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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해양생물독(biotoxin)의 관리와 활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해양생물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요구됨.

○ 유독해양생물 및 생물독의 모니터링과 생물독성평가 기술 개발이 요구됨.

○ 정성, 정량적인 독분석 방법과 독생산 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2. 연구개발의 목적
○ 해양생물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측하고 예방하며, 발생한 독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해양생물독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하고자 함.

○ 확보된 해양생물독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양생물독으로 유용물질 탐색

및 생산하고자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기간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 연구내용 및 범위

가. 해양생물독의 생물독성평가기술개발

(1) 독성시험생물의 확보 및 배양/유지기술 개발

○ 해양동물플랑크톤(윤충류 및 소형갑각류)을 대상으로 채집/분리

○ 단일배양 가능종에 대한 최적배양조건규명

(2) 생물독별 특정 endpoint 조사

○ 유독미세조류 대상으로 독성평가실시

○ 생물독별 유용 특정 endpoint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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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생물독의 확보/분석방법개발

(1) 마비성패류독 생산방법 및 분석법 연구

○ 패류로부터 HPLC를 이용한 삭시톡신과 유도체 분리

○ 마비성 패류독소인 삭시톡신의 화학적인 생산법 연구

○ 확보된 생합성 중간체로부터 삭시톡신 표준물질 확보 및 삭시톡신 유도체

분리

(2) 유독해양생물확보 및 생물독 분리

○ 국내 및 열대 유독해양생물 확보

○ 신규 국내 유입 유독 아열대 종 탐색

○ 생물독 분리

○ 해양생물독 리스트작성

다. 유독해양생물로부터 유용독 생산/생합성기술개발

(1) 유독해양생물의 분리/확보 및 최적배양조건 규명

○ 국내 유독 해양미세조류 및 미생물의 채집/분리

○ 단일배양 가능종에 대한 종동정 및 기초배양

○ 물리, 화학, 생물학적 최적배양환경 조사

○ 대량배양 가능 종 선정 (독생성 유지 및 고밀도배양 고려)

라. 해양생물독으로부터 유용산업소재개발

(1) 해양생물독의 의약소재 및 기능성소재로써 활용성 평가

○ 세포독성 검정을 통한 패류독의 활용방안 탐색

○ 기지독의 추가 생리활성검색

Ⅳ. 연구개발결과

1. 해양생물독의 생물독성평가기술개발

가. 독성시험생물의 확보 및 배양/유지기술 개발

○ 윤충류 3종 및 요각류 3종 확보 및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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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물독별 특정 endpoint 조사

○ 유독미세조류 4종에 대한 독성평가

- 마비성패류독소를 생산하는 와편모조류 4종을 요각류 Tigriopus japonicus

에게 먹이로서 제공후 독성반응을 관찰한 결과, 4종 중 Gymnodinium

catenatum에 대해 T. japonicus의 행동학적 이상반응 확인함.

○ 마비성패류독류(PSPs) 독소평가 방법 확립

- Gymnodinium catenatum에 대한 생물검정법으로서 T. japonicus의 특정

endpoint로서 행동학적 이상반응을 정량화하기 위해 행동추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서 T. japonicus의 행동학적 검정법이 PSP 독성평가를 위한 새

로운 기법으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함.

2. 해양생물독의 확보/분석방법개발

가. 마비성패류독 생산방법 및 분석법 연구

○ Pre-column oxidation-FLD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 6종에 대한(STX, GTX5, C1,2, dcSTX, GTX2,3, dcGTX2,3) 정성,

정량 분석법 확립함.

○ 2017년 4월에 송도, 다대포, 거제도 채집된 진주담치와 2018년 4월에 영도

에서 채집된 진주담치와 따개비에서 GTX2,3과 STX가 주로 발생하는 마비

성 패류독소임을 확인함.

○ 배양된 와편모조류 Alexandrium catenella에서 GTX2,3과 STX, GTX5가 존

재함을 확인하고, ion-exchange column을 이용하여 소량의 STX, GTX2,3

분리함.

○ PSP 표준시료 확보의 생물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시도된 화학합성을 통

해 1-chloropentan-4-one으로부터 여러 가지 삭시톡신 합성 중간체 확보함.

나. 유독해양생물확보 및 생물독 분리

○ 국내 및 열대 유독해양생물 확보

- 국내 유독 함유 추정 복족류 해양생물 총 6개 과에서 19종 채집함.

○ 신규 국내 유입 유독 아열대 종 탐색

- 제주 해역에서 국내 미보고종인 아열대 모래말미잘류인 Palythoa mutuki

군락 발견함.

- Palythoa 종은 팔리톡신이라는 맹독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복어가 가진

테트로도톡신 보다 70배 이상 높은 독성이며, 근육통,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함.

- 최근 Palythoa 종이 댕기열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제주 해역에서의 Palythoa mutuki의 발견이 향후 연구에 있어 매우



- IV -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생물독 분리

- Conotoxin을 함유하고 있어 맹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Conus

pulicarius로부터 저분자 화합물 분리하고 분광학적 방법을 통해 구조를 규

명. 3종의 신규 steroidal glycoxide 화합물을 포함한 5종의 steroid계 화합

물을 확인함.

- 육식성 포식생물로 알려진 제주 연안 서식 패류 Reishia clavigera로부터

저분자 화합물을 분리하고 분광학적 방법을 통해 구조를 규명. 6종의 기지

화합물을 확인함.

○ 해양생물독 리스트작성

- 해외 마이크로네시아 축, 코스래 지역과 국내 연안으로부터 확보된 유독

해양생물은 3계 7문 10강 17목 23과 48종을 확보하였음.

3. 유독해양생물로부터 유용독 생산/생합성기술개발

가. 유독해양생물의 분리/확보 및 최적배양조건 규명

○ 해양 미세조류

- 한국 연안에서 나타나는 마비성 패독(PSP;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의 원인 종을 확보하고 대량 배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확보된 종에

온도와 염분에 대한 성장 반응을 평가함.

- 형태적, 분류계통학적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5종의 Alexandrium 종과

Gymnodinium catenatum을 배양주로서 확보 했고, 대량 배양 가능성을 확

인함.

- 목표종의 대량배양을 위해 rolling incubator가 적용된 대량 배양 시스템을

구축함.

○ 해양 미생물

- 독소를 생산하는 해양미생물의 선별을 위하여 베트남, 필리핀, 마이크로네

시아 등의 열대지방과 한국 근해의 다양한 해양환경에 서식하는 해양 동·

식물, 해양퇴적토, 해수로부터 분리된 다양한 해양미생물들을 스크리닝하여

3종의 독소 생산 해양미생물을 선정하였음.

- 선정된 해양미생물을 배양하여 얻은 추출물로부터 각종 크로마토그래피,

분광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2종의 기지 독소 및 2종의 신규 독소를 분리하

였음.

- 유용 독소의 대량생산을 위한 배양조건 탐색을 진행하여 신규 독소를 생

산하는 168ST-16.1 균주의 최적배양조건을 규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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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생물독으로부터 유용산업소재개발

가. 해양생물독의 의약소재 및 기능성소재로써 활용성 평가

○ 분리한 기지 및 신규 독소의 유용산업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생리활성 탐색을 진행하였음. 기지 독소인 아스텔톡신(asteltoxin)은

뇌의 면역세포인 microglia의 활성화에 의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

냈음. Ophiobolin 계열의 신규 독소 2종의 경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뛰어난 효과를 보여 항암소재로써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열대 청자고둥 Conus pulicarius에서 분리된 5종의 steroid 유도체를 인간

백혈병 세포주(K562)에 대한 세포독성 실험결과, 5종 중 3종의 신규

glycoside 화합물이 높은 수준의 세포독성을 나타냄을 확인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해양생물독의 생물독성평가기술개발
○ 요각류 T. japnoicus의 해양생물독에 대한 반응으로 마우스와 물벼룩을 대

체한 해양생태독성평가 시험생물로서 활용 가능함.

○ 미소동물플랑크톤의 행동추적을 통한 새로운 생물독성검정법을 PSP 독 외

에 다양한 해양생물독의 평가에 활용 가능함.

2. 해양생물독의 확보/분석방법개발

가. 마비성패류독 생산방법 및 분석법 연구

○ 확립된 PSP분석방법을 응용하여 유독해양생물로부터 PSP 분석 및 분리방

법 확보가능함.

○ 인위적으로 배양된 와편모조류로부터 미량의 PSP를 분리함으로써 분석표

준시료 제작 가능성 확보함.

○ 본 과제를 통해 확립된 화학합성법을 응용하여 PSP 표준시료 제조 및 합

성 유도체 확보함.

나. 유독해양생물확보 및 생물독 분리

○ 국내 및 열대 유독해양생물 확보

- Palythoa mutuki의 계절별 독 함량 변화 관찰: 서식지역 및 수중 환경에

따라 같은 종이라도 독성 함량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및 계절

별 변화 양상을 관찰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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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독 분리

- Conotoxin과 steoidal glycoside 화합물이 독성학적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연구 기획, 진행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화학생태학적 이해 고취함.

- Reishia clavigera 유래 oxaxinin 화합물은 설사성 패독의 작용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활용하여 설사성 패독의 독성 발현 메커니

즘 연구 진행함.

3. 유독해양생물로부터 유용독 생산/생합성기술개발
가. 유독해양생물의 분리/확보 및 최적배양조건 규명

○ 해양 미세조류

- 마비성 패독을 생산하는 원인종에 대한 생리, 생태학적 특성 규명 연구를

수행함.

- 마비성 패독 생산 환경 규명함.

- 마비성 패독 생산과 활용을 위한 대량 배양 방법 확립함.

○ 해양 미생물

- Ophiobolin 계열의 신규 독소를 생산하는 168ST-16.1 균주의 최적배양조

건을 규명하여 신규독소를 확보 및 활용 가능함.

- 신규독소의 추가적인 생리활성 탐색을 통하여 산업소재로서 활용함.

4. 해양생물독으로부터 유용산업소재개발

가. 해양생물독의 의약소재 및 기능성소재로써 활용성 평가

○ 유독 패류로부터 분리된 물질의 세포독성 검정

- 세포독성이 확인된 Conus pulicarius 유래 화합물에 대해 작용기전과 의약

소재(진통제, 항암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연구하는 후속 사업을 기획, 진

행하여 소재 개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음.

-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저분자 화합물의 경우 다른 질환 타겟에 대한

생리활성 검정을 수행하여 화합물의 활용 연구 사업을 기획, 진행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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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KEYWORDS

Ⅰ. Title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marine biotoxins

Ⅱ. Necessities and Objectives of the Study
1. Necessities of the Study
○ Policy on the management of marine biotoxins is required to minimize

the risk from marine biotoxins.

○ Monitoring and biotoxicity assessment of toxic marine organisms are

required to management of marine biotoxin.

○ Methods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biotoxins and

technique for toxin producing, are required.

2. Objectives of the Study
○ Establishment of fundamental data on the marine biotoxins to predict

and manage a risk from toxic marine organisms

○ Investigation and production an useful materials originated from toxic

marine organisms based on the fundamental data on biotoxins

Ⅲ.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1. Research period

January 1, 2017 - December 31, 2018

2.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A. Development of biotoxicological assessment technique of marine biotoxins

(1) Collecting the candidate organisms for toxicity test and development of

culture/maintenance technique

○ Collecting and isolation of marine zooplankton (rotifer and small-sized

crustac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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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zation of optimal culture condition on the monocultural species

(2) Investigation of specific endpoints by biotoxins

○ Toxicity test on toxic microalgae

○ Investigation of useful specific endpoint by toxicity test

B. Development of methods for producing/analyzing of marine biotoxins

(1) Investigation on methods for producing and analyzing of PSP toxins

○ Separation of saxitoxin and analogues from shellfish using HPLC

○ Method for chemosynthesis of saxitoxin

○ Obtain the analytical standard and separation of analogues from

biosynthetic intermediates of saxitoxin

(2) Collecting the toxic marine organisms and separating its biotoxins

○ Collecting the marine toxic organisms from Korean and tropical regions

○ Investigation of subtropical toxic species in Korea

○ Separation and identification of toxins in marine organisms

○ Compilation of toxic marine organisms list

C. Development of synthetic methods for useful toxin from marine

toxic organisms

(1) Collecting the marine toxic organisms and investigation of its optimal

culture conditions

○ Sampling and isolation of the marine toxic microalgae and microorganisms

○ Culture and identification of marine toxic microalgae and microorganisms

○ Investigation of optimal culture conditions

○ Selection of mass culturable species (maintenance of toxin producing

and high-density culture)

D. Development of useful industrial materials from marine biotoxins

(1) Evaluation of usability of marine biotoxin as medicinal and functional materials

○ Evaluating the cytotoxicity of the compounds isolated from toxic shellfishes

○ Screening of biological activities of new tox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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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1. Development of bioassay for marine biotoxin

A. Collecting the candidate organisms for toxicity test and development of

culture/maintenance technique

○ Total six candidate organisms, three rotifer and three copepod were

cultured for toxicity test.

B. Investigation of specific endpoint for biotoxins

○ Assesment of toxicity of four dinoflagellates

- Four dinoflagellates were supplied to Tigriopus japonicus as a prey to

assess the toxicity. Of these, Gymnodinium catenatum caused a

decreased mobility of T. japonicus.

○ Establishment of evaluation method of PSPs toxin

- We quantify the mobility of T. japonicus on the presence of G.

catenatum using a behavioral tracking software.

- The behavioural tracking method of T. japonicus has a potentiality to

detect the PSP causing organisms as a new toxicity test.

2. Collecting marine biotoxins/developing analyzing methods

A. Investigation on methods for producing and analyzing of PSP toxins

○ The established HPLC-FLD method can be extended to development of

the simple and efficient isolation method of PSP from poisonous marine

creatures.

○ Isolation of a trace amount of PSPs from the cultivated dinoflagellate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develop a sustainable production for

the analytical standard.

○ An efficient synthetic route to PSP can be developed utilizing the

synthetic intermediates that were prepared through this study.

B. Collecting the toxic marine organisms and separation of biotoxin

○ Collecting the Korean and tropical marine organisms containing toxins

- We collected marine gastropoda that is expected to have poison in

Korea. A total of 6 families and 19 species wer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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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igation of subtropical toxic species in Korea

- Palythoa mutuki known to the subtropical species was newly found

within zoanthid community in Jeju Island.

- Palythoa species contain a toxic ingredient called palytoxin and is

known to be more than 70 times more toxic than tetrodotoxin in

pufferfish.

- The discovery of Palythoa mutuki in the Jeju waters is considered to

be very meaningful in toxic studies.

○ Separation and identification of toxins in marine organisms

-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five steoid compounds including three

novel steoidal glycosides from tropical Conus pulicarius which is

known to secrete highly neurotoxic conotoxins.

-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six small molecule metabolites from the

Reishia clavigera which is known as a carnivourous predator inhabited

in the coast of Jeju island.

○ Compilation of toxic marine organisms list

- Forty-eight toxic species belonging 3 kingdoms 7 phyla 10 classes 17

orders 23 families were collected from Chuuk and Kosrae in

Micronesia, coastal waters of Korea.

3. Development of synthetic methods for useful toxin from marine

toxic organisms

A. Collection of marine toxic organisms and its culture conditions

○ Marine microalgae

- To collect the PSP(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roducing dinoflagellates,

phytoplankton community was investigated from Korean coastal water.

- As a result, six species composed of Alexandrium species (Alexandrium

pacificum, A. affine, A. catenella, A. fraterculus, and A.

pseudogonyaulax) and Gymnodinium catenatum, which are known to

produce the saxitoxin, were established based on morphological and

phylogenetic data, and these species were deposited as strains in the

Library of Marine Samples, KIOST.

- The effect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n the strains were examined

to clarify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favorable for the growth, and

based on the obtained data, the mass culture system was constructed

using the rolling incub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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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microorganism

- Various marine microorganisms isolated from marine invertebrates,

seaweeds, sediments and seawater collected at Korea and tropical

areas such as Vietnam, Philippine and Micronesia have been screened

for microbial toxins.

- Three microorganisms producing toxins were selected and cultured to

isolate microbial toxins.

- Two known toxins and two new toxins were isolated from the selected

strains on the basis of combined results of various chromatographic

techniques and spectroscopic methods.

- Optimum culture conditions of the strain 168ST-16.1 producing new

toxins were determined.

4. Development of useful industrial materials from marine biotoxins

A. Evaluation of usability of marine biotoxin as medicinal and functional materials

○ Evaluating the cytotoxicity of the compounds isolated from toxic shellfishes

- The cytotoxicity evaluation of compounds isolated from the Conus

pulicarius which indicated that the novel three steroidal glycoside

exhibit potent growth inhibitory activity against human leukemia cell

line K562.

○ Screening of biological activities of new toxins

- The known and new toxins isolated in this study were screened for

biological activities to evaluate the potential as high-value bio-based

chemicals and materials.

- The known toxin, asteltoxin, showed a inhibitory effect on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NO) in BV-2 microglia cells. The new

toxins, ophiobolin derivatives, displayed potent cytotoxicity against six

cancer cell lines(HCT-15, NUGC-3, NCI-H23, ACHN, PC-3 and

MDA-MB-231).

- Our results suggested that these toxins could be potential bioprobes for

the development of anticancer drugs or neurodegenerative drugs.

Ⅴ. Application plans of the study results

1. Development of biotoxicological assessment technique of marine biotox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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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pacticoid copepod T. japonicus can be used as marine ecotoxicity

evaluation test organisms replacing mouse and daphnia.

○ The behavioral tracking method using a microzooplankton can be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various marine biotoxins beside PSP toxins.

2. Development of methods for producing/analyzing of marine biotoxins

A. Investigation on methods for producing and analyzing of PSP toxins

○ The established HPLC-FLD method can be extended to development of

the simple and efficient isolation method of PSP from poisonous marine

creatures.

○ Isolation of a trace amount of PSPs from the cultivated dinoflagellate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develop a sustainable production for

the analytical standard.

○ An efficient synthetic route to PSP can be developed utilizing the

synthetic intermediates that were prepared through this study.

B. Collecting the toxic marine organisms and separation of biotoxin

○ Collecting the marine toxic organisms from Korean and tropical regions

- We will compare the spatio-temporal variation pattern of palytoxin

from Palythoa mutuki. In the same species, toxic content differences

may occur depending on the habitat and underwater environm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observe regional and seasonal changes

patterns.

○ Separation and identification of toxins in marine organisms

- Promoting the chemoec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onus species,

through the study of mechanism of interaction between conotoxins and

steroidal glycosides in neurotoxicity.

