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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제목

자바송사리를 이용한 생물독성 평가기술 개발

II.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국내의 생태독성 시험법 개발은 2000년 반부터 본격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으며 식물 랑크톤,요각류,단각류,물벼룩,성게,어류 등 다양한 분류군을 상

으로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하지만 아직까지 련 기술을 보유한 기 의 수는 많

지 않으며,표 독성 시험종의 선정과 이들을 이용한 생태독성 시험법 개발도 체

계 으로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 으로 생태 독성평가는 화학분석으로만은 평가 할 수 없는 신종 독성물질의

향을 검출하고,생리 인 기작을 이해함으로서 생물에 미칠 수 있는 향을 상호

보완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기존의 다양한 독성시험법

은 군집수 의 향평가에 편 된 경향을 보일 뿐 아니라 부분의 시험생물 선정

이 실험과정이 간편한 담수 소형생물 주로 선정되고 있어,그 결과를 해양 환경

으로 외삽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생물에 한 독성 향은 성어나 치어등의 생

애주기에 따라 다른 민감도를 보일 뿐 아니라 실험에 간편한 담수종이 해산종을

신하여 해양환경에서의 해성을 표할 수 없는 한계 을 가지고 있어,국내 연구

실정에 맞으며 종 유지가 용의하고 량의 어류를 최소한의 공간에서 시험할 수 있

으며 한 민감도를 가진 해산 시험어종의 개발이 매우 시 한 실정이다.

III.연구개발의 내용 범

1. 생물검정 시험법구축

○ 사육 최 조건 확립

○ 산란,부화,치어사육시스템 구축

○ 량사육기술 확보

○ 성성숙주기 성장률 조사 생애주기별 민감도 조사

○ 환경평가에 합한 단계 최 반응 조사

○ 염분 응에 한 민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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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리 화학 지표개발 용

○ 해독효소계 련 생체지표 평가기법 구축

○ 환경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CYP1A 유 자 단백질 발 변화

○ 신경독성계 련 생체지표 평가기법 구축 검출 감도 조사

○ 유기인계 농약 노출에 의한 AChE효소활성 변화 해 기작연구

○ 난황단백 구체(VTG)유 자 단백질측정 시스템구축

○ 4-NP노출에 의한 자바송사리의 VTG발 변화

3.분자생물지표의 개발을 한 독성유 체 기법 용

○ 속 특이 metallothionein(MT)유 자의 분리 용

○ 유기인계 농약 노출에 한 자바송사리의 유 자 수 에서의 반응

○ 환경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자바송사리 MT유 자(OjaMT)의 발 변화

○ 담수와 해수조건에서 속 노출에 의한 OjaMT유 자의 발 변화

○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노출에 따른 자바송사리 유 자 발 변화

○ OjaMT단백질 차등발 을 이용한 카드뮴 오염 진단

○ 이종간의 마이크로어래이 실험을 통한 벤죠 이 노출 자바송사리 유 자 발

로 일링

IV.연구개발결과

자바송사리(Oryziasjavanicus)는 크기가 작고 실험실에서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

에 해양환경 독성을 평가하기 한 생물검정용으로 유용한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물검정용으로 이를 활용하기 해서는 실험실에서 손쉽게 사육이 가능하

여야 하고 독성물질에 한 민감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실험실 사육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각종 사육장치 개발,암수구별 방법 개발 부

화율 증진을 한 방법 등을 찾아내었고,자바송사리의 6가지 속 (크롬,구리,

카드뮴,은,아연,니 )에 한 민감도를 알아보았다. 한,성장단계별로 독성물질

에 한 민감도가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기 하여 부화 직후의 치어와 성어를

상으로 민감도 비교를 실시하 다.치어의 경우 96시간 반수치사농도가 Cr9.3

ppm,Cu2.5ppm,Cd12ppm,Ag0.41ppm,Zn12ppm,Ni18.7ppm 이었고,성

어의 경우 Cr7.3ppm,Cu3.7ppm,Cd22ppm,Ag0.88ppm,Zn44ppm,Ni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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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 이었다.자바송사리는 Ag에 가장 민감하 고 Ni에 가장 내성이 강하 다.그

리고,Cr을 제외하고는 치어가 성체보다 2-3배 정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 다.

해수에서 담수로 옮기는 방법에 한 1차 실험에서 17.5‰의 염분농도로 48시간동

안 일차 순치를 거쳐 담수로 옮긴 Group2의 생존율은 100%로 가장 높았고 바로

담수로 옮긴 실험구의 생존율도 70%를 보 다.그러나 여러 단계의 염분농도를 거

친 실험구(Group3)는 담수로 옮긴 8일째 이후 부분의 개체가 사망하 다.다양

한 염분농도에서의 생존율을 조사한 2차 실험에서는 0‰을 제외한 모든 실험구에서

90% 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보 다.염분농도 0‰ 노출 실험구에서는 순치 3일후부

터 15일까지 42%로 생존율이 차 감소하 으나,그 이후 40일 동안은 42%로 생존

율이 유지되었다. 한 이들 실험구에서 포란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염

분농도 4‰과 8‰로 처리된 실험구의 포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0‰에 노출

된 개체가 포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각각의 실험구간에서 실험 개체간 체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0‰의 노출구를 제외한 나머지 실험구간에서 역시 유의한

체장의 차이도 없었다.

Cd와 Ag에 노출 되었을 때 어종별 반수 향농도(EC50)를 비교한 결과 Cd의 민감도

는 자바송사리<mummichog<sheepsheadminnow<Japanesemedaka의 순으로 보여

자바송사리가 가장 낮은 민감도를 보 으며,Ag에 노출된 후 민감도를 비교한 결과

Japanesemedaka>sheepsheadminnow>mummichog>자바송사리의 순으로 자바송

사리의 민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독성물질의 평가기법을 구축하기 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에서 검출되고 있는 주

요 지속성유기오염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리화학 지표의 측정법를 구축

하 다.1상의 해독효소계의 지표인 CYP1A 유 자,단백질 발 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b-NF 처리된 자바송사리의 간장 조직으로부터

cDNA 라이 러리를 구축하 고 420bases의 CYP1A염기서열을 밝혔다.담수송사

리인 Oryziaslatipes와 90%의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 으며,숭어 그리고 무지개

송어와는 각각 80%와 75%로 높은 상동성을 보 다.CYP1A 유 자 발 을 상

비교하는 housekeeping유 자로는 540bases의 β-actin을 클로닝하여 발 변화

를 표 화 시켰다.최종 반응단계인 효소발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는 해독 I상 효소인인 EROD 활성 측정 기법을 구축하 고,해양환경의 주요

오염물질 Benzo[a]pyrene(BaP)에 노출시킨 후 자바송사리에 미치는 해독효소

계 반응에 하여 조사하 다.BaP에 노출된 자바 송사리는 24시간 경과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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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1A mRNA는 민감하게 발 되기 시작하 으며,노출 8일 이후 격히 증가되

었으나,노출 실험 16일 후 격히 감소된 결과를 보 다.일차 실험을 거친 동일한

개체를 동일한 농도의 BaP에 72시간 동안 재 노출시켜 해독효소계 발 을 측정한

결과 노출 72시간 직후인 0일째부터 CYP1A mRNA 발 이 증가되기 시작하여,노

출 8일째 발 이 최고로 높았다.일차 실험에서는 16일 경과이후 CYP1A발 이

격히 감소된 결과를 보 으나,BaP에 재 노출된 자바송사리의 경우 노출 이후 15

일이 경과한 후 까지도 CYP1A 유 자 발 이 지속 으로 유도되고 있었다.간장

EROD활성은 실험 8일 경과 후 EROD활성이 증가된 결과를 보 으나,이후 감

소되어 노출된 지 16일 이후 EROD활성은 검출되지 않았다.그러나 BaP에 재노

출시켰을 때 노출이후 1일째부터 EROD활성이 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실험 15

일후 까지 EROD활성이 높게 유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앞서 CYP1A유 자

발 은 실험 4일 경과 후 발 이 최고로 높았다가 이후 감소된 결과를 보여 8일 후

활성이 증가된 EROD활성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바송사리의 신경계 독성 향 지표인 Cholinesterase(ChE)

의 활성측정법을 다양한 진단시약을 활용하여 표 화하 고,주요 농약류에 노

출시킨 후 ChE의 활성 민감도를 비교 분석하 다. Eserine은

Acetylcholinesterase(AChE)와 Butylcholinesterase(BChE)활성을 모두 억제하는 진

단 시약으로서 본 측정계에서 eserin을 첨가한 후 자바송사리 두부와 근육에서의

AChE,BChE활성을 측정한 결과 99%이상 억제된 결과를 보 다. 한 AChE만을

선택 으로 억제시키는 BW284C51를 처리하 을 때 두부와 근육에서의 AChE활성

이 99%이상 해된 결과를 보 다.특이 으로 BChE활성에 해 선택 으로 억제

향을 미치는 진단시약인 iso-OMPA를 처리한 후 근육과 두부에서 BChE를 측정

한 결과 각각 95%와 70%이상 선택 으로 활성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나,본 측정

계를 통한 ChE활성측정기법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내 연안에서 오염도

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농약류를 invitro에서 노출시킨 후 ChE활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Iprobenfos(IBP)를 투여한 실험구에서는 두부의

AChE활성이 거의 억제되지 않았고,고농도의 투여 구에서 미약한 억제 향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반면,Paraoxon은 매우 강한 AChE의 활성 억제 향을 보 는

데,두부의 AChE의 EC50농도는 3.2nM 고,근육의 EC50는 0.4nM 었다. 한

다른 유기인계 농약인 Chlorpyrifos와 Diazinon을 처리한 후 두부의 AChE억제

향을 조사한 결과 Chlorpyrifos와 Diazinon모두 AChE활성을 약하게 억제하 으



-vii-

며,0.1mM 과한 농도에서는 모두 유의한 억제 향을 볼 수 있었다.Diazinon은

un-competitive에 의한 해 향,chlorpyrifos는 non-competitive방법에 의해 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환경 잔존하여 생식에 치명 인 향을 수 있는 유사 에스트로젠 반

응을 진단할 수 있는 난황단백 구체(vitellogenin:VTG)진단법을 구축하 다.

연안의 주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보고되고 있는 4-nonylphenol에 노출된 자바

송사리의 VTG 합성을 측정하여 본 측정계를 활용한 유사에스트로젠의 향을

단여부에 한 타당성을 입증하 다.먼 자바송사리의 난황단백질을 분리하

여 세 개의 주요 단백질 peak를 얻을 수 있었고,SDS-PAGE를 통하여 분자량 120

kDa,100kDa,75kDa가 주요 난황 단백질임을 알 수 있었다.75kDa의 단백질을

면역시켜 항체를 제작하 고 immunoassay기법을 구축하 다.자바송사리를 50

ppb의 4-nonylphenol에 7일간 노출시킨 후,0일,2일,7일 간격으로 10마리씩 시료

를 채취하여 VTG발 여부를 진단하 다.노출 2일 후 시료에서는 매우 약

하게 발 되었고 노출 7일 후에는 75kDa의 VTG 단백질 발 이 유의하게 증가

된 결과를 보여 제작된 항체의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수계에서 높은 염분 응력을 보이는 자바송사리로부터 metallothionein

(MT)유 자를 클로닝하 다. 자바송사리의 MT유 자 cDNA의 총 길이는

poly(A)
+
stretch를 제외하고 349bp 고,총 6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었으며

잘 보존된 cysteineresidues를 가지고 있었다.여섯종의 속 노출에 의해 유도

된 OjaMT 유 자 발 패턴을 실시간 정량 PCR방법에 의해 정량 으로 분석하

다.Ag,Cd,Cu,그리고 Zn에 24시간 노출된 자바송사리의 간에서 분석된 OjaMT

mRNA의 벨은 노출 농도에 비례 으로 증가하 으나,Cr과 Ni에 노출 시에는

OjaMT의 벨은 유의 으로 감소하 다.Cd에 의해 유도된 OjaMT 유 자 발

은 3월령 이상의 송사리에서 분석이 가능하 고,Cd노출에 해 OjaMT 유 자

발 은 간과 장에서 높게 유도되었으며,근육과 아가미에서는 낮은 벨로 유도되

었다.본 연구에서 얻어진 OjaMT mRNA 발 분석 결과를 통해OjaMT가 해양의

속오염을 모니터링하기 한 바이오마커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바다송사리를 여섯 종류의 속에 24시간 동안 노출 한 후,간을 출하여,여

덟 종류의 스트 스 생물지표 유 자의 차등발 을 조사하 다.OjaCAT유 자 발

은 Cd,Cu Zn에 해서는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한 반면,Ag,Cr Ni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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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경우에는 그 발 량이 유의 으로 감소하 다.OjaCYP1A 발 은 노출한 모

든 속에 해서 매우 격한 감소를 보 다.OjaG6PD는 낮은 농도의 Cu와 Zn

에서 큰 발 량 증가를 보 으나,높은 농도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보 다.반면,

Ag,Cd,Cr, Ni노출에 해서 OjaG6PD 유 자 발 은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jaGPx에 해서는,Cd,Cu Zn노출에 해서는 mRNA 발 이 유

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Cr과 Ni에 해서는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OjaGR

OjaGST의 유 자 발 은 모든 속 노출에 해 농도 의존 으로 증가되었

다.OjaSOD 발 은 Ag,Cd,Zn Cr노출에 해서는 증가하지만,Cu와 Ni노출

에 해서는 변화가 없었다.OjaUB의 경우 모든 노출에 해 발 량이 증가함을

보 다. 속 노출에 의한 이러한 유 자들의 사단계 수 에서의 반응은 수계

환경 생물모니터링을 한 다 생물지표 시스템의 기 로 활용될 것이다.

유기인계 살충제인 Iprobenfos(IBP)에 노출한 바다송사리의 장,간 근육에서의

항산화효소군 스트 스 반응 단백질 유 자의 차등발 을 정량 실시간 PCR로

조사하 다.IBP노출 후,실험 상으로 한 모든 유 자의 발 량은 간에서 가장 두

드러지게 변화되었으며,장에서는 간 정도의 변화를 보 고,근육에서는 변화의

측이 불가능하 다.간에서 CAT유 자 발 은 모든 노출 농도에서 증가함을 보

고,장과 간에서 CYP1A mRNA는 높은 농도에서만 증가함이 확인되었다.간에서

G6PD 유 자 발 은 확인한 농도 ,높은 세 농도에서 증가되었으나,근육에서는

같은 농도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간 조직에서 GPx발 증가가 높은 세

농도에서 찰되었다.장에서 GR의 발 은 높은 쪽 두 농도에서 증가하 으며,간

에서는 세 농도에서 증가되었다.그러나 근육에서는 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

다.간 조직에서의 경우,테스트한 모든 농도에서 GST와 SOD의 발 증가가 나타

났다.UB유 자 발 증가는 장과 간에서 IBP농도 의존 으로 나타났다.간에서

나타나는 유 자들 사 단계에서의 변화는 자바 송사리가 받고 있는 스트 스 정

도에 한 좋은 생물지표가 될 것이며,나아가 환경의 질 평가에 요한 생물지

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바송사리의 MT유 자,OjaMT의 차등 유 자 발 을 내분비계 장애물질인,17β

-estradiol(E2),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일종인 Benzo[a]pyrene(BaP),폴리염화바이페

닐의 일종인 Arochlor1260등,3종의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된 자바송사리 간 조직

으로부터 조사하 다.E2노출에 해 간에서 OjaMT 발 은 10ppb에서 6배,100

ppb에서 14배,1000ppb에서 5배 감소되었고,BaP노출에 해서는 농도 의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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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되었다.Arochlor1260노출에 해서 OjaMT 발 은 낮은 농도(1,10ppb)

에서는 발 이 억제되나,높은 농도(100ppb)에 해서는 발 이 유도되는 것이 확

인되었다.담수와 해수 조건에서 Cu Cd노출에 한 OjaMT 유 자 발 반응

을 조사하 다.Cu Cd노출에 해 OjaMT mRNA 발 은 유도되는 것으로 확

인되었고,이 경향은 담수 조건에서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수종말처리장에

서 채취된 배출수의 향을 OjaMT OjaCAT유 자 발 수 에서 조사하 다.

자바송사리 OjaMT 재조합단백질을 항원으로 단일클론항체를 제작하 고,이를 이

용하여,Cd에 노출된 후,나타나는 OjaMT단백질의 과발 을 면역조직화학법에 의

해 신장과 간 조직에서 확인하 다.

Benzo[a]pyrene(BaP)노출에 의한 자바송사리 간 조직에서의 유 자 차등발

로 일링을 이종간의 마이크로어래이 분석에 의해 수행하 다.노출에 의해 발

이 유도되는 유 자 23종 발 이 억제되는 유 자 15종 등,총 38종의 차등발

유 자를 확인,동정하 다.이들 유 자들은 세포 주기,발생,내분비/생식,면역,

사,핵산/단백질 결합,신호 달 등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각

유 자의 생물학 기능을 고려하여,BaP노출에 의한 생물의 생리변화에 해 추

정하 다.본 연구의 결과는 BaP독성의 분자기 에 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

며,앞으로 유기오염물질에 한 스트 스 생물학의 시스템스 생물학 해석이 가

능하도록 할 도움을 것이다.

부록.자바송사리를 이용한 생물검정의 표 시험법 작성

V.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하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오염 여부를 조기

에 진단하는데 활용.

○ 표 생물검정 시험법 제시로 해양생물 독성 평가 자료의 비교검증 호환성 증 .

○ 염성 시험어종인 자바 송사리를 이용하여 담수와 해수에서 모두 단일종으로 독성

의 비교 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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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Title

DevelopmentoftechniquesforfishtoxicitytestusingJavanesemedaka

(Oryziasjavanicus)

II.Objectiveofthestudy

Manyoftoxiceffectsofman-madechemicalsaretestedwithafreshwater

fish species,and then extrapolated tothemarineenvironment. Thereis,

however,growingneedtoevaluationoftoxiceffectsofpollutantsintroduced

tosaltwaterenvironmentsusingasaltwaterfishspeciesinordertoreduce

theuncertaintyduringtheextrapolation. A few ofsaltwaterspeciesmeet

themany requirementsfortestfishsuchaseasytorearinalab,short

life-span,appropriatesizeandsoon. Inaddition,verylimitednumberof

brackish water species are mainly applied to marine water system.

Therefore,weaim todevelopanovelmarinetestfishwhichcanbeused

simultaneously inboththefresh andsaltwaterenvironment,whichinclude

optimizationofaquaculturemethod,wholeorganism toxicitytestmethodand

measurement techniques for sub-individual level biomarker response in

Javanesemedaka(Oryziasjavanicus).

III.Generalscopeofthestudy

1.Developmentofwholeorganism toxicitytestmethod

○ Developmentofculturetechnique

○ Establishmentofoptimal cultureconditions

○ Establishmentofmassculturetechnique

○ Investigationofreproductivecycleandgrowth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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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igationofsensitivityatdifferentlifestages

○ Investigationofsensitivityoffryandadultstoheavymetalexposure

○ Investigationoftheoptimalstageandendpointforenvironmentalquality

assessment

○ Investigationofsensitivitytosalinityacclimation

2.Developmentofthebiochemicalandphysiologicalbiomarkerfor

organicpollutant

○ Developmentofahepato-detoxificationassessmentsystem

○ Characterization ofBenzo[a]pyrene on hepato-detoxification system in

Oryziasjavanicus

○ Assessmentmethodsofneuro-toxicityusingcholinesteraseactivity

○ EffectsofpesticidesonAChEactivityinOryzias javanicus

○ ScreeningmethodsusingVitellogeninexpressioninOryziasjavanicus

inOryziasjavanicus

○ Effectsof4-nonylpenolonvitellogenesisinOryziasjavanicus

3.Toxicogenomicapproachtomolecularbiomarkerdevelopment

○ Isolationofaheavymetal-specificmetallothioneingeneinOryzias

javanicusanditsapplication

○ Effectsofheavymetalsonantioxidantsandstress-responsivegene

expressioninOryziasjavanicus

○ EnvironmentalpollutantinduceddifferentialgeneexpressionofOjaMT(O.

javanicusmetallothionein)

○ HeavymetalinduceddifferentialgeneexpressionofOjaMTinfreshwater

andseawatercondition

○ Effluenteffectsontranscriptionoftwomarinemedakagenes,OjaMTand

OjaCAT

○ Diagnosisofcadmium pollutionbydifferentialexpressionofOjaMTprotein

○ Heterologousmicroarrayhybridizationusedfordifferentialgene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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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inginBenzo[a]pyrene-exposedmarinemedaka

Appendix.Protocolforthestandardtoxicitytestmethodsusing

Javanesemedaka(Oryziasjavanicus)

IV.Researchresults

Inthisstudy,Javanesemedakawasassessedasastandardtestspeciesfor

the evaluation ofchemicaltoxicity due to PAHs,PCB,heavy metals and

pesticides.Thisspeciesiscomparableto,ormoresensitive,thanotherstandard

testspecies.SeveralmethodsweredevelopedforthemaintenanceofJavanese

medaka.Itswidetolerancetosalinityandhighsensitivitytopollutantsshowed

thepotentialofasamarinestandardtestorganism.

TheJavanesemedaka(Oryziasjavanicus)canbeusedasastandardbioassay

organism fortheassessmentofmarineenvironmentsowingtoitssmallsizeand

easeofcultureinthelaboratory.However,thesensitivityoftheorganism to

environmentaltoxicantsisnotyetwellunderstoodduetoalackofgeneral

biologicalandecologicalinformationaboutthespecies.Therefore,weaimedin

thisstudytodeterminethesensitivityofearlylifestage(ELS)andadultsofO.

javanicustosixmetals(Cr,Cu,Cd,Ag,Ni,Zn).The96hr-LC50ofELSwas9.3

ppm forCr,2.5ppm forCu,12ppm forCd,0.41ppm forAg,12ppm forZn,

and18.7ppm forNi.Foradults,itwas7.3ppm forCr,3.7ppm forCu,22ppm

forCd,0.88ppm forAg,44ppm forZn,and48ppm forNi.Agwasthemost

toxicmetaltobothlifestagesofO.javanicus,andNitheleasttoxic.ELSwere

moresensitive(ca2to3times)tometalsthantheadultstages,exceptforCr.

Toassesstheexposureofmarineorganismstoenvironmentalcontamination

suchasPAHs,PCBsandpesticidesinenvironmentalbiomonitoring,biochemical

markershavebeendeveloped.Inthisstudy,severalexperimentswereconducted

totestthepotentialofthemethodsasstandardtessfortheevaluation of

chemicaltoxicity.Induction ofcomponentsofthehepaticcytochromeP-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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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YP1A mRNA,CYP1A protein,anditscatalyticactivityindicatedby

ethoxyresorufin O-de-ethylase (EROD)] were measured to evaluate the

sub-lethaltoxiceffectsofexposuretoPCB andPAHs.Javanesemedakawere

exposedfor72htoBaP (50ppb)andthehepaticcytochromeP-450system

(CYP1A geneandEROD activity)responsewasmeasuredat0,4,8and16

daysafterexposure.Following1weekofdepuration,theywereexposedfor72

htoBaP(50ppb)andagainmeasuredat0,4,8and15daysafterexposure.

ERODactivitywasinducedat4dayafterexposureandreachedamaximum at

8daysafterexposure.Afterthesecondexposure,itwasinducedfrom 0day

and remained induction to 16 days after exposure.The CYP1A mRNA

expressionwasalsosignificantlyinduced4daysafterexposureandwasshowed

elevateduntil16daysafterexposure.

Cholinesterases(ChEs)havebeencharacterizedinO.javanicusforuseasa

possiblebiomarkerofpollutionexposure.Acetylthiocholineandbutyrylthiocholine

(identifiedinmammalianstudiesasdiagnosticsubstratesforAChE andBChE

respectively)werehydrolyzedmainly,butnotexclusively,by theseenzymes.

The diagnostic inhibitors eserine,BW284C51 and iso-OMPA were used as

diagnosticinhibitorsofAChEandBChErespectively.ThesensitivityofChEsto

alocallysignificantpesticide,Iprobenfos(IBP),andtoparaoxon,chlorpyrifosand

Diazinonwereassessedinvitro.HeadAChEwasrelativelyinsensitivetoIBP,

butmuscleAChE andBChE weresensitivetoIBPconcentrationsinthehigh

nM range.Head and muscelAChE exposed to paraoxon were inhibited

significantlyinO.javanicusandEC50 were3.2nM and0.4nM respectively.

diazinonandchlorpyrifoswerenoteffectivepesticideinO.javanicus.

Toinvestigatetheinvivoestrogenicactivityof4-nonylphenol(4-NP)inO.

javanicus,vitellogenin(VTG)mRNA andtheconcentrationofplasmaVTGwere

evaluated by Northern blotanalysis.The effectsof4-NP on VTG mRNA

expression in vivo with both maleand femalejuvenileO.javanicus were

examined.The levelofVTG mRNA expression was increased 48 h after

exposureto4-NPat50ug/L.ConcentrationsofplasmaVTG inmaleexposure

with4-NPof50ug/Lwereincreased7daysafterinjection.Gene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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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moresensitivethanproteinexpressionbutislikelytohaveshorthalf-life.

A vitellogenin(VTG)semi-assaysystem wasdeveloped,basedonanantibody

tohighlypurifiedJavanesemedakaVTG andthiscouldbeanusefultoolfor

thedetectionofestrogenicproperties.Theresultsofthesestandardassessments

willdemonstratethevalueofthisspeciesinmarineecotoxicologicalassessment.

A metallothionein(MT)genewasisolatedforthefirsttimefrom Javanese

medaka,Oryziasjavanicus,whichshowshighadaptabilityfrom freshwaterto

seawater.Thefull-lengthcDNA ofMT from O.javanicus(OjaMT)comprises

349bp,excludingthepoly(A)+stretch,andcodesforatotalof60aminoacids.

Thepositionsofcysteineresiduesarehighlyconserved.ThepatternofOjaMT

expressioninducedbysixheavymetalswasanalyzedviareal-time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The levelofhepatic OjaMT mRNA was

increasedinadose-dependentmannerbyAg,Cd,Cu,andZnafter24hof

exposure.However,afterCrandNiexposure,asignificantdecreaseinOjaMT

levelswasobserved.Cadmium-induced OjaMT expression wasdetectablein

fishes as young as 3 months.After Cd exposure,OjaMT induction was

prominentinintestineandliverandmoderateinmuscleandgill.OjaMT mRNA

levels could represent a good biomarker for monitoring heavy metals in

seawater.

Thedifferentialexpressionofeightgenesencodingstressorbiomarkerswas

investigated by real-time quantitative PCR in liver tissue extracted from

Javanese medaka after exposure to six heavy metals for 24 h.OjaCAT

transcriptionincreasedinadose-dependentmannerduringexposuretoCd,Cu,

andZn,butsignificantlydecreasedafterexposuretoAg,Cr,andNi.OjaCYP1A

transcription decreased drastically on exposure to allheavy metals tested.

OjaG6PD transcriptionincreaseddramaticallyafterexposuretolow dosesofCu

and Zn,butdecreased athigh concentrations oftheseelements.No major

changesinOjaG6PD transcriptionwereobservedafterexposuretoAg,Cd,Cr,

orNi.OjaGPxmRNA expressionwasinducedintheliverfollowingexposureto

Ag,Cd,Cu,andZn,butwassuppressedfollowing exposuretoCrandNi.

ExposuretoallheavymetalsincreasedtranscriptionofOjaGRandOjaGST 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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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dependentmanner.OjaSOD transcriptionincreasedduringexposuretoAg,

Cd,Zn,andCr,butshowednochangeinresponsetoCuandNiexposure.

OjaUB expressionwasinducedbyalldosesofexposure.Thetranscriptional

responsesofthesegenestoheavymetalexposurewillprovidethebasisfora

multi-biomarkersystem thatcan be used forthe biomonitoring ofaquatic

environments.

