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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염습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변화가 갈 의 생육과 분포에 미치게 될

향을 악하기 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연구를 수행하 다.먼 염

습지에서 수행된 두 갈 개체군 비교를 통해 인간 활동의 향을 받은

담수의 유입이 염습지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그로 인해 갈 의 생

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 다. 한,실내 통제 실험 연구를 통해

어떠한 염도와 수 조건에서 갈 의 생육이 진되거나 해되는지

악하고자 하 다.인간 활동의 향을 받아 높은 수 의 양분(유효태 인

산 =담수,0.7ppm;염수,0.3±0.2ppm;질산태 질소 =담수,11.4±

0.1ppm;염수,6.0±5.0ppm;암모니움태 질소 =담수,8.2±0.1ppm;

염수,2.6±2.9ppm)을 포함하는 담수의 유입은 염습지에서 부족한 양

분을 지속 으로 공 한 것으로 보여 진다.이는 특히 육지와 가까운 곳

에 치한 갈 의 생육을 상 으로 진하 다(지상부 생산성 =담수

유입,836.3±434.8g/0.25m2;비유입,344.4±170.7g/0.25m2). 한,

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은 풍부한 인이나 질소와 같은 양분을 공 하 을

뿐만 아니라 염습지 내 모래의 퇴 을 유발함으로써 토양 염도를 낮

추었다(담수 유입,0.30±0.14‰;담수 비유입,0.97±0.21‰).토양

높은 비율의 모래(담수 유입,74.4±10.3%;담수 비유입,31.7±1.9%)

는 염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지하경과 같은 무성생식기 의 발아를 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그와 더불어,염습지에서의 어업 활동에 따

른 패각류의 방류는 토양 칼슘 농도를 높임으로써(담수 유입,3,469±

763mg/kg;담수 비유입,897±358mg/kg)염에 한 갈 의 내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에 따른 환경

변화는 염습지의 갈 가 3kg/m2이상의 높은 지상부 생산성을 보일 수

있도록 하 다.이는 보통 낮은 염도의 기수역에서 확인되는 수 의 높

은 지상부 생산성이라 할 수 있다.즉,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이 염습지

육지와 가까운 곳의 환경을 낮은 염도의 기수역과 유사하게 변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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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실내 통제 실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조수에 따른

주기 인 수 변화는 5‰과 같이 낮은 수 의 염도 환경에서 이차 기

생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등 갈 생육 반을 진하 다.한편,담수 유

입의 향을 받지 않는 염습지에서의 갈 생육이 상 으로 조한 것

은,25‰과 같이 높은 수 의 염도조건에서 주기 으로 변화하는 수

변화가 오히려 갈 의 생육을 해하 던 실내 통제 실험 결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주기 으로 변화하는 수 환경은 5‰과 같이 낮은 염

도 조건에서는 갈 의 이차 기 생성을 진(약 3.2ramets/pot)하고 높

은 엽록소 함량을 보일 수 있도록 하 다.반면,25‰ 조건에서는 갈 의

이차 기 생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약 0.3ramets/pot)생육 반이

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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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performed two kinds of investigation to understand effects of 

environmental changes in salt marsh on the growth and distribution of 

P. australis, Firstly, I compared two reed stand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anthropogenic freshwater inflow on the growth of P. australis 

in a salt marsh. Then, the growth of P. australis under various levels 

of salinity and water level regimes were compared via a greenhouse 

experiment. Anthropogenic freshwater inflow from a fishing village 

appeared to continuously provide nutrients including available 

phosphorus (0.7 ppm), nitrate (11.4 ppm), and ammonium (8.2 ppm) 

into the salt marsh. Such high level of nutrients in the freshwater 

seemed to facilitate the growth of P. australis, particularly, locating in 

front of the fishing village (above-ground biomass in freshwater inflow 

site = 836.3 ± 434.8 g/0.25 m2; non-inflow site, 344.4 ± 170.7 g/0.25 

m2). Freshwater inflow not only provided nutrients into the salt marsh, 

but also caused sand deposition and subsequent reduction in soil 

salinity (freshwater inflow site, 0.30 ± 0.14‰; non-inflow site, 0.97 ± 

0.21‰). Higher ratio of sand particles (freshwater inflow site, 74.4 ± 

10.3%; non-inflow site, 31.7 ± 1.9%) is well known to facilitate 

sprouting from asexual organs of P. australis. In addition, discharged 

shells from the fishing village into the salt marsh appeared to raise 

the level of soil calcium (freshwater inflow site, 3,469 ± 763 mg/kg; 

non-inflow site, 897 ± 358 mg/kg). Soil calcium has been reported to 

raise the tolerance of P. australis against salt stress. Freshwater inflow 

into the salt marsh caused high above-ground biomass of over 3 

kg/m2. In general, such high above-ground biomass of P. austral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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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lly measured in estuaries with low salinity, indicating that 

freshwater inflow reduced the salinity of the salt marsh as low as 

estuaries. Regular change of water level and 5‰ salinity were 

confirmed to facilitate the formation of secondary shoots (about 3.2 

ramets/pot) and overall growth of P. australis via the greenhouse 

experiment. Meanwhile, the reason why the growth of P. australis 

without freshwater inflow in the salt marsh was relatively lower can be 

explained by another result from the greenhouse experiment. Regular 

change of water level rather hindered the formation of secondary 

shoots of P. australis under 25‰ salinity condition (about 0.3 

ramets/pot), indicating that regular change of water level differently 

affected the growth of P. australis depending on salin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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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제 1장.서 론

1-1.갈 에 한 연구 동향

벼과(Poaceae)갈 속에 속하는 다년생 형정수식물인 갈 [common

reed,Phragmitesaustralis(Cav.)Trin.exSteud.]는 고 도에서부터

도에 이르기까지 부분 륙에 분포한다(Clevering and Lissner

1999). 한 갈 는 넓은 도에 걸쳐 분포할 뿐만 아니라 고도에 있어

서도,1,000m 이상의 산지습지로부터 해안가의 염습지에 이르기까지 넓

은 범 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Fig. 1-1).

정수습지와 유수습지 그리고 기수역이나 염습지 등 부분 유형의 습

지에서 찰되는 갈 는 많은 수의 종자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지상경이

나 지하경과 같은 무성생식 기 을 통한 개체군 확장도 탁월하다(Hong

andKim 2012,2014).갈 는 최 6m까지 고 생장이 가능하며 지하

경을 통한 개체군 확장의 경우 1년에 최 10 m까지 이루어진다

(Haslam 1972,1973).

Fig. 1-1. Reed stands on various types of wetlands (A, salt marsh; B, 

riparian marsh; C, montane 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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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지상부 생산성의 경우 습지의 유형이나 환경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담수습지나 기수역 습지의 경우,약 2～ 3 kg/m2이상

의 높은 값을 보이기도 한다(MinandKim 1983,Kim etal.1986).한

편,높은 염 환경인 염습지에서의 갈 는 보통 약 0.5～ 1kg/m2수

의 지상부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 는 뛰어난 생육 능력과 넓은 생육 환경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지역의 연구자들에게 연구 상으로서 많은 심을 받아왔으며,습지식물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식물종 하나다.갈 는 곤충,어류 그리

고 조류 등의 다양한 동물뿐만 아니라 미생물들의 서식처나 먹이를 제공

하는 요한 생산자다(OkunandMehner2005,Rejmánková2011).

한,갈 의 왕성한 생육과 넓은 생육 환경은 수질 정화 목 의 인공습지

조성이나 리와 련된 기술 발 에도 크게 기여해왔다(Hong etal.

2014a,2014b).

와 같이 갈 와 련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인 차원에

서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20세기까지는 주로 갈 의 기

인 생물학 특성과 생태 특성 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진행

되어 왔다면(HarshbergerandBurns1919;Haslam 1970;Leeetal.

1986,ChoungandKim 1989,LissnerandSchierup1997),21세기에 들

어서는 다른 종들과의 상호 작용이나 환경 변화에 따른 갈 의 생육 반

응이나 확장 특성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Burdicketal.2001,

Wangetal.2006,Min2011).최근에 들어서는,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나 해수면 상승과 같은 환경 변화가 갈 의 생육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한 활발히 진행 에 있다(Lessmann et al.2001,

SaltonstallandStevenson2007).

1-1-1.지리 ㆍ환경 분포 특성

갈 는 부분 륙의 고 도(Juutinenetal.2001,2003)에서 도

(Ngomandaetal.2007,Eidetal.2014)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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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는 1,000m 이상의 고산습지(Klimeš2000,HongandKim 2013a)부

터 염도가 25‰ 이상인 염습지(Burdicketal.2001,Hong andKim

2012)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리 ㆍ환경 분포 특성을 보이는 종이다.

갈 는 온 기후 의 양분이 풍부한 환경에서 더욱 높은 생육을 보이지

만(Saltonstall and Stevenson 2007), 이탄습지와 같은 빈 양

(oligotrophic)환경에서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선태류

인 물이끼류(Sphagnum spp.)와 혼재하여 생육하기도 한다(Hong and

Kim 2011,2013b).

갈 가 넓은 지리 ㆍ환경 특성을 보이는 만큼,동일한 갈 종임에

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 ㆍ생태 특성을 보이는 생태형(ecotypes)이나

개체군도 쉽게 찰된다(Hanganuetal.1999,HongandKim 2014).특

히,다형성(polymorphism)을 띠는 서로 다른 갈 개체군의 경우,유

자 수 과 염색체 수 뿐만 아니라,외 이나 생육 특성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Rodewald-Rodescu1974).

북미,유럽,아 리카,북아시아의 경우 주로 4배체(tetraploid,fine

reed)에 해당하는 갈 종이 분포하는 반면,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하는

도의 아시아 륙과 호주 등에서는 8배체(octoploid,giantreed)의

갈 종이 분포하고 있으며,터키를 포함한 동 지역에는 두 종류의

갈 종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Clevering andLissner

1999).

1-1-2.발아 생육 특성

다른 일반 인 종들과 유사하게 갈 의 종자 한 그 크기나 무게가

종자의 발아율에 향을 미치는데,갈 종자의 크기나 무게는 갈 의

고와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KeeandRichards1996).즉,

고 생장이 뛰어난 갈 가 보다 발아 확률이 높은 종자를 생성하게 되

는 것이다.한편,갈 는 종자보다도 무성생식기 에 의한 개체군 확장이

일반 이기 때문에 자가수분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그로 인해 불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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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제 로 된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종자의 30%만

이 발아가 가능한 상태로 결실이 되는 경우도 있다(Greenwood and

MacFarlane2006).

Nikolajevskij(1971)와 Haslam(1973)은 갈 종자의 발아에 있어서 가

장 요한 요소 하나로 충분한 빛 조건을 제안하 다.

Nikolajevskij는 빛과 더불어 온도 한 갈 의 종자 발아에 있어 핵심

인 환경요소로 보고하 다.25～ 27℃의 기온에서는 발아가 이루어지기

까지 약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반면,그 보다 낮은 온도인 15～

16℃의 기온에서는 발아가 이루어지기까지 4～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Nikolajevskij1971).GreenwoodandMacFarlane(2006)은 15～

30℃의 온도보다는 10～ 25℃에서 종자 발아가 더 진되는 것을 확인

하 다.Haslam(1973)은 갈 종자 발아에 있어서 정 온도 조건뿐만

아니라 주기 으로 변화하는 온도 환경도 요한 것으로 강조한 바 있

다.Gorai등(2006)은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의 갈 종자 발아를 찰하

는데 그 결과,5℃ 이하 35℃ 이상의 온도에서는 갈 의 종자 발아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갈 의 종자 발아에는 빛과 온도뿐만 아니라 수 조건 한 요하게

작용하는데,갈 의 종자 발아를 해서는 최소 5cm 이하의 낮은 수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Haslam 1972).갈 발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환경 조건으로 염도를 들 수 있다.염도는 갈 의 유묘 개

체군 생장뿐만 아니라 종자의 발아에 있어서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mM의 염화나트륨 환경에서는 갈 의 종자 발

아율이 16%까지 감소하 으며,500mM의 염화나트륨 환경에서는 갈

의 종자 발아가 억제되었다(Goraietal.2006).한편,염도는 갈 의

고 생장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친 반면, 도 생장에는 유의미한 향

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MauchampandMésleard2001).

갈 의 무성생식기 인 지상경을 통한 발아의 경우 갈 개체군이 분

포해 있는 습지의 기후나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주로 지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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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운데 부 에 해당하는 마디에서의 발아가 보다 잘 이루어진다

(HongandKim 2011). 한,지상경 편의 직경이 클수록, 편으로부

터 발아되어 생장하는 경엽부의 직경 고 생육 한 보다 진된다

(HongandKim 2013a).

1-1-3.정착 확장 특성

갈 의 지상경이나 지하경 편(fragment)을 통한 뛰어난 무성생식능

력은 갈 개체군 확장에 있어 핵심 인 수단이다.특히 월동싹(winter

buds)을 포함한 편의 경우 월동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편에 비해

상 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어 월동싹의 생장을 통한 빠른

정착이 가능하다.

기수역이나 염습지에서의 갈 확장에 있어 지상경이나 지하경과 같은

무성생식기 이 종자보다 더 높은 기여를 한다(Burdicketal.2001,Bart

andhartman2003).생장상과 같이 실내의 통제된 환경에서는 갈 의 종

자 발아가 상 으로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Haslam 1972,1973).그러

나 많은 수의 종자를 만들어내는 만큼이나 작은 종자 크기로 인해 실제

자연환경에서는 종자에 의한 발아나 유묘의 정착이 다소 불량하다.그런

이유로 갈 는 개체군의 기 정착이나 확장에 있어 무성생식기 인 지

상경이나 지하경 편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 이다(Koppitz 1999,

Mauchampetal.2001).

1-1-4.경쟁 특성

갈 의 종내 경쟁이나 종간 경쟁은 곧 특정 환경에 한 갈 의 생육

반응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먼 ,갈 생육을 진하거나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염과 양분 그리고 수 체제가 있다.Haslam(1970)에 따

르면 습한 환경에서는 수 보다는 양분 조건이 보다 요한 환경 요인으

로서 갈 생육을 결정한다.Emeryetal.(2001) 한 유사한 결과를 발

표하 는데,갈 는 다른 형정수식물들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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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한편,건조한 환경의 습지일

경우 수 환경보다 다른 종과의 경쟁이 오히려 더 요한 갈 생육 결

정 인자로 작용하 다(Haslam 1970). Clevering(1998)과 Zhao et

al.(2013)은 양분보다도 수 조건이 갈 생육에 있어 더 결정 인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갈 는 최 2m 이상의 수심조건에서도 생육이 가능하지만 일반 으

로 깊은 수심에 비해 얕은 수심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Yamasaki1981). 한,갈 는 침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육지에서의 생

육도 찰되는 등 수 와 련하여서도 넓은 생육 범 를 보인다(Park

etal.2013).깊은 수심에서는 상 으로 고 생장이 진되는 반면,

반 로 얕은 수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densteinerandGabriel2003,HayballandPearce2004).Zhaoet

al.(2013)의 연구에 따르면 갈 는 30cm의 수심 환경 보다는 –30cm

수심 환경에서 고생장(26～ 27%),직경생장(7～ 12%)그리고 생물

량(36～ 51%)생산 등 반 으로 더 나은 생육을 보 다.

갈 의 경우 깊은 수심 환경에서는 부들속(Typha spp.)이나 (Z.

latifolia)과 같은 종과의 경쟁에 있어 다소 취약한 생육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ngetal.2014b).그러나 수심이 깊지 않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왕성한 지하부 생육을 통해 부들속이나 의 생육을 극 으로

방해함으로써 종간 경쟁에서 우 를 하기도 한다(Hungetal.2007,

ChunandChoi2009,Paradisetal.2014).

조수에 따른 주기 인 침수뿐만 아니라 염의 향을 받는 기수역이나

염습지에서도 서식 가능한 갈 는,부들속이나 등에 비해 염에 한

내성이 상 으로 높아 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인다.염에 한 갈 의

내성은 생육 단계나 유 차이 등에 따라 다르지만,갈 는 염생식물

(halophytes)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염에 한 상당한 내성을 가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갈 는 잎의 탈락 등을 통한 능동 인 염 조 기작

은 없으나 조직 내 삼투 조 등을 통해 높은 나트륨 농도 환경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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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이 가능하다(LissnerandSchierup1997).

1-1-5.잡종 강세로 인한 침입종 특성

최근 북미에서 이루어진 갈 에 한 연구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

로서,유럽 갈 와 북미 갈 간 잡종이 보이는 잡종강세와 그로 인한

습지생태계의 황폐화에 한 연구를 들 수 있다(ChorneskyandRandall

2003,ZedlerandKercher2004).잡종 갈 가 북미 륙에서 보고된 것

은 약 100년도 더 이지만(HarshbergerandBurns1919),최근 들어

인간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환경 변화 등과 함께 맞물려 그 문제의 심각성

이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SaltonstallandStevenson2007).

