도(Oh and Lee 1989)에서 106종, 자은도(Choi et al. 

1991)에서 73종, 신안군(Oh et al. 2005) 63종, 도초도(Park et al. 2009)에서 52종, 하의도(Park et al. 2012) 9종, 흑산도(Oh et 

al. 2013)에서 35종, 홍도(Kang et al. 1993; Oh et al. 2013)에서 129종과 41종, 만재도(Kang et al. 1993)에서 55종, 소흑산도
(Kang and Song 1984)에서 96종으로 조사 정점에 따라 변화 폭이 매우 컸다(Table 3). 선행 연구 중 Kang and Song (1984)의 
조사 지역인 소흑산도는 가거도의 옛 명칭으로 동일한 섬으로 확인되는데, 본 연구에서 출현한 종수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
다. 이는 같은 계절에 조사가 되었으나 조사정점의 차이와 본 연구에서 조하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출현종수에 있어 
큰 차이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와 비슷하게 본 연구와 정점 및 조사시기(2013년 8월, 2014년 10월, 2015년 3월)가 비슷한 
Jung (2016)에 의하면, 3계절동안 녹조류 11종, 갈조류 30종, 홍조류 95종으로 총 136종의 해조류가 채집되었고, 그 중 이번 조
사와 시기적으로 비슷한 8월 조사의 출현종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총 75종으로 본 연구의 33종보다 출현 종수가 많았다. 이는 
Jung (2016)의 연구가 조하대 조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Jung (2016)의 조사 정점 중 가거도의 개린여는 본 연구
의 상방곤조도와 매우 근접한데, 갈조류인 톳(Sargassum fusiforme)과 홍조류인 불등풀가사리(Gloiopeltis furcata)가 공통으
로 출현하였고, Jung (2016)의 조사 정점 중 가무작지는 본 연구의 수만도와 륙도와 근접한데 갈조류인 톳이, Jung (2016)의 조
사 정점 중 항리는 본 연구의 납덕도와 하방곤조도와 근접한데, 구멍갈파래(Ulva australis), 작은구슬산호말(Corallina 

pilulifera), 진두발(Chondrus ocellatus)이 공통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종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
역의 조간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종이기에 공통 출현 종의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 A comparison of summer algal flora among several localities located at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Localities Chlorophyceae Phaeophyceae Rhodophyceae Sum (R+C)/P Reference

Hataedo 10 20 76 106 4.3 Oh and Lee 1989

Jaeundo 16 13 44 73 4.6 Choi et al. 1991

Dochodo 10 15 27 52 2.5 Park et al. 2009

Hauido 3 3 2 9 1.7 Park et al. 2012

Heuksando 3 10 22 35 2.5 Oh et al. 2013

Hongdo
10 26 93 129 4.0 Kang et al. 1993

5 10 26 41 3.1 Oh et al. 2013

Manjedo 1 10 44 55 4.5 Kang et al. 1993

Sohuksando 8 19 65 96 3.8 Kang and Song 1984

Gageodo 1 6 26 33 4.5 This study

해조류의 출현종 유·무를 기준으로 PRIMER version 5 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5% 수준에서 세 개의 그룹으
로 나누어졌다(Fig. 2). 이 세 그룹 중 첫번째 그룹은 단지 수만도만 분리되었는데, 다른 무인도서와 비교되게 녹조류와 갈조류
는 출현하지 않고 홍조류만 출현한 특성을 보였다. 두번째 그룹에서는 납덕도, 외간초도, 증도, 륙도, 하방곤조도가 포함되었
는데, 이 그룹에서는 3종~10종의 해조류가 출현하였다. 세번 째 그룹은 소굴도, 대굴도, 상방곤조도가 해당되는데, 출현종수
는 13종에서 21종으로 출현종이 두 그룹에 비해 높았으며, 개서실(Chondria crassicaulis), 애기서실(Laurencia venusta), 참보
라색우무(Symphyocladia latiuscula), 애기돌가사리(Chondracanthus intermedius) 등 두번 째 그룹에서 출현하지 않은 종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 분리된 그룹별로 묶으면 수만도는 예외로 하고, 가거도와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세번째 그룹과 가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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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에 있는 두번째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

Fig. 2. Results of cluster analysis performed on Bay Curtis similarity from standardized species presence/absence transformed data 

from uninhabited islands around Gageodo, south-western coast of Korea. See the abbreviation of islands in Fig. 1.