Thedifferentialexpressionofasetofgenesencodingantioxidantenzymes

andstress-responsiveproteinswasinvestigatedbyreal-timequantitativePCR

inintestine,liver,andmuscletissuesextractedfrom Oryziasjavanicusafter

exposure to the organophosphorus pesticide,Iprobenfos (IBP).After IBP

exposure,transcriptionalchangesinallthetestedgeneswereprominentinthe

liverandmoderateintheintestine,butunpredictableinthemuscle.Intheliver,

CAT transcriptionincreasedafterexposuretoIBPatallconcentrations(P <

0.05).CYP1A mRNA wasinducedintheintestineandliveratthetwohigher

concentrations.G6PD transcriptionwasinducedintheliveratthethreehigher

IBPconcentrations,butwassuppressedinmuscleatthesameconcentrations.

GPxexpressionintheliverincreasedatthreehigherconcentrationsofIBP.In

theintestineandliver,GR expressionwasinducedattwohigherandthree

higher concentrations,respectively.However,no significant changes were

observedinthemuscle.GST andSODtranscriptionwasinducedintheliverat

allIBPconcentrations.IBPexposureinducedUBexpressionintheintestineand

liverinaconcentration-dependentmanner.Thetranscriptionalchangesinthese

genesinthelivercouldbegoodbiomarkersforstresslevelsinO.javanicus,

andbecouldusedascriticalbiomarkersforenvironmentalqualityassessment.

OjaMT(O.javanicusmetallothionein)differentialgeneexpressionwasapplied

to three kinds of environmental pollutants,such as 17β-estradiol(E2),a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 Benzo[a]pyrene(BaP), a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PAH),and Aroclor 1260,a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Transcriptionalchangesinlivertissueafterthreekindsofchemicalexposure

wereexaminedbyreal-timequantitativepolymerasechainreaction(qRT-PCR).

OjaMT transcriptiondecreased6-fold(10ppb),14-fold(100ppb),and5-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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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ppb)inlivertissueafterexposuretoE2.OjaMTmRNA levelincreasedin

dose-dependentmannerduringexposuretoBaPattheconcentrationsof1,10,

100,and1000ppb.Finally,Aroclor1260exposurerepressedOjaMT transcript

levelat1and10ppb.However,OjaMT transcriptionwasinducedbyAroclor

1260atthehighestconcentration(100ppb).OjaMT transcriptionlevelchanges

afterexposuretoCuandCdinfresh-andsea-watercondition.Inbothcases,

OjaMT mRNA expression wasinduced by Cu- and Cd-exposure.However,

transcriptionalchangesweremoreprominentin fresh waterthan seawater.

DifferentialgeneexpressionofOjaMTandOjaCAT(O.javanicuscatalase)were

alsoinvestigatedineffluent-exposedmarinemedaka.Theeffluentwascollected

from a sewage treatmentplant.A monoclonalantibody forOjaMT protein

(anti-OjaMT antibody)wasconstructedusing recombinantOjaMT protein as

antigen.OjaMT proteinover-expressionafterexposedtoCdwasdetectedin

kidneyandlivertissuebyimmunohiostochemistry.

Differentialgeneexpressionprofilingwasperformedinthehepatictissueof

O.javanicus afterexposure to benzo[a]pyrene (BaP),a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byheterologoushybridizationusingamedakacDNA microarray.

Thirty-eightdifferentiallyexpressedcandidategenes,ofwhich23wereinduced

and15repressed(P<0.01),wereidentifiedandfoundtobeassociatedwithcell

cycle, development, endocrine/reproduction, immune, metabolism, nucleic

acid/protein binding,signaltransduction,ornon-categorized.Thepresumptive

physiologicalchangesinducedbyBaPexposurewereidentifiedafterconsidering

thebiologicalfunctionofeachgenecandidate.Theresultsobtainedinthisstudy

willallow futurestudiestoassessthemolecularmechanismsofBaP toxicity

andthedevelopmentofasystemsbiologyapproachtothestressbiologyof

organic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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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plicationofthestudy

○ Toapplyearlydiagnosisofcontaminationandpollutionbytoxicchemicals

inmarineaswellasestuaryenvironments

○ ToapplyO.javanicusasatoxicitytestspecieswillfacilitatecompensations

ofdataintoxiceffects

○ Toapplytestingtoxicityoffreshwaterandseawatersimultaneouslywith

O.java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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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990년 이후 환경공학기술은 환경오염 방지기술,그리고 환경 진단기술

(EnvironmentalMonitoringTechnology)등으로 분류되고 있다.최근까지 환경오염

처리기술에 주력해온 국내 환경공학기술 분야는 생태계에 한 사회 심과 요구

가 집 되면서 오염 방 오염 사 진단기술,즉 환경 생태계 조기 진단 기술

이 차 으로 부각되고 있다.

생물검정법은 환경매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의 농도- 향 상 계 규명,환경기

작성 환경매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생물 향 평가를 목 으로 하고 있

다(이 등 2008).이미 선진국에서는 표 시험 생물을 이용하여 환경 잔존하는

유해 물질의 향을 평가하는 생물검정법(bioassay)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왔고 이

를 활용한 해양환경 생태계 건강성 평가기법이 제도화된 바 있다(ISO,1995;

USEPA,2002;OECD;http://oberon.sourceoecd.org).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지리 특성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후반에 들어 연안환경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오염진단기술 개발에 하여 본격

으로 연구되기 시작하 으며 재 국제수 의 독성시험법 평가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특히 산업폐수 방류수에

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 검사항목으로서 물벼룩 생물검정법이 필수 항목으로

2007년 입법되었고,2011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으며,단각류,성게 독성시험법이

오염퇴 물 독성평가를 한 사후 모니터링 항목으로의 활용을 앞두고 있어 생물검

정법 분야의 후발국가로서 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생물검정기술은 세포

이하의 수 에서 생물 향을 평가하는 방법에서부터 세포수 그리고 개체수 의

향을 평가하는 기법,최종 으로 생물군집에 미치는 향 평가기법 등이 시행되

고 있으며 보다 감도 높고 특이 으로 생태계 수 의 향을 조기에 평가할 수 있

는 기법 개발을 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 환경의 요한 모니터인 어류는 생태계내 상 척추동물로서 일정지역의

수 으로 부터 유입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오염도와 수 생태계의 해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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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HA,

AWWA,WPCF
USEPA OECD

국립환경

연구원,

농 진흥청

▶담수어류 41종:

약 30어종의

다양한 life

stage를 공 하기

하여 규모

사육

▶ Atlanticsalmon

▶ Blugillsunfish

▶ Brookcatfish

▶ Channelcatfish

▶ Cohosalmon

▶ Commoncarp

▶ Fatheadminnow

▶ Guppy

▶ Redkillfish

▶ Threespinestickeback

▶ Zebrafish

▶ Blugillsunfish

▶ Channelcatfish

▶ Commoncarp

▶ Fatheadminnow

▶ Guppy

▶ Redkillfish

▶ Zebrafish

▶ Medaka

▶ Carp

▶ OECD권장종

Table.1-1.Internationalstandard testspecies(fresh waterspecies)(안 성평가연구소,

1995)

하기에 유리한 장 을 가지고 있으며, 한 난생동물로써 비교 그 세 가 짧고

포유류와 유사한 생리학 기작을 가지고 있어 오염원이 다음세 에 미치는 향을

보다 체계 으로 연구하기에 유용 하다(Kime,1998).그러나 지 까지 국내에서 활

용되고 있는 부분의 시험어종은 담수어종이며 해산 시험어를 이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박 등 2008),세포수 의 독성시험법이 구축된 연구 한 거의 찾아 볼 수

없다.서식 환경조건에 따른 해산어 고유의 생리 특성을 고려할 때 담수종을 활

용한 시험법이 해산어종에 한 향을 100% 반 할 수 없으므로,수층의 오염도를

반 하면서도 연안의 염분상태에서도 실험가능 한 시험어종의 개발이 시 한 상

태이다. 한 기존에 시험생물을 활용한 연구들의 부분이 시험어종의 사망률을

측정하여 향을 평가하는 개체수 의 시험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농도의 만성

인 오염 향을 검출할 수 있는 시험기법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표1에서 보여

주는 바 와 같이 일부 담수어종을 생물검정에 세계 으로 사용 이며 해산어 생

물 검정법은 후보종 탐색의 수 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 까지 유해화학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류의 바이오마커로는 vitellogenin

(VTG),CYP1A Cholinesterase(Haietal.,1997;Wangetal.,2004;Giesyet

al.,2000), 속 련 반응 마커인 metallothion(MT)등이 있으며,이들 마커는 오



-5-

염 지역의 다양한 매질(퇴 물,해수 등)의 평가 뿐 아니라,신 물질 개발시 안 성

평가에 응용되고 있다.그러나,일부 연구에서 어류를 바이오 모니터로 이용함에 있

어,동일한 어종내에서도 VTG 생성능력이나 성호르몬 변동 등이 이들의 성별이나

생식단계에 따라 그 민감도와 생리 향이 다르다는 것이 보고(Pickeringetal.,

1987;Downetal.,1990)되고 있어 시험어종으로 활용되기 이 세포수 이하에서

의 생리 반응에 한 체계 인 사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 으로 리 인정되어 모델생물로 각 받고 있는 어류의 부분은 담수종이

며 zebrafish,Japanesemedaka,Ricefish그리고 Rainbow trout등이 있다.이들

은 부분 분포 형태 특성 등이 밝 져 있으며 표 독성시험법이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특히 Japanesemedaka(Oryziaslatipes)는 해수에 순치는 가능하나

세 교번이 불가능한 반면 자바송사리(Oryziasjavanicus)는 기수에 서식하는 해산

종으로 담수에 응이 용의할 뿐 아니라 세 교번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된 바 있

다(InoueandTakei,2002).그러나 지 까지 자바송사리에 한 생태학 ,생물학

기 정보는 비교 부족하여 해산시험어종으로서의 활용을 하여 기 인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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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생물 검정 시험법 구축

1.서론

환경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들은 기존의 통 인 이화학 분석을 통해 리되어

왔다.하지만 이화학 분석기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유해물질에 한 농도

수 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에게 미치는 향을 측하기 어려우므로 선

진국에서는 다양한 분류군의 생물을 이용한 생물검정(bioassay)을 실시하고 있다.

생물검정의 장 은 유해물질 는 환경 시료가 생물에게 미치는 향의 정도를 정

량화함으로써,실제 장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어느 정도 향을 받고 있는 가를

측할 수 있다는 이다(USEPA,1985).국내에서도 해성 평가 기반 구축에

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에서 개발된 로토콜을 바탕으로 여러 생물에 한

생태독성시험법이 개발되고 있다.그러나 부분의 연구들이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

되어,그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시험종의 해당 표 시험법의 답습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유용 생물의 개발 사육기법의 개발 등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실 인 생태독성평가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국내 생태독성 시험법 개발은 2000년 반부터 본격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으며 식물 랑크톤,요각류,단각류,물벼룩,성게,어류 등 다양한 분류군을 상으

로 개발이 시도된 바 있으나(이,2000;박 등,2005;윤 등,2006;남 등,2007;안

등,2007;이 등,2008), 련 기술을 보유한 기 의 수도 제한 일 뿐 아니라,표

독성 시험종의 선정과 이들을 이용한 생태독성 시험법 개발도 아직은 체계 으로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생태독성 시험종으로 사용하기 한 생물의 조건으로는

생태 ,경제 요성,채집 배양을 통한 공 의 용이성,실험실 유지 리

의 용이성,오염물질에 한 반응과 민감도 등이 있다(ASTM,1997).해양환경의 평

가를 한 시험생물로는 식물 랑크톤,동물 랑크톤,무척추동물 등이 개발되어 왔

으나,어류의 경우는 아직 표 화된 생물도 선정되지 않았고,시험법도 확립되지 않

았다.최근에는 국제 표 시험종인 담수산 송사리(Oryziaslatipes)를 해수에 순치

시켜 해수 실험에 이용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순치 과정이 상당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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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치조건 순치 개체의 건강이 해양 환경의 평가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안으로 기수역에 서식하는 송사리

인 자바(바다)송사리(Oryziasjavanicus)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바송사리는 척색동물 문(Phylum Chordata), 척추동물 아문(Subphylum

Vertebrata),조기 강(ClassActinopterygii),동갈치 목(OrderBeloniformes),송사리

과(FamilyAdrianichthyidae)에 속하는 종으로,(한국동물분류학회,1997)국제 으

로는 Javanesemedaka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성어의 최 장은 4.5cm 정

도인 소형종으로(Seegers,1997)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 이시아,태국 메콩강

유역 등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ainboth,1996).아열 열 수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최 수온은 22-25℃,서식지의 pH범 는 7.5-8.5이며,염분

에 한 응력이 뛰어나,담수,기수,해수의 모든 염분 범 에서 발견되는 종이다.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에서는 자바송사리의 수정란을 확보하여 시험생물로 활

용하기 한 기술을 개발하여 왔고,해양환경의 독성과 해성 평가에 용하기

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생태독성 시험의 표 생물이 되기 해서는 실험실 사육

기법 량 생산 기술 개발과 독성물질에 한 민감도에 한 평가가 기본 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본 장에서는 자바송사리의 실험실 사육을 한 기술개발 과정과,

표 독성물질에 한 민감도 평가의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2.재료 방법

가.수정란의 입수,부화 친어의 확보

자바송사리의 수정란은 가고시마 학의 JiroKoyama교수 실험실로부터 공 받

았다.총 20알의 수정란이 자외선으로 살균된 해수에 담겨서 달되었고,이 수정란

을 매일 멸균 해수를 이용하여 환수시키면서 발생이 완료될 때까지 기하 다.발

생이 완료되어 부화한 치어는 별도의 수조로 옮겨, 라인쉬림 (Artemia

franciscana)유생을 먹이로 성체가 될 때까지 키웠으며,약 4개월 동안 키워서 친

어를 확보하 다.

나.개체 육성 개체수 증

친어를 확보한 후 개체간의 교배를 통하여 확보한 수정란을 계속 부화시켰으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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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태어난 개체는 표 독성시험 사육의 표 조건을 확립하기 한 실험에

이용하 다.치어 사육의 표 조건은,온도 25℃,염분 32PSU, 주기 12:12

(L:D)이었으며,다양한 형태의 산란용 수조(Fig.1-1)와 어미 배양용 수조 치어

배양용 수조(Fig.1-2)를 고안하여 제작하 다.먹이는 치어 시기부터 성어기까지

생애동안 라인쉬림 유생을 먹 다.본 과제 수행 기의 개체수는 약 100개

체 이었으며,과제 수행 기 7개월 동안 개체수 증 를 한 집 사육을 실시하

다.매월 총 산란량과 부화된 총 개체수를 계수하 다.

Fig.1-1.Varioustypeofbreedingchamber

forOryziasjavanicus



-12-

Fig.1-2.RearingtankforadultofOryziasjavanicus(left)andfry

tank(right)

다.암수 구별법 확립

자바송사리의 효율 인 실험과 생산 리를 하여 암컷과 수컷의 구별법을 확립하

고자 하 다.자바송사리는 태어나서 성어까지 반 인 외형만으로는 암수의 구별

이 뚜렷하지 않아 실험 시 암수를 히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치어부터

성장과정의 개체를 일일이 찰한 결과 지느러미의 미경 특징에서 암수가 구별

됨을 알 수 있었다.배지느러미(analfin)에서 다음의 3가지 형질을 찰함으로써 암

수의 구별이 가능하 다.

(1)지느러미에 분포하고 있는 검은 박이 무늬의 패턴

(2)지느러미 가장자리 부분의 모양

(3)지느러미 살(ray)의 분지된 모양

마.부화율 증진을 한 기법 개발

자바송사리의 량 생산을 해서는 기 수정란의 부화율이 매우 요하다.사육

기에는 부화되지 않고 발생 사망하거나 발생이 지연되어 낙오되는 개체 혹은

기형으로 성장하는 개체가 많았고 개체수 확보를 하여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지

못하 으나,수정란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부터는 부화율을 증진시키기 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자바송사리의 발생기간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주까

지 매우 변이가 심하다.따라서 수정란 발생 의 조건에 따라 수정란의 생존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발생 물의 교환 여부와 물의 움직임이 발

생 시간과 발생률에 큰 향을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난 발생을 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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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RotatingwheelasahatchingdeviceforOryziasjavanicus(left)and

wholehatchingsystem (right)

한 장치를 고안하게 되었다(Fig.1-3).알 발생 장치는 수정란이 들어 있는 용기를

물 방아와 같이 생긴 원형 아크릴 장치에 끼워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

며,수온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60리터 용량의 수조에 장치를 그 로 집어넣고,온

도 조 장치를 이용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켰으며,지속 인 움직임을 유지하

기 하여 물 방아와 같은 모양의 날개 부분에 지속 으로 공기를 공 하여 체

가 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물 방아의 회 속도는 2rpm 정도로 유지하 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발생 기간의 단축과,부화율의 향상을 기 할 수 있었다.

바.치어 성어의 독성 민감도 측정

자바송사리가 생태독성시험용으로 합한 지를 알아보기 해 부화한 치어 성어

를 상으로 6종류의 속원소에 한 성독성을 평가하 다.시험에 사용된 개체

는 부화한 지 24시간 이내의 치어와,태어난 지 2개월이 지난 성어이다.노출 용기

는 50mL용량의 유리 비이커를 이용하 고,노출 후,24시간,48시간,72시간

96시간에서의 생존율을 측정하 다.실험에 사용된 독성물질은 은(Ag),구리(Cu),

카드뮴(Cd),크롬(Cr),니 (Ni),아연(Zn)이며 각각의 실험 농도는 Table2-1에 나

타내었다.노출 실험시 수온은 25℃,염분은 32PSU, 주기는 12:12(L:D)이었고,

노출기간 동안 환수나 폭기는 하지 않았고,먹이도 공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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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1.Metalsandtheirconcentrationsforstandardtoxicitytestsonfryand adult

ofOryziasjavanicus

원소 치어 실험 농도 (ppm) 성어 실험 농도 (ppm)

Ag 0.125,0.25,0.5,1 0.125,0.25,0.5,1,2

Cu 1,2,4,8 1,2,4,8,16

Cd 1,2,4,8,16 2,4,8,16,32

Cr 1,2,4,8,16 2,4,8,16,32

Ni 1,2,4,8,16,32 4,8,16,32,64

Zn 1,2,4,8,16,32 4,8,16,32,64

사. 생물 검정법 개발을 한 염분내성실험

(1)담수 응을 한 순치 방법에 한 실험

사육 인 자바송사리의 담수순치를 해 3개의 실험구로 나 어 40일 동안 생존율

을 찰하 다.실험구 1은 35.5‰에서 사육 인 송사리를 바로 담수로 옮겨서 정

수온의 수조에서 생존실험을 실시하 고,실험구 2는 35‰에서 사육 이던 송사리

를 17.5‰에서 48시간 동안 순치한 후 담수로 옮겨 사육하 다.실험구 3은 35‰의

송사리를 8.8‰에서 48시간 4.45‰에서 48시간 동안 순치한 후 0‰의 담수로 옮긴

후 생존율을 확인하 다.

(2)각각의 다른 염분농도에서 생존율,성장률,포란률 조사

자바 송사리를 각 실험구 별로 14마리씩 암컷과 수컷을 일정한 비율로 나 어

33‰,24‰,16‰,8‰,4‰,0‰에서 40일 동안 사육하면서 매일 일정한 시간 각 실

험구별로 건강성 여부와 활동성을 찰하 고 생존율,성장률,포란율을 조사하 다.

3.결과 고찰

가.개체수 증가 추이

2005년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자바송사리 어미로부터 생산된 알과 부화된 총

개체의 증가 추이를 Fig.1-4와 Fig.1-5에 나타내었다.집 사육이 시작된 2005년

2월 당시 총 포란 가능한 암컷은 약 10개체 정도 으며,이 개체들의 산란양이 처

음에는 80개 정도 다.이후 집 사육을 실시하면서 매 달 산란된 알의 수는

증가하여 7개월 후인 2005년 9월에는 산란된 알의 수가 380여 개로 늘어났다.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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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뿐 아니라 총 개체수 한 기하 수 으로 증가하 는데,사육 기 약 100개체

이었던 것이,7개월 후에는 약 1,800개체로 18배가량 증가하 다.1,800개체는 향후

독성실험을 한 친어 유지에 충분한 개체수이며,성어 한 실험에 이용이 가능한

수 이라고 여길 수 있다.

Monthly egg production of Oryzias java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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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MonthlychangeineggnumberofOryzias

javanicusduringmassproductionperiod

Change in total number of Orizias java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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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yziasjavanicusduringmassproductionperiod

나.암수 구별법

자바송사리는 반 인 외형에서는 암수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다만 포란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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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의 경우 복부에 알을 달고 다니므로 포란 시 암컷을 찾아내는 것만 가능하 다

(Fig.1-6).포란하지 않은 암컷과 수컷은 반 인 윤곽과 형태만으로는 구분이 불

가능하여서, 미경 형질을 찰 비교한 결과 암컷과 수컷 사이에 뚜렷이 나타나

는 몇 가지 차이 을 발견하 고,그 구별 기 을 Fig.1-7,1-8,1-9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암,수컷의 구별 형질은 3가지이었다.첫째,배지느러미에

박이 무늬가 암수 모두 나타나는데 암컷의 경우는 박이 무늬의 크기도 작고,무

늬가 분포하는 치가 지느러미의 가장 바깥쪽에만 분포하고 있었다(Fig.1-7).그

러나,수컷의 경우는 박이 무늬의 크기도 암컷보다 크며,지느러미 반에 걸쳐

분포하 으며,지느러미살 주변에는 보다 더 큰 반 이 찰되었다.둘째,지느러미

가장자리 부분의 모양이 암수가 서로 달랐는데,암컷의 경우 지느러미 가장자리의

굴곡이 완만하고 지느러미살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으나,수컷의 경우 지느러미살

이 가징자리 부분을 뚫고 나오며 지느러미살의 끝 부분이 매우 뾰족하 다(Fig.

1-8).셋째,지느러미살의 분지 모양에서도 암수의 차이가 발견되었다.암컷의 경우

지느러미살의 마지막 부분 근처에서 Y자 모양으로 갈라지기 시작하 으나,수컷의

경우는 지느러미살의 시작되는 부분 내지는 간 부분에서부터 이미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Fig.1-9).

Fig.1-6.EggbearingfemaleofOryzias

java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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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Patternofdotsinanalfinoffemale(left)andmale

(right)Oryziasjavanicus

Fig.1-8.Marginalendofanalfinoffemale(left)andmale(right)

Oryziasjavanicus

Fig.1-9.Rayshapeinanalfinoffemale(left)andmale(right)

Oryziasjava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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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화율 증진을 한 기법 개발

자바 송사리의 산란 단계를 조사하여 Fig.1-10에 나타내었다.일반 으로 자바송

사리의 수정란의 발생은 수정 후 10일 가량 경과한 후 거의 발생이 완료된다.그

러나,발생이 완료된 수정란이라 할지라도 외부의 조건 등에 따라서 부화하기까지

의 경과시간이 최소 2주에서 최 6주까지 달라질 수 있음을 찰하게 되었다.본

연구에서는 부화 시간을 단축시키고,부화율을 증진시키기 하여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보았는데,부화를 한 멸균 해수를 매일 교환하 을 때와 그 지 않았을

때의 부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었고,알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

보다 물속에 떠다닐 경우 부화율이 높았다.이러한 두 가지 찰 결과로부터,각

조건의 가능한 조합에서 수정란의 부화율 부화 기간을 측정하 다(Fig.1-11,

1-12).물 교환도 하지 않고 배양기를 회 시키지 않았을 경우의 부화율은 약

70% 후로 나타났고,이는 다른 조건에 비해 높은 부화율이다.물 교환 없이 회

만 시켰을 경우 부화율은 20% 내외로 매우 조하 는데,이는 물 교환이 없이

알이 움직이게 되면 알끼리 서로 뭉쳐서 발생과 부화에 오히려 방해가 됨을 의미

하는 결과이다.배양기를 움직이지 않고 물 교환만 하 을 경우의 최종 부화율은

약 60% 정도이었고,물 교환 회 모두 해 경우는 부화율 70% 이상으로

실험 조건 가장 높은 부화율을 보 다(Fig.1-11).최종 부화율 뿐 아니라,부

화시간도 함께 고려해 보면,물 교환 회 을 시켜 경우 15-20일 사이에

부분 부화를 해서,20일째에 부화율이 이미 70%에 도달한 반면,나머지 세 조건

에서는 20일째의 부화율이 30% 정도에 그치는 수 에 머물 다(Fig.1-12).특히,

최종 부화율이 비교 높게 나타난 물 교환 없이 움직임도 없었던 조건에서는,

부분의 부화가 일어난 시기가 25일-30일째에 집 되어 있어서 부화시기에 물 교

환 물의 움직임이 매우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본 연구의 결과

로부터,자바송사리 수정란의 부화를 한 가장 기본 인 요건으로 매일 멸균해수

로 배양액을 교환해주고,배양 용기는 지속 으로 회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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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직후 (0일째) 수정 후 1일째 수정 후 3일째

수정 후 6일째 수정 후 10일째 부화 직후

Fig.1-10.EmbryonicdevelopmentofOryziasjava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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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1.HatchingrateofOryziasjavanicusembry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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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ulative % of hatched eggs of Oryzias java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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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2.ChangeincumulativehatchingrateofOryzias

javanicusembryoatdifferentincubationconditions

라.치어의 속에 한 독성 민감도

자바송사리 치어를 6가지 속에 노출시킨 실험 결과를 Fig.1-13～18에 나타내

었다.Ag의 경우 생존율은 0.4～1ppm 범 에서 격히 변화하 고,24,48,72,96

시간 LC50값은 각각 0.69,0.58,0.41,0.41ppm이었다.Cu의 경우 생존율은 1～8

ppm의 범 에서 변화하 고,24,48,72,96시간 LC50값은 각각 6.0,3.7,3.7,2.5

ppm 이었다.Cd의 경우 24시간 동안에는 모든 농도에서 모두 생존하 으나,48시간

이후부터 8～16ppm의 농도 구간에서 사망이 일어나기 시작하 다.48,72,96시간

LC50값은 13.0,13.0,12.0ppm 이었다.Cr의 경우 생존율은 4～16ppm 범 에서 감

소하기 시작하 고,24시간 노출 후 최 농도에서의 생존율이 50% 이상이어서

LC50의 계산이 불가능하 고,48,72,96시간 LC50값은 각각 12.0,11.0,9.3ppm 이

었다.Ni의 경우 생존율은 2～32ppm의 비교 넓은 범 에서 감소를 하 고,24,

48,72,96시간 LC50값은 각각 24.0,24.0,22.0,18.7ppm 이었다.Zn의 경우 역시 생

존율은 4～32ppm의 비교 넓은 범 에서 감소를 하 고,24,48,72,96시간 LC50

값은 각각 22.0,18.7,18.7,12.0ppm 이었다.치어에 한 속의 민감도를 측정

한 결과,Ag> Cu> Cr> Cd> Zn>Ni순으로 독성이 높았고,모든 속에서 노

출시간이 길어지면서 생존율도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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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3.SurvivalofOryziasjavanicusfryexposedto

eachconcentrationofsilver(Ag)

Fig.1-14.SurvivalofOryziasjavanicusfryexposedto

eachconcentrationofcopper(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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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5.SurvivalofOryziasjavanicusfryexposedto

eachconcentrationofcadmium (Cd)

Fig.1-16.SurvivalofOryziasjavanicusfryexposedtoeach

concentrationofchromium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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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7.SurvivalofOryziasjavanicusfryexposedtoeach

concentrationofnickel(Ni)

Fig.1-18.SurvivalofOryziasjavanicusfryexposedtoeach

concentrationofzinc(Zn)

마.성어의 속에 한 독성 민감도

태어난 지 2개월 된 성어를 상으로 독성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Fig.1-19～24에

나타내었다.Ag의 경우 생존율은 0.25～1ppm 범 에서 격히 변화하 고,24,48,

72,96시간 LC50값은 각각 0.92,0.92,0.92,0.88ppm이었다.Cu의 경우 생존율은

2～8ppm의 범 에서 변화하 고,24,48,72,96시간 LC50값은 각각 12,9.3,3.7,

3.7ppm 이었다.Cd의 경우 24시간 동안에는 모든 농도에서 모두 생존하 으나,48

시간 이후부터 4～32ppm의 농도 구간에서 사망이 일어나기 시작하 다.48,72,96

시간 LC50값은 29.3,29.3,22ppm 이었다.Cr의 경우 생존율은 2～32ppm 범 에서

감소하기 시작하 고,24,48,72,96시간의 LC50값은 각각 26.0,14.7,11.0,7.3ppm

이었다.Ni의 경우 생존율은 32～64ppm의 범 에서 감소하 고,24시간 이후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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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은 모든 농도에서 변화가 없었고,24,48,72,96시간 LC50값은 모두 48.0ppm

이었다.Zn의 경우 생존율은 16～64ppm의 비교 넓은 범 에서 감소하 고,24,

48,72,96시간 LC50값은 모두 44.0ppm 이었다.성어에 한 속의 민감도를 측

정한 결과,Ag>Cu>Cr>Cd>Zn>Ni순의 독성이 나타났고,Ag,Cu,Cr,Cd는

치어와 마찬가지로 노출시간이 길어지면서 생존율도 낮아지는 결과를 보 으나,Ni

와 Zn은 노출시간이 길어져도 생존율에 변화는 없었다.