갈 는 생태계 내 엔지니어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즉,갈 의 왕성

한 지상부 지하부 생육은 습지의 생산성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Ableetal.2003),습지 내 수 유로 등의 수문 반에까지 향을

미친다(Windham andLathrop1999).특히,잡종 갈 는 기본 으로 갈

가 보이는 뛰어난 형태 가소성과 함께 염에 한 높은 내성을 보인

다. 한,잡종갈 는 양분 환경에 따른 탄력 인 생육에 있어서도 고유

갈 종보다 뛰어나 빠른 속도로 기존의 갈 개체군을 체하고 있다

(SaltonstallandStevenson2007).한편,잡종 갈 의 정착이나 확장에

있어 기후 변화나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거시 차원에서의 환경 변화

도 향을 미치나,기수역 염습지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행 와

같은 인간 활동에 따른 수문 등의 국지 인 환경 변화가 보다 직 인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llimanandBertness

2004,Bartetal.2006).

1-1-6.환경 변화에 따른 반응 응 특성

갈 생육에 있어 상 가능한 환경 변화 인자로는 크게 수 와 양분

그리고 염도를 들 수 있다.그 에서도 물리 요인으로서의 수 와 화

학 요인으로서의 양분과 염도는 갈 의 생육에 직 인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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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한 환경요인이라 할 수 있다.특히,갈 서식처에서의 염도와 수

의 격한 변화는 갈 의 정착과 생육을 진하거나,반 로 갈 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한요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Amsberryet

al.2000).

수 변화에 한 갈 의 생육 반응을 연구한 Vretareetal.(2001)는

얕은 수 (5～ 20cm)에서의 생장이 깊은 수 (70～ 75cm)에 비해

월등히 좋았으며,얕은 수 에서 깊은 수 로의 환경 변화는 상 성장률

의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수 변화에 한 갈 의 응

은 변화폭 즉 수 변동의 강도가 작거나 수 변화가 잦지 않을 경우

상 으로 용이하게 진행된다.반면,수 변화의 강도가 크고 불규칙

이거나 는 잦은 주기의 변화는 갈 의 생육을 매우 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Whiteetal.2007).

1-1-7.염도와 수 에 따른 생육 특성

갈 생육을 결정짓는 가장 요한 환경인자라 할 수 있는 염도와 수

는 종자,유묘 편으로부터 출 한 식물체(rhizome-grown or

culm-bornplants)와 개체군(matureclones)수 에 이르기까지,갈 의

생활사 반에 걸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와 향도 생활사

에 따라 다르다. 한,어떤 유 체(genotype)인지에 따라서도 상이한 수

의 내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chenbachandBrix2014).

1)발아

염도에 따른 갈 종자 발아의 경우 10‰ 이하(5～ 10‰)조건에서는

오히려 진된 반면 10‰ 수 이상 조건에서부터 발아 해가 확인되었

으며(WijteandGallagher1996,MauchampandMésleard2001),12～

27‰ 수 의 염에 노출될 경우 발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된 바 있다(Bart2003).Marksetal.(1994)의 연구에서도 20‰ 이상의

염도에서는 갈 의 종자 발아가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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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종자 발아의 경우 낮은 수 의 염에 해서는 어느 정도 수 의

내성을 보이는 반면,침수 환경에 해서는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Haslam(1972)의 연구에 따르면 갈 는 5cm 이하 수

조건에서만 발아되었다.Yuetal.(2012) 한 그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 는데,0cm와 4cm의 수 에서는 갈 의 높은 종자 발아율과

빠른 발아 속도가 확인된 반면,그 이상의 수심에서는 부분의 종자 발

아가 억제되었다.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부분 염습지에서의 갈

유입이나 정착은 조수의 향을 지속 으로 받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도 상 으로 염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침수가 이루어지지 않

는 시기나 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보다 성공 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HootsmansandWiegman1998,Chambersetal.2003).

2)유묘 생육

유묘 시기의 갈 는 종자를 포함한 갈 생활사 반을 통틀어 특히

염에 해 가장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LissnerandSchierup(1997)의 연

구에 따르면 갈 유묘 생장은 염이 일정수 (2.5～ 5‰)이상으로 증가

함에 따라 지속 으로 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5‰ 이상의 환경에

서는 모든 개체가 고사하 다.개체군 수 의 갈 는 35‰ 이상의 염도

환경에서도 찰되지만(Taylor1939),갈 유묘의 경우 그 지 못한 이

유는 높은 염 환경에서의 삼투압 조 능력이 상 으로 취약하기 때문

이다.HartzendorfandRolleschek(2001)의 연구에 따르면,0～ 1.5‰ 수

의 낮은 염도에서는 유묘 생육이 해되지 않았으나 35‰과 같이 높은

염도 조건에서는 모든 유묘가 고사하 다.

염도와 산소 환경에서의 갈 유묘 생육 특성을 규명한 Goraietal.

(2010)의 연구에 따르면,갈 는 기본 으로 산소 환경 즉 침수 환경에

잘 응한 생리 특징을 보 는데,100mM의 염화나트륨 첨가에도 갈

유묘의 생육이 해되지 않았다.단,200mM의 염화나트륨이 첨가된

환경에서는 유묘의 생육이 다소 해되기는 하 으나 꽃을 포함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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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형성이 이루어졌다.

갈 유묘는 염 조 등을 통해 잎의 팽압을 효과 으로 조 함으로써

염을 포함한 산소 환경인 염습지에서 정착하며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를 들어,토양 염의 증가는 갈 유묘의 뿌리 염도를

증가시키나 갈 는 나트륨 이온이나 황 이온 그리고 부분 으로 염소 이

온을 잎으로부터 제거시키는 기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gter

etal.2009).

한,염의 증가는 일반 으로 기공 내 도도를 감소시켜 이산화탄소

산소 등의 기체가 원활하게 운반될 수 없도록 하여 반 인 합성

의 해를 야기할 수 있다.갈 는 그러한 환경에서 잎 속의 롤린(물

에 한 용해도가 가장 높은 아미노산)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삼투압

을 조 하 다. 롤린은 수크로오스와 함께 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삼투

압을 조 함으로써 갈 의 수분 손실을 이고 정상 인 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완충역할을 하는 매개체이다(Pagteretal.

2009). 와 같이 갈 가 효과 인 염 배출 잎 속 삼투 조 등을 통

해 염습지에서도 생육 가능한 것은 사실(pseudo-halophyte)이나 일반

으로 염생식물이 갖고 있는 탈락과 같은 능동 인 염 배출 능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ssnerandSchierup1997).

갈 는 북미나 국 등지의 염습지에서 염생식물인 Spartina

alternifloraLoisel.와 혼재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갈 가 S.

alterniflora에 비해 염에 한 내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염습지로의 계

속 인 확산이 진행 에 있다(WijteandGallagher1996,Vasquezet

al.2006).이는 염습지 염습지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나 교란

등에 따른 담수 양분 유입과 국소 으로 낮아진 염도 등에 따른 것으

로서 염습지 내 갈 확장은 일종의 염습지 교란의 지표로 이해되고 있

다.

갈 유묘는 기본 으로 침수환경에 응한 생리ㆍ생태 특성을 보인

다(Whiteetal.2007).Mauchampetal.(2001)의 연구에 따르면 침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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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갈 유묘의 생육은 유묘의 생육 정도에 따라 달랐다.즉,염도에

한 갈 의 내성이 생육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듯,유묘 한

기 유묘에 비해 어느 정도 생육기를 거친 유묘의 내성이 보다 높았다

(Maucham etal.2001).특히 갈 유묘는 50%나 80% 수 의 부분침수

환경에서 오히려 생육이 진된 반면,완 침수 환경에서는(125% 침수)

잎이 시드는 등 생육 반이 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지상경(culm) 지하경(rhizome) 편으로부터 출 한 경

엽부 생육

지상경과 지하경 등 갈 의 무성생식기 은 염습지에서의 갈 유입과

정착 확장에 있어 종자 유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

다.종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탄수화물을 포함하는 갈 의 무성생식기

은 염을 비롯한 침수 등의 환경 스트 스 인자에 보다 높은 내성을 보이

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mbersetal.2003).특히,크기가 큰 무

성생식기 의 경우 상 으로 더 높은 내성과 더불어 뛰어난 활착

후속 생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artandHartman2003,

HongandKim 2014).

염습지 내 갈 의 무성생식기 은 염습지에서의 건설 개발 활동 등

의 여러 가지 인 개변 향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섭식 활동이나 태

풍 등 여러 가지 자연 인 요인들로 인해서도 편 형태로 분리되어 이

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편 형태의 무성생식기 은 종자에 비

해 염에 한 상 으로 높은 내성을 보이는데,갈 는 와 같은 기회

를 통해 기수역이나 염습지를 우 하게 된다.

지상경 지하경과 같은 갈 의 무성생식기 한 유묘와 같이 염도

침수의 주기나 강도가 증가할수록 생육 반이 해되는 특징을 보인

다(HellingsandGallagher1992,Asaedaetal.2003).지상경의 경우 1

0‰ 수 의 염도 환경까지는 합성을 포함한 갈 생육이 진되었으나

20‰ 이상에서는 해되었다.특히 높은 염도조건에서는 뿌리와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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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나트륨 염소의 농도가 높게 검출되었다(AchenbachandBrix

2014).그러나,수 가 –10cm 수 으로 유지될 경우 30‰ 염도 환경에

서도 갈 생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Hellings and

Gallagher1992).확실한 사실은 0‰의 담수조건 보다 10‰의 염도에서

지상경에서 기인한 경엽부 생육이 보다 진되었다는 것이다.

지하경에서 기인한 갈 생육의 경우 다소 상이한 특성을 보이기는 하

으나 반 으로 낮은 염도 조건에서는 생육이 진된 반면 높은 염도

환경에서는 생육 반이 해되는 것으로 확인하 다.Howard and

Rafferty(2006)의 연구에 따르면 갈 고 생장의 경우 10‰에서보다

0‰에서 보다 뛰어난 고 생육을 보 으며 1cm 수 조건 보다 20cm

수 조건에서 더 나은 고 생장을 보 다.Lisssnerand Schirup

(1997)의 연구에 따르면 0‰ 보다도 2.5‰에서의 고 생장이 더 뛰어났

던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생물량의 경우에는 2.5‰이 아닌 5‰에서

보다 높았다. 한 15‰ 수 의 염에 지속 으로 노출될 경우 갈 생육

이 반 으로 해되었으며 18‰ 이상의 염도에서는 고사가 이루어졌다

(BartandHartman2002).

특히 염도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갈 의 이차 기 생장(secondary

shootgrowth)을 해함으로써 갈 생육을 억제하 다.갈 의 이차

기 생장은 갈 개체군의 생산성 확장과 더불어 화서 생성 등 갈

개체군 동태의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30‰ 수

의 염 조건에서는 이차 기 생장이 해 되어 훨씬 낮은 도로 발생

하 을 뿐만 아니라 이차 기 생장 시기 한 담수에서에 비해 약 2주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saedaetal.2003).

높은 염 환경에서의 이차 기 생육 해는 특히,높은 수 의 황에

의해 하게 낮아지는 질소 흡수 능력이 그 주요 원인이다.갈 는 기

본 으로 높은 수 의 질소를 필요로 하나(Windham and Meyerson

2003)상 으로 가용성 질소 농도가 낮은 염습지에서의 높은 염도

황은 갈 의 질소 흡수 능력을 더욱 떨어뜨림으로써 이차 기 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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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 생육 반을 더욱 해하게 된다(Chambersetal.1998).

갈 가 염생식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수를 포함한 염습지에서 성공

으로 응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는,뛰어난 통기조직 발달을 통한 산

소공 과 염 배출 잎 속의 삼투조 능력 등을 들 수 있다.그와 더

불어 갈 의 경우 고정된 수 환경보다도 주기 으로 변화하는 수 환

경에 생리 으로 보다 잘 응하 기 때문이기도 하다(White etal.

2007).갈 와 부들속 식물종들을 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부들

속 종들은 여러 범주의 침수와 수 에 생리 ,형태 변화를 보인 반면

갈 는 형태 특성과 비 항(specificresistance)등 생리학 으로도 특

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Whiteetal.2007).이러한 갈 의 생리ㆍ

형태학 특성은 조수의 향을 받는 기수에서의 뛰어난 생육과 더불어

염습지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특

히 5‰ 안 의 염도 조건인 기수의 경우 정 수 의 양분 조건일 뿐만

아니라 고정된 수 환경보다 지속 인 조수 환경에 보다 잘 응한 갈

의 생육을 최 으로 보장하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

4)개체군 생육

염습지 내 갈 유입과 정착에는 종자 발아를 통한 유묘의 성공 인

활착과 더불어 지상경 지하경과 같은 무성생식기 편의 안정 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즉,낮은 염도,낮은

수 ,배수가 잘 되는 모래와 같은 매질 환경과 더불어 주변 식생이 아

직 자리 잡지 않은 환경이나 풍부한 양분 환경이 주어졌을 때 갈 의 성

공 인 정착이 가능해진다(Chambersetal.2003).갈 개체군은 30‰

이상의 염 환경에서도 찰되며 최 45‰의 염도에서도 생육 가능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BurdickandDionne1994).종자 발아 유묘 그리

고,지상경 지하경과 같은 무성생식기 등 부분의 개체 수 갈

는 10‰ 이상의 염도에서 생육 해를 나타내었다.한편,개체군 수 의

갈 는 약 18‰ 안 수 의 염도에서부터 생육이 다소 해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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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바 있다(Bartetal.2006).Marksetal.(1994)의 연구에 따르면

생육 기간 부분의 시간 동안 18‰ 이상의 염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는 갈 개체군의 확장이 지극히 제한 으로 이루어졌다.갈 의 확장은

주로 염수의 염도를 기 으로,0.5～ 5‰(oligo-haline)에서부터 5～ 1

8‰(meso-haline)수 의 환경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Chambers

etal.1999),19～ 25‰에서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urdicketal.2001).반면,개체군 수 의 갈 는 30‰ 수 의 염도에

서 생육 해가 찰되지 않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하 다(Adamsand

Bate1999).

보통 30‰ 이상의 염도인 염습지에서의 갈 개체군 확장은,염도가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염수에 의한 침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으로부

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갈 는 습지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사구와

같이 침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일종의 육지에서도 흔히 찰 가능한

종으로서 침수뿐만 아니라 건조 스트 스에도 높은 내성을 보이는 종이

다.염수에 의한 침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구나,염습지 부근의 도랑과

같이 담수의 향을 받는 수체가 포함된 환경에서 먼 정착한 뒤 무성

생식기 인 지하경에 의한 개체군 확장(clonalintegration)을 통해 염습

지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Chambersetal.2003,Bartetal.2006).

30‰ 이상 염도를 보이는 염습지 내 갈 확장의 핵심은 지하경 생장

을 통한 개체군 확장이다.즉 지하경을 통한 양분과 산소의 공 은 높은

염 환경과 높은 침수 강도의 환경으로까지 갈 가 확장할 수 있도록 하

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염습지 내 갈 확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하경 구조의 단 이나 괴는 염습지 내 갈 생육 생식 등에 치명

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BartandHartman2000,2003).

갈 는 최 60cm 깊이까지 지하부를 발달시킴으로써 실질 인 수분

염 흡수가 이루어지는 지하부로 하여 높은 염에 직 으로 노출되

지 않도록 할 수 있다.특히 담수의 향을 직 으로 받는 지하수

근처로 지하부가 발달될 경우 염습지 내 갈 확장이 보다 원활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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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수 있게 된다(Min2011).AdamsandBate(1999)의 연구에 따르

면 염습지에서 실질 으로 물을 흡수하는 갈 의 지하부가 치해 있는

매질 염도는 35‰ 보다 훨씬 낮은 수 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지표수의 염도가 35‰ 이상이더라도 실질 인 흡수가 이루어지는 매

질 간극수의 염도가 낮게 유지될 경우 갈 생육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한,갈 생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 지하부로의 충분한

산소 공 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매질 황의 농도를 낮추는 작용을

하게 된다.이를 통해 황에 의한 갈 생육 해가 완화됨으로써 갈

생육이 진되는 것이다(BartandHartman2000).

보통 20‰ 이상의 염 환경에서는 갈 가 토양 질소 등의 양분을

효과 으로 흡수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생육 해를 보이는 것이 일반

이다(Chambersetal.1998).그러나,염습지 내 가용성 양분이 증가하

게 될 경우 갈 의 생육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염에 한 내성까지도 높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meryetal.2001).즉,일반 인 염습지 내

갈 는 염과 침수와 같은 환경 스트 스로부터 살아남기 해 많은 에

지를 해당 사 작용에 할애하지만,충분한 양분이 공 될 경우 그러한

에 지 소모를 일 수 있어 보다 나은 생육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습지 부근의 자연 인 염도와 수문을 교란시킬 여지가 있

는 벌목 등의 개발이나 방 제 취락 조성 등의 인간에 의한 활동은

염습지 내 모래와 같은 매질의 퇴 을 진하고 양분을 공 하거나 염도

나 수 등을 낮춤으로써 갈 가 효과 으로 유입되고 정착하며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SillimanandBertness2004,Bartetal.

2006).

온 기후 염습지의 주요 식생인 갈 는 염습지에서 상 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표 인 식물종이며 높은 생산성을 통해 염습지의 물

질 순환에 핵심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yersonetal.

2000,Windham 2001).뿐만 아니라,갈 는 염습지의 다양한 동물들이

먹이나 서식처로서 가장 선호하는 식생 하나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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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ersonetal.2000).