- Promoting the research on the mechanism of action of diarrhetic shell

fish poisoning which is enhanced by the oxazinin compounds isolated

from Reishia clavigera.

3. Development of synthetic methods for useful toxin from marine

toxic organisms

A. Collecting the marine toxic organisms and investigation of its optimal

cultur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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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microalgae

- Ecophysiological study on PSP producing dinoflagellate

- Study on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mass culture of PSP producing

dinoflagellates

- Method study on production of PSP

○ Marine microorganism

- On the basis of optimal culture conditions determined for the strain

168ST-16.1 producing new toxins, the isolation and utilization of the

new toxins will be progress.

- Additional study for the biological activities of the new toxins and

industrial applications will be progress.

4. Development of useful industrial materials from marine biotoxins

A. Evaluation of usability of marine biotoxin as medicinal and functional materials

○ Evaluating the cytotoxicity of the compounds isolated from toxic shellfishes

- Planning a follow-up project to study the mechanism of action of the

compounds derived from Conus pulicarius, which showed potent

cytotoxicity, for the development of new medicine

- Conducting the biological activity screening for various disease targets

in the case of compounds exhibiting low cytotoxicity

Keywords: Application of biotoxin, Marine biotoxin, Natural Product,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Saxitoxin, Toxicity test, Toxi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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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연구개발 개요

- 해양생물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최소화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적 정

보로써 유독해양생물 및 생물독의 모니터링과 생물독성평가기술이 요구되며 이

를 위해 정성, 정량적인 독분석 방법개발과 독생산 기술이 필수적임. 이러한 연

구과정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생물독 및 리스트는 해양생물독 라이브러리구축으

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양한 독으로부터 의약품 및 유용산업소재를 개발할 수 있

는 원천기술 확보의 의미가 있음.

○ 핵심기술

- 해양생물독의 생물독성평가기술 : 마우스를 이용한 독성평가법의 한계성을 극복

하기 위한 새로운 소형해양생물을 이용한 생물독성평가기술

- 해양생물독의 확보/분석기술 : 유독 해양생물의 독원인물질 분석을 위한 표준물

질의 공급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물질의 생물학적, 화학적 제조기술 및 복잡

한 분석 전처리 과정을 단순화/표준화 할 수 있는 분석기술

- 독생산/생합성기술 : 단일독을 생성하는 해양미세생물의 배양기법확립으로 순도

높은 다양한 해양생물독을 생산하거나 유전자정보를 이용한 독의 생합성경로규

명을 통한 유용독의 생합성기술

- 유용산업소재개발기술 : 독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해양생물독의 생의약소

재로서 활용성 평가를 통한 유용독의 발견과 선택적인 독성의 발현을 위한 구조

최적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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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 목표

2. 연구개발 내용

구분 세부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1차년도 ○ 독성시험생물의 확

보 및 배양/유지기

술개발

- 해양동물플랑크톤(윤충류 및 소형갑각류)을 대

상으로 채집/분리

- 단일배양 가능종에 대한 최적배양조건규명

○ 마비성패류독, 권

패류독 표준물질

및 독분석 시료확

보

- 마비성 패류독소인 삭시톡신과 유도체의 패류

로부터 분리 또는 화학합성

- 패류로부터 HPLC를 이용한 삭시톡신과 유도

체의 분리 및 화학적인 생산방법 연구

- 화학적인 합성을 이용한 테트라민 계열의 고둥

류 독소 표준물질 확보

- 다양한 유독해양생물의 확보 및 생물독 분리/

분석

○ 열대유독해양생물

확보 및 생물독

분리

- 국내 및 열대 유독해양생물의 채집 및 생물독 분리

- 신규 국내 유입 유독 아열대 종 탐색

- 해양생물독 리스트작성

○ 유독 해양미세생

물의 분리/확보

및 기초배양

- 국내 유독 해양미세조류(와편모조류 및 규조

류) 및 미생물의 채집/분리

- 단일배양 가능종에 대한 종동정 및 기초배양

- 확보된 생물종의 독성분 분석 및 대량배양 목

표종 선정

연구년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개발 목표

1차년도 ○ 해양생물독 표준

물질 및 실험 목

표 생물 확보

- 독성시험생물의 확보 및 배양/유지기술개발

- 마비성패류독, 권패류독 표준물질 및 독분석 시료확보

- 열대유독해양생물확보 및 생물독 분리

- 유독 해양미세생물의 분리/확보 및 기초배양

2차년도 ○ 독성평가를 위한

endpoint조사, 독

분석, 실험생물

배양연구 및 활

용성 평가

- 해양생물독의 생물독성평가기술개발

- 해양생물독의 확보/분석방법개발

- 유독해양생물로부터 유용독 생산/생합성기술개발

- 해양생물독으로부터 유용산업소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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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2차년도 ○ 해양생물독의 생물

독성평가기술개발

- 유독미세조류의 독성평가실시

- 생물독별 특정 endpoint 조사

○ 해양생물독의 확

보/분석방법개발

○ 마비성패류독 생산방법 및 분석법 연구

- 패류로부터 HPLC를 이용한 삭시톡신과 유도체

분리

- 마비성 패류독소인 삭시톡신의 화학적인 생산법

연구

- 확보된 생합성 중간체로부터 삭시톡신 표준물질

확보 및 삭시톡신 유도체 분리

○ 유독해양생물확보 및 생물독 분리

- 국내 및 열대 유독해양생물 확보

- 신규 국내 유입 유독 아열대 종 탐색

- 생물독 분리

- 해양생물독 리스트작성

○ 유독해양생물로부

터 유용독 생산/

생합성기술개발

○ 유독해양생물의 분리/확보 및 최적배양조건 규명

- 국내 유독 해양미세조류 및 미생물의 채집/분리

- 단일배양 가능종에 대한 종동정 및 기초배양

- 물리, 화학, 생물학적 최적배양환경 조사

- 대량배양 가능 종 선정 (독생성 유지 및 고밀

도배양 고려)

○ 해양생물독으로부

터 유용산업소재

개발

○ 해양생물독의 의약소재 및 기능성소재로써 활

용성 평가

- 세포독성 검정을 통한 패류독의 활용방안 탐색

- 기지독의 추가 생리활성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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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연구동향

○ 독물학적 위생안전 위해 관리 (국립수산과학원, 1996∼2004)

- 연안해역 패류양식장에 대한 마비성, 기억상실성 및 설사성 패류독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국민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독소들의 정성, 정량적인 분석 이외에

해양생물독 라이브러리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 위생조사 (국립수산과학원)

- 연안해역의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 모니터링 이외에도 수산물 전반

에 대한 농약잔류, 중금속,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등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

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기관에서 수행되었던 “독물학적 위생안전 위

해 관리”의 확장된 개념이다.

○ 해양유독 식물플랑크톤의 유전자 자원화 기술개발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04∼2005)

- 유독식물플랑크톤의 생물독 검출을 위한 바이오센서 개발과 삭시톡신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 분석기술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연구한 바 있다.

○ 식품 중 패류독 모니터링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2003∼2004)

- Post-column HPLC 분석법을 도입하여 굴, 홍합, 반지락 등 유통되고 있는 패

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Post-coumn HPLC 분석법은 이미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서 이 과제를 통해 새로운 분석방법은 개발되지 않고 단

순 응용을 통한 유통패류 조사에 국한되었다.

○ 양식패류독의 저감을 위한 생물전환기술개발 (신라대학교, 2010)

- 이매패류의 마비성패류독 분해미생물을 발굴하여 양식패류의 독성 감소 연구를

수행하였다. GTX2/3 분해 가능한 일부 미생물을 발굴하였으나, 패류독소에는

STX를 포함한 다른 독소도 존재하므로 상용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패류독소류 분석법 확립 및 실태조사 (경상대학교, 2006)

- HPLC, ELISA, LC-MS, MBA 등 여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설사성, 기억상실

성 패류독소에 대한 연안 양식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한국산 해양 코노독소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생체막 이온통로 기능제어물질 개발

(광주과학기술원, 2014)



- 5 -

- 한국산 청자고둥 유래 코노톡신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코노톡신의 마비효과를

응용하여 통증 심혈관계 질환의 유요물질 발굴을 연구하였으나 기초수준의 펩

타이드 신물질 발굴 연구가 진행되었다.

○ 마비성 패류독 검사용 바이오센서 개발 및 응용 (강릉원주대학교, 2013)

- 센서표면 앵커화합물의 지질에 작용기를 첨가하여 마비성 패류독의 검출 감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성공적으로 센서표면에 작용기를 도입하였으

나, 패류독에 대한 선택성과 감도 향상에 대한 결과미비하였다.

○ 와편모조류의 배양에 의한 해양생물독 생산 (전남대학교)

- 와편모조류(D . acuminata)를 대량 배양하여 설사성 패류독인 pectenotoxin의

생산에 성공하였으며 미국특허출원하였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3000 L의 배양

액으로부터 120 mg의 pectenotoxin II를 얻을 수 있었고, 세계에서 최초로 와편

모조류의 배양에 의한 독성물질생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와편모조류의 배양

밀도를 증가시켜 생산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 2 절 국외 연구동향

○ 생물독을 이용한 sodium channel 기능 inhibition 연구 (Stanford University,

Justin De bois)

- 육상 또는 해양 생물독 및 그의 유도체를 합성하여 ion channel blocking에 대

한 연구를 통한 신의약품 선도물질을 연구 중에 있다. 생물독의 공급문제를 화

학합성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ion channel blocker로서의

생물학적인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해양생물독의 합성과 활용 (Harvard University, Yoshito Kishi)

- 세포독성이 높은 테트로도톡신, 삭시톡신, 팔리톡신 등 해양생물독을 화학합성

하여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2010년 해면체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은 halichondrin B를 이용하여 유방암 치료제 Eribulin을 개발하였고, 현재

이 물질의 다른 생리활성 평가 중에 있다.

○ 적조생물(Kaneria Brevis)의 대사물질인 브레브톡신류(brevetoxins) 합성 (Rice

University, K. C. Nicolaou)

- 브레브톡신류의 화학적인 합성에 성공하였으나, 구조적인 복잡성과 합성경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후속 생리활성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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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해양생물독의 생물독성평가기술개발

1. 독성시험생물의 확보 및 배양/유지기술 개발

가. 서론

마비성패독을 포함한 해양생물독의 검출을 위해 다양한 생물독성평가기술이

적용되어왔다. 마우스검정법(Mouse Bioassay, MBA)은 빠르고, 정량적이며 상대적

으로 적은 간섭 등의 장점으로 생물독성평가방법으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낮은

민감도와 동물 윤리적 문제로 이를 대체하는 평가방법의 개발이 요구되어왔다

(Hess et al. 2006). Receptor-binding assay (RBA)는 역시 마비성패독 검출을 위해

제안되었으나, 검출을 위해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유럽연합과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RBA기법의 적용은 제한적이다 (FAO/WHO

2016). MBA, RBA 등과 같은 기존 해양생물독 검정법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대체할 수 있는 생물학적 검정법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소형미소동물플랑크톤은 작은 크기와, 짧은 생활사, 쉬운 실험실유지배양 등

의 이점으로 마우스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독성평가를 위한 모델 생물로서 다수 제

안되어왔다. 물벼룩(Daphnia magna)은 전세계 담수에 널리 분포하고, 다른 생물에

비해 생활사가 짧아 번식이 쉬우며, 기존의 축적된 생태독성자료가 풍부하기 때문

에 전 세계에서 담수생태계에서의 생태독성 시험종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

나 물벼룩의 독성시험생물로서의 사용은 서식지 특성상 담수생태계에 적합하고,

해양생태계의 독성시험생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해양생물독의 독성평가를 위한

해양독성시험생물은 윤충류, 소형갑각류 등의 종들에서 제안되어 왔지만, 아직 정립

되지 않았다. 따라서 MBA, RBA 등의 기존 생물검정법을 대체하고, 물벼룩에 견줄

수 있는 해양독성시험생물을 확보하고자 한국연안과 마이크로네시아의 조간대에 서

식하는 윤충류, 소형갑각류 등을 대상으로 채집하고, 단일분리 배양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해양미소독성시험생물 채집을 위해 조수웅덩이에 서식하는 윤충류, 소형갑각

류를 대상으로 2017년 5월에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의 웨노섬에서 채집 조사를 수행

하였고, 2017년 6월에 제주도, 태안, 부안, 거제도, 2017년 8월에 울릉도, 독도에서

채집 조사를 수행하였다 (Fig. 3.1.1.1, Table 3.1.1.1).



- 7 -

Fig. 3.1.1.1. Sampling of at the tidal pool in Korea. Byunsan peninsula (A),

Taean peninsula (B), Jeju Island (C, D), Ulleung-do (E), Dokdo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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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Site Latitude/Longitude pH Tm (℃) Sal. (‰)
DO 

(mg/L)

2017.05.15~

2017.05.28
Micronesia

7.453483N/151.899394E 8.15 29.1 34 5.4
7.431292N/151.860356E 7.09 27 1 5.11
7.430853N/151.860314E 7.39 28 10 4.5
7.428739N/151.860606E 7.56 29 22 4.35
7.430683N/151.863364E 7.48 29 34 3.14
7.464314N/151.867261E 8.16 30.5 34 6.01
7.441058N/151.837339E 8.19 30 34 6.7
7.420358N/151.838564E 8.45 31.5 34 10.2
7.417064N/151.853106E 8.62 32.2 34 9.8
7.351892N/151.665389E 7.36 29.2 30 3.2
7.351758N/151.665175E 7.38 31.8 24 4.6
7.351561N/151.664917E 7.38 31.3 26 4.53
7.351397N/151.664583E 7.96 31.2 31 6.22

2017.06.08
Goeje 34.992851N/128.695589E - 23 4 7.43

Goseung 34.90767N/128.154866E - 30.8 37 9.88

2017.06.14
Taean

36.592503N/126.293555E - 31.5 10 10.41
36.595561N/126.291464E - 28 35 6.65
36.59968N/126.292183E - 27.1 30 6.58

Buan
35.627329N/126.468518E - 25.2 33 11.62
35.627329N/126.468518E - 27.2 35 10.54

2017.06.21 Jeju

33.231099N/126.505663E 7.21 0.32 - 8
33.231099N/126.505663E 7.33 2.47 - 25
33.231099N/126.505663E 7.56 1.62 - 29
33.231099N/126.505663E 8.12 4.49 - 9
33.231099N/126.505663E 8.36 7.59 26 31
33.45518N/126.923292E 6.75 0.38 - 31
33.45518N/126.923292E 7.91 6.5 20.9 31
33.464361N/126.936439E 8.05 6.51 21.3 34
33.326007N/126.842223E 7.56 3.65 - 21
33.326007N/126.842223E 7.67 3.88 22.2 17
33.326007N/126.842223E 7.87 5.43 - 28
33.490698N/126.420215E 8.19 　- -　 -　
33.490698N/126.420215E 8.61 5.85 - 33
33.490698N/126.420215E 9.46 10.51 24.5 35
33.400471N/126.247913E 6.76 0.71 - 33
33.400471N/126.247913E 7.07 4.1 - 29
33.400471N/126.247913E 7.68 5.75 - 32
33.400471N/126.247913E 7.76 2.16 - 33
33.400471N/126.247913E 8.69 11.48 25.7 35

2017.08.16 Uleng 37.475576N/130.897879E - - - -
37.460636N/130.854810E - - - -

2017.08.17 Dokdo 37.238486N/131.868835E - - - -
37.238939N/131.870237E - - - -

Table 3.1.1.1. Characteristics of sampl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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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토의

단일분리 후 배양이 가능하여 확보된 종주는 윤충류 3종 (Brachionus

plicatilis, Proales sp., Colurella sp.), 요각류 3종 (Tigriopus japonicus,

Harpacticus sp., Paramphiascella sp.)이다 (Table 3.1.1.2).

Phylum Class Order Family Species Strain

Arthropoda Hexanauplia Harpacticoida Harpacticidae Harpacticus sp. Dokdo

　 　 　 　 Tgriopus japonicus Geoje

　 　 　 　 Tgriopus japonicus Jeju Island

　 　 　 Miraciidae Paramphiascella sp. Uleng

Rotifera Eurotatoria Ploima Brachionidae Brachionus plicatilis Taean

　 　 　 Lepadellidae Lepadella sp. Onnang

　 　 　 Proalidae Proales similis Arang

Table 3.1.1.2. List of zooplankton strains

2. 생물독별 특정 endpoint 조사

가. 서론

저서성 harpacticoid 요각류는 조간대 조수웅덩이에서 풍부하게 나타나고, 작

은 크기, 성적이형, 다양한 발달단계, 높은 생식능력, 짧은 생활사, 염분과 수온 변

화에 높은 적응력을 보이기 때문에 해양환경 연구에서 모델 생물로서 자주 사용되

어 왔다 (Lee et al. 2013). Harpacticoid 요각류 중 Tigriopus japonicus는 서태평양

서탱평양 연안을 따라 널리 분포하여 이 지역에서 환경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급

성과 만성 독성시험 모델 생물로서 자주 적용되어 왔다 (Lee et al. 2007, 2008,

Raisuddin et al. 2007). 그러나 환경변화에 대한 T. japonicus의 강한 적응력은 일부

독성시험에서 높은 반수치사농도를 보이거나 폐사하지 않는다. PSP 독에 대해 유영

에 둔화를 보이는 반응을 나타내나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에 그 기준이 모호하

였다 (Samon et al. 1999).

행동학적 검정법(Behaviour assay)은 마우스, 제브라 피쉬, 초파리 등에서 환

경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연구에 다수 적용되어 왔고 (Fig. 3.1.2.1), 이를 위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예, Ctrax, idTracker, ToxTrac 등)

가 개발되고 있고, 개선된 영상 녹화 기술은 현미경적 크기의 미소생물에도 행동학

적 검정법 적용을 가능케 하였다. 이번 연구는 PSP 원인 와편모조류 Gymnodinium

catenatum을 먹이로서 제공시 T. japonicus의 행동둔화 반응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행동추적 소프트웨어를 통해 움직임을 분석하여 정량화함으로서 독성평가의 새로운

endpoint로서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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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 Animals for toxicity test to the environmental stress.

나. 재료 및 방법

(1) 반주광성 행동측정 연구

저서성 요각류 Tigriopus japonicus의 빛에 대한 반주광성 행동에 착안하여

Gymnodinium catenatum 먹이섭식에 따른 마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반주광성 행

동 측정 시스템(Anti-phtotaxis measurement system)을 고안하였다 (Fig.3.1.1.2). 두

가지 규격 (0.5 mm 폭과 높이에 5 cm 길이 레인의 규격과 1.5 cm 직경에 25 cm

길이 레인의 규격)의 시스템을 제작하고, 각 레인의 끝에 T. japonicus 5개체를 넣

고 차단막으로 막아 고립시킨 후 G. catenatum을 먹이로서 공급하여 5분 후에 빛을

주고 반주광성 행동을 보이지 않는 개체를 계수하였다.

