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칠면초(Suaeda japonica Makino)는 명아주과(Chenopodia-

ceae) 나문재속(Suaeda)의 한 종으로 염습지에서 생활사를 

완성하는 일년생 염생식물로서 염분내성이 좋고 체내에 염

류를 축적한다(Flowers et al. 1977; Choi et al. 2018; Kim et 

al. 2020; Hwang et al. 2022). 칠면초를 포함한 염생식물은 

일차생산력이 높고, 다양한 저서동물의 생육장을 제공하며, 

오염물질의 정화자 역할을 한다(Chang et al. 2019). 또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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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in SMS+EC+LM. The present results indicate that a population of Suaeda japonica could be established 

by stimulating seed germination and seedling growth by the addition of organic matters such as EC, LM, and 

EC+LM in the Saemangeum mud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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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물은 갯벌에서 해수의 유속 감소, 퇴적물 침식과 부유 

억제, 갯벌 토양의 안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

한다(Gedan et al. 2011; Shepard et al. 2011; Kwon et al. 2022). 

이외에도 염생식물의 군락은 질소 및 인 등의 영양염 순환과 

광합성에 의한 산소 및 이산화탄소(CO2) 순환, 나아가 잠재

적 이산화탄소 저장고 역할을 수행하여, 갯벌의 블루카본 가

능성(blue carbon potential)을 높이고 있다(Kim et al. 2020; 

Lee et al. 2021). 갯벌 생태 및 영양염 순환에 대한 기여와 더

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칠면초의 유엽상태에서 식용하거나, 

추출물 형태로 식품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Cho et al. 2014). 

칠면초는 조석주기에 따라 대기 노출과 해수 침수가 반복

적으로 발생하는 염분농도가 높은 니질 또는 사니질 갯벌에 

서식하므로(Hayakawa and Agarie 2010), 다른 염생식물에 

비해 일찍 발아하고 유엽은 뿌리(지하경)가 줄기에 비해 빠

르게 생장한다(Lee and Ihm 2004). 칠면초에 대한 선행연구

로는 종자발아 및 유엽 생장에 대한 염분의 영향(Haraguchi 

and Matsuda 2018), 만경강 하구 염습지의 식생에서 기록

(Lee 1988), 야외 개체군에서 종자 발아와 기온과 생육 관계

(Min 2005a), CO2와 온도 상승에 따른 유엽생장 및 재생율 

억제(Kim et al. 2020), 토양의 염분농도별 개체군 분포 특성

(Lee 1988), 토양 염분농도의 변화에 따른 생리적 특징(Ihm 

and Lee 1986), 야외 토양에서 종자의 수평 및 수직분포(Min 

2005b) 등이 있다. 이외에도, 염습지 복원을 위한 염생식물

의 생육지와 토양환경 분석에서 칠면초 생육지의 토양환경

에 대한 연구(Lee et al. 2009)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칠면초 

종자발아와 유묘생장에 미치는 토양구성의 영향, 종자 보관

기간과 발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활한 서해안의 새만금 갯벌(28,300 

ha)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갯벌의 천이 초기종(선

구종, 개척종, pioneer species)인 칠면초를 활용하여 토양염

분을 제거하고, 토양의 안정화, 갯벌의 블루카본으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칠면초의 종자발아와 유묘 성장

에 미치는 토양구성 및 종자 보관기간의 영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새만금 갯벌의 기존 자연군락지에 비하여 칠면초 종자 

발아율과 유묘 생장을 높일 수 있는 적합한 토양구성을 찾고

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칠면초 종자는 충남 태안군에서 2020년 10월에 채집하여 

상온에서 건조한 후 냉장 상태(4°C)에서 보관되었다. 

