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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2009. 11. 01

~ 2014. 6. 30
단계구분 1단계 5년차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이희승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 136명

내부 : 50명

외부 : 86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12,493천원

기업 : 천원

계 : 12,493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총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충북대학교,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양대학교, IMBC-Vietnam, PIBOC-Russia, Leiden Univ.

요약 보고서면수 341 쪽

1. 해외에서 해양생물자원 확보

○ 열대, 심해, 태평양, 인도양 등 해외 해역에서 해양생물자원 4,147종과 미생물자원

6,547주를 확보하였음,

○ 해양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뛰어난 마이크로네시

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11개국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연구 11건을

수행하였음

2. 해외 해양생물의 생물다양성 분석 및 분류, 보존

○ 해양생물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분류 동정 3,779건 수행하였음

○ 분양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DB 유지 관리

○ 생물자원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냉동보존설비 구축

3. 해외 해양생물자원의 생명공학적 활용

○ 기초생리활성 9건을 분석을 통하여 생물자원의 가치를 간접 평가하였음

○ 해양생물이 가진 화합물의 집합체인 추출물 5,842종, 35,959건과 정제화합물 및 합

성유도체 725종을 획득하였음

4. 해외 해양생물자원의 안정적 획득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국제협약 대응

○ 지속적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 연구기지 지원

○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적 협약 이해 및 대응방안 강구

색인어

한글 해양생물, 해외 생물자원, 해양생명공학, 생물다양성, 국제공동연구

영어
Marine Organism, Overseas Bioresources, Marine Biotechnology,

Biodiversity, International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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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해양생물자원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마지막 남은 미래자원으로 육상생물자

원에 비해 부존량과 계통학적 다양성 측면에서 월등하고, 산업적 개발가능성이 높아 이의 선

점을 위한 전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육상생물자원을 이용한 산업적 개

발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참신한 연구소재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

는 반면, 그동안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연구개발이 미미했던 해양생물자원의 경우 생물채집

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점차적으로 극복되면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소재로서 해당분야

기초 및 응용연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해양 생명공학은 선진국과 후발주자 간의 기술격차가 아직 미미하여 이 분야 후

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연구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선도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해양생물 다양성이 높은 18개 해역(18 Marine biodiversity hotspots)을 선정한 2002년 연

구논문에 의하면, 이들 지역은 소위 IAA(Indo-Australian Archipelago)라고 불리는 열대지역

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점유 면적은 전체 해양 면적의 0.028%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산

호초의 35.2%를 점유하고 있으며, 해양생물은 최고 96.%가 이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1].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영토가 국토면적의 4.5배에 이르러 표면적으로 해양

바이오 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나, 높은 생물/화학종 다양성 및 생물량을 갖고

있는 열대지역과 비교하면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 국내 해양생물자원만을 한정해서 생명

공학적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

서는 높은 생명공학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물자원 부국과의 상

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국제협력, 연구 인프라구축 및 공동 연구사업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생물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배분에 대한 생물다양성 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및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의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서, 전 세계적으로 생물자원을 주권화 하려는 노력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

생물자원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리라 예상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발효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 대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전략수립이 필요

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1) 해양생물 다양성이 높은 열대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성 및 지속적인 상호 교류 등을 통한 해외 해양생물자원 조사/확보, 2)해양생물

기반 이차대사산물 연구, 유용 유전자 발굴 및 응용연구, 3) 생물 추출물에 대한 기초생리활

성 등 관련 국내 연구자나 국내 의약분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 제공, 4) 관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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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계 및 관련법 등의 조사를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도출 등을 목표로 수행

하며 이들을 통해 국내의 해외해양생물 연구개발 토양을 마련하고 이들의 활용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연구개발 최종목표

1. 해외 해양생물 및 미생물 소재를 해외로부터 확보, 통합관리 DB와 공급체계 구축

2. 주요 해외 해양생물 추출물로부터 생리활성 정보, 화학종 다양성 획득

3. 해양생명공학 분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해양생물 활용 인프라 향상

4. 해양생물자원 관련 국제협약 의제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해외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체계적 관리

l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인도양, 태평양 해역에 위치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마이크

로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국가들과의 MOU체결/공동연구 또는 태평

양해양연구센터 등 현지 연구기지를 통해 연체동물, 해양저서무척추동물, 절지동물, 산호

류, 극피동물, 동물플랑크톤 및 해양미생물 등 해외 해양생물자원을 SCUBA 다이빙과 조

간대 채집을 병행하여 확보하고 분류문헌과 DNA barcode 영역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동정/분류, 채집지, 생물사진 등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DB 제작

l 채집된 해외 해양생물자원의 체계적 보관과 관리를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PDA기반 바코드시스템 구축

2. 획득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생리활성 탐색 및 화학종 다양성 획득

l 우수한 생리활성을 보이는 추출물로부터 이차 대사산물을 분리, 정제하고 핵자기 공명 분

광법(NMR), 질량분석법을 이용한 화학구조 규명

l 추출물 및 분리 정제된 이차대사산물의 항균, 항미생물, 항암, 대사성질환 등에 대한 생리

활성과 항균표적효소인 SrtA, ICL에 대한 저해 활성 평가를 통한 유망 물질 발굴

l 화학적 합성을 통한 충분한 양의 물질 확보와 다양한 천연물 유도체 획득을 통한 활발한

후속연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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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다양성협약,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 유엔해양법협상 해양생물 관련

의제분석, 정부대응방안 제시

4.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Ⅳ. 연구개발결과

1. 해외 해양생물자원 시료 채집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필리

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통가, 미국, 러시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페루, 중국, 스리랑카, 칠

레,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팔라우, 멕시코, 남극해, 심해, 동중국해 등 19개국 22개 지점

조간대 조하대에서 해양생물을 채집하였다. 채집결과는 마이크로네시아 축 지역에서 1,470

종, 코스래에서 1,099종이 채집되어 가장 많은 생물이 채집되었다. 다음으로 필리핀에서

335종, 인도네시아 (290종), 중국 (126종) 심해저 (131종) 말레이시아 (109종), 동중국해 지

역 (107종), 베트남 (94종), 칠레 (58종), 방글라데시 (57종) 등 총 4,147종이 채집, 분류 및

동정되어 각각의 분류군별로 기탁등록기관 및 해양과학기술원 수장고에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 시료 중 국내 반입이 어려운 시료는 채집 국가 공동연구기관에 보존되어 있다.

2. 각각의 지역에서 채집된 생물의 연차별 결과를 보면 채집활동이 시작인 1차년도에 426종

으로 가장 적었으며, 본격적인 채집이 시작인 2차년도에 1,129종으로 가장 많은 생물이 채

집되었다. 그리고 3차년도에 887종, 4차년도에 790종, 5차년도에 915종이 채집되었다

3. 채집 생물의 분류군별 결과를 보면 해면동물이 1,242종으로 전체 생물의 22.9%를 차지하

였고, 다음으로 연체동물이 673종 (16.2%), 해조류 598종 (14.4%), 절지동물 381종 (9.2%),

산호 298종 (7.2%), 극피동물 283점 (6.8%), 선형동물 230종 (5.5%), 동물플랑크톤 188종

(4.5%), 식물플랑크톤 86종 (2.1%) 그리고 기타 분류군이 168종 (4.1%)을 차지하였다.

4. 해외 해양미생물 확보를 위하여 해양 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는 열대지

역인 마이크로네시아 chuuk주와 kosrae주, 필리핀의 Conception과 Guimaras, 베트남 Nha

Trang, 방글라데시 St. Martin island 및 통가 인근의 열수 광상지역, 일본 Sagami Bay,

베요네스 해구 등 특이 해상 지역 등을 포함하여 채집 해역을 선정하였다. 생물채집을 대

상으로 공생 미생물 및 기타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2010년(1차년)부터

2014년(5차년) 사이에 채집된 다양한 생물 및 퇴적토를 중심으로 분리를 진행하였다. 총 7

개국 19 포인트에서 채집된 해면동물, 해조류, 연체동물, 연산호 등의 해양 생물 및 해양

퇴적토(sediment) 시료로부터 해양미생물 및 방선균, 곰팡이 등의 해양미생물의 분리하여

보존하였다. 해양 미생물 분리는 1 - 5차년에 다양한 지역에서 채집된 해양생물, 해수, 퇴

적토를 대상으로 분리를 수행하였다. 2010년(1차년)부터 2014년(5차년)까지 채집된 해양생

물 930종, 해양퇴적토 112점, 해양식물 4점, 해조류 51점과 해수 4점을 대상으로 미생물

분리를 수행하였으며, 미생물 분리에 사용된 배지는 BN, AIA와 HV 한천 배지이다. 다양

한 생물 및 퇴적토에서 분리한 미생물은 총 369종 6,547 균주로 확인되었다. 확보된 해외

해양미생물들은 채집시기와 장소에 따라 균주 명을 부여하고, 40% glycerol에 4점씩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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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생물 기탁등록기관과 해양과학기술원 수장고의 -70℃ 냉동고에 보관 중이다.

5. 해외해양생물 채집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결과를 보면 마이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괌,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및 베트남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총 13개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해양생물 조사 및 채집활동을 수행하였다.

6. 해외생물의 지속적인 채집 및 기본적인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기지 현지에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재 해외기지로 마이크로네시아 소재 태평양해양연구센

터와 코스래 지역 임시 실험실을 지원, 운영하고 있다.

7. 채집된 해외 해양생물자원의 활용연구를 위해 다양한 기초 생리활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된 활성은 총 9건으로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항세균, 항진균, 항산화, 항암, 항염증,

항노화, neurite outgrowth(신경돌기 증식), 세균 세포벽 표면단백질 부착 전이효소

sortase A, Glyoxylate cycle의 주효소인 isocitrate lyase (ICL)에 대한 저해활성에 대한

결과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이 활성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8. 해외 해양생물자원의 활용연구를 위한 해양생물 추출물 확보 및 화학종 분석 결과 보면,

해양생물 추출물은 5,842종을 대상으로 총 35,959건의 추출물을 확보하였다. 또한 화학종

분석 및 합성을 통해 725종의 순수물질을 확보하였다.

9. 채집된 해외 생물자원의 분류 및 동정을 진행하였다. 총 4,147건의 해양생물의 분류 및 동

정 작업을 통해 3,779종을 확인하였다.

10. 채집된 모든 해양생물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채집된 시료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PDA기반 바코드관리시스템을 도

입하였다. 이들 관리/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해양과기원에 설치된 냉동보관소 3곳과 냉장

보관소 1곳 그리고 전시실을 통해 해양생물의 보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활용연

구를 위해 12개 기관에 각각의 추출물 4,669건을 분양하여 활성을 측정하였다.