Fig.1-19.SurvivalofOryziasjavanicusadultexposedtoeach

concentrationofsilver(Ag)

Fig.1-20.SurvivalofOryziasjavanicusadultexposedtoeach

concentrationofcopper(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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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1.SurvivalofOryziasjavanicusadultexposedtoeach

concentrationofcadmium (Cd)

Fig.1-22.SurvivalofOryziasjavanicusadultexposedtoeach

concentrationofchromium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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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3.SurvivalofOryziasjavanicusadultexposedtoeach

concentrationofnickel(Ni)

Fig.1-24.SurvivalofOryziasjavanicusadultexposedtoeach

concentrationofzinc(Zn)

바.치어와 성어의 민감도 비교

Fig.1-25는 자바송사리 치어와 성어를 상으로 6가지 속에 한 민감도 실험

한 결과를 비교하는 그림이다.Ag의 경우 LC50값은 치어가 성어보다 훨씬 낮아서

더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Cu의 경우는 48시간까지는 치어가 성어보다 더 민

감하지만 시간이 더 길어지면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Cd의 경우 치어가 성어보다

LC50값이 반 으로 더 낮게 나타났으나,Cr의 경우는 치어와 성어의 민감도가 거

의 유사하 다.Ni와 Zn의 경우도 Ag와 Cd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어가 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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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훨씬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바송사리는 체

으로 치어시기가 성어시기보다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향후 생태독성 시

험을 실시할 때 성어보다는 치어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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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psed time in fresh wat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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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6.SurvivalrateofOryziasjavanicusadultexposedtofresh

water

사. 생물 검정법 개발을 한 염분내성실험

자바송사리를 담수에 순치하는 방법에 하여 최 조건을 정립하기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염분내성에 한 실험을 실시하 다.먼 세 가지 실험구로 나 어 담수

에서의 생존율을 조사하 다.Group2(g2)는 해수에 순치시킨 후 염분농도 17.5‰

의 기수를 48시간동안 한번 거쳐 담수로 옮긴 실험구로서 생존율은 100%로 가장

높았다.해수에서 곧바로 담수로 옮긴 실험구의 생존율도 70%를 보 다.그러나 여

러 단계의 염분농도를 거친 group3(g3)은 담수로 옮긴 8일째 이후 부분의 개체

가 사망하 다(Fig.1-26).

자바송사리를 0‰,4‰,8‰,16‰,24‰,33‰의 다양한 염분농도구간에서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0‰을 제외한 모든 실험구에서 90% 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보 다.0‰

에서는 순치한지 3일후부터 15일까지 42%로 생존율이 차 감소한 후 생존율이 유

지되었다(Fig.1-27).

한 다양한 염분농도 구간에서 성비를 일정하게 구별하여 나 뒤 포란율을 조사

한 결과는 Fig.1-28과 같았다.4‰ 과 8‰의 염분농도 실험구에서의 포란율이 가장

높았으며,0‰에 노출된 개체가 포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에 실험구별로

포란율의 변화를 보 다가 이후 동안 일정 수 을 유지하 으며,33‰의 경우도 상

으로 낮은 포란율을 보 다(Fig.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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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psed time in fresh wat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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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7.SurvivalrateofOryziasjavanicusexposureto

differentsalinity

염분내성 실험기간동안 모든 염분 실험 구간의 개체간 체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

고(Fig.3-29),체장 한 0‰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구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3-30). 한 다양한 염분농도에서도 조구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은

생존율과 포란율을 보 다.앞서 3가지의 서로 다른 담수순치 방법을 용한 결과

오히려 여러 단계의 순치과정을 거친 실험구의 사망률이 높았고,곧바로 담수로 옮

긴 실험구와 17.5‰의 농도만 한차례 거친 실험구에서는 90%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보 다.이러한 결과는 염분농도에 한 스트 스로 인한 향보다는 여러 단계의

실험과정으로 인해 받는 스트 스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단되며,다양한 염분

농도에서 강한 생존력을 가지는 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8‰,4‰에서 사육

한 개체에서 최고로 포란율이 높게 나타나 염분스트 스가 일종의 자극으로 작

용한 것으로 생각되나,일반 인 염분농도에서보다 높게 나타난 원인에 하여 생

리학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본 종을 다양한 염분농도 구간에서

사육한 결과 한 체장과 체 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이 나타나 염성의 특징

을 최 한 활용한 시험어종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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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psed time in water (day)

0 5 10 15 20 25 30 35 40

E
g

g
 i
n
c
u
b

a
tio

n
 

0

10

20

30

40

0% 

4% 
8% 

16% 
24% 
33% 

Fig.1-28.HatchingrateofOryziasjavanicusembryoat

differentsal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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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9.ChangeofbodyweighinOryziasjavanicusac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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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험어종 용 합여부 분석

속 노출이후 자바송사리의 유 자 발 민감도를 확인하기 하여 문헌을 정

리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Fig.1-31로 정리하 다.Cd와 Ag에 노출 되었을 때

어종별 민감도(EC50)를 비교한 결과 Cd의 민감도는 자바송사리< mummichog<

sheepsheadminnow< Japanesemedaka의 순으로 보여 자바송사리가 가장 낮은

민감도를 보 으며,Ag에 노출된 후 민감도를 비교한 결과 Japanesemedaka<

sheepsheadminnow< mummichog< 자바송사리의 순으로 나타나 자바송사리의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 다. 한 OECD가이드라인의 합성을 비교하

을 때 Table2-2와 같이 연 이용가능성과 유지의 이용성,시험의 편이성은 시

험어종으로서 매우 합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노출한 후 생물의 해성여부를 평

가하기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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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1.Comparisonofsensitivitytometalsamongtestfishspecies

Table2-2ComparisonOryziasjavanicuswithOECDstandardtest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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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생체 지표개발 용

1.서론

가.연구의 필요성

외인성 오염물질로 인한 생체내 스트 스 반응은 생태계내의 수 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일반 으로 용되고 있는 개체 군집 수 에서의 향

평가기법은 생물의 생존과 한 연 성을 가지고 있어 향(effect)여부가 명확

한 장 이 있는 반면 오염에 한 반응을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라 더욱 특이 이고 민감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system)의 필요성은 꾸 하게 제기되어 왔고,생리 화학 산물의 비정상

인 증가나 감소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생체지표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BucheliandFent,1995,Sánchezetal.,2006;Broegetal.,2005).생체지표는

인 인 환경요인에 의해 유도되는 생화학,분자생물학 는 생리학 반응을 특

이 으로 반 하며(Peakall,1994),개체 집단 뿐 만 아니라 생태계에서의 생물학

향과도 하게 연 되어 있어(McCartyandMunkittrick,1996),개체 는

군집수 에서의 반응을 보다 민감하고 조기에 생물학 향을 감지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생체지표를 이용하여 해양 환경의 건강도 오염여부를

진단하는 것은 개개의 생체지표의 생리학 기작을 이해하고 복잡한 생리학 의미

를 해석해야 하는 노력과 문성이 요구된다.

성장 는 생식 등에 연 된 분자·생화학 수 의 특이 이고 민감한 평가는

재 군집 수 에서는 인지할 수 없지만,향후 생태계 먹이망의 상 단계에까지 향

이 증폭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향(과거에 진행되었거나 재 진행 인)까지

도 평가할 수 있는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Cairnsetal.,1993).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하여 특이 인 유해물질의 노출에 따른 스트 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래의 생체

지표들의 측정기법을 구축하 고 이들의 활용여부를 진단하고자 하 다.

나.독성 평가를 한 시험생물의 진단기법 구축

(1)해독 효소계 진단 생체지표

해양 환경 분해가 느리고 생체축 률이 높아 지속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pollutants)로 명명되고 있는 PAH,Dioxin,PCB등은 매우 독성이 높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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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물질로 분류되고 있다.이들 화합물이 생체 내에 유입되었을 때 발 되는 표

인 해독효소계로서 cytochromeP450(CYP450)는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여부를 조기

에 진단할 수 있는 요한 생물학 추 자로 이용되고 있다 (Arukweetal.,1997;

Vaccaroetal.,2005).특히,어류가 유해 화합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때 CYP1A의

유도는 aromatichydrocarbonereceptorcomplex의 핵으로의 운반과 이에 따른 Ah

battery의 유 자 활성화 정도에 따라 반응이 증폭되어진다.이때 일어난 유 자 수

에서의 지표 측정은 다른 생리 화학 지표들과 비교하여 미세한 자극에도 민감

하게 발 되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장시간 체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

사과정에 의해 분해되므로 반감기에 도달하기 이 에 측정해야하는 단 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생성되는 단백질 지표의 경우 발 유도는 유

자 보다 느리지만,분해로부터 안정하여,이들의 발 변화를 안정 으로 을 측정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소계의 유 자와 단백

질 발 그리고 최종 산물인 EROD(ethoxyresorufinO-deethylase)효소 활성을 함

께 측정할 수 있는 표 시험법을 구축하고자 하 다. 한 해독효소계에 특이 으

로 향을 미치는 PAHs Benzo(a)pyrene을 시험물질로 노출시켜 노출시간 경과

에 따른 효소 유 자 발 의 변동을 조사하여 표 시험법 용시 해독효소계 반

응 특이 인 화합물을 추 하고자 하 다.

(2)신경 달계 진단 생체지표

생물의 신경 달계에 하여는 Cholinesterase(ChE)효소는 생물체내 잉여의 아세

틸콜린을 가수분해 시키는 효소로서 카바메이트나 유기인계 농약류등의 화학 오

염에 하여 비교 빠르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 최근 효소학 생체지표로 활용도

가 매우 높다.어류의 ChE에 한 연구는 지 까지 꾸 하게 진행되어왔으며,Fig.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해산어에서는 ChE의 99%는 AChE에 의해 신경 달

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주요 신경독성에 반응하는 뇌의 주요 효소로 알

려져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바 송사리의 두부

ChE의 해 유도 기작을 활용하여 유기인계 농약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체

지표로서 이를 구축하고자 하 다.먼 생체내 신경 달계의 해성 여부를 생화

학 으로 진단하기 하여 생체 내 효소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구축하

다.일반 으로 체내 주요 효소로는 Acetylcholinesterases(AChE)와 pseudo-

는 butyryl-cholinesterases(BChE)으로 나 수 있으며,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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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이 요구된다(Sturm etal.,2000).구축된 측정법의 특이성을 검증하기 하여

Acetylthiocholine과 Butyrylthiocholine을 각각 선택 으로 억제하는 진단시약인

(1,5,bis-(4-allyldimethylammoniumphenyl) pentan-3-one dibromide [BW284C51]

와 tetraisopropylpyrophosphoramide[iso-OMPA]를 각각 처리하여 억제여부를 확

인하 다. 한 두 종류의 효소계를 모두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alkaloideserine

을 처리하여 추출된 효소의 순수성을 확인하 고 본 측정계가 ChE활성에 특이

인 측정계임을 검증하고자 하 다.

(3)유기인계 농약 노출로 인한 신경 달계 독성 향

유기인계 농약등은 ChE의 수용체 부 와 결합하여 활성의 해를 래하고 신경

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가수분해를 억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지 까지 어류를

비롯하여 갑각류나 이매패류에서도 다양한 ChE의 활성 해 향 등이 보고(Galgani

etal.,1992)된 바 있으며,농약류나 살충제 뿐 아니라 일부 속등으로 인한

해 효과도 보고된 바 있다(Sturm etal.,1999).

Iprobenfos(IBP),Iso-OMPA.Diazinon과 Chlorpyrifos는 아시아 지역이나 국내수계

에서 검출되는 주요 유기인계 농약류로 알려져 있으나(Lietal.,2004;Yuetal.,

2001)이에 한 수생생물의 독성 향은 매우 제한 으로 알려져 있다.비록 이들

유기인계농약류는 잔류성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사용기간(농번기 등)에

량으로 하천 등을 통하여 연안으로 유입되는 특징이 있어 연안에 서식하는 생물에

한 독성 향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따라서 앞서 구축된 아세틸콜린

활성 측정법을 활용하여 국내 연안에 잔류하는 4가지 유기인계 농약류

[Iprobenfos(IBP),Iso-OMPA.Diazinon,Chlorpyrifos]가 자바송사리의 신경 달계

미치는 향을 측정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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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ummary of muscle acetyl- and butyryl-

cholinesterasesactivitytowardsacetyl-andbutyrylthiocholine(Junget

al.,2006)

(4)생식내분비계 진단 생체지표(Vitellogenin;VTG)

VTG는 일반 으로 난생 척추동물로서 암컷의 간에서 estradiol-17b(E2)에 의해 합

성되어지는 glycolipophosphoprotein이다(Wallace, 1985). 정상 인 어류에서는

estradiol-17β에 의해 간세포에서 유도되며,생합성된 VTG는 으로 분비되어

류를 따라 수송되고 배 발생이 진행되는 동안 요한 양물질로 이용된다 (Byrene

etal.,1989).그러나 오염된 지역에 서식하는 수컷어류에서 외인성 유사 에스트로

겐(estrogen)에 의해 VTG가 비정상 으로 유도되고,정소의 발달이 해되거나

(JoblingandSumpter,1996),과잉으로 유도된 후 신장장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

는 가 보고되면서(NimrodandBenson,1996),생식에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의

향여부를 진단하는 요한 생체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Nonylphenol은 nonylphenolpolyethoxylates의 분해산물로 이들 물질은 세제,페인

트 는 비이온계면활성제의 생산 사용등을 통해 공단지역이나 주거지역 인근의

하구 는 연안환경에 유출된다. 세계 으로 해양환경 에서 ppb수 으로 존

재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BlackburnandWaldock,1995),이성체의 형태로 수 에

존재하고 지속성 생물농축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nonylphenol은 곁가지

사슬의 분해 과정을 통해 생체 내에서 자성호르몬의 활성능력을 모방하여 수컷에서

VTG합성을 유도하거나 성 분화 는 생식능력을 하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어 수

생생물의 생식내분비계에 미치는 해 향여부와 기작에 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다(SumterandJobling,1995;KorsgaardandPetersen,1998;Jung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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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특히,난생어류는 다른 생물과 비교하여 생식주기가 짧고,동일한 조건에서

다량의 개체에 한 실험이 용이하며,비교 생리 화학 정보가 풍부하여

nonylphenol과 같이 내분비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에 합하므로 체내 VTG

발 을 정량하기 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Christopheretal.,2002;

Jungetal.,2006).

본 연구에서는 자바송사리를 이용한 유사 에스트로젠 독성 향평가기법을 구축하

기 하여 VTGmRNA 발 여부를 정량할 수 있는 특이 인 DNA 단편을 클로닝

하여 northernblot으로 정량기법을 확인하 으며,자바송사리의 난황단백질에 한

다클론 항제를 제작하여 면역효소학 방법으로 VTG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을 구축하고자 하 다. 한,연안환경 표 인 생식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4-nonylphenol에 노출된 자바송사리의 향을 측정하고,그 타당성

을 조사하고자 하 다.

2.재료 방법

가.해독효소계 활성 측정 시스템 구축

(1)미크로좀의 제조

어류에서 출된 후 속 동결된 간장 조직을 얼음 에서 glasshomogenizer로 신

속하게 균질화 시키고,균질액은 원심분리(HanilCo.;10,000×g,20분)한 다음 상등

액을 다시 원심분리(HitachiCo.;100,000×g,60분)하여 침 물을 앞의 phosphate

완충용액으로 탁하여 간장 미크로좀을 만들었다(Addisonetal.,1994).제작된 미

크로좀은 사용 시까지 -80℃에서 보 한 후 측정하 다.

(2)EROD (ethoxyresorufinO-deethylase)의 활성측정

EROD 측정방법은 AddisonandPayne(1986)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96

well-마이크로 이트에 0.1M 인산완충용액,PMS,NADPH(Sigma)를 순차 으

로 분주한 후 측정 직 에 100 μM의 ethoxyresorufin(Sigma)를 첨가하 다.

EROD의 활성은 fluorescenceplatereader로 excitation544nm와 emission590nm

에서 측정하 고 각각의 시료마다 3회 반복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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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YP1A 단백질 발 의 측정

CYP1A의 단백질발 의 측정은 westernblotting의 방법을 이용하 다. Linetal

(1998)에서 소개된 22개의 amino-acidoligopeptide를 면역시켜 만든 다 클론 항체

를 직 공여받아 본 실험을 수행하 다.먼 간장조직으로부터 제작된 미크로좀

을 8% Sodium dodecylsulfate-polyacrylamidegel 기 동(SDS-PAGE)하 고,

기 동상에서 분자량 측정을 한 표 단백질은 myosin(200kDa),E.coliβ

-galactosidase(116kDa),rabbitmusclephosphorylaseb(97kDa),bovineserum

albumin(66kDa),와 heneggwhiteovalbumin(43kDa)이 사용되었다. 기 동

상에서 분리된 미크로좀 단백질을 50mM Tris,192mM glycine(pH 8.0),20%

methanol로 만든 완충용액을 사용하여 PVDF membrane에 50volt의 류로 5

시간동안 단백질을 이시켰다.Nitrocellulose막의 비 특이 인 결합을 막기 하

여 TBST(10mM Tris-HCl(pH 8.0),100mM NaCl,0.05% Tween20)완충액에

2% bovineserum albumin을 첨가하여 1시간 blocking시켰고. 1차 항체를 2,000배

희석하여 37℃에서 2시간 반응시켰고,2차 항체(biotinconjugatedanti-mouseIgG,

SIGMA)는 10,000배 희석하여 30분간 배양하 다.발색을 하여 avidin-biotin

complex로 30분간 반응시킨 후 DAB(3,3'-diaminobenzidine)용액으로 염색시켰다.

발색 후 membrane은 “TotalLab"Phoretixversion1.11(NonlinearDynamicsLtd.)

에 발색정도를 scan하여 pixel값으로 비교 하 다.

(4)CYP1A 유 자 발 의 측정

(가)CYP1A유 자 발 유도

한구해양연구원 사육실에서 사육 인 만 2년생 이상의 수컷들을 분리하여

b-napthoflavone(b-NF)을 100ug/L의 농도로 처리하여 간장 해독효소계 CYP1A

mRNA 발 을 유도하 다.노출 6일 이후 복강을 개하여 간조직을 분리하 고,

액체질소로 속 냉동시킨 후 분석 시 까지 -80에 보 하 다.

(나)TotalmRNA추출과 poly(A)+mRNA정제

b-NF에 처리된 수컷의 간에 guanidinethiocyanate(GTC)액을 첨가 후 마쇄하여

totalRNA를 추출 하 고(Sambrooketal.,1989),33,000rpm,16시간 동안 원심

분리기로 RNA층을 분리한 후,mRNA purification kit(Pharmacia)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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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를 분리하 다.

(다)cDNAlibrary구축

cDNA library는 MarathoncDNA AmplificationKit(Clontech)를 사용하여 Jung(et

al.,2006)등의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라)PCRprimer제작 유 자 증폭

Adaptor-ligateddscDNA library를 주형으로 NCBIdatabase에서 다른 경골어류

의 염기서열 정보를 기 로 하여 CYP1A primer를 설계하 다.PCR 증폭은

Perkin-ElmerGeneAmpPCRSystem 2400을 사용하여 94℃에서 5 ,56℃에서 40

,72℃에서 2분,32cycle조건에서 증폭하 다.

(마)Ligation

PCR로 증폭된 DNA는 기 동으로 확인한 후 gelpurificationkit(NucleoGen)를

이용하여 gel로부터 추출한 뒤,TOPO TA cloning kit(Invitrogen)를 사용하여

pCR2.1-TOPO vector와 saltsolution을 첨가하여 37℃에서 5～10분간 ligation시

켰다.

(바)형질 환

Ligation된 DNA(약 0.5-1.0㎍)와 competentcell(DH5α,약 100㎕)을 혼합하여 얼

음에서 30분간 방치한 다음 42℃에서 2분간 heatshock처리하 다.Heatshock

후 얼음에 2분간 두고,SOC배지를 500㎕ 첨가하여 37℃에서 1시간동안 정치 배

양한 후 50㎍/ml의 ampicillin과 0.1μM IPTG,40㎍/㎖의 X-Gel이 포함된 LB

agar배지에 도말하여 37℃에서 18시간 배양함으로서 흰색 colony의 형질 환 균주

를 선별하 다.

(사)Agarosegel 기 동

DNA의 분리 확인은 agarosegel 기 동으로 하 다. 기 동은 수평형 기

동조에서 행하 으며, 동용 gel은 1% agarose농도로 제작하여 사용하 다.

동용 완충액은 TAE 완충액(40 mM Tris-acetate,1mM EDTA,0.5 ㎍/mL

ethidium bromide,pH 8.0)를 사용하 으며, 기 동 후 UV 하에서 DNA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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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을 촬 하 다.DNA의 염기수의 측정을 한 표 marker는 øX174-Hinc

IIdigest(1,057,770,612,495,392,345,341,335,297,291,210,162,79bp)

(Takara)를 사용하 다.

(아)유 자 발 량 분석

CYP1A mRNA 발 랑을 정량하기 하여 northernblot용 probe를 제작하여,간장

시료로부터 추출된 totalRNA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Northernblotting분석을 하

다.TotalRNA를 추출하기 하여 드라이아이스 에서 약 0.1g간 시료가 담

긴 튜 에 0.5mL의 isogen을 넣어서 약 30 간 마쇄하여,0.1mL chloroform을

첨가한 후 원심분리(4℃,15Krpm,15분)하여 RNA를 분리하 다.분리된 RNA 층

에 동량의 isopropanol을 첨가하여 원심분리(20℃,15000rpm,15분)하 다.RNA

침 을 확인한 후,isopropanol을 천천히 버리고 75% 에탄올 1mL로 NaCl을 제거

하 고,침 된 RNA는 상온에서 10분 정도 건조하여 멸균수에 녹여 totalRNA양

을 측정하 다. 기 동은 10×MOPS,formamide가 첨가된 0.9% agarosegel을 제

조하여 RNA 용 기 동장치에서 totalRNA 10-20㎍를 loadingdye와 섞어

loading후 1×MOPS을 이용하여 70mA의 류를 흘려 RNA를 분리하 다.

TotalRNA는 1×MOPS와 formamide를 첨가하여 65℃에서 15min변성한 후 사

용하 고, 기 동이 끝난 후 EtBr염색액으로 30분간 염색하여 UV하에서 18s,

28srRNA의 치를 확인한 후 촬 하 다.

기 동이 끝난 후 blotting용기에 유리 을 걸쳐놓고 여과지 3장을 올려놓은 후

용기에 20×SSC를 첨가하여 여과지 에 gel을 올리고 nylonmembrane의 기포를

제거한 후 킴 타월을 두껍게 여과지 에 덮어 유리 을 놓고 16시간 동안 1kg무게

로 고정시켜 RNA를 이 시켰다.Nylonmembrane으로 이된 RNA를 고정하기

하여 80℃로 20분간 열처리한 후 세정하 다.RNA가 이된 nylonmembrane은

hybri-bag에 옮긴 후 25mL의 hybridizationsolution(2×SSC,2% formamide,1×

Denhalt solution, 1.5% SDS, 1% blocking regent)을 첨가하여 45℃에서

pre-hybridization시켰다. CYP1A mRNA를 특이 으로 정량하기 한 probe는

3'-race서열 320bp의 특이 DNA 단편을 정하여 추출하여 사용하 고,표

유 자로는 500bp자바송사리의 β-actin 단편을 정하여 Random primerDNA

labelingkit(Takara)를 사용하여 제작하 다.제작된 probe는 사용 까지 -20℃에

보 하 다. 비된 probe는 100℃에서 변성시킨 후 pre-hybridization 된



-41-

membrane에 첨가하여 42℃의 hybri-oven에서 16시간동안 반응시켰다.Hybridization

된 membrane을 2×SSC,1×SSC(containing0.5% SDS)로 세정 후 mRNA 발 은

IP(imageplate)에 2시간 노출시킨 후 BAS2000Bio-ImageAnalyzer(Fuji)로 측정

하 다.

나.Benzo(a)pyrene 성 반복노출에 의한 해독효소계 민감도조사

(1)실험어

본 연구에 사용된 자바송사리는 해양연구원 생물 사육실에서 2년간 사육 인 친어

를 사용하 다.유 형태와 외 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개체를 선별하여 실험

수조에 분리하 으며,노출실험 기간 동안은 식한 상태로,온도 25℃,염분 32

PSU, 주기 12:12(L:D)의 동일한 조건을 유지시켰다.

(2)노출실험

조구와 Benzo(a)pyrene(BaP)처리구와 조구를 4개의 수조로 나 었으며 실험

어는 각각 60마리씩 수컷개체로만 분류하 다.실험기간동안 먹이는 공 하지 않았

으며 각각의 실험구에 공 된 물은 48시간마다 환수하 다.

1차 실험:노출 실험구는 50ug/L의 BaP를 72시간 동안 노출 시킨 후 깨끗한 해수

로 옮겨 시간 경과에 따른 생체 지표의 변화를 조사 하 다.노출시킨 후 1일,4일,

8일 그리고 16일 경과 후 각각 샘 링하여 노출된 개체들의 CYP1A발 은 측정하 다.

2차 실험:1차 실험에서 BaP노출된 개체들을 7일간 순치시킨 후 50ug/L의 동일

한 농도로 재 노출시켰다.실험구마다 동일하게 48시간 마다 환수하여 최 의 조

건을 유지하 으며 노출시킨 지 1일,4일,8일 그리고 15일 경과 후 자바송사리의

간장조직을 취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된 CYP1A발 변화를 측정하 다.

다.AChE활성 측정법 구축 농약류 노출에 의한 독성 향측정

(1)AChE활성측정법

본 연구에서 AChE의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두부와 근

육 0.3g을 얼음 에서 0.1M 인산완충액(pH 7.6)5mL을 첨가하여 균질화 시킨

후 10,000 g에서 원심하여 상층을 분리하 다.분리된 PMS(post-mitocond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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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atant)로 AChE의 활성의 측정은 Ellman(1961)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다.

흡 도 측정 직 에 기질 시약인 0.1 M acetylthiocholine를 각각 첨가하여

Microplatereader를 이용하여 405nm에서 흡 도의 변화를 5분 간격으로 20분 동

안 측정하여 활성의 변화를 측정하 다.한번 실험할 때 각각의 시료는 3회 반복

측정하 고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 다.

(2)진단시약을 이용한 자바송사리 생체내 ChE측정기법 평가기법 구축

실험어의 두부와 근육 PMS를 0.1M 인산완충액을 첨가하여 얼음 에서 마쇄하여

균질액으로 만들었고,4℃에서 20분간 10,000g로 원심 분리하여 상층만 분리하

다.분리된 상층은 96 well plate에 분주한 후,에탄올로 희석된 Eserine,

BW284C51,lso-OMPA,를 각각 5ul씩 분주하여 25℃에서 배양하 다.각각의

실험구에 기질과 DTNB를 첨가하여 효소와 기질반응이 최 반응에 도달할 때까지

5분 간격으로 405nm에서 microplatereader로 활성변화를 측정하 다.

(3)유기인계 농약 노출로 인한 신경 달계 독성 향측정

조구 실험어의 두부 PMS를 96 wellplate에 분주한 후,DMSO로 희석된

Iprobenfos(IBP),Iso-OMPA.Diazinon과 Chlorpyrifos(Chem Service)를 각각 5ul씩

분주하여 25℃에서 배양하 다.각각의 실험구에 기질과 DTNB를 첨가하여 효

소와 기질반응이 최 반응에 도달할 때까지 5분 간격으로 405nm에서 microplate

reader로 활성변화를 측정하 고 해경향에 하여 LineweaverBurk작도에 의해

경쟁 해 향인지 비경쟁 해 향인지에 하여 분석하 다.