종자의 보존 기간이 발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종자는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채집일로부터 4, 8 

개월 및 12개월 경과 후에, 여과지(Advantec 4A, Toyo Roshi 

Kaisha Ltd, Japan)가 깔린 배양 용기인 Plant culture dish (Ø 

9 cm)에 종자 100개를 파종하고 7일 간격으로 증류수 3 ml을 

공급하였다. 파종된 배양 용기는 백색형광등(100 µmol 

photons m-2 s-1)이 설치된 인큐베이터에 넣고 25°C로 세팅하

였으며, 3회 반복하였다. 배양 14일 후, 파종된 종자와 발아된 

종자를 계수하여 발아율(%)을 계산하였으며, 유근(radicle)

을 가진 것을 발아된 종자로 판별하였다(Fig. 1).

칠면초 종자의 형태와 구조는 실체현미경(Nikon, SMZ18, 

Japan) 하에서 관찰하였으며, 종자의 너비와 면적, 그리고 무

게를 측정하였다. 종자의 너비와 면적은 종자 100개를 사진 

촬영한 후, Image J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종자 

무게는 칠면초 종자 400개를 4개 반복구(반복구별 100개)로 

구분하여 전자저울(Sartorius, BSA323S-CW, Germany)로 

종자 100개에 대한 무게를 측정한 후 종자 1개에 대한 무게

로 환산하였다. 

토양구성비가 칠면초 종자의 발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토양 25 g이 포함된 육묘상자(5×5×5 cm)에 5 

mm 깊이로 종자 30개를 파종하고 25°C로 설정된 배양기의 

백색형광등(100 µmol photons m-2 s-1) 하에서 14일 배양 후

에 발아율을 측정하였다. 토양 수분은 2일 간격으로 증류수 

10 ml을 공급하였으며, 실험구별 5개의 반복구를 두었다. 첫 

번째 실험은 4종류의 토양, 즉 지렁이 분변토(Earthworm 

Cast, EC), 부엽토(Leaf Mold, LM), 모래(Sand Soil, SS)와 

분변토+부엽토(EC+LM, 1:1 혼합)에서 수행되었다. 두 번

째 실험은 새만금 간척지 갯벌에서 칠면초의 종자 발아와 유

묘 생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토양구성을 탐색하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칠면초의 종자 파종 및 배양은 상기실험과 

동일하였으며, 실험 토양은 5종류로서 새만금 간척지에서 

칠면초 군락이 관찰되는 새만금 토양(Saemangeum Soil= 

SMS, 대조구)과 새만금토와 1:1로 혼합된 4종류 토양[SMS+ 

EC, SMS+LM, SMS+SS, SMS+(EC+LM)]이었다. 이때 새

만금토양은 건조된 상태로 사용하였다. 종자 발아율은 파종 

14일 후에 토양을 뚫고 올라온 유묘 수와 파종한 종자수의 백

분율로 계산하였으며, 유묘 생장은 토양별로 발아한 칠면초

를 1개월 동안 배양한 후에 수확하여 뿌리의 최하단부터 지

상부 최상단까지의 길이를 버어니어캘리퍼스(Vernier Calli-

pers)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칠면초 종자 발아율과 유묘 생장에 대한 실험 

결과는 One Way ANOVA test를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차를 

검정하였으며, 사후검정은 Tukey HSD test 방법으로 실시

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6.0이었다.

3. 결 과

칠면초 종자 100개의 평균 너비는 1.07±0.02 mm (mean± 

SE, n = 100 seeds)이었고 평균 면적은 1.18±0.04 mm2 (mean 

±SE, n = 100) 이었으며, 종자 1개에 대한 평균 중량은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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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mg (mean±SE, n = 4 replicates)로 확인되었다. 칠면초 

종자는 발아 전에 나선형의 주름을 가진 둥근 형태로 파종 24 

h이 경과하면서 유근이 나타났다(Fig. 1a and b). 48 h 경과 

후, 유근은 점차 나선형을 보이며 생장하였고(Fig. 1c), 72–

96 h 후에는 생장이 계속되면서 종피 밖으로 자엽이 돌출되

면서 유엽으로 생장하였다(Fig. 1d and e).