11. 해외 해양생물 연구를 통해 논문 67건과 특허 출원 21건, 등록 10건 그리고 생물자원 이

용에 관한 국제적 협약 이해와 대응방안 강구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l 본 연구과제로 얻어지는 해양생물 추출물의 기초생리활성 검정결과는 천연 생리활성물질

을 이용한 신약개발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며, 발굴된 유용활성물질, 미생물 자원

등은 향후 기초와 응용연구 등을 포괄한 해양생명공학 관련 국가 융합연구과제의 주요

소재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l 채집된 해외해양생물 추출물로부터 기초생리활성을 측정한 결과 일부 추출물의 경우 높

은 항균, 항진균, 항암, 항산화, 항노화 활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항균표적효소인 Srt

A, ICL에 대해 저해 활성을 보이고 있어서 천연물기반 신약개발에 활용가능하다.

l 해양생물로부터 분리, 정제된 다양한 천연물질을 대상으로 화합물의 구조와 활성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여 생화학, 생물유기화학 및 관련분야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며, 생체내 제

반 생명현상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수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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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해양생물자원 분류/동정, 천연물화학, 유기화학, 약학, IT, 생물채집 등 다양한 분야의 협

업을 중시하여 융합연구적 성격이 강한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해 다수의 해당 분야 미래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국내 해양생명공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

으로 기대된다.

l 확보된 해외생물의 유전자 및 조직, 그리고 개체 샘플의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생물분포

특성 및 형태적 특징, 유전형질의 다양성 등 해양 생태계 분석에 필요한 주요 자료로 이

용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국내 연안 생태계 변화에 대

한 비교 연구가 가능해, 향후 국내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위한 다양한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l 생물다양성협약(CBD)과 UN 해양법협약상 해양생물자원 관련 의정서 초안(Draft

Protocol) 협상과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환경

변화와 국제협상 전개추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해양생물자원 공급원 다각화를 바탕으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l 해외 해양 생물표본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통해 구성된 관리보존 체계는 국가 해

양 생물자원 관리 전략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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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문요약문)

I. Title: Development of Overseas Marine Bioresources and a System for Their

Utilization

II. Objective and Significance of the Study

As the last remaining natural resources for the future, marine bioresources are

considered to be the key factor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Compared to terrestrial counterparts, marine bioresources hold a better position in natural

abundance, phylogenetic diversity, and potential for industrial development, Consequently

there is an intense competition among nations in an aim to preoccupy marine

bioresources.

As terrestrial bioresources have almost reached the limit to consistently provide

original research subjects and many technical challenges in our way of collecting marine

samples have been gradually overcome, marine bioresources are drawing more public

attention than ever due to a potential ripple effect in basic and applied research.

In addition, since marine biotechnology is still in its infancy, the technological gap

among nations is narrow, providing a great chance to become a leading country with a

short-term active research investment.

According to a research paper in 2002, 18 marine biodiversity hotspots were revealed

to be located around in IAA (Indo-Australian Archipelage). Despite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this region, it is home to a great diversity of marine organisms. For example,

around 35.2% of coral reef and over 95% of marine organisms are living in this specific

region. In contrast, marine territory of korea, although it is 4.5 times bigger than the

land territory in size, fails to provide as many biodiversity as IAA region, which limits

to derive meaningful research results. To overcome this disadvantage, it is necessary to

induce synergistic effects by developing a diverse and sustainabl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f research infrastructure with megabiodiversities in the world.

With impending agreements of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Nagoya

protocol, it is apparent that megabiodiversities worldwide tend to reinforce sovereignty

over their bioresouces. Therefore, securement of bioresources is expected to become more

difficult than before. This requires us to adopt proper confrontation strategy to these

unfavorable international trends.

Accordingly,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project are 1) Investigation and

securement of marine bioresources in areas of high marine biodiversity through

sustainabl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and networking activities, 2) Discovery and



－ xii－

application of secondary metabolites and useful genetic resources derived from marine

bioresources, 3) Provision of basic and essential data including biological activities of

extracts from marine bioresources for domestic researchers in biomedical research or

related fields of study. 4) Derivation of systematic and effective counterplan via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ed to marine bioresourc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ould establish a basis for the research on overseas marine

bioresources and a system for their utilization in korea.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A. Ultimate Goals of the Study

1. Securement of overseas marine bioresources and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DB

and a supply system

2. Acquisition of bioactivity information and chemical diversity from the extracts of

overseas marine organisms

3.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network on marine biotechnology at the world class

level and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arine organisms

4. Analysis of the key agenda in international agreements on marine bioresources and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counterplan

B.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1. Sustainable procurement of overseas marine bioresources and systematic

mangagement of the acquired marine bioresources

Ÿ Making MOU contracts or conducting joint researches with countries in Indian Ocean

and Pacific Ocean, and collecting mollusks, bentic invertebrates, anthropods, corals,

echinoderms, zooplanktons, and marine microorganisms by SCUBA diving in Vietnam,

Philippines, Malaysia, Micronesia, Bangladesh, Indonesia, Russia.

Ÿ Establishing a DB system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f identification/classification

via references and DNA barcode sequence analysis, collection sites, sample images.

Ÿ Building a PDA-based barcode system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acquired

overseas marine bioresources

2. Evaluation of the basic bioactivities of the extracts from marine organisms and

acquisition of chemical diversity

Ÿ Isolation and purification of secondary metabolites from biologically active extracts

and determination of the chemical structures using NMR, mass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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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valuation of either extracts or isolated secondary metabolites against bacterial,

microbial, cancer, metabolic diseases, and antibacterial target enzymes such as SrtA,

ICL

Ÿ Securement of material supply and acquisition of various analogues through chemical

synthesis to facilitate active follow-up studies

3. Analysi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ed to marine bioresources and derivation

of systematic and effective counterplan

4. Establishment of a plan for the research on overseas marine bioresources and a

system for their utilization in korea

IV. Results of the Study

1. From 2010 to 2014, collections of overseas marine bioresources have been performed

at 22 points of intertidal and subtidal zones in 19 countries including Micronesia,

Indonesia, Philippines, Malaysia, Vietnam, Tonga, USA, Russia, Bangladesh, Brazil, Peru,

China, Sri Lanka, Chile, Italy, Australia, Spain, Palau, Mexico, Antactic ocean, deep sea,

east china sea. Total 4147 samples from the collections are now safely stored in the

storage room at KIOST and the collected samples from countries where the material

transfer is not allowed are kept at the local joint research institutes after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process.

2. Numbers of the collected samples were counted and analyzed annually. It was

revealed that 1129 samples in the second year marked the best and 426 samples in the

first year was the lowest. Other numbers are as follows:

Year 3: 887 samples

Year 4: 790 samples

Year 5: 915 samples

3. Analysis of the collected samples based on animal taxonomy revealed that the major

group was sponges making 22.9% of the total samples. The next was mollusks- 16.2%,

followed by seaweeds-14.4%, anthropods-9.2%, corals-7.2%, echinoderms-6.8%, etc.

4. Total 35,959 extracts from 5,842 samples were obtained and 725 pure compounds

were synthesized.

5. 3,779 species were indentified and clas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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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stablishment of a DB system and a PDA-based barcode management system has

been achieved for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collected samples. 4,669

extracts were distributed on request and the bioactivity of each extract was evaluated.

7. 5 years of research resulted in 67 publications, 31 patents (applied: 21, registered:

10), and a report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counterplan against international

agreements on marine bioresources.

V. Future Plan

1. The information collected from bioactivity evaluation of the crude extracts from

marine organisms would be the significant information for drug discovery program and

the bioactive secondary metabolites and the microorganism resources would provide

major research subjects in the national basic and applied researches on marine

biotechnolgoy.

2. Th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study of the various secondary metabolites from

marine organisms would furnish basic information with regard to biochemistry,

bioorganic chemistry, and the related fields of study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unique research tools to understand the biology of life.

3. Many future professionals in marine taxonomy, natural product chemistry, organic

chemistry, pharmacology, IT, and sampling were trained in this multidisciplinary research

project and they are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progress of marine

biotechnology in korea.

4. Genes, tissues obtained from marine organisms would be utilized as the important

data for analysis of marine ecosystem including interregional biological distribution and

morphological characters of marine organisms, diversity on genetic traits.

5. By analyzing stances of the major countries on CBD,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raft protocol on marine bioresources, clear understanding of chang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on marine bioresources and progress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are possible to provide effective national counterplan.

6. Survey of overseas marine samples and establishment of a DB resulted in a

conservative management system, which proposes a successful model for the national

management strategy of marine bio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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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목적

생물자원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미래자원이다. 생물연구 및 측정 등의 기술의 발달과 비

례하여 그 가치가 평가되는 무한 잠재력을 가지는 자원이다. 그리고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약 80%가 해양에 서식하고 있기에 해양생물의 잠재적 이용 가치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물자원은 미래에 국가경쟁력을 결절하게 될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생물자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해양생물자원은 여려 분야의 연구에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양생물유래

신의약 소재 개발의 경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 예로 해양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은 연간 30억불 수준이지만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

며, 해양소재의 제품화 성공률은 육상생물소재 보다 2배 이상 높은 연구의 효율성을 나타내

고 있어서 높은 가치창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은 신약 1건이 개발

될 경우 세계적으로 연간 1조원∼2조원의 매출과 매출의 20-50%의 순이익 창출이 가능한

높은 투자 효율성을 가진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해양천연물 연구는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8년 기준) 16,000여 신물질이 해양의 동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발견되는 등 기술적인 측

면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진 육상천연물에 필적할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해양천연물의 상당

수는 강력한 생리활성을 나타내고 있어 여러 물질들이 의약품으로의 개발을 위한 전임상 및

임상단계 수준에 진입하여 있다. 또한 특이한 화학적 구조와 생리활성으로 의약학, 화학, 생

물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연구용 시약으로 활용되는 해양천연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최근 외국의 해양천연물 유래 신약개발 동향은 항균 및 항암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전의 항암 후보물질 및 난치성 세균 질환에 대한 항균물질 등이 개발되어 임상 단계에 진

입하고 있다. 암은 전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서 [1] 환경오염, 각종 스트

레스의 증가, 고지방 식이의 증가, 흡연 인구의 증가 및 노령화 등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그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암환자의 의료비 및 그에 따

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 3천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2]. 감염질환의 경우

내성균 출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지속적인 치료제 개발이 요구되므로, 특이한

구조와 활성을 가지는 신물질의 발굴이 중요하다 [3].

세계적으로 해양천연물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며 NCI를 중심으로 항암물질,

항바이러스물질을 탐색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각 대학과 기업체의 협동연구

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해양천연물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야로서 생리활성 신물질의 발견의

소지가 매우 높으며 향후 천연물 연구를 학술적으로 주도할 분야이다. 해양생물 유래 천연물

연구는 대단히 다학제적 분야로서 유기화학, 생화학, 분광학, 기초의약학, 생물학 등 여러 학

술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학문적 파급효과 또한 막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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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필요성

해양 천연물은 현재까지(2008년 기준) 약 16,000종류의 이 분리 보고되었다(1959~2008년

기간 중 논문은 20,749편) [4]. 이들 천연물들은 구조적으로 육상 생물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특이적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분리된 해양천연물의 급격한 수의 증가는 다양한

심해환경의 sampling 기술, 해양천연물 분리정제 기술, aquaculture 및 합성을 통한 대량생

산, 활성검색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기존 약물에 대한 저항성의 증가와

항균, 항암물질의 새로운 활성기작의 필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해양천연물의 분리 및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천연물 생리활성의 발견에 있어

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활성은 항암 및 항미생물 관련 활성이다. 실제로 신물질의 40% 이

상에 있어서 세포독성, brine-shrimp 독성, PK 저해, 혈관신생억제 MDR-reversal 등 항암관

련 제반 in vitro 활성이 보고되고 있다 [5].

현재까지 암을 획기적으로 제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항암제가 개발되지 않은 점

을 고려하면 새로운 구조 또는 작용기전을 지니는 물질 개발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여

겨진다 [6]. 이러한 점에서 해양천연물로부터의 효능 물질 발굴은 새로운 의약품 개발을 위

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해양천연물로부터의 항암제 신약개발은 국립암연

구소(NCI)를 중심으로 항암물질, 항바이러스물질을 탐색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연

구가 각 대학과 기업체의 혐동연구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양생물로부터 식품, 의약

품 등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해양천연물 유래 신물질

중 임상 혹은 전임상 시험 중인 물질 중 항암제 후보물질은 33종(73%)를 차지하고 있다 [7].

항미생물 활성은 그램양성균 및 음성균에 대한 억제활성이 대다수를 점하나 진균, 내성균주

(MRSA, VREF 등), 결핵, 말라리아 등 난치성 감염질환에 대한 활성도 자주 발견된다.