선행 연구의 하태도(Oh and Lee 1989), 자은도(Choi et al. 1991), 도초도(Park et al. 2009), 하의도(Park et al. 2012), 홍도
(Kang et al. 1993), 만재도(Kang et al. 1993), 가거도(Jung 2016)에서의 하계 출현종 목록으로 PRIMER version 5 를 사용하여 
군집분석한 결과는 Fig. 3 과 같다. 이번 연구는 자은도와 34%의 수준에서 가장 유사한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리적으로 동일한 
도서(Jung 2016), 또는 가까운 다른 도서인 홍도와 만재도(Kang et al. 1993)와는 다소 유사도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이는 조하
대 조사에서 출현하였던 다른 해조류 출현종의 결과로 추측된다. 

Fig. 3. Results of cluster analysis performed on Bay Curtis similarity from standardized species presence/absence transformed data 

from islands around south-western coast of Korea (Original data from Hauido (Park et al. 2012), Dochodo (Park et al. 1991), Hataedo 

(Oh and Lee 1989), Jaeundo (Choi et al. 1991), Gageodo (Jung 2016), Hongdo and Manjedo (Kang et al. 1993)).

해조상의 특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Cheney (1977)는 (R+C)/P 값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가 하계의 한 계절에만, 또한 조하
대의 조사가 수행되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이 값을 이용하여 해조상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많지만, 본 연구의 
(R+C)/P 값은 4.5로 산출되어 혼합성 해조상으로 볼 수 있을것이다. Oh et al. (2013)에서 흑산도와 홍도의 하계 (R+C)/P 값은 
2.5와 3.1로서 각각 온대성 해조상과 혼합성 해조상을 보였으며, 서남해안의 유인 및 무인도서의 하계 해조상을 (R+C)/P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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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했을 때, 하태도와 자은도, 홍도, 만재도는 혼합성 해조상으로 신안군과 도초군도, 하의도, 흑산도는 온대성 해조상으
로 확인되었다(Table 3).

가거도의 조간대에 생육하는 해조류의 수직분포를 보면 상부에서는 갈조류인 패(Ishige okamurae), 홍조류인 불등풀가사
리(Gloiopeltis furcata), 참풀가사리(Gloiopeltis tenax), 중부에서는 갈조류인 패, 홍조류인 작은구슬산호말(Corallina 

pilulifera), 진두발(Chondrus ocellatus), 하부에서는 갈조류인 톳(Sargassum fusiforme), 미역(Undaria pinnatifida), 홍조류인 
작은구슬산호말(Corallina pilulifera)이 우점하여 출현하였다(Table 4).

Table 4. Vertical distribution of dominant seaweeds growing at summer season of several localities located at south-western coast of 

Korea.

Localities /

Vertical zone
Upper Middle Lower Reference

Dochodo Ishige okamurae Palisada intermedia Symphyocladia latiuscula Park et al. 2009

Geomundo

Gloiopeltis furcata Ishige sinicola Sargassum honeri

Koh 1990Gelidium divaricatum Sargassum fusiforme Chondracanthus intermedius

Sargassum thunbergii Corallina pilulifera

Gloiopeltis furcata Ulva compressa Gelidium amansii Park et al. 2009

Gumgap

Caulacanthus ustulatus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thunbergii