염습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은 염습지 내 양분을 공 하

거나 염도와 수 를 낮춤으로써 갈 의 정착이나 생육을 진하는 방향

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SillimanandBertness2004,Bartet

al.2006,Álvarez-Rogeletal.2007),해수면 상승은 그와 반 되는 작용

을 할 수 있다. 한,해수면 상승은 염습지와 함께 기존의 담수나 기수

역까지 향을 미치게 되어 조수의 향을 받는 수계 반에 걸친 갈

의 생육과 분포에 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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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 목 범

1-2-1.연구 목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서해부터 남해에 이르기까지 넓은 면

의 염습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거의 부분의 염습지에서 갈 가 주된

식생으로 역할하고 있다(Shim etal.2009).염습지는 다양한 습지생태계

에서도 높은 생산성과 뛰어난 생태 가치의 습지 유형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경우 간척이나 항만 조성과

같은 인 인 개발의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

해수면 상승과 같은 지구 차원에서의 환경 변화로 인한 갈 의 생

육 반응이나 식생 지도에 있어서의 변화 등에 한 연구 한 미진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갈 서식처 에서 인간 활동에 따른 교

란이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의 환경 변화에 직 으로

향을 받게 되는 취약 환경인 염습지에 그 을 맞추고자 하 다.무엇

보다도 염습지의 주요 생산자로서 기능하는 갈 가 염습지에서의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어떠한 환경을 보다 선호하고,나아가

향후 환경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지에 한 보다 명확한 결

론을 내려 보고자 하 다.구체 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염습지는 높은 염도의 염수와 조수에 따른 수 변화의 향을 지속

으로 받는 한편,동시에 육지로부터 양분이 포함된 담수가 유출수

(runoffwater)나 지하수 형태로 유입되기도 한다.야외 장에서 염

습지로의 담수 유입이 염습지 내 이화학 환경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고 그러한 환경 변화가 염습지 내 갈 생육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2)갈 는 담수로부터 기수에 걸쳐 염습지에 이르기까지 넓은 생육 분포

를 보인다.실내 통제 실험을 통해 조수로 인한 염과 수 의 구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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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생육에 어떻게 향을 미치며,어떠한 환경이 갈 생육을 진

하거나 해하는지 정 하게 악한다.

1-2-2.연구 범

담수 유입,염도 그리고 수 등의 환경 요인이 갈 생육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크게 두 가지 형태인 장 조사와 실내 실험 연구

를 설계하 다.

1)먼 자연 으로 형성된 염습지를 상으로 한 장 조사의 경우,

육지로부터 유출되고 있는 담수의 향을 받는 갈 개체군과 그 지 않

은 개체군을 비교함으로써 염과 조수에 의한 수 변화를 지속 으로 받

는 갈 습지에 양분이 포함된 담수 유입이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두 갈 개체군을 상으로 환경 특성을 분석하고 해당 습지 내

갈 생육을 비교함으로써 염습지 내 환경 차이에 기인한 갈 생육 차

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

2)염도와 수 가 갈 생육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두 번째

연구의 경우,문헌 연구 장 연구 1)의 결과를 토 로 궁극 으로

어떤 수 의 염도와 어떤 특성의 수 조건이 갈 생육을 진하거나

해하는지에 한 명확한 답을 내려 보고자 하 다.이를 해 실내에

서 다양한 염도와 수 환경에서의 갈 생육 모니터링을 계획하 다.

장 조사와 실내 실험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우선,갈 의 생육에 가

장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염도와 수 그리고 양분 등이 갈

생육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한 다각도 인 차원에서의 근이라 할

수 있다.이를 토 로 염습지에서의 인간 활동이나 해수면상승과 같은

환경 변화에 따른 갈 의 반응을 악하고 측하고자 한다.이는 기존

의 갈 습지를 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보 을 한 요한 정보를 제

공하게 될 것이다. 한,본 연구 수행을 통해 얻은 결론을 토 로,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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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나 염습지로의 불필요한 갈 유입이나 확장이 상되는 환경을 사

에 악할 수 있으며,이는 필요 시 갈 억제 등의 리에 있어도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1 -

제 2장.담수유입이 염습지의 갈 생육에 미치는 향

2-1.서 론

갈 는 삼투압 조 등을 통한 염에 한 내성으로 염습지에서도 쉽게

찰되는 종이지만(LissnerandSchierup1997),S.alterniflora와 같은

염생식물과 비교할 경우 염 환경에서의 발아나 생육이 상 으로 부진

한 것이 사실이다(Wangetal.2006).갈 는 보통 10‰ 이상의 염도에

서부터 발아를 비롯한 유묘 생육 성체 수 의 생육 등의 반 인 생

육 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mbersetal.2003).

한편,개체군 수 의 갈 는 25‰ 이상인 염수 환경에서도 생육과 확

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최 45‰의 염도에서의 생육도 보고된다

(BurdickandDionne1994).유묘나 무성생식기 편과 달리,개체군

수 의 갈 가 25‰ 이상의 높은 염도 환경에서도 생육 해를 보이지

않는 것은 먼 ,무성생식기 인 지하경을 기반으로 한 개체군 내 산소

양분 공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BartandHartman2003).갈 는 보

통 염습지에서도 침수가 상 으로 덜 이루어지는 뭍에서의 정착을 기

으로, 차 수심이 깊은 환경으로 확장해 나가는데,이 때 지하경을 통

한 산소와 양분 공 이 요하게 작용한다(Amsberryetal.2000).갈

의 지하부는 50cm 이상 깊이에 분포하기도 하는데,이를 통해 지표수

의 염도 보다 낮은 염도의 간극수를 흡수하게 됨으로써 염습지에서의 생

육이 가능해진다(AdamsandBate1999).

한,염습지로 유입되는 지표수나 지하수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담수

유입이나 조수의 단 등에 따른 염습지의 염도와 수 하는 염습지에

서의 갈 가 개체군 형태로 발달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Bartetal.

2006).그러한 이유로,높은 염도 환경인 염습지에서 이루어지는 갈 의

생육이나 개체군 확장은 인간 활동의 향 등에 따른 염습지 내 교란의

지표로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Silliman and Bertn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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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lvarez-Rogeletal.2007).

염습지에서 이루어지는 표 인 인간 활동으로 항만 조성이나 어업을

한 취락 그리고 농경지 조성 농경 활동 등을 들 수 있다.그러한

인간 활동은 염습지에서의 조수 흐름을 단 시키거나 염습지로 담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염습지 내 이화학 환경을 변화시키게 된다

(SillimanandBertness2004,Álvarez-Rogeletal.2007,Min2011).특

히,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은 염습지 내 토 즉 갈 의 지하부가 분포해

있는 매질의 염도를 떨어뜨려 염습지에서의 갈 생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exanderandDuntoon2002,Min2011).

한,담수 유입을 통한 염습지로의 인,질소나 칼슘 등과 같은 양분 공

은 염에 한 갈 의 내성을 높여 염습지에서의 갈 생육을 진할 수

있다(Lewisetal.1989).

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은 염습지 내 수질뿐만 아니라 토양과 같은 매질

의 환경 변화도 야기할 수 있는데,특히 담수 유입은 염습지로의 매질

운반을 통한 퇴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Phillips(1987)의 연구에 따르

면 담수 하천에 의한 운반 작용이나 태풍 등에 따른 염습지로의 모래

식물 편(debris)의 퇴 은 염습지 내 갈 의 유입과 정착을 진하

다. 한,염습지에서의 갈 와 같은 다년생 식물의 정착은 태풍에 의한

모래나 식물 편 등의 매질 퇴 을 더욱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Álvarez-Rogeletal.2007).즉,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은 단순한 수질

변화나 토질 변화만을 유발하기보다 수질과 토질 그리고 지형까지도 변

화시킬 수 있는 요인인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선행연구에

서는 주로 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에 한 단편 인 향만을 다루어왔으

며,특히 염습지에서 인간 활동의 향을 받은 담수 유입의 향에 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락 부근에서 방류되는 담수의 유입을 지속 으로 받

는 갈 개체군과 받지 않는 개체군을 비교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이를 통해,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취락의 향을 받는 담수 유입이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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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 물과 토양 환경에 미치는 향을 상세히 악하고자 하 다.

한,두 갈 개체군의 생육 비교를 통해 담수 유입에 따른 염습지에서의

환경 변화가 갈 생육에 어떤 향을 미치게 되는지 밝 내고자 하

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해,자연 인 경로나 인간 활동 등의 향에 따라

염습지로 유입되는 담수가 구체 으로 염습지의 어떠한 환경 변화를 유

발하며 그러한 환경 변화가 갈 생육에 미치는 향에 해 악할 수

있다.본 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토 로 염습지에서의 환경 변

화에 따른 향후 갈 의 변화 양상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이는 염

습지의 주요 식생으로서 높은 생태 가치를 지니는 갈 를 보다 잘 보

하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요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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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재료 방법

2-2-1.조사지 개황

담수 유입 여부에 따른 염습지의 환경 차이와 그로 인한 갈 생육 차

이를 규명하기 한 조사지로,갈 가 넓은 면 으로 분포해 있는 라

남도 순천만습지를 선정하 다.순천만의 해안선을 따라 갈 의 분포나

생육 특성을 략 으로 찰한 결과,주로 실개천이나 배수구 등의 형

태로 담수가 유출되는 곳에 갈 개체군이 형성되어 있었다. 한,그러

한 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이 이루어지는 곳 주변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잦았다.그 에서도 담수 유입의 효과를 규명하기에 용이한,인

한 두 갈 개체군을 세부 조사지(N34°84́,E127°45́)로 선정하 다

(Fig. 2-1).

Fig. 2-1. Sets of belt transection at ‘Freshwater inflow’ and ‘Non-inflow’ 

reed stands in Sun-cheon Bay. Smaller number indicates closer 

quadrats to the sea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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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 개체군 모두 만조 시 25‰ 이상인 염수의 향을 지속 으로

받고 있었다.한편,취락 앞의 배수구를 통해 갈 개체군(Fig. 2-1)으로

지속 으로 유입되는 담수의 경우,특별한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활

하수 등이 그 로 포함되어 있어 높은 수 의 인이나 질소성 양분이 포

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Fig. 2-1).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 체를 공유할 것으로 상되는 두 갈 개체군

은 조사지 내 약 150m 정도의 거리로 인 해 치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외 상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특히 갈 개체군의 체 면 뿐만

아니라 고 생장 수 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상되었다.

조사지에서의 토질 갈 생육 측정을 해 두 갈 개체군에 각각

방형구(50cm ×50cm)를 설치하 다.두 갈 개체군의 경우 반 인

생육뿐만 아니라 체 면 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 다(Fig. 2-1).두 갈

개체군의 면 차이를 감안하여,각 갈 개체군의 부분이 분석

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형구 개수를 결정하 다:담수 유입 개체군 =

36개,담수 비유입 개체군 =12개.특히,유입 담수 해수가 갈 개체

군에 미치는 향은 육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므로,갈 개체군

별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동일한 방형구가 최소 3개 이상 포함될 수 있도

록 방형구를 설치하 다(Fig. 2-1).이를 통해 담수 유입 개체군의 경우

육지로부터 약 25m 거리까지 방형구가 설치되었으며 담수 비유입 개체

군의 경우 약 15m 거리까지 방형구가 설치되었다.갈 개체군 내 토

양의 이화학 특성 분석을 한 토양 채취의 경우 갈 생장 측정을

해 설치된 방형구 밖의 인 한 곳에서 수행하 다.

2-2-2.갈 생육 분석

갈 생육 분석의 경우 2011년 8월에 장에서 방형구별로 진행하 으

며 방형구 내 갈 의 고와 도 그리고 직경 측정을 수행하 다.몬순

기후 에 속하는 우리나라 염습지의 경우 8월 말에 찾아오는 태풍으로

인해 갈 개체군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태풍의 향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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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8월 에 생육 측정을 수행하 다. 고의 경우 아직 화서가 생성

되기 시기이므로 염습지 내 토 바닥으로부터 각 개체의 정단에 해

당하는 잎의 끝부분까지의 길이를 측정하 다.직경의 경우 갈 기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 해당하는 마디(node)를 선택 으로 측정하 으며 보

통 매질을 기 으로 맨 아래쪽에 치한 마디에서 측정을 수행하 다.

갈 지상부 생산성 측정의 경우 습지를 직 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

법(Thursbyetal.2002)을 활용하여 간 으로 추산한 값을 얻어내었

다.먼 ,조사지 내 갈 개체군을 표할 수 있는 다양한 고에 해당

하는 30개의 개체를 채취하 다.이후 개체 별 무게를 측정한 뒤 추세식

(상 생장식,allometricequation)을 활용하여 실제 개체의 무게를 환산

하고 도 결과를 반 하여 개체군 내 방형구 수 의 생산성을 추산하

다.개체 무게 환산을 한 추세식은 다음과 같다.

  


(R2=0.8850,P<0.0001,y=개체 생산성,x=갈 고)

2-2-3.이화학 환경 분석

2-2-3-1)수질 분석

수질 분석의 경우 토질 분석과 다르게 모든 방형구에서 채수를 수행하

지 않았다.이는 염습지의 환경 특성 상 간조 시에는 염습지 내 채수가

불가능하며,만조 시에는 염습지가 염수로 가득 채워져 방형구 간 수질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신 만조 시 채수와 더불어 담수 유입 개체

군으로 유입되는 담수를 채수함으로써 갈 개체군에 향을 미치는 담

수와 염수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 다.담수와 염수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상되는 기 도도를 비롯하여 인,질소,나트륨,칼륨,칼

슘,마그네슘을 분석하 다. 기 도도의 경우 휴 용 측정기기(Corning

CheckmateII)를 활용하여 장에서 측정하 다.질산태 질소(NO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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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움태 질소(NH4-N),유효태 인산(PO4-P)은 채수 후 각각

Hydrazine법,Indo-phenol법,아스코르빈산환원법을 통해 실내 분석을

수행하 으며(Kamphake etal.,1967),칼륨(K+),칼슘(Ca2+),나트륨

(Na+),마그네슘(Mg2+)은 원자흡 도계(Varian,ModelAA240FS)로 정

량하 다(Allenetal.1974).

2-2-3-2)토질 분석

토질 분석을 한 토양은 지표면에서 30cm 후의 근계에서 채취하

다.채취한 토양은 pH,염도,수분함량,유기물함량,토성,질산태 질소,

암모니움태 질소,유효태 인산,칼륨,칼슘,나트륨,마그네슘의 농도 분

석을 해 실험실로 운반되었다.분석에 앞서 2mm 크기의 격자인 체를

통해 자갈을 제거하 으며,지하경과 뿌리와 같은 식물체를 제거하 다.

토양 pH와 염도는 토양과 증류수를 1:5로 혼합하여 진탕한 후 거름종

이로 거른 액체에서 휴 용 측정기(AP63,Fisher,hampton,USA;

CorningCheckmateII,Lowell,USA)를 활용하여 측정하 다.수분 함

량은 105℃ 건조기에서 48시간 건조 후,유기물 함량은 550℃의 용 로

에서 4시간 동안 작열한 후 무게 차이로 측정하 다(Boyle2004).토성

분석은 비 계분석법(Carter1993)을 통해 모래,미사, 토의 함량을 결

정하 다.유효태 인산은 NH4F와 HCl을 활용하는 Bray법(Bray and

Kurtz1945)을,질산태 질소와 암모니움태 질소 분석의 경우 KCl로 침출

한 뒤 각각 Hydrazine법과 Indo-phenol법으로 비색 정량하 다(Murphy

andRiley1962,Kamphakeetal.1967).양이온 분석은 NH4OAc로 침출

한 뒤(Allenetal.1974)원자흡 도계(Varian,ModelAA240FS)를 통

해 정량하 다.

2-2-4.통계 분석

우선 으로,생육 차이를 보이는 두 갈 개체군 내 토양의 이화학

특성 간 차이가 클 것으로 상되는 만큼 이를 규명하기 해 주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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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수행하 다.그와 함께,다양한 토양 환경 인자 어떤 인자에서

보다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구체 으로 악하기 해 두 집단을

상으로 한 별분석을 수행하 다. 한,갈 생육 토양 환경 특성에

있어서도 가장 명료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상되는,육지에 가장 인

한 방형구를 상으로 T-검정을 수행하 다.마지막으로 토양 환경 인

자 갈 생육 인자 간 상 분석을 해 Pearson의 상 계수 분석을

수행하 다. 모든 통계 분석은 통계 로그램인 statisticsSPSSver.

20.0(forwindows)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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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결 과

2-3-1.갈 생육

갈 고의 경우 두 개체군 모두 육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형구에서

가장 높은 고를 나타내었으며 바다로 향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Fig. 2-2).담수 유입 개체군 내 육지와 가장 가까운 방형구를 제외할

경우,두 개체군 모두 육지에서 바다로 향하며 완만한 고 감소를 보

다.특히,담수 유입 개체군 내 육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형구에서의 갈

고는 담수 비유입 개체군뿐만 아니라 담수 유입 개체군 내 다른 방

형구들에서의 값들과 비교하여서도 상 으로 높았다.담수 유입 개체

군 내 육지와 가장 가까운 방형구의 경우 242.6±47.9cm의 높은 고

를 나타내었으며 개체군의 끝 지 에서는 118.9±29.9cm로 감소하

다.한편,담수 비유입 개체군의 경우 육지와 가장 가까운 방형구에서

152.3±43.4cm의 고를 보 으며 개체군 끝 지 에서는 76.5±24.7

cm로 감소하 다.