Alexandr Fleming의 penicillin 발견 이후 끊임없는 1980년대까지 인간은 대부분의 감염질

환에서 벗어나는 황금기를 누렸으나 미국 유럽 등 선진 외국의 거대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항생제 연구 노력을 대량의 연구비와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난치병 치료분야 연구로

전환하면서 항생제 연구는 세계적으로 공백기를 맞았다. 그러나 감염질환은 끊임없이 새로운

내성을 개발해 내는 미생물을 그 목표 대상으로 삼기에 이 공백은 인간을 다시 penicillin 이

전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 중 하나로는 해양천연물

이 그 대안이 되리라 보며, 물질의 신규성 및 다양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작용기전을 가진 감

염질환 치료물질의 제시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감염성 질병에 대한 약품 개

발은 생체 내외에서의 antimicrobial activity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 21세기에

서는 anti-infective drug의 개발을 중심으로 좀더 넓은 의미의 패러다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Anti-infective drug란 기존의 antimicrobial activity로 인해 병원체의

감염을 억제하는 약물 뿐 아니라, 감염 및 발병과 관련된 생합성, offensive나 defensive의

활성, 숙주 환경과 관련된 effector등을 억제하여 발병을 제한하는 약물까지 포함한다.

Anti-infective를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은 현재까지 가속화된 감염 및 발병과 관련된 병원

체의 생체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와 맞물려 미래의 화학적 약물치료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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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천연물로부터 새로운 활성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는 충분한 기술적 당위성을 갖고 있으

며 개발 대상이 육상생물로부터 해양생물로 이전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현재 이 분야

의 연구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볼 때 국내의 연구

진에 의한 해양생물로부터 신의약 소재의 개발 가능성과 독자적인 해양천연물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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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외 현황

해양천연물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초기의 해양천연물 연구를 주도한

것은 풍부한 해양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호주 등의 국가이다. 주로 자

국연안의 해조류 및 해양동물에 대한 천연물화학적 탐색으로부터 시작된 연구는 양적, 질적

인 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하여 왔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활성기전 규명 등의 개발 측면이

강조되게 되었다 [9]. 1990년대 이후에는 해양천연물 연구의 방향이 완전히 신약개발의 원천

물질의 개발로 모아졌다. 그 결과 약리활성물질의 규명 및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리우 및 마닐라 협약의 영향으로 생물자원국의 권리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

라 해양생물자원의 대규모 확보 및 이를 토대로 한 신약연구개발이 국가 연구기관을 중심으

로 이루어 졌는데 대표적인 예로서는 미국의 NCI 및 NCI 지원하의 NCDDP, 러시아의

PIBOC, 일본의 JAMSTEC 및 민간조직인 MBI, 호주의 AIMS 등을 들 수 있다.

해양 천연물은 현재까지(2008년 기준) 약 16,000종류의 이 분리 보고되었다(1959~2008년

기간 중 논문은 20,749편). 의약품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천연물 생리활성의 발견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활성은 항암 및 항미생물 관련 활성이다. 실제로 신물질의 40% 이상

에 있어서 세포독성, brine-shrimp 독성, PK 저해, 혈관신생억제 MDR-reversal 등 항암관련

제반 in vitro 활성이 보고되고 있다. 해양천연물 신약의 가장 큰 방향은 항암제 개발이다.

2005년 34종의 천연물 혹은 합성유도체가 전임상 혹은 임상과정에 진입하였으며 일부의 선

도물질은 임상2상을 통과하였다. 2008년 현재 임상시험 중에 있는 해양천연물은 20종에 이른

다 [10]. 미국의 경우 해양천연물로부터의 항암제 신약개발은 국립암연구소(NCI)를 중심으로

항암물질, 항바이러스물질을 탐색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각 대학과 기업체의

협동연구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해양천연물 신약개발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대표적인 연구진은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W. Fenical 그룹이다. 동 그룹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해양 천연물의 탐색 및

응용연구를 통하여 오랜 기간 소외되어온 해양미생물이 생리활성 신물질의 탁월한 원천이며

신약 연구개발의 우수한 소재임을 입증하고 이들에 대한 생물공학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macrolactin, salinosporamide, halovir, cyclomarin 등 다수의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임상과정

에 진입시키는 등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11, 12].

제2절 국내 현황

국내의 해양천연물 연구는 199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었으나 관련 학계의 인식과 전문 연

구인력의 부족으로 연구가 대단히 미미하다. 이에 따라 해면동물의 (국내 연안에서도 2,000

종 이상이 서식하여 연안의 대표적 저서동물인) 천연물에 대한 연구도 일부의 대학과 한국

해양연구원을 비롯하여 일부 출연연구기관에서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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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수준도 천연물의 분리정제, 구조규명, 기초 생리활성 검색 등 탐색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서 외국과의 기술적 격차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국내

연안의 해면동물로부터 250 여종의 신물질 등 약 450여 신물질이 보고되었다.

2004년부터 국토해양부 주관의 천연물신약연구사업단이 발족하여 상당한 학술적 연구결과

가 얻어졌으나 주로 대사성질환에 초점을 둔 연구이며 본격적인 해양천연물 연구개발을 위

하여 필요한 천연물 및 합성화합물 확보에 기반을 둔 다양한 활성 검색 및 작용기전 규명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남극, 남태평양 등 해외의 국가생물기지, 태평양 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외국의 해면 시료를 대상으로 천연물 탐색을 시도하는 등 연구가

점차로 활성화 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기술 1 : 해외 심해특이환경 생물자원 보존 및 활용기반 구축

심해 극한 특이환경 생물자원 채집 및 서식특성 분석을 통한 고부가가치 유용생물자원 활

용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과제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심해

극한 생물확보, 심해 특이생태게 및 환경특성분석, 심해 특이 생태계　연구방법 표준화, 심해

극한 생물정보관리를 연구하여 심해 특이 생태계 생물시료 및 환경자료의 시공간적 정보 확

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생물자원 활용 기반에 이용하는 것이며, 심해 생태계 생물다양성

및 생물시료 확보 연구를 통한 얻어진 시료의 해양생물자원관 기탁 및 신물질 연구에 직접

활용하는 것이다. 기술 1의 국내외 기술 동향을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INDEEP(International

Network for Scientific Investigations of Deep-Sea Ecosystems), HADES(Hadal

Ecosystems Sudies), InterRidge, Sojovio(Sea of Japan Biodiversity Studies),

Kurumbio(Kurile Kamchatak Deep-Sea Biodiversity)등의 대형 국제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심

해탐사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가장 앞서 탐사용 잠수정 기술력을 확

보하여 1960년대 초부터 동경대학 내에 해양연구소(AORI)와 JAMSTEC를 중심으로 전세계

의 심해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열수 분출공 및 냉용수지역의 특이 생물군

집의 분류 및 생리적 연구,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심해 특이환경 생물을 육상에서

사육하는 기술을 개박하여 이로부터 신물질을 추출해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신약제품을 만

들어내려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북동태평양 심해 망간단괴 사업 및 통가 열수광상 개발 사업을

통해 심해 극한 특이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심해 환경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생물다양성 및 유용생물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는 사례가 거의 없음. 또한 심해 연구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심해 6,000m급 무인 잠수정 “해미래”가 개발되

어 있으나, 이를 이용한 실제적인 해외의 심해 생태계 및 생물자원 활용 기반을 위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이다.

기술 2 :　해양생물자원 DNA 바코드 발굴 연구

생물다양성이 높은 태평양 hot spot 해역의 해양생물자원 DNA바코드 발굴을 목표로 하는

과제로서, 해양생물자원 hot spot 지역인 태평양 적도인근 및 서태평양 해역의 해양생물자원

에 대한 DNA barcoding 분석하여 차세대 해양수산물 유전체 자원 개발, 확보된 해외 해양

생명자원으로부터 유용 유전자원 탐색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력하여 해양생명공학산업

국가 경쟁력을 확보 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기술 2의 국내외 기술 동향을 보면 DNA

바코드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Paul Hebert가 세계 최초로 나비목(Lipidoptera)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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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시작한 이래 DNA바코드 연구는 동물, 식물, 균류, 원핵생물에 이르기까지 생물계 전

반에 걸쳐 DNA바코드 컨소시엄(Consortium of Barcode of Life; CBOL)이 구성되어 전세계　

차원의 국가간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Guelph대학 소재 Ontario 생물다양성

센터를 중심으로 미국(Smithosonian Institution), EU, 중국(Chinese Academy of Science)

등 선진외국의 50여개국 200여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생물바코드 연구 프로젝트(iBOL

project)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전 세계에 분포하는 50만 여종의 생물종에 대해

DNA바코드 발굴 및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2년부터 iBOL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2013년 중국 Kunming에서 제5차 생

물바코드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하였고, DNA 바코드 연구 및 생물다양성 연구의 기술개발 및

국제적 협력을 천명한 쿤민선언(Kunming Declaration on the promotiom of DNA barcoding

and Biodiversity Science)을 주도하여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CBOL에 국가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여러 대륙에 분포하는 생물다양성 자원의 실체를 연구하기 위해 생물자원 부

국인 여러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DNA바코드 연구를 수행하거나 혹은

양극해 지역 및 남태평양 열대해역에 분포하는 생물자원 및 유전적 다양성 연구를 위해

DNA 바코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해양생물다양성 hot spot 지역인 태평양의 온대 및 열

대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유전자바코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유전자 자원

(genetic resources)을 선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에는 NGS(Next

GenerationSequencing)를 이용하여 DNA바코드 염기 서열에 대한 대용량 유전자 분석을 통

해 특정해역의 종 다양성의 실체와 규모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물다양성자원의 효과적인 발굴을 위해서 조사 해역의 해양생물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 규모와 실체를 신속,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DNA바코드 라이브러리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 3 : 해외 해양생물의 항균활성 검정 및 유효 활성물질 연구

해외 해양생물자원에 대하여 항균활성 중심으로 활성을 평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우수한 생물시료로부터 유효 활성물질 파악을 목표로 하는 과제로 해외해양생물의 항균

활성 검정 및 우수 생물시료의 활성물질 파악을 연구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관리 전략 수립

및 산업화를 위한 소재 및 기초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양 천연물 응용 및 산업화 연구를 위

한 정보 및 소재(추출물, 분획, 물질)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해양생물로부터

MDR(Multidrug resistance, 다제내성)-reversal, 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reversal 등 새로운 기전의 항균제 후보물질이 지

속적으로 발견되어 임상에 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핵 등 난치성 세균질환에 대한 항균

물질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2012년 현재 18,000종 이상의 해양생물 유래 생리 활성

신물질이 개발된 상태이며 해양천연물 유래 신의약품의 산업화 시대 도래(해면유래의

halichondrin, halaven, 멍게 유래의 yondelis 등 매년 1 ~ 2 종의 물질 시장 진입) 및 해양

천연물의 산업화 및 제반 응용연구를 위한 생물 및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해양생물자원의 생물학적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고, 특히 해

양생물 유래 항미생물제 및 항암제에 대한 사업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해외 해양

생물로부터 새로운 소재의 개발 기술력 향상 및 해양천연물의 연구개발의 활성화가 절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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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기술 4 : 열대해면으로부터 독성 천연물 발굴 연구

열대해면으로부터 독성 정제 화합물 발굴 및 유도체 합성, 독성 발현 메커니즘 규명을 목

표로 하는 과제로서, 열대해면 대사산물 구조분석, 정제 대사산물 독성검색, 독성 해양천연물

유도체 합성 연구를 통해 독성 메커니즘 규명 연구, 유도체 합성 연구, 열대해면 화학분류

연구 등의 학술적으로 활용, 천연물 및 그 유도체가 나타내는 독성 메커니즘과 선택성에 따

라 항암제 후보물질 발굴 연구에 활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 4의 국내외 동향을 보

면, 일본의 경우, 일본 에자이(Eisai)가 개발하여 2010년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방암 치료