Fig. 3.1.2.2. Anti-phototaxis measure system

(2) 행동추적 검정법 (Behavioural bioassay)

PSP 생산 와편모조류 G. catenatum에 대해 T. japonicus의 행동학적 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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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해, 수컷 T. japonicus를 96 well plate (Cellstar, Greiner Bio-one,

Austria)에 한 개체씩 분리하여 넣고, 지수생장기 G. catenatum을 세포 밀도에 따라

50, 100, 200, 400, 700 cells/ml 구분하여 한 개체마다 먹이로 공급한 후 한 시간 뒤

디지털 카메라 (Nikon D7500, Seoul, Korea)로 5분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녹화된

동영상은 ToxTrac ver. 2.83 (Rodriguez et al. 2018)을 사용하여 T. japonicus의 이

동경로를 추적하고 단위시간당 총 유영거리를 계산하였다.

다. 결과 및 토의

(1) 반주광성 행동측정

T. japonicus는 G. catenatum을 먹이로서 제공했을 때 정상적으로 유영하지

못하고 마비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 마비된 T. japonicus 개체를 측정하기 위해

빛에 대한 반주광성 행동반응을 관찰하였으나, 개체마다 다른 운동성으로 개체의

계수 시점이 모호하였다. 저서성 요각류 T. japonicus의 반주광성 특징을 고려한 새

로운 endpoint는 생물독성평가기법으로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정확한 측정을

위해 향후 레인 길이, 차단막 구조, 빛 파장 세기와 양 등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

다.

(2) 행동추적 검정법

G. catenatum의 밀도에 따른 T. japonicus의 행동학적 반응은 ToxTrac 프로

그램을 통해 정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Table 3.1.2.1, Fig. 3.1.2.3). T. japonicus

의 5분간 유영거리는 대조구에서 1,062±912 mm, G. catenatum의 세포밀도 50

cells/ml에서 1,050±895 mm, 100 cells/ml에서 842±899 mm, 200 cells/ml에서

550±456 mm, 400 cells/ml에서 317±348 mm, 500 cells/ml에서 286±122 mm였다.

T. japonicus는 200 cells/ml G. catenatum의 세포밀도에서 대조구 대비 5분간의 유

영거리가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400 cells/ml 이상의 세포밀도에서 70∼74%

가량 유영능력이 감소하였다 (Table 3.1.2.1).

Density of G.

catenatum (cell/ml)
1 min 2 min 3 min 4 min 5 min

Control 501±610 660±693 829±806 968±875 1,064±912

50 684±619 775±695 889±802 992±866 1,050±895

100 527±574 603±633 696±734 786±841 842±899

200 402±424 451±447 498±456 531±456 550±456

400 207±226 240±258 269±302 294±328 317±348

700 188±88 214±89 236±95 264±112 286±122

Table 3.1.2.1. Cumulated swimming distance of Tigriopus japonicus during 5 minutes in

different density of Gymnodinium caten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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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japonicus의 평균유영속도는 대조구에서 163.5 mm/분이었고, G.

catenatum 제공한 실험구에서 50 cells/ml에서 100.5 mm/분, 100 cells/ml에서 82.8

mm/분, 200 cells/ml에서 40.5 mm/분, 400 cells/ml에서 29.1 mm/분, 700 cells/ml에

서 23.8 mm/분이었다. G. catenatum의 100 cells/ml 이하의 세포밀도에서 T.

japonicus의 개체마다 유영거리 차이가 다소 많았으나, 200 cells/ml 이상에서 유영

능력은 전반적으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개체마다 차이도 크지 않았다 (Table

3.1.2.1, Fig. 3.1.2.2).

Fig. 3.1.2.3. Swimming distance of Tigriopus japonicus during 5 minutes in the

different density of Gymnodinium catenatum. Total swimming distance of

Tigriopus japonicus in 5 minutes (A), Cumulate swimming distance of Tigriopus

japonicus during 5 minutes (B).

Individuals
Density of Gymnodinium catenatum (cells/ml)

0 50 100 200 400 700
1 1,396 1,071 153 218 150 58
2 1,215 363 79 511 75 63
3 2,032 1,172 744 159 148 132
4 87 725 333 73 69 62
5 1,134 89 71 85 64 82
6 479 111 78 617 99 220
7 739 333 1,183 74 74 260
8 581 151 1,323 70 63 159
9 283 935 101 81 643 76
10 227 74 73 138 68 79

Means 817±616 503±433 414±490 203±198 145±178 119±72
Average speed
(mm/min.) 163.5 100.5 82.8 40.5 29.1 23.8

Table 3.1.2.2. Total swimming distance of individuals of Tigriopus

japonicus during 5 minutes in various density of Gymnodinium caten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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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 Tracking route (green) of Tigriopus japonicus in the various

density of Gymnodinium catenatum

T. japonicus는 PSP 생산 와편모조류인 G. catenatum에 대해 마비 등의 이상

행동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온 행동추적 프

로그램을 통해 수치적으로 정량화될 수 있었는데, 이 추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T.

japonicus의 유영궤도가 노출된 유독와편모조류의 세포밀도에 따라 기록되었고 이

러한 반응을 시각화함으로써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Fig. 3.1.1.3).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시기 및 지역에 따라 확보된 G. catenatum의 PSP 독 생산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포 밀도에 따른 상대적 독성 세기도 환산 가능

하리라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T. japonicus의 G. catenatum에 대한 행동둔화 반응

은 T. japonicus가 적어도 PSP 독에 대해서는 마우스를 대체할 수 있는 독성평가시

험생물로써 이용 가능함을 시사하며 나아가 다른 해양생물독의 독성평가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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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양생물독의 확보/분석방법개발

1. 마비성패류독 생산방법 및 분석법 연구

가. 서론

패류독소는 일반적으로 패류의 생물에 발생하는 독소로서 유독성 플랑크톤의

여과섭식을 통해 체내에 축적되며, 패류를 먹이로 삼는 인간을 포함한 포식자에게

중독증상을 일으킨다. 증상에 따라 기억상실성(Amnesic Shellfish Poison, ASP), 설

사성(Diarrheal Shellfish Poison, DSP), 신경성(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마비성(Paralytic Shellfish Posion, PSP)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패독의 원인물질은

분자량 1000 이하의 유기화합물로서 알려져 있다. 그 중 마비성 패독은 인간의 생

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해 요소로서 삭시톡신(saxitoxin, STX) 및 57개의 유도체

가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STX는 현재까지 알려진 저분자 화합물 중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보고되어 있고 유도체와 혼재되어 발생해 마비성 패독을 일으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2.1.1. List of PSP relate marine organisms

국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는 적조현상이 발생하는 3월경부터 시작하여 보통

5월말 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해수온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수온이

15-17 ℃일 때 독성이 강해지고 20 ℃이상이 되는 6월이 되면 소멸된다. 1996년 이

후로 국내에서는 인간에 대한 마비성패류 중독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매년

4-5월경에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여 양식장이 패쇠되는 등 경제적인 패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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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시판되던 홍합에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전량 회수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연안의 해수온도가 상승

하면서 현재 패류독소에 의한 피해는 더 다양해지고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마비성 패류독소의 검출방법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Mouse

Bioassay(MBA)가 가장 대표적인 검출법이며 미국에 식용패류를 수출하기 위해서

검사기관 인증과 함께 요구되는 검사방법이다. 국립수산과학원도 미국 FDA에 인증

을 받았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매주 패류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MBA는 살아있는 생물의 생존율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독성의 세기가 각기

다른 삭시톡신과 유도체의 혼재되어 발생하는 경우 간편하게 독량의 총세기를 알

수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형성에 많은 실험동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구윤리 및 생명 존엄성의 문

제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MBA를 대체하기 위해 기기분석 분야에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HPLC

에 기반한 재현성 높은 방법이 개발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MBA의 대체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HPLC 분석법은 마비성패독 원인물질의 과학적인

고찰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즉, HPLC 분석법은 58개

의 패류독소 원인물질의 종류와 절대적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MBA에서 오차로서 발생할 수 있는 실험동물의 체중, 연령 등 외부환경의 영향에

서 자유롭게 원인생물이 포함하고 있는 독소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 할 수 있

다. HPLC 분석법이 개발된 이후 각각의 패류독소들이 순수하게 정제되었으며 기존

에 없던 새로운 유도체들이 발견이 되었고 각각 독소들의 상대적인 독성의 세기가

측정될 수 있었다.

HPLC 분석법은 Oshima에 의해 개발된 post-column oxidation 방법을 기준

으로 해서 상황에 맞게 분석조건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

로 원인생물의 간단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 재현성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HPLC 분석법에도 마비성패류독소 표준시료의 공급에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분

석 표준시료는 HPLC 분석법에서 정량, 정성 분석의 비교물질로서 그리고 분석조건

의 유효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다. 다시 말해, 분석에 앞서 반드시 표준시료가 확보가 되어야 하며 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 HPLC기반 분석법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재 마비성패독 표준물질은 국내

에서는 구할 수 없고 주로 캐나다 National Research Council(NRC)에서 공급하고

있으나 수급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적시적소에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NRC의 표준물질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되어 있지 않으나, 년 중

수온이 15-17 ℃로 유지되는 기간이 긴 캐나다의 기후 특성상 미세조류로부터 분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 기관들도 표준시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연안에 패류독소 발생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캐나다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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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 2개월 정도만 남해 일부 지역의 미세조류가 독성을 나타내고 진주담치의 경

우 이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패독을 함유하기 때문에 원인생물로부터 직접적인 분

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에 의지한 생성, 분리 보다는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패독의 생산방법의 연구가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 마비성 패독의 표준시료의 생산을 위한 전제 조

건으로서 HPLC 정성, 정량분석 조건의 확립하고, (2) 유독 해양생물로부터 패독의

분리방법 개발하며, (3) 화학합성을 통한 마비성 패류독소 확보의 가능성을 평가하

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나. 재료 및 방법

1) 마비성 패독의 분석방법 확립

가) 진주담치 추출물 제조 방법

10 g의 진주담치 속살을 10 mL의 0.1M HCl 수용액에 5분간 끓여서 추출한

뒤 상온으로 식힌다. 추출물을 50 mL의 테플론 튜브에 옮긴 후 4000rpm에서 30분

간 원심분리를 2번 진행하고 상등액을 모아 0.1M HCl 수용액으로 최종 부피가 20

mL가 될 때까지 희석한다. SPE C18 카트리지를 6.0 mL의 메탄올과 6.0 mL의 물

이 통과하도록 하고 추출물 중 1.0 mL를 카트리지에 통과시킨 후 2.0 mL의 물로

씻어준다. 용출액을 첫 번째 투과액으로 희석하여 최종 부피 4.0 mL가 되게 만든

다. 그 후 1% ammonium hydroxide를 이용하여 pH가 7.0이 되게 조절한다.

나) Pre-column oxidation 방법

4 mL의 vial에 50 μL의 5M NaOH 수용액과 25 μL의 10% H2O2를 넣는다.

전 단계에서 제조된 진주담치 추출물 중 100 μL를 이 혼합물에 넣고 2분간 반응시

킨다. 이후 20 μL의 아세트산을 첨가하여 산화된 추출물을 제조하고, 이 중 25 μL

를 이용하여 HPLC-FLD로 분석한다.

다) 와편모조류로부터 마비성패류독소의 분리

3 mL SPE COOH 이온교환 카트리지에 10 mL의 0.01M ammonium acetate

를 통과시킨다. 와편모조류의 추출물 1.0 mL를 5.0 mL에 회석하고 1% ammonium

hydroxide로 pH가 6.0이 되도록 조절한다. 이 용액을 준비해둔 카드리지에 투과시

켜 fraction 1A로 받고, 4 mL의 물을 흘려 fraction 1B로 받는다. 이후 4 mL의 0.05

M NaCl 수용액을 투과시켜 fraction 2, 0.3M NaCl 수용액을 통과시켜 fraction 3으

로 받는다. 용출 순서에 따라 fraction 1은 C계열, 2는 GTX 계열, 3은 삭시톡신을

포함하고 있다.

다. 결과 및 토의

1) 유독해양 생물 채집지역

2017년 4월 수과원의 발표자료에 따라 패류독소 경보가 발효된 거제도, 다대

포, 송도에서 진주담치가 채집이 되었으며, 분석이 되기 전까지 -20 ℃에서 보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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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Fig. 3. 2. 1. 2). 또한 2018년 6월 영도에서 진주담치와 따개비가 채집이 되었

으며, 분석이 되기 전까지 -20 ℃에서 냉동 보관 되었다. HPLC분석은 위의 실험방

법에 따라 전 처리 이후 바로 수행이 되었고, 여분의 추출물은 즉시 반복실험에 이

용되거나 폐기되었다.

2) 유독 해양생물의 정성, 정량 분석 결과

채집된 시료의 분석에 앞서 6개의 표준시료를 두 가지 다른 농도에서 앞서

서술한 실험방법과 동일한 용출조건에서 HPLC를 진행하여 대조군을 형성하였고,

대조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표준시료를 두 번씩 반복 실험하여 데이터

를 얻었다. 분석결과 거제도에서 채집된 진주담치에서 STX, B1이 검출이 되었고,

송도의 조간대에서 채집된 진주담치에서는 C1,2, GTX2,3, B1 등 더 많은 종류의 마

비성 패독이 검출 되었다(Fig. 3.2.1.3). 다대포항에서 채집된 진주담치에서도 송도의

시료와 비슷하게 C1,2, STX, B1이 검출이 되었으며, 이는 송도와 다대포가 지리적

으로 가깝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Fig. 3.2.1.2. Sampling area of mussels and barnacles in Korea

2018년 영도에서 채집된 진주담치에서는 C1,2, dcSTX, GTX2,3이 검출되었지

만 독성이 가장 높은 STX는 검출되지 않았다. 특이하게 동일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따개비에서도 같은 종류의 패독이 검출되어 유독 플랑크톤이 발생한 지역에서 플랑

크톤을 먹이로 삼는 다른 생물에게도 패류독소가 축적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정량분석은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료로부터 얻은 HPLC 스펙트럼의 적분값

을 농도와 함께 두 가지 변수로 만들어 최적화된 농도-적분값 직선의 방정식으로

변환할 수 있었고, 미지 농도의 시료의 HPLC 스펙트럼 적분값을 대입하여 산출하

였다. 농도는 진주담치의 껍질을 제외한 순수한 살의 무게를 기준으로 100 g당 함

유량으로 μg 단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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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에서 채집된 진주담치 시료의 경우 153.3 μg의 삭시톡신이 검출이 되었

으며 소량의 B1(GTX5)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기준치 (80 μg/100 g)의 두배를

넘는 수치로서 심각한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양이다(Table 3.2.1.1). 송도에서

채집된 진주담치에는 다량의 dcSTX가 함유되어 있었으나 기준치 보다 낮은 양이

었고 독 등가지수를 고려했을 때 dcSTX는 삭시톡신의 절반정도의 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제도 시료보다는 독성이 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다대포 시료도 삭시톡신을 주 독소로 함유하고 있었으나 기준치 보다 낮았고 영

도의 시료는 기준치 수준의 dsSTX를 보유하고 있었다.

Fig. 3.2.1.3. HPLC spectrum of PSP toxins from mussels and banarcles sampled

in Busan co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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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in types

(TEF)
Geoje Songdo Dadepo Yongdo

GTX2,3 (0.4/0.6) - 1.43 - 2.6

C1,2 (0.1/0.01) - 13.17 4.4 17.5

dcSTX (0.5) - 56.47 - 76.2

STX (1) 156.3 - 64.77 -

B1 (0.1) 4.24 8.72 5.14 -

Table 3.2.1.1.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values of PSP from tissue of mussels

collected at Busan coasts (μg/100 g).

실험실에서 배양된 와편모조류의 독 생산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에서 확

립된 분석조건을 이용해 Alexandrium catenella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Alexandrium

catenella은 마비성패독의 원인 생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위적인 배양을

통해서는 독 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성분석결과 매우 소량이

기는 하지만 C1,2, GTX2,3, STX가 존재함이 확인이 되었고 세 가지 독소의 혼합

표준물질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순도를 나타냈다(Fig. 3.2.1.4). 정량분석 또한 수

행 되었으나 매우 소량으로 검출이 되기 때문에 검출한계 보다 낮은 것으로 판명되

었다.

Fig. 3.2.1.4. HPLC spectrum of toxin profiles from Alexandrium catenella

Alexandrium catenella 추출물이 독소를 높은 순도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순수 마비성 패류독소 표준시료 제조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ion-exchange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리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 극성이 적

은 C1,2는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 낮은 수준의 순도를 보였으나, 중간정도의 극성을

나타내는 GTX2,3의 경우 표준물질의 스펙트럼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의 순도로

분리가 가능하였다(Fig. 3. 2. 1. 5.). 가장 독성이 높아 마비성 패류독소의 기준이

되는 삭시톡신의 경우 매우 높은 순도로 분리가 되었으며, NRC에서 공급하는 삭시

톡신 표준시료보다 높은 수준의 순도를 보였다. 와편모조류의 고밀도 대량배양이

독 생산 효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 분석 결과를 통해

마비성 패류독소 원인 와편모조류의 실험실 배양을 통해 분석 표준시료 생산이 불

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삭시톡신의 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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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화합물로부터 삭시톡신 및 삭시톡신의 유도체를 합성

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쉽게 구할 수 있는 1-chloropentan-4-one으로부터 두 단

계를 거쳐 1-azido-5-bromo-pentan-4-one 화합물 2를 쉽게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었다(Fig. 3.2.1.6). 그 후 Boc-guanidine을 이용한 축합반응을 통해 amino

imidazole 3을 효과적으로 합성할 수 있었다. 수소화 반응을 통해 azide를 amine으

로 환원하고 phenylcarbamate를 염기조건에서 반응시켜 urea 5를 효과적으로 5단계

에 걸쳐서 합성할 수 있었다.