갈 도의 경우 두 개체군 모두 육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특히 담수 유입 개체군의 경우 육지로부터의

거리에 상 없이 개체군 반에 걸쳐 거의 유사한 수 의 도를 보 다

(Fig. 2-2).다소 편차가 크기는 하 으나 담수 비유입 개체군(29.3±9.0

ramets/0.25m2)내 육지와 가장 가까운 방형구에서의 도가 담수 유입

개체군(18.8±2.4ramets/0.25m2)의 도에 비해 높았다.

  갈 직경의 경우 갈 고와 반 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는

데(Fig. 2-2),두 개체군 모두 육지에서 바다로 향할수록 직경도 차

으로 감소하 다(담수 유입 개체군,3.8±0.9cm → 3.0±0.4cm;담수

비유입 개체군,3.0±0.2→ 2.8±0.3cm).담수 유입 개체군 내 육지와

가장 가까운 방형구(3.8±0.9cm)의 경우,담수 비유입 개체군뿐만 아니

라 담수 유입 개체군 내 다른 방형구들과 비교하여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직경(3.8±0.9cm)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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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측정 결과를 토 로 결정된 회귀식 결과와 갈 도 결과를 통

해 갈 의 지상부 생산성을 추산한 결과,갈 지상부 생산성 한 고

측정 결과와 상당부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2-2).지상부 생산

성의 경우 고와 유사하게 두 개체군 모두 육지에서 바다로 향할수록

차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특히 갈 고 직경 결과

와 유사하게,두 개체군 내 육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형구 간 생산성

차이가 가장 뚜렷하 다(담수 유입 개체군,836±435g/0.25m2;담수

비유입 개체군,344±171g/0.25m2).담수 유입 개체군 내에서 확인된

가장 높은 지상부 건 량은 1,497g/0.25m2이었으며 담수 비유입 개체

군의 경우 540g/0.25m2으로,두 개체군 간 큰 차이를 확인하 다.두

개체군 모두 육지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방향구에서 가장 낮은 지상부

생산성을 보 다(담수 유입 개체군,74g/0.25m2;담수 비유입 개체군,

52g/0.25m2).

Fig. 2-2. Growth characteristics of ‘Freshwater inflow’ and ‘Non-inflow’ 

reed stands in the study site (Mean ± 1SE). Different letters indicate 

different statistical group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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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수질

수질 분석 결과 염습지로 유입되는 담수와 염수 간에는 이화학 특성

에 있어 큰 차이를 확인하 다.육지에서 멀지 않은 지 에서 이루어진

염수 채취로 인해 지속 으로 유입되는 담수가 다소 혼합되었을 것으로

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 질소 등의 양분뿐만 아니라 나트륨과 칼

륨 등의 양이온에 있어서도 명확한 차이를 확인하 다.

질산태(담수,11.4±0.1ppm;염수,6.0±5.0ppm) 암모니움태 질

소(담수,8.2±0.1ppm;염수,2.6±2.9ppm)와 유효태인산(담수,0.7

ppm;염수,0.3±0.2ppm)의 경우 담수가 염수에 비해 높았으며,이와

반 로 칼륨(담수,16±2ppm;염수,204±152ppm),칼슘(담수,46±

1ppm;염수,234±115ppm),나트륨(86±3ppm;염수,5,771±4,440

ppm) 마그네슘(담수,16±1ppm;염수,677±530ppm)과 용존 이

온 농도의 종합 지표라 할 수 있는 기 도도(담수,934±19µS/cm;

염수,21,860± 15,358µS/cm) 한 염수에서 상 으로 높았다(Fig. 

2-3).

Fig. 2-3. Water characteristics of discharging fresh- and saline-water at 

‘Freshwater inflow’ reed stand in the study site (Mean ± 1SE). 

Asterisks between bars indicate statistically different group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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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토질

서로 다른 생장 수 을 보일 것으로 상되는 인 한 두 갈 개체군

내 토양 환경 인자들을 상으로 주요인분석을 수행하 다.분석 결과

두 개체군 내 토양 환경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주요인1에

의해서는 분산의 43.3%가,주요인2에 의해서는 분산의 19.7% 설명되었

다(Fig. 2-4).

한,주요인 분석 결과를 토 로,두 갈 개체군 간 토양 환경 차이

를 유발하는 핵심 인 환경 인자를 악하기 해 두 집단 간 별분석

을 수행하 다(Table 2-1).개체군 별 모든 방형구를 상으로 수행한

별 분석 결과,핵심 인 차이를 유발한 토양 환경 인자는 유기물함량(P

<0.05),모래(P<0.001)와 미사 비율(P<0.001) 암모니움태질소(P

<0.01)와 유효태인산(P <0.001)그리고 칼슘(P <0.001) 마그네슘

이온(P<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2-4. PCA scores based on the soi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Freshwater inflow’ (n = 36) and ‘Non-inflow’ (n = 12) 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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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Two-group discriminative analysis result for soil variables of 

‘Freshwater inflow’ and ‘Non-inflow’ stands (Mean ± 1SD)

Soil variables

‘Freshwater 

inflow’ stand

(n = 36)

‘Non-inflow’ stand

(n = 12)

Wilk’s 

Lambda
F Sig.

pH 8.47 ± 0.35 8.44 ± 0.19 1.00 0.07 0.794

Salinity (‰) 1.21 ± 0.61 1.18 ± 0.29 1.00 0.01 0.904

Water Content (%) 38.7 ± 8.0 39.3 ± 2.4 1.00 0.06 0.801

Organic matter 

content (%)
4.26 ± 0.97 3.67 ± 0.26 0.92 4.26 0.045*

Sand (%) 69.3 ± 18.2 30.2 ± 4.3 0.46 53.73 0.000***

Silt (%) 14.8 ± 7.2 49.2 ± 2.8 0.15 254.28 0.000***

Clay (%) 15.9 ± 19.3 20.6 ± 2.0 0.98 8.19 0.406

NO3-N (mg/kg) 1.71 ± 0.31 1.70 ± 0.33 1.00 0.01 0.916

NH4-N (mg/kg) 3.24 ± 0.91 4.03 ± 0.52 0.85 8.19 0.006**

PO4-P (mg/kg) 22.4 ± 6.3 14.7 ± 6.0 0.77 13.74 0.001***

K+ (mg/kg) 942 ± 366 851 ± 164 0.99 0.69 0.412

Ca2+ (mg/kg) 2,045 ± 915 949 ± 231 0.97 16.64 0.000***

Na+ (mg/kg) 5,066 ± 2,912 4,118 ± 1,050 0.92 1.21 0.278

Mg2+ (mg/kg) 917 ± 323 718 ± 145 0.73 4.24 0.045*

Sig. = significance.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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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 개체군의 토양 환경 간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한 환경 인자가

실질 으로 갈 생육에도 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악하기 해 갈

생육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 던,육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치한 방형구에서 채취한 토양 분석 결과만을 상으로 T-검정을 수행하

다(Table 2-2).분석 결과,앞선 통계 분석 결과와 반 으로 유사한

경향의 결과가 확인되었으며[모래(P<0.001),미사 비율(P<0.001),칼

슘 이온 농도(P < 0.01)],추가 으로 토양 나트륨 이온 농도(P <

0.05)와 토양 염도(P<0.01)차이를 확인하 다.

Table 2-2. T-test result for soil variables at the nearest quadrats to 

the shoreline in ‘Freshwater inflow’ and ‘Non-inflow’ stands (Mean ± 

1SD)

Soil variables

‘Freshwater 

inflow’ stand

(n = 5)

‘Non-inflow’ 

stand

(n = 3)

Mean

Square
F Sig.

pH 8.64 ± 0.18 8.29 ± 0.25 0.230 5.42 0.059

Salinity (‰) 0.30 ± 0.14 0.97 ± 0.21 0.833 30.00 0.002**

Water Content (%) 32.6 ± 7.8 37.5 ± 1.8 45.7 1.10 0.335

Organic matter 

content (%)
4.59 ± 1.90 3.52 ± 0.22 2.11 0.87 0.387

Sand (%) 74.4 ± 10.3 31.7 ± 1.9 3,416 47.19 0.000***

Silt (%) 11.0 ± 7.1 47.9 ± 1.4 2,555 73.52 0.000***

Clay (%) 14.7 ± 15.5 20.4 ± 0.7 62.4 0.39 0.555

NO3-N (mg/kg) 1.52 ± 0.18 1.77 ± 0.27 0.112 2.49 0.166

NH4-N (mg/kg) 2.95 ± 0.61 4.29 ± 0.56 3.350 9.42 0.022*

PO4-P (mg/kg) 21.6 ± 12.8 16.2 ± 3.2 54.0 0.48 0.516

K+ (mg/kg) 510 ± 215 818 ± 282 178,562 3.11 0.129

Ca2+ (mg/kg) 3,469 ± 763 879 ± 358 12,574,094 29.13 0.002**

Na+ (mg/kg) 1,514 ± 1,017 3,855 ± 1,391 10,275,509 7.70 0.032*

Mg2+ (mg/kg) 702 ± 234 666 ± 189 2,410 0.05 0.831

Sig. = significance.,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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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습지 내 토양 pH의 경우 두 개체군 모두에서 특별한 경향성이 확인

되지 않았다(Fig. 2-5).육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육지

에서 가장 가까운 방형구(담수 유입 개체군,8.64±0.18;담수 비유입

개체군,8.29±0.25) 한 다른 방형구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분의 방형구에서 8.5 후의 pH값이 측정되었다.

  토양 염도의 경우 다소 편차가 있었으나,두 개체군 모두 육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토양 염도가 반 으로 증가하 다(Fig. 2-5).담수

유입 개체군(5m =1.03±0.39‰,10m =1.25±0.47‰,15m =1.47

±0.62‰)의 경우 육지와 가장 가까운 방형구(0.30±0.14‰)를 제외할

경우 담수 비유입 개체군의 토양 염도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 다(5m =

1.10±0.30‰,10m =1.33±0.33‰,15m =1.33±0.12‰).담수 유입

개체군 내 육지와 가장 가까운 방형구에서의 토양 염도는 담수 비유입

개체군(0.97±0.21‰)의 약 1/3수 이었다.

Fig. 2-5. Soil pH, salinity, water content, organic matter content of 

‘Freshwater inflow’ and ‘Non-inflow’ reed stands (Mean ± 1SE). 

Different letters indicate different statistical group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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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수 비유입 개체군(37.6±1.8% → 40.9±1.6%)에서의 토양 함수량

은 거리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반면,담수 유입 개체군(32.6±

7.8% → 43.3±7.6%)의 경우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분 함

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 다(Fig. 2-5).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형구간 편차

로 인해 두 개체군 내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방형구 간 토양 수분함량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담수 비유입 개체군 내 토양 유기물 함량의 경우 육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특별한 경향이 확인되지 않았다(Fig. 2-5).반면,담수 유입 개체군

의 경우 갈 생육의 향으로 보여 지는 유기물 함량 결과가 나타났다.

개체군 반을 비교하더라도 담수 유입 개체군에서의 유기물 함량이 담

수 비유입 개체군에 비해 높았다(Table 2-2).특히,육지로부터 가장 가

까운 방형구의 경우,편차가 크긴 하 으나 담수 유입 개체군에서의 토

양 유기물 함량이 상 으로 높았다(담수 유입 개체군 =4.59±1.90%,

담수 비유입 개체군 =3.52±0.22%).

질산태질소의 경우,갈 의 왕성한 생육에 따른 토양 양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로 인해,특히 갈 의 생육 차이가 컸던 0～ 10m

거리까지는 담수 비유입 개체군 내 질산태질소(1.77± 0.27→ 1.74±

0.29→ 1.78±0.53mg/kg)가 담수 유입 개체군(1.52±0.17→ 1.52±

0.17→ 1.52±0.11mg/kg)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유의미성은 확인되지 않았다(Fig. 2-6).

암모니움태질소 한 질산태질소와 유사하게 담수 유입 개체군에서의

왕성한 갈 생육에 따른 토양 양분 감소를 확인하 다(Fig. 2-6).0

～ 10 m 구간까지는 담수 비유입 개체군 내 암모니움태질소(약 4

mg/kg)가 담수 유입 개체군(2.5～ 3mg/kg)에 비해 다소 높게 검출되

었다(P < 0.05).이후 15～ 25m 구간의 담수 유입 개체군 내 암모니

움태질소의 경우 담수 비유입 개체군(0～ 15m)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47 -

  유효태인산의 경우,질소성 양분과 달리 갈 생육에 따른 양분 감소

는 확인되지 않았다(Fig 2-6).담수 유입 개체군과 담수 비유입 개체군

모두에서 뚜렷한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담수 유입 개체군에서의 유

효태인산(19.6±2.8～ 26.3±3.9mg/kg)이 담수 비유입 개체군(10.5±

9.4～ 18.3±5.7mg/kg)에 비해 반 으로 높았으며 15～ 20mg/kg

수 의 토양 유효태인산이 검출되었다.

Fig. 2-6. NO3-N in soil of ‘Freshwater inflow’ and ‘Non-inflow’ reed 

stands (Mean ± 1SE). Different letters indicate different statistical 

group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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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칼륨은 토양 염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담수 비유

입 개체군의 토양 칼륨의 경우 육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경향이 확

인되지 않은 반면,담수 유입 개체군의 경우 육지와 가까울수록 상

으로 낮은 값을 보 다(Fig. 2-7).특히,두 갈 개체군 내 육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형구 간 칼륨 농도는 평균값(담수 유입,510±215;담수

비유입,819±283mg/kg)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 다.담수 유입 개체

군 내 육지와 가장 가까운 방형구에서의 토양 칼륨은 담수 비유입 개

체군뿐만 아니라 개체군 내 다른 거리의 방형구들(771±182～ 1,034±

224mg/kg)과 비교하여서도 크게 낮았다.

  토양 칼슘 농도의 경우 칼륨이나 나트륨 등의 다른 이온들과는 확

연히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2-7).칼륨,나트륨 마그네슘 등이

반 으로 육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농도가 증가하 다.반면,담

수 비유입 개체군 내 토양 칼슘의 경우 육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경

향성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879±359→ 794±192→ 1,047±159→

1,075±146mg/kg),담수 유입 개체군의 경우 오히려 바다에서 육지로

향할수록 차 으로 증가하 다(2,017±1,267→ 1,875±690→ 1,763

±312→ 1,531±474→ 1,996±656→ 3,469±764mg/kg).특히 두

갈 개체군 내 육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형구 간 토양 칼슘 농도

차이(담수 유입,3,469±764mg/kg;담수 비유입,879±359mg/kg)가

가장 컸다.

토양 나트륨의 경우 칼륨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Fig. 2-7).

담수 비유입 개체군의 경우 거리에 따른 나트륨의 변화폭이 었던 반면

(3,855±1,391→ 3,596±707→ 4,299±1,490→ 4,721±547mg/kg),

담수 유입 개체군의 경우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나트륨의 농도가 큰 폭으

로 감소하는 특성을 보 다(1,514±1,017→ 3,851±1,682→ 4,844±

2,374→ 6,009±2,725→ 5,911±3,462→ 6,451±1,949mg/kg).특히

담수 유입 개체군 내 육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형구의 경우 다른 방형

구들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값(1,514±1,017mg/kg)이 측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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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 비유입 개체군 내 육지와 가장 가까운 방형구에서의 나트륨 값

(3,855±1,391mg/kg)들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토양 마그네슘의 경우 반 으로 칼륨 나트륨과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Fig. 2-7).담수 유입 개체군의 경우 육지로 가까워질수록

마그네슘의 농도가 낮아지는 반면(702±234→ 761±127→ 835±

336→ 993±331→ 1,130±415→ 1,011±252mg/kg),담수 비유입

개체군의 경우 거리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았다(666±189→ 614±73

→ 766±170→ 825±62mg/kg). 한 두 개체군 내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방형구 간 마그네슘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담수

유입 개체군,702 ± 234 mg/kg;담수 비유입 개체군,666 ± 189

mg/kg).

Fig. 2-7. Major ion contents in soil of ‘Freshwater inflow’ and 

‘Non-inflow’ stands (Mean ± 1SE). Different letters indicate different 

statistical group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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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 유입 개체군과 담수 비유입 개체군 내 여러 토양 환경 인자 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그 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요소 하나

가 바로 토양 구성 성분의 비율 차이 다(Fig. 2-8).토양의 화학 특성

이라 할 수 있는 이온 농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지만,

토양의 물리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토성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 다.

담수 유입 개체군의 경우 담수 비유입 개체군에 비해 모래의 비율(70%)

이 높았으며,반 로 미사와 토는 각각 15% 수 에 그쳤다(토성 분류

시 사양토,sandyloam).반면,담수 비유입 개체군의 경우 일반 인 염

습지의 토성에 가까웠는데,미사의 비율이 50% 수 이었으며,모래와

토는 각각 30,20% 정도를 차지하 다.

토양 구성 성분의 비율과 련하여 한 가지 특이 인 사항은,담수 비

유입 개체군의 경우 거리에 따른 토양 구성 성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

면,담수 유입 개체군의 경우 육지에 가까울수록 모래의 비율이 차

으로 증가하고 미사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 다는 이다.