항암제 Halaven(erivulin, mesylate)은 에리불린이 해면 생성의 천연물 halichondrin B의 유

도체인데, halichondrin B의 발굴(1985)은 같은 해면으로부터 유래하는 독성물질 okadaic

acid (1981)의 발견으로부터 유도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해양천연물 유래 독성물질 연구는

장기적으로 항암제 개발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유수의 많은 천연물 연구그

룹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독성 천연물 기반 항암제 개발 연구는 주로 미

국의 연구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는 Divistion of Cancer

Treatment and Diaganosis를 두고 그 아래에 Natural Products Branch를 구성하여 관련 연

구를 국가적으로 지운하고 있다.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Scripps Institute of

Oceanography)는 수 백여종 이상의 항암활성 관련 물질을 해양으로부터 발굴하여 제약회사

등에 기술이전 하고 있다

열대해면으로부터 독성 천연물 발굴과제는 독성 천연물질이 나타내는 세포독성의 메커니

즘에 따라 항암제 개발연구나, 독성의 메커니즘이 암세포에서 두드러지게 발현되는 효소 등

을 선택적으로 길항하는 천연물 및 그 유도체가 항암제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서

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는 독성을 다방면으로 검색할 수 있는 독성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독성 천연물의 발굴 확륙을 높이고, 독성 천연물 구조의 화학적 변형이나 유도체

합성을 통해 선택성이나 효과 면에서 개선된 합성 물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술 5 : 열대해면 대사분석을 통한 유용물질 생합성 경로 규명

열대 해양생물 함유 생리활성 대사산물의 생합성 경로 규명을 목표로 하는 과제로서, 열대

해양생물 대사산물 분성, 유용 대사산물 생산 해양생물 유전정보 분석, 해양 생물 이차대사

산물 생합성 경로규명을 통하여 해양 천연물 및 유도체 생산 체계 확립, 유용 해양생물 화학

적 계통분류학(Chemotaxonomy) 기반 자료 확보의 내용을 포함한다. 기술 5의 국내외 동향

을 보면, 육상식물, 미생물, 해양 동/식물 생산 이차대사산물(천연물) 연구가 최근 신약연구

개발 방향중의 하나인 drug repurposing/repositioning (기존 의약품이나 임상진입 물질의 새

로운 생리활성을 탐색하는 신약개발 전략) 전략에 따라 활성화 되고 있다. 특히 해양 천연물

브리오스타틴(bryostatin)의 경우 항암제로서 임상단계에 진입하였다가 실제 인체에 투여했

을 때 약효에 한계를 보여 연구가 중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그 유도체들(bryologs)

이 알츠하이머병이나 HIV 등에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져 이러한 용도로 임상단계에 재진입

한 상태이다. Bryostatin이나 halichondrin, dysidiolide의 예에서 보듯이 해양천연물은 그 구

조적 복잡성과 거대성, 생물로부터의 수득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천연물 자체보다는 그 유도

체가 의약품 후보물질로 주목을 받거나 의약품으로서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천연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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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도체 합성연구를 통한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확보가 유용한 신약개발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디시디오라이드(dysidiolide)의 경우 연구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관련 화합물 라이브

러리의 확보를 주요한 전략으로 채택하여 선발 가능한 신약 후보 물질 수를 증가시킬 수 있

다. 또한 미생물 등을 활용한 합성 생물학(synthetic biology)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

라 천연물 및 유도체의 합성이 합성 화학(synthetic chemistry)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시작하

였으며, 합성 생물학을 활용한 유용 물질의 합성은 다양한 생합성 경로에 대한 지식에 기반

하여 진행될 수 있어 천연물의 생합성 경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정 천

연물의 생합성 경로에 관한 정보는 그 경로에 속한 각각의 단위반응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

는 다른 물질의 합성 및 생합성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현재의 합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물질의 다양성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

기술 6 : 인도양 해역의 해양생물자원 탐색 및 생리활성 평가

스리랑카 및 몰디브(인도양 해역) 지역의 해양생물자원 탐색 및 생리활성 평가를 목표로

하는 과제로서, 스리랑카 및 몰디브 주변 해역의 해양생물자원의 채집, 추출 및 분리정제, 스

리랑카 및 몰디브 주변 해역의 해양생물자원의 항염증, 항산화, 항암 등 생리활성 평가를 통

해 열대 해양생물자원의 생리활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전연구를 통한 향후 우리나라 남

해안이나 제주도 지역에 서식하게 될 열대 생물에 대한 사전 지식 확보, 고기능/높은 생리활

성을 보이는 해양자원의 경우, 미리 양식시설이나 배양시설을 갖추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기술 6의 국내외 동향을 보면, 해양 생물 중 특히 많은 생리 활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열대해양생물에 관한 연구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열대지역에 대한 낮은 접근성 및 국제 협약상의

제약으로 인해 활발한 진행에 한계가 있는 상태이며, 생물학적 유용성이 큰 열대 해양생물들

을 중심으로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로 확보된 생물자원의 유용성 평가를 위해 생물의 화합물 조성을 탐색하여 신물

질 및 유용물질을 찾아내는 연구가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 결과들은 데이터베이

스화 되어 공개될 것이며, 이는 화학, 생물, 환경학 및 생명공학을 포괄한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의 근간을 조성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남해안 해역과 제주도 해역이 수

온상승으로 인하여 아열대 기후에서 열대 해역으로 변해감에 따라, 미리 열대지역의 해양 생

물동 자원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선점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

어 해양생물자원의 생리활성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2012년 5월 ‘생물 유전

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어 우리나라 연구진은 더 이상 연구지역 정

부 및, 주요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해외 자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태평양 해역의 해양생

물자원 총 400여종 6,000점을 발굴 확보했으며 이는 2013년 해외해양생물자운 개발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의 결과로서 향후 국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을 통한 유용신물질 개발에 지속

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해양생명공학 연구 및 제품개발 수준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아시아의 서남부 인도양상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다양한 열대 해양자원의 보고로 몰디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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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도양의 진주라 불리고 있는 국가로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와 조선해양 관련 기술 교

류 이외에는 교류가 없으며,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류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

서 스리랑카 콜롬보 지역의 콜롬보 대학 Egodage Dilip de silva 박사 연구팀과의 합동연구

는 양국 해양생물자원개발 및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주

대학교와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된다면 더욱 활발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생물자원에 대한 연구들이 육상 생물에 대한 연구의 포화와 해양생물이 고도불포와

지방산 DHA, EPA, arachidonic acid 및 폴리페놀 등의 생리활성물질을 대향 함유하고 있어

높은 생리활성을 보인다고 보고함에 따라 해양 생물 중 특히 많은 생리 활성 화합물을 함

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생물학적 유용성이 큰 열대 해양생물 종자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해역의 해양생물자원의 생리활성의 평가는 기술개발과제를 떠나, 국가적인 해양자

원확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되며, 열대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 해역에 서식하게 될 해양자원에 대한 사전연구를 수행하여 FTA 등의 자유 무역 경

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고부가가치 해양자원 개

발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 7 : 인도차이나반도 연해 해양생물의 이차대사산물 분석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 해안선 일대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유래 생리활성 신소재 발굴을 목

표로 하는 과제로서, 베트남 해역 해양생물 확보, 이차대사산물 분석, 해양천연물 기반 저분

자 화합물 라이브러리 구축, 생리활성 탐색 연구에 활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

7의 국내외 동향은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이 높은 투자효율성을 가진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인지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 세계에 분포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경제적 효용가치를 평가하

여 보다 다양한 생물종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신기능성 의약품소재를 분리

생산하는 체계적인 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신약개발 환경에서 천연자

원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합성신약 및 제

네릭 개발에 집중하던 국내 신약연구가 근래 들어 천연물 신약 개발 및 글로벌화를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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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가. 최종목표

l 해양생물 및 미생물 소재를 해외로부터 확보, 통합관리 DB와 공급체계 구축

l 주요 해외 해양생물 추출물로부터 생리활성 정보, 화학종 다양성 획득

l 해양생명공학 분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해양생물 활용 인프라 향상

l 해양생물자원 관련 국제협약 의제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연도별 목표달성을 위한 해양생물 채집 및 활용기반 구축 전략 비중

해양생물 확보 가중치(%) 활용기반 구축 및 기타 가중치(%)
1차년 40 60
2차년 60 40

3차년 35 65
4차년 35 65
5차년 35 65

나. 최종목표 정량적 성과목표 및 달성치

성과목표 성과지표 최종목표치 목표치설정근거 달성치

생물자원
확보

해양 생물 자원 확보 3,000 종
해외 해양 생물의 조사 및 연구
용 시료의 확보

4,147 종

미생물 균종 확보 10,000 주
해외 해양 환경으로부터 미생물
균주 분리, 보존

6,547 주

국제 공동연구 5건
공동연구를 통한 다양한 생물자
원종의 조사 및 확보

11건

생물자원
활용연구

해양생물의 기초
활성분석

2종
기초생리활성을 분석을 통한 생
물자원의 가치를 간접 평가

9건

해양생물 추출물
확보 및 화학종 분석,

융합연구
2,000 종

해양생물 추출물 확보 및
융합연구를 통한 해양생명공학
분야 이용 가능성 극대화

추출물:5,842종
35,959건,
화학종:725종

분류 및 보존 2,000 건
해양생물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분류 동정

3,779 건

DB구축, 분양 관리 1건
분양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DB 유지 관리

1건

해외생물 보존용
수장

1건
생물자원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냉동보존설비 구축

1건

논문 / 특허 77 / 26 관련 논문 및 특허 출원
논문 68건
특허출원 21건
특허등록 10건

인프라구
축 및
관련협약
대응

해외 연구기지 지원
확대

1 건
지속적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 연구기지 지원

2 건

국제 협약 대응 보고서 1건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적
협약 이해 및 대응방안 강구

보고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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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성과목표 목표치 가중치

(%) 평가기준 달성치

최종목표
(2009.11.01-
2014.06.30)

해양 생물
자원 확보

3,000종 20% 해외 해양 생물의 조사 및
연구용 시료의 확보 여부

4,147종

미생물 균종
확보

10,000주 20%
해외 해양 환경으로부터 미생물

균주 분리, 보존
6,547주

국제
공동연구 5건 10%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생물자원의
조사 및 확보 여부 11건

분류 및 보존 2,000건 10%
해양생물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분류 동정
3,779건

DB구축, 분양
관리 1건 5%

분양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DB
유지 관리 1건

해외생물
보존용 수장

1건 5% 획득한 자원의 안정적 보존 유무 1건

해양생물의
기초
활성분석

2종 10%
기초생리활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물자원의 가치를 간접

평가
9건

화학종 분석
및 융합연구

2,000종 10%
해양생물 추출물 확보 및 화학종

분석 건수 및 융합연구 수행

추출물:5,842종
35,959건,
화학종:725종

논문 / 특허 77 / 21 2.5% 관련 논문 및 특허 출원
논문 68건

특허 출원 21건
특허 등록 10건

해외연구기지
지원

1건 2.5%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 기지
지원 및 유지 건수 2건

국제 협약
대응 보고서1건 5%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
파악, 대응방안 강구여부 보고서1건

1차년도
(2009.11.01-
2010.09.30)

해양 생물
자원 확보

150종 20% 해외 해양 생물의 조사 및
연구용 시료의 확보 여부

해양생물
426종 확보

미생물 균종
확보

300주 20%
해외 해양 환경으로부터 미생물

균주 분리, 보존
미생물 992주

확보

국제
공동연구

1건 10%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생물자원

조사 및 확보 여부

1건
(러시아와
공동연구)

분류 및 보존 100건 10% 분류, 동정 및 보존 건수 103건

DB구축, 분양
관리 1건 10% DB 구축 및 관리 유무 1건

해양생물의
기초활성분석 2건 10% 기초활성 분석 건수

2건
(항세균, 항진균

활성)