중간체 5를 이용하여 aldehyde 존재하에 iminium formation-addition-cyclization

을 통한 삭시톡신의 삼원환 골격의 형성을 계획하였다. 이 반응은 본 합성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성공 시 학문적 그리고 실용적인 면에서 큰 가치가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이용하여 반응을 진행해본 결과 첫 번째 단계인 iminium

formation은 진행이 되나 그 다음 단계인 addition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 반응에서 친핵체로 작용해야 하는 imidazole 부분의 전자 밀도가 부족하여

형성된 iminium에 첨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현재

imidazole부분의 전자밀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계획한바와 같이 한 번의 반응으로 원하는 삼원환 구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이 삼원환 구조의 중간체는 쉽게 여러 가지 삭시톡신 유도체로

변환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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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PComparison of purity between PSP toxins extracted from

Alexandrium catenella and analytical standard

4) 결론 및 토의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pre-column oxidation-FLD 방법이 확립되어 국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6종의 마비성 패류독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 졌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곳에서 채집된 진주담치와 따개비에 대한 독성을 평가하였으

며, 주로 삭시톡신과 GTX2,3이 독 원인 종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험실 환경에서 고밀도로 배양된 미세조류로부터 패류독소를 검출하고 미량의 독

소를 표준시료와 비슷한 수준의 순도로 분리한 것은 궁극적으로 표준시료의 제조

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표준시료 국내화에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마비성 패류독소 표준시료 확보에서 생물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시도

된 화학합성은 아직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성공 시 삭시톡신과 유도체를

높은 순도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삭시톡신은 높은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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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때문에 의약품으로서의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계획된 합

성경로로 삭시톡신의 합성이 가능하다면 저독성 삭시톡신 유도체의 개발이 가능해

의약품 후보물질로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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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Saxitoxin synthesis strategy

2. 유독해양생물 확보 및 생물독 분리

가. 국내 유독해양생물

1) 서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연안 해역 패류양식장에 대한 마비성, 기억상실성 및

설사성 패류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산물 전반에 대한 농약잔

류, 중금속,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등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post-column HPLC 분석법을 도입하여 굴, 홍

합, 바지락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패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경상대학교에

서는 HPLC 분석방법 뿐만 아니라, ELISA, LC-MS, MBA 등 여러 분석방법을 적

용하여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에 대한 연안 양식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독성분석방법은 기존의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서 단순 응

용을 통한 유통패류 조사에만 수행되었다. 신라대학교에서는 양식패류독의 저감을

위한 생물전환기술개발을 통해 이매패류의 마비성 패류독 분해미생물을 발굴하여

양식생물의 독성 감소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몇몇 종의 GTX2/3 분해

미생물을 발굴하였으나 패류에는 STX를 포함한 다른 독소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화 하는 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최근에는 광주과학

기술원에서 한국산 해양 코노톡소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생체막 이온통로 기능제어

물질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산 청자고둥 유래 코노톡신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코노톡신의 마비효과를 응용하여 통증 심혈관계 질환의 유용물질 발굴을

연구하였으나 기초수준의 펩타이드 신물질 발굴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강릉원주

대학교에서 마비성 패류독 검사용 바이오센서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

였으나 패류독에 대한 선택성과 감도 향상에 대한 결과는 미비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독소들의 정성, 정량적인 분석 이외에 해양생물독 라이브러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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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생물독

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들을 채집하여 이들의 함유독을 분석함으로

써 해양생물독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 삭시톡신과 테트라민을 함유하고 있는 유독해양생물

을 선정하였다. 삭시톡신 함유 생물은 담치 및 굴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테트라민

함유 생물은 물레고둥과 생물로 국내에는 물레고둥, 관절매물고둥, 조각매물고둥,

갈색띠매물고둥, 각시수랑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 지역적으로 식용으로 먹기는

하지만 쓰고 매운맛이 심해 많이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는 뿔소라 과에 속하는 생물

종을 유독 함유 해양생물 발굴 후보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뿔소라 과에 속하는 종들은 간조시 조간대 하부에서 채집을 실시하였고, 물레

고둥 과에 속하는 종들은 동해안 수온이 낮은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해안 어촌계를 통하여 채집되는 종들을 수집하였다. 서해, 동해 및 제주에

서 채집된 종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를 확보한 후, 한국해양무척추동물

도감(홍성윤 2006)을 통해 종 동정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이번 연구기간 중 서해, 동해 및 제주도 해역에 서식하는 총 19종의 복족류를

확보 하였다. 이중 물레고둥 과에 속하는 복족류가 11종이 채집되어 가장 많은 분

류군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모두 동해안에서 샘플을 확보 하였다. 다음으로 뿔소

라 과에 속하는 종이 4종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와 제주에 서식하는 종들로 확인되

었다. 포도고둥 과, 날씬이갯민숭붙이 과, 갯민숭달팽이 과 및 혹갯민숭이 과에 속

하는 종이 각각 1종 씩 채집되었고, 포도고둥 과에 속하는 민챙이가 서해안에서 채

집되었고, 나머지 종들은 모두 제주에서 채집되었다. 채집된 샘플은 Table 3. 2. 2.

1.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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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Korean) Species (Korean) Figures Locations

Muricidae

(뿔소라과)
Ceratostoma burnetti (입뿔고둥) Yellow Sea

Ceratostoma rorifluum (맵사리)
Jeju Island,

Yellow Sea

Thais bronni (두드럭고둥) Jeju Island

Thais clavigera (대수리) Jeju Island

Buccinidae

(물레고둥과)
Japeuthria ferrea (타래고둥) Jeju Island

Buccinum striatissimum (물레고둥)
Gangwon-do

Jumunjin

Reticubuccinum acutispiratum

(뾰족물레고둥)

Gangwon-do

Mukho

P licifusus aurantius (방추물레고둥)
Gangwon-do

Mukho

Volutopsius middendorffi

(넓은입물레고둥)

Gangwon-do

Mukho

Table 3.2.2.1.1. List of toxic-containing marine gastropoda species collected in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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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Korean) Species (Korean) Figures Locations

Buccinidae

(물레고둥과)
Neptunea constricta (명주매물고둥)

Gangwon-do

Mukho

Kelletia lischkei (매끈이고둥)
Gangwon-do

Imwon

Siphonalia cassidaeformis

(돼지고둥)

Gangwon-do

Imwon

Siphonalia hirasei

(세로빗줄돼지고둥)
Uljin

Buccinum opisthoplectum

(세고리물레고둥)
Pohang

Neptunea cumingii

(갈색띠매물고둥)
Pohang

Atyidae

(민챙이과)
Bullacta exarata (민챙이) Yellow Sea

Elysiidae

(날씬이갯민숭이과)

Elysia ornata

(파래날씬이갯민숭이붙이)
Jeju Island

Chromodorididae

(갯민숭달팽이과)

Chromodoris tinctoria

(망사갯민숭달팽이)
Jeju Island

Phyllidiidae

(혹갯민숭이과)

Phyllidiella pustulosa

(혹투성이갯민숭이)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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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대 유독해양생물

1)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아열대화 및 쿠로시오 해류로 인해 새로운 열대성 유독생물

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내 연안에서는 이미 열대성 유독미세조류 일부

종이 발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맹독성 문어와 입방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작

은부레관해파리 등의 열대 유독생물의 출현빈도가 높아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선박평형수와 같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유독생물의 유입가능성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유독해양생물의 관리 체계가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쿠로

시오 해류에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제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아직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유독 해양생물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신규 국내 유입 유독 아열대 종 탐색을 위해 2018년 5월에서 10월 사이 제주

도 연안 일대에서 방형구 및 스쿠버 다이빙을 활용하여 생물 탐색 및 채집을 실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제주 남동쪽 해역 태흥리 일대에서 국내에서 기록되지 않은

모래말미잘류를 발견하였다 (Fig. 3.2.2.2.1).

Fig. 3.2.2.2.1. Diving survey for the search of new influent subtropical species in

Korea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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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이번 연구기간 동안 제주 해역에서 국내 미보고종인 아열대 모래말미잘류 군

락을 발견하였다(Fig. 3.2.2.2.2). ITS rDNA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주

해역에서 발견된 국내 미기록 모래말미잘은 Palythoa mutuki인 것으로 밝혀 졌다

(Fig. 3.2.2.2.3). Palythoa 종은 팔리톡신이라는 맹독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복어

가 가진 테트로도톡신 보다 70배 이상 높은 독성이며, 근육통,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서식지역 및 수중 환경에 따라 같은 Palythoa 종이라도 독성 함량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및 계절별 변화 양상을 관찰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최근 Palythoa 종이 댕기열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어,

제주 해역에서의 P. mutuki의 발견이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를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3.2.2.2.2. Unrecorded subtropical zoanthid species community found in Jeju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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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3. Unrecorded zoanthid species, Palythoa mutuki,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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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보된 생물로부터 독 분리/분석

1) 서론

청자고둥과 유독 패류의 생물독을 규명, 분리하고자 추출물 제조, 저분자 화

합물 분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 패류는 열대 청자고둥 Conus pulicarius

와 제주 연안 서식 Reishia clavigera로 선정하였다.

Conus pulicarius의 경우 신경독성물질 conotoxin을 함유하고 있는 생물이다.

conotoxin은 peptide 형태의 물질로서 현재까지 천 여 종의 청자고둥으로부터 십만

종 정도가 분리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온채널의 기능을 조절하여 신경생리학

적 기능을 나타내므로 이를 활용하여 진통제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하며, 대표적

으로 ziconotide가 반성 통증 치료제로 시판되고 있다. 청자고둥 함유의 물질은 다

양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conotoxin 외 저분자 천연물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은데, 문헌조사 결과 cholesterol과 그 유도체 epidioxycholesterol을 분리하여 보

고한 단 한 건의 문헌만이 확인되었다.

제주 연안 서식 패류 Reishia clavigera는 육식성 포식생물로 알려져 있어 청

자고둥의 경우와 같이 포식행위를 위한 독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

되었다. 이들이 함유하고 있는 저분자 독성 물질에 관한 연구는 문헌에 보고된 바

가 없어 이를 발굴하고자 하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Conus pulicarius는 2015년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래주 연안에서 채집된 시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Fig. 3.2.2.3.1, left). 20 개체, 400 g의 Conus pulicarius의 껍질

과 내부 조직을 분리한 후, 내부 조직을 동결 건조, 분쇄 하여 methanol과

dichloromethane으로 추출하였다. 이를 합쳐 n-BuOH/water 조건에서 용매 분획한

후, 유기층을 hexane/15% aqueous MeOH 조건에서 다시 용매 분획하였다. 15%

aqueous MeOH층을 농축한 후 flash column chromatograpy하여 7종의 분획 제조

하였다. 각 분획의 세포독성 측정 결과 40%aqM과 30%aqM 분획에서 매우 높은 수

준의 독성 (IC50, 각각 3.4 μg/mL과 0.9 μg/mL)의 독성이 나타났고, 나머지 분획의

경우 100 μg/mL 의 농도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세포독성이 나타내지

않은 비극성 분획 (10%aqM, MeOH)을 HPLC(ODS)로 분리하여 2종의 화합물

(C1-C2)을 분리하였며, 두 개의 독성 분획 (40%aqM. 30%aqM)에 대하여 각각

size-exclusion chromatography (LH20), HPLC (ODS)를 진행하여 3종의 물질

(C3-C5)을 분리하였다 (Fig. 3.2.2.3.2).

Reishi clavigera는 2017년 5월 제주에서 채집된 시료를 사용하였다 (Fig. 3.2.

2.3.1, right). 제주 하로리 해변에서 채집된 Reishia clavigera 177g을 분쇄한 후 동

결건조하여 methanol과 dichloromethane으로 추출하였다. 이를 합쳐 n-BuOH/water

조건에서 용매 분획한 후, 유기층을 hexane/15% aqueous MeOH 조건에서 다시 용

매 분획하였다. 15% aqueous MeOH층을 농축한 후 flash column chromatograpy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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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7종의 분획 (70, 50, 30, 10% aqueous methanol, 100% methanol, acetone, ethyl

acetate 분획) 제조하였으며, 각 분획에 대한 1H NMR 분석 결과 저분자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확인된 3종의 분획에 대하여 LH20을 활용한 size-exclusion

column choromatography, ODS 칼럼을 활용한 HPLC 등을 수행하여 화합물을 분

리하였다.

Fig. 3.2.2.3.2. Isolation scheme of the extract of Conus pulicarius

3) 결과 및 토의

화합물 C1과 C2는 1H, 13C NMR 분석을 통해 각각 5α,8α-epidioxysterl과

cholesterol sulfate임을 확인하였다 (Fig. 3.2.2.3.3). 독성 분획으로부터 분리한 3종의

물질은 신규 물질로 예상되어 1H, 13C NMR 분석과 함께 2D (COSY, HSQC,

HMBC) NMR 분석, HRMS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3.2.2.3.1, Fig. 3.2.2.3.4–7).

구조의 상대적인 입체화학은 NOESY correlation을 사용하여 규명하였다 (Fig.

3.2.2.3.8).

Fig. 3.2.2.3.1. Marine organisms used in the separation of toxins (left, Conus

pulicarius; right, Reshia clavig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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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3. Compounds isolated from Conus pulicarius

C3 C4 C5
δC δH (J in Hz) δC δH (J in Hz) δC δH (J in Hz)

1α 37.6 1.23 (m) 37.7 1.22 (m) 37.7 1.22(m)
1β 1.88 (m) 1.86 (m) 1.88 (m)
2α 29.7 2.07 (br d, 12.9) 29.7 2.07 (br d, 12.0) 29.8 2.07 (br d, 12.4)

2β 1.65 (m) 1.65 (m) 1.64 (m)

3 79.3 4.21 (dddd, 16.0, 13.0,
4.8, 4.8)

79.3 4.20 (dddd, 15.0, 13.1,
5.5, 5.2)

79.3 4.20 (dddd, 16.0, 13.1,
4.5, 4.5)

4α 40.4 2.61 (dd, 13.0, 4.8) 40.4 2.61 (dd, 13.1, 5.2) 40.4 2.61 (dd, 13.1, 4.5)
4β 2.40 (dd, 13.0, 13.0) 2.42 (dd, 13.1, 13.1) 2.42 (dd, 13.1, 13.1)
5 148.2 148.1 148.2
6 122.0 5.74 (dd, 5.5, 1.5) 122.1 5.74 (dd, 5.0, 1.3) 122.1 5.73 (dd, 4.9, 1.3)

7 70.1 3.98 (br s) 70.1 4.00 (br s) 70.2 3.96 (br s)
8 38.5 1.55 (ovl) 38.7 1.53 (ovl) 38.4 1.53 (ovl)
9 43.0 1.54 (ovl) 43.0 1.54 (ovl) 43.0 1.54 (ovl)
10 38.7 38.4 38.7
11α 21.8 1.54 (ovl) 21.8 1.54 (ovl) 21.8 1.54 (ovl)
11β 1.21 (ovl) 1.29 (ovl) 1.29 (ovl)

12α 40.0 1.23 (ovl) 40.5 1.22 (ovl) 40.4 1.21 (ovl)
12β 1.93 (m) 1.98 (br d, 12.4) 2.00 (br d, 12.4)
13 43.0 43.0 43.3
14 49.8 1.72 (m) 49.8 1.68 (m) 49.7 1.63 (m)
15α 24.6 1.97 (ovl) 24.7 1.95 (ovl) 24.8 1.92 (ovl)
15β 1.10 (m) 1.09 (m) 1.05 (m)

16α 29.0 1.98 (ovl) 28.9 1.95 (m) 29.6 2.05 (m)
16β 1.44 (m) 1.25 (ovl) 1.21 (ovl)
17 53.3 1.57 (ovl) 53.4 1.56 (ovl) 58.2 1.15 (m)

Table 3.2.2.3.1. 1H and 13C NMR data for compounds C3-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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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4. 1D and 2D NMR spectra of compound C3

C3 C4 C5
δC δH (J in Hz) δC δH (J in Hz) δC δH (J in Hz)

18 11.9 0.75 (s) 11.8 0.71 (s) 11.9 0.70 (s)

19 18.5 1.03 (s) 18.6 1.02 (s) 18.6 1.02 (s)
20 40.1 1.97 (m) 38.9 1.53 (m) 35.2 1.44 (m)
21 13.3 0.76 (d, 6.8) 12.6 0.91 (d 6.4) 20.0 0.98 (d, 6.4)
22 80.8 4.12 (br s) 78.2 3.31 (ovl) 46.3 1.44 (ovl)

1.54 (ovl)

23 215.0 72.2
3.55 (ddd 10.5, 8.2,
2.6)

69.1 3.69 (m)

24 48.5 2.38 (dd 18.3, 6.8) 43.3
1.14 (ddd 13.6, 10.5,
2.6)

47.5 1.22 (ovl)

1.96 (ovl) 1.24 (ovl) 1.25 (ovl)

25 25.4 2.12 (m) 25.3 1.86 (m) 25.5 1.84 (m)
26 22.9 0.91 (d, 6.8) 21.7 0.92 (d, 6.6) 22.0 0.90 (d, 6.7)
27 23.0 0.93 (d, 6.8) 24.5 0.94(d, 6.7) 22.0 0.92 (d, 6.7)

1' 101.3 4.40 (d, 7.4) 101.3 4.40 (d, 7.4) 101.3 4.40 (d, 7.5)

2' 75.2 3.10 (dd, 8.9, 7.4) 75.2 3.10 (dd, 8.9, 7.4 75.2 3.10 (dd, 8.9, 7.5)
3' 77.9 3.31 (ovl) 77.8 3.33 (ovl) 77.9 3.32 (ovl)

4' 71.4
3.46 (ddd, 10.0, 9.0,
5.3)

71.4
3.46 (ddd, 10.2, 9.4,
5.3)

71.4
3.47 (ddd, 9.9, 8.9,
5.3)

5'α 66.8 3.83 (dd, 11.4, 5.3) 66.8 3.83 (dd, 11.4, 5.3) 66.8 3.83 (dd, 11.4, 5.3)

5'β 3.19 (dd, 11.4, 10.0) 3.19 (dd, 11.4, 10.2) 3.19 (dd, 11.4,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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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5. 1D and 2D NMR spectra of compound C4

Fig. 3.2.2.3.6. 1D and 2D NMR spectra of compound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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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7. Key COSY, HMBC correlations of compounds C3-C5

Fig. 3.2.2.3.8. Key NOESY correlations of compounds C3-C5

Reishia clavigera 추출물의 경우 각 분획으로부터 총 6종의 화합물을 분리하

였으며, 1H와 13C NMR, LRMS 분석 결과 모두 기지의 물질임이 확인되었다 (Fig.

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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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9. Compounds isolated from Reishia clavigera

70% aqueous methanol 분획으로부터 3-hydroxypiperidinone, homarine과

tyrindoxyl sulfate를 분리하여 NMR 분석으로 그 구조를 확인하였다 (Fig.

3.2.2.3.10). 3-Hydroxypiperidinone은 무당벌레과에서의 분리가 보고된 바 있으며,

homarine과 tyridoxyl sulfate는 다양한 패류에서의 분리가 보고된 바 있다.