Fig. 2-8. Ratio of soil components in ‘Freshwater inflow’ and 

‘Non-inflow’ stands  (Mean ± 1SE). Different letters indicate different 

statistical group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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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생육 지수 토양 환경 인자 간 연 성 여부를 악하기 해

Pearson의 상 지수를 분석해 보았다(Table 2-3).먼 ,갈 생육 지수

간 상 의 경우 고와 직경(r=0.493,P<0.001), 고와 지상부 건

량(r=0.902,P <0.001)그리고 직경과 지상부 건 량(r=0.453,P <

0.01)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 을 보 다.갈 생육 지수 간 상 분석

결과,염습지 내 갈 의 지상부 생산성은 직경이나 도가 아닌 고와

보다 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방형구 간 다소 편차가 컸던

도의 경우 다른 생육 인자와 특별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Table 2-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 for reed growth 

parameters and soi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n = 48)

Shoot height Culm diameter Shoot density Shoot DW

Shoot height - -0.493*** -0.029 -0.902***

Culm diameter - - -0.086 -0.453**

Shoot density - - - -0.005

pH -0.279 -0.140 -0.056 -0.349*

Salinity -0.584*** -0.454** -0.002 -0.575***

WC -0.525*** -0.318* -0.013 -0.457**

OM -0.108 -0.086 -0.072 -0.094

Sand ratio -0.424** -0.128 -0.246 -0.369**

Silt ratio -0.215 -0.193 -0.211 -0.183

Clay ratio -0.383** -0.381** -0.135 -0.338*

NO3-N -0.285* -0.207 -0.088 -0.327*

NH4-N -0.461** -0.382** -0.047 -0.400**

PO4-P -0.064 -0.168 -0.244 -0.133

K+ -0.482** -0.414** -0.028 -0.451**

Ca2+ -0.334* -0.462** -0.112 -0.391**

Na+ -0.504*** -0.401** -0.007 -0.485**

Mg2+ -0.371** -0.187 -0.010 -0.300*

DW = dry weight, WC = water content (%), OM = Organic matter (%)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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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토양 환경 인자와 갈 생육 인자,그 에서도 고와 직경,

도 등을 종합 으로 포 하는 지상부 생산성 간 상 분석 결과,크게

갈 의 생육을 반 으로 해하는 인자와 진하는 인자로 나 어 볼

수 있었다.갈 의 지상부 생산성을 억제하는 가장 향력 있는 인자로

염도(r=-0.575,P<0.001),나트륨(r=-0.485,P<0.01)그리고 토양

수분함량(r=-0.457,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토 비

율(r=-0.338,P <0.05) 칼륨(r=-0.451,P <0.01),마그네슘(r=

-0.300,P < 0.05) 한 갈 생육 인자와 음의 상 을 나타내었다.반

면,모래 비율(r=0.369,P < 0.01)과 토양 칼슘 농도(r=0.391,P

< 0.01)의 경우 갈 생육 인자와 유의미한 양의 상 을 보 다.인과

질소의 경우,갈 생육이 왕성한 곳에서 다소 낮은 농도로 검출되어 음

의 상 을 보이거나 유의미한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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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고 찰

2-4-1.염습지 환경에서의 갈 생육

염습지 내 갈 생육은 환경 스트 스에 한 내성 차이를 유발하는

갈 의 유 특성차이 뿐만 아니라 염도,수 ,양분,그리고 토양 입

도 등 다양한 환경 인자의 복합 인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Chambersetal.2003).국외사례를 보게 되면, 범 한 지리 분

포 차이를 보이는 갈 개체군 간에는 유 차이가 상 으로 크게

작용하여 유사한 이화학 환경을 공유하더라도 갈 생육에 있어 큰 차

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Koppitz1999,AchenbachandBrix2014).그

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지리 으로 인 해 있는 두 갈 개체군의 경

우 개체군 간 확연한 유 차이를 기 하기는 어려우며,그 보다는 국

지 인 환경 차이에 기인한 생육 차이로 보는 것이 보다 실 일 것이

다(Min2011).

염습지 내 갈 생육에 가장 직 인 향을 미치는 환경 인자는 화

학 인자로서의 양분과 염도 그리고 물리 인자로서의 수 를 들 수

있다(HellingsandGallagher1992,AdamsandBate1999,Asaedaet

al.2003).갈 생육에 다소 용이하지 않은 환경의 염습지에서 갈 가

생존하고 생육하기 해서는 높은 염도의 해수에 의한 주기 인 침수를

견뎌 내어야만 하는데,인간 활동 등의 교란에 따른 환경 인자의 변화는

염습지로의 갈 정착과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를 들어,염습지에서의 취락 조성이나 개발 행 등의 인간 활동은

염습지로 양분을 공 하거나 조수를 차단함으로써 염습지에서 갈 가 보

다 잘 생육할 수 있는 우호 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경우가 많다

(SillimanandBertness2004,Bartetal.2006).특히,염습지 내 염도를

낮추거나 침수가 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환경 변화가 이루어

지게 되며,그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본래 염습지를 우 하던 식물 군락

이 쇠퇴하고 그 자리를 갈 가 체하는 사례도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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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jteandGallagher1996,Vasquezetal.2006).

염습지에 항만이나 취락이 조성되거나 제방 등이 축조되는 인간 활동

과 더불어 염습지의 이화학 환경 변화에 지속 인 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소가 있는데,바로 집수역 취락 등을 거친 담수가 염습지로 유

입되는 경우다(AlexanderandDuntoon2002).Min(2011)의 연구에 따르

면 육지로부터의 약 30m 거리의 염습지에까지 담수의 향이 확인되었

으며 특히,유입 담수는 염습지 내 갈 근계의 염도를 낮춰 갈 생육

을 가능하게 하는 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4-2.담수 유입에 따른 염습지의 환경 변화

염습지로의 지속 인 담수 유입은 염습지의 물과 토양의 이화학 환

경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인근에 항만 취락 등이

발달해 있던 갈 개체군으로 유입되는 담수는 생활하수의 향으로,염

수와 비교하여 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세 배 이상 높은 수 의 인과

질소를 포함하 다. 한,유입 담수의 경우 염수에 비해 낮은 수 의

기 도도 이온(칼륨,나트륨 마그네슘 등)농도를 보 다.

염습지로의 지속 인 담수 유입은 조수에 따라 갈 개체군에 유입되

는 염수의 향을 낮추는 일종의 희석 용매로서 작용하게 된다

(AlexanderandDuntoon2002).특히 염수의 향이 배제되는 간조 시

에는 더욱 직 으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일반 으로 염습

지는 인과 질소 등의 양분이 부족한 습지생태계다(Van Wijnen and

Bakker1999).생활하수의 향으로 높은 수 의 인과 질소가 포함된 담

수의 유입은,염습지에서도 특히 육지와 가까운 곳의 물과 토양에 지속

인 양분 공 원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은 육지와 인 한 갈 개체군 내 토질에도 직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졌다.담수 유입 여부에 따른 토양 환경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특히 토양 구성 성분 비율에 있어 큰 차이를 보

다.그와 더불어 칼슘,마그네슘 농도 등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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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방형구 간 비교 시에는 염도와 나트륨

농도에 있어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 다.

즉 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은 단순한 염수의 희석을 통한 염도 감 과

정일 뿐만 아니라 육지에 인 한 곳의 토양 염도 이온 수 과 토양

구성 비율 등의 이화학 특성에도 향을 미쳤다.실제,육지와 가장 가

까운 방형구 간 토양 염도 비교 시 담수 유입 개체군에서의 토양 염도는

담수 유입을 받지 않은 개체군의 1/3수 에도 못 미쳤다.

그와 더불어,두 개체군 간 토양 구성 비율 차이가 확연하 는데,담수

유입이 이루어진 개체군에서의 모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약 80% 수

).반면,담수 유입이 이 진 개체군에서의 미사 비율의 경우 담수 유

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체군의 1/4수 이었다.염습지로의 담수 유입

은 모래와 같이 상 으로 굵은 입자가 염습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

는 기회를 제공하며(AlexanderandDuntoon2002),이는 일반 으로 미

사와 토가 주를 이루는 염습지 내 토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Talley

andLevin2001,Min2011).

2-4-3.담수 유입에 따른 환경 변화가 갈 생육에 미치는 향

갈 는 종자 발아 유묘의 정착에 있어서 염에 해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LissnerandSchierup1997).그로 인해,염습지 내 갈 생육은

높은 염도와 침수 환경인 염습지 내부에서 시작하는 경우보다,염수에

의한 직 인 침수를 겪지 않는 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Chambersetal.2003). 한,종자나 유묘에 비해 상 으로 염이나

침수 스트 스에 한 내성이 높은 지상경이나 지하경 편과 같은 무성

생식기 을 통한 정착이나 확장이 보다 일반 이다(BartandHartman

2003).

지상경이나 지하경 편의 경우 종자나 유묘에 비해 상 으로 염에

한 높은 내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와 같은 무성생식기 한

높은 염도 환경 보다는 10‰ 이하의 낮은 염도 환경에서 보다 잘 정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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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육하는 것이 일반 이다(BartandHartman2002).즉,육지와 가까

운 토양은 유입 담수의 지속 인 향으로 낮은 염도환경이 조성되었으

며 이는 염습지로의 갈 정착을 한 기회로 작용하 을 것이다.

Osland etal.(2014)의 연구에 따르면,염습지에서의 기 개척자

(foundationspecies)역할을 하는 종들의 성공 인 정착과 생육에 있어

담수에 한 가용성이 요한 것으로 강조된 바 있다.본 연구에서의 갈

한 일종의 개척자 역할로서 염습지로의 정착과 확장을 진행해 왔을

것이며,그러한 과정에 있어 담수의 지속 인 유입이 결정 인 역할을

하 을 것이다(Fig. 2-9).

한,모래는 갈 무성생식기 의 발아와 활착을 진하는 매질로 알

려져 있다(Bartetal.2006,HongandKim 2011).그러므로 염습지로의

담수 유입과 동반되어 이루어진 모래의 유입과 퇴 은 염습지에서의 갈

정착과 생육에 우호 으로 작용하 을 것이다(Bartand Hartman

2003).

Fig. 2-9. The flow chart for establishing process of reed stands in salt 

mar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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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갈 는 발아와 활착에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나(Emeryetal.

2001)염습지는 인과 질소가 부족한 습지생태계다(Van Wijnen and

Bakker1999).그러한 차원에서 인과 질소성 양분이 포함된 담수의 지속

인 유입은 염습지에서의 갈 정착과 생육에 우호 인 환경을 제공하

다고 볼 수 있다.특히,염습지에서의 가용성 양분의 증가는 갈 의 생

육 반에 우호 으로 작용하게 되는데,특히,염에 한 갈 의 내성을

높임으로써 염습지에서의 갈 생육을 향상시킨다(Fig. 2-9).

담수 유입의 향을 받는 갈 개체군 육지와 가까운 지역의 경우

많은 양의 모래와 갈 사체의 축 으로 만조 시 염수에 의한 침수를 덜

받는 것으로 보여 졌다(Fig. 2-10).실제 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은 모래의

퇴 작용이 이루어지게끔 하여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수 감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iggsandJohnson1975,Stumpf1983).

한,갈 와 같은 다년생 식물은 염습지에서 생물학 그물 역할을 함

으로써 태풍 등에 따른 홍수 이후 많은 양의 모래나 식물 편 등이 퇴

될 수 있도록 한다(Álvarez-Rogeletal.2007).

Fig. 2-10. Deposited sand, shells, and reed litter at the landward area 

in the ‘Freshwater inflow’ reed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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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에서의 인간 활동은 갈 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분 수 에 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토양 높은 수 의 칼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

다.칼륨이나 나트륨 등 염수의 염도를 결정짓는 이온들과는 다르게 칼

슘의 경우 오히려 취락이 조성된 개체군에서 약 4배가량 높은 수치가 검

출되었다.실제로 담수의 유입이 이 지고 있던 취락에 인 한 갈 개

체군 육지와 가장 가까운 방형구들 근처에서 두껍게 쌓여있는 패각류

들을 쉽게 찰할 수 있었다. 부분 어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들로 추

정되는 조개껍데기들은 갈 가 일종의 그물 역할을 함으로써 바다로 방

류되지 못한 채 퇴 되어 있었다.

주로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패각류들의 반복된 퇴 과 침식은 육지와

인 한 토양 칼슘농도를 높이게 되며,높은 칼슘 농도는 갈 로 하여

염에 한 내성을 높인다(Lewisetal.1989).Zehraetal.(2012)의

연구에 의하면,주로 기수역이나 염습지에 서식하는 P.karka의 경우 칼

슘이 없는 환경에 비해 칼슘이 풍부한 환경에서 보다 높은 발아율과 생

존률을 보 다.즉,취락에서의 인간 활동은 유입 담수에 더 많은 양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토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염습지에서 갈 가 생육하기에 우호 인 환경을 조성하 다(Fig. 2-11).

Fig. 2-11.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establishing process of reed 

stands in salt mar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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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염습지 내 갈 개체군의 생태 가치

북미 지역의 경우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잡종 갈 의 확산으로 인

해 염습지에서의 갈 확장을 지하기 한 리 방안의 요성이 두

되고 있다(ChorneskyandRandall2003,ZedlerandKercher2004).항

만이나 취락 조성 방 제 건설 등 염습지 등지에서 이 지는 다양한

인간 활동은 염습지 고유의 환경을 변화시켰으며,특히 염습지의 염도나

수 를 감하고 풍부한 양분 환경을 조성하 다(Álvarez-Rozeletal.

2007,Choietal.2010).이는 자연스럽게 갈 가 염습지로 유입될 수 있

는 기회로 작용하 으며,그로 인해 북미와 같은 경우 염습지에서 이

지는 갈 의 정착이나 확장이 일종의 교란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 다

(SillimanandBertness2004).

갈 생육이 항상 염습지 생태계에 인 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오히려 부분의 염습지에서 요한 생산자로서 역할 하는 경우

가 많다.무엇보다도 갈 는 높은 생산성으로 염습지에서의 유기물 축

에 높은 수 으로 기여한다.Windham(2001)의 연구에 따르면 갈 는 염

습지의 주요 염생식물 하나인 Spartinapatens에 비해 약 3배가량 높

은 지상부 생산성을 보인 반면,그 반 수 인 분해 속도로 염습지 내

유기물 축 에 보다 높은 수 으로 기여하 다.

본 연구에서도,인과 질소성 양분이 포함된 담수의 유입,높은 비율의

모래로 구성된 토양 그리고 토양 높은 수 의 칼슘 환경은 염습지에

서도 약 3～ 5kg/m2에 육박하는 높은 지상부 생산을 가능하게 하 다.

일반 인 염습지에서의 갈 지상부 생산성이 약 0.5～ 1.0kg/m2수

인 것을 감안한다면(Table 2-4),이는 략 5배 정도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갈 의 왕성한 생육은 염습지 생태계에 풍부한 유기물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염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미생물과 동물들에게

있어 요한 먹이원이자 서식처로서 작용하게 된다(Hansonetal.2002,

Bushaw-Newtonet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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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Growth parameters of P. australis at late summer season 

in reed marshes.

Wetland type
Shoot height 

(cm)

Individual DW 

(g)

Shoot DW 

(g/m2)
Authors

Salt marsh - - 715 Kim (1975)

Salt marsh 112 - 668 Lee (1977)

Salt marsh 150 - 1,719 Min and Kim (1983)

Estuary - - 991 ± 395 Oh and Ihm (1983)

Estuary - - 1,883
Roman and Daiber 

(1984)

Estuary - - 1,985 Kim et al. (1986)

Reclaimed 

wetland
120 ～ 140 - 840 ～ 1,600

Cheong and Kim

(1989)

Estuary 380.3 ± 5.6 76.5 ± 2.9 - Lee and Yang

(1993)Salt marsh 179.2 ± 4.8 7.7 ± 0.3 -

Estuary - - 1,868 ± 189 Windham (2001)

Estuary - - 1,855 ± 70 Windham (2001)

Estuary - - 538 ～ 1,150

Chung et al. (2008)Reclaimed 

wetland
- - 564

Salt marsh 180 ～ 200 - 860 ～ 980 Min (2011)

Montane fen 415.7 ± 21.8 - 432.3 ± 53.9
Hong and Kim 2012

Riparian marsh 375.7 ± 7.6 - 954.6 ± 26.8

Freshwater 

marsh
300 ～ 400 20 ~ 60 500 ~ 2,000 Hong et al. 2014b

DW = dry weight.

한,이와 같은 염습지에서의 왕성한 갈 생육은 어업에 종사하는

취락의 어민들에게 있어서도 요한 의미를 갖는다.높은 수 의 인과

질소성 양분이 포함된 담수의 직 인 방류는,바다에서 조류가 속도

로 번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여 염습지 생태계의 건강을 할 여

지가 있다(Álvarez-Rozeletal.2007,Deeganetal.2007).그러나,본

연구에서와 같이 오염된 생활하수가 포함된 담수가 직 으로 방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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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갈 식생을 거치게 될 경우 식물 흡수를 통해 오염이 상당부분

감된 채로 방류되게 된다.즉,갈 식생이 일종의 완충 지 (buffer

zone)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실제,갈 는 염습지 뿐만 아니라

하천변 등의 담수습지에서도 우수한 완충 역할을 보이며 그로 인해 수질

정화 목 의 인공습지에서도 주로 활용되는 식물종이기도 하다

(Uusi-Kämppäetal.2000,Hongetal.2014a,2014b).그러므로,본 연

구에서의 조사지와 같은 염습지의 경우 갈 생육이나 확장을 억제하기

보다는 일종의 갈 개체군 보 을 한 유지 리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할 것이다. 를 들면,취락으로부터의 지나치게 과한 수 의 양분

방류나 여름철 태풍과 같은 여러 교란요소로 인한 갈 개체군의 생육

해나 면 감소 등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 62 -

제 3장.염도와 수 체제가 갈 생육에 미치는 향

3-1.서 론

갈 는 극지방을 제외한 부분 륙의 산지습지로부터 염습지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 으로 응한 형습지식물이다(Hongand

Kim 2012).갈 는 많은 수의 종자를 만들뿐만 아니라 지하경 지상

경 등의 무성생식기 을 활용한 뛰어난 번식과 개체군 확장력으로 습지

생태계의 요한 생산자로서 기능하고 있다(Haslam 1973).