화학종 분석 100종 10% 화학종 분석 건수
화학종 58종
논문 1건
특허 1건

국제 협약
대응

국가전략보
고서

10%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
파악 및 대응방안 보고서

보고서작성

다. 연차별 정량적 성과목표, 평가기준 및 달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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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성과목표 목표치 가중치

(%) 평가기준 달성치

2차년도
(2010.10.01-
2011.07.31)

해양 생물
자원 확보 600종 40%

해외 해양 생물의 조사 및
연구용 시료의 확보 여부

해양생물
1129종 확보

미생물 균종
확보 1000주 20%

해외 해양 환경으로부터 미생물
균주 분리, 보존

미생물 1152주
확보

국제
공동연구

2건 10%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생물자원

조사 및 확보 여부

2건
(베트남,
인도네시아)

분류 및 보존 200건 10% 분류, 동정 및 보존 건수 435건

DB구축, 분양
관리

1건 10% DB 구축 및 관리 유무 1건

해양생물의
기초활성분석

2건 10% 기초활성 분석 건수
4건

(항암,항세균,
항진균, 효소활성)

화학종 분석 200종 5% 화학종 분석 건수 169종

논문 및 특허 10건
2건

5% 화학종 및 유도체 논문/특허건수 논문 10건
특허 0건

해외연구기지
지원확대

1건 5%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기지 지원
건수

1건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제 협약
대응

국가전략보
고서 1건

5%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
파악 및 대응방안 보고서

1건
보고서작성

3차년도
(2011.08.01-
2012.07.31)

해양 생물
자원 확보

800종
(2000점) 20%

해외 해양 생물의 조사 및
연구용 시료의 확보 여부

해양생물
887종 확보

미생물 균종
확보

1500주 10% 해외 해양 환경으로부터 미생물
균주 분리, 보존

미생물 1609주
확보

해양생물의
유전자원확보

500점 10%
유전자원( total genomic

DNA)의 점수
447점

국제
공동연구

2건 5%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생물자원

조사 및 확보 여부
3건

(러시아, 베트남)
해외생물자원
확보 및
태평양

시료관 운영

500점
1건

5% 해외 생물시료확보 및 시료관
운용건수

생물시료 500점,
시료관 운용

1건

분류 및 보존 200건 10% 분류, 동정 및 보존 건수 992건

DB구축, 분양
관리 1건 5% DB 구축 및 관리 유무 1건

해양생물의
기초활성분석

2건 10% 기초활성 분석 건수
4건

(항암,항세균,
항진균, 효소활성)

화학종 분석 200종 5% 화학종 분석 건수 204종

해양천연물의
생리활성연구

1건 5%
해양천연물의 화학생물학적

분석도구 개발
1건

논문 및 특허
20건
4건

5% 화학종 및 유도체 논문/특허건수
논문 17건
특허 8건

해외연구기지
지원확대 1건 5%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기지
연구시설, 장비지원 건수

1건
(마이크로네시아)

국제 협약
대응

해외해양유
전자원 접근

및
확보방안보
고서 1건

5%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
파악 및 대응방안 보고서

1건
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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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성과목표 목표치 가중치

(%) 평가기준 달성치

4차년도
(2012.08.01-
2013.06.30)

해양 생물
자원 확보

700종
(2500점) 25%

해외 해양 생물의 조사 및
연구용 시료의 확보 여부

해양생물
790종 4936 점

확보

미생물 균종
확보

1000주 10%
해외 해양 환경으로부터 미생물

균주 분리, 보존
미생물 1018주

확보
국제
공동연구 1건 5% 국제교류 및 신규 MOU 건수

2건
(인도네시아, 괌)

분류 및 보존 200건 10% 분류, 동정 및 보존 건수 775건

DB구축, 분양
관리

1건 5% DB 구축 및 관리 유무 1건

해양생물의
기초활성분석

5건 15% 기초활성 분석 건수

8건
(항염증, 항산화,

항암,
항노하,항진균,
항말라리아,

신경될기 성장 및
효소활성)

화학종 분석 150종 5% 화학종 분석 건수 153종

논문 및 특허 22건
10건

5% 화학종 및 유도체 논문건수
논문 24건
특허 출원6건
특허 등록 1건

해외연구기지
지원확대

1건 5%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기지 지원

건수

1건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제 협약
대응

국가전략보
고서 1건

5%
해외생물자원 확보대상국의 ABS

과련법제 분석 보고서
2건

보고서작성

5차년도
(2013.07.01-
2014.06.30)

해양 생물
자원 확보

650종
(3500점)

25%
해외 해양 생물의 조사 및
연구용 시료의 확보 여부

해양생물
915종 10835 점

확보

미생물 균종
확보

1100주 10%
해외 해양 환경으로부터 미생물

균주 분리, 보존
미생물 1776주

확보

국제
공동연구

5건 5% 국제교류(기존 공동연구기관과
교류 강화)

5건
(베트남,필리핀,
방글라데시,스리랑
카, 인도네시아)

분류 및 보존 350건 10% 분류, 동정 및 보존 건수 1474건

DB구축, 분양
관리

1건 5% 확보한 생물자원 통계관리 1건

해양생물의
기초활성분석 5건 15% 기초활성 분석 건수

7건
(항세균, 항진균,
효소활성,
피부보습,

피부노화, 항비만,
운동능력
생리활성)

화학종 분석 200종 15% 화학종 분리 및 분석 건수 141종

논문 및 특허 25건
10건

5% 논문 및 특허건수
논문 16건
특허 출원6건
특허 등록 9건

해외연구기지
지원확대

1건 5%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기지 지원
건수

1건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제 협약
대응

국가전략보
고서 1건

5%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
파악 및 대응방안 보고서

1건
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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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2009년)

Ÿ 해외 해양생물 자원 확

보

Ÿ 마이크로네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총 426종을 채집

하여 분류 및 동정

Ÿ 해외 해양성 미생물 분

리 및 보존

Ÿ 마이크로네시아에서 해양성 박테리아와 방선균 665

주 분리 및 보존

Ÿ 인도네시아 현지 공동연

구협력 네트웍 구축

Ÿ 인도네시아 보고르 농과대학의 CCMRS와 해양생물

자원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시료 확보

Ÿ 해양무척추동물 20종 확보 및 기초 생리활성 스크리

닝

2차년도

(2010년)

Ÿ 해외 해양생물 자원 확

보

Ÿ 마이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통가, 베트남, 말레이시

아, 해저열수구, 동중국해에서 총 1,129종 4,754점을

채집하여 냉동보관

Ÿ 해외 해양성 미생물 분

리 및 보존

Ÿ 마이크로네시아, 통가 인근 열수지역에서 해양성 박

테리아와 방선균 1,152종 분리 및 보존

Ÿ 태평양 해양생물시료관

운영

Ÿ 마이크로네시아연방 축주 환초 주변에 서식하는 무

척추동물 중 생리활성이 높은 해면을 중심으로 채집

Ÿ 총 15개 정점에서 61종의 무척추동물을 채집

Ÿ 인도양 및 남서태평양

심해 해양생물자원 채집

Ÿ 온누리호 탐사를 통한 인도양의 심해 퇴적물에 서식

하는 중형저서동물 시료 채집 수행

Ÿ 아라온호 탐사를 통한 남서태평양 통가 주변해역의

심해 퇴적물 및 열수침니 주변에 서식하는 저서생물

시료 채집

Ÿ 채집된 생물은 자포동물에서 Leptolida목 1종 20점,

Actinoscyphiidae과 등 말미잘류 2종 20점, 환형동물

에서 Branchinotogluma sp. 등 다모류 4종 30점,

Arcovestia sp. 관벌레류 1종 50점, 연체동물에서

Bathymodiolus sp. 등 이매패류 2종 10점,

Alviniconcha sp. 등 복족류 4종 150점, 절지동물에

서 Austinograea sp. 등 십각류 5종 30점, Cirripedia

목 만각류 3종 80점, 극피동물에서 Asteroidea 1종

1점, Ophiuroidea 1종 2점, 어류에서 Symphurus sp.

1종 5점의 총 25종 398점으로 분석

제2절 해외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국제 공동연구

연구개발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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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해외 동물플랑크톤 자원

확보, 분류 및 보존

Ÿ 북부 동중국해역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은 20종

66점의 난류성 또는 난류 외양성 동물플랑크톤 동정

Ÿ 선별된 해외 동물플랑크톤은 요각류가 15종, 화살벌

레류 1종, 관해파리류 1종, 자포동물문 1종, 십각류

가운데 Luciperidae 1종, 미삭동물아문(Urochordata)

탈리아강의 1종 확보

Ÿ 열대역 해양선형동물 생

물종 다양성 확보

Ÿ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래 조간대와 조하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선형동물을 채집하고 분류학적 연구를

수행 하여 1강 3목 19과 31속 74종 549점의 생물자

원 표본 확보

Ÿ 필리핀 해역 해양 무척

추 동물의 확보

Ÿ 신경활성을 지닌 다양한 무척추 동물의 확보(갑각류

20종, 복족류 22종, 자포류 14종, 이패류 ,두족류, 극

피류 각 1종)

Ÿ 인도네시아 현지 공동연

구협력 네트웍 구축 및

인도네시아 연안 해양무

척추동물 채집

Ÿ 해양무척추동물 30종 확보 및 기초 생리활성(항균,

항산화) 스크리닝

- 우수 항균활성 3종 발굴

- 우수 항산화 활성 3종 발굴

- 생물활성 추출물 분획제조

Ÿ 말레이시아 현지 공동연

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말레이시아 해양생물

자원 확보(해조류)

Ÿ 말레이시아 사바대학과 공동연구 협약, (아열대생물

연구소 천연물생화학연구소 Dr. Prof. Charles연구

팀)

Ÿ 29종 해조류, 30종 무척추 동물(산호 1종, 불가사리2

종 포함), 총 59종 자원 확보

Ÿ 22종의 해조류 및 12종의 해조류 추출물 국내 반입

Ÿ 표본 제작 및 수중 사진 촬영, 해조류 표본 제작 완

료

Ÿ 29종 해조류 중 14개에 대한 추출물 제조

3차년도

(2011년)

Ÿ 해외 해양생물 자원 확

보

Ÿ 마이크로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해저열
수구, 동중국해에서 총 1,102점을 채집하여 냉동보관

중에 있으며, 분류 및 동정

Ÿ 해외 해양미생물의 분리

및 보존

Ÿ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국가의 chuuk, kosrae주, 필리

핀의 conception, 그리고 통가에서 해양성 박테리아

와 방선균 1,609점 분리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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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열대역 해양선형동물 생

물종 다양성 확보

Ÿ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래 조간대와 조하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선형동물을 현장 채집하고 분류 연구를

수행하여 1강 2목 17과 27속 51종 500점의 생물자원

표본 확보

Ÿ 심해 해양생물자원 채집

Ÿ 인도양/통가해역/북동태평양의 심해 저서생물 및 열

수생물 채집 및 생물상 분석(북동태평양, 인도양 심

해역에서 간극생물 정성채집, 선형동물 채집, 통가해

역에서 16종 138점의 열수생물 채집)