칠면초 종자의 발아율은 저장(혹은 보존)기간에 따라 다

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종자 채취일부터 4개월 냉장 보관 

후의 발아율은 평균 74.33±2.33 %(mean±SE, n=3 replicates), 

8개월 후 58.67%±2.91%(n=3), 12개월 후 44.33%±4.67% 

(n=3)였다. 칠면초 종자는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발아율이 

감소하였으며, 4개월과 8개월의 종자 저장 기간에서는 발아

율은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12개월의 종자 저

장 후에는 4–8개월 저장된 종자에 비해 발아율이 14–33%가 

감소되었다(P < 0.05, Fig. 2).

토양 조성은 종자발아 및 유묘생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었

는데, 배양 14일 후 토양별 발아율(발아한 종자수)은 모래토

(SS)에서는 반복구별 종자 30개(총 150종자, n =5 replicates) 

중에서 평균 8.67%(평균 2.60개), 지렁이분변토(EC)는 

41.33%(12.40개), 부엽토(LM)는 32.67%(9.80개), 그리고 

EC+LM (1:1 혼합)에서 67.33%(20.20개)로 차이를 보였다. 

발아한 칠면초 종자 수는 모래토(SS)에서 평균 2.60개(n=5 

replicates)로 최소였고, EC+LM에서 평균 20.20개로 최대였

다. 종자 발아율은 분변토와 부엽토에 비해 EC+LM에서 

67.33%로 현저하게 높았으며, 분변토와 부엽토에서 발아율

은 모래토에 비해 4–5배 정도 높아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나(P < 0.05, Fig. 3a), LM과 EC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a). 

배양 1개월 후, 칠면초 유묘의 길이는 모래토에서 12.20 

mm, 분변토(EC)에서 32.00 mm, 부엽토(LM)에서 25.20 mm, 

그리고 EC+LM (지렁이분변토+부엽토)의 혼합토에서 42.20 

mm였다. 모래 토양에서 발아한 유묘는 다른 토양조건(EC, 

Fig. 1. Seed germination and seedling growth of Suaeda japonica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after 0–24 h (a, b), 

48 h (c), 72–96 h (d, e) in culture. Seeds were incubated under culture conditions of 25°C, 100 µmol photons 

m-2 s-1, and 12:12 h L:D

Fig. 2. Effects of seed preservation on the seed germination of Suaeda japonica. Seeds were preserved at 4°C of a refri-

gerator for 4, 8, 12 months. Different lowercase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Tukey HSD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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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EC+LM)에 비해 매우 느린 생장을 보였으며(P < 0.05), 

분변토와 EC+LM 혼합토에서는 생장 차이가 없었으며, 

EC+LM의 유묘는 부엽토의 유묘에 비해 빠른 생장을 보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Fig. 3b). 

새만금 갯벌에서 천이 초기종인 칠면초 자연군락지에 비

해 종자 발아율과 유묘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최적의 토양구성을 확인하였다. 즉, 기존 칠면초 군락

이 존재하는 새만금토양(SMS)과 함께 SMS+다른 토양(SS, 

EC, LM, EC+LM)으로 구성한 혼합토를 만들어 최적 토양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다양한 토양에서 종자 발

아율은 SMS에서 4.00%(n=5 replicates), SMS+SS에서 

14.67%, SMS+EC에서 44.00%, SMS+LM에서 60.67%, 그

리고 SMS+EC+LM에서 88.00%였다. 반복구별 종자 30개 

중에서 발아한 종자 수는 SMS에서는 평균 1.20개(n=5 repli-

cates)로 최소였고, SMS+EC+LM에서 평균 26.20개로 최대

였다. 칠면초 종자는 일부 실험 토양(즉 SMS와 SMS+SS, 그

리고 SMS+EC와 SMS+LM)에서는 발아율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Fig. 4a), SMS+EC와 SMS+LM에서 종자 발아

율은 각기 44.00%와 60.67%로서 새만금토(SMS, 4.00%)와 

SMS+SS (14.6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발아율

(88.00%)을 나타낸 SMS+EC+LM은 다른 실험구와 구별되

는 뚜렷한 발아율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Fig. 4a). 