라.단백질 정량

단백질 함량은 BSA(표 청알부민)을 사용한 BCA 단백질 정량 kit(Pierce

Chemicals)로 측정하 다.96well마이크로 이트에 시료 20μl와 증류수와 200

μl의 BCA kit발색액을 첨가한 후 37℃에서 30분간 배양한 후,98well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50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표 검량선에 의하여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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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생체내 VTG발 진단법 개발

(1)실험어와 E2처리

내분비계장애물질에 한 생물학 추 자로써 자바송사리의 VTG를 분리 정제하

기 하여 한구해양연구원 사육실에 사육 인 만 2년생 이상의 수컷들을 분리하여

2㎎/L의 농도가 되도록 E2를 DMSO에 녹여 5일간 해수에 노출시켰다.미부의 척

추 하 동맥으로부터 헤 린 처리된 모세 을 사용하여 채 하 고,채 된 액

은 4℃,10,000×g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 다.분리된 청은 VTG분리용 재료로

-80℃에 보 하 다.

(2) cDNAlibrary구축

E2처리된 수컷 간 조직을 분리하여 guanidinethiocyanate(GTC)액을 첨가 후 마

쇄하여 totalRNA를 추출 하 고(Sambrook et al.,1989),cDNA library는

MarathoncDNA AmplificationKit(ClontechCo.)를 사용하여 Jung(etal.,2006)의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3)PCRprimer제작 유 자 증폭

Adaptor-ligated ds cDNA library는 adaptor primer 5'-CCATCCTAA-

TACGACTCACTATAGGGC-3'와 gene specific primer(GSP) 5'-AAAGG-

AAAGTGTGGACTCTGTGGAAAGG-3'를 이용하여 3'-racePCR을 하 다.GSP

은 이미 밝 진 다른 종의 VTG sequence를 비교하여 보존되는 아미노산 서열을

기본으로 설계되었다.PCR증폭은 Perkin-ElmerGeneAmpPCRSystem 2400을 사

용하여 94℃에서 5 ,55℃에서 30 ,68℃에서 2분,32cycle조건에서 증폭하 다.

(4)Ligation 형질 환

앞서 기술한 CYP1A 유 자 발 분석방법(4),아 에서와 동일하게 진행하 다.

(5)유 자 발 량 분석

VTG mRNA를 조사하기 하여 northernblot용 probe를 제작하 고,간장 시료

로부터 추출된 totalRNA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northernblotting분석을 하 으며

앞서 기술한 CYP1A 유 자 발 분석방법(가,4,아)과 동일하게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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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4-Nonylphenol에 노출된 자바송사리의 vitellogenin발 측정

(1)실험어

실험어는 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생물 사육실에서 2년간 사육 인 친어를 사용하

다.유 형태와 외 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개체를 선별하여 실험수조에 분리

하 으며,앞서 모든 노출실험 기간 동안은 식한 상태로,온도 25℃,염분 32

PSU, 주기 12:12(L:D)의 동일한 조건을 유지시켰다.

(2)노출실험

각각의 실험구는 조구와 4-nonylphenol(4-NP)처리구를 포함하여 총 2개의 실험

구를 4개의 수조로 나 었으며 실험어는 각각 30마리씩 수컷개체로만 분류하 다.

실험기간동안 먹이는 공 하지 않았으며 각각의 실험구에 공 된 물은 48시간마다

환수하여 재 노출시켰다.4-NP는 FlukaChemicalBiochemika(Buchs)에서 구매하

여 사용하 다.50ug/L의 농도로 4-NP에 노출시킨 지 0일,2일과 7일 후 자바송

사리의 VTG발 여부를 평가하여 구축된 시스템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3.결과 고찰

가.Benzo(a)pyrene 성 반복노출에 의한 해독효소계 민감도조사

(1)cDAN 라이 러리 구축과 특이 인 CYP1A probe결정

b-NF처리된 자바송사리의 간장 조직에서 추출된 mRNA를 역 사하여 cDNA 라

이 러리를 구축하 고 NCBIDNA database를 이용하여 제작된 특이 인 primer

를 이용하여 420bases의 CYP1A 염기서열을 밝혔다(Fig.2-2).본 연구에서 밝

진 자바송사리 기원의 CYP1A단편은 다른 경골어류와도 높은 상동성을 보 다.

담수송사리인 Oryziaslatipes의 CYP1A와 90%의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 으며,

Lizaaurata와 Oncorhynchusmykiss는 각각 80% 와 75%의 높은 상동성을 보 다.

CYP1A 유 자 발 을 상 으로 비교하는 housekeeping유 자로는 540bases

의 β-actin을 클로닝 하 다(Fig.2-3).자바송사리의 β-actin유 자는 담수송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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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Oryziaslatipes와 Oncorhynchusmykiss등과 각각 99% 와 98%의 높은 상동성

을 보여 본 연구에서 밝힌 부분이 매우 보존성이 높은 서열임을 알 수 있었다.

(2)해독효소계 발 분석

Benzo(a)pyrene에 노출된 자바송사리의 간장 CYP1A mRNA의 발 은 본 연구를

통해 밝힌 특이 인 ribo-probe를 이용한 northernblotting으로 정량하 고 측정

결과는 Fig.2-4와 같았다.BaP에 노출된 자바송사리에서 CYP1A mRNA는 24시

간 경과 후부터 는 민감하게 발 되기 시작하 으며,노출 8일 이후 격히 증가

되었다.그러나 노출 실험 16일 후 측정된 CYP1A 유 자 발 은 격히 감소된

결과를 보여 체내 사과정을 통해 해독효소계 반응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되어 진

다.동일한 농도로 BaP에 72시간 동안 재 노출된 2차 실험에서의 CYP1A 발 은

는 1차 실험 결과와는 차이를 보 다.72시간 노출이후 0일째부터 CYP1A mRNA

발 이 증가되기 시작하여 노출 8일째에 거의 최고치에 도달하 다. 한 일회

BaP노출된 개체에서는 8일 경과이후 CYP1A 발 이 격히 감소되었으나,BaP

에 동일 농도로 반복 노출과정을 거친 2차 실험에서는 15일 경과 후 까지도

CYP1A 유 자 발 이 유도된 결과를 보여주었다.간장 EROD 활성을 측정한 결

과는 Fig.2-5와 같았다.단 1회의 BaP에 노출된 자바 송사리는 실험 8일 경과 후

EROD 활성이 증가된 결과를 보 으나,16일 경과 후 EROD 활성은 검출되지 않

았다.그러나 BaP에 반복 노출시킨 결과 노출 된 지 1일 이후부터 EROD 활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실험 15일후 까지 EROD 활성이 높게 유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앞서 CYP1A 유 자 발 은 실험 4일 경과 후 발 이 최고로 높았으며 이

후 감소된 결과를 보 으나,EROD활성은 8일 경과 후 활성이 증가된 것을 보여

유 자 발 이 민감한 결과를 보인반면 짧은 반감기를 보 다.Kloepper-Sams과

Stegman(1994)은 F.heteroclitus에서 유도된 mRNA과 EROD 활성은 각각 다른

반감기를 보 다고 보고하고 있다.특히 일회의 노출실험으로 유도된 EROD 활성

은 120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활성이 지속된 반면 CYP1A 유 자 발 은 48시간

이후 증가되었다가 120시간 이후 비 노출구 수 으로 분해된 결과를 보 다.그러

나 이러한 결과는 단일 노출이 아닌 반복 노출 실험시에는 다른 발 패턴을 보

다.특히 1차 노출되었던 F.heteroclitus을 50mg/kg의 BaP에 반복 노출시켜

CYP1A mRNA 발 을 측정한 결과 CYP1A mRNA는 10일이 지난 이후까지도 발



-46-

이 유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즉 해독효소계는 활성 유도물질에 반복 노출되

었을 때 CYP1A유 자 발 의 반감기는 격히 변화할 수 있으며,효소활성 한

체내 높은 수 으로 활성이 유지되는 결과를 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외인 인 해독효소계 활성 유도물질이 다량 존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유입되는

해역에서 서식하는 어류의 경우 그 지 않은 어류와 비교하여 높은 수 의 해독효

소계 활성이 지속될 수 있음을 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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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AlignmentofputativeOryziasjavanicusCYP1A

sequence

Fig.2-3.AlignmentofputativeOryziasjavanicusb-actin

sequence



-48-

Sampling date(Day)

C
Y

P
1

A
 g

e
n
e

 e
x
p
re

s
si

o
n
 %

(C
Y

P
1
A

/b
-a

ct
in

)

0

10

20

30

40

50

60

0D      1D       4D        8D      16D      0D      1D       4D       8D     15D         

A fter 1st Exposure After 2nd Exposure

Fig.2-4.CYP1AmRNAexpressioninOryziasjavanicusexposed

toBaP

Sampling date(Day)

E
R

O
D

 a
ct

iv
it
y(

p
m

o
l/
m

in
/m

g
)

0

10

20

30

40

50

0D      1D       4D        8D      16D      0D      1D       4D       8D     15D         

After 1st Exposure After 2nd Exposure

Fig.2-5.ERODactivityinOryziasjavanicusexposedtoBaP



-49-

나.신경독성물질 진단 기법

Fig.2-6과 2-7에서의 결과와 같이 eserine은 자바송사리의 AChE와 BChE활성

을 모두 억제하는 선택성을 보 다.eserin을 첨가한 두부의 AChE활성은 99%억제

되었고(Fig.2-6),근육 BChE활성 한 99% 활성이 억제된 결과(Fig.2-7)를 보여

측정된 활성이 콜린 에스터라아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BW284C51를 처리하여

두부의 AChE와 근육 AChE활성을 측정한 결과 처리구 모두 99%의 AChE활성이

해된 결과를 보 다(Fig.2-9,2-9). 한 BChE활성 측정법의 특이성을 진단하기

하여 iso-OMPA를 처리한 후 근육과 두부에서 BChE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Fig.

2-10와 2-11에서와 같이 나타났다.iso-OMPA를 처리하여 두부의 BChE활성을 측

정한 결과 처리구에서 95%이상의 활성이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근육의

BChE활성을 조사하 을 때 70% 이상의 활성이 억제된 결과를 보 다.이러한

복합 인 진단시약은 통하여 두부에서는 99%의 AChE와 약 1% 의 BChE가 ACh

의 가수분해에 여하고,95%의 BChE와 5%의 AChE가 BCh의 가수분해과정에 기

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70% 의 BChE와 30%의 AChE가 근육의 BChE분해

에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BChE와 AChE가 각각 100% 선택 으로 BCh와

ACh를 가수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cross-over"억제하는 기작으로 각각의 가수분

해 과정에 연 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Jungetal.,2007). 한 본 연구결과는

두부에는 AChE, 액 는 간장조직 등에서는 BChE가 주요 기능성 효소임을 보고

하는 결과(Varòetal.,2003)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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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BW284C51 on JAM head ACh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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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iso-OMPA on JAM head BCh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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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기인계농약 (IBP, Paraoxon, Diazinon, Chlorpyrifos) 노출에

의한 신경독성물질 진단기법 확립

Invitro에서 IBP에 노출시켰을 때 두부의 AChE활성 변화를 농도별로 측정한 결

과를 Fig.2-12에 나타내었다.IBP는 두부의 AChE의 활성에 한 약한 억제 향

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Paraoxon은 매우 민감하게 AChE의 활성이 억제시켰

고 paraoxon의 EC50농도는 3.2nM로 나타났다(Fig.2-13).Jung등(2007)은 IBP

와 paraoxon에 노출된 문치가자미의 AChE 활성억제 향을 조사한 결과,IBP가

뇌 AChE활성에 해 약한 억제 향을 미친 반면,paraoxon은 8배 높은 억제 향

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한 두부의 AChE활성보다 민감한 0.4nM 농도를 첨가 하 을 때 효소 활성

이 90% 이상 억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paraoxon이 근육의 AChE활성 변화

에 민감한 활성 억제 향을 나타낸 결과를 보 다(Fig.2-14). 한 Paraoxon의 근육에

서의 AChE활성에 한 EC50는 0.4nM로 나타나 두부의 EC50보다 9배 이상 낮았다.

다른 유기인계 농약인 Chlorpyrifos와 Diazinon를 처리한 후 두부의 AChE억제

향을 측정한 결과는 Fig. 2-15와 2-16과 같이 나타났다. Chlorpyrifos와

Diazinon은 AChE활성을 약하게 억제하 으며,모두 0.1mM 과한 농도에서는

비로소 유의한 억제 향을 볼 수 있었다. 한 Chlorpyrifos와 Diazinon의 작용기

작을 Lineweaver-burkplot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Diazinon은 un-competitive

방법에 의해 해 향을 나타내고(Fig.2-17),chlorpyrifos는 Fig.2-18의 분석과 같

이 non-competitive(Mazzantietal.,2006)방법에 의해 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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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바송사리의 Vitellogenin발 진단법구축

자바송사리의 순수한 난황단백 구물질 Vitellogenin(VTG)의 진단법을 구축

하기 하여 E2처리한 자바송사리의 암컷의 egg추출물을 채취하여 ammonium

sulfate에 단백질 분획만 선택 으로 침 분리하 다.분리된 난황단백질은

ion-exchangecolumn으로 분리하여 2개의 주요 peak NaCl농도가 0.25M인 부

근의 주요 peak를 모아서 FPLC system(AKTA purifier 900,Pharmacia)에

Superdex200HR 10/30column을 연결하여 gel-filtration방법으로 분리하 다.

분리과정을 거쳐 세 개의 주요 단백질 peak를 얻을 수 있었고(Fig.2-19,20),농축

과정을 거쳐 각각의 peak를 SDS-PAGE한 결과 정제된 단백질 분자량이 120

kDa,100kDa,75kDa인 것들이 주요 난황 단백질임을 알 수 있었다.3개의 주요

단백질을 상으로 N-말단 아미노산 서열 분석을 통해,분리된 3개의 주요 단백질

이 난황단백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동정된 3개의 주요 단백질 농도가 높게

나타난 75kDa의 주요 단백질만을 추출하여 토끼에 면역시켜 항체제작에 사용하

다.조피볼락,농어의 주요 VTG 단백질의 크기는 188kDa의 단량체로 보

고되고 있으며(Mananosetal.,1994),무지개송어는 175kDa(Babin,1992).틸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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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VTG 단백질 분자량은 200kDa와 130kDa의 이량체로 알려져 있다(Ding

etal.,1989).

마.4-nonylphenol에 노출된 자바송사리의 Vitellogenin(VTG)발 검출

본 연구에서 제작된 항체의 민감도를 측정하기 하여 자바송사리에 50ppb의

4-nonylphenol(4-NP)을 7일간 노출시킨 후 노출이후 0일,2일,7일 간격으로 10마

리씩 시료를 채취하여 VTG발 여부를 진단하 다.

Fig.2-21은 4-NP에 노출된 자바송사리의 VTG 단백질 발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4-NP에 노출된 지 2일 후 VTG는 약하게 발 되었고,노출 7일

후에는 75kDa의 VTG단백질 발 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간장 VTGmRNA 발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2-22과 같이 나타났다.노

출 2일 후부터 증가한 VTG유 자발 은 단백질 발 보다 유의하게 높게 발 된

결과를 보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louriotetal.(1995)

은 무지개송어의 간세포내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NP와의 결합율을 조사하여,4-NP

는 에스트로겐 보다는 결합율이 낮지만 수용체와 직 결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실험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비록 4-NP가 E2보다 간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와의 결합율은 낮으나 미성숙한 송사리가 고농도로 성 노출된 경우에는

생체내에서 직 수용체 결합할 뿐 아니라 핵내 VTG mRNA수용체와 VTG

mRNA의 유 자의 발 으로 이어지고 증폭된 mRNA는 사되어 VTG를 합

성하여 생식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 본 연구에서 클로닝

된 특이 인 VTG유 자 단편을 활용하여 자바송사리의 간장 VTG유 자 발 량

을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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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9.PurificationofvitellinusingFPLCsystem

Fig.2-20.Identification of vitellogenin on

OryziasjavanicususingFPLC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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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1.Expressionlevelofplasmavitellogeninprotein

inOryziasjavanicusexposedto4-nonylphenol

Fig.2-22.ExpressionlevelofvitellogeninmRNAinOryzias

javanicusexposedto4-nonylph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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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분자생물지표의 개발을 한 독성 유 체 기법

용

1.연구의 필요성

해양환경은 공업화학물질, 속, 생물제재 등과 같은 다양한 오염물질에 의해

향을 받고 있다.수서생물들은 이러한 외부 물질들로부터 비 생물학 스트 스

를 받게 되고,결과 으로는 발생,생리 유 등을 포함한, 생물과정에 향

을 받게 된다.이러한 오염물질에 한 해성 평가와 인체 생태계의 건강에

한 험도의 경고를 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이다.육상,담수 연안생태계

에 한 독성오염물질의 향은 각기 독립 인 상이 아니라,연속 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 연안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에 한 연구는 다른 생태계의

생물,즉,담수 육상생태계의 생물을 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연안의 오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연안에 서식

하는 시험생물의 개발이 필요하며,더 나아가 담수 연안 수계환경 모두에 용

가능한 시험생물이 있다면,수계 독성 오염물질의 생물 해성에 한 안정 인 자

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최근,인도네시아의 말 이반도 연안에 서식하는 자바자

바송사리(Oryziasjavanicus)가 담수수계에서도 정상 으로 서식 가능한 것으로 알

려졌고(InoueandTakei,2002;2003),실험생물로서의 장 을 고르게 갖추고 있어

모든 수계의 독성평가 해성 평가에 용 가능한 새로운 시험 어종으로서의 가

능성이 측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바송사리를 상으로 다양한 독성오

염물질에 한 생물 사 변화를 감지하여,해당 생물 서식환경의 건강을 평가하

고,독성물질의 독성기 을 측할 수 있는 유 자지표를 발굴하여, 장에 용해

보고자 하 다.

가. 속 특이 metallothionein유 자의 분리 용

(1)서론



-62-

Metallothionein(MT)은 시스테인의 함유율이 높은 분자량의 속결합 단백질로

서,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에 이르는 다양한 생물들에서 보고된 바 있다(Olafsonet

al.,1988).MT는 필수 속의 항상성 조 (Brouweretal.,1989)뿐만 아니라,과도

한 속들의 해독과정(Roesijadi,1992) 항산화 방어 작용(Viarengoetal.,

1999)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MT는 차등 발 을 보임으로써,

속 노출에 한 매우 좋은 생물지표로 인식되고 있다.최근 수생 무척추동물에서의

MT에 한 자세한 리뷰논문이 출간된 바 있다(Ahmadetal.,2006).

본 연구에서는 속 오염에 한 생물지표로서 자바송사리 MT유 자의 유용함

을 검증하기 해,MT유 자를 분리,동정하고,여섯 종류의 표 인 속(Ag,

Cd,Cr,Cu,Ni, Zn)에 한 유 자 발 량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한 카드뮴 노

출에 의한 MT유 자의 차등발 에 한 생물 연령 조직 특이성을 알아보았다.

(2)재료 방법

(가)실험동물의 리, 속 노출 RNA추출

자바송사리는 여과된 자연 해수,수온 25℃에서 배양하 다. 속 노출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실험을,각각 5개체를 상으로 실시하 다.

a.6개월 이상된 성숙된 개체를 상으로 6종류의 속에 24시간 동안 노출하

다.각 속의 농도는 다음과 같다.Ag은 0.1,1,10ppb,Cd은 1,10,100ppb,Cr

은 10,100,1000ppb,Cu은 1,10,100ppbNi은 1,10,100ppb그리고 Zn는 10,

100,1000ppb의 농도로 노출시켰다.각 속의 농도는 어류 사육에 사용하는 자

연해수의 속 농도를 참고하여 결정하 다.간을 출하여 TrizolReagent

Invitogen,Carlsbad,CA,USA)를 이용하여 체 RNA를 분리,정제하 다.

b.네 가지 다른 월령(2,3,6,12개월)의 개체들을 두 농도의 Cd(10,100ppb)에 24

시간 동안 노출하 다 2,3월령인 개체들의 경우 몸 체를 상으로,6,12월령

개체의 경우에는 간으로부터 RNA을 분리,정제하 다.

c.부화 후 6개월 된 개체를 Cd(01,1,10,100,1000,10000ppb)에 24시간동안 노출

하 다.아가미,장,간, 근육을 출하여,각 조직으로부터 RNA를 추출하 다.

(나)5‘- 3’-RapidAmplificationofcDNAEnds(RACE)

SMART PCR cDNA synthesis kit(BD Biosciences)을 사용하여 first-st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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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A를 합성하 다.5‘-RACE를 해서는 oliigonucleotideprimer(5'-GTG TCG

CACGTCTTCCCT TT-3')와 SMART IV oligonucleotide(5’-AAG CAG TGG

TAT CAA CGCAGA GT-3‘;BDBiosciences)를 이용하 다.3’-RACE를 해서

는 oligonucleotideprimer5'-GCG AGT GCT CTA AGA CTG GA-3')와 CDS

III/30polymerasechain reaction primer(5‘-ATT CTA GAG GCC GAG GCG

GCC GAC ATG-d(T)30N_1N_30;BD Biosciences)가 사용되었다.유 자 증폭을

한 반응은 94℃/30 ,55℃/30s,72℃/60 의 반응을 25회 반복하 다.증폭 산

물은 1% agarosegel에서 기 동법으로 분리하 으며,확인된 DNA 단편은 gel

extractionkit(Qiagen)을 이용하여 agarosegel로부터 정제한 후,pGEM-T Easy

vector(Promega)에 삽입하여 클로닝하 다.완성된 라스미드는 장균에 삽입하

여,고형 아가배지에 도말하여,37℃에서 18시간 이상 배양하여 포지티 콜로니를

확인하 다.포지티 콜로니의 라스미드에 한 염기서열분석은 ABI3100

GeneticAnalyzer(AppliedBiosystems)로 수행되었다.

(다)NorthernBolt분석

약 10 μg의 체 RNA를 1.2% denatured agarosegel에 개하고,HybondN

nylonmembrane(Amersham Biosciences)에 블로 하 다.역 사 PCR에 의해 얻

어진 MT cDNA의 로 (339bp)를 [a-
32
P]dCTP로 표지하 다.Hybridization

washing과정을 거친 membrane은 6시간 동안 X-ray필름(Agfa)에 감 하여 상

하 다.

(라)Real-timeQuantitativePCR에 의한 mRNA정량

앞의 세가지 속 노출실험에 의해 변화될 것으로 상되는 MT유 자의 발 량

변화는 real-time quantitative PCR 분석에 의해 정량화하 다. Real-time

quantitativePCR은 384-wellplate를 이용하여,AppliedBiosystemsPrism 7900

SequenceDetectionSystem(AllpiedBiosysems)로 수행되었으며,3회 반복 실시되

었다. 조유 자로서는 세포내 골격 유 자의 일종인 β-actin을 이용하 으며,분

석에 이용된 라이머의 염기서열은 Table3-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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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Nucleotidesequence

MT Forward 5́-GCGAGTGCTCTAAGACTGGA-3́

Reverse 5́-GTGTCGCACGTCTTCCCTTT-3́

β-actin Forward 5́-GATCTGGCATCACACCTTCTACAA-3́

Reverse 5́-TACATGGCAGGGGTGTTGAAGGTC-3́

Table3-1.Real-timeQuantitativePCRprimersforMT andβ-actingeneinO.

javanicus.

(마)통계분석

모든 결과는 평균값 ±SD로 표시하 다.그룹간 비교를 해,평균값은 one-way

ANOVA에 이은 Duncan'smultiple-rangetest를 수행하 으며,통계 유의성은 p

<0.05수 에서 검증하 다.

(3)결과

(가)자바송사리 MTcDNA의 분리

자바송사리 기원의 metallothionein유 자 장을 얻기 해,5‘- 3’-RACE가

수행되었다.결과 으로 196pb 268bp의 두 cDNA 단편을 얻었는데,이 두 단

편은 말단의 일부가 복되어,openreadingframe(ORF),5‘- 3’-untranslated

region(UTR)을 구성하는 단일 유 자 서열을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NCBI

server를 이용한 검색 결과,본 유 자 염기서열은 어류를 포함한 척추동물의 MT

유 자와 높은 상동성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어,자바송사리의 MT유 자로 명명

하고(OjaMT), DDBJ/EMBL/GenBank의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 다

(Accessionno.AY906860). 체 유 자 길이는 poly(A)-tail을 제외하고,약 349

bp 으며,유추된 아미노산은 6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3-1).

(나)OjaMT발 과 속 노출

여섯 종류의 속(Ag,Cd,Cr,Cu,Ni,Zn)노출에 의한 OjaMT mRNA 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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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real-timequnantitativePCR에 의해 정량화 하 다(Fig.3-2).Ag노출 24시

간 후,0.1ppb에서는 2.6배,1ppb 10ppb에서 2.1배의 통계 으로 유의한 발

량 증가가 확인되었다.Cd노출의 경우에는 100ppb에서 2.4배의 유의한 발 량 증

가가 나타났다.Cu의 경우에는 10ppb에서 1.6배,100ppb에서 2.0배;Zn의 경우에

는 10ppb에서 1.7배,100ppb에서 2.6배,1000ppb에서 4.0배의 유의한 발 량 증가

가 확인되었다.

Fig.3-1.Nucleotideanddeducedaminoacidsequenceof

theOryziasjavanicusmetallothioneingene.Numberson

the right-hand side refer to the positions of the

nucleotidesandaminoacids.Thecompletesequenceofthe

openreadingframewasdeterminedbyRT-PCR.Cysteine

residues are printed in underlined bold and asterisk

indicates stop codon.Forward and reverse primers for

real-timequantitativePCRarein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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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OjaMT mRNA levelsinliverfollowingexposuretosixheavy

metals(Ag,Cd,Cu,Zn,Cr,andNi).TheeffectonlevelsofOjaMT

mRNA inliverafterfisheswereexposedtoeachheavymetalfor24h

wereevaluatedbyreal-timequantitativePCRandexpressedrelativeto

β-actinlevels.Eachhistogram representsthemeanfoldchangerelative

toβ-actin±SD(n=5).*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0ppbgroup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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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노출의 경우에는 10ppb에서 0.11배,100ppb에서 0.16배,1000ppb에서 0.23배

로 발 량이 감소되었으며,Ni노출의 경우에도 Cr의 경우와 비슷하게 10ppb에서

0.10배,100ppb에서 0.15배,1000ppb에서 0.41배로 발 량이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

었다

(다)Cd노출에 한 월령에 따른 OjaMT차등발

Cd노출(10ppb,100ppb)에 한 OjaMT차등발 여부를 2,4,6,12개월된 자바

송사리에서 확인하여,그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Fig.3-3).

Fig.3-3.Expression ofOjaMT in Oryzias javanicus following Cd

exposure.Fishesof2,3,6,and12monthsofagewereexposedfor24

hto10and100ppbCd.OjaMT mRNA levelswereevaluatedby

real-timequantitativePCR andexpressedrelativeto β-actin levels.

Eachhistogram representsthemeanfoldchangerelativetoβ-actin±

SD(n=5).*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0ppbgroup(p<0.05).

부화후 2개월 된 자바송사리의 경우에는 OjaMT유 자의 발 변화가 확인되지 않

았으며,3,6,12개월 된 개체에서는 Cd농도 100ppb노출에 해 OjaMT의 발

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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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Cd노출에 한 다양한 조직에서의 OjaMT차등발

OjaMT의 발 이 조직에 따라 특이성을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해서,Cd

노출(0.1,1,10,100,1000,10000ppb)후 OjaMT의 mRNA 수 을 세 종류의 조직,

즉,아가미,장, 간에서 northernblot분석으로 확인하 고,네 종류의 조직,즉,

아가미,장,간 근육에서 real-timequantitativePCR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Northerblot결과를 Fig.3-4에 나타내었다.OjaMT mRNA의 수 은 실시한 세

종류의 조직(아가미,장,간)에서 모두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3-4.Cadmium-induceddifferentialOjaMTmRNA expressionin

liver,intestine,and gillanalyzed by northern blothybridization.