Ÿ 해외 동물플랑크톤 자원

확보, 분류 및 보존

Ÿ 해외 난류성 동물플랑크톤 총 72종 (동정) 81점

1,186개체 채집 및 보존

Ÿ 인도네시아 해양무척추

동물 채집

Ÿ 인도네시아 해양무척추동물 75종 확보 및 기초 생리

활성(항균, 항산화) 스크리닝

Ÿ 필리핀 해양동물 52종

채집 및 활성 분석

Ÿ 필리핀 인근 해양무척추동물 52종 확보 및 DNA/RNA

시료 확보

- 5종의 Conus로부터 22종의 신경활성 팹티드 서열

을 확보

Ÿ
Ÿ
Ÿ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연안 해양생물자원 채집

Ÿ 해조류 및 무척추동물 채집 및 추출

- NMR을 이용한 추출물의 구조분석

- 항염증 및 항암, 항산화 활성 측정

Ÿ Laurencia snackeyi 종에서 12개의 단일 물질을 획득
Ÿ 연산호에서 6종의 단일물질 획득

Ÿ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래

해역 해양생물 채집

Ÿ 태형동물 종자원 확보 : 1문 1강 1목 3과 4속 8점

Ÿ 해양연체동물 자원 확보 : 총 64종 553점을 채집하여

보관 중에 있으며, 분류 및 동정이 진행

Ÿ 해양절지동물 자원 확보 : 총 35종 200점을 채집하여

보관 중에 있으며, 분류 및 동정이 진행

Ÿ 해양산호류 종 자원 확보 : 총 49종 150점의 산호류

자원을 확보

Ÿ 해외 해양식물자원 조사

및 확보

Ÿ 2011년 10월 브라질 3지역과 칠레 7지역에서 채집

수행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 최종보고서

24❚

연 차 연구내용 연구결과

Ÿ 본 조사를 통해 신종 1종 발견

Ÿ 마이크로네시아 축 행역

의 해면동물, 극피동물

채집

Ÿ 해면 종자원 확보:1문 2강 9목 16과 19속 28종 148점

Ÿ 극피동물 종자원 확보 : 1문 5강 10목 18과 25속 41

종 128점

Ÿ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
운영 및 생물채집

Ÿ 총 186종 353점 확보 (절지동물 72종, 극피동물 66

종, 연체동물 47종),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에 보관,

Ÿ 산호초와 유기적 관계의 서식지를 포함하여 축 환초

내의 20개의 정점에 대한 생태학적 조사와 각 서식

지별 생물 시료 확보

Ÿ 생물시료에 대한 사진, 서식지, 채집정점, 보관용액

등 모든 정보를 DB화하여 정리함. 효율적인 시료관

리 가능

Ÿ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에 보관중인 시료에 대한

DNA 분석 진행. 88점 한국 반입 완료.

4차년도

(2012년)

Ÿ 해외 해양생물 자원 확

보

Ÿ 마이크로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네시아, 북동태평양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해양생물

총 790종이 채집

Ÿ 마이크로네시아 축 및 코스래 지역에서 해면, 연체,

극피, 산호, 선형동물 및 식물플랑크톤 등 369종

1,494점을 채집

Ÿ 북동태평양 지역의 일본 이즈-오가사와라 분지 심해

저서생물 및 열수생물 8종 29점 채집, 절지, 연체 및

다모류 69종 87점을 채집

Ÿ 필리핀 인근 해역 및 남극 아문젠 해에서 동물 플랑

크톤 94종 1,269개체 분리하여 액침 표본상태로 보관

중

Ÿ 스리랑카 해역에서 22종, 방글라데시 해역에서 연체

동물 31종 1,788점 미국, 러시아, 이태리,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호주 해역에서 해양식물 77종 160점 채집,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해역에서 해양생물 67종 67점

채집, 베트남 및 러시아에서 해양생물 20종 20점에

채집

Ÿ 해외 해양미생물의 분리

및 보존

Ÿ 마이크로네시아 축 지역 생물에서 해양성 박테리아

및 방선균이 428 주, 코스래 지역 생물에서 360 주,

베트남에서 200주, 일본지역의 생물에서 30주 등 전

체 1,018 균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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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연구내용 연구결과

Ÿ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
운영

Ÿ 1-4차년도 확보된 시료 총 362종 656점

Ÿ 4차년도 총 230종 303점 (기존 158종 353점) 추가 확

보하여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에 보관 중

Ÿ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에 보관중인 시료에 대한

DNA 일부 분석 완료. 추가 국내 반입 예정

Ÿ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
인프라 보강

Ÿ 태평양시료관 시설물 보완
Ÿ 열대해양생물 분류 전문가 자문
Ÿ 해외연구기관 시료 제공

5차년도

(2013년)

Ÿ 해외 해양생물 자원 확

보

Ÿ 마이크로네시아(축, 코스래), 필리핀, 베트남, 페루,
방글라데시아, 스리랑카, 칠레, 러시아, 스페인, 멕시

코, 인도네시아, 동중국해 및 태평양 심해 등의 다양

한 지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 채집하여 해면, 연체,

선형, 절지, 극피, 동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 해조

류 등 총 915종 10,835점의 해양생물 채집

Ÿ 마이크로네시아 축 지역에서는 해양생물 총 233종

615점을 확보, 이 중에 산호류가 171종 553점, 해삼

류가 62종 62점을 차지 함

Ÿ 마이크로네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필리핀에서 연체

270종 8657점, 절지동물 47종 607점, 극피동물 21종

100점 확보

Ÿ 페루, 칠레, 스페인, 멕시코에서 해조류 58종 160점

확보

Ÿ 북부동중국해와 필리핀 해를 포함하는 북서태평양

난수역에서 동물플랑크톤 30개 표본의 29종으로서

총 개체수는 47개체 확보

Ÿ 열대역 조간대 및 조하대 서식 해양선형동물 50종

500점, 태평양 심해에서 38종, 필리핀 조간대에서 11

종 확보

Ÿ 해외 해양미생물의 분리

및 보존

Ÿ 마이크로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에서 채집된

해양생물 및 퇴적토 시료에서 해양성 박테리아와 방

선균 1,776 균주 분리.

Ÿ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
운영 및 활용

Ÿ 채집된 시료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태평양해양생

물시료관에 보관

Ÿ 시료에 대한 동정 결과, 사진, 채집 장소와 특징, 채

집 날짜와 채집자, 보관 장소 등이 입력된 바코드 스

티커를 부착하여 공동 연구자에게 정보를 제공

Ÿ 현재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에 전시중인 시료에 대한

정보를 태평양해양연구센터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업데이트 예정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 최종보고서

26❚

1. 연구내용 및 방법

가. 해외 해양생물 채집 및 보관

해외 해양생물자원 시료 채집은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마이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필

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통가, 미국, 러시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페루 중국, 스리랑카, 칠

레,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팔라우, 멕시코, 남극해, 심해, 동중국해 등, 19개국 22개 지점

조간대 조하대에서 해양생물을 채집하였다. 채집은 각 지점에서 직접채집하거나 스쿠버 다이

빙 또는 스킨 다이빙을 통해 실시하였다(그림 2-1-1-1).

채집된 생물들은 형태적인 특징이나 서식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서식지의 수중 사진, 생

물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채집지역, 채집날짜, 무게, 길이, 수심 및 GPS 값 등의 정보들을 현

장에서 기록하였다.

그림 2-1-1-1 해외생물채집 지역

(1)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 운영 및 시료확보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축주에 위치한 태평양해양연구센터에 산호초 주변 해양생물을 확보

하기 위해 2010년부터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을 설립하였다. 산호초 지역은 해양에서 가장 생

물다양성이 높은 해역으로 1970년대부터 해양에서 활성물질이나 천연물 소재를 확보한 생물

들이 주로 서식하는 공간이다. 우리나라는 산호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동안 산호초가

서식하는 국가와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해 시료를 확보해 왔다. 2000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 열대해역에 연구센터를 설립한 후 열대환경 및 생태계 연구 고부가가치 해양생물 생산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주요 해양생명공학 소재가 되는 생물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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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네시아 축지역에서 해양생물자원 시료 채집은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60개의

정점에서 스쿠버 다이빙 또는 스킨 다이빙을 통해 실시하였다 (부록 1). 서식지별로 살펴보

면 산호초에 서식하는 생물은 스쿠버 다이빙 또는 스킨 다이빙으로 탐침봉과 채집망을 이용

하여 채집하였고, 잘피밭과 맹그로브숲의 경우에는 캠코어, 시브, 그물 또는 스킨 다이빙으로

채집하였다. 그리고 암반 조간대, 모래해변은 무척추동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일몰 후 저녁

시간대에 채집망을 이용하여 포획하였다. 주요 동물군 별로 살펴보면 해면동물은 수중 나이

프 또는 가위를 이용하여 기질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절단하여 채집하였고, 절지동물과 연체

동물은 손그물을 제작하여 채집하거나 그물 통발을 이용하였다. 극피동물은 채집 후 표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시약병 또는 지퍼백에 해수와 함께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

반하였다. 자포동물중 산호류는 전체를 채집하지 않고, 가장자리 일부 10 cm 가량을 가위로

절단하는 방식으로 시료를 확보하여, 향후에 산호 군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절지동

물, 극피동물, 연체동물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야행성인 종이 많기 때문에 야간 다이빙

을 통하여 다수의 시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채집이 이루어진 장소는 서식지 특성을 이해하

기 위해 채집 전에 수중 사진을 촬영하고, 수심과 주변 생물의 분포 정도, GPS 값 등의 위

치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해양생물 특성상 공기 중으로 노출되었을 때, 형태와 색상 등

이 변형되는 것을 고려하여 시료 채집 전에 수중 사진을 촬영하였다. 수중 사진 촬영은 일반

적인 육상 사진 촬영과는 다르게 반드시 수동모드에서 촬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빛과 피사

체, 배경의 밝기에 따라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스트로브 광량 등 모든 부분을 조절하여

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수중 촬영은 수중 촬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

행하였다. 크기에 따라 광각 및 마크로 촬영을 진행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실험실로 운반되

어 고정하기 직전에 형태 분류를 위해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다. 먼저 빛이 잘 흡수되는 검은

색 천을 바닥에 펴놓고, 산란도를 통한 광량집중을 막기위한 장비가 장착된 스트로브로 빛을

약하게 발광시켜 생물이 밝게 보이도록 하여 촬영하였다. 특히, 극피동물, 연체동물 등은 이

완된 촉수나 육질부를 촬영하기 위해 특수 프레임을 제작하였고, 물속에 가라앉힌 상태에서

렌즈에 CPL필터를 장착하여 촬영하였다. 생물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는 canon사의 G10 모델

을, 스트로브는 canon사의 430EX 모델을 사용하였다.

시료는 고정하기 전에 근육이완 과정을 실시한 후에 사진 촬영과 부표본을 확보한 후에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직분석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Formalin, Bouin's fixative,

Glutaraldehyde, Osmium tetroxide에 고정하고, DNA 분석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70~80%

EtOH에 고정한다. 부피가 크거나 수분 함량이 높은 생물은 1차적으로 95% EtOH에 고정하

고, 48시간 후에 2차적으로 70~80% EtOH에 고정한다. DNA 분석용 부표본은 생물군마다

채집부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95~100% EtOH에 고정한다.