Fig. 3.2.2.3.10. 1H NMR spectra of 3-hydroxypiperidinone, homarine, and

tyrindoxyl sul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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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aqueous methanol 분획으로부터 oxazinin-1과 oxazinin-2를 혼합물 형태

로 분리하여 1D, 2D NMR을 통해 1,2차 구조를 확인하였다 (Fig. 3.2.2.3.11). 이들

화합물은 지중해 담치(Mytilus galloprovincialis)로부터 분리된 예가 보고되었는데,

특히 polyether류의 설사성 패독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중독에 의한 위험성을 높이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00% methanol 분획으로부터 chimyl alcohol을 분리하여 NMR과 MS로 구조

를 확인하였다 (Fig. 3.2.2.3.12). 이 물질은 alkyl glycerol의 한 종류로, 남중국해 서

식 연산호 등에서의 분리가 보고되었으며, 항염증, 항암과 관련된 활성이 확인된 바

있다.

Fig. 3.2.2.3.12. 1H NMR spectrum of Chimyl alcohol

Fig. 3.2.2.3.11. NMR spectra of Oxazinin-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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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생물독 리스트작성

해외 마이크로네시아 축, 코스래 지역과 국내 연안으로부터 확보된 유독 해양

생물은 3계 7문 10강 17목 23과 48종을 확보하였다(Table 3.2.2.4.1).

Species Strains Localities Analyzed toxins

Aspergillus flocculosus 01NT-1.1.5   Asteltoxin

Aspergillus sp. 158SC-057 소청도 Diorcinol

Penicillium citrinum 151KO-012   Citrinin

Acanthaster planci 175CH-104 마이크로네시아 축 분석중

Diadema savignyi 175CH-201 마이크로네시아 축 분석중

Diadema savignyi　 175CH-202 마이크로네시아 축 분석중

Lytechinus variegates 175CH-203 마이크로네시아 축 분석중

Holothuria scabra 175CH-101 마이크로네시아 축 분석중

Holothuria scabra 175CH-102 마이크로네시아 축 분석중

Stichopus vasitus 175CH-103 마이크로네시아 축 분석중

Buccinum striatissimum - 강원 주문진 분석예정

Buccinumopisthoplectum - 경북 포항 분석예정

Bullacta exarata - 서해 분석예정

Ceratostoma burnetti - 서해 분석예정

Ceratostomarorifluum - 제주, 서해 분석예정

Conus pulicarius 151KO-902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래 Steroidal glycoside 화합물 5종

Elysia ornata - 제주 분석예정

Goniobranchus tinctorius - 제주 분석예정

Japeuthria ferrea - 제주 분석예정

Kelletialischkei - 강원 임원 분석예정

Neptunea constricta - 강원 묵호 분석예정

Neptuneacumingii - 경북 포항 분석예정

Phyllidiella pustulosa - 제주 분석예정

Plicifususaurantius - 강원 묵호 분석예정

Reishia clavigera - 제주도 Oxazinin-1, 2

Reticubuccinum acutispiratum - 강원 묵호 분석예정

Siphonaliacassidaeformis - 강원 임원 분석예정

Siphonaliahirasei - 경북 울진 분석예정

Thais bronni - 제주 분석예정

Thais clavigera - 제주 Sphingolipid 유사체

Volutopsius middendorffi - 강원 묵호 분석예정

Mytilus edulis - 거제도 GTX2, 3, STX

Mytilus edulis 　 부산 다대포 GTX2, 3, STX

Mytilus edulis 　 부산 송정 GTX2, 3, STX

Palythoa mutuki - 제주도 분석예정

Suberea sp. - - luffariellolide

Alexandrium fraterculum -   GTX2, 3, STX, B1

Alexandrium spp. -   분석예정

Amphidinium sp. kiost0050 독도 분석예정

Coolia canariensis kiost0051 독도 분석예정

Coolia malayensis kiost0067 울릉도 분석예정

Table 3.2.2.4.1. List of marine toxic organisms and analyzed biotox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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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Strains Localities Analyzed toxins

Coolia monotis -   분석예정

Gambierdiscus spp. -   분석예정

Gonyaulax spinifera -   분석예정

Gymnodinium catenatum -   GTX2, 3, STX, B1

Lingulodinium polyedra -   GTX2, 3, STX, B1

Ostreopsis sp. kiost0080 울릉도 분석예정

Prorocentrum lima kiost0015 마이크로네시아 축 분석예정

Prorocentrum lima kiost0064 독도 분석예정

Prorocentrum spp. -   분석예정중

Protoceratium reticulatumm -   GTX2, 3, STX, B1

Pseudo-nitzschia pungens kiost0021 충남 태안 분석예정

Pseudo-nitzschia spp. -   분석예정

48종 14종 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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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유독해양생물로부터 유용독 생산/생합성기술개발

1. 유독해양생물의 분리/확보 및 최적배양조건규명

가. 해양 미세조류

1) 서론

해양 미세조류(플랑크톤)는 여과 섭이를 하는 이매패류와 갑각류 등의 중요한

먹이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5,000여 종의 해양 미세

조류 중에 약 300 여종이 종종 높은 개체수로 번식(bloom)하여 바닷물 표면의 색을

붉게 변화시키는 이른바 “ 적조” 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게 된다(Wyatt, 1995;

Guy, 2014). 이러한 bloom 현상은 수온 상승, 염도변화, 부영양화, 기후변화 등 다양

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tt, 1995; Guy, 2014). 적조는 짧

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십 일 동안 지속되며, 과다하게 증식된 플랑크톤과 플랑크

톤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호흡에 의해 바다 속 산소가 고갈되어 어패류의 폐사가 발

생하게 된다. 또한,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유독 물질 및 플랑크톤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유독 물질도 어패류가 죽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해양 미세조류 중 몇몇 조류들은 독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독

소를 생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이들 독소들은 주로 2

차 대사산물로써 자기 자신의 생체 내 역할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외부

유기체들의 번식을 막거나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소를 생산하는 것

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Zingone and Enevoldsen, 2000).

해양미세조류 등 해양생물에 의해 생산되는 독소를 총칭하여 해양생물독소

(marine biotoxin)라고 부르며，해양생물독소 중 가장 중요한 독소 중 하나가 패류

독소이다. 패류독소는 조류에 의해 생산된 독소가 패류(주로 이매패류)에 축적되어

패류독(shellfish poisoning)을 일으키게 되며, 인간은 패류독이 축적된 이매패류를

섭취하여 중독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Fig. 3.3.1.1.1). 패류독소는 중독 증상이나 독

소를 생산하는 조류의 종류，독소의 구조적 특징 등에 따라, 크게 마비성 패류독

소，설사성 패류독소，기억상실성 패류독소，신경성 패류독소 등 4가지로 구분이

되며, 이들 패류독소가 일으키는 중독증상을 마비성 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 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ing, DSP), 기억 상실성 패

독(amnestic shellfish poisoning, ASP), 신경성 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ing,

NSP)로 부르고 있다(Zingone and Enevoldsen, 2000; Noguchi, 2003; Toyofuku,

2006).

우리나라에서는 어패류 등 해양생물섭취에 의한 중독 사고는 1986년과 1990

년에 마비성 패독에 감염된 홍합을 섭취하여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패

독의 원인 종은 유독 와편모조류 Alexandrium tamarense로 밝혀졌고, 이후, 국립수

산과학원에서는 A. tamarense에 한해서 이 미세조류가 성장하는 시기에 패류독 검

출(마우스 테스트)여부를 판단하고 매년 패류 채취 금지해역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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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다양한 미세조류가 패류독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독미세조

류의 다양성, 생리, 생태적 특징 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나타나는 패류독의 원인종을 파악하고, 이런 종들의 성장

에 관여하는 환경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Fig. 3.3.1.1.1. Biotoxin transfer through the food web (Berdalet et al. 2016)

2) 재료 및 방법

Fig. 3.3.1.1.2에 유독 해양미세조류 확보를 위한 현장채집에서 형태적 분석과

계통분석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가) 유독 해양미세조류의 휴면시스트 발아 실험과 유영세포의 확보

Matsuoka and Fukuyo (2000)의 방법을 통해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는 현미경

검경을 통하여 휴면포자를 분리 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도립현미경(Zeiss Germany)

하에, pasteur micro-pipette을 사용하여 휴면포자를 직접 포착하여 분리하였다. 분

리한 휴면포자는 무균상태의 해수(sterile seawater)에서 5회 이상 헹구어 준 뒤, 염

분 28–30psu의 f/2 (-silicate) media를 채운 96 well culture plate(SPL

lifesciences, Korea)에 옮겨 주었다. 배양 조건은 온도 20℃, 염분 28~30psu, 광도

100μmol photons m-2s-1 14L:10D 였다. 휴면포자의 발아는 매일 확인 되었으며,

발아한 세포는 안정화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멸균된 f/2(-silicate) media를 넣은

6-well culture plate, 20mL tube 순으로 옮겨서 배양하여 strain을 확보 하였다.

나) 유독 해양미세조류의 형태적 분석

확보된 배양주는 형태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가장 먼저 현미경 관찰을 실시

하였다. 살아있는 세포의 크기(길이와 너비)의 측정과 전체적인 형태학적 특징은 광

학 현미경(Ziess-Axiovert 200M, Carl Zeiss Ltd,. Göttingen, Germany)을 이용하여

400-1,000배로 DIC(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illumination) 또는, bright field

에서 관찰하였으며, pasteur micro-pipette을 사용하여 세포를 분리 한 후, 형태적

특징을 기록 하였다. 주사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hy) 촬영을 위하

여 준비된 세포는 2.5 %의 glutaraldehyde로 고정 하였으며, F/2 배지로 세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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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smium tetroxide를 추가하여 실온에서 약 15분 동안 두었고, 초순수를 통해

세척 하였다. 고정이 완료된 후에는 시료는 에탄올을 이용하여 탈수 시키고 액화

이산화탄소를 통해 건조를 한 후, platinum을 통해 코팅을 마무리 하고, 주사전자현

미경(JEOL JSM 7600F)을 통해 관찰 하였다.

다) 유독 해양미세조류의 계통 분석

확보된 유독 해양 미세조류의 유전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ribosomal DNA의

Small subunit (SSU)구간의 분석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하였다.　높은 농

도(약 2,000 cells/mL 이상)의 배양주를 20 mL tube에 옮기고, Centrifuge Micro

17T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Inchun, Korea)를 이용하여, 실내온도에

서 1,610×g의 속도로 10분 동안 농축시킨 후 상등액은 버리고 농축된 시료 (pallets)

는 1.5 ㎖ tube로 옮겼음. 1.5 ㎖ tube에 Proteinase K 20 ㎕, 전처리 용액 200 ㎕

와 완충용액 (lysis buffer) 200 ㎕를 넣고 5초 동안 섞은 후 항온 수조에서 60℃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리고 tube에 동량의 PCI-9(phenol chloroform isoamyl

alcohol 25:24:1)을 넣고 5분간 1,610×g의 속도로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새로운

1.5 ㎖ 원심분리 tube로 옮겼다. 상층액에 2M sodium acetate 30 ㎕ 와 차가운

99.9% ethanol 900 ㎕를 넣은 후 가볍게 섞어서 DNA의 수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20℃에서 30분 동안 두었다. 그 후 1,610×g의 속도로 5분 동안 원심분리 한 후 상

층액을 제거하고, 70% ethanol 500 ㎕를 넣고 가볍게 섞어준 뒤 1,610×g의 속도로

5분간 원심분리 시킨 후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Ethanol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오

븐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30 ㎕의 elution buffer를 첨가하여 DNA를 분리하

였으며, 곧바로 실험에 사용 시엔 4℃에 보관하였고, 장기간 보존하기 위한 시료는

-20℃에 저장하였음. DNA 증폭은 forward primer:

Euk1209F(5’-CAGGTCTGTGATGCCC-3’), reverse primer: LSUB (5’-ACGAAC

GATTTGCACGTCAG-3’)를 이용하였다(Medlin et al., 1988). PCR 반응액은 1×완

충용액, 1.5 mM MgCl2, 0.2 mM dNTPs, 0.1% BSA, 5% DMSO, 2.5 U Ex Taq

polymerase (Takara), 0.5 μM primer와 1 ㎕의 주형을 포함하여 최종 50 ㎕가 되도

록 하였음. PCR 수행은 Eppendorf Mastercycler ep gradient (Eppendorf, New

York, USA)를 사용하였고, pre-denature는 95℃로 2분, denature는 95℃로 20초,

annealing은 55℃에서 1분, elongation은 72℃로 1분, post-elongation은 72℃로 5분

간 수행하였다. 증폭반응은 30회 반복 수행하였다. PCR 산물을 1% agarose gel에

전개하고 EtBr로 염색하여 UV하에서 DNA밴드를 확인하였다. LSU rDNA의 염기

서열은 ABI PRISMⓇ 3700 DNA Analyzer(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를 이용하여 얻었음. 모든 염기서열은 ConfigExpress alignment program(InforMax,

Frederick, M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정된 염기서열은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BLAST 검색을 통해 기존의 다른 종과의 일치도

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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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2. Sampling method, and morphological and phylogenetic analyses of

toxic dinoflagellates

라) 유독 플랑크톤의 성장 실험

Baek et al. (2009)의 방법에 따라, 세포를 현장수온과 염분에 상응하는 조건

(20℃, 30 psu) 으로 광량은 약 300 µmol photons m-2 s-1에서 대수성장기가 될

때 까지 배양한 후, 여러 가지 세포밀도로 조제하여 형광광도계(Model 10AU005,

Turner Designs, USA)로 in vivo chlorophyll 형광값을 측정하였다. 수온과 염분에

따른 세포의 성장 속도는 현미경을 이용한 직접 검경이 아닌 in vivo chlorophyll

형광 값을 이용하여 관계식으로 간접적으로 산출 하였다.

수온과 염분에 따른 성장속도 실험은 수온 10, 15, 20, 25, 30℃ 의 5단계, 염

분 10, 15, 20, 25, 30, 35 psu의 6단계를 조합하여 총 30단계의 조건하에서 성장속

도를 관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10~30 psu의 염분은 초순수를 사용하여 희석하였

으며, 35 psu는 자연 증발시켜 조절하였다. 수온 20 ℃, 염분 30 psu 그리고 300

µmol photons m-2 s-1에 전배양(preculture)한 대수성장기 세포를 25 psu와 35

psu의 배지에 이식하여 배양하였다. 그리고 25 psu 배지의 세포가 대수 성장기 후

기에 있을 때 20 psu로 이식하여 염분변화에 따른 영향 을 최대한 줄였다. 수온은

하루에 ℃씩 증감시켜 각각의 온도 단계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단계에 적응

된 세포를 배양튜브 (DH. TT10100, DAIHAN, Korea)에 f/2 배지를 5 ml 주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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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세 포수가 약 100 cells ml-1가 되도록 첨가하였다. 그 후 이틀 간격으로 같은

시간에 in vivo chlorophyll 형광값을 측정하였다. 세포의 성장속도(growth rate; µ)

는 대수성장(exponential growth)을 보이는 기간 동안의 형광값을 이용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µ = log2 (Nt–N0) / t1-t0

관계식에서 Nt과N0은 배양실험 동안 초기(t0)과 최종(t0)의 n vivo

chlorophyll 형광 값을 나타낸다.

3) 결과 및 토의

가) 유독 해양미세조류의 확보

현장 채집을 통하여 우리나라 PSP의 원인종으로 알려진 Alexandrium spp.

를 포함한 Gymnodinium catenatum, Prorocentrum lima, Prorocentrum spp.,

Gonyaulax spinifera, Protoceratium reticulatum, Coolia canariensis, Coolia

malayensis, Coolia monotis, Gambierdiscus spp., Amphidinium sp., Ostreopsis

sp., Pseudo-nitzschia pungens, Pseudo-nitzschia spp.의 배양주를 확보하여 현재

보존 중에 있다 (Table 3.3.1.1.1).

(1) Saxitoxin을 생산하는 Alexandrium종의 형태적 특징과 분자 계통학적 특성

Alexandrium 종은 유각 완편모조류로 현재 약 30여종이 보고되고 있으며, 대

부분의 종이 적조를 일으키거나, 독을 생산하는 유해 종으로 알려져 있다

(Anderson, 2012). 이들 종의 분류는 일차적으로 형태적 특징을 기반으로 분류가 되

어 있지만(Balech, 1995), 최근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형태적 변이가 발생하는 것

으로 확인 되었다. 그 결과, 과거에 형태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한 분류법은 정립되

어 있지 않고, 계통학적 분석에서는 형태가 아닌, 지역적 기원을 바탕으로 나누어지

고 있다. 특히, 계통분석에서 Alexandrium 종중에 Alexandrium catenella와 A.

tamarense, A. pacificum, A. fundyense는 Alexandrium tamarense complex로 구분

이 되어 있고, 본 연구를 통해 A. catenella와 A. pacificum을 배양주로 확보하였고,

이외 A. affine, A. fraterculus, A. seudogonyaulax를 확보 하였다(Fig. 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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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in Species

Saxitoxin Alexandrium spp., Gymnodinium catenatum
Okadaic acid Prorocentrum spp.
Dinophysitoxin Prorocentrum lima
Yessotoxin Gonyaulax spinifera, Protoceratium reticulatum
Cooliatoxin Coolia canariensis, Coolia malayensis, Coolia monotis
Ciguatoxin Gambierdiscus spp., Amphidnium sp.
Ovatoxin Ostreopsis sp.
Domoic acid Pseudo-nitzschia pungens, Pseudo-nitzschia spp.

Table 3.3.1.1.1. Marine toxic dinoflagellates and their respective toxins.

Alexandrium 종의 일반적 세포갑판(thecal plate formula)는 Po, 4″,6″,6c,

9-11s, 5‴, 2""이며, 그 형태는 변이가 있지만, 유사종인 Gessenerium과는 1′plate

가 Po와 연결 유무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Po plate는 크고 쉼표 모양을 하고 있

으며, 작은 pore들이 Po plate의 주위에 분포하고 있다. 세포 대부분은 chain을 형성

하고 있으며,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서 이런 형태가 자주 관찰된다.

A. affine 세포의 모양과 크기의 변이는 일부 있었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30 μ

m 이상이고, 형태는 오각형에 가까운 둥근(pentagonal round)모양이며, 상각과 하각

의 높이는 거의 동일하였다. 상각은 볼록한 모양의 반구형이며, 하각은 하단이 비교

적 평평한 비대칭 구조이다. Kofoidian series에 의한 thecal plate formula는 Po, 4',

6'', 5''', 2'''', 6 C 그리고 9 S로 이루어져 있고, apical plate 1'는 Po와 직접적으

로 이어져 있으며, v.p.는 일부 세포에서 확인되는데, 주요 위치는 4'와 만나는 지점

의 중간 부근으로, 전형적인 Alexandrium속의 thecal plate formula를 따랐다.