RibosomalRNA (28S)isshownasareferenceforthetotalamount

ofRNA.

Cd노출에 의한 OjaMT 발 변화를 네 종류의 조직(아가미,장,간 근육)에서

정량 으로 확인하 다(Fig.3-5). 속에 노출하지 않은 조구에서,OjaMT

mRNA의 수 은 간과 장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아가미에서는 간에서의 발

량의 약 70%,근육에서는 간에서의 발 량의 약 30% 정도로의 발 량을 나타내

었다.Cd노출에 의한 OjaMT mRNA의 수 변화는 모든 조직에서 농도 의존 으

로 나타났다.발 량의 변화는 장,간,근육,그리고 아가미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4)고찰

(가) 속에 의해 유도되는 OjaMT유 자 발

다양한 속 ,Cd,Cu Zn등은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에서 MT의 발 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ngandWang(2005)은 Ag에 의한 MT의 발 유

도를 흑돔류에서 확인한 바 있고,Hg,Ni, Pb등과 같은 다른 속 역시 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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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류 어류의 MT유 자 수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Cheunget

al.,2004).

본 연구에서는 자바송사리를 6종의 표 인 속(Ag,Cd,Cr,Cu,Ni Zn)에

노출하여 MT유 자 발 의 변화를 보고자 하 다.결과 으로 자바송사리 기원의

OjaMT유 자 발 은 Ag,Cd,Cu Zn노출에 의해서는 유도되나,Cr Ni에

의해서는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3-2).

Fig.3-5.Cadmium-induceddifferentialOjaMT mRNA expressioningill,

intestine,liver,andmuscle.FisheswereexposedtoCdatsixdifferent

concentrationsfor24h.TranscriptlevelsofOjaMT wereevaluatedby

real-timequantitativePCR andareexpressedrelativeto β-actinlevels.

Eachhistogram representsthemeantranscriptlevelofOjaMT relativeto

β-actin±SD.(n=5).*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0ppbgroup(p

<0.05).

이 ,Cd,Cu Zn의 경우,1에서 100ppb사이의 농도에서 OjaMT의 발 유도

가 농도 의존 으로 나타났다.Ag의 경우에는,1과 10ppb에서 OjaMT의 발 을

농도 의존 으로 유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0.1ppb가 이미 OjaMT 유도의 역치

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Cr과 Ni에 노출되었을 경우 OjaMT의 발 은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r의 경우 10ppb,Ni의 경우 1ppb에 24시간 노출된 후,OjaMT의 mRNA 수 은

조구에 비해 1/10수 으로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두 경우 모두,이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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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농도에서 OjaMTmRNA수 은 증가되었다.

(나) 속 노출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조직에서의 OjaMT의 발 유도

Cd에 노출한 후,OjaMT유 자의 발 은 확인한 모든 조직(아가미,장,간,근육)에

서 증가되었다.장에서 가장 많이 증가되었고,간,아가미,마지막으로 근육의 순으

로 증가되었다. 속 노출 이후의 흑돔류 MT 단백질 증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LongandWang,2005).

틸라피아에서는 속에 노출하 을 때,MT의 유 자 발 이 간,아가미,콩팥의

순으로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Cheungetal.,2004),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된다.이는 속에 의한 조직 특이 MT유 자 발 유도는 노출 농도 노

출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속 노출에 의한 MT 단백질 농도의 증가는 세 종류의 담수 어류(무지개송어,

잉어,gibel잉어)에서 종 조직 특이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e

Boecketal.,2003).즉,gibel잉어의 경우,MT유 자 발 의 유도는 아가미에서만

확인되었다.자바송사리에서 아가미의 OjaMT mRNA 수 은 Cd노출시 농도 의존

으로 증가되었다. 속 노출에 의해 간의 OjaMT mRNA 수 이 증가되는 것

은 확실하며,이러한 결과는 부분의 어류에서 얻어진 결과와 잘 일치한다.결론

으로 속 지표로서 OjaMT유 자 발 량을 이용하기 해서는 장이나 간을

상 조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이를 이용할 경우,환경에 존재하는 매우 낮

은 농도의 Cd(0.1ppb이하)까지도 검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항산화 스트 스 반응 유 자 발 변화에 미치는 속의 향

(1)서론

속은 매우 흔한 수계 오염물질로써,자연 원인 공업,농업, 산업 등

과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해 수계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은

매우 높은 지속성을 갖고 있고,매우 은 양으로도 독성을 나타내며,수서 생물에

게 치명 인 산화스트 스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따라서 속은

생태독성학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고 생각된다.수계에서 속은 어류 다

른 수생 생물에 생리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ROS,ReactiveOxygenSpecies)

의 생성을 진한다.따라서 생물들은 진화과정을 통해 환경 스트 스로부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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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어하는 기 ,즉,해독계 항산화계와 같은 기 을 발달시켜왔다.이러한 해

독계 항산화계의 신호 달기 의 구성원들은 환경오염에 한 생물지표로 활용

가능하며,이러한 분자생물지표는 환경에 존재하는 낮은 농도의 독성오염물질에도

반응하므로,환경오염의 조기 경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성산소의 형성에 한 방어 기 의 일선에서 활약하는 항산화효소 유 자들을 자

바송사리에서 분리,동정하여, 속 노출에 의한 이들 유 자의 발 량 변화를 정

량 으로 분석하 다.항산화계의 구성원인 catalase(OjaCAT),cytochromeP450

(OjaCYP1A),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OjaG6PD), glutathione

peroxidase(OjaGPx),Glutathjone reductase (OjaGR),glutathione S-transferase

(OjaGST),superoxide dismutase(OjaSOD)와 세포내 스트 스 반응 유 자인

ubiquitin(OjaUB)을 상으로 하 다.본 연구는 와 같은 8종의 유 자들이

속 오염의 분자생물지표로의 활용 가능 여부를 증명하기 해 수행되었다.

(2)재료 방법

(가)실험생물, 속 노출 RNA 정제

자바송사리의 사육 유지; 속의 노출은 가-(2)-(가)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실

시하 다. 속의 종류 농도는 다음과 같다.Ag(0.1,1,10ppb),Cd(0.1,10,

1000ppb),Cr(10,100,1000ppb),Cu(1,10,100ppb),Ni(1,10,100ppb),

Zn(10,100,1000ppb).각 속에 24시간 동안 노출하 다.각 실험구에 5개체의

성숙한 수컷 자바송사리를 사용하 으며,노출 후,간을 출하 고,Trizol

reagent(Invitrogen)를 이용하여 체 RNA를 추출,정제하 다.

(나) OjaCAT,OjaCYP1A,OjaG6PD,OjaGPx,OjaGR,OjaGST,OjaSOD

OjaUB의 증폭 분리

Cd노출한 개체의 간으로부터 출한 체 RNA 2μg을 주형으로,oligo-d(T)15

primer ReverseTranscriptionSystem(Promega)를 이용하여 first-strandcDNA를

합성하 다.각 유 자의 증폭을 한 특이 primer는 Table3-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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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The information ofprimersets used for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chainreactionstoamplifythetargetgenes.

목 유 자 단편의 증폭을 한 PCR 반응은 95℃/30 ,56℃/30 ,72℃/30 를

30회 실시하 으며,본 반응에 들어가기 ,95℃/5분의 변성과정,그리고 마지막 반

응에서 72℃/7분의 신장과정을 수행하 다.증폭 산물의 정제,클로닝 과정 유

자 염기서열 분석은 가-(2)-(나)에 기술된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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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al-timequantitativePCR(qRT-PCR)법에 의한 mRNA의 정량화

여섯 종류의 속에 노출한 후,8종의 생물지표 유 자들의 발 량 변화를

qRT-PCR기법에 의해 정량화 하 다.그 방법은 가-(2)-(라)에 기술한 것과 같으

며,증폭반응에 이용된 각 유 자 특이 라이머를 Table3-3에 나타내었다.

Table 3-3.The listofreal-time quantitative PCR primers for

oxidative stress-responsive genes and Ojaβ-actin gene of O.

javanicus.

(라)통계분석

모든 자료는 평균값±표 편차(SD)로 표시하 다.그룹 평균에 해 one-way

ANOVA Duncan'smultiplerangetest를 수행하 으며, 조구와 실험구간의

two-group비교에는 Student'st-test를 실시하 다.통계 유의성은 p<0.05수

에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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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가)자바송사리 기원 8종의 생물지표 유 자 클로닝

CAT와 높은 상동성을 보이는 171bp의 cDNA 단편을 얻어 OjaCAT라 명명하고,

DDBJ/EMBL/GenBank에 등록하 다(DQ660330).CYP1A와 상동성을 나타내는 252

bp의 cDNA 단편은 OjaCYP1A라 명명하 다(DQ660328).G6PD와 높은 상동성을

보이는 136bp의 단편을 얻어 OjaG6PD라 명명하 다(DQ660331).GPx와 상동성을

보이는 205bp의 단편은 OjaGPx라 등록하 다(DQ660323).170bp의 OjaGR을 얻

었다(DQ660329).GST와 상동성을 보이는 209bp의 단편을 OjaGST라 등록하 다

(DQ660325).SOD와 높은 상동성을 보이는 304bp의 단편을 OjaSOD라 명명하고,

유 자 DB에 등록하 다(DQ660322).Ubiquitin유 자와 상동성을 보이는 328bp의

단편을 얻었으며,이를 OjaUB로 등록하 다(DQ660326).

(나) 속 노출에 의한 OjaCAT유 자 발

다섯 개체의 수컷 자바송사리를 여섯 종류의 속에 24시간동안 노출한 후,간을

출하여,OjaCAT mRNA 발 변화를 real-timequantitativePCR로 정량하 다

(Fig.3-6).

Fig.3-6.RelativeOjaCAT mRNA levelsinOryziasjavanicusinliverafter

exposuretosixheavymetals(Ag,Cd,Cu,Zn,Cr,andNi)for24h.OjaCAT

mRNA levelswereevaluatedbyreal-timequantitativePCR andexpressed

relativeto Ojaβ-actin levels.Each barrepresentsthemean fold change

relativetocontrol±S.D.⁎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0ppbgroup(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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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노출 결과,OjaCAT의 발 은 1ppb에서 20배,10ppb에서 2.5배 감소하 다.

Cd노출에 해 OjaCAT의 mRNA 발 은 0.1ppb에서 3.8배,10ppb에서 4.8배 증

가하 고,1000ppb에서는 2배 감소하 다.Cu에 노출한 결과,1ppb에서 3.7배,10

ppb에서 5.6배,100ppb에서 4.6배 증가하 다.Zn의 경우에는 10ppb에서 2.7배,

100ppb에서 4.6배,1000ppb에서 6.0배 증가하 다.Cr에 노출한 경우에는 세 농도

모두에서 OjaCAT 유 자 발 량이 감소되었는데,10ppb에서 8.3배,100ppb에서

9.1배,1000 ppb에서 7.1배 낮아졌다.Ni의 경우도 Cr의 경우와 같이 OjaCAT

mRNA의 발 량이 감소하 는데,1ppb에서 2.0배,10ppb에서 6.3배,100ppb에서

4.2배로 감소되었다.

(다) 속 노출에 의한 OjaCYP1A유 자 발

Ag,Cd,Cr,Cu,Ni,Zn등의 속에 노출되었을 경우,OjaCYP1A유 자의 발

은 게는 11.6배,많게는 152배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3-7).

Fig.3-7.RelativeOjaCYP1A mRNA levelsinOryziasjavanicusinliver

afterexposuretosixheavymetals(Ag,Cd,Cu,Zn,Cr,andNi)for24h.

OjaCYP1A mRNA levelswereevaluatedbyreal-timequantitativePCRand

expressedrelativetoOjaβ-actinlevels.Eachbarrepresentsthemeanfold

changerelativetocontrol±S.D.⁎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0ppb

group(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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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속 노출에 의한 OjaG6PD유 자 발

표 인 6종의 속에 24시간 노출한 후,간 조직의 OjaG6PD 유 자 발 변

화를 qRT-PCR로 분석한 결과,Ag,Cd,Cu, Zn노출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유 자 발 변화가 찰되었다(Fig.3-8).

Fig.3-8.RelativeOjaG6PDmRNA levelsinOryziasjavanicusinliverafter

exposure to six heavy metals(Ag,Cd,Cu,Zn,Cr,and Ni)for24 h.

OjaG6PD mRNA levelswereevaluatedbyreal-timequantitativePCR and

expressedrelativetoOjaβ-actinlevels.Eachbarrepresentsthemeanfold

changerelativetocontrol±S.D.⁎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0ppb

group(p<0.05).

Ag노출의 경우 0.1ppb의 농도에서 4.2배의 증가가 확인되었고,Cd노출군에서는

0.1ppb와 10ppb에서 각각 1.6배 1.8배 증가하 다.OjaG6PD 유 자 발 량의

변화는 Cu에 노출되었을 경우 가장 하게 변화되었는데,1ppb에서 20.1배,10

ppb에서 16.8배 증가된 반면,100ppb에서는 2.0배 증가되는데 그쳤다.Zn의 경우,

Cu노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 는데,즉,가장 낮은 노출 농도인 10ppb에서

10.1배 증가하 고,100ppb와 1000ppb에서 6.8배,4.0배와 같이 증가 폭이 어드는

것이 확인되었다.Cr의 경우에는 1000ppb에서만 1.7배의 유의한 증가가 찰되었다.

(마) 속 노출에 의한 OjaGPx유 자 발

속 노출에 의한 자바송사리 간 기원 OjaGPx유 자의 발 량 변화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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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3-9).Ag노출 후,OjaGPx유 자의 발 은 농도 의존 으로 증가되었으며

(0.1ppb:2.2배,1ppb:16.2배,10ppb:18.2배),다른 속들에 비해 그 증가 폭

이 가장 컸다.Cd의 경우,10ppb에서 1.7배,1000ppb에서 2.5배 증가하 다.Cu는

노출한 모든 농도에서 유의한 OjaGPx발 량 증가를 유도하 다(1ppb:7.6배,10

ppb:6.1배,100ppb:5.7배).Zn노출에 의해서도 OjaGPx발 의 유도가 확인되는

데,10ppb에서 4.9배,100ppb에서 6.8배,1000ppb에서 5.7배 증가됨이 찰되었다.

Cr과 Ni의 경우에는 모든 노출 농도에서 유의한 OjaGPx유 자 발 억제가 확인

되었는데,그 감소폭은 1000ppb의 Cr에서 250배,100ppbNi에서 73배에 달하 다.

(바) 속 노출에 의한 OjaGR유 자 발

표 인 6종의 속 노출에 의한 자바송사리 간 기원 OjaGR 유 자의 발 량

변화를 분석하 다(Fig.3-10).Ag에 노출되었을 경우,OjaGR유 자 발 은 농도

의존 으로 증가되었다.즉,0.1ppb에서 3.4배,1ppb에서 6.0배,10ppb에서 23.0배

로 증가가 유도되었다.Cd은 1000ppb에서만 8.7배의 증가를 유도하 고,다른 농도

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Cu의 경우,1ppb에서 22.8배,10ppb에서

16.5배,100ppb에서 4.1배의 증가가 유도되었다.Zn도 Cu의 경우에서와 같이,낮은

농도인 10ppb에서 22.8배,100ppb에서 16.7배,1000ppb에서 4.4배 증가되었다.Cr

은 10ppb에서 6.2배,10ppb에서 2.8배의 증가를 유도한 반면,1000ppb에서는 3.8

배의 발 억제를 유발하 다.Ni노출의 경우,1ppb에서 3.2배,10ppb에서 2.9배

의 mRNA수 증가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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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9.RelativeOjaGPxmRNA levelsinOryziasjavanicusinliver

afterexposuretosixheavymetals(Ag,Cd,Cu,Zn,Cr,andNi)for24

h.OjaGPxmRNA levelswereevaluatedbyreal-timequantitativePCR

andexpressedrelativetoOjaβ-actinlevels.Each barrepresentsthe

meanfoldchangerelativetocontrol±S.D.⁎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0ppbgroup(p<0.05).

Fig.3-10.RelativeOjaGRmRNA levelsinOryziasjavanicusinliver

afterexposuretosixheavymetals(Ag,Cd,Cu,Zn,Cr,andNi)for24

h.OjaGRmRNA levelswereevaluatedbyreal-timequantitativePCR

andexpressedrelativetoOjaβ-actinlevels.Eachbarrepresentsthe

mean foldchangerelativetocontrol± S.D.⁎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0ppbgroup(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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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속 노출에 의한 OjaGST유 자 발

속 노출에 의해 유도되는 OjaGST 유 자 발 변화를 qRT-PCR분석에 의해

정량화하 다.OjaGST의 유 자 발 은 노출한 모든 속에 해 증가되는 경향

을 보 다(Fig.3-11).Ag노출의 경우,0.1ppb에서 2.6배,1ppb에서 2.0배,10ppb

에서 3.1배 증가하 으며,Cd노출 0.1ppb에서 3.9배,10ppb에서 4.9배,1000ppb

에서 5.4배 증가하 다.Cu의 경우,10ppb에서 1.6배,100ppb에서 2.0배의 증가,

Zn의 경우,10ppb에서 1.7배,100ppb에서 2.6배,1000ppb에서 4.0배의 증가가 확

인되었다.Cr과 Ni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노출 농도인 1000ppb와 100ppb에서만

각각 2.2배와 2.4배의 증가가 유도되었다.

Fig.3-11.RelativeOjaGST mRNA levelsinOryziasjavanicusinliver

afterexposuretosixheavymetals(Ag,Cd,Cu,Zn,Cr,andNi)for24

h.OjaGST mRNA levelswereevaluatedbyreal-timequantitativePCR

andexpressedrelativetoOjaβ-actinlevels.Eachbarrepresentsthe

meanfoldchangerelativetocontrol±S.D.⁎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0ppbgroup(p<0.05).

(아) 속 노출에 의한 OjaSOD유 자 발

다양한 농도의 속,Ag,Cd,Cr,Cu,Ni Zn에 노출한 후,간 조직의 OjaSOD

유 자 발 변화를 정량 으로 분석하 다(Fig.3-12).Ag,Cd,An Cr에 노출

한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OjaSODmRNA 수 의 변화가 찰되었다.Ag노출한

경우,0.1ppb에서 2.1배,1ppb에서 1.8배의 증가를 유도하 고,Cd의 경우,가장 높

은 농도인 1000ppb에서 4.1배의 증가가 찰되었다.Zn노출의 경우에는 100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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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8배,1000ppb에서 4.0배의 증가가 유도되었다.Cr역시 가장 높은 노출 농

도인 1000ppb에서만 2.5배의 유 자 발 량 증가가 유도되었다.

Fig.3-12.RelativeOjaSODmRNAlevelsinOryziasjavanicusinliverafter

exposureto six heavy metals(Ag,Cd,Cu,Zn,Cr,and Ni)for24 h.

OjaSOD mRNA levelswereevaluatedbyreal-timequantitativePCR and

expressedrelativetoOjaβ-actinlevels.Eachbarrepresentsthemeanfold

changerelativetocontrol±S.D.⁎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0ppb

group(p<0.05).

(차) 속 노출에 의한 OjaUB유 자 발

OjaUBmRNA는 모든 속 노출에 해 농도 의존 발 량 증가를 나타내었다

(Fig.3-13).Ag노출의 경우,0.1ppb에서 2.9배,1ppb에서 4.0배,10ppb에서 5.1

배 증가가 유도되었고,Cd의 경우,0.1ppb에서 3.9배,10ppb에서 4.9배,1000ppb

에서 8.4배의 증가,Cu의 경우,1ppb에서 2.2배,10ppb에서 2.6배,100ppb에서 5.0

배의 증가되었다.Zn에 노출했을 경우,10ppb에서 1.7배,100ppb에서 2.6배,1000

ppb에서 9.8배 mRNA 수 이 증가되었다.Cr역시 모든 노출 농도에서 유의한 증

가를 보 는데,10ppb 100ppb에서 1.8배,1000ppb에서 2.2배 증가되었다.Ni의

경우,10ppb에서 2.2배,100ppb에서 4.1배의 증가가 유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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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RelativeOjaUB mRNA levelsin Oryziasjavanicusin

liverafterexposuretosixheavymetals(Ag,Cd,Cu,Zn,Cr,andNi)

for 24 h.OjaUB mRNA levels were evaluated by real-time

quantitativePCR andexpressedrelativetoOjaβ-actinlevels.Each

barrepresentsthemeanfoldchangerelativetocontrol± S.D.⁎

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0ppbgroup(p<0.05).

(4)고찰

Ag,Cd,Cu,Zn,Cr, Ni등, 표 인 6종의 속 노출에 한 항산화계 스

트 스 생물지표를 포함한 8종의 유 자을 상으로 사수 에서의 로 일링이

자바송사리의 간 조직에서 수행되었다.각 속들이 노출 농도는 자연해수에 존

재하는 농도의 1/2-1/30수 ,그리고 96hLC50의 1/10-1/20수 에서 결정되었다.

어류의 항산화효소 스트 스 련 유 자의 사 수 변화에 한 분석 연구

는,유 자의 발 변화가 환경 변화에 한 해당 생물의 일차 반응이기 때문에

매우 요함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이에 본 연구에

서는 항산화효소계의 거의 완 한 set인 7종의 유 자 스트 스와 련 있는 1

종 등,총 8종의 유 자들을 상으로 속 노출에 한 사 수 에서의 변화를

정량 으로 분석하여, 속 오염에 한 분자생물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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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속 노출에 한 8종의 생물지표 유 자의 차등발

Catalase(CAT)는 hydrogen peroxide의 해독과정에 주된 효소로서,hydrogen

peroxide를 물과 산소로 환하는 과정을 매 함으로써,생물을 항산화 손상으로부

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속 노출에 한 어류의 CAT 반응에 해서는 최근

까지 효소활성 변화에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Atlietal.,2006;Gravato

etal.,2006;Liuetal.,2006).Hansenetal.(2006)은 송어류를 상으로 CAT활성

변화와 mRNA 수 의 변화를 동시에 비교하 는데,두 지표간의 연 계를 발견

하지 못했다.이에 해서는 종 특이 인 CAT 항체의 제작과 도입,그리고 속

에 의한 CAT유 자의 발 조 기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본 연

구 결과에 의하면 Cd,Cu Zn에 노출했을 경우에만 CAT의 발 증가가 유도되

었고,Ag,Cr, Ni의 경우에는 CAT의 발 증가가 유도되지 않았다.이에 해

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첫째, 속들은 몇 가지 그룹으로 나

수 있고,이들은 해독과정 는 자기방어기 의 특이한 신호 달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나,둘째,Ag,Cr, Ni그룹의 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낮은 농도에서

이미 해독과정계 는 자기방어기 이 훼손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Ni의 독성은 비교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첫 번째

가정이 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Cytochrome P450(CYP1A)는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polychlorinatedbiphenyls(PCBs),살충제, 석유계 물질 등의 인간 활동 유래 독

성오염물질의 사에 응하는 효소이다.유기오염물질에 의한 CYP1A mRNA의

유도에 해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다(Schlezingeretal.,2001;Dongetal.,2002;

Williamsetal.,2003;Fisheretal.,2006).그러나 산화스트 스는 이들의 발 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고(Barkeretal.,1994), 속에 의해

CYP1A의 mRNA 발 이 억제되는 것이 어류에서 찰된 바 있다(Sheaderetal.,

2006;Sorrentinoetal.,2005).본 연구에서 OjaCYP1A의 유 자 발 은 모든

속 노출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 찰되었다.

Glucose-6-phosphatedehydrogenase(G6PD)는 활성산소의 해독을 돕는 효소로서,

nicotinamideademinedinucleotidephosphate(NADPH)의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원력을 공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어류의 속 노출과

련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다.본 연구에서 자바송사리 기원의 OjaG6PD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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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노출에 해 발 이 유도됨으로, 속 오염,특히 Cu,Zn Ag오염에

한 생물지표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Glutathioneperoxidase(GPx)는 과산화수소 형성에 한 방어기 에 기여하여,매우

효과 인 항산화 보호 역할을 수행한다. 속 노출에 한 GPx효소활성 변화에

히서는 몇몇 어류에서 보고된 바 있고(Ahmadetal.,2005,2006;Gravatoetal.,

2006;Liuetal.,2006),특히 송어류에서는 효소활성 변화와 유 자 발 변화 사이

에 상 계가 찰되기도 하 다(Hansenetal.,2006).본 연구에서 OjaGPx는 Ag,

Cd,Cu, Zn노출에 해서는 발 량이 증가되고,반 로 Cr과 Ni노출에 해서

는 발 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OjaGPx는 두 속 그룹에 해 특이 인

반응을 보임으로써,환경의 속 오염에 한 생물지표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매우 높다.

GlutathioneS-transferase(GST)는 해독과정에 요한 역할을 하며,산화 스트 스

를 유발하는 다양한 환경 오염물질에 한 세포의 민감도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

라고 알려져 있다(Hayesetal.,1995). 속 노출에 의한 GST 효소활성의 변화

(Ahmadetal.,2005,2006;Gravatoetal.,2006)에 한 연구 유 자 발 량 변

화(Sheaderetal.,2006)에 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OjaGST는 본 연구에

서 상으로 한 6종의 속 노출에 해 발 량 증가를 나타냄으로,매우 한

속 응 생물지표라고 생각된다.

Superoixdedismutase(SOD)는 항산화 효소로서,superoxideanionradical의 불활성

화를 매함으로써 산화 스트 스로부터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Cd노출에

의해 유 자의 발 이 유도되는 상이 유럽산 넙치에서 보고된 바 있다(Williamset

al.,2003;Sheaderetal.,2006).본 연구에서 OjaSOD의 유 자 발 은 Ag,Cd,Cr

Zn노출에 의해 유도되었으나,Cu Ni노출에 해서는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Ubiquitin(UB)는 세포에서 제거될 운명에 처해진 단백질에 공유결합하는 작은 단백

질이다.이러한 결합을 ubiqutination이라하며,이 신호에 의해 해당 단백질은

proteasome에 의해 분해된다(Hochstrasser,1996).환경 스트 스 하에서,다양한 효

소들은 손상을 입고 고유한 기능을 잃게 된다.이와 같이 변성된 단백질들은 세포

내에서 분해되어져야 하는데,이러한 조건하에서,ubiquitin유 자 발 이 증가되어

변성된 단백질의 제거를 진하게 된다.새우류의 경우,고온,Cd,벙커유, 디젤

유의 노출에 해서도 ubiquitin유 자의 발 이 유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Downs

etal.,2001). 연산호에서 고온 노출 유기독성오염물질 노출에 의해 ubiquitin



-84-

유 자의 발 이 유도되는 것도 보고된 바 있다(Yum,2006).

결론 으로 항산화 스트 스 반응 유 자 발 은 환경에 존재하는 수 의

속 농도에 해서도 변화된다.이러한 사 양상의 변화가 수계환경의 모니터링에

매우 유용하며,민감한 다 생물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에서 얻어

진 결과들은 속 노출에 한 자바송사리의 반응 해석에 매우 필요한 자료로 이용

될 것이다.

라.유기인계 농약 노출에 한 자바송사리의 유 자 수 에서의 반응

(1)서론

농업 생산에 의한 수계의 농약 오염은 범세계 인 문제이다.특히 유기인계 농약이

문제시 되는데,이들은 낮은 환경 잔류성 때문에 리 사용되어 왔으나,최근 연구

에 의하면 이들 유기인계 농약이 강,바다,그리고 퇴 물에서 검출되고 있다(Zulin

etal.,2002;Comorettoetal.,2007;Hiranoetal.,2007;Kumarietal.,2008). 한

민국에서 2000-2005년 사이에 사용된 평균 농업 련 화학물질의 양은 13kg/ha에

달하며 략 25,000톤이 매년 사용된 것으로 집계된다(MinistryofAgriculture&

Forestry2006).새만 에서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표층 해수를 분석한 결과 유

기인계 농약인 Iprobenfos(IBP)가 강 하구에서 높은 수 으로 검출되기도 하 었다

(Lietal.,2005).유기인계 농약은 물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이들이 수계로 이동되

는 것은 매우 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이들이 분포,축 ,그리고 분해 등

에 한 범 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Hernandez-Romero etal.,2004;

Sanchezetal.,2006;Konstantinouetal.,2006).