① Porifera (해면동물)

- 근육이완 불필요

- 충분한 양의 80~95% EtOH로 고정

- 약 일주일 뒤 새로운 EtOH로 교체

- 기본적인 필드 데이터를 포함, 내외부 색상, 텍스쳐, 냄새, 점액질의 분비여부 등과 같

은 특이사항을 기록. 수중 사진 기록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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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nidaria (자포동물)

- Soft coral: 근육이완 불필요, 일반적으로 EtOH 또는 buffered formalin에 고정. 보관은

EtOH. 수중 사진 기록 중요함

- Gorgonian: 일반적으로 EtOH에 고정하거나 크기가 큰 시료의 경우 buffered formalin

에 고정한 뒤 건조. 수중 사진 기록 중요함

- Black coral: gorgonian과 유사함. 폴립의 색상에 대한 노트와 사진이 중요

- Anemones: 근육이완(menthol), buffered formalin에 고정. EtOH에 보관

- Stony coral: 탈색후 건조. 폴립을 긁어내어 DNA 분석용으로 EtOH에 보관

- Hydrocoral: 직접적으로 건조시키거나 탈색후 건조. 군체의 일부를 긁어내어 DNA 분석

용으로 EtOH에 보관

③ Flatworms (납작벌레류)

- 꼬리부위를 잘라내어 DNA 분석용으로 EtOH에 고정

- 냉동된 formalin에 노출시킨 후 고정, EtOH에 보관

- 색상에 특징이 있는 개체들의 사진 중요

④ Crustaceans (갑각류)

- 대형 crustacean의 경우 냉동시켜서 근육 이완

- 중소형 crustacean의 냉동시키거나 clove oil 및 MgCl2로 이완

- EtOH로 고정 및 보관

- DNA subsample의 경우, 다리나 배 부위가 적합함

- 고정 시 고농도의 EtOH는 갑각류의 다리를 훼손시킬 수 있음

⑤ Mollusks (연체동물)

- MgCl2또는 propylene phenoxitol로 이완

- buffered formalin, Bouin's fixative에 고정, DNA subsample은 미리 절단한 뒤 95%

EtOH에 고정

- Cephalopod (두족류)의 경우 formalin에 고정, 보관은 EtOH. DNA subsample은 95%

EtOH에 고정

- opisthobranchs and cephalopod의 경우 사진 중요

⑥ Asteroids / Ophiuroids (불가사리 / 거미불가사리)

- MgCl2또는 chloretone으로 이완

- 넓은 용기에서 고정하여 형태 유지

- 개체 크기가 큰 불가사리는 담수와 희석시킨 formalin으로 고정 가능

- EtOH에 고정, 보관

- 현장 수중 사진과 DNA subsample 중요

- DNA subsample의 경우 tubefeet에서 채취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29

⑦ Crinoids (바다나리)

- asteroids, ophiuroids와 유사, 넓은 용기에서 넓게 펴 고정

- EtOH에 고정, 보관

⑧ Holothuroids (해삼)

- MgCl2또는 chloretone으로 이완, 큰 개체의 경우 충분히 시간을 줌

- 개체가 큰 시료는 머리 부분만 잘라 채집해도 무방함

- 수분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고정 전에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고 개체 내부에도 주사

기를 이용하여 고정 시약 투여

- EtOH로 고정, 보관

- DNA subsample, 필드 사진 중요

- DNA subsample은 tentacle 또는 피부에서 채집

⑩ Ascidians

- menthol로 이완

- formalin 고정, 보관

- 현장 수중 사진 자료 중요

채집 시료의 보관은 화학약품이나 알코올로 고정된 시료는 반 투명지에 시료에 대한 정보

를 기록하여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소재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에 보관하였다(그림 2-1-1-2).

생물자원을 보관할 때, 동일한 시료를 반복적으로 확보하거나 인벤토리에 기재되어 있지 않

은 새로운 자원을 탐색하기 용이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바코딩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각 시료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바코드

에는 각 시료의 세부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시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시료 확보 계획이나 정점 선정을 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 운용을 통해 채집된 시료들은 각각의 분류군에 따라 동정을 진행하

였다. 채집된 시료는 먼저 분류군별로 나누어 1차적으로 현장 사진 자료와 시료의 현미경 관

찰을 통하여 형태분류를 실시하였다. 특히, 산호류는 건조된 시료 골편을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해삼류는 골편 형태 분석을 위해 체벽과 촉수 부표본을 채취하였고, 표백제를

이용하여 골편을 분리시킨 뒤 영구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2차적으로

열대지역 무척추동물 전문가 (괌 대학교 Alexander Kerr 교수, Laurie Raymundo 교수, 출

라롱콩 대학교 Suchana Chavanich 교수, 고베대학 Kawai 교수)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문

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형태 동정을 실시하였다. 일부 시료는 기탁등록기관을 통해 종 동정

을 실시하였다. 형태분류에서 속(genus) 레벨에서 동정된 종은 최종적으로 DNA 분석을 통

한 종 종정을 위해 부표본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반입되었다. DNA 분석을 위해 극피동

물은 촉수의 일부, 절지동물은 부속지 일부, 연체동물은 육질부 일부를 절단하여 EtOH 95%

에 고정하였다. 채집된 시료의 genomic DNA는 부표본을 잘게 다진 후 Genomic DNA

Extraction Kit (Bioneer)의 제조사 표준절차에 따라 추출하였다. 추출된 genomic DNA는

COIe-F (5-ATAATGATAGGAGGRTTTGG-3)와 COIe-R (5-GCTCGTGTRTCTACRT

CCAT-3) 마커와 PCR을 사용하여 미토콘드리아 DNA 중 약 670bp를 증폭하였다. 추출된

DNA는 Macrogen Inc사에 염기분석을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 최종보고서

30❚

 

그림 2-1-1-2.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에 보관중인 생물 시료, A :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소재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 B : 시료 고정 및 바코드 부착, C :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에 보관)

(2) 남서태평양 통가 주변 심해 저서생물/열수생물 채집 및 생물상 분석

남서태평양의 통가 인근 해역에 존재하는 열수분출구에 서식하는 생물을 채집하기 위하

여 2011년 4월~5월 아라온호를 저서생물 시료 채집을 수행하였다. 심해에 서식 저서생물을

채집하기 위하여 사용한 장비로는 MC(Multiple Corer)와 ROV(Magnum 21)를 이용하여 채

집하였으며, TA25, TA26해역의 열수 침니 부근에서 생물 시료를 채집하였다(그림 2-1-2-1,

2-1-2-2).

그림 2-1-2-1. 남서태평양 통가 주변 심해/열수 생물 채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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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 남서태평양 심해생물 채집에 사용된 채집장비 (➀: ROV - Magnum21의 인

양모습, ➁: ROV에 부착된 주요 채집장비인 suction sampler와 manipulator, ➂ 일반 심해퇴

적물 채집장비인 multiple corer, ➃: MC로 인양된 심해퇴적물)

ROV를 이용한 조사해역의 열수 침니 및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을 조사하였다. 총 34

회의 ROV 조사시 ROV HD카메라를 이용하여 생물 영상을 확보하고 생물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ROV의 Manipulate를 이용하여 주요 열수생물을 채집하였다.

(3) 해외 동물플랑크톤 자원 확보, 분류 및 보존

- 부유성 동물플랑크톤은 스스로의 운동 능력은 어느 정도 있으나, 해류의 흐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서식 동물플랑크톤과 해외 서식 동물플랑크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해외 해양 동물플랑크톤은 국내 연근해역에

서 계절에 따라 출현하는 동물플랑크톤 가운데 해류의 흐름에 의해서 따뜻한 외해로부터 유

입된 난류성 또는 난류 외양성 동물플랑크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외 지역(예, 공해상의

대양, 남극해 )에서 출현하는 난류성 또는 냉수성 동물플랑크톤도 포함한다.

국내 연근해에 출현하는 동물플랑크톤에 대한 연구나 시료 확보는 지금까지 주로 국내 연

구자에 의해서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해외 지역(예, 대양)에 서식하는 동물플랑크

톤에 대한 연구나 시료 확보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거의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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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은 해외 동물플랑크톤 자원의 확보, 분류 및 보존을 통하여 해외 생물자원 특히 동물

플랑크톤 생물다양성 연구에 기여하는 것이다.

- 동물플랑크톤 시료는 우리나라 동해 연근해, 남해 연안, 제주도 연근해를 포함하는 북부

동중국해, 북서태평양의 필리핀 해와 난수역, 남극의 아문젠 해에서 채집되었다. 시료 채집

시기는 해역에 따라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다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시료는 본 사업

기간에 채집한 시료뿐만 아니라 과거에 채집 되었던 과거 동물플랑크톤 시료도 포함되어 있

다. 현장에서 동물플랑크톤 네트(망목 200㎛, 망구 50∼60㎝)를 사용하여 해역에 따라 다양한

수심에서 수직 또는 경사채집 하여 시료를 채집하였으며, 채집된 시료는 현장에서 중성포르

말린을 이용하여 전체 농도가 약 5% 되도록 고정하였다. 채집된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해외 동물플랑크톤을 선별 및 동정하였다.

- 현장에서 채집한 동물플랑크톤 시료를 실험실에서 해부현미경(stereomicroscope) 하에서

가능하면 종(species) 수준까지 동정하였으며, 종 수준까지 동정이 어려운 종의 경우는 보다

상위 수준으로 동정하였다. 선별한 동물플랑크톤 개체를 2㎖의 cryogenic vial (Nalgene, 미

국)에 보관하였으며, 크기가 큰 동물플랑크톤 개체를 20㎖의 glass vial (Wheaton, 미국)에

보관하였으며, 모두 5% 농도의 해수-중성포르말린에 보관하였다(2-1-2-1). 동일한 동물플랑

크톤 종이라도 채집 해역, 채집 시기가 다르면 다른 시료로서 간주하여 별도의 vial에 보관

하였다. 따라서 동물플랑크톤 vial의 수와 종수는 동일하지 않으며, 동물플랑크톤 vial의 수가

종수보다 더 많다. 각 vial에 보관된 동물플랑크톤 종 또는 속의 개체수는 1∼122개체 범위

이며, 암수 구분이 가능한 종이라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고 동일한 vial에 암수를

함께 보관하였다.

- 선별한 해외 동물플랑크톤 시료의 DB 구축을 위해서 일정한 양식의 엑셀 파일에 동물

플랑크톤 vial별 자료를 입력하였으며, 시료 정보와 관련된 라벨을 vial 내에 추가로 넣지 않

았다. 그리고 각 vial을 대표하는 동물플랑크톤 사진을 별도로 촬영하였다. 엑셀 파일에 들

어있는 DB의 항목은 Code 번호(또는 vial 번호), 채집해역, 분류군, 문, 강, 목, 과, 속, 종, 학

명, 채집 점수, 채집장소, 채집 수심, 위경도, 채집일, 채집자, 동정자, 시료 보관 장소, 표본

종류를 포함한다.

(4) 열대역 서식 해양선형동물자원 확보 및 생물다양성 연구

- 열대 해역의 대표적인 서식지인 산호초 지역와 망그로브 지역의 다양한 퇴적환경에 서

식하는 해양선형동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열대 해역에서의 조간대와

조하대의 다양한 서식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보된 해양선형동물을 대상으로 형

태분류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별된 모든 해양선형동물에 대해서는 영구슬라이드 표본을

제작하였고, 고배율의 현미경을 활용하여 검경하였으며, 디지털이미지 영상을 촬영하고 확보

하였다.

- 관계문헌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국내외로부터 출판된 해양선형동물 관련 계통분류학적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저자별, 분류

군별, 연도별, 국가별, 해역분포별, 서식처별, 주요 분류형질별, 기타 검색어별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 조사해역은 열대역 및 해외의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서식지의 해저퇴적물을 광범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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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다. 특히 대심도의 해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 조간대 : 해양선형동물은 특히 해안과 저질의 안정성과 연관이 깊은데, 이를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해양선형동물은 해안의 파도가 치는 지점뿐 아니라 파도가 도달하지 않은

상부의 지점까지 넓게 분포하는데, 이를 위해 물 가장자리와 상부의 저질 표면을 스텐 core

sampler를 이용하여 넓은 범위에서 퇴적물을 모은다. 수직분포 면에서, 대부분의 선형동물은

저질의 상층부 수 ㎝(1-3 ㎝) 지점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하지만 혐기성 환경을 더 선호하

는 분류군들을 위해서는 30 ㎝이하의 지점까지도 조사한다.