Yoo et al. 2015Gelidiophycus freshwateri Ishige okamurae Palisada intermedia

Ulva conglobata Ishige foliacea Sargassum fusiforme

Gwanmaedo

Sargassum thunbergii Myelophycus simplex Sargassum fusiforme

Han et al. 2016Gloiopeltis furcata Silvetia siliqousa Sargassum thunbergii

Ishige okamurae

Hauido
Caulacanthus okamurae Ulva prolifera Scytosiphon lomentaria

Park et al. 2012
Ulva compressa Gracilariopsis longissima Ulva australis

Heuksando

Gloiopeltis furcata Sargassum thunbergii Symphyocladia latiuscula Park et al. 2009

Myelophycus simplex Gloiopeltis tenax Sargassum thunbergii

Oh et al. 2013Gloiopeltis furcata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fusiforme

Ulva australis

Hongdo

Caulacanthus okamurae Ulva compressa Gelidium amansii Park et al. 2009

Gloiopeltis furcata Myelophycus simplex Sargassum fusiforme

Oh et al. 2013Gloiopeltis tenax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thunbergii

Ulva prolifera Sargassum fusiforme Ulva australis

Jaeundo

Gloiopeltis furcata Ulva australis Chondria crassicaulis

Choi 1992Gelidium divaricatum Sargassum thunbergii Corallina pilulifera

Sargassum fusiforme Symphyocladia latiuscula

Sohuksando

(Gageodo)

Gloiopeltis furcata Ulva australis Sargassum fusiforme
Choi and  Lee 1988

Myelophycus simplex Corallina pilulifera

Yeongsando

Sargassum thunbergii Myelophycus simplex Corallina pilulifera

Han et al. 2016Gloiopeltis furcata Ulva australis Sargassum fulvellum

Gelidiophycus freshwateri Caulacanthus ustulatus Sargassum fusiforme

Gageodo

Ishige okamure Ishige okamure Undaria pinnatifida

This studyGloiopeltis furcata Chondrus ocellatus Sargassum fusiforme

Gloiopeltis tenax Corallina pilulifera Corallina pilulif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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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바다, 김영식

가거도와 서남해안에 위치한 도초도(Park et al. 2009), 금갑(Yoo et al. 2015), 관매도(Han et al. 2016), 하의도(Park et al. 

2012), 흑산도(Park et al. 2009), 홍도(Park et al. 2009; Oh et al. 2013), 자은도(Choi 1992), 영산도(Han et al. 2016) 및 동일한 
위도에 위치한 거문도(Koh 1990; Park et al. 2009)의 해조류 수직분포를 비교한 결과 (Table 4)에서 가거도 인근 무인도서의 
수직분포는 하의도를 제외하고 모든 섬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신안군 가거도 인근 무인도서의 해조류 수직분
포는 서남해안 인근의 다른 도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 결과 비록 계절조사 중 하계만 실시된 점과 조간대 지역만 조사가 진행되었고, 정량적인 조사 결과까지 수행되지 
못하여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많지만 이곳 해조상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접근성이 좋지않아 주기적인 해조류와 관련된 자료를 축적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지역의 특수성과 기후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서남단 해역에서의 해조류에 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변화 양상을 관찰해보는 것이 매우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거도의 9개 조사지점에서 채집 및 관찰된 해조류는 녹조류 1종, 갈조류 6종, 홍조류 26종으로 총 33종이었
다. 9개 무인도서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출현한 종은 톳, 작은구슬산호말, 불등풀가사리로 확인되었다. 유사도지수에 따른 군
집분석 결과 45% 수준에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 세 그룹이지만 수만도는 예외로 하고, 가거도와 떨어져 있는 도서 
그룹과 가거도와 근접에 도서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가거도의 조간대에 생육하는 해조류의 수직분포를 보면 상부에서 패, 불
등풀가사리, 참풀가사리가 중부에서 작은구슬산호말, 진두발이 하부에서 톳, 미역, 작은구슬산호말 순으로 분포하여 서남해
안 인근의 다른 도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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