갈 의 분포나 생육을 결정짓는 환경 인자는 다양하며,크게 거시

인자와 미시 인자로 나 어 볼 수 있다.갈 개체군 수 에서의 생육

기간과 반 인 생육 수 을 결정짓는 거시 차원에서의 환경 인자로

는 서식처의 도나 고도 그리고 그에 따른 일조량이나 기온 등을 들 수

있다(Lessmannetal.2001).갈 개체군 내 생육에 있어 이질성을 유발

하기도 하는 미시 차원에서의 환경 인자로는 수심과 수 변화 등을

포함한 물리 인자 인이나 질소성 양분 그리고 염 등의 화학 인자

가 있다(Chambersetal.2003).

와 같은 다양한 환경 특성이 복합 으로 갈 의 생육을 결정짓지

만,갈 는 뛰어난 형태 가소성(phenotypicplasticity)을 통해 갈 가

선호하는 환경으로 확장함으로써 환경 제약을 극복하기도 한다

(Vretareetal.2001). 한,갈 는 생육에 불리한 환경을 보다 우호

인 환경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를 들면,갈 는 생산성이 높아 많은

양의 사체를 만들어내는데,이는 갈 서식처의 환경을 변화시켜

Spartina속과 같은 식물들과의 경쟁에서 우 를 할 수 있다(Wanget

al.2006).

갈 가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한 응력도 뛰

어나지만 그 다고 모든 환경에서 우수한 생육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갈 의 경우 최 2m 수 의 수심에서도 생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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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보통 30cm 이상의 수심 환경에서부터 생육 하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 이다(Vretareetal.2001). 한,갈 는 일회 인 환경 변화

에는 상 으로 잘 응하는 편이나,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불규칙

인 수 변화 등에는 생육 부진을 보이기도 한다(Whiteetal.2007).

한,갈 는 모래가 아닌 미사나 토가 다량 포함되어 상 으로 산화

환원 가 낮은 매질 환경에서의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rtandHartman2002,StrandandWeisner2002).

무엇보다도,높은 염도 환경은 갈 의 발아,유묘 생육,그리고 개체군

확장 등을 제한하는 갈 생육에 있어 주요한 제한요소라 할 수 있다

(Chambersetal.2003).갈 는 설탕이나 롤린 등을 활용하여 잎 속

삼투압을 조 함으로써 다른 형정수식물들에 비해서는 상 으로 높

은 염에 한 내성을 보이는 편이다(LissnerandSchierup1997,Parter

etal.2009).그러나 갈 는 탈락과 같이 일반 인 염생식물들에서 볼 수

있는 능동 인 차원에서의 염 조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

(pseudo-halophyte).그로 인해 염도가 10‰ 이상만 되어도 종자 발아나

유묘 생육 등이 매우 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ngetal.2006,

AchenbachandBrix2014).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조수의 향을 받는 기수역

이나 염습지에서의 환경 변화가 상되고 있다.특히,해수면 상승은 기

수역이나 염습지에서의 염도와 수 환경을 동시에 변화시키게 된다.그

러한 환경 변화는 기수역이나 염습지의 주요 생산자인 갈 의 생육이나

분포 양상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한,이는 염습지 내 갈 에

의존하는 다양한 미생물이나 동물들의 생태에 향을 미침으로써 습지의

생태 가치에까지도 향을 미치게 된다(TalleyandLevin2001).그러

므로,해수면 상승과 같은 환경 변화에 응하여 기존의 갈 습지를 보

하고 유지ㆍ 리하기 해서는 염도와 수 환경이 갈 생육에 미치

는 향에 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 이다.염도와 수 가 갈 생육에

미치는 향에 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부분이 염도와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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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인 효과에 해 다루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통제 실험을 통해 다양한 염도와 수 환경에서의

갈 생육 비교해 으로써 어떠한 염도와 수 조건에서 갈 의 생육이

진되거나 해되는지 악하고자 하 다.무엇보다도,갈 생육에 염

도와 수 가 미치는 개별 인 효과뿐만 아니라 복합 인 향을 규명함

으로써 실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갈 생육과 분포 양상을 측해 보고

자 하 다.염도와 수 가 갈 생육에 미치는 향에 한 본 연구를

통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환경 변화가 기수와 염습지에서의 갈 생육과

분포 양상에 구체 으로 어떤 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해 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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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재료 방법

3-2-1.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할 갈 를 확보하기 해 2010년 10월, 라남도 순천시

별량면(N34°84́,E127°45́)인근의 갈 습지로부터 종자를 채취하 다.

이후,채취한 갈 종자를 서울 학교 내 실험실로 옮겨 풍건시킨 뒤

5℃ 온고에서 보 하여 2011년 ,25℃의 생장상(growthchamber)에

서 발아를 진행시켰다.발아시킨 갈 는 온실로 옮겨진 뒤,모래와 원

용상토(암모니움태질소,500mg/L;유효태인산,800mg/L)를 1:1의 비

율로 혼합한 매질이 채워진 라스틱 화분(10cm ×10cm ×10cm)에

서 1년간 생육시켰다. 모래와 원 용 상토가 동일한 비율로 혼합된

매질 조건은 실제 갈 생육이 원활하 던 염습지에서의 토성 환경(사양

도,sandyloam)과 유사한 환경 조성을 해 고안되었다.실험 유묘

생육 기간 동안의 수 조건은 라스틱 화분 내 매질 높이(0cm)로 유

지되었다.

2011년 11월,갈 의 지상부를 모두 제거한 뒤 월동을 진행시켰으며,

2012년 4월 순,실험을 한 갈 선별을 진행하 다.총 2～ 3개 정

도의 지상부(ramet)를 포함하며,30cm 후의 평균 고를 보이는 갈

만을 실험 재료로 선별하 다(Fig. 3-1).

Fig. 3-1. Seedlings (left-side) and 2-year-old P. australis (right side).



- 66 -

선별된 갈 는 본격 인 실험을 해 보다 넓은 면 의 화분(25cm ×

25cm ×25cm)으로 이식된 뒤 앞선 화분에서의 동일한 매질(모래 :원

용상토 =1:1)과 수 조건(0cm)에서 약 한 주간의 응기를 가졌

다. 응기를 거친 갈 는 염도 수 실험을 해 따로 비된 뒤 고

무 탱크(100cm ×60cm ×40cm)로 옮겨졌다.고무 탱크마다 한 가지

의 염도와 한 가지의 수 조건이 용되었으며,하나의 고무 탱크 당

반복수의 개념으로 총 다섯 개의 화분이 비되었다.

3-2-2.실험 설계

염도와 수 가 갈 생육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총 3가지의

염도 조건과 5가지의 수 조건을 비하 다.염도 조건의 경우,1)0‰

그리고 담수와 기수 염수를 구분 짓는 경계라 할 수 있는 2)5‰과

3)25‰을 비하 다.수 체제의 경우,일정 높이[SWC(+32 cm),

swc(+16cm),WC(0cm,water-logged condition)]로 유지되는(Static

WaterCondition)세 가지 조건과,조수에 따른 주기 인 수 변화에

해당하는(FluctuatingWaterCondition)두 가지 조건[FWC(총 28cm의

수 변화폭)와 fwc(12cm의 수 변화폭)]을 비하 다(Fig. 3-2).

Fig. 3-2. The schematic diagram for water level conditions of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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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으로 수 변동이 이루어지는 두 조건(FWC와 fwc)의 경우,실

제 조수와 동일한 수 변동 주기(총 24시간 동안 2회의 최고 수 와 2

회의 최 수 )를 가질 수 있도록 정 하게 설계되었다.이를 해 수

변동 실험 조건(FWC와 fwc)경우 동일한 부피의 고무 탱크를 추가

으로 배치한 뒤 동 펌 와 타이머 콘센트를 활용하여 실험 기간 동

안 지속 으로 자동 조 될 수 있도록 하 다.실제 염습지에서 약 30

m 폭(육지로부터의 폭)의 갈 개체군이 만조 시 물에 의해 완 히

침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30분)을 측정한 뒤,본 실험에서도 수 변화

가 30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Fig. 3-3).

Fig. 3-3. A photograph of water level control system. Each water level 

condition has been maintained automatically with electric motor and 

timer con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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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갈 생육 측정

총 20주간의 고 변화 양상을 악하기 해 매주 고 측정을 진행

하 으며 이를 해 각각의 화분에서 기 고가 가장 큰 ramet을 기

ramet으로 설정하 다. 고의 경우 기의 끝이 아닌 잎의 끝을 기

(uppermostleaf)으로 측정하 다.정단에서의 잎 발생 시 말려 나오는

경우 따로 펴지 않은 채,매질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가장 높은 지 을

최고 고로 정하 다.

매주 이 진 고 측정 시에는 가장 큰 고의 ramet을 측정 상으

로 하 으며,최종 수확(2012년 9월)후에는 모든 ramet을 상으로 하

여 일차 기와 이차 기를 구분하여 고 측정을 수행하 다(Fig. 

3-4).일차 기와 이차 기의 구분은 고 측정뿐만 아니라 나머지 갈

생육 인자에 해서도 동일하게 용하여 측정을 수행하 다.일차

기와 이차 기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해,이차 기 발생 에

일차 기의 하단부에 고리 형태의 인식표를 설치하 다.

Fig. 3-4. A schematic diagram representing primary and secondary 

shoots from a rhizome fragment of P. austr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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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부 도의 경우 일차 기와 이차 기를 구분하여 각각 측정하

다.갈 직경의 경우 버니어캘리퍼스로 측정하 으며 갈 기 맨

아래쪽 마디(node)부 를 기 으로 측정하 다.

기 당 잎 수의 경우 도와 유사하게 완벽한 형태의 잎이 되기 이

나 지속 인 침수로 인해 잎의 일부가 분해되었더라도 잎의 형태가 남아

있는 경우 측정에 포함시켰다.잎 길이의 경우 잎 끝에서 기 끝을 기

으로 하여 측정하 다.엽록소 농도의 경우 단 면 당 엽록소 농도

를 측정할 수 있는 휴 용 기기(SPAD-502 plus,Konica Minolta

sensing,Inc.,Tokyo,Japan)를 활용하 다.

갈 생산성 악을 해 크게 지상부와 지하부로 구분하여 수확하

다.지상부의 경우 고나 잎 길이 등의 측정을 마친 뒤 따로 구분하지

않고 건 량을 측정하 다.지하부의 경우 크게 지하경과 뿌리로 구분하

다. 한,뿌리의 경우 수 뿌리와 토양 뿌리로 구분하여 건 량을 측

정하 다(Fig. 3-5).건 량의 경우,수확한 식물체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

고 70℃에서 48시간 건조한 뒤 자 울을 활용하여 측정하 다.

Fig. 3-5. Aquatic and soil roots on rhizomes of P. australis in water 

and substrate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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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토질 분석

여러 가지 염도와 수 조건이 20주의 생육 기간을 통해 토양 환경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악하기 해 수분함량,유기물함량, 기 도도,

염도,pH,칼륨,칼슘,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 농도 등의 이화학 특성

을 분석하 다.갈 수확 후 실험 조건별로 3개의 토양 샘 을 확보하

으며 분석에 앞서 2mm 크기의 격자인 체를 통해 지하경과 뿌리와

같은 식물체를 제거하 다.토양 pH와 염도 기 도도는 토양과 증

류수를 1:5로 혼합하여 진탕한 후 거름종이로 거른 액체에서 휴 용

측정기(AP63,Fisher,hampton,USA;CorningCheckmateII,Lowell,

USA)를 활용하여 측정하 다.수분 함량은 105℃ 건조기에서 48시간 건

조 후,유기물 함량은 550℃의 용 로에서 4시간 동안 작열한 후 무게

차이로 측정하 다(Boyle2004).양이온 분석은 NH4OAc로 침출한 뒤

(Allenetal.1974)원자흡 도계(Varian,ModelAA240FS)를 통해 정

량하 다.

3-2-5.통계 분석

염도와 수 조건이 갈 생육 인자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two-wayANOVA(analysisofvariance)분석을 수행하 다.총 15가지

(3가지 염도 ×5가지 수 )환경 조건에 따른 각각의 생육 지수 간 차

이 여부를 확인하기 해 Duncan의 사후검정(Post-hoctest)을 수행하

다. 통계 분석은 통계 로그램인 statistics SPSS ver.20.0(for

windows)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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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결 과

3-3-1.토질

염도와 수 조건이 부여된 실험구 내 토양의 수분함량,유기물함량,

기 도도,염도,pH,칼륨,칼슘,나트륨,마그네슘 농도 등 총 9항목

의 이화학 특성을 분석하 다(Table 3-1).토양 수분함량의 경우 염도

의 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 졌다.수 조건 차이 한 수분

함량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침수 시간이나 침수 변화 폭 등의 차이

에 상 없이 부분의 실험구에서 17% 수 의 수분함량을 보 다.토양

유기물함량 한 수분함량과 유사하게,염도와 수 에 의한 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부분의 실험구에서 1.6% 후의 유기물함량을 나타내

었다.

측정 방식이 동일한 기 도도와 염도의 경우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물의 염도가 증가할수록 토양의 기 도도와 염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 다.염도를 기 으로 0‰ 조건에서는 약 40μS/cm,5‰

에서는 약 650μS/cm(WC수 의 경우 1,302±251μS/cm),그리고 2

5‰에서는 약 2,200μS/cm(WC수 의 경우 4,130±348μS/cm)이었다.

토양 염도의 경우 0‰에서는 0μS/cm,5‰에서는 약 0.3‰(WC 수 의

경우 0.64±0.11‰),그리고 25‰에서는 약 1.12‰(WC수 의 경우 2.18

±0.19‰)이었다.즉,토양 기 도도와 염도의 경우 물의 염도가 증가

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 으며,동일 염도 조건에서는 다른 수 조

건에 비해 토양 높이로 수 가 유지되었던 WC수 에서 상 으로 높

은 수치를 보 다.

토양 pH의 경우 수 에 따른 향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으며,주로

염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0‰에서는 약 6.8,5‰에서는 약 6.5수

인 반면,25‰에서는 약 7.5정도의 pH를 보 다.물의 염도를 결정짓

는 요한 요인인 칼륨과 나트륨의 경우, 기 도도 염도와 반

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칼륨의 경우 0‰과 5‰ 간 에는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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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던 반면,25‰(약 1,900mg/kg)의 경우 0‰(약 260mg/kg)

과 5‰(약 280mg/kg)에 비해 약 7배가량 높았다.한편,칼륨의 경우 동

일한 염도 조건 하에서 수 조건 차이에 따른 특별한 농도 차이는 확인

되지 않았다.네 가지 양이온 가장 높은 수 으로 검출된 나트륨의

경우 칼륨과 유사하게,높은 염도 조건일수록 토양에서의 농도 한 높

게 나타났다.0‰의 경우 약 300mg/kg,5‰의 경우 약 8,500mg/kg그

리고 25‰의 경우 약 24,000mg/kg의 나트륨이 검출되었다.