토양별 칠면초 유묘의 체장은 배양 1개월 후 새만금토

(SMS)에서 5.00 mm, SMS+SS에서 17.20 mm, SMS+EC에

서 41.20 mm, SMS+LM에서 43.20 mm, 그리고 SMS+EC+ 

LM에서 49.60 mm로서 SMS에서 가장 느린 생장을 보였고 

SMS+EC+LM에서 가장 빠른 생장을 나타냈다. 새만금토에

서 발아하여 생장한 칠면초 유묘는 SMS+SS에 비해 체장이 

짧았으며, 이들은 SMS+EC, SMS+LM, SMS+EC+LM에서 

생장한 유묘에 비해 길이 생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Fig. 4b). 하지만, SMS+EC, SMS+LM과 SMS+EC+ 

LM에서 발아하고 생장한 칠면초 유묘의 길이는 유의한 차

Fig. 3. Effects of soil composition on seed germination percentage (a) and juvenile growth (b) of Suaeda japonica. They 

were cultured at four different soil compositions for 14 days for estimating germination and for 1 month for 

measuring plant length under culture conditions of 25°C, 100 µmol photons m-2 s-1, and 12:12 h L:D. SS, sand 

soil; EC, earthworm cast; LM, leaf mold; EC+LM, earthworm cast+leaf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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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지 않았다(Tukey HSD test).

4. 고  찰

본 연구의 새만금에서 채집된 칠면초 종자는 직경이 1.07 

±0.02 mm였고 면적은 1.18±0.04 mm2였는데, Min (2005a)

이 경기도 시흥시의 칠면초 군락지의 토양에서 채취한 종자

는 바둑알과 같은 둥근 형태로 직경은 2 mm였고, 종자 발아 

시 직경은 약 5 mm로 크기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Haraguchi 

and Matsuda (2018) 칠면초는 크기가 다른 2종류의 종자를 

가지며, 부드러운 종자(soft seeds)는 직경이 1.8–2.0 mm로

서 즉시 발아하고, 단단한 종자(hard seeds)는 직경이 1.3 mm

이고 긴 수명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칠면초 종자 크기

는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 사용한 칠

면초 종자는 냉장 보관기간이 4개월 이상으로 단단한 종자

로 사료된다.

종자 발아율과 관련하여, 4°C에 보관된 칠면초 종자의 발

아율은 채취일로부터 4개월 후에 74.33%, 8개월 후 58.67%, 

그리고 12개월 후 44.33%로 종자의 보관 기간에 반비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칠면초 종자는 수분을 함유한 

토양에서 직경이 약 2배 정도였으며(Min 2005a), 발아율이 

증가함을 볼 때, 종자 보관 기간의 증가는 종자의 수분 및 직

경 감소와 함께, 종자 발아율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향후, 칠면초 종자 보관 시 수분 상태와 발아율의 상

관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칠면초 종자의 발아율은 모래토양(SS)에서 8.67%, 

지렁이분변토(EC)에서 41.33%, 부엽토(LM)에서 32.67%, 

그리고 EC+LM (1:1 혼합)에서 67.33%로 토양의 구성에 따

른 차이를 나타냈다. 즉 종자 발아율은 무기물만 존재하는 모

래토양에서 최소였고 입자크기가 다른 2종류의 유기물이 혼

합된 EC+LM에서 최대로서 유기물 함량과 토양의 함수량이 

발아율과 관련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칠면초 종자의 발아

가 최대인 새만금토양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에서, 종

자 발아율은 새만금토(SMS)에서 4.00%, SMS+SS에서 

14.67%, SMS+EC에서 44.00%, SMS+LM에서 60.67%, 그리

고 SMS+EC+LM에서 88.00%를 보였다. 새만금토양이 첨가

Fig. 4. Effects of soil composition including Saemangeum soil on the seed germination percentage (a) and juvenile plant 

growth (b) of Suaeda japonica on the five different soil compositions. They were cultured for 14 days for estimating

germination and for 1 month for measuring plant length under culture conditions of 25°C, 100 µmol photons 

m-2 s-1, and 12:12 h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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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EC+LM토양에서 칠면초 종자 발아율은 67.33%