A. fraterculus 세포의 전체적인 크기는 25-30 μm, 형태는 둥근 모양이고, 폭

에 비하여 높이가 약간 큰 특징을 보이며, 상각과 하각의 높이는 거의 동일하였다.

세포 내부에는 많은 엽록소로 채워져 있고, 세포 갑판은 얇고, 깨지기 쉬운 외부의

thecal membrane으로 덮여있다. thecal plates pattern은 Po, 4', 6'', 5''', 2'''', 6 C

그리고 8-10S로 이루어져 있으며, apical plate 1'는 Po와 약간 또는 완전히 이격된

(filamentous connection or complete disconnection)특징을 보인다. apical plate 4'

은 2'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precingular plate 1''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

았다. 3'과 4'은 5각형이며, 2'은 6각형이고, apical plates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크다.

A. pseudogonyaulax 세포의 모양과 크기의 변이는 일부 있었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20-30 μm, 형태는 둥근모양이나, 세포의 외관이 매끈한 원형이기 보다는 울

퉁불퉁한 특징을 가지며, 상각(epitheca)과 하각(hypotheca)의 높이는 거의 동일하였

다. 상각은 볼록한 모양의 반구형이며, 하각의 모양은 비대칭이다. 세포 내부는 엽

록소가 고르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세포갑판(thecal plates)은 얇고, 쉽게 깨지

는 성질이다. 세포의 세로판 홈(sulcus)은 세포 중간에서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확장되는 특징을 다수의 세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Alexandrium 속의 분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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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중요한 3가지 갑판 분류키(key diagnostic plates) 가운데 하나인 ventral

pore(v.p.)의 유무와 위치특성을 확인해 본 결과, first apical plate(1')와 4' plate 사

이 또는 1'쪽으로 만입되어 있다. Kofoidian series에 준한 형태적 특성(thecal plate

formula) 확인 결과, Po(apical pore plate), 4', 6'', 5''',2'''', 4C, 8-9S로 구성되어

있으며, apical plate 1'는 Po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direct connection type)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Fig. 3.3.1.1.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Alexandrium species collected

from Korean coastal area

연구기간 동안 국립수산과학원은 마비성 패독의 발생을 4월에 보고하였다. 그

래서, 이 패독의 원인종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통하여 종을 확보하여 형

태적, 계통학적특징을 분석한 결과 A. catenella(G1)로 동정이 되었다. 이 종의 전체

적인 세포의 크기는 30 μm 내외이고, 형태는 둥근 모양, 상각과 하각의 높이는 거

의 동일하였다. 상각은 볼록한 모양의 반구형이고, 하각의 하부는 sulcus의 두드러

진 특징으로 오목한 비대칭 모양이다. thecal plate formula는 Po, 4', 6'', 5''',

2'''', 6C 그리고 6S 또는 7S로 이루어져 있으며, apical plate 1'는 Po와 직접적으

로 이어져 있다. apical plate 4'은 2'와 연결되어져 있지만, precingular plate 1''과

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3', 4', 5'은 5각형이며, 2'은 apical plates 중에서 가장

크다. Antapical plate 1''''와 2''''는 오각형이며, 2''''의 크기가 더 크다(Fig.

3.3.1.1.3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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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4. Morphological features of Alexandrium catenella

현장에서 채집된 A. catenella와 가장 유사한 sequencing 결과를 가진 종은

NCBI에 등록된 종을 기반으로 영국(FJ042681)과 일본(AB23378과 AB233379)에서

기록된 종과 이전에 한국연안에서 확보되어 등록된 종(AY082032, AY082034,

AY082036)으로 확인 되었다(Fig. 3.3.1.1.5). 이전에 우리나라 연안에서 마비성 패독

으로 알려진 A. tamarense와는 다른 위치에 위치하였고, 확보된 종은 Alexandrium

tamarense complex의 Goup I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2) Saxitoxin을 생산하는 Gymnodinium catenatum의 형태적 특징

Gymnodinium catenatum은 마비성 패독의 원인종이지만, 우리나라 연안에서

이 종을 원인으로 한 적조나 피해는 기록 되어 있지 않다. 이 종의 시스트는 2008

년 Shin et al. (2008)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 종은 호주와 미국 연안에서 마비성 패

독을 일으며 엄청난 수산 피해를 일으키는 종이다. G. catenatum은 광합성을 하는

종으로 무각의 형태를 가진다. 세포는 다른 무각 와편모조류에 비해 조금 큰 편이

며 본 연구에서 관찰된 세포는 체인을 형성하는 형태로 관찰이 되었으며, 단일 세

포의 크기는 30-40㎛로 세포의 색은 짙은 노란색을 띄고 있으며, Cingulum이 세포

를 한바퀴 회전하고 있다(Fig. 3.3.1.1.6). 이 종은 엽록체와 핵의 염색법을 통해 형

태를 관찰하지 않으면 다른 Gymnodinium과 구별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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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5. Phylogeny of Alexandrium catenella



- 48 -

Fig. 3.3.1.1.6. Morphological features of Gymnodinium catenatum

나) 유독 해양미세조류의 최적 배양조건 규명

(1)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Alexandrium affine 성장

Alexandrium affine의 수온과 염분에 대한 성장실험은 30일 동안 진행 되었

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온 6단계, 염분 5단계에서 진행 하였고 그 반응을

살펴보았다(Fig. 3.3.1.1.7). A. affine는 5℃와 10℃에서 성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1

5℃에서부터는 성장이 관찰 되었다. 15℃에서 성장은 실험을 시작한지 약 10일부터

나타났고, 저염분의 15psu에서는 성장을 보이지 않았다. 세포의 성장은 15psu 외의

염분 조건에서 관찰되었지만, 26일 이후부터는 감소하였으며, 35psu에서 높은 성장

을 보이고 20psu에서 성장이 가장 낮았다. 성장실험에서 20℃와 25℃에 노출된 세

포는 대부분 높은 성장을 보였고, 30℃에서는 성장을 보이기는 하지만, 성장기이 후

바로 감소하였다. 20℃에서 세포의 성장은 모든 염분 구간에서 관찰되었으며, 접종

후 8일부터 관찰되었다. 접종 16일 후에는 고염분(35psu)의 세포에서 가장 높은 세

포농도를 보였지만, 바로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며, 이와 유사한 패턴의 성장은

25psu, 30psu의 염분에 접종된 세포에서도 관찰되었다. 반면, 20psu에 접종된 세포

는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걸 확인 할 수 있었다. 25℃에서 세포의 성장은 접

종 후 2일 후에 관찰되었으며, 16일까지 성장 한 후, 바로 감소하였다. 이 온도 에

서 가장 높은 세포 밀도가 관찰되었으며, 염분은 35psu에서 나타났고, 모든 염분에

서 유사한 패턴의 성장곡선을 보였다. 실험 구간 중 가장 높은 온도인 30℃에서 세

포의 성장은 4일 후부터 나타나긴 했지만, 접종 후 12일부터 바로 감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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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psu에 접종된 세포를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매우 낮은 세포농도를 보였다. 이

종은 고온, 고염의 조건에서 최대성장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3.1.1.7. Growth curves of Alexandrium affine under different combination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2)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Alexandrium catenella (G1) 성장

Alexandrium catenella는 A. affine와 달리 저온에서 성장이 뚜렷하게 관찰 되

었다(Fig. 3.3.1.1.8). 세포의 성장이 나타나는 온도 구간에서 대부분의 성장은 접종

후 10일 후에 관찰 되었으며, 25℃와 30℃에서는 성장이 관찰되지 않았다. 5℃에서

성장은 모든 염분 구간에서 나타났으며, 20psu에서 최대 세포농도(18,000 cells/ml)

를 보였으며, 접종 후 26일까지 성장하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이런 성장 패턴은 모

든 염분 구간에서 유사하게 나타났고, 성장하는 세포의 농도는 비교적 저 염분에서

높게 나타났다. 10℃에서 세포의 성장도 모든 염분 구간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25psu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다. 15℃에서는 10℃에서와 달리 세포의 성장이

20psu의 염분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접종 20일 후에 성장은 바로

감소하는 반면, 다른 염분 구간에서는 지속적 성장을 보였다. 이 온도 에서 최대 성

장을 나타내는 20psu의 세포농도는 다른 염분구간의 세포농도보다 약 두배 정도 높

았다. 20℃에서 세포의 성장은 접종 후 22일부터 감소하였으며, 모든 염분 구간에서

유사한 성장 곡선을 보였다. 그리고, 저온 구간에서의 성장과 달리, 25psu와 30psu

에서 높은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35psu에서 성장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 catenella는 저온에서 염분 20psu와 25psu에서 대량배양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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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Alexandrium pacificum 성장

Alexandrium pacificum의 성장은 10℃, 15℃, 20℃, 25℃의 수온에서 염분의

모든 구간에서 나타났다(Fig. 3.3.1.1.9). 성장이 나타난 구간에서 세포의 성장은 접

종 후, 4일 후 부터 나타났지만, 10℃ 성장은 10일 후에 나타났다. 10℃에서 높은

세포농도의 성장은 염분 30psu와 35psu에서 나타났으며, 15psu 에서는 매우 낮은

성장을 보였다. 15psu를 제외한 다른 염분 구간에서 세포는 성장을 보이다가 32일

째 되는 시기에 성장이 감소하다가 다시 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15℃에서는

15psu의 염분을 포함하여 모든 염분 구간에서 성장을 나타내었으며, 22일재가지 지

속적으로 성장을 하여 3,000 cells/ml가지 농도를 보였지만, 이후 성장은 보이질 않

았다. 20℃에서 세포성장은 접종 36일째가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25psu에서 최

대 세포 농도를 보였다. 25℃에서 세포 성장은 가장 낮은 염분 구간인 15psu에서

나타났으며, 35psu의 염분 구간을 제외하고 다른 염분구간에서는 유사한 성장 패턴

을 보였다. 성장을 보이는 염분구간에서 세포의 성장은 점종후 26일째까지 관찰되

었다. 30℃ 성장은 접종 후 2일째 소폭 나타났으나, 모든 염분구간에서 성장을 보이

지 않았다.

Fig. 3.3.1.1.8. Growth curves of Alexandrium catenella under different

combination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4)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Alexandrium fraterculus 성장

Alexandrium fraterculus는 15℃, 20℃, 25℃에서 성장을 보였지만, 15℃에서

세포성장은 염분 35psu에서 매우 낮은 농도로 관찰 되었다(Fig. 3.3.1.1.10). 20℃에

서 세포성장은 접종 후 8일부터 성장을 보였으며, 15psu를 제외한 염분구간에서 유

사한 성장 패턴을 보였다. 세포성장은 20psu, 25psu, 35psu의 염분구간에서 2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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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성장하다가 감소하였으나, 염분 30psu에서 성장은 접종 후 16일 이후부터 감소

하였다. 그리고, 25℃에서 세포성장은 25psu와 35psu의 염분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접종 후 14일까지 관찰 되었다. 반면, 20psu와 30psu에서 성장은 세포농도

가 낮았지만, 접종 후 24일까지 성장하였고, 15psu에서 세포성장은 매우 낮았다.

Fig. 3.3.1.1.9. Growth curves of Alexandrium pacificum under different

combination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5)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Alexandrium pseudogonyaulax 성장

Alexandrium pseudogonyaulax는 다른 Alexandrium과 달리, 성장이 20℃와

25℃에서만 나타났으며, 25℃구간에서 성장은 30psu의 염분을 제외하고 매우 낮았

다(Fig. 3.3.1.1.11). 20℃에서 세포 성장은 접종 후 14일째부터 나타났으며, 25psu,

30psu, 35psu의 염분 구간에서만 나타났으며, 25psu에서만 높은 성장을 보였다.

(6)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Gymnodinium catenatum 성장

Gymnodinium catenatum의 성장은 15℃, 20℃, 25℃에서 나타냈지만, 15℃에

서의 성장은 성장을 보이는 다른 온도 구간보다 낮았다(Fig. 3.3.1.1.12). 15℃에서

세포성장은 염분 15psu를 제외하고 관찰되었으며, 접종 후 20일째까지 지속적으로

성장 하였다. 15℃ 높은 성장 세포는 30psu와 35psu에서 관찰 되었다. 그리고, 20℃

에서 세포성장은 모든 염분 구간에서 나타났지만, 25psu와 30psu에서 높은 세포성

장을 보였다. 성장은 15psu의 염분 구간을 제외하고 접종 후 18일까지 지속 되었다.

25℃에서 세포성장은 15psu와 20psu의 염분구간에서 유산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

25psu와 30psu가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이지만, 35psu에서 성장은 접종 후 14일까

지 성장을 하다가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이 온도 구간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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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염분 구간은 25psu와 30psu로 나타났다.

Fig. 3.3.1.1.10. Growth curves of Alexandrium fraterculus under different

combination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Fig. 3.3.1.1.11. Growth curves of Alexandrium pseudogonyaulax under different

combination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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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12. Growth curves of Gymnodinium catenatum under different

combination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7) 수온, 염분변화에대한 Alexandrium종과 Gymnodinium catenatum의 성장범위

성장실험을 바탕으로 확보된 종의 수온과 염분에 대한 성장 범위를 Fig.

3.3.1.1.13에 나타내었다. Alexandrium affine는 15℃이상부터 성장을 보이지만, 가장

높은 성장은 25이상에서 나타나며, 이 온도구간에서 모든 염분에서 성장을 보인다.

A. catenella도 또한 모든 염분 범위에서 성장을 보이지만, A. affine와 달리 20℃이

하의 저온에서 성장을 보인다. 이 두 종과 달리 A. pacificum의 높은 성장은 염분과

온도에서 제한 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20℃에서 25℃의 온도구간 25psu의 저온에서

나타난다. A. fraterculus는 온도구간 20℃에서 30℃, 염분은 20psu이상에서 높은 성

장을 보인다. A. pseudogonyaulax의 성장은 염분보다는 온도에 제한적 이며, 20℃

이상 30℃ 미만의 온도에서 높다.

(8) 해양미세조류(Alexandrium 종과 Gymnodinium catenatum)의 성장률

Saxitoxin을 생산하는 종의 성장률은 Fig. 3.3.1.1.14에 나타내었다. 실험대상

종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종은 Alexandrium affine로 나타났으며, 그

성장률은 0.72 divisions/day이다. 그리고, A. fraterculus가 A. affine 다음으로 높았

으며, 성장률은 0.61 divisions/day이다. A. pseudogonyaulax는 확보된 종 중에서 가

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외 A. catenella, A. pacificum, Gymnodinium

catenatum은 유사한 성장률을 보였다. 이런 성장률과 다르게 실험기간동안 가장 높

은 세포농도는 A. catenella에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A. affine, A. pacificum이

높은 세포농도로 성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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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13. Contour plots of growth rate (day-1) of saxitoxin producing

Alexandrium species and Gymnodinium catentum

Fig. 3.3.1.1.14. Growth rates of Alexandrium species and Gymnodinium catentum

다) 유독 해양미세조류의 대량 배양

(1) 대량 배양시설 구축

해양 미세조류 독의 평가를 위해서는 원인종의 대량 배양조건 탐색뿐만 아니

라, 원인 종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함. 2017년도 사업

수행을 통해 유독 해양미세조류의 확보와 함께, 이 종들을 대량을 배양 할 수 있는

대량 배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항온, 항습실에 회전 배양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

생물도 평가를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 하였다(Fig. 3.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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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15. Rolling incubator system in culture room

(2) Alexandrium 3종과 Gymnodinium catenatum의 대량 배양

연구를 통해 확보된 배양주 Alexandrium affine, A. pacifium, A. fraterculus,

Gymnodinium catenatum의 대량 배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tock culture를

만든 후, starter culture와 intermediate-scale culture과정을 거쳐 Large-scale

culture를 진행 하였다(Fig. 3.3.1.1.16). 그 결과, 동일한 배양조건에서 4종의 세포가

3000 cells/ml의 농도로 나타나 대량 배양 가능성을 확인 하였고, 종에 대한 수온

염분의 구체화를 통하여 생물독 분석을 위한 생산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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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16. Steps for mass culture of toxin dinoflagellates

나. 해양 미생물

1) 서론

해양생물독의 대부분의 생산자가 플랑크톤(와편모조류, 규조류), 세균, 곰팡이,

남세균 등과 같은 해양미생물이며 이들이 생산한 독들이 먹이연쇄를 통하여 어류나

패류 등에 축적되어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해양미생물이 생산하는 독의

규명 및 체계적인 활용 연구가 필요하다. 복어독과 같은 해양생물독의 경우, 해양미

생물물이 실제 생산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이 해양생물독의 생산에 관여하는

해양미생물의 분리 및 대량배양을 통한 신규/기지 독의 분리 및 활용 가능성이 높

은 생물독의 대량확보 연구 필요하다.

2) 재료 및 방법

가) 해양시료의 채집 및 해양미생물 분리

유독 해양미생물로부터 유용독 생산 및 신규 독소의 발굴을 위하여 2014년부

터 2018년에 국내외에서 채집한 해양생물 및 해양샘플로부터 분리한 해양미생물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해양미생물 분리를 위한 해양생물 및 해양샘플은 해조류 및

해면동물, 연체동물, 연산호 등의 해양무척추동물과 해양퇴적토, 해수 등이 주된 대

상이였다. 샘플들은 대부분 스킨스쿠버나 스노클링에 의해 채집되었으며, 수심에 따

라서는 core sampler나 직접 손으로 채집된 시료도 있다.

나) 해양미생물의 분리, 보존

채집된 해양생물 및 시료는 현장에서 멸균된 가위나 칼, 스푼, 피펫 등으로

시료의 일부분을 취한 후에 멸균된 비닐 봉지나 파우치백, 혹은 튜브에 넣고 미리

준비한 멸균 해수를 넣고, 시료를 잘게 부수거나 잘 희석한 후에 순차적으로 희석

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희석액을 해양미생물 분리용 평판배지에 접종하여 도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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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시료에 함유된 해양미생물들을 분리하였다. 해양미생물의 분리는 주로

Marine Agar 2216(Difco)나 Bennett's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해수와 증류수의 비율

을 70%/30%(v/v)로 하였다. 해양미생물의 분리는 시료를 도말한 배지를 28~30℃에

서 4~7일 동안 배양하여 형성된 colony(집락)을 분리하였다. 형성된 집락들을 육안

으로 형태를 관찰하여 특성에 따라 새로운 고체배지에 접종하여 동일 형태의 순수

한 집락을 형성하도록 30℃에서 재차 배양한 후 순수하게 분리하였다. 순수 분리된

해양미생물의 보존은 멸균 해수와 glycerol 혼합용액(80%/20%)에 현탁시킨 다음

-70℃에서 보관하였다.