토양 칼슘의 경우 다른 이온들과 다르게 오히려 처치한 물의 염 농

도가 높아질수록 낮게 검출되었다.0‰의 경우 약 1,600mg/kg정도의 칼

슘이 검출된 반면,5‰의 경우 약 900mg/kg그리고 25‰의 경우 약

600mg/kg의 칼슘이 검출되었다.마그네슘 이온 한 칼슘과 다소 유사

하게 물의 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토양 농도가 증가하 다가 25‰에서

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0%의 경우 약 1,100mg/kg,

5‰의 경우 약 1,500mg/kg,그리고 25‰에서는 약 900mg/kg의 토양

마그네슘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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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oil characteristics under different salinity and water level (Mean ± 1SD)

Soli

variables

Environmental conditions

0‰ 5‰ 25‰

SWC FWC swc fwc WC SWC FWC swc fwc WC SWC FWC swc fwc WC

Water content 

(%, n = 3)

17.1

±1.1

16.8

±2.2

15.6

±0.8

16.8

±2.0

16.6

±0.9

17.7

±1.0

17.6

±0.9

17.2

±0.2

17.2

±1.2

17.4

±0.7

16.1

±0.2

17.5

±0.9

17.7

±1.2

17.5

±0.9

17.3

±0.2

Loss on ignition 

(%, n = 3)

1.60

±0.09

1.61

±0.05

1.52

±0.03

1.64

±0.01

1.60

±0.34

1.65

±0.12

1.64

±0.02

1.64

±0.05

1.58

0.05

1.76

±0.26

1.64

±0.13

1.66

±0.06

1.72

±0.19

1.84

±0.12

2.12

±0.37

Electric 

conductivity 

(µS/cm, n = 5)

39.0

±1.2

43.3

±3.1

39.7

±2.4

41.6

±4.0

39.7

±2.4

587

±111

550

±19

719

±64

640

±67

1,302

±251

1,845

±86

2,142

±195

2,223

±208

2,326

±92

4,130 

± 348

Salinity

(‰, n = 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8

±0.12

0.30

±0.02

0.34

±0.05

0.32

±0.04

0.64

±0.11

0.92

±0.04

1.12

±0.11

1.12

±0.11

1.18

±0.08

2.18

±0.19

pH

(n = 5)

6.75

±0.07

7.01

±0.18

6.92

±0.10

6.84

±0.07

6.92

±0.10

6.48

±0.28

6.85

±0.37

6.57

±0.33

6.46

±0.06

6.30

±0.12

7.81

±0.35

7.64

±0.66

7.57

±0.20

7.58

±1.02

7.02

±0.32

K+ 

(mg/kg, n = 3)

284

±24

263

±8

242

±16

253

±50

236

±16

266

±29

280

±28

239

±23

358

±101

242

±40

1,916

±992

2,267

±714

1,322

±361

1,564

±299

1,605

±440

Ca2+ 

(mg/kg, n = 3)

1,638

±67

1,918

±163

1,668

±161

1,687

±232

1,548

±223

926

±151

712

±132

904

±80

653

±121

1,171

±179

592

±42

420

±17

653

±152

356

±41

1,135

±109

Na+ 

(mg/kg, n = 3)

256

±23

314

±32

319

±54

282

±78

423

±47

6,865

±1,427

9,334

±1,279

8,043

±882

9,791

±1,395

8,278

±1,818

21,281

±792

24,382

±1,516

21,189

±3,431

23,413

±2,219

27,354

±2,059

Mg2+ 

(mg/kg, n = 3)

1,162

±101

1,278

±155

1,196

±195

1,155

±187

1,067

±143

1,194

±173

1,562

±229

1,197

±65

1,546

±261

1,792

±429

985

±57

864

±56

693

±127

725

±102

1,163

±86

SWC = static water condition, FWC = fluctuating water condition, WC = water-logged condition (0 cm). Capitals indicate higher water 

level and larger amplitude in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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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갈 생육

0‰에서의 갈 고 생장의 경우,수 조건 차이에 따른 향은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6).이차 기 생장이 시작된 5주

째부터 수 조건 간 고 차이가 발생하 으나 편차가 다소 컸으며,약

16주 후부터 차 고생장률이 감소하 다.수 조건 별 20주 차 최

고는 다음과 같다:SWC=133.6±21.8cm,FWC=126.8±11.9

cm,swc=118.2±18.6cm,fwc=128.4±20.4cm,WC =137.8±

16.2cm.

5‰에서의 갈 고 생장의 경우 0‰에서와 다르게 수 조건 차이에

따른 향이 유의미하 다(Fig. 3-6).특히,SWC수 에서의 고 생장

이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수 변동 조건인 FWC와 fwc수 그리

고,swc와 WC수 가 그 뒤를 이었다.WC수 의 경우 평균값에 있어

SWC수 와 약 40cm 가량 차이를 보 다.0‰에서와 유사하게 5‰에

서도 이차 기 생장이 시작된 5주째부터 수 조건 간 고 차이가 발

생하 다.편차가 다소 컸으며,약 16주 후부터 차 고생장률이 감

소하 다.수 조건 별 20주 차 최 고는 다음과 같다(수치 뒤의 알

벳은 Duncan의 사후검정을 통한 서로 다른 통계 집단을 의미한다,

P<0.05):SWC=145.4±19.1ccm,FWC=125.4±10.9bcm,swc=

111.0±13.2abcm,fwc=119.4±10.4abcm,WC=104.8±12.8acm.

25‰에서 갈 고 생장의 경우 5‰에서와 같이,수 조건 차이에

따른 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3-6).25‰ 염도조건에서는

앞선 두 조건과 다르게 이차 기 생장이 시작된 5주 후부터 더 이상

고생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큰 폭의 수 변동 조건인 FWC수

의 경우 18주차부터 고사가 시작돼 20주에는 18주에 비해 고가 큰

폭으로 낮아졌다(18주,58.4±8.2cm → 20주,46.0±20.9cm).수 조

건 별 20주 차 최 고는 다음과 같다:SWC = 55.0± 8.3ab cm,

FWC=46.0±20.9acm,swc=63.2±5.8b cm,fwc=47.6±10.0ab

cm,WC=57.2±5.5ab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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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Uppermost shoot height (n = 5) of P. australis under 0, 5, 

and 25‰ in water salinity during 20 weeks (Mean ± 1SE). Capitals 

indicate higher water level and larger amplitude in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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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주의 생육기간을 거친 뒤,염도와 수 가 갈 의 다양한 생육 지

수에 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Two-wayANOVAs를 수

행하 다.분석 결과,수 조건에 비해 염도에 따른 갈 생육 지수 차

이가 보다 명확하 다.수 조건의 경우 잎 길이,엽록소 농도,지상부

건 량 그리고 지상부 :지하부 생물량 비율 등 총 14가지 생육 인자

4가지 생육 인자에 있어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반면,염도의 경우 모

든 생육 지수에 해 유의미한 차이(P < 0.001)를 유발하 다(Table 

3-2).한편,갈 생육 지수에 한 염도와 수 의 복합 인 향(salinity

×waterlevel)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의 경우, 도,엽록소 농도와 뿌리

건 량을 제외한 부분의 건 량 지수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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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Two-way ANOVAs for growth parameters of P. australis in 

response to different salinity and water level

Source

Parameters
Sal.

(df = 2)

WL

(df = 4)

Sal. × WL

(df = 8)

Final shoot height

(n = 309)
31.4*** 0.61 0.86

Shoot density

(n = 75)
45.5*** 1.68 2.12*

Culm diameter

(n = 304)
18.6*** 1.58 1.17

No. of blade

(n = 268)
31.1*** 0.72 1.91

Blade length

(n = 2,420)
190.9*** 11.8*** 1.86

Chlorophyll content

(n = 645)
152.2*** 23.4*** 4.90***

Shoot DW

(n = 75)
164.9*** 4.61** 5.03***

Rhizome DW

(n = 75)
34.4*** 0.68 2.20*

Aquatic root DW

(n = 75)
102.0*** 0.76 2.68*

Soil root DW

(n = 75)
30.3*** 0.65 1.92

Root DW

(n = 75)
100.7*** 0.81 2.90**

BGDW

(n = 75)
80.3*** 0.44 3.02**

Total DW

(n = 75)
130.5*** 1.33 3.78**

Shoot DW: BGDW

(n = 75)
17.4*** 2.89* 1.86

Sal. = salinity, WL = water level, DW = dry weight, BGDW = below-ground dry weight 

(rhizome and root).

*, P < 0.05; **, P < 0.01; ***, P < 0.001 by Duncan’s post-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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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상부를 상으로 측정한 최종 고의 경우,0‰과 5‰은 유사

한 고 수 과 경향을 보인 반면,25‰에서는 반 으로 조한 생장

을 보 다(Fig. 3-7).특히,0‰과 5‰에서는 다른 수 조건에 비해 swc

수 에서 고 생장이 상 으로 조한 반면,25‰에서는 오히려 swc

수 에서의 고 생장이 상 으로 좋았다.가장 높은 고는 5‰의

SWC 수 (95.4±39.2cm)에서 측정되었으며 가장 낮은 고는 25‰

염도의 FWC수 에서 측정되었다(37.8±20.3cm).

지상부 도의 경우 고에서와 같이,0‰과 5‰에서의 도 수 이나

경향이 유사한 반면 25‰의 경우 다소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Fig. 3-7).

0‰과 5‰에서는 수 변동이 있는 조건인 FWC와 fwc수 에서 도

가 상 으로 높았던 반면,25‰에서는 수 변동이 없고 수 도 낮은

조건인 swc와 WC수 에서 도가 상 으로 높았다.가장 높은 지상

부 도는 5‰과 FWC수 조건(6.6±0.5ramets/pot)에서 측정되었다.

25‰에서는 갈 의 고 생육뿐만 아니라 도 생장 한 상 으로

조하 는데,25‰의 SWC,FWC,fwc수 에서 1.4±0.2ramets/pot의

도로 가장 낮은 값이 측정되었다.

갈 직경 생장의 경우 고 생장과 반 으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

다.0‰과 5‰의 염도조건에 비해 25‰에서의 직경 생장 한 상 으

로 조하 다(Fig. 3-7).수 조건에 따른 직경의 경우,0‰과 5‰ 모두

SWC수 에서 가장 높은 값(0‰,2.2±0.7mm;5‰,2.1±0.6mm)이

측정되었으며 25‰에서는 FWC 수 에서 상 으로 높았다(1.5±0.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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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Final shoot height, shoot density, and culm diameter of P. 

australis depending on environmental conditions (Mean ± 1SE). 

Different numbers on bars indicate statistically different groups and 

larger number means statistically higher group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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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당 잎 수의 경우도 25‰에 비해 0‰과 5‰에서 상 으로 높았

다(Fig. 3-8).0‰과 5‰의 경우 다소 편차는 있었으나 부분 10개 후

의 잎 수를 보 다.25‰에서의 잎 수의 경우 그 반 수 인 5개가량이

었으며 특히,25‰ WC수 에서는 3.0±1.7개로 가장 낮은 잎 수를

보 다.한편,수 조건에 따른 잎 수의 경우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염도와 수 에 따른 잎 길이의 경우,잎 수에 비해 상 으로 명료한

경향성을 보 다(Fig. 3-8).먼 염도에 따른 잎 길이의 경우 고 생장

이나 도 직경 등에서와 같이 0‰과 5‰에서 25‰에 비해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0‰과 5‰ 모두,고정된 수 조건이며 수 가 높지 않은 조

건인 swc와 WC수 에서 약 14cm 수 의 상 으로 낮은 잎 길이가

측정되었다.반면,0‰과 5‰의 나머지 수 조건들에서는 약 16cm 수

의 잎 길이를 보 다.25‰에서는 수 조건에 상 없이 약 9cm 정

도의 낮은 잎 길이가 측정되었다.

단 면 당 엽록소 농도의 경우,0‰과 5‰에 비해 25‰에서 더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Fig. 3-8).0‰과 5‰에서 약 350μg/cm2수 의 엽록소

농도가 측정된 반면,25‰에서는 약 440μg/cm2수 의 높은 값이 측정

되었다.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염도 조건에 상 없이,고정되어 있는 수

조건(SWC,swc,WC)에서보다 수 변동이 있는 조건(FWC와 fwc)

에서 단 면 당 엽록소 농도가 상 으로 높게 측정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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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No. of blades, blade length, and chlorophyll content of P. 

australis depending on environmental conditions (Mean ± 1SE). 

Different numbers on bars indicate statistically different groups and 

larger number means statistically higher group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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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도와 수 조건에 따른 갈 생육 지수 가장 요한 지수라 할

수 있는 지상부 건 량의 경우,지상부 도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결과

를 나타내었다(Figs. 3-9).먼 염도에 따른 지상부 건 량의 경우 0‰

과 5‰에서 2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 도 결과에서와

같이,0‰과 5‰의 경우 수 변동이 있는 조건인 FWC와 fwc수 에서

다른 수 조건들에 비해 높은 건 량을 보 다.한편 25‰의 경우 반

로 수 변동이 없는 조건이면서 수 가 낮은 조건인 swc와 WC수

에서 상 으로 높은 지상부 건 량을 보 다.

Fig. 3-9. Biomass production of P. australis depending on 

environmental conditions (Mean ± 1SE). Different numbers on bars 

indicate statistically different groups and larger number means 

statistically higher group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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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부 건 량의 경우 5‰의 SWC수 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각각

의 지상부 건 량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다만,0‰과 5‰의 지상

부 건 량이 상 으로 유사했던 반면,지하부 건 량 뿌리에 있어

서는 5‰에서 높은 값이 확인되었으며,이는 5‰에서의 수 뿌리가 0‰

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특히 5‰의 SWC수 에서의 수 뿌리(3.4±

0.7g)의 경우 지상부 건 량(4.0±0.8g)과 유사한 수 의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반면,25‰의 경우 뿌리 발달 자체가 조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 뿌리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가장 작은 수 뿌리 건 량은

가장 낮은 지상부 생산성을 보이기도 했던 25‰의 FWC 수 (0.04±

0.02g)에서 측정되었다.

염도와 수 조건에 따른 갈 의 생물량 분배 결과,0‰과 5‰ 모두

상 으로 수 가 높거나 높은 폭의 수 변동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지상부로의 생물량 분배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Table 3-3).이에 반해,

0‰의 swc수 (1.05± 0.10)나 WC 수 (1.08± 0.13)그리고 5‰의

WC수 (0.82±0.13)의 경우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이 비슷하거나 오

히려 지하부의 비율이 더 높았다.5‰의 SWC수 의 경우,지상부 생물

량도 많은 편이나 수 뿌리량이 높아 오히려 지하부의 생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의 경우 수 조건에 상 없이 반 으로 지상부

의 생육이 조하여 모든 조건에서 1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Table 3-3. Shoot DW: BGDW under different salinity and water level  

(Mean ± 1SD)

Shoot DW: BGDW (each n = 5)

SWC FWC swc fwc WC

0‰ 1.38 ± 0.23
b

1.40 ± 0.16
b

1.05 ± 0.10
a

1.27 ± 0.29
ab

1.08 ± 0.13
a

5‰ 0.83 ± 0.09
ab

1.11 ± 0.14
b

1.02 ± 0.18
ba

1.10 ± 0.16
b

0.82 ± 0.13
a

25‰ 0.89 ± 0.21
a

0.97 ± 0.42
a

0.99 ± 0.07
a

0.92 ± 0.15
a

0.91 ± 0.12
a

BGDW = below-ground dry weight (rhizome and root), Different numbers on bars 

indicate statistically different groups and larger number means statistically higher group 

(Duncan’s post-hoc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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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도와 수 조건에 따른 지상부 발생 빈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 이

차 기와는 다르게 일차 기의 경우 부분의 실험 조건에서 유사한

수 의 값을 나타내었다(Fig. 3-10).한편,25‰에서는 상 으로 이차

기 발생이 조하 는데 특히,높은 수 (SWC)와 수 변동 조건

(FWC와 fwc)의 경우 이차 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은 수만 발

생하 다.

염도와 수 조건에 따른 잎 길이 총합과 고 총합의 경우 도의 경

향과 거의 유사하 다(Figs. 3-10).일차 기의 경우 염도나 수 조건

과는 상 없이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도에서와 유사하게,

이차 기에 의해 체 인 경향성이 드러났다.0‰과 5‰ 모두 이차

기가 일차 기의 약 2배가량 높은 기여도를 보인 반면,25‰의 경우 이

차 기 발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상 으로 일차 기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염도와 수 조건 차이에 따른 일차 기의 도

차이는 거의 없었던 반면,잎 길이 총합과 고 총합의 경우 25‰이 다

른 두 염도 조건에 비해 상 으로 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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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Shoot density, sum of blade length, sum of shoot length of 

primary and secondary shoots of P. australis depending on 

environmental conditions (Mean ± 1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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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면 당 엽록소에 한 일차 기와 이차 기의 기여도에 있어

서도 이차 기가 상 으로 요한 것으로 보여 졌다(Fig. 3-11).이차

기가 발생하지 않은 25‰에서의 세 실험 조건(SWC,FWC,fwc)을 제

외할 경우,염도나 수 조건과 상 없이 이차 기의 엽록소 농도가 일

차 기에 비해 높았다(0‰,일차 기 =약 330μg/cm2,이차 기 =

약 376μg/cm2;5‰,일차 기 =약 330μg/cm2,이차 기 =약 380μ

g/cm2;25‰,일차 기 =약 430μg/cm2,이차 기 =약 480μg/cm2).

Fig. 3-11. Chlorophyll content of primary and secondary shoots 

depending on environmental conditions (Mean ± 1SE). SWC = static 

water condition, FWC = fluctuating water condition, WC = water-logged 

condition (0 cm). Capitals indicate higher water level and larger 

amplitude in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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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고 찰

3-4-1.염도에 따른 갈 생육

염도는 그 정도에 따라 갈 의 발아나 생육을 진시키기도 하고 해

하기도 하는 주요한 환경 인자 하나다.염에 한 갈 의 반응은 갈

의 생육 단계에 따라 다르며,보통 생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염에 한

내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mbersetal.2003).종자나 유

묘 등에 비해 지상경이나 지하경과 같은 무성생식기 으로부터 출 한

갈 는 상 으로 염에 한 내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장도 양호하여

기수역이나 염습지에서의 정착과 확장에 요한 역할을 한다(Bartand

Hartman2002,2003).

무성생식기 으로부터 출 한 갈 의 경우 0‰ 보다 오히려 5～ 10‰

의 염도에서 보다 나은 생육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ssnerand

Schierup1997,HootsmansandWiegman1998,AchenbachandBrix

2014).이는 해당 염도 환경에서의 칼륨이나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과 같

은 무기이온들이 갈 의 생육을 진하고 염에 한 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Lewisetal.1989,Emeryetal.2001,Zehraetal.

2012).한편,무성생식기 으로부터 기인한 갈 가 종자나 유묘에 비해

염에 한 내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10‰ 보다 높은 염도 환경에서는

반 인 생육이 해된다(Hellings and Gallagher 1992,Bartand

Hartman2002,Wangetal.2006,AchenbachandBrix2014).