본 연구에서는 자바송사리를 상으로 유기인계 농약 노출에 의한 주요 항산화 효

소 유 자인 CAT,GPx,GR,GST, SOD와 G6PD,CYP1A, ubiquitin유 자

의 사 수 에서의 발 량 변화를 정량 으로 분석하 고,낮은 농도의 화학물질 오염

에 한 해양생물의 건강진단에 이들 유 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2)재료 방법

(가).실험생물,화학물질 노출 RNA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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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송사리의 사육 유지; 속의 노출은 가-(2)-(가)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실

시하 다.부화 후 12-14개월 된 성숙한 수컷 세 개체씩 각 노출군에 용하 다.

IBP(Chem Service)의 농도 별로 네 가지 실험군(1,10,1000,1000ppb)과 노출하지

않은 하나의 조군을 비하 다.노출 농도는 한민국 황해 연안에서 발견되는

농도(298-1840ng/L)와 어류에서의 96hLC50값(잉어:5.1mg/L)을 고려하여 결정

하 다.자바송사리를 IBP에 24시간 노출한 후,장,간, 근육을 출하여,각 조

직으로부터 TrizolReagent(Invitrogen,Carlsbad,CA,USA)를 이용하여 RNA를 추

출,정제하 다.

(나)Real-timequantitativePCR(qRT-PCR)법에 의한 mRNA의 정량화

세 농도의 IBP에 노출한 후,8종의 생물지표 유 자들의 발 량 변화를 qRT-PCR

기법에 의해 정량화 하 다.그 방법은 가-(2)-(라)에 기술한 것과 같으며,증폭반응

에 이용된 각 유 자 특이 라이머는 Table3-3과 같다.

(다)통계분석

모든 자료는 평균값±표 편차(SD)로 표시하 다.그룹 평균에 해 one-way

ANOVA Duncan'smultiplerangetest를 수행하 으며,통계 유의성은 p<

0.05수 에서 검증되었다.

(3)결과

(가)IBP노출에 의한 OjaCAT의 발 변화

장과 근육에서의 OjaCAT의 발 량은 IBP노출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간에서는 1ppb에서 5.5배,10ppb에서 8.5배,100ppb에서 10.5배의

발 량 증가가 확인되었다(Fig.3-14A)

(나)IBP노출에 의한 OjaCYP1A의 발 변화

IBP농도 100ppb(1.6배)와 1000ppb(2.3배)에 노출시,장에서의 OjaCYP1A 발 량

증가가 유도되었다.간의 경우,100ppb에서 1.6배,1000ppb에서 2.9배의 유 자 발

증가가 확인되었다.근육의 경우에는 1000ppb에 노출했을 때만 1.3배의 유의

인 변화가 확인되었다(Fig.3-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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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BP노출에 의한 OjaG6PD의 발 변화

자바송사리의 G6PD 유 자 발 은 장에서 1과 1000ppb에 노출시 1.4배 2.0배

의 증가가 찰되었다.간 조직에서는 1ppb를 제외한 나머지 농도에서 약 두배가

량의 발 량 증가가 확인되었다.근육에서는 1ppb노출시 발 량이 증가되었으나,

10,100 1000ppb에서는 약 3.5배가량 감소되었다(Fig.3-14C).

(라)IBP노출에 의한 OjaGPx의 발 변화

장에서 OjaGPx의 유 자 발 량은 100ppb노출시 4.0배,1000ppb노출시 6.0배로

증가되었고,간에서는 10ppb에서 8.4배,100ppb에서 8.6배,1000ppb에서 21배의

증가가 찰되었다.근육의 경우 1000ppb에서만 3.0배 증가되었다(Fig.3-14D).

(마)IBP노출에 의한 OjaGR의 발 변화

장에서 유의한 발 량 변화는 100ppb(34.0배) 1000ppb(38.0배)에서 확인되었고,

간의 경우 10ppb에서 9.0배,100ppb에서 32.0배,1000ppb에서 34.0배의 증가가

찰되었다.근육에서는 IBP노출에 의한 OjaGR유 자 발 량의 유의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Fig.3-14E)

(바)IBP노출에 의한 OjaGST의 발 변화

장에서 OjaGST의 발 량은 1ppb에서 1.4배,100ppb에서 2.1배,1000ppb에서 2.6

배 증가되었고,간에서는 모든 농도에서 유의한 발 량 증가가 확인되었다.근육의

경우에는 1000ppb노출에서만 1.6배의 증가가 찰되었다(Fig.3-14F).

(사)IBP노출에 의한 OjaSOD의 발 변화

장에서는 10 ppb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노출 농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OjaSOD 발 량 증가가 유도되었다.간에서는 모든 노출 농도에서 유의한 발 량

증가가 확인되었고,근육의 경우,1ppb에서 1.4배,10ppb에서 1.3배,1000ppb에서

1.3배 발 량이 증가하 다(Fig.3-14G).

(아)IBP노출에 의한 OjaUB의 발 변화

장에서의 OjaUB 발 량은 노출한 모든 농도의 IBP에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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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1ppb에서 2.3배,10ppb에서 2.1배,100ppb에서 3배,1000ppb에서 4.5배

증가하 다.간에서는 1ppb에서 4.4배,10ppb에서 11.6배,100ppb에서 14.9배,

1000ppb에서 61.8배의 증가를 보 고,근육에서도 1ppb와 10ppb에서 각각 2.2배

2.9배 증가하 다(Fig.3-14H).

Fig.3-14.RelativemRNA levelsofeightgenesintheintestines,liver,andmuscleof

Oryzias javanicus afterexposure to IBP.The mRNA levels were evaluated by

real-timequantitativePCRandareexpressedrelativetoOjaβ-actinexpression.Each

histogram representsthemeanfoldchangerelativetothecontrol±S.D.oftriplicate

experiments.A,OjaCAT;B,OjaCYP1A;C,OjaG6PD;D,OjaGPx;E,OjaGR;F,

OjaGST;G,OjaSOD;H,OjaUB.Black,0ppb;white,1ppb;gray,10ppb;dotted,100

ppb;lined,1000ppb.Differentlettersindicatesignificant(P<0.05)differences.

(4)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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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농업 공업 화학물질이 개발되고,오남용으로 인해,이들에 의한 환경

독성 이들의 환경 지속성이 문제시되고 있다.특히 수생태계의 오염이 주목되고

있는데,그 이유는 살충제 등으로 이용되어,수계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수계

의 생물들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체내로 흡수하여 외부 스트 스로 인식하고,이에

한 방어기작의 작동 는 응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농업 화학물질들은 개

특정 생물에 한 선택 독성을 나타내도록 개발되었으나,이상 인 선택 독성

을 갖는 화학물질의 개발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유기인계 농약은 다른 종류의

농약에 비해 잔류성이 낮아,다양한 해충의 구제에 이용되고 있다.그러나,체내에

축 된 후,산화되어 oxonium compound를 형성하게 되는데,이들은 유기인계 농약

자체 보다 상당히 높은 독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환경오염,특히 유기인계 농약 오염에 용 가능한 분자생물지표를 발굴

할 목 으로 시도되었다.IBP노출 실험은 실제 사용되는 양보다 상당히 낮은 농도

에서 이루어졌는데,이는 높은 농도에서의 성 독성보다는 실제 생태계에 존재하

는 낮은 농도에 한 생물 반응을 알아보기 함이었다.본 연구의 결과,1ppb의

IBP는 간 장에서 상 분자생물지표의 반응이 유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따라

서 환경오염물질에 한 유 자 수 에서의 생물반응을 평가하기 해서는 간이 가

장 한 조직이라고 생각된다.본 연구를 통해 IBP노출에 의해 8종류의 생물지표

유 자의 발 량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유 자들의 발 조

은 환경 스트 스가 스트 스 응 는 해독과정에 여하는 단백질의 발 에

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외부 스트 스에 한 유 자 발 수 에서의

생물 반응은 생리 생화학 변화의 기 를 제공함으로써,개체 는 군집 수

에서의 생태 해성에 한 조기 경보체재의 수립에 유용할 것이다.

마.환경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자바송사리 MT유 자(OjaMT)의 발 변화

(1)서론

앞 장에서 분리 동정한 OjaMT의 유용성을 속 이외의 독성오염물질(17β

-estradiol,benzo[a]pyrene,Arochlor1260)노출에 한 유 자 발 변화를 정량

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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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료 방법

(가)실험동물의 리,독성오염물질 노출 RNA추출

자바송사리는 여과된 자연 해수,수온 25℃에서 배양한다. 속 노출은 다음과 같

은 세 종류의 실험을,각각 5개체를 상으로 실시하 다.

성숙된 개체(6개월 이상)를 상으로 17β-estradiol(10, 100, 1000 ppb),

benzo[a]pyrene(1,10,100,1000ppb) Arochlor1260(1,10,100ppb)에 24시간

동안 노출하 다.노출 후 각 개체로부터 간을 출하여 TrizolReagent(Invitogen,

Carlsbad,CA,USA)를 이용하여 체 RNA를 분리,정제하 다.

(나)Real-timeQuantitativePCR에 의한 mRNA정량

OjaMT유 자 발 량 변화는 real-timeQuantitativePCR분석에 의해 수행되었으

며,그 방법은 가-(2)-(라)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하다.

(3)결과

(가)17β-estradiol노출에 한 OjaMTmRNA발 량 변화

자바송사리를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17β-estradiol(10,100,1000ppb)에 노출한 후,

간을 출하여 RNA를 추출하고,노출되지 않은 조군을 이용하여 상 인 발

변화를 정량 으로 분석하 다(Fig.3-15).17β-estradiol의 노출에 따라 OjaMT유

자의 발 은 노출되지 않은 조군보다 상 으로 발 량이 모든 노출군에서 감

소됨이 찰되었다.죽,10ppb노출의 경우 약 6배,100ppb에서는 약 14배 그리고

1000ppb에서는 약 5배정도 OjaMT유 자의 발 이 감소됨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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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17β-estradiol-induced differential OjaMT mRNA

expression in liver.Fishes were exposed to 17β-estradiolat

three differentconcentrations for 24 h.Transcriptlevels of

OjaMT wereevaluatedbyreal-timequantitativePCR andare

expressedrelativeto β-actinlevels.Eachhistogram represents

themeantranscriptlevelofOjaMTrelativetoβ-actin±SD.(n

=5),Yaxis=foldinduction.

(나)Benzo[a]pyrene노출에 의한 OjaMTmRNA발 량 변화

지속성 유기오염물질인 벤조 이 에 24시간동안 1,10,100,1000ppb수 으로 노

출한 후,간을 출하여 RNA를 추출하고,노출되지 않은 조군을 이용하여 상

인 발 변화를 유도배수(Foldinduction)로 표 하 다(Fig.3-16).벤조 이 의

노출 농도에 따라 OjaMT유 자의 발 은 비례 으로 증가함이 찰되었고,노출되

지 않은 조군보다 모든 실험군에서 상 으로 발 량이 증가됨이 찰되었다.1

ppb의 벤조 이 노출에서는 약2배,10ppb노출의 경우 약 4배,100ppb에서는

약 4배 그리고 1000ppb에서는 약 4.5배정도 OjaMT유 자의 발 이 증가되어

1000ppb에서 가장 큰 발 증가를 보 다.

(다)Arochlor1260노출에 의한 OjaMTmRNA발 량 변화

Arochlor1260(Polychrolinatedbiphenyls)에 24시간 노출된 송사리에서의 MT유

자 발 변화를 나타내었다(Fig.3-17).자바송사리에 1,10그리고 100ppb의 농도

로 노출하 고,real-timePCR결과 1,10ppb노출에서는 조군보다 발 이 어들



-91-

었으나 100ppb에서는 그 발 량이 약 4배이상 증가됨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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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6.Benzo[a]pyrene-induceddifferentialOjaMT mRNA expression

in liver.Fishes were exposed to Benzo[a]pyrene at four different

concentrationsfor24h.TranscriptlevelsofOjaMT wereevaluatedby

real-timequantitativePCRandareexpressedrelativetoβ-actinlevels.

Eachhistogram representsthemeantranscriptlevelofOjaMT relative

toβ-actin±SD.(n=5),Yaxis=foldin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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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7.Arochlor1260-induceddifferentialOjaMT mRNA expressionin

liver.FisheswereexposedtoArochlor1260atthreedifferentconcentrations

for 24 h.Transcript levels of OjaMT were evaluated by real-time

quantitative PCR and are expressed relative to β-actin levels.Each

histogram representsthemeantranscriptlevelofOjaMTrelativetoβ-actin

±SD.(n=5),Yaxis=foldinduction.

(4)고찰

17β-estradiol(E2)은 여성 호르몬으로서,자연에서 검출되며,다른 인간 활동 유래

화학물질에 비해 에스트로겐 효과가 매우 높다.이는 E2가 어류 등의 수생생물

특히 수컷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것을 의미한다.내분비장애물질에 노출되었을 경

우,유럽넙치의 수컷에서 높은 농도의 VTG가 검출되는 것이 확인된 바 있고(Allenet

al.,1999),비슷한 결과가 일본의 토쿄만에서도 찰되었다(Hashimotoetal.,1999).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aromatichydrocarbons,PAHs)는 화석연료의 연소

는 산업활동에 의하여 생성되는 오염물질로서,많은 양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공업화된 지역의 담수 해양 침 물에서 세계 으로 검출되고 있다.다환방향

족탄화수소는 부유물질에 흡착하고 수계 바닥으로 침 되어 질토에 축 되며,고

농도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서생물의 돌연변이를 유발하거나 사멸시키는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벤조 이 (Benzo[a]pyrene)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일종으로 유

기물이 연소하거나 열 분해시 생성된다.즉,탄화수소,아미노산, 분 는 지방산

이 600℃ 이상 가열될 때 생성된다.독성 때문에 인체 해평가를 한 특정오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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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발암등 분류(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상온에서 노란색 결정의 고

체형태를 띄고 있으며,석탄타르 속에 존재하고 그 밖에 자동차의 배기가스,담배

연기,쓰 기 소각가스,훈제식품 등에 매우 미량이 함유되어 있다.

폴리염화바이페닐(Polychlorinatedbiphenyls,PCBs)은 지속성 유기오염물질로 분류

되며,최근 환경오염에 특히 문제시되는 화학물질이다.PCBs는 콘덴서나 변압기의

연제,페인트, 착제,그리고 살충제 등에 리 이용되고 있다.이들의 화학 그

리고 물리 안정성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1970년 에 그 사용이 지되었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환경에서 발견되고,매우 강한 생물축 경향을 보인다.

PCBs에 한 노출은 면역계 이상,간 호흡기계의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 유기오염물질로 분류되는 세 종류의 화학물질에 한

OjaMT유 자의 발 변화를 양상을 악해 보았다.결론 으로 OjaMT는 각 오염

물질 노출에 해 뚜렷한 발 변화 양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악된다.

바.담수와 해수조건에서 속 노출에 의한 OjaMT유 자의 발 변화

(1)Cu노출 결과 고찰

담수와 해수 조건에서의 Cu노출에 따른 송사리에서의 OjaMT유 자 발 변화를

분석하 다.노출시간은 24시간이었고,각 그룹별 5마리를 노출하 다.노출농도는

해수와 담수 각각 10,100ppb로 하 고,간을 출하여 RNA를 추출하고,노출되지

않은 조군을 이용하여 상 인 발 변화를 정량화하 다(Fig.3-18). 조군에

비하여 해수에서는 10ppb에서 약 2배 그리고 100ppb에서 약 3배의 발 량 증가

를 보 으나 담수에서는 10ppb에서 약 23배로 격하게 증가하 다가 100ppb에

서는 조군의 수 으로 발 이 감소되었다. 속 Cu나 Zn의 경우 매우 민감하

게 OjaMT유 자의 발 에 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여러 다른 실험에서도 찰된

바 있다.그와 비슷하게 해수에서의 Cu노출은 담수보다는 덜 격한 MT유 자의

발 증가가 찰되었다.담수의 경우 10ppb에서 격한 증가를 보인 것은 MT발

을 진시키는 사조 인자나 그 이외의 OjaMT 신호 달에 여하는 인자들을

담수상태에서 Cu가 더 크게 향을 미쳐 정상상태에서보다 격하게 OjaMT유 자

발 을 유도하여 속 노출에 따른 향을 막으려는 조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측된다.이와는 다르게 100ppb에서 오히려 10ppb노출군보다 발 이 감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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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어느 수 이상의 Cu노출은 OjaMT유 자 뿐 아니라 다른 신호 달에 향을

미쳐 오히려 그 발 을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향을 주는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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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8.Cu-induceddifferentialOjaMT mRNA expressioninliverinboth

aquaticsystems,seawaterandfreshwater.FisheswereexposedtoCuat

twodifferentconcentrationsfor24h.TranscriptlevelsofOjaMT were

evaluatedbyreal-timequantitativePCR andareexpressedrelativeto β

-actinlevels.Eachhistogram representsthemeantranscriptlevelofOjaMT

relativetoβ-actin±SD.(n=5),Yaxis=foldinduction.

(2)Cd노출 결과 고찰

담수와 해수 조건에서의 Cd노출에 따른 자바송사리에서의 OjaMT유 자 발 변화

를 분석하 다.Cu노출과 마찬가지로 노출시간은 24시간이었고,각 그룹별 5마리

를 노출하 다.노출농도는 해수와 담수 각각 10,100ppb로 하 고,간을 출하여

RNA를 추출하고, 노출되지 않은 조군을 이용하여 상 인 발 변화를

real-timePCR을 이용하여 정량화하 다(Fig.3-19).OjaMT유 자는 조군에 비

하여 해수에서는 10ppb에서 약 2배 그리고 100ppb에서 약 3배 이상의 발 량 증

가를 보 고,담수에서는 10ppb에서 약 4배,100ppb에서는 약 11배정도로 발 이

증가되었다.Cu에서 보여 결과와는 다르게 Cd의 경우 해수와 담수 모두에서 농

도 의존 으로 OjaMT유 자의 발 이 증가되었고,해수의 경우보다 담수에서의 Cd노

출이 같은 농도에서 보다 크게 OjaMT유 자의 발 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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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9.Cd-induced differentialOjaMT mRNA expression in liverin both

aquaticsystems,seawaterandfreshwater.FisheswereexposedtoCdattwo

differentconcentrationsfor24h.TranscriptlevelsofOjaMT wereevaluatedby

real-timequantitativePCR and areexpressedrelativeto β-actin levels.Each

histogram representsthemeantranscriptlevelofOjaMTrelativetoβ-actin±SD

(n=5),Yaxis=foldinduction.

사.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노출에 따른 자바송사리 유 자 발 변화

(1)OjaMT유 자 발 변화 결과 고찰

OjaMT유 자의 발 변화를 통하여 속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일차

으로 실험실 노출 실험을 통해 검증하 고,실제 환경에서 채취된 방류수에 자바송

사리를 노출한 후 OjaMT유 자의 발 을 정량 분석하 다.

담수와 해수 조건에서의 방류수 노출 따른 송사리에서의 OjaMT유 자 발 변화를

나타냈다(Fig.3-20).노출시간은 1일과 5일 이었고,각 그룹별 3마리씩 노출하 다.

노출 농도는 해수와 담수 각각 방류수 25,50,75,100%로 하 고,방류수에 해수농

도의 염을 첨가하여 해수화 된 방류수를 이용하 고,인공해수로 희석하여 농도를

정하여 사용하 다.노출 후,간을 출하여 RNA를 추출하고,노출되지 않은

조군을 이용하여 상 인 발 변화를 real-timePCR을 이용하여 정량화하 다.담

수 노출군에서 OjaMT유 자는 모든 방류수 노출군에서 조군에 비하여 큰 변화

를 찰할 수 없었으나 50%의 경우 1일째 노출군에서 한 개체의 유 자 발 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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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크게 증가되어 체 인 평균치가 상승된 결과를 보 다.25%와 100% 노출군에

서는 1일째나 5일째에 약간의 감소와 약간의 증가치를 보 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해수에서는 1일째 모든 방류수 노출군에서 OjaMT유 자의 발 량 증

가가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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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0.Effluent-induceddifferentialOjaMT mRNA expression

inliverinbothaquaticsystems,freshwater(A)andseawater(B).

Transcript levels of OjaMT were evaluated by real-time

quantitative PCR and areexpressed relative to β-actin levels.

Each histogram representsthemean transcriptlevelofOjaMT

relativetoβ-actin±SD(n=3),

25% 그룹의 경우 약 4배,50%경우 약 5배,75%의 경우 약 3배 그리고 100% 노출

의 경우 약 3배의 발 량 증가가 찰되었다.이러한 증가는 5일의 유 자 발 량

이 1일째보다 어들어 25%와 100%에서는 조군와 거의 비슷하 고,50%와 75%

에서 약 2배정도의 발 증가가 찰되었다.담수와 해수에서 공통 으로 1일차의

발 이 5일차의 발 량 보다 크게 나타났는데,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가

응해 감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을 생각된다.담수에서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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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보아 OjaMT유 자의 발 이 유의하게 증가 는 감소하지 않음으로써 방류

수의 상태가 속 함량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으며,해수

화된 방류수에 노출한 경우 조군에 비해 유의한 OjaMT발 량 증가가 찰되었

으므로,다른 실험의 결과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OjaCAT유 자 발 변화 결과 고찰

OjaMT유 자의 발 분석에 이용된 방류수 노출 자바송사리 시료와 동일한 시료

로부터 Catalase(OjaCAT)유 자의 발 변화를 분석하 다(Fig.3-21).노출은 1일

과 5일 동안 실시하 고,각 그룹별 3마리씩 이용하 다.노출농도는 해수와 담수

각각 방류수 25,50,75,100%로 하 다.OjaMT유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수

조건에서 OjaCAT유 자의 발 은 모든 방류수 노출군에서 큰 변화를 찰할 수

없었으나 50%의 경우 1일째 노출군에서 한 개체의 유 자 발 이 매우 크게 증가

되어 체 인 평균치가 상승된 결과를 보 고 100% 노출군에서 약 2배의 발 량

증가가 찰되었다.25%와 75% 노출군에서는 1일째나 5일째에 약간의 감소와 약간

의 증가치를 보 으나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악되었다.해수에서는 1일째 모든

방류수 노출군에서 OjaCAT유 자의 발 량이 증가되었다.25% 그룹의 경우 1일째

노출군에서 한 개체의 유 자 발 이 매우 크게 증가되어 체 인 평균치가 상승

된 결과를 보여 약 16배의 발 량 증가를 기록하 고,50%경우 약 6배,75%의 경

우 약 3배 그리고 100% 노출의 경우 약 6배의 발 량 증가가 찰되었다.이러한

증가는 1일차보다 5일차에 그 발 량이 어들어 75% 노출그룹을 제외하고는

조군와 거의 비슷하게 변화하 다.75%의 경우 5일째에 약 2배 증가하 다.담수와

해수 노출에서 공통 으로 1일차의 발 이 5일차의 발 량 보다 크게 나타났다.

OjaMT유 자의 발 변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OjaCAT유 자의 발 변화도 비슷

한 양상을 보임으로써,담수상태에서의 노출보다 해수상태에서의 노출이 이 두 유

자의 발 변화를 유도함을 알 수 있었고,수계의 염분 농도( :담수와 해수)에

따라 같은 물질이 생물에 미치는 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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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Effluent-induceddifferentialOjaCAT mRNA expressionin

liver in both aquatic systems, freshwater(A) and seawater(B).

TranscriptlevelsofOjaCAT wereevaluatedbyreal-timequantitative

PCR and areexpressed relativeto β-actin levels.Each histogram

representsthemeantranscriptlevelofOjaMT relativetoβ-actin±

SD.(n=3).

아.OjaMT 단백질 차등발 을 이용한 카드뮴 오염 진단

(1)재료 방법

(가)OjaMTmonoclonalantibody의 제작

PCR방법으로 클로닝한 Oryziasjavanicusmetallothionein(OjaMT)의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bacterial overexpression vector에 다시 클로닝한 후 glutathione

sepharosecolumn을 이용하여 정제하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monoclonalantibody를

제작하 다.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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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항원의 설계 제작

항원으로는 역 사 PCR방법으로 분리된 OjaMT의 ORF부분을 이용하 다(Fig.

3-22).분리된 OjMT의 ORF단편은 단백질 생산을 한 bacterialoverexpression

vector(Fig.3-23)에 삽입하여, 라스미드를 완성하고,이를 장균에 형질도입하여,

OjaMT단백질을 생산하도록 하 다.

Fig.3-22.NucleotidesequenceofOryziasjavanicusmetallothionein

gene.Insertiontobacterialoverexpressionvectorwasmarkedbyred

color.

Fig.3-23.BacterialoverexpressionvectormapofOryziasjavanicus

metallothionein.

(다)재조합 OjaMT단백질의 분리 항체제작

형질 환 된 장균으로부터 합성,생산된 OjaMT단백질은 SDS-PAGE기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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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인하고,glutathione sepharose column을 이용한 단백질 정제방법을 통해

OjaMT 단백질을 순수 분리하 다(Fig.3-24).순수분리 정제된 재조합 OjaMT 단

백질을 항원으로 이용하 다.순수 분리된 OjaMT 재조합 단백질과 Freund

completeadjuvant를 혼합하여,항원-Adjuvantemulsion을 만들어,mouse복강 내

에 200μl를 주사하 다(Fig.3-24).1개월 후 항원-Adjuvantemulsion으로 추가 면

역을 실시하 다.다시 1개월 후,OjaMT 재조합 단백질 용액만을 정맥 주사하여

추가 면역을 실시하 다.

Fig.3-24.OjaMT recombinantprotein purification using glutathione

sepharosecolumn.

(라)Westernblot분석

Westernblot은 Cd500ppb에 24시간동안 노출한 자바송사리로부터 출한 간을

상으로 수행하 다.

(마)SDS-PAGE

SDS-PAGE는 Laemmli(1970)의 방법을 따라 실시하 다.Cd에 노출한 자바송사리

의 간 추출물(50ug)에 SDSsamplebuffer를 넣어 15% SDS-PAGE를 실시한 후,

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을 0.25% CoomassiebrilliantblueR-250으로 2시간

동안 염색하고,여분의 염색액은 탈색용액(destainingsolution-50% methano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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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icacid)으로 제거하여 확인하 다.

(바)Westernblot

Cd노출에 의한 OjaMT 단백질의 차등 발 을 확인하기 하여 Westernblot을

Towbin etal.(1979)의 방법을 응용하여 실시하 다.자바송사리 간 추출물로

SDS-PAGE(15%)를 실시한 후에 4℃에서 1시간 30분 동안 200mA로 transfer

kit(Hoefer Scientific Instruments)를 사용하여, 분리된 단백질들을 PVDF

membrane(GE Healthcare)에 transfer시키고,37℃에서 30분간 5% skim milk로

blocking하 다.Membrane을 TTBS(50 mM Tris-HCl,200 mM NaCl,0.05%

Tween 20,pH 7.4)로 상온에서 10분간 shacking하여 washing한 후 primary

antibody인 자바송사리 기원의 항체(anti-OjaMT monoclonalantibody)를 1:500으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90분 반응시켰다.Membrane을 TTBS로 상온에서 10분간

shacking하여 3회 washing 한 후 1:2,000으로 희석된 peroxidase conjugated

anti-mouseIgG(Sigma)를 secondaryantibody로 하여 상온에서 90분 반응시켰다.

TTBS로 상온에서 10분간 shacking하여 3회 washing 한 후 ECL pluskit(GE

Healthcare)를 사용하여 발색하 다.

실험 결과,Cd노출에 의해 OjaMT 단백질의 발 이 유도됨이 확인되었다(Fig.

3-25),따라서,제작된 OjaMT monoclonalantibody는 기 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앞으로 효소면역측정법을 용한 장 시료 응 속 오염 감지

킷 등의 개발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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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Westernblotusingmetallothioneinantibody

in Cd-exposed Oryzias javanicus. Metallothionein

signalwasmarkedbyarrow.

(사)면역조직화학염색법에 의한 OjaMT의 검출

완성된 anti-OjaMT monoclonalantibody를 이용하여, 속에 노출된 이후 조직

내에서의 OjaMT의 발 을 확인하기 해,Cd500ppb에 24시간동안 노출한 자바

송사리로부터 출한 신장 간을 상으로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을 실시하 다.조

직 편슬라이드는 표 ParaffinEmbedding법에 의해 제작하 으며,면역염색은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 다.