해양방선균의 경우에는 전처리를 실시하여 분리를 하였다. 시료의 적당량(약

1g 정도)을 멸균된 해수 9ml이 채워진 vial에 넣고 미생물이 희석액에 잘 빠져 나

오도록 5분 동안 sonification 한 후에, 일반적인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60℃ oven에서 50분간 처리해 주었다. 열처리를 마친 시료를 다시 10-1, 10-2, 10-3

배 등으로 순차적으로 희석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변형된 Bennett's agar, Humic

acid Vitamin agar(Nonomura, et al, 1971), Marine Agar 2216(Difco),

actinomycetes isolation agar 등의 배지에 각각 0.1ml씩 넣고 spreader를 이용하여

골고루 도말하여 30℃ incubator에 배양하였다. 보통 7일에서 30일 정도 동안 배양

후에 형성된 균체들의 집락(colony) 형태를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Bennett’s 배지에

단일 colony를 접종하여 동일 형태의 순수한 집락을 형성하도록 30℃ incubator에

배양하였다.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거쳐 순수 분리된 해양방선균을 멸균 해수와

glycerol 혼합용액(80%/20%)이 담긴 튜브에 현탁시켜 하루 동안 실온에 방치한 후

vortex하여 -70℃에서 보관하였다(Williams, et al, 1982; Okami, et al, 1988; Gray,

et al, 1968).

해양미생물 및 해양방선균의 분리, 보존에 사용된 배지의 조성은 아래와 같다.

(1) Bennett's agar medium

1.0g Bacto Yeast extract

1.0g Beef extract

2.0g Tryptone

10g Glucose

18g Bacto Agar

1L Sea Water : Distilled water(7:3)

pH 7.2

(2) Modified Bennett's agar medium

0.5g Bacto Yeast extract

0.5g Beef extract

2.0g Tryp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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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Glucose

18g Bacto Agar

1L Sea Water : Distilled water(7:3)

pH 7.2

(3) Humic-acid vitamin(HV) agar

1.0g Humic acid*

0.5g Na2HPO4

1.71g KCL

0.05g MgSO4 · 7H2O

0.01g FeSO4 · 7H2O

0.02g CaCO3

18g Bacto Agar

1L Sea Water : Distilled water(7:3)

pH 7.2

Vitamin **

50 ppmCycloheximide

10 ppmNalidixic acid

*0.2N NaOH 10ml에 녹임. **Thimine-HCl, riboflavin, niacin, pyridoxine-HCL,

inositol, Ca-pantothenate, Ca-aminobenzoic acid 각각 0.5mg과 biotin 0.25mg을 넣

어 만듬.

(4) Actinomycetes isolation agar

2.0g Sodium Casinate

0.1g Asparagine

4.0g Sodium Propionate

0.5g Dipotassium Sulfate

1L Sea Water : Distilled water(7:3)

pH 8.1

다) 해양미생물의 추출물 조제

분리, 보존된 해양미생물들 중에서 콜로니의 형태가 특이하거나 배양학적으로

특이한 성상을 나타내는 해양미생물들을 먼저 BN배지에 접종하여 28℃에서 7일간

교반하며 소량 배양하였다. 균주의 배양액을 에틸아세테이트를 용매로 사용하여 추

출하였으며 감압농축하여 추출물을 얻었으며, 이들 추출물은 독소의 유무를 판단하

기 위해 핵자기공명장치(Nuclear Magnetic Resonance)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확보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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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독 미생물의 선정 및 배양

해양미생물 추출물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3점의 해양미생물을 선정하여 유용

독소 및 신규 독소의 확보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추출물에 대한 1H NMR

data 등의 분광학적 분석을 통하여 유용 해양미생물 3종 1512KO-012, 01NT-1.1.5,

168ST-16.1이 선정되었다. 이들 유용 균주에 대하여 16s rRNA, 18s rRNA 염기서

열 분석을 통하여 균주를 동정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가) Penicillium citrinum 1512KO-012의 분리 및 배양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래 주 인근 맹그로브 샘플에서 분리된 1512KO-012 균주

는 18s rRNA 염기서열 분석 결과, Penicillium citrinum로 동정되었다.

1512KO-012 균주의 single colony를 BN 한천배지에서 배양한 후에, single colony

를 BN broth (50mL)가 들어 있는 100mL에 접종하여 28℃, 130 rpm 조건으로 7일

간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필터페이퍼를 이용하여 균체와 배양액을 분리하였고 분리된 배양액

을 동향의 에틸아세테이트로 2회 추출하여 조추출물 (bEA)를 얻었다.

Fig. 3.3.1.2.1. Compound 012-1 isolated from the culture broth of the strain

1512KO-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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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enicillium citrinum 1512KO-012의 독소 분리 및 구조 결정

조추출물의 1H NMR data 확보를 위해 MeOD 용매로 녹였을 때 녹지 않는

노란색 물질을 확인하였다. 녹는 부분을 제거한 후 CDCl3 용매를 이용하여 완전히

녹여 1H NMR data를 확인하였다. 용매에 대한 극성 차이로 단일 물질을 정제하여

012-1 (Citrinin, 2.1mg)을 얻었다.

화합물 012-1은 노란색 무정형 화합물로 분리되었으며, 1H 및 13C NMR와

LRMS 등의 데이터 해석을 통하여 분자식이 C13H14O5 임을 알 수 있었다. 1D

NMR과 HSQC, 2D NMR 데이터의 해석을 통하여 화합물 012-1은 1개의

oxygenated olefinic proton, 1개의 oxygenated methine, 1개의 methine, 3개의

methyls, 4개의 quaternary carbons 그리고 3개의 carbonyl carbons을 확인하였다.

012-1의 부분구조 및 전체적인 평면구조는 HSQC, HMBC와 같은 2D NMR의 상

세한 해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문헌 조사 결과, 규명한 구조는 곰팡이독소

(mycotoxin)로 알려진 시트리닌(citrinin)으로 동정하였다. 시트리닌은 신경마비, 간

세포 손상,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 et al, 2016).

cdcl3-fraction-_160129161954 #40 RT: 0.49 AV: 1 NL: 7.59E7
F: {0,3}  - c ESI corona sid=50.00  det=1600.00 Full ms [1.00-19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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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2. LRMS spectrum of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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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3. 1H NMR spectrum of 012-1 in CDCl3

다) Aspergillus flocculosus 01NT-1.1.5의 분리 및 배양

01NT-1.1.5 균주는 2016년 베트남 나트랑 연안에서 채집된 해면동물 Stylissa

sp.에서 분리되었다. 이 균주는 28s rRNA 염기서열 분석결과 Aspergillus

flocculosus으로 동정되었고, 이를 NCBI GeneBank에 등록하였다(Aceession no.

EU021616.1).

01NT-1.1.5 균주를 20g rice, 20mg yeast extract, 10mg KH2PO4, 40mL 바

닷물이 들어있는 500mL Flask 100개에 각각 분주 하여 22℃, 22일간 정치배양 하

였다. 균체와 배양액을 각각 분리한 후 배양액은 에틸아세테이트를 이용하여 2회

추출하고, 추출액을 감압 농축하여 배양액의 추출물(bEA)을 얻었다.

라) Aspergillus flocculosus 01NT-1.1.5의 독소 분리 및 구조 결정

01NT-1.1.5균주의 배양 추출물(10g)을 역상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메탄올-물(1:4, 2:3, 3:2, 4:1, 5:0, v/v)의 용매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용출하여 분획하

였다. 이 중 60%메탄올 분획물을 역상 HPLC(Column: YMC-ODS-A, 5㎛, 10×

250㎜, 용매 조건: 30%ACN, 용출 속도: 2.0 ml/min, 검출기: RI)를 이용한 정제과

정을 통해 단일 물질 115-1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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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4. Compound 115-1 isolated from the culture broth of the strain

01NT-1.1.5

화합물 115-1은 노란색의 무정형으로 분리되었으며, 1H NMR spectrum(Fig.)

을 통해 7개의 olefinic protons, 4개의 oxygenated methines, 1개의 methylene, 4개

의 methyls 그리고 1개의 methoxyl proton을 확인하였다. 1H 및 13C NMR와

LRMS 등의 데이터 해석을 통하여 분자식이 C13H14O5 임을 알 수 있었고 1D, 2D

NMR의 상세한 스펙트럼 해석을 통하여 115-1의 부분구조 및 전체적인 평면구조

를 규명하였다. 문헌 조사 결과, 규명한 구조는 곰팡이독소(mycotoxin)로 알려진 아

스텔톡신(asteltoxin)으로 확인하였다. 아스텔톡신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ATP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yoshi,

et a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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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4-2 #61 RT: 0.75 AV: 1 NL: 1.54E8
F: {0,0}  + c APCI corona sid=30.00  det=1600.00 Full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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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5. LRMS spectrum of 115-1

Fig. 3.3.1.2.6. 1H NMR spectrum of 115-1 in CD3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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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spergillus flocculosus 168ST-16.1의 분리 및 배양

168ST-16.1 균주는 베트남 다낭에서 채집된 해조류 Padina sp.에서 분리되었

다. 이 균주는 28s rRNA 염기서열 분석결과 Aspergillus flocculosus으로 동정되었

고, 이를 NCBI GeneBank에 등록하였다(Aceession no. EU021616.1).

168ST-16.1 균주를 20g rice, 20mg yeast extract, 10mg KH2PO4, 40mL의 해

수가 들어있는 500mL Flask 100개에 각각 분주 하여 22℃, 22일간 정치배양 하였

다. 균체와 배양액을 각각 분리한 후 배양액은 에틸아세테이트를 이용하여 추출하

였다. 충분히 추출한 후 이를 감압 농축하여 배양액 추출물(bEA)을 얻었다.

바) Aspergillus flocculosus 168ST-16.1의 독소 분리 및 구조 결정

추출물(10g)을 역상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메탄올-물(1:4, 2:3, 3:2,

4:1, 5:0, v/v) 의 용매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용출하여 분획하였다. 이 중 100% 메탄

올 분획물을 역상 HPLC(Column: YMC-ODS-A, 5㎛, 10× 250㎜, 용매 조건: 65%

ACN, 용출 속도: 4.0 ml/min, 검출기: RI)를 이용한 정제과정을 통해 단일 물질

16-1와 16-2를 얻었다.

Fig. 3.3.1.2.7. Two new toxins, 16-1 and 16-2, isolated from the culture

broth of the strain 168ST-16.1

화합물 16-1는 갈색의 오일 형태로 분리되었으며 LRMS 분석 (m/z 405.13

[M+Na]+) 에 의해 화학식은 C25H34O3로 결정되었다. 1H NMR spectrum을 통해 4

개의 olefinic protons, 5개의 methylenes, 3개의 methines, 5개의 singlet methyl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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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1개의 aldehyde proton을 확인하였다. 13C NMR 및 HSQC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4개의 sp2 quaternary carbons, 2개의 sp3 quaternary carbons, 1개의 ketone

그리고 1개의 aldehyde carbon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6-1의 2D NMR (1H-1H

COSY, HSQC, HMBC) 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핀 시스템과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1H-1H COSY spectrum을 통해 4개의 spin systems (H-16/H-17/H-18,

H-12/H-13, H-8/H-9/H-10, H-1/H-2)를 확인하였다. H3-22와 C-1, C-10, C-11,

C-12의 HMBC 상관관계는 3개의 부분구조가 근처에 존재함을 보여주었고 H-9와

C-7, H-8와 C-21, H-6과 C-7/C-8/C-21의 HMBC 상관관계를 통해 2개의 부분구

조를 연결하여 8각형 링을 연결하였다. H3-20과 C-2/C-3/C-4, H-4와 C-3/C-5,

H-6와 C-5의 HMBC 상관관계를 통해 ketone이 포함된 5각형 링이 8각형 링 옆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H3-24, H3-25, H3-23과 H-16/H-17/H-18 부분구조와의

HMBC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isoprenyl side chian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

으로 side chain의 위치는 H-13과 C-14/C-15, H-10과 C-10/C-14의 HMBC 상관관

계를 통해 5각형 링을 형성하며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16-1이 가

지는 불포화도와 2D NMR 데이터를 분석하여 조합한 결과, 16-1의 평면 구조가

[5/8/5] 삼환 시스템을 가지는 ophiobolin 계열의 화합물로 밝혀졌다. 문헌조사 결과,

side chain이 모두 불포화되어 있는 새로운 ophiobolin 유도체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Singh, et al, 1991).

화합물 16-2의 1H NMR spectrum과 16-1을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

chemical shift가 비슷하였지만 olefinic proton이 하나가 생기고 H-4의 methylyene

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3-20과 C-2/C-3/C-4의 HMBC 상관관계를 통

해 16-1의 C-3, C-4의 위치에 이중결합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LR-MS 데이터

분석을 통해 m/z 363.21 [M-H]-을 확인하였으며, 화합물 16-2는 side chain이 모두

불포화되어 있고 16-1 구조에서 이중결합이 하나 생긴 새로운 ophiobolin 유도체인

것으로 구조를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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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8. Key 1H-1H COSY and HMBC

correlations of 16-1

Table 3.3.1.2.1. 1H and 13C NMR data of 16-1 and 16-2 in CD3OD

Position
16-1 16-2

δC TYPE δH  (J, Hz) δC TYPE δH  (J, Hz)
1 41.5 CH2 1.63, 1.86, m 34.9 CH2 1.43, 2.12, m
2 50.0 CH 2.17, dt (10.6, 4.1) 49.8 CH 3.31, m
3 75.6 C 180.2 C
4 54.6 CH2 2.37, 3.04, d (16.5) 130.1 CH 6.08, s
5 218.8 C 209.2 C
6 48.8 CH 3.33, d (7.6) 48.2 CH 4.27, d (7.2)
7 142.2 C 138.7 C
8 159.0 CH 6.96, dd (6.6, 1.6) 159.7 CH 7.23, dd (6.7, 2.1)
9 33.8 CH2 2.28, 2.96, m 31.4 CH2 2.38, 3.06, m
10 47.6 CH 3.22, m 41.8 CH 3.02, m
11 43.3 C 45.1 C
12 44.4 CH2 1.46, 1.63, m 40.4 CH2 1.47, m
13 26.7 CH2 2.25, 2.58, m 28.8 CH2 2.35, m
14 147.0 C 143.1 C
15 124.5 C 127.1 C
16 130.6 CH 6.41, t (9.9) 131.0 CH 6.30, t (10.2)
17 123.2 CH 6.39, d (9.9) 122.9 CH 6.32, d (10.2)
18 126.0 CH 5.90, d (9.7) 126.0 CH 5.87, d (10.2)
19 133.5 C 133.6 C
20 24.0 CH3 1.40, s 17.2 CH3 2.28, s
21 194.3 CH 9.17 s 195.1 CH 9.45, s
22 20.2 CH3 0.98, s 24.6 CH3 0.85, s
23 13.6 CH3 1.83, s 14.2 CH3 1.71, s
24 17.0 CH3 1.78, s 16.9 CH3 1.78, s
25 24.8 CH3 1.78, s 24.8 CH3 1.78,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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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rp4_ESI_170330 #38-58 RT: 0.53-0.68 AV: 3 NL: 2.35E6
F: {0,0}  + c ESI corona sid=30.00  det=1600.00 Full ms [1.00-19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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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9. LRMS spectrum of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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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10. 1H NMR spectrum of 16-1 in CD3OD

Fig. 3.3.1.2.11. 13C NMR spectrum of 16-1 in CD3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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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12. 1H-1H COSY spectrum of 16-1 in CD3OD

Fig. 3.3.1.2.13. gHSQC spectrum of 16-1 in CD3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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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14. gHMBC spectrum of 16-1 in CD3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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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15. LRMS spectrum of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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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16. 1H NMR spectrum of 16-2 in CD3OD

Fig. 3.3.1.2.17. 13C NMR spectrum of 16-2 in CD3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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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신규 독소 생성 균주 168ST-16.1의 배양조건 탐색

168ST-16.1 균주를 rice media를 이용하여 신규 독소를 분리하였으나, rice

media는 유용소재로의 개발을 위한 대량배양에는 적합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있다. 따라서 대량배양에 적합한 액체배지를 사용하여 배양조건 탐색을 진

행하였다. 배양조건은 BN broth(10g glucose, 1g Yeast extract, 2g Tryptone, 1g

Beef extract, 5g Glycerol, 1L distilled water)에 염도 (0, 10, 20, 40‰), 산도, 배양

기간(7, 14, 30일), 배양방법 (진탕배양, 정치배양)을 달리하여 최적배양조건을 검토

하였다.

Fig. 3.3.1.2.18. Tests for the optimal culture conditions of the strain

168ST-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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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19. 1H spectra of the extracts of small cultures with different

sali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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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20. 1H spectra of the extracts of small cultures with different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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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21. 1H spectra of the extracts of small cultures with different

culture methods

Fig. 3.3.1.2.22. 1H spectra of the extracts of small cultures with different

incubation periods

배양탐색 결과 각각 40‰ 염도, pH5, 14일, 진탕배양에서 유용균주

168ST-16.1이 다양한 화합물들을 생성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실험 결과를 바

탕으로 Scale-up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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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해양생물독으로부터 유용산업소재개발

1. 해양생물독의 의약소재 및 기능성소재로써 활용성 평가

가. 세포독성 검정을 통한 패류독의 활용방안 탐색

1) 서론

유독 패류 (Conus pulicarius, Reishia clavigera)로부터 분리된 저분자 화합물

의 세포독성을 검정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세포주는 인간 백혈병 세포주(K562)를 사용하였다. 세포가 들어있는 96

well-plate 각각의 well에 특정 농도의 control(staurosprine)이나 화합물을 처리하였

다. 48시간 동안 CO2 incubator에 보관 후, 10 μL의 WST-1 solution을 각각의

well에 가한 후 다시 incubator에 넣어 2시간 방치한다. ELISA plate reader를 활용

하여 각 well의 optical density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 cell viability를 계산하였다.

세 농도에서의 cell viability 값을 함수 처리하여 control과 각 화합물의 GI50 값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Conus pulicarius에서 분리된 5종의 steroid 화합물(C1-C5) 중 3종의

glycoside가 높은 수준의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주 연안에서 채집된 Reishia clavigera 유래 물질 6종의 경우 K562 세포주

에 대해서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6종의 다른 암세포주와 2종의

형질전환 세포주에 대해 독성 측정을 진행 중에 있다.