본 연구에서는 0‰,5‰,그리고 25‰ 총 세 가지 염도 조건에 따른 갈

생육 반응을 확인하 다.그 결과 고, 도,잎의 수나 길이,지상부

생산성 등 반 인 생육에 있어 0‰과 5‰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염도에 따른 갈 고 생장의 경우 0‰에서 가장 좋았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HowardandRafferty2006),2.5‰에서 가장 높았다는 선행

연구도 있다(LissnerandSchierup1997).본 연구의 경우,가장 높은

고 생육이 확인된 염도는 5‰이었으나, 반 인 고 생장은 5‰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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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0‰에서 다소 높았다.LissnerandSchierup(1997)의 연구에서는 0‰

에 비해 2.5‰에서 더 많은 잎이 생성되었으며 5‰에서는 오히려 감소하

으나,본 연구에서는 0‰과 5‰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LissnerandSchierup(1997)의 연구에 따르면,지하경 편에서 기인한

갈 의 경우 5‰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본 연구에

서도,지하부 생산성을 포함한 총 생산성의 경우 0‰에 비해 5‰에서 높

게 나타났다.0‰의 염도 조건에 비해 5‰에서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인

것은 특히 수 뿌리에 의한 결과인데,수 조건에 상 없이 5‰에서

많은 양의 수 뿌리가 형성되었다.일종의 부정근인 수 뿌리는 토양

뿌리에 비해 훨씬 길게 발달하며 긴 잔뿌리를 촘촘히 발달시켜 근계로

하여 보다 넓은 표면 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일반 으로 수 뿌리

는 침수 시 환원된 환경에서의 부족한 산소와 물에 포함된 양분을 흡수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Konalová1990). 한,수 뿌리는 매질로부터

독성 물질이 흡수될 때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Clevering1998).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양의 수 뿌리가 생성된 5‰ 염도와 SWC수

의 경우 수 뿌리뿐만 아니라 지하경 지상부의 건 량 모두 0‰에

비해 더 높았다.이는 5‰이 갈 생육에 있어 독성으로 작용하 다기보

다 양분을 제공하는 우호 인 환경으로 작용하 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지하경 편으로부터 기인한 갈 의 경우 15(HellingsandGallagher

1992,Wangetal.2006)～ 20‰(AchenbachandBrix2014)의 염도 조

건에서 고, 도 그리고 생산성 등 갈 생육 반이 해되었다.특

히, 와 같은 높은 염도 조건에서는 뿌리와 오래된 잎 속에서 높은 농

도의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염도 조건으로서 25‰의 염도를 부여한 본 연구에서도 갈 의 생

육 해가 확인되었다.25‰의 염도 조건에서는 고 생장이나, 도를

비롯하여 잎의 수와 길이 그리고 생산성 등 모든 생육 지수에 있어 0‰

과 5‰에 비해 히 낮은 수 을 나타내었다.25‰에서의 갈 생육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조한 이차 기 생성으로 보여 진다.Asa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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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l.(2003)의 연구에 따르면,30‰에서의 갈 는 0‰에 비해 화서 생성

이 1/10이하 수 으로 낮아졌으며,무엇보다도 이차 기의 생성이

히 해됨을 확인한 바 있다. 한,이차 기 생성 시기 한 0‰에

비해 2주 정도 늦었다.본 연구에서도 그에 유사하게,25‰의 높은 염도

조건에서 갈 의 이차 기 생성이 매우 해되었다.25‰과 같은 높은

염도 환경에서는 황과 같은 독성물질이 갈 의 질소성 양분 흡수를 해

하게 되며,이는 곧 이차 기 생성 해로 이어지게 되어 갈 생육을

불량하게 한다(Chambersetal.1998).

3-4-2.수 에 따른 갈 생육

수 조건에 따른 갈 의 반응으로 잘 알려진 특성으로 형태 가소성

을 들 수 있다.갈 는 침수 환경에 노출되면 지상부로의 양분 이행을

통해 고 생장을 진시킴으로써 침수환경으로부터 벗어난다(Hellings

andGallagher1992,HowardandRafferty2006).침수는 빛의 차단을

유발하며 이는 일종의 신호로 작용하여 갈 와 같은 습지식물로 하여

에틸 의 생합성과 축 을 유도하여 고 신장을 유발한다(Blom and

Voesenek1996).본 연구에서도 상 으로 침수의 기간이나 강도가 클

수록 갈 의 고 생장이 진됨을 확인하 다.일반 으로 고 생장과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갈 의 직경 한 고 생장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갈 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생육 가능하지만,침수된 환경에 성공 으

로 응한 종인만큼 건조한 환경 보다는 침수된 환경에서 더 나은 생육

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ngetal.2006,Hongetal.2014a).

침수에 따른 기성 환경은 갈 와 같은 습지식물에게 일종의 생리 신

호로 작용하여 통기조직 발달을 비롯한 생리 응 반응을 유도한다

(InoueandTsuchiya2006).본 연구에서도 0cm(WC)나 8cm(swc)와

같은 낮은 수 조건에 비해 30cm(SWC)의 수 환경에서 더 나은

고 생장과 생산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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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어 있는 수심 환경에 보다 잘 응한 부들속 종들과는 다르게,

갈 의 경우 형태 ․생리 특성 모두 유동 인 수 환경에 보다 잘

응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Whiteetal.2007).본 연구에서도 그와

유사한 경향이 명확히 드러났다. 도를 비롯하여 잎 길이,엽록소 농도

그리고 지상부 생산성 등 갈 생육 반에 있어서 고정된 수 에서보다

주기 으로 변화하는 수 환경에서 보다 뛰어난 생육을 확인하 다.

주기 으로 변화하는 수 환경에 성공 으로 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갈 는 특히 주기 으로 변화하는 수 조건과 낮은 염도 조건인

0‰과 5‰에서 상 으로 많은 수의 이차 기를 생성하 다.일차

기의 경우 수 조건과 상 없이 유사한 도로 생성된 반면,이차 기

의 경우 고정된 수 조건에 비해 주기 으로 변화하는 수 조건에서

상 으로 많은 수가 생성되었다.갈 의 생육 반에 높은 수 으로

기여하는 이차 기의 왕성한 생성은 특히 높은 지상부 생산성으로 이어

지게 된다(Asaedaetal.2003).

3-4-3.갈 생육에 한 염도와 수 의 복합 인 효과

염도와 수 는 갈 의 생육을 결정짓는 요한 환경인자다.특히 기수

역이나 염습지와 같은 환경은 두 환경 인자가 복합 으로 작용함으로서

습지에서의 갈 의 정착 여부와 생육 수 을 결정짓게 된다(Bartand

Hartman2002,2003). 두 인자에 한 갈 의 반응은 갈 의 생육 단

계에 따라 달라지는데,보통은 생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염도와 침수에

한 내성 한 함께 증가하는 것이 일반 이다(Chambersetal.2003).

지하경과 같은 갈 의 무성생식기 은 기수역이나 염습지에서의 정착

이나 생육에 있어 핵심 인 역할을 한다(BartandHartman2002,2003).

따라서,기수역이나 염습지에서의 갈 생육을 보다 잘 이해하기 해서

는 지하경 편과 같은 갈 의 무성생식기 이 다양한 염도와 수 조건

에 따라 어떠한 생육 반응을 보이는지 악하는 것이 요하다.이는 갈

의 분포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 양상을 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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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요한 정보로서 역할하게 된다.

갈 생육에 한 염도와 수 의 복합 인 효과에 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낮은 수 의 수 나 염도에서는 갈 의 생육 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BartandHartman2003),특히 화서 생성이 확인되었다(Gorai

etal.2010). 한,염도가 30‰인 환경에서도 수 가 지면보다 낮을 경

우 갈 생육이 완 히 해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llings

andGallagher1992).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염도 조건과 함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고정된

수 조건 실제 조수에 따른 수 변화 주기와 동일하게,주기 으로

변화하는 수 조건을 포함한 갈 생육 실험을 진행하 다.그 결과 지

하경 편으로부터 기인한 갈 는 25‰과 같이 높은 염도의 물에 노출될

경우 수 조건에 상 없이 생육 반이 해되는 것을 확인하 다

(HellingsandGallagher1992,Asaedaetal.2003).

한,주기 으로 변화하는 수 환경이 갈 생육에 미치는 향이

염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실험 으로 규명하 다.조수와 같

은 주기 인 수 변화의 경우 0‰이나 5‰과 같은 상 으로 낮은 염

도 환경에서는 갈 생육을 진하 던 반면,25‰에서는 오히려 고정된

수 조건과 비교하여서도 보다 해된 갈 생육을 나타내었다.

와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이차 기 생성 이후 생장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는데,0‰과 5‰의 낮은 염도 조건과 주기 인

수 변화 조건에서 상 으로 많은 수의 이차 기 생장이 이루어졌

다. 한, 환경 조건에서 상 으로 높은 수 의 단 면 당 엽록

소 함량도 확인되었다.이는 와 같은 환경 조건에서 이차 기의 왕성

한 생육뿐만 아니라 합성을 비롯한 생육 반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25‰ 환경에서는 이차 기의 생성이 체 으로 미미하

으며 특히 주기 인 수 변화 조건에서는 이차 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는 과한 염분 환경에서의 황이나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물질

로 인한 갈 의 질소성 양분 흡수 능력 하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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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etal.1998).

3-4-4.해수면 상승에 따른 갈 생육

기수역과 염습지는 조수의 향을 받는 표 인 습지생태계로서 염을

포함한 물에 의한 주기 인 수 변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가장 큰 특

징이다.갈 는 염에 한 높은 내성을 보일뿐만 아니라 주기 인 수

변화 환경에 잘 응한 식물종으로서 기수역과 염습지의 표 인 식생

이다(Haslam 1973).

담수 습지에서도 갈 생육이 쉽게 찰되지만,갈 의 높은 생산성을

비롯한 뛰어난 생육은 담수보다도 기수역에서 확인되는 것이 일반 이

다.염에 따른 갈 의 생육은 그 생육단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2.5～ 10‰ 구간에 해당하는 염도의 기수역에서 갈 생육이 향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ssnerand Schierup 1997,Howard and

Rafferty2006). 한,갈 지하경과 같은 무성생식기 으로부터 기인한

갈 의 경우 15‰ 이상의 염도에서부터는 생육 반이 해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낮은 염도인 2.5～ 10‰ 수 의 기수역에서의 갈 생육이 상 으

로 높은 것은,단순히 해당 염도에서의 칼륨이나 칼슘,마그네슘과 같은

이온이 양분원으로서 작용하 기 때문만은 아니다.이는 와 같은 낮은

염도 조건과 함께 조수에 따라 주기 으로 변화하는 수 환경이 함께

작용함으로써,갈 생육에 보다 우호 인 환경을 조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본 연구 수행 결과,갈 는 주기 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생리ㆍ형

태 으로도 더 잘 응하 을 뿐만 아니라,더 많은 수의 이차 기를

만드는 등 생태 인 특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면,25‰ 이상의 염습지의 경우 주기 인 수 변화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갈 생육이 기수역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인다.이는 높은 염

환경에서의 황이나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물질에 의한 향(Chamberset

al.1998)뿐만 아니라 제한된 이차 기 생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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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염습지에 직 인 향을 끼칠 뿐

만 아니라 수계를 공유하는 기수역과 담수 습지에까지도 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해수면 상승은 염습지의 염도와 수 를 함께 증가시킴으로써

염습지에서의 갈 가 겪는 염과 침수에 따른 스트 스를 더욱 가 시킬

수 있다.이는 곧 염습지에서의 갈 생산성 하로 이어져 염습지의 물

질순환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갈 의 생육이 진되는 염도 구간(2.5～ 10‰) 한 강의 상부

로 이동함에 따라 담수와 기수역에서의 갈 생육 분포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기존에 10‰ 이하의 낮은 염도 구간이었던 기수역은 해수면 상

승으로 인해 10‰ 이상의 염도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갈 생육이나 개

체군 확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해될 수 있다.반면,기존의 담수(0～

5‰)구간의 경우 5‰ 이상의 기수역으로 변화됨에 따라 갈 의 정착과

생육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이는 기존의 낮은 염도 구간의 기수역에

서 갈 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되며,부들속이나 과 같이 낮은 염도

의 기수역 환경에서 생육 가능한 형정수식물들과의 경쟁 구도에도

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담수와 기수역에서의 식생 분포에 변화를 가져오

게 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수역 염습지에서의 식생 변화는 해당 습지의

생산성 변화 등의 단순한 양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생산자가 달

라짐에 따라 그에 의존하는 여러 소비자들도 함께 달라지는 생태계의 질

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Hansonetal.2002,Bushaw-Newtonetal.

2008).해수면 상승은 염습지부터 담수 습지에 이르기까지 넓은 면 의

습지에 걸쳐 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특히 본 연구를 통해 밝 내었듯

기수역과 염습지의 주요 식생인 갈 의 생육과 분포에 있어 큰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보여 진다.그러므로 향후 기수역과 염습지의 주요 식생

인 갈 의 생육 분포 변화 양상에 따른 습지생태계 차원에서의 반응

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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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종합 결론

갈 는 부들속이나 과 같은 다른 형정수식물들에 비해 염에 한

내성이 높아 기수역이나 염습지의 요한 식생으로 기능한다.특히,염습

지의 식생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식물종 하나인 갈 는 풍부

한 유기물을 제공함으로써 염습지 내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의

요한 먹이원이자 서식처로서의 역할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이나 인간 활동에 따른 염습지의 환경 변화는 염습지 내

주요 식생인 갈 의 생육이나 분포에 향을 미칠 수 있다.그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갈 의 생육이나 분포의 변화는 갈 에 의존하는 다양한 동

물들을 비롯한 염습지 생태계 반에 향을 미치게 된다.그 기 때문

에,염습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변화가 갈 의 생육과 분포에 미치게

될 향에 한 악과 측이 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연구를 수행하 다.먼 장에서 수

행된 갈 개체군 비교 연구를 통해 인간 활동의 향을 받는 담수 유입

이 염습지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그로 인해 갈 의 생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 다. 한,실내 통제 실험 연구를 통해 어떠한 염도

와 수 조건에서 갈 의 생육이 진되거나 해되는지 보다 상세히

악하 다.

생활하수의 향을 받아 높은 수 의 양분을 포함하는 담수 유입은 염

습지에서 부족할 수 있는 인과 질소성 양분을 지속 으로 공 해 주었

다.이는 특히 육지와 가까운 곳에 치한 갈 의 생육을 진하는 것으

로 확인하 다. 한,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은 풍부한 양분을 공 할 뿐

만 아니라 모래의 퇴 을 유발함으로써 토양 염도를 떨어뜨렸다.즉,

모래 퇴 을 통해 지하경과 같은 무성생식기 의 발아와 활착이 진되

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그와 더불어,염습지에서의 어업 활동에 따른

패각류의 방류는 토양 칼슘 농도를 높임으로써 염에 한 갈 의 내

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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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은 육지와 가까운 곳의 토양 염도를 큰 폭

으로 낮추었다.실내 통제 실험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참고하여

장 연구 결과를 해석할 경우,실제 염습지 염수의 염도가 25‰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담수 유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의 토양 염도는 5‰ 수

의 염수 환경에서 확인된 토양 염도와 유사한 수 을 보 다.즉,염

습지로의 담수 유입은 육지와 가까운 곳의 염도를,갈 의 생육이 반

으로 진되는 염도 조건으로 확인된 5‰ 수 까지 낮춘 것이다.

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에 따른 환경 변화는 염습지 갈 로 하여 3

kg/m2이상의 높은 갈 지상부 생산성을 보이도록 하 다.이는 보통

낮은 염도의 기수역에서 확인되는 높은 수 의 갈 지상부 생산성이다.

즉,염습지로의 담수 유입이 염습지 육지와 가까운 곳의 환경을 낮은

염도의 기수역과 유사하게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실내 통제 실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조수에 따른 주기 인 수 변화는

5‰과 같이 낮은 수 의 염도 환경에서 이차 기 생성을 진하는 등

갈 생육 반을 진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한편,담수 유입의 향을 받지 않는 염습지에서의 갈 생육이 상

으로 불량하 던 이유는,25‰과 같이 높은 수 의 염도조건에서 주기

으로 변화하는 수 변화가 오히려 갈 의 생육을 해하 던 실내 통

제 실험 결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주기 으로 변화하는 수 환경은

5‰과 같이 낮은 염도 조건에서는 이차 기 생성을 진하고 높은 엽록

소 함량을 보일 수 있도록 하 던 반면,25‰ 조건에서는 이차 기 생

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아 갈 생육 반이

해되었다.

해수면 상승은 담수를 비롯한 기수역과 염습지 등 동일한 수계를 공유

하는 습지 반의 염도와 수 환경에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상된다.

특히,염습지의 경우 염도와 수 모두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기존의 염습지 내 갈 생육과 분포가 반 으로 해되고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즉,해수면 상승에 의해 염습지에서의 갈 생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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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질 뿐만 아니라 갈 분포에 있어서도 주로 하천이나 실개천 등에

의한 담수 유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항만이나 취락 조성 등과 같은 인간 활동에 따른 생활하수나 패

각류의 방류는 자연 으로 이루어지는 담수 유입과 함께 염습지에서의

갈 생육을 진하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Fig. 4-1).즉,

향후 염습지에서의 갈 생육이나 분포는 크게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

효과와 담수 유입 인간 활동에 따른 진 효과가 복합 으로 작용하

여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진다.

Fig. 4-1. The schematic diagram indicating interactive effects of salinity 

and water level on the growth of common 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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