였고, 무기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새만금토양에 지렁이분변

토와 부엽토를 혼합한 토양(SMS+EC+LM)에서 발아율은 

88.00%까지 증가함으로써 무기물과 유기물이 적절하게 혼

합된 토양에서 종자 발아는 촉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칠면초 유묘 생장은 토양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칠면초 유묘는 무기물이 많은 모래토양(sand 

soil)에 비해 유기물 함량이 많은 분변토(EC), 부엽토에서

(LM), 그리고 EC+LM (지렁이분변토+부엽토)의 혼합토에

서 빠른 생장을 보였으며, 특히 토양입자가 작은 지렁이분변

토와 큰 입자의 부엽토를 혼합한 토양에서 2주 후에 길이 

42.20 mm로 생장하여 모래토양의 유묘(길이 12.20 mm)에 

비해 약 4배의 빠른 생장을 보였다. Min (2005a)은 서해안 갯

벌에서 칠면초가 서식하는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17% 이상

이었고 칠면초가 없는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8%로서 토양

의 유기물 함량과 칠면초 군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칠면초의 유묘 생장은 유기물 함량이 많

은 토양(EC, LM, EC+LM)에서 높게 나타남으로써 칠면초

는 유기물이 많은 토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면초 군락은 해안성 점토성 염습지(clay marsh)와 하구

성 염습지(estuary marsh)에서 우점하였으나, 수분스트레스

에 대한 내성이 강한 군락이 나타나는 사질성 염습지(sand 

gravel marsh)와 사구성 염습지(sand marsh)에서는 군락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9). 즉, 칠면초

는 수분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사질성 토양이 아닌 함수량이 

많은 점토성 토양을 선호하며, 토양에 포함된 유기물 함량도 

유묘생장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Lee et al. (2009)

은 칠면초 군락이 형성된 점토성 염습지 토양의 총질소와 인 

함량은 각기 0.44–0.72 mg/g와 148 µg/g였으며, 사구성 염습

지(총질소 0.3 mg/g, 총인 68 µg/g)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한, 갯벌 퇴적물(토양)에서 실트(silt)와 니질(clay) 함유량은 

유기탄소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알려

져 있으며(Burdige 2007; Serrano et al. 2016), 실트와 니질로 

구성된 진흙이 많은 토양은 넓은 표면적과 높은 흡수력 때문

에 모래가 많은 토양에 비해 유기입자를 많이 가진다(Keil and 

Hedges 1993; Burdige 2007). 본 연구에서 모래토양의 칠면

초 유묘의 생장이 느린 것은 낮은 함수량, 유기탄소, 유기물 

함량(총질소와 인)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칠면초 유묘의 생장은 1개월 후 새만금토양(SMS)의 

5.00 mm (길이)에 비해서 혼합토(SMS+EC+LM)에서 49.60 

mm로 약 10배 빠른 생장을 보인 결과도 서식토양에 함유된 

총질소와 가용 인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토양의 구성은 함수량, 유기탄소 및 영양염 등 매우 

복잡한 형태로 식물의 생장을 결정하므로, 향후 칠면초의 최

적 생장이 일어나는 혼합토(SMS+EC+LM)의 함수량, 유기

탄소, 영양염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칠면초 종자는 오래 보관할수록 발아율은 감

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종자 발아와 유묘 생장은 서식 

토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SMS+EC+LM에서 최대였

다. 본 연구 결과는 염생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새만금토

양에 지렁이분변토(EC)와 부엽토(LM)를 첨가하여 토성을 

개선하면 칠면초의 종자 발아와 유묘 생장을 촉진시킬수 있

을 것이며, 칠면초 군락이 조성되면 갯벌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감소, 퇴적물 안정화 및 다양한 해양동물의 서식처로서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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