나. 기지독의 추가 생리활성검색

1) 서론

분리된 기지 및 신규 독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들 화합물들의

생리활성을 검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세포 독성실험

Fig. 3.4.1.2.1. Cytotoxicity of compounds C1-C5 against K562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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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독성실험(SRB assay)을 위하여 인간 암세포 HCT-15 (대장), NUGC-3

(위), NCI-H23 (폐), ACHN (신장), PC-3 (전립선), MDA-MB-231 (유방)들을 이

용하였다. 세포들은 RPMI 1640 배지에 10% 송아지 혈청(bovine calf serum)을 첨

가하여 배양하였다. 96 well plate에 암세포주를 배지에 옮기고 37℃, 5% CO2 배양

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암세포에 분리한 신규 독소 16-1, 16-2와 positive

control (adriamycin)을 넣어 48시간 더 배양하였다. 배양이 종료된 후 50% TCA로

고정시키고 증류수로 세척한 후 0.4% SRB 용액 100㎕을 넣어 염색하였다. 염색이

끝난 후 1% acetic acid로 세척하고 10mM unbuffered Tris 용액으로 SRB dye를

잘 녹여내어 96 well plate용 microplate reader로 490-590nm의 범위에서 흡광도를

측정했다(Skehan, et al, 1990).

나) BV-2 microglia의 세포 독성 및 NO 생성 억제 활성

LPS로 활성화시켜 염증 반응을 유도한 BV-2 microglia 세포에 기지 독소인

asteltoxin을 농도 별 처리 시 발생하는 NO 생성을 관찰하여 NO 억제작용을 확인

하였다. BV-2 microglia 세포를 5% 송아지 혈청(bovine calf serum) 및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1% 100 units/mL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 배지를 이

용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Asteltoxin을 1.56, 3.12, 6.25, 12.5,

25, 50, 100μM 농도로 준비하고 LPS (200 ng/mL)로 24시간 동안 전 처리하였다.

전 처리된 24-웰 플레이트에 BV-2 미세아교세포를 1.25×105 cell/well의 밀도로 분

주하였다. 각 웰에 MTT (2mg/mL) 20μL를 첨가하였다. 1시간 후에 상등액을 흡입

해내고 포르마잔 결정을 DMSO에 용해시켰다.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Tecan

Trading AG)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광학 밀도를 측정하고, 대조군 세포와 비교

하여 세포 독성을 확인하였다. Asteltoxin을 1.56, 3.12, 6.25, 12.5, 25, 50, 100μM 농

도로 준비하고 LPS (200 ng/mL)로 24시간 동안 전 처리된 24-웰 플레이트에

BV-2 미세아교세포를 1.25×105 cell/well의 밀도로 분주하였다. 각 시료에 대해 아

질산염의 양으로 표준 곡선을 얻기 위해 아질산나트륨 희석액을 사용하였다. 마이

크로플레이트 리더 (Tecan Trading AG)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NO 생성 억제 활성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가) 세포 독성실험

분리한 신규독소들은 암세포들에 대해서 GI50 0.5uM ~ 2.8uM 정도의 세포독

성을 나타내었다. 두 신규 독소 중 화합물 16-1의 세포독성이 16-2보다 더 강하게

측정되었고, 16-1은 암세포들 중에서 NUGC-3 위암 세포에 GI50 0.5uM로 아주 강

한 세포독성을 보였다.



- 79 -

Cell Lines
GI50 (μM)

1 2 3

HCT-15 0.9 2.3 0.1

NUGC-3 0.5 1.3 0.06

NCI-H23 1.1 2.8 0.07

ACHN 1.2 2.1 0.08

PC-3 1.1 2.0 0.08

MDA-MB-231 1.2 1.9 0.07

Table 3.4.1.3.1. Growth inhibition (GI50,μM) values of the compounds 16-1 and

16-2 against human tumor cell lines

나) BV-2 microglia의 세포 독성 및 NO 생성 억제 활성

BV-2 microglia 세포에 대해 asteltoxin은 항염증 효능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100uM과 50uM에서 농도에 따라 활성을 나타냈고 100uM에서 독성을 보였

다. 50uM에서는 세포 독성이 없고 NO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이후 독

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저 농도를 찾고 메커니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Fig. 3.4.1.3.1. Effects of asteltoxin on LPS-stimulated cell viability and NO

production in BV-2 microglia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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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 1 절 목표 달성도

1. 독성시험생물의 확보 및 배양/유지기술 개발

가. 독성시험생물의 확보 및 배양/유지기술 개발

○ 해양동물플랑크톤 중 윤충류 3종과 소형갑각류인 요각류 3종을 확보하고

배양에 성공함으로서 세부성과 목표를 달성함.

나. 생물독별 특정 endpoint 조사

○ 미소동물플랑크톤을 이용한 생물독성시험에서 기존에 알려진 반수치사농

도, 부화율, 생존율 등의 endpoint 외에 행동둔화 정도를 정량화함으로서 새

로운 endpoint로서 제안함.

2. 해양생물독의 확보/분석방법개발

가. 마비성패류독 생산방법 및 분석법 연구

○ 다양한 분석 방법을 시도한 결과 post-column oxidation-FLD 분석방법이

작은 오차와 높은 재현성으로 분석결과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보유한 장비

와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임을 확인함.

○ Post-column reactor의 도입으로 더욱 변별력 있는 분석법을 확립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현재 앞서 계획한 목표에 맞게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

는 6종의 PSP에 대한 정성, 정량 분석이 가능함.

○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시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배양된

미세조류로부터 PSP의 확인은 후속연구로서 진행될 유용독 생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나. 유독해양생물 확보 및 분리/분석

1) 국내 유독해양생물

○ 서해, 동해 및 제주 해역에서 독을 함유할 것으로 추정되는 복족류를 대상

으로 채집하여, 뿔소라과 4종, 물레고둥과 11종 및 민챙이과, 날씬이갯민숭

이과, 갯민숭달팽이과 혹갯민숭이과 각각 1종씩을 포함하여 총 19종의 유독

해양생물을 확보함.

2) 열대 유독해양생물

○ 국내 미보고종인 아열대 모래말미잘류 군락을 발견하고, 채집하여 분자생

물학적 방법을 통해 동정한 결과 Palythoa mutuki로 확인됨.



- 81 -

○ Palythoa mutuki은 팔리톡신이라는 유독물질을 함유한다고 보고되어 이

종에 의한 국내생물독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향후 이 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가 필요함.

3) 확보된 생물로부터 독 분리/분석

○ 열대 서식 유독 청자고둥(Conus pulicarius)으로부터 5종의 steoid계 화합

물 분리하여 분광학적 방법으로 구조를 규명함.

○ 제주 서식 유독 패류(Reishia clavigera)로부터 6종의의 저분자 화합물을

분리하여 분광학적인 방법으로 구조를 규명함.

○ 상기로써 ‘국내 및 열대 유독해양생물의 채집 및 생물독 분리’ 목표 달성

한 것으로 판단함.

3. 유독해양생물로부터 유용독 생산/생합성기술개발

가. 유독해양생물의 분리/확보 및 최적배양조건규명

1) 해양 미세조류

○ 한국연안에서 나타나는 마비성 패독의 원인종을 확보하여 보존하고 있음.

○ 마비성 패독 원인종의 형태적, 분류 계통학적 정보 확보함.

○ 대량 배양을 위한 적정 온도와 염분을 파악함.

○ 마비성 패독 원인종의 대량 배양을 위한 배양 시스템을 구축함.

2) 해양 미생물

○ 2017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유독 해양미생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양환경의 다양한 샘플로부터 분리된 해양미생물을 배양하여 화합물 분석

과 균주 동정을 진행함.

○ 균주 동정 결과, 곰팡이독소(mycotoxin)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Aspergillus, Penicillium과 같은 해양곰팡이를 선별하였고 화합물 분석을

통하여 3종의 해양미생물을 선정함.

○ 선정된 해양미생물로부터 기지/신규 독을 분리하기 위하여, 균주의 배양,

각종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화합물의 분리, 정제, 분광학적 자료 해석에

주력함. Penicillium citrinum 1510KO-012 균주로부터 곰팡이 독소로 알려

진 시트리닌(citrinin)을 분리하였고, Aspergillus flocculosus 01NT-1.1.5 균

주로부터 아스텔톡신(asteltoxin)을 분리, 구조동정함.

○ 2018년의 2차년도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분리된 적이 없는 신규 독소의 분

리와 유독 해양미생물의 배양조건 확립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함.

○ 선정된 해양미생물 중, Aspergillus flocculosus 168ST-16.1 균주로부터

ophiobolin 계열의 신규 독소 2종을 분리하고 구조를 동정함. 신규 독소를

생성하는 168ST-16.1 균주로부터 추가적인 신규 독소의 분리와 ophiob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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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의 신규 독소의 활용을 위해 최적 배양조건을 검토함.

○ 다양한 조건 검토를 통해, 신규 독 생성 균주 168ST-16.1는 염도 40‰ ,

pH 5, 진양배양, 14일의 배양조건이 최적 조건으로 밝혀졌으며, 이 조건에

서 다양한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함.

○ 본 연구사업을 통해, 독소 생성 해양미생물 3종 선별, 기지 독 2종, 신규

독 2종 확보 및 독소 생성 균주의 배양조건 확립 등 당초의 연구목표를 충

실히 수행한 것으로 생각됨.

4. 해양생물독으로부터 유용산업소재개발

가. 해양생물독의 의약소재 및 기능성소재로써 활용성 평가

1) 세포독성 검정을 통한 패류독의 활용방안 탐색

○ Conus pulicarius에서 분리된 화합물 5종의 인간 백혈병 세포주 (K562)에

대한 세포독성을 검정. 3종의 신규 화합물들이 높은 수준의 활성을 나타냄

을 확인함.

○ 제주 Reishia clavigera에서 분리된 화합물 6종의 경우, K562 세포주에 대

해서는 독성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더 확장된 검색을 수행하고자 6종의 추

가 암세포주와 2종의 형질전환 세포주에 대한 독성 검정을 진행 중에 있음.

○ 상기로써 ‘세포독성 검정을 통한 패류독의 활용 방안 탐색’의 목표를 달성

한 것으로 판단됨.

2) 기지독의 추가 생리활성검색

○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기지/신규 독을 활용하기 위해 생리활성검색을 진

행하함. 문헌조사 결과, 아스텔톡신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

화 반응을 억제하고 ATP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의 활성은 많이 검색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본 연구를 통해, 아스텔톡신은 BV-2 microglia 세포의 활성화에 의한 염

증물질 생산을 억제하는 활성을 보여, 아스텔톡신이 항염증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함.

○ 본 연구에서 분리된 2종의 신규 독소는 ophiobolin 계열의 유도체인 것으

로 확인됨. 문헌조사 결과, 알려진 ophiobolin 계열 화합물은 암세포에 대해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본 과제에서 분리한 2종의 ophiobolin 계열의 신규 독소는 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측정한 결과, 6종의 인간 암세포들, 즉 HCT-15 (대장암), NUGC-3

(위암), NCI-H23 (폐암), ACHN (신장암), PC-3 (전립선암),

MDA-MB-231 (유방암) 등에 대해 강한 항암활성을 나타냄.

○ 분리한 기지 독소의 경우, 새로운 활성을 추가적으로 발견하였고, 신규 독

소의 경우에는 항암활성 등을 탐색하여 본 과제의 목표를 충실히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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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 기여도

1. 독성시험생물의 확보 및 배양/유지기술 개발

가. 독성시험생물의 확보 및 배양/유지기술 개발

○ 6종의 해양미소동물플랑크톤을 확보하고 배양함으로서, 생물독성평가에서

동물윤리적인 면에 제한되는 마우스검정법을 대체하고, 해양생태독성 평가

를 위한 시험생물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나. 생물독별 특정 endpoint 조사

○ 환경변화에 대한 미소동물플랑크톤의 행동변화를 정량화하여 새로운

endpoint로서 활용함으로서 환경 적응력이 높은 조간대 저서성 요각류를 시

험생물로서 사용할 때 기존의 endpoint의 낮은 민감도를 대체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공함.

2. 해양생물독의 확보/분석방법개발

가. 마비성패류독 생산방법 및 분석법 연구

○ 현재 마비성패류독 발생 시 독성의 세기에 대한 정보만이 수과원으로 부

터 이용 가능하지만, 확립된 PSP 분석방법을 이용하면 자체적인 정성, 정량

분석이 가능해져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함.

○ 배양된 미세조류에 PSP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량 단위에서 확인이 되었

으므로, 중, 대량 단위의 배양을 통해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PSP 분석 표준

시료의 국산화 가능성이 높아졌음.

나. 유독해양생물 확보 및 분리/분석

1) 국내 유독해양생물

○ 제주 해역에서 국내 미기록 아열대 모래말미잘류 종 규명함.

-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Palythoa sp.는 Palythoa mutuki 인 것으로 확인되

었고, 문헌조사 결과 기존 이 종의 서식 최저 수온은 20℃로서 일본 오키

나와 해역이 한계 서식지역으로 알려져 있음.

- 제주에서 발견된 P. mutuki는 국내 미기록종으로 팔리톡신 연구 뿐만 아

니라 이들의 생태·생리학적 특성 연구 수행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

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됨.

2) 확보된 생물로부터 독 분리/분석

○ 청자고둥과 유독 패류로부터 분리한 11종의 화합물로부터 기존에 구조가

보고된 바가 없는 3종의 steroidal glycoside 신규 화합물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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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화합물은 6번 위치에 sulfate기가 결합된 steroidal glycoside로서 3번

위치에 sulfate기가 결합되어 있으며 불가사리류에서 분리되는 기존의

steroidal glycoside와 비교하여 구조적 특이성이 높음. 이 화합물들은 각각

Conusaponin A-C로 명명함.

3. 유독해양생물로부터 유용독 생산/생합성기술개발

가. 유독해양생물의 분리/확보 및 최적배양조건규명

1) 해양 미세조류

○ 마비성 패독 원인종의 확보로 해양생물독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기초연구

지원 가능함.

2) 해양 미생물

○ 기지 독소인 시트리닌을 소량배양을 통하여서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ophiobolin 계열 신규 독소의 대량생산을 위한 최적배양조건

을 검토하여 산업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얻음.. 그리

고 유독 해양미생물의 분리와 배양, 신규 독소 2종의 분리와 구조규명에 대

한 결과를 국내 학회에 발표함.

4. 해양생물독으로부터 유용산업소재개발

가. 해양생물독의 의약소재 및 기능성소재로써 활용성 평가

1) 세포독성 검정을 통한 패류독의 활용방안 탐색

○ Conus pulicarius에서 분리된 신규 화합물의 경우 3종의 steroidal

glycoside가 높은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데 반해, 2종의 steoid 화합물은 독

성을 나타내지 않아 steroidal glycoside의 sugar moiety가 세포독성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됨.

○ 상기의 발견은 향후 독성발현의 mechanism 연구와 세포독성 물질 기반의

항암제 설계에 있어 주요한 배경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간백혈병세포주에 대해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던 Reishia clavigera

유래 화합물들의 경우 다른 세포주들에 대한 독성 검정을 거쳐, 다른 질환

타겟과 관련된 생리활성을 검정함으로서 의약소재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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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독성시험생물의 확보 및 배양/유지기술 개발

가. 독성시험생물의 확보 및 배양/유지기술 개발

○ 확보된 3종의 윤충류와 3종의 요각류 각각에 대해 고밀도 최적배양조건을

탐색하고 확립하여 독성시험을 위한 수준의 개체밀도 확보함으로서 향후

다른 해양독에 대해 추가적인 독성시험을 수행할 것임.

나. 생물독별 특정 endpoint 조사

○ 미소동물플랑크톤의 유영행동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시스템과 녹화된 영

상에서 유영행동을 추적하여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접목을 통해 향

후 다양한 독성물질에 대한 미소플랑크톤의 행동학적 반응을 endpoint로서

활용하여 추가적인 독성평가를 수행할 것임.

2. 해양생물독의 확보/분석방법개발

가. 마비성패류독 생산방법 및 분석법 연구

○ 확립된 마비성패류독소 분석방법을 응용하여 진주담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유독해양생물로부터 효과적인 독 원인물질 분석 및 분리방법의

개발과 신규 저분자 독소물질의 발굴이 계획됨.

○ 인위적으로 배양된 와편모조류로부터 미량의 마비성패류독소 분리 방법이

구축되었으므로, 고밀도 대량 배양에 맞는 중,대형 단위의 분리방법을 개발

하여 지속가능한 분석 표준시료 생산법의 연구가 지속될 예정임.

○ 현재 확립된 화학, 생물학적인 마비성패류독소 생산방법을 융합하여 STX

와 유도체 생산을 통한 마비성패류독소 라이브러리 구축과 및 저독성 유도

체의 합성연구를 지속하여 산업적인 유용성을 평가할 계획임.

나. 유독해양생물 확보 및 분리/분석

1) 국내 유독해양생물

○ Palythoa mutuki의 계절별 독성 함량 변화 관찰

- 서식지역 및 수중 환경에 따라 같은 종이라도 독성 함량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및 계절별 변화 양상을 관찰 할 필요성이 있음.

○ Palytoxin의 의약 소재 및 기능성 물질 소재의 활용

- 최근 Palythoa 종이 댕기열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어,

제주 해역에서 발견된 P. mutuki를 이용해 의약 소재 및 기능성 물질의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확보된 생물로부터 독 분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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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otoxin과 steoidal glycoside 화합물이 독성학적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연구 기획, 진행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화학생태학적 이해 고취함.

○ Reishia clavigera 유래 oxaxinin 화합물은 설사성 패독의 작용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활용하여 설사성 패독의 독성 발현 메커니

즘 연구 진행할 수 있음.

3. 유독해양생물로부터 유용독 생산/생합성기술개발

가. 유독해양생물의 분리/확보 및 최적배양조건규명

○ 다양한 마비성 패독의 원인종을 확보하여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연안

에서 마비성 패독 발생에 관여하는 특정 환경요인(생물, 이화학적인 요인)

규명에 연구재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생물독 생산과

응용에 관련된 연구 분야와 대량 배양 기술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4. 해양생물독으로부터 유용산업소재개발

가. 해양생물독의 의약소재 및 기능성소재로써 활용성 평가

○ 세포독성 검정을 통한 패류독의 활용방안 탐색

- 세포독성이 확인된 Conus pulicarius 유래 화합물에 대해 작용기전과 의약

소재(진통제, 항암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연구하는 후속 사업을 기획, 진

행하여 소재 개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음.

-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저분자 화합물의 경우 다른 질환 타겟에 대한 생

리활성 검정을 수행하여 화합물의 활용 연구 사업을 기획,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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