조직 슬라이드를 PBS-Tween(PBS-0.05% Tween20)으로 20분씩 3회 수세하고,0.4

M Glycine에 30분간 담가 놓았다.PBS-Triton(0.25%)으로 20분씩 3회 수세하여

Glycine용액을 제거하고,blocking solution(PBS/0.5% BSA/0.5% Tween20/0.1%

NaN3)으로 2 시간동안 처리했다.본 과정은 4℃에서 수행하 다.Blocking

solutiondmf1/5000으로 희석된 anti-OjaMT Ab용액으로 치하고,1시간 이상 배

양하 다.PBS-Triton용액으로 30분씩 3회 수세하고,biotinylated2ndAb에 1시

간 동안 반응시켰다.PBS-Triton용액으로 20분씩 3회 수세하고,VectorRed(1/25

inPBS)용액에 1시간 동안 반응하여 발색시키고,PBS-Triton으로 20분씩 3회 수

세하여 잔여의 발색액을 제거하 다.완성된 슬라이드는 bufferedglycerin으로 마운

트하여 검경하 다.

검경결과,Cd으로 노출한 자바송사리의 신장 간 조직에서 OjaMT 단백질 발

이 검출되었다(Fig.3-26).이로써, 속 노출에 의해 유도되는 OjaMT단백질 발

을 검출하는 실험 기반을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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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3-26.ImmunohistochemicalanalysisofCd-exposedOryziasjavanicus.A,kidney

from non-exposedOryziasjavanicus(x200);B,kidneyfrom 500ppb-exposedOryzias

javanicus(x200);C,liverfrom non-exposedOryziasjavanicus(x400);B,liverfrom 500

ppb-exposedOryziasjavanicus(x400).

차.이종간의 마이크로어래이 실험을 통한 벤죠 이 노출 자바송사리 유 자

발 로 일링

(1)서론

최근 cDNA 올리고 마이크로어래이의 개발 덕분에 유 체 수 에서의 유 자

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마이크로어래이 기술은 매우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

고 있고,발생생물학,생리학 독성학과 같은 생물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용되고

있다. 한,이 기술은 유 자의 차등발 ,미생물의 검출,SNPgenotypying과 비교

유 체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그러나,마이크로어래이의 제작은 인간을 포함한

소수의 모델 생물들과 같이 포 인 유 자 발 자료가 축 되어 있는 생물에서

만 가능하다.비모델 생물의 경우에는 유 체 수 의 유 자 발 결과가 축 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어래이 기술의 용이 가능하지 않다.이러한 제한

을 극복하기 해,이종간 는 종간의 마이크로어래이 분석이 생리 변화를 수반

하는 차등 유 자 발 의 모니터링에 용된 바 있다(Eddyetal.,2008).이종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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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크로어래이 분석의 용을 통해 환경변화에 응하는 유 자들의 발굴과 같은

생태독성학으로의 용은 매우 요한데,그 이유는 자연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

은 부분이 비모델생물이기 때문에 이들 종을 상으로 한 마이크로어래이의 개발

이 불가능하가 때문이다(Buckley,2007).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aromatichydrocarbons,PAHs)는 수계 환경에서 지

속성이 매우 강한 유기오염물질이며,이들에 의한 오염은,화석연료와 유기물의 불

완 연소,유류 유출과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한 재해등에 의해,매년 증가추세에 있

다.이들의 생물농축 잠재성이 수생 식물(Warshawskyetal.,1995),담치류(Nesto

etal.,2007),다모류(Morales-Casellesetal.,2008), 어류(Cheikyulaetal.,2008)

에서 보고된 바 있다.PAH류 ,벤조 이 (Benzo[a]pyrene,BaP)은 표 생태독

성물질로써,동물에서 발암효과 면역 기능 해(USEPA,1991)등이 포 으로

보고되고 있다.BaP는 생물의 미성숙 단계에서 성체로의 발생을 해하는 등의 독

성 효과를 보이며,이는 수산업에서의 경제 손실은 물론 생태계 내의 먹이망 교

란의 원인이 된다.따라서 환경오염 수 이하의 농도에서 생물에 한 BaP의 생물

학 효과를 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환경의 유 체 연구에서 어류 모델의 요성은 이미 아려진 바 있으나(Cossinset

al.,2005), 재는 소수의 해산어만이 국제기구에 의해 독성 시험 어류로 추천되어

있다(OECD,1992).따라서 새로운 해산 시험어류의 개발이 강력이 요구되고 있는

데,자바송사리가 매우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독성 시험어류로서의

이들의 잠재성에 해서는 이미 보고된 바 있다(Yuetal.,2006;Imaietal.,2007;

Wooetal.,2009).본 연구에서는 담수송사리 cDNA 마이크로어래이(Medaka750과

MedakaEarly-stageEmbryo2200어래이,EcogenomicsInc,Fukuoka)을 이용하

여,BaP에 노출한 자바송사리의 간에서의 차등 유 자 발 을 분석하 다.여기에

서 얻어진 차등 발 유 자들은 BaP노출의 생물지표,BaP의 독성기 BaP에

의해 유도되는 분자기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재료 방법

(가)실험생물,화학물질 노출 RNA정제

자바송사리의 사육 유지; 속의 노출은가-(2)-(나)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실

시하 다.부화 후 12-14개월 된 성숙한 수컷 세 개체씩를 노출군에 용하 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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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지 않은 자바송사리군을 조군을 이용하 다.자바송사리를 BaP(Supelco,

USA)100ppb에 24시간 동안 노출한 후,실험군과 조군으로부터 간을 출하여,

RNeasy MiniKit(Qiagen)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정제하 다.Firststrand

cDNA의 합성시에는 체 RNA 1 μg을 cDNA 합성의 주형으로 사용하 으며,

T7-oligo dT primer를 이용하 다. Amino-allyl UTP를 이용한 in vitro

transcription과정에 의해 doublestrandcDNA를 합성하 다.aRNA시료는 Cy5형

염료로 표지하고,정제후 medakacDNA 마이크로어래이 실험에 이용하 다.역

사 과정에서 Cy5-aRNA 합성의 과정에는 AminoAllylMessageAMP aRNA

kit(AmbionInc.,Austin,TX,USA)를 이용하 다.

(나)cDNA마이크로어래이를 이용한 유 자 발 분석

본 연구에서 이용된 cDNA 마이크로어래이는 Ecogenomics사(Fukuoka)에 의해 개

발된 것으로,담수송사리 성체 기원 833개 배 기원 2222개 로 를 탑재하고

있다.표지된 각 시료는 두 cDNA 마이크로어래이에 하이 리다이즈하 다.하이

리다이즈 용액의 조성은 50% formamide/5xSSC0.5% SDS와 같으며,반응은 42℃

에서 16시간동안 진행하 다.1xSSC/0.2% SDS용액으로 5분과 15분간 2회에 걸

쳐 수세하 다.계속하여 0.1xSSC/0.2% SDS용액으로 5분간 2회 수세하 다.수

세가 끝난 마이크로어래이 슬라이드는 GenePix4000Bscanner(MolecularDevices,

Sunnyvale,CA,USA)로 10μm 해상도로 스캐닝하 다.

(다)통계분석

GenePix400Bscanner로 얻어진 마이크로어래이 데이터는 독립 으로 표 화하여,

각 마이크로어래이에서의 평균 발 량을 얻었다.얻어진 결과는 ArrayStatz-test에

의해 분석하 으며,P<0.01수 에서 유의성을 검증하 다.

(3)결과

BaP독성에 의해 유도되는 유 자들을 동정하기 해서,담수송사리 cDNA 마이크

로어래이를 이용하여,BaP노출 자바송사리 간의 유 자 발 로 일링을 수행하

다.분석 결과 38종의 유 자 발 량이 향을 받은 것으로 악된다(P <0.01).

이들 유 자 23종은 유 자의 발 이 유도되었으며,15종는 발 이 억제되었다

(Table3-4).분리된 38종의 유 자들은 기능 으로,세포 주기(2,5.3%),발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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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내분비/생식(9.23.7%),면역(4,10.5%), 사(9,23.7%),핵산/단백질 결합(7,

18.4%),신호 달(2,5.3%)등으로 구분되었으며,나머지 1종은 범주에 포함되지 않

는 것이었다.

(4)고찰

본 연구의 목표는 이종간의 마이크로어래이 실험을 통해 새로운 해양 시험어종인

자바송사리에서 BaP의 잠재 생물학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었다. 기 스리닝 결

과,기능 으로 발암기 ,내분비계 장애,순환계 장애,면역반응,해독작용,분자샤

페론,빈산소 조건 반응,신경계 장애 기타 생물학 반응 등에 속하는 38종의

차등발 유 자를 동정하 다.이들 유 자 발 변화에 한 가능한 해석을 아래

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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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Gene FD* Accession   No.

Up-regulated 　

Cell cycle Cyclin D2 2.90 AU241108

Receptor of   activated protein kinase C1 (RACK1) 2.29 AF025331.1

Development HOXC5A 3.86 AB026960

Growth   differentiation factor 11 (Gdf11) 2.90 AF411599.2

Otx2 2.74 AJ000939

Endocrine/

Reproduction

Gonadotriphin-releasing   hormone receptor 1

(GnRHR1)

2.37 AB092690.1

Immune Complement   factor (Bf/C2) 2.03 D84063

Orla C3-1 2.47 AB025575 

Orla C4 2.23 AB025577

Metabolism Cytochrome   P450 1A 11.73 AY297923

Transferrin 2.76 D64033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2.23 L40175.1

Proteasome   activator 28 alpha subunit (PA28) 2.06 AF527990.1

Procollagen   lysine 2-oxoglutarate 5-dioxygenase 
precursor (PLOD)

2.05 AF054274.1

Nuc./Prot.

binding

Translocon-associated   protein γ-chain 

(Trap γ-chain)

2.96 AV669630

 Muscle-specific   beta 1 integrin binding protein 2 

(MIBP2)

2.57 BC066586.1

 Warm-temperature-acclimation-related-65   

kDa-protein-like-protein (Wap65)

2.38 AB075199

Heat shock   protein 70 cognate 2.11 D13669.1

Eukaryotic   translation initiation factor 3, subunit 2 

(beta)

2.07 BC029625.1

Chaperonin   containing TCP1, subunit 5 1.97 AY398321.1

Signal Annexin max   4 2.50 Y11255

transduction
Non-
categorized

Receptor   protein tyrosine phsphatase σ (RPTPσ)
Equilibrative   nucleoside transporter 2 (ENT2)

2.23
3.06

AY369838.1
AV670713

Down-regulated

Development Wnt 10A -2.56 AF359593

Endocrine/ Estrogen   receptor α -2.17 AB033491

Reproduction Vitellogenin   precursor -2.22 AU179717

 
 

Vitellogenin   I
Vitellogenin   II
Vitellogenin   III precursor

-2.78
-4.34
-2.38

AB064320
AB074891
BM309828

 Choriogenin   H

Choriogenin   H minor

-3.12

-4.17

D89609

AB025967

Choriogenin   L -3.70 AF500194

Immune

Metabolism

MHC Class I

Chymotrypsin   precursor

-1.92

-5.26

BA000027.2

AU179002

Histone   deacetylase 1 -1.85 BC085375.1

RNA   (guanine-9-) methyltransferase -1.92 BC090650.1

Angiotensin   II receptor, type 1 (Agtr1) -1.96 BC097125.1

Nuc./Prot.   
binding

Nuclear   receptor related 1 (NURR1) -2.44 AJ278700

Table 3-4.Induction and repression of gene expression after BaP exposure in

O.javanicuswasobtainedby heterologousmicroarray analysis.Thenumbersindicate

significantdifferencesinfoldinductionorrepressionrelativetoexpressioninthecontrol

group(P<0.01).

*FD: Fold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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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암기

D-typecyclins(CyclinD1,D2 D3)은 세포 주기의 기 조 자이며,D2유 자

의 과발 은 G0에서 S기의 간격을 좁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Quelleetal.,

1993),이에 의해 인간 암세포의 침입능이 증가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Liuetal.,

2002).본 연구의 마이크로어래이 분석에서는 BaP노출에 의해 cyclinD2의 발 이

약 2.9배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eceptor of activated protein kinase C1(RACK1)은 protein tyrosine

phosphatase(PTP)의 일종으로 이 신호 달 분자는 세포 성장, 착,분화,유사분열

과 발암성 등의 세포 과정을 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RACK1발 의 증

가가 특정 암종의 요한 측 지표로 제안된 바 있다(Wangetal.,2009).BaP노출

자바송사리 간에서도 RACK1유 자의 발 이 2.29배정도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다.

Growthdifferentialtionfactor11(Gdf11)은 발생과 분화의 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최근 결장암 환자 조직에서 Gdf11유 자 발 수 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Yokoe etal.,2007).본 마이크로어래이 분석에서도 Gdf11의

mRNA 수 은 BaP 노출에 의해 2.90배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이 결과는

BaP노출에 의해 자바송사리에 특정 암이 유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nexin은 칼슘과 phospholipid결합 단백질로서,세포공 형성,세포막 융합,세포낭

수송 phspholipidaseA2의 활성조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annexin유 자의 차등발 이 특정 종양의 발달과 계가 있다고 한

다(Mussunooretal.,2008).본 연구에서도 인간 annexin11의 상동 유 자인 annexin

max4유 자의 발 이 BaP노출에 의해 2.5배 가량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진핵생물의 유 자 발 은 histone acetylation에 의해 조 을 받는다.Histone

deacetylase(HDAC)복합체는 retinoblastonmatumorsuppressorprotein과 작용하

여 세포증식과 분화의 조 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며,암의 억제인자로 알려져

있다(Zupkovitzetal.,2006).본 연구에서 HDAC1유 자의 수 은 BaP노출에 의

해 간에서 1.85배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이는 BaP에 의해 유도되는 암은 아마

도,HDAC1의 발 억제에 의해 발생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② 내분비계 장애

에스트로젠 수용기(estrogenreceptor.ER)는 스테로이드/사이로이드 호르몬의 핵

수용기 그룹의 하나로써,작용기에 의해 활성화되는 사유도인자이다.ERα,ERβ,

ERγ등 세 형태가 알려져 있으며,성 결정 변화기에 이들의 발 수 이 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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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외부 으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eodocrine distrupting

chemicals,EDCs)에 의해 유 자 발 이 조 받는다(Hawkins etal.,2000;

Orlandoetal.,2006).본 연구에서는 ERα의 발 이 2.17배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여러 가지 EDC들은 에스트로젠 활성을 가지고 있어서,ER과 결합하여

EDC-ER 복합체를 형성하고,이는 estrogen-responsiveelement(ERE)와 결합하여

vitellogenin(VTG)유 자의 발 을 활성화한다.

VTG는 난황단백질의 구물질로써,암컷 물고기에서만 발 된다.난황단백질은 간

에서 합성된 후,난모세포에 축 , 장되어,발생과정동안 에 지원으로 이용된다.

VTG는 EDC에 의해 환경내에서 일어나는 수컷어류의 여성화를 지시하는 강력한

생물지표로 이용되고 있다(Sumpteretal.,1995).본 연구에서는 BaP노출에 의해

VTG 구단백질(2.22배) VitellogeninI(2.78배),II(4.34배),III 구 단백질(2.38

배)등의 Vtg 련 단백질 유 자들의 발 증가가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Choriogenin은 간 유래의 단백질로서,난각 내막의 구성요소이다.ChoriogeninL과

H의 두 형태가 존재한다.정상 인 경우,두 단백질은 암컷 개체에서 에스트로젠에

반응하여 간에서 합성이 유도된다.그러나,E2에 의해 수컷에서도 발 이 유도됨이

확인되었다(Murata et al.,1997).본 마이크로어래이 분석에서는 Choriogenin

H(3.13배),Hminor(4.17배) L(3.70배)의 발 유도가 확인되었다.

Gonadotrophin-releasinghormone(GnRH)은 척추동물에서 gonadotrophichormone

의을 합성 분비를 자극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Moncautetal.,2005).본 연

구의 결과, 이 호르몬의 수용기인 gonadotrophin-releasing hormone

receptor(GnRHR)의 유 자 발 량이 BaP노출에 의해 2.37배 증가됨이 찰되었다.

③ 순환계 이상

Angiotensinconvertingenzyme(ACE)은 순환되는 exopeptidase로서,angiotensinI

으로부터 압박의 요 물질인 angiotensinII의 환을 매한다(Imig,2004).

본 연구에서는 ACE 사 수 은 BaP노출에 의해 2.32배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

다.ACE과발 은 angiotensinII의 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압의 상승과 심장 이

상을 래할 것으로 기 된다.한편 angiotensinIIreceptortype1(Agtr1)의 발 량

감소(1.96배)도 찰되었는데,이는 angiotensisII에 의한 압상승을 보정하려는 반

응으로 해석된다.

④ 면역 반응

Complementsystem은 면역계의 일부로써,생화학 연속반응이며,감염된 박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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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다.Complements는 주로 간에서 합성되며,

약 20종류의 complement가 알려져 있다.bf/C2는 C3의 단을 유도하여 생물학

으로 활성을 갖는 C3a C3b가 형성되도록 돕는다.C4는 C3와 C5convertase의

구성성분으로 알려져 있다(Reidetal.,1981).Complementsystem은 면역 결핍과

련된 다양한 질병과 련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알츠하이머와 같

은 퇴행신경성 질병과의 련성에 심이 모아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bf/C2,

C3-1 C4의 발 량이 각각 2.03배,2.47배,2.23배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는데,이

는 BaP가 면역결핍 신경계의 퇴행을 유도하는 것을 암시한다.

Warm temeratureacclimation-relatedprotein65-kDa(Wap65)는 rat의 henmopexin

의 상동 단백질로,송사리에서는 mWaP65-1과 mWap65-2등 두 종류가 분리,동정

된 바 있다(Hirayamaetal.,2004). 온 온 응 동안,본 유 자의 유의한

발 량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고 한다.반면,WaP65유 자는 hypoxia와 같은 스

트 스에 해 발 량이 증가되었다고 한다35.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mWap65유

자 발 량 증가(2.38배)가 BaP노출에 의해 유도되었다.Wap65는 면역반응 기능

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36,BaP노출에 의해 자바송사리의 면역계가

손상을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Majorhistocompatibilitycomples(MHC)는 획득 선천 면역 방응에 여된 유

자군이다(Sambrooketal.,2005). BaP노출은 MHCclass1유 자의 발

해(1,92배)를 유도하는 것이 찰되었다.따라서 BaP는 생물의 면역계에 악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⑤ 해독작용

CytochromeP450(CYP1A)은 다양한 인간기원의 오염물질,살충제 화석연료 등

의 세포내 사에 여하고 있다.유기독성오염물질에 의한 CYP1A mRNA 발

유도는 다양한 어류에서 보고되었다(Schlezingeretal.,2001).반 로 산화스트 스

에 의한 CYP1A의 발 억제도 간 세포에서 확인된 바 있다(Barkeretal.,1994).

본 마이크로어래이 분석에서는 BaP노출에 의해 CYP1A의 발 이 11.73배 증가되

는 것이 확인되었다.

Transferrin(Tf)는 당단백질로서,간에서 주로 합성되어 액으로 분비되는데,이들

은 철 이온의 사에 큰 역할을 한다.최근 Cd노출에 의한 TfmRNA의 발 유

도가 croaker류 어류에서 보고되었고,Cd노출에 의한 장내 철 이온의 증가가

구 생성을 증가시켰고,이에 의해 Tf의 유 자 발 이 유도된 것으로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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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etal.,2008).본 연구에서도 BaP의 노출에 의해 Tf의 유 자 발 이 2.76배

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자바송사리에서도 croaker에서와 같은 시나리

오가 상된다.

⑥ 분자샤페론

Heatshockprotein70(Hsp70)은 단백질의 꼬임과정을 돕는 단백질로서,세포 소기

사이의 단백질 이동,작은 분자로의 단백질의 분해,불안정한 단백질의 분해 등

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다양한 생물 스트 스에 의해 발 이 유도되는 것이 알려

져 있다(Bukauetal.1998).본 연구에서도 Hsp70mRNA의 수 은 BaP노출에

의해 2.11배 증가하 다.따라서 BaP노출로부터 단백질들의 변성을 억제하기 해

Hsp70mRNA의 발 이 유도된 것으로 측된다.

Chaperonintaillesscomplexpolypeptide1(TCP1)은 다양한 세포내 단백질이 올바

른 3차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단백질로서,세포내 골격의 주요소이며,신경

달물질의 방향을 유도하는 요소인 tubulin과 actin의 생성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Yaffeetal.1992).본 연구에서는 BaP에 의해 TCP1,subunit5의 발 이 1.97배

증가되는 것이 찰되었다.

⑦ 빈산소 조건 반응

Procollagenlysine2-oxoglutarate5-dioxygenaseprecursor(PLOD)는 collagen합

성에 요한 효소이다.PLODmRNA발 은 생쥐의 hepatomacellline을 상으로

한 실험에서 낮은 산소 분압에 해 발 량이 증가되는 것이 찰되었다(Hofbauer

etal.2003).본 연구에서는 BaP노출한 실험군에서 PLOD의 발 이 2.05배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⑧ 신경계 장애

Receptorprotein tyrosine phsphatases(RPTPs)는 신경계의 growth cone 기능,

axon성장 시냅스 연결에 필수 이다.RPTPσ는 axon성장을 조 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밝 졌다(Sapiehaetal.2005).본 연구에서 RPTPσ의 mRNA 수 은

BaP노출군에서 2.23배 증가되는 것이 찰되었다.

Nuclearreceptorrelated1(NURR1)은 뇌의 mesencephalicdopaminergicneuron

에서 주로 발 되며,뇌의 dopaminergicsystem의 유지에 요한 역할을 한다

(Zetterstrom etal.1996).본 연구에서 BaP노출에 의해 NURR1의 발 이 2.44배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⑨ 기타 생물학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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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asomeactivator28(PA28)은 20Sproteasome에 결합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non-ubiquitinatedpeptide의 가수분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Songetal.1996).본 연구에서 PA28α 유 자는 BaP노출한 실험군에서

2.06배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다.

Translocon-associated proteins(TRAPs)은 세포막의 aqueous protein-conduction

channel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측(Fonsetal.2003)되나,그 정확

한 기능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BaP노출에 의한 TRAPγ-chain의 유 자 발

증가(2.96배)가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Muscle-specificβ1integrinbindingprotein(MIBP)은 분화 인 골격근 성숙한

근육세포에서 발 되며,근육의 발생을 조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단백질이다.

MIBP가 과발 되면,myogenicfusion과 분화의 해가 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Lietal.1999).본 마이크로어래이 분석에서는 BaP노출에 의해 MIBP2의 유

자 발 이 2.57배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Members of equilibriative nucleoside transporter(ENT)는 세포막을 통한

nucleoside의 이동에 요한 역할을 한다(Griffithetal.1996). 한 ENTs는 빈산소

조건에서 유 자 발 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Eltzschigetal.2005).본

연구에서 ENT2의 발 은 BaP노출군에서 3.06배 증가되는 것이 찰되었는데,그

이유에 해서 추정이 가능하지 않다.

결론 으로 이종간의 마이크로어래이 분석을 통해 BaP의 노출에 의해 발 량이 변

화되는 유 자들을 확인하 다.이들 유 자들은 BaP노출에 한 생물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이들 유 자들의 생물학 기능을 고찰함으로써,BaP노

출에 의해 유도되는 생물독성의 분자 기 을 측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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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자바송사리(Oryziasjavanicus)를 이용한 성독성 시험

법

1.개요

1.1.목

본 시험법은 유해 화합물질 혹은 해양 환경 시료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생

물학 유해성을 평가하기 하여 어류인 자바송사리(Oryziasjavanicus)를

이용한 성 독성 시험을 한 지침서로 작성되었다.해수 수계 시료에 자바

송사리 치어를 노출시켜 96시간 생존율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1.2. 용 범

독성평가를 한 상 시료로는 해수,하천수,오수,폐수,방류수,침출수,지

하수,공극수,유해화합물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3.원리

자바송사리를 이용한 독성시험법은 재 리 사용하고 있는 담수산 송사리

인 Japanesemedaka(Oryziaslatipes),혹은 해산 어류인 sheepheadminnow

(Cyprinodonvariegatus)등을 이용한 생태독성시험법처럼 비교 간편하고

빠른 시간 내에 생태독성 발 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자바송사리는 물속에 존재하는 각종 독성물질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으

며,그 향은 생존,성장,생식,행동 등에 반 되어 나타난다.일정 기간 동

안 오염물질이 포함된 시료에 노출된 자바송사리와 독성물질이 없는 깨끗한

시험구( 조구)에 노출된 자바송사리의 생존율을 측정하고,이 값을 통계

으로 비교하여 시료 내에 독성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단한다.독성이 매우

큰 시료는 원 시료를 다단계로 희석하여 시험을 실시하고,시료의 농도와 생

물의 반응과의 계(concentration-responserelationship)를 찾아낸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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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부터 생물의 생존에 향을 미치지 않는 최 농도(NOEC),생존에 향

이 나타나는 최 농도(LOEC), 체 생물의 50%가 생존하는 농도인 반수치

사농도(LC50)등을 추정한다.

2.용어의 정의

2.1.독성(toxicity)

살아있는 생물에게 악 향을 미치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의미한다.

2.2.노출(exposure)

독성물질이 생물에게 악 향을 미치면 생물은 이에 해 반응을 나타낸다.

이러한 반응을 찰하기 하여 생물을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수용액(혹은 환

경 시료)에 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2.3. 조구(control)

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시험구(negativecontrol)를 의미한

다. 조구로 사용되는 배양액은 시험생물의 배양에 합한 특성을 갖고 있

어야 하며,독성 시료의 희석을 한 희석수(dilutionwater)로도 이용될 수

있다.유해화합물질의 독성을 알아보기 한 시험에서 독성물질이 유기용매

에 녹은 상태로 배양액에 투입되어 있을 경우,유기용매 자체의 독성 한

없어야 하며,이 경우는 배양액과 동일한 농도의 유기용매가 포함된 시험구

를 조구(solventcontrol)로 이용하여야 한다.

2.4.지수식 시험방법(staticnon-renewaltest)

시험기간 시험용액을 교환하지 않는 시험을 의미한다.

2.5.지수식 환수 시험방법(staticrenewaltest)

시험기간 시험용액을 일정기간마다 량 교환하는 시험을 의미한다.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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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시험방법(semi-statictest))이라고도 불린다.

2.6.유수식 시험 방법(flow-throughtest)

시험기간 시험용액을 연속 으로 교환해 주면서 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2.7.참조독성물질(referencetoxicant)

독성시험이 정상 인 조건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와,시험에 사용된 생물이

독성시험에 합한 민감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단하기 해 사용하는 물질

을 의미하며,표 독성물질(standardtoxicant)이라고도 불린다.표 조건시험

에서는 물질에 한 민감도가 일정 범 에 들어야 하며 범 를 벗어날 경우

에는 생물의 건강성이나 시험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시험 결과를 신

뢰할 수 없다.참조독성물질로 사용되는 물질로는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CdCl2),황산구리(coppersulfate,CuSO4), 크롬산칼륨(potassium

dichromate,K2Cr2O7)등이 있다.

2.8.반수치사농도(medianlethalconcentration:LC50)

독성시험에서 시험생물의 50%가 사망하는 농도를 의미하며,실제 으로는

조구에서의 사망률을 고려하여 통계 으로 산출된다.

2.9.반수 향농도(medialeffectiveconcentration:EC50)

독성시험에서 시험생물의 50%가 향을 받는 농도를 의미하며,실제 으로

는 조구에서의 사망률을 고려하여 통계 으로 산출된다.

2.10. 성 향(acuteeffect)

생물의 반응이 아주 짧은 노출기간에 나타날 경우 물질의 향을 성 향

이라고 하며 가장 형 인 성 향은 생물의 사망이다.

2.11.만성 향(chroniceffect)



-134-

생물이 세 기간의 부분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동안 노출된 후의 향을

의미하며 사망 이외에 성장,생식,형태학 변이,행동,세포 유 자 수

에서의 변이 등과 같이 다양한 반응이 있다.

2.12.최종측정치(endpoint)

독성시험을 실시하기 해서는 알아보고자 하는 생물의 반응을 미리 설정하

여야 하며,이 게 설정한 반응을 최종반응 는 최종측정치라고 한다.

2.13.무 향농도(noobservedeffectconcentration:NOEC)

시료의 농도를 여러 단계로 희석하여 시험하 을 때 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고 농도를 의미한다.즉, 조구 값과 비교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가장 높은 처리구의 농도가 무 향농도가 된다.

2.14.최 향농도(lowestobservedeffectconcentration:LOEC)

시료의 농도를 여러 단계로 희석하여 시험하 을 때 향이 나타나는 최

농도를 의미한다.즉, 조구 값과 비교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장 낮은 처리구의 농도가 최 향농도가 된다.

2.15.농도 단 의 표기

유해화합물질의 농도는 량/용량(㎎/L,㎍/L)로 표시하고,환경시료의 농도

는 시료 원액에 한 백분율(%)로 표시한다.

3.장치 기구

3.1.노출용기

노출용기로는 강화유리가 가장 좋지만 독성이 없는 라스틱 재질의 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독성 시험에 가능한 재질로는 폴리스티 (polystyrene,

PS),폴리에틸 (polyethylene,PE),폴리 로필 (polypropylene,PP),폴리카



-135-

보네이트(polycarbonate,PC),테 론(teflon)등이 있다.자바송사리의 성독

성시험에서는 100mL용량의 유리 비커를 사용한다.노출용기의 재질과 용

량은 시험목 과 조건에 따라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3.2.항온장치

배양 독성시험 과정 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항온배양기

는 항온배양실 설비가 필요하다.독성시험 기간 종안의 온도는 설정 온도에

서 1℃ 이상 벗어나지 않게 유지하여야 한다.

3.3.pH 측정기

독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료의 pH 측정을 해 필요하다.pH는 시험 ,

후와 시험액의 교환 ,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3.4.용존산소 측정기

독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료의 용존산소 농도를 측정하기 해 필요하다.

시험 기간 용존산소 값이 포화 농도의 60%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추가

인 산소의 공 을 해 주어야 한다.

3.5.염분 측정기

독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료의 염분을 알기 하여 필요하다.염분은 시험

과 후에 각각 1회씩 측정한다.시험 염분의 변화가 있을 경우 염분 값

을 기의 값으로 보정하여 주어야 한다.

3.6.배양 부화용기

독성 시험 시험생물을 순치하거나 배양하기 해 필요하다.자바송사리

친어의 사육과 산란을 해서는 최소 20L의 수조가 필요하며,수정란 부화

를 해서는 소형(50mL)의 부화용기(PC,PS) 부화장치가 필요하다.

3.7.폭기장치(airpump,airtube,air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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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생물의 배양과 순치기간 시험액의 비과정에서 물속에 산소를 공 하

고,염소제거,먹이 침 방지 등을 해 필요하다.공기호스의 간에는 0.1

㎛ 필터를 설치하여 박테리아나 미세 입자의 유입을 사 에 차단시켜야 한다.

3.8.암모니아 측정기

독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료의 암모니아 농도를 알기 하여 필요하다.시험

과 후에 각각 1회씩 측정한다. 한 사육과정 에 생물의 분비물,배설물,

는 먹이의 부패 등으로 인하여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하여 수질악화가 유발

될 수 있으므로,배양액의 암모니아 농도를 주기 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3.9.온도계

배양액 혹은 시험수의 온도를 측정하기 해 필요하다.

3.10.자동피펫

시료 시약을 정량 분주하기 해 필요하다.정확도와 정 도가 높은 자동

피펫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료간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하여 반드시 일회용

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미경

시험결과의 찰을 하여 필요하다.자바송사리 개체의 생존 여부를 정하

기 해서는 해부 미경(40배율)이 있어야 한다.

3.12.계수기

생물의 개체수를 기록하기 해 필요하다.생존개체와 사망 개체를 각각 기

록할 수 있도록 기록 버튼이 여러 개 있는 계수기가 있어야 한다.

3.13.냉장고

시료와 시약의 보 을 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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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순수 제조기

시약의 제조 배양액의 비,시료의 염분 보정 등을 해 필요하다. 순

수가 아니어도 증류수 혹은 이에 상응하는(독성이 존재하지 않는)수질을 만

족시키는 장치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4.시약

4.1.참조독성물질 (referencetoxicant)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CdCl2),황산구리(coppersulfate,CuSO4),

크롬산칼륨(potassium dichromate,K2Cr2O7) 의 하나를 참조독성물질로 이

용한다.모든 시약은 ACS(AmericanChemicalSociety)등 에 상응하는 수

혹은 그 이상의 등 이어야 한다.

4.2.희석수 (dilutionwater)

양질의 천연 해수나 인공 해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인공해수를 사용할 경우

는 독성시험에 합한 등 의 분말을 이용하여야 한다.희석수의 염분은 시료

의 염분과 동일한 범 에 있어야 한다.희석수는 시험이 실시되기 최소 24시간

에 시험 온도에 맞춰져 있어야 하고,강하게 폭기하여 용존산소를 포화시켜

놓아야 한다.인공해수를 직 조제하거나 제품화된 분말을 이용할 경우,시험

기간 동안 시험생물의 생존율이 80% 이상인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5.시료의 보 과 처리

5.1.시료의 보

자바송사리를 이용한 독성평가는 해수,하천수,오수,폐수,방류수,침출수,

지하수,공극수 등을 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성독성 시험에 필요한 시

료의 부피는 1L이다.시료의 채수 시 무균채수병이나 암갈색 유리용기 등의

용기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가득 채운 후 어두운 곳에서 냉장 보 한다.

시료는 4-6℃의 냉장 보 상태에서 1주일간 보 할 수 있고,-20℃의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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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는 2개월 정도 보 할 수 있다.

5.2.시료의 처리

독성 평가를 한 시료는 시험 0.45㎛ GF/F필터를 통과시켜 부유물질

을 제거하고 사용한다.냉장 는 냉동시료의 경우 시험 시험 수행 온도

까지 가열 없이 상승시켜 시험에 사용한다.시료의 희석을 해 사용되는 희

석수에는 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무기염류가 있어야 한다.따라서 용존 무기염류의 함량이 일정하게 조

된 배양액의 이용을 권장한다.

6.시험 생물 (Oryziasjavanicus)

독성시험에 사용될 시험생물은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의 어린 개체만을 이

용하여야 한다.시험에 이용될 개체는 외 상 상처가 없으며,형태 으로 이

상이 없어야 한다.

6.1.산란용 성어

시험은 부화된 치어를 이용하여 수행되어지므로,이를 해서는 치어를 만들

수 있는 성어가 비되어 있어야 한다.산란용 성어는 태어난 이후 한 번도

독성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은 개체이어야 하고,월령이 생후 6~12개월 정도

이며,질병이나 외상의 흔 이 없는 건강한 개체를 입수하여 이용한다.(산란

용 성어는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

6.2.시험용 치어

성어로부터 산란된 수정란을 발생시켜 매일 1회씩 새롭게 태어나는 개체를

분리하여 주고,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개체가 태어나면 시험을 실시한다.시

료에 노출되는 개체의 일령은 24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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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 독성 시험방법

7.1.원리

자바송사리 치어를 일정조건 하에서 시료에 노출한 후,96시간 동안 찰하

여 노출 농도별 생존율과 사망률을 구한다.각 농도별 생존율 결과로부터 96

시간 LC50,LOEC,NOEC등을 구한다.이때 시료의 한 농도범 를 알

기 하여 비시험을 실시하고,그 결과에 기 하여 본시험을 실시한다.

7.2. 비시험

인 한 두 농도 간의 비율이 10배가 되게 농도구간을 설정하고, 조구는 없

어도 되며,반복 시험구도 필요 없다. 비시험의 노출기간은 48시간으로 하

고,각 농도당 5마리를 노출한다.

7.3.본시험

비시험결과에 기 하여 100% 향농도(모든 개체가 사망한 농도)와 무 향

농도(모든 개체가 생존한 농도)사이에 어도 5개 이상의 농도( 조구 제

외)를 수등간격으로 정하며,공비는 2를 과하지 않도록 시료의 농도단계

를 비한다.농도별로 비된 시료를 노출용기에 50mL씩 주입한다.시험

구별 혹은 시험 농도별 반복수는 최소 3이상으로 한다. 조구로 사용하는

배양액의 경우 최소 24시간 이상 폭기한 것을 이용한다.시험에 사용될 시료

의 일부를 별도로 채취하여 pH,용존산소,염분,암모니아 농도 등의 수질을

측정한다.각 시험구별로 자바송사리 치어를 최소 7마리 이상 투입한다.생

물 투입이 끝나면 독성이 없는 랩을 이용하여 비커의 입구를 막아서 외부로

부터 분진의 유입을 차단하고,시험기간 용액의 증발로 인한 염분의 상승

을 최소화 한다.노출 기간은 96시간이며 매 24시간마다 조구,최 농도,

최고농도에서 수온,pH,용존산소를 측정하고,사망한 개체가 있는지 여부를

찰하여 사망한 개체가 있으며 개체수를 기록하고 즉시 제거해 다.생존율

은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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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f/N0)☓ 100

[S:생존율;Nf:최종 생존개체수;N0: 기투입 개체수]

M (%)=100-S

[M:사망률]

7.4.시험환경

(1)시험수의 부피와 시험 생물의 비율은 1L당 1g이 넘지 않아야 한다.

(2)시험물질이 난수용성인 경우에는 어류에 한 독성이 낮은 유기용매,계

면활성제,분산제 등의 보조제를 사용하여 조제할 수 있다.이 경우에 보

조제의 농도가 시험 생물에게 독성을 일으키는 수 이어서는 안 된다.

(3)시험물질이 휘발성인 경우에는 폐된 용기에서 시험해야 하는데,이 경

우 시험 종료 시 용존산소농도가 포화농도의 6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시험용액의 pH가 자연해수의 범 를 하게 벗어나면,시험목 에 따

라 시험용액의 pH를 염산 는 수산화나트륨으로 조 할 수도 있다.

(5)용존산소는 항상 60%이상이 유지되도록 하며,폭기는 하지 않는다.

(6) 주기는 12시간(light):12시간(dark)로 한다.

(7)시험기간　동안 먹이는 공 하지 않는다.

(8)온도는 25±1℃로 유지한다.

(9)사망 여부는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거나 아가미 호흡이 20 이상 단된

경우 사망으로 정한다.

(10)시험 종료 후 조구의 개체는 무게와 길이를 측정한다.

7.5.시험상의 유의사항

(1) 조구에서 사망률은 시험 종료시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시험기간 시험물질 농도는 원칙 으로 설정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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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시험실시 기 은 시험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서 정기 으로 표 독성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8.결과의 처리

본시험이 종료되면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무 향농도(NOEC),최 향농

도(LOEC),반수치사농도(LC50)와 95%에서의 신뢰구간을 구하며,보고서에

는 통계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자바송사리를 이용한 독성평가에서 자바

송사리의 생존율은 조구의 생존율과 비교하여 생태독성정도를 단하기

때문에 모든 시료 평가에는 조구 는 참조시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조

구를 두는 목 은 실험생물이나 실험과정에서 실험생물의 건강성이나 실험

조건의 문제와 같은 다른 실험 인 요인에 의해 실험결과가 향을 받았는

지 여부를 단하는 것이다.

8.1.독성 유무의 단

평가 상 시료가 하나인 경우에는 t검정을 이용하여 조구에서의 생존율과

평가 상 시료에서의 생존율간의 차이의 유의성을 통계 으로 검정한다.이

때 t검정은 단측검정이고,유의수 은 0.05,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

다는 가정 하에서 수행한다.평가 상 시료가 여러 개이고 이에 한 조구

가 하나인 경우에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검정방법이 존재 한다.우선

평가 상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와 각 실험구와 조구에서의 분산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 이 두 가정을 만족하면 모수

통계를,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비모수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

이다.단 생존율 자료의 경우 자료의 arcsinesquareroot변환을 실시하면

정규성과 분산 동일성 가정을 잘 만족하게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먼 자료

변환을 실시한 이후에 정규성과 분산 동일성을 검정하는 것이 좋다.정규성

검정은 주로 Shapiro-Wilk'stest를 이용하고 분산 동일성은 Bartlett'stest

를 이용한다.모수 통계 방법으로는 모든 실험구와 조구의 반복수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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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용할 수 있는 Dunnett'stest와 그 지 않은 경우에 용할 수 있는

t-testwithBonferroni'sadjustment가 있다.비모수 통계 방법으로는 모든

실험구와 조구의 반복수가 같은 경우에 용할 수 있는 Steel'smany-one

ranktest와 그 지 않은 경우에 용할 수 있는 WilcoxonwithBonferroni's

adjustment가 있다.각각의 방법에 해서는 통계학 서 을 참고한다.단

Dunnett'stest는 U.S.EPA에서 개발한 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8.2.LC50의 추정

독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LC50을 구하는 방법은 Probit방법과 Trimmed

Spearman-Karber방법 그리고 Graphical방법이 있다.Probit방법은 1~

99% 사이의 부분 생존 는 사망률 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이용가능하

며 Chi-squaretest를 통해 자료가 Probitmodel에 합한지를 단한 이후

에 사용가능하다.Probit방법을 이용하면 LC50과 함께 95% 신뢰구간

(confidenceinterval)을 구할 수 있다.TrimmedSpearman-Karber방법은

부분 사망률 자료가 1개 이상인 경우에 이용가능하며,이 방법을 이용하면

자료가 Probitmodel에 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LC50을 계산할 수 있다.

TrimmedSpearman-Karber방법을 이용하면 LC50과 함께 95% 신뢰구간

(confidenceinterval)을 구할 수 있다.부분 사망률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경

우,즉 모든 생존율 자료가 0 는 100%인 경우에는 Graphical방법을 이용

하여 LC50을 구할 수 있다.이 방법은 생존율이 100%인 최 농도와 0%인

최 농도 사이에 선형회귀를 통해 LC50을 계산하는 것으로 신뢰구간은 구

할 수 없다.Probit과 TrimmedSpearman-Karber방법에 한 상세한 설명

은 통계학 서 을 참조한다.다만 이 두 방법을 간편하게 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9.시험결과의 보고

시험이 모두 종료되면 시험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시험결과 보



-143-

고서를 작성한다.

9.1.시험기 의 명칭 소재지

9.2.시험책임자 담당자 성명,소속

9.3.시험 상 시료

(1) 장시료의 경우:시료의 종류,채취장소,채취일시,채취자

(2)유해화학물질의 경우:화학물질의 명칭(일반명,상품명,제조사,순도),

입수처,입수일

9.4.시험종

학명,입수처,순치방법,순치기간의 찰결과,사육방법,먹이(종류,량,

빈도),체장,체

9.5.시험조건

(1)시험과정(노출방법,마릿수,반복수,용액의 부피,용기의 재질 등)

(2)희석수의 수질특성(온도,염분,pH,용존산소,암모니아 등)

(3) 장시료의 보 기간,보 상태 등

(4)유해물질(참조독성물질)시험농도 시험물질 조제방법

(5)시험용액에서 시험물질의 상태

9.6.시험결과

(1) 조구 시험구의 반복수별 시험결과(raw data)

(2)시험결과 요약 표 그림

(3)LC50값과 95% 신뢰구간 LC50값을 구하는 통계 과정

(4)NOEC,LOEC

(5)참조독성물질 시험 결과

(6)시험과정에서 나타난 독성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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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험과정에서 시험결과에 향을 수 있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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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자바송사리(Oryziasjavanicus)를 이용한 해독효소계 독성

시험법

1.개요

1.1.목

이 시험법의 목 은 해양척추동물 염성의 특성을 가진 어류에 속하는

자바송사리(Oryziasjavanicus)의 해독효소계 향 펑가기법을 구축함으로서

유해 화학물질 해양환경시료가 해양 생물에 미칠 수 있는 아치사 스트

스 수 의 향을 조기에 평가하기 함이다.본 기법은 유 자를 비롯한 단

백질 효소등의 생체지표(biomarker)를 이용한 기법으로 생태계에서의 반응보

다 민감하게 향을 진단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1.2.용어

1.2.1.생체지표(Biomarker):환경 존재할 수 있는 유해환경 유해화학물

질을 진단할 수 있는 생물로부터 기인하는 생화학 산물을 는 사물질

을 의미한다.

1.2.2.CytochromeP450:생물의 간장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 (AHH,

arylhydrocarbonehydroxylase)와 반응하여 체내에 유입된 외인성 물질 는

불필요한 지방산,호르몬등을 체외로 배출시키는데 여하는 효소계로 약

200,000개 이상의 화합물이 이 효소에 의해 사된다고 알려져 있다.

1.2.3.EROD(ethoxyresorufinO-deethylase):생물의 간장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AHH,arylhydrocarbonhydroxylase)와 반응하여 체내에 유입된 외인

성 물질 는 불필요한 지방산,호르몬등을 체외로 배출시키기 해 활성화

되는 일련의 효소로 CytochromeP4501A효소계를 통해 활성화되며 방향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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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할로겐 화합물등이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1.3.시험의 비

1.3.1 장치 기구

(1)시험용 수조 :3.1.1과 동일한 재질로 사용한다.

(2)온도제어 장치 :시험기간 수온은 25℃±2℃로 유지되어야 한다.

(3)항온기 :효소의 최 활성 온도인 37℃가 유지 되어야 한다.

(4)조직마쇄기:조직 시료의 균질화는 Potter-Elvehjem형의 테 론 축

마쇄기를 사용한다.

(5) 원심분리기:100,000g에서 60분간 원심이 가능한 원심분리기를 이

용한다.

(6)형 측정기:EROD 활성 측정을 하여 형 도 범 는 Ex.540nm,

Em.590nm 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기 동 장치:수직 는 수평 상으로 mRNA와 단백질을 분자량의

크기에 따라 분리 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 압은 70V부터 180V까지

설정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다.

(8)단백질 이 장치: 기 동으로 이동된 단백질을 PVDF막으로 이

시킬 수 있는 용 장치로 40V에서 2시간 항이 300mA 이상에서

작동 할 수 있어야 한다.

(9) 상분석장치(Imageanalyzer):막으로 이동된 단백질과 mRNA의

농도를 발색 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장치로 Northernblot분석

용 장치는 방사선량 증폭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2.시험 생물(Oryziasjavanicus)

독성시험에 사용될 성어는 태어난 지 10개월에서 20개월 미만의 개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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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야 한다.시험에 이용될 개체는 외 유 활성이 양호하고 형태

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본 실험에 경우 성어의 성별에 따라 생리 반

응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 상으로 성별을 꼭 구분하여 통계 분석

하도록 유의한다.

1.4.시험방법

1.4.1노출시험

(1) 비시험결과에 기 하여 100% 향농도(기존 문헌 활용)와 무 향

농도(기존 문헌활용)사이에 어도 목 에 따라 3개 이상의 농도

( 조구 제외)를 둘 수 있다.

(2)한 실험구 당 동일 한 성별로 7마리 이상을 노출한다.

(3)노출 기간 동안 매 24시간마다 조구,최 농도,최고농도에서 수온,

pH,용존산소를 측정한다.

(4)노출 기간 동안 24시간 간격으로 유 활성 등을 찰하고 치사어는

기록 후 곧 제거한다.

1.4.2시험환경

(1)시험수의 부피와 시험 생물의 비율은 1리터당 1그람이 넘지 않아야

한다.

(2)시험물질이 난수용성인 경우에는 어류에 한 독성이 낮은 유기용매,

계면활성제,분산제 등의 보조제를 사용하여 조제할 수 있으며 용매

만을 노출시킨 조구를 추가로 설정하여 용매가 시험 생물에게 독성

을 일으키는 수 인지를 확인한다.

(3)용존산소는 항상 60%이상이 유지되도록 하며,노출시키는 화합물질

의 특성에 따라 폭기 여부를 결정한다.

(4) 주기는 16시간(light):12시간(dark)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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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험기간　동안 먹이는 공 하지 않는다.

(6)온도는 25±2℃로 유지한다.

(7)시험 종료 후 조구의 개체는 무게와 길이를 측정한다.

1.4.3분석방법

(1)단백질 정량 :효소활성을 측정한 조직내의 체 단백질 양을 정량하

기 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분 도계를 이용하여 280nm

에서 정량할 수 있는 Lowry(1951)법을 비롯하여 bicinchoninic

acid(BCA법)Bradford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EROD 활성 측정법: 원심분리기로 100,000g에서 제작된 간장의 미

크로좀 분획을 이용하여 BurkeandMayer(1974)의 방법등 통상 으

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NADPH 재생계 용액에 미크

로좀을 섞은 다음 37℃의 항온수조에서 사 배양을 한 후

ethoxyresorufin을 일정량 첨가하여 배양하고 형 측정기로 형 도

(Ex.550nm,Em.585nm)를 측정하여 활성을 구하 다.표 검량곡

선은 resorufin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3)CytochromeP450의 측정 : CytochromeP450의 체 농도는

OmuraandSato(1964)의 방법과 같이 미크로좀 탁액에 인산완충용

액을 넣은 후 분 도계로 400～500nm까지의 흡 도를 scanning

을 한다.그리고 시료측 셀에만 일산화탄소를 약 30 간 통기하고 양

쪽 셀에 소량(1～2㎎)의 Na2SO4을 첨가한 다음 잘 교반하여 400～

500nm까지의 스펙트럼을 450nm 부근의 피크가 최 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기록한다.

(4)CytochromeP4501A 단백질 분석:CytochromeP4501A의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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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농도는 면역 효소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량할 수 있

다.반 정량 방법으로 Westernblot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기

동한 젤을 이장치를 이용하여 PVDF막으로 이한 후 항체를

반응시킨다.발색을 하여 avidin-biotincomplex로 30분간 반응시킨

후 DAB(3,3'-diaminobenzidine)용액으로 염색하여 분석한다.

(5)Cytochrome P450 1A의 mRNA 분석:Cytochrome P450 1A의

mRNA 발 정도는 RT-PCR,Q-PCR,Northernblot분석 등의 다

양한 방법으로 정량할 수 있다. 특이 인 자바송사리(Oryzias

javanicus)의 CytochromeP4501A DNA 단편에 형 동 원소등

으로 표지 하여 용할 수 있다.

RNA 기 동은 10×MOPS,formamide가 첨가된 0.9% agarosegel을 제

조하여 1×MOPS을 이용하여 70mA의 류를 흘려 RNA를 분리한다.

기 동이 끝난 후 nylonmembrane으로 이시켜 80℃로 20분간 열처리

한 후 고정한다.비된 probe는 100℃에서 변성시킨 후 pre-hybridization

된 membrane에 첨가하여 42℃의 hybri-oven에서 16시간동안 반응시킨

다.Hybridization된 membrane을 2×SSC,1×SSC(containing0.5% SDS)로

세정 후 mRNA발 은 IP(imageplate)에 2시간 노출시킨 후 상분석장치

(Bio-ImageAnalyzer)로 측정한다.

1.5시험 시 유의사항

(1)노출실험 후 자바송사리(Oryziasjavanicus)를 해부하여 간장을 취

할 때 각각의 노출구 시료 사이의 교차 오염에 주의한다.

(2) 취된 기 은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속 냉동시키며 분석 시까지

-80℃에서 보 한다.

(3)여타 내용은 2.4.5.1항 2.4.5.3항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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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결과의 처리

본시험이 종료되면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95%에서의 신뢰구간을 구하며,

보고서에는 통계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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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자바송사리 metallothionein유 자를 이용한 독성 시험법

1.개요

1.1목

이 시험법은 염 응력을 갖는 자바송사리 metallothionein유 자의 발

변화를 이용하여,자바송사리 성어를 상으로 아치사 수 에서의 유해 화학

물질, 는 해양 환경시료의 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2정의

Metallothionein(MT):MT는 분자량의 속결합 단백질로서,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다.이들 단백질은 필수 속의 항상성 조 은 물론,과도한

속 이온에 한 해독작용 항산화 방어 기작에 여하고 있다.MT 유

자는 다양한 생물에서 생명체의 속 노출에 해 차등 발 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속 오염에 유용한 biomarker로 인식되고 있다.

1.3시험의 비

1.3.1 장치 기구

Thermalcycler:DNA 단편의 증폭에 사용한다.온도 변환 사이클 수의

설정이 자유로워야 한다.나머지는 2.3.1참조

1.4.시험방법

1.4.1노출시험

(1) 속 는 장시료에 한 노출 시험은 3.4.1.1항에 제시된 사항

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2)한 실험구 당 동일 한 성별당 3-5마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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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출 기간은 실험 목 에 따라 조 가능하며,24시간 간격으로 유

활성 등을 찰하고 치사어는 기록 후 곧 제거한다.

1.4.2시험환경 :3.4.2항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1.4.3실시간 정량 PCR법을 이용한 분석방법

(1)RNA의 추출: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RNA를 추출한다.

-노출이 완료된 개체들은 얼음물에 넣어 순간 으로 기 시킨 후,

간을 출한다.

-개체들로부터 출된 간 조직은 자조직마쇄기에 넣고,1ml의

TrizolReagent(Invitrogen,Carlsbad,CA,USA; 는 이와 동일한

성능을 갖는 제품)을 첨가하여(50-100mg/ml)충분히 균질화한다.

-균질화된 용액을 1.5mlmicrofugetube에 옮기고,클로로포름 200

μl를 첨가한 후,흔들어 잘 섞고,실온에 2-3분 방치한다.

-12,000g로 4℃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다.

-상층액을 취하여 새 microfugetube로 옮기고 500μl의 isopropanol

을 첨가하고,잘 섞고,실온에 10분간 방치한다.

-12,000g로 4℃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한다.

-용액을 제거하고,침 물에 75% ethanol(DEPC 처리수)300μl를

첨가 한 후,12,000g로 4℃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세척한다.

-용액을 제거하고,충분히 건조시킨다.

-침 물을 당한 양의 DEPC처리수에 녹인다.

(2)RNA의 정량 순도 측정:분 도계를 이용하여 260nm에서의 흡

도를 측정하여 정량한다.추출된 RNA의 순도는 260nm에서의

흡 도와 280nm의 흡 도 비가 1.6-1.8일 경우,그리고 230nm에

서의 흡 도와 260nm의 흡 도 비가 1.8-2.0일 경우 양호한 것으

로 정한다.

(3)cDNA의 합성

cDNA는 Superscript First-Strand Synthesis System(Inv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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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와 동일한 성능을 갖는 제품)을 이용하여 합성한다.즉,반응

tube에 RNA1μg,reactionmixture10μl,RTenzymemixture2μl

을 넣고,DEPC처리수를 이용하여 체 용량을 20μl로 정하여 2

5℃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50℃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RNaseH

를 2unit넣고 37℃에서 20분간 반응시킨다.완성된 cDNA 용액은

정량 PCR에 사용될 때 까지 -20℃에 보 한다.

(4)MT유 자의 실시간 정량 PCR분석

실시간 정량 PCR(qRT-PCR)은 384-wellplate에서 삼회 반복실험으로

실시한다.qRT-PCR은 Applied Biosystems Prism 7900 Sequence

DetectionSystem(AppliedBiosystems) 는 이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시스템을 이용한다.MT유 자 발 정량화를 해서 조유 자로는 β

-actin유 자를 이용하며,두 유 자의 증폭을 한 primer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MT: Forward5'-ATGGATCCCTGCGACTGCTC-3'

Reverse5'-TTGTCGCAGGTCTTCCCTTT-3'

β-actin: Forward5'-GATCTGGCATCACACCTTCTACAA-3'

Reverse5'-TACATGGCAGGGGTGTTGAAGGTC-3'

qRT-PCR분석에는 SYBRgreenDNAPCRKit(AppliedBiosystems)를

이용하 으며,PCR주기는 95℃ 30 ,60℃ 30 ,72℃ 30 의 조건을 40

회 반복 실시한다.

1.5.결과의 처리

1.5.1실시간 정량 PCR의 결과

조군 각 실험군 사이의 상 유 자 차등 발 은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즉,1x,0.5x, 0.25x로 희석된 각 cDNA를 주형으로 실시한 PCR결

과로부터 얻은 표 곡선으로부터 β-actin과 MT 유 자의 Ct값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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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유 자의 발 량은 표 곡선과 β-actin유 자의 발 량으로 표 화된

상 값으로 표기한다.

1.5.2결과의 통계분석

조군 실험군의 평균은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으로 비교하고,

다 비교는 던컨(Duncan)의 방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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