- 조하대 : 본 연구과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부분이다. 조하대 채집은

SCUBA 조사로 수심 30 m 내외의 다양한 서식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직접 조하대의 다양한

저질, 해조류, 기타 무척추동물들을 채집하여 해양선형동물을 선별해 낸다. 조하대 산호초에

발달한 해면류와 기타 무척추동물을 수중나이프로 분리한 후에 비닐주머니에 모은다. 조하대

의 대심도 조사지점에서의 해양선형동물을 포함하는 퇴적물 확보에는 나이트록스 및 트라이

믹스 다이빙 기법을 활용한다. 장시간의 수중과학잠수를 수행함에 있어 고순도 산소의 부분

압을 높인 나이트록스 잠수기법과 고순도 헬륨의 부분압을 높임으로 고순도 산소로 인한 산

소중독 현상을 줄이기 위한 트라이믹스 잠수 기법을 혼용하여 적용한다. 또한 제한된 현장조

사기간을 감안하여 일일 수중과학잠수조사 시간을 늘리기 위해 트윈셋 데코다이빙을 기법을

적용함으로 수중과학잠수조사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

- 야간조사 : 퇴적물에 서식하는 해양선형동물은 주변 환경의 산소 포화도 및 주야간의

수직 이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간의 퇴적물 표면에서의 해양선형동물 다양

성 확보를 위하여 일몰 후에 수중과학잠수를 수행한다.

- 표본의 추출(extraction) : 해양선형동물은 크기가 대단히 작고, 몸의 점액질을 이용하여

모래나 부식질에 단단히 붙어 있어 표본제작 하기 전에 채집물로 부터 선형동물을 골라내야

만 하는, 번거롭고 고된 작업을 감수해야만 한다. 마취 및 고정과정에서 파열 또는 형태의

뒤틀림이 생기면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므로 생체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좋은 표본을 제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채집물을 일단 5% 정도의 약한

MgCl2나 에탄올로 10분간 마취시켜 Swedmark 기술과 Bubbling 기술[13, 14] 등을 이용하

여 모래와 저질로부터 해양선형동물을 떨어지게 한 후, 마취된 상태로 Test sieve(그물눈 크

기 64 ㎛)에 걸러진 생체 표본을 다시 신선한 해수로 씻어내어 표본을 추출한다. 추출된 표

본은 해부현미경(50x-100x) 하에서 micropipette을 사용하여 골라낸 후 70℃ 정도의 뜨거운

물을 생체표본에 부어 코일처럼 꼬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5% 중성포르말린으로 고정한다. 열

대역의 조사현장에서 대량의 해양선형동물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정수 필터링한

담수를 활용한 담수쇼크 방법을 이용하여 퇴적물로부터 해양선형동물을 일차적으로 분리한

다. 이때 담수에 담궈 두는 시간은 타이머를 이용하여 1분 이하로 유지하여 삼투현상으로 인

해 해양선형동물의 표본이 상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조사현장에서의 대량의 담수 확보가

힘든 상황임으로 현장용 마이크로필터를 이용하여 주변의 하천이나 개울에서 담수산 생물과

의 오염을 일차적으로 방제한 정수된 담수를 활용한다. 특히 열대역의 조간대에 발달한 망그

로브 하구역에서는 이러한 실험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 표본제작 : 추출된 표본들은 하나의 작은 plastic hole cavity jar에 모은다. 모아진 표본

들은 현미경 관찰을 위해 표본을 제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에탄올과 glycerine 혼합액(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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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표본들이 담긴 용기에 부어 36℃ 항온기(incubator)에 넣고 약 7일 동안 서서히 탈

수시킨다. 순수한 glycerine에 담겨 있는 탈수된 표본을 한 개체씩 mounting

medium(glycerin, Hoyer solution, Fluoromount-G)을 사용하여 영구 파라핀 슬라이드표본을

만든다.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양면관찰용 HS slide에 고정하여 관찰과 동정을 한다. HS

slide는 양쪽 면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종의 올바른 동정에 매우 필수적이다.

- 관찰 및 동정 : 미소한 해양 선형동물의 표면 구조는 매우 복잡하여 DIC(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장치를 이용하면 높은 효율성이 있으며, 보통 1,000배 이상의 배율에

서 관찰과 동정, 사진촬영 및 도판 작성을 한다. 도판의 작성은 Rotring 펜과 트레이싱지를

사용하여 해양선형동물의 복잡한 형태분류학적 형질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 미세구조 관찰 및 현미경 사진 촬영 : 해양 선형동물은 그 크기가 대단히 작음에도 불구

하고 외부의 형태가 매우 분화되어 있다(예: 두부 감각모의 배열, 몸 표면의 구조, 구강내의

구조 등). 이의 관찰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고해상도 DIC 현미경을 사용하거나 주사전

자현미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시료의 준비는 우선 표본들을 9

0℃ 정도의 뜨거운 에탄올로 고정한 뒤, 전고정(prefixation)과 후고정(postfixation)의 단계를

거친 후에 graded alcohol로 탈수(50%, 60%, 70%, 80%, 90%, 100%, 100%: 각각 30분씩),

critical point dryer에서의 임계 건조 및 cool stage system을 활용한 급속 냉동 건조표본 제

작, Ion coater를 이용한 gold coating과정 등을 거쳐 stub 위에 mounting한다. DIC 현미경

에서의 관찰 후에 각 종의 중요 형질들을 현미경에 장착된 Digital Camera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이미지를 편집한다. Digital Camera는 사용이 간편하고 바로 컴퓨터 상에서 편집이

용이하여 도감편찬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된다.

- 해양선형동물 영구슬라이드 표본 보관 : 제작된 영구 보존용 슬라이드 표본은 슬라이드

메일러에 각 표본의 종 정보와 조사지 정보를 기입하여 수평으로 눕힌 상태로 보관한다. 표

본의 건조를 막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항온 및 항습 기능이 있는 표본 보관 장치를

적극 활용한다.

(5) 말레이시아 및 스리랑카 해양 생물자원 확보

- 1차 말레이시아 현지답사를 통해 채집 지역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사바대학교

보루네오해양연구소 방문하여 드완압둘라만소장, 로즈나 부총장, 챨스교수, 쥴리앙박사와 보

루네오 연구소 연구팀과 미팅을 통해 말레이시아 해양 생물종자원 탐색에 대한 공동연구 협

의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서류 절차 및 챨스교수 연구팀과 함께 해양생물자원을 조사를 진

행하였다. 시료 채집은 사바섬 주위에서 해조류 및 소프트코럴를 대상으로 챨스교수 연구팀

과 수심 3m이상 되는 섬 연안에서 다이빙하여 직접 시료를 채취 하였다. 채집된 생물자원

목록 및 사진자료는 부록 13에 명시하였다.

- 2차 말레이시아 현지 해양생물 자원 확보 및 공동연구논의를 위해 2012년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말레이시아사바대학교 방문하여 리드완압둘라만소장 및 로즈나 부총장, 찰스교

수, 쥴리앙박사를 만나 해양생물자원의 대한 논의 및 채집에 대한 미팅을 수행하였다.

- 채집활동은 이전 채집과 동일(종의 변화 관찰 등)하게 사바섬 주위에서 해조류 및 연산

호 시료 채취하였으며, 찰스교수 연구팀과 수심 3m이상 되는 섬 연안까지 배로 이동 후 현

지 연구팀 다이버 2명이 다이빙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참여연구원들은 배위에서 채취한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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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자원을 분배하고 전처리를 수행 하였다. 이러한 채집을 통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현

재 약 50종 이상의의 해양 생물 자원(해조류 및 연산호, 군소 등)을 획득하여 현지 방법에

따라 추출을 수행하였음.

- 3차 말레이시아 현지 해양생물 자원 확보 및 공동연구논의는 2014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말레이시아에 방문하여 사바대학 연구팀과 미팅 및 우수한 생리활성이 확인 되었

던 타겟 해조류에 대한 채집을 수행하고 지금까지 공동연구된 연구결과에 대한 정리 및 최

종 논의를 수행하였다.

- 1차 스리랑카 해양생물자원 확보는 스리랑카 서부해안에 위치한 콜롬보지역 해양생물자

원의 채집계획에 따라 2012년 11월 17일(토요일) – 2012년 11월 23일(금요일)까지

Beruwela와 Hikkaduwa 지역의 해안과, 조간대, 조하대에서 채집을 수행하고 현지 콜롬보

대학 E. Kilip de Silva 박사 연구팀과 만나 향후 이루어질 연구에 대한 논의와 협력관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채집과정에서는 스리랑카 서부연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 20종 이상

의 생물을 채집하고 그중 16종에 대한 동정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스리랑카 생물자원 관리

규정에 따라 현재 채집 후 표본을 만들고 샘플은 건조 및 분쇄하여 스리랑카의 콜롬보 대학

에서 보관하고 있다.

- 2차 스리랑카 해양생물자원 확보는 스리랑카 남부해안에 위치한 콜롬보지역 해양생물자

원의 채집계획에 따라 2013년 11월 6일(수요일) – 2013년 11월 12일(화요일)까지 Beruwela

와 Hikkaduwa, Rathgama, Unawatuna 지역의 해안 및 조간대, 조하대에서 채집을 수행하고

현지 콜롬보 대학 E. Kilip de Silva 박사 연구팀, Dr. Ranjith 과 만나 향후 이루어질 연구에

대한 논의와 협력관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채집과정에서는 스리랑카 남부연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 14종 이상의 생물을 채집

및 건조를 완료하여 국내 반입을 시도 하였으나, 현지 정부 제재 및 국제 운송업체의 사정

등 갑작스런 문제들로 인해 실제 샘플의 국내반입 및 연구결과에 대한 공동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채집 후 표본을 만들고 건조 및 분쇄하여

콜롬보 대학에서 보관하였다.

스리랑카 서부연안 채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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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절지동물, 연체동물, 산호 및 식물플랑크톤 채집

해양절지동물, 해양연체동물, 해양산호류 생물채집의 경우 분류군팀과 해양식물자원팀으로

나누어 조사 및 발굴을 수행하였으며, 조간대 및 조하대 지역을 대상으로 생물자원 탐사 및

채집활동을 수행하였다. 조간대에서 채집은 썰물시 노출된 연안 지역을 따라 도보로 채집을

수행하였고, 조하대에서는 스노쿨링 및 SCUBA 다이빙을 이용하여 분류군별 해양생물자원

을 확보하였다.

식물플랑크톤의 경우 해외 해양 식물플랑크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4차년도인 2012년

11월 16일에서 24일까지 마이크로네시아 Chuuk 주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태평양해양연구센

터 주변과 산호초 연안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망목 20 ㎛ 식물플랑크톤 네트로 식물플랑크톤

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500 mL를 채집하였다. 센터 주변 연안(Weno 섬)의 5개 정점, 산호

초와 외해 수역의 7개 정점, 센터 인근의 망그로브 숲 수역의 6개 정점 및 그 외에 축주의

산호초 부근 7개 정점, 총 25정점에서 채집하였다(그림 2-1-6-1). 채집한 모든 정점의 표층

수온은 29～30℃의 분포였으며, 염분은 센터 주변 수역은 24～30 psu, 외해 산호초 수역은

30～35 psu의 분포였다(표 2-1-1-1).

5차년도인 2013년 10월 20일에서 26일의 기간동안은 마이크로네시아 Kosrae 주의 20개

정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채집하였다(그림 2-1-6-2). 채집한 모든 정점의 표층 수온은 25～

30℃, 연안의 염분은 25～30 psu, 내륙지역의 염분은 0～8 psu 였다(표 2-1-1-2)

채집한 식물플랑크톤은 센터 연구실로 옮겨 먼저 고배율현미경으로 관찰한 후, 일부를 채

취하여 24 well cell chamber에서 해수산은 f/2 배지, 담수산은 JM배지를 이용하여 희석법으

로 분리 배양하였다. 센터 체류 기간 동안 온도 22℃, 조도 3,000 lux의 incubator에서 배양

하며 관리하였다. 또 crude sample은 500 mL 샘플병에 f/2 배지 또는 JM 배지를 15% 첨가

하여 한국으로 운송하기 전까지 22℃, 빛 3,000 lux의 incubator에서 보관하였다. 배지는 센

터 주변 연안에서 채수한 해수 또는 담수를 0.45 ㎛ filter로 여과 후 autoclave로 멸균하여

이용하였다. 기수지역의 염분은 f/2와 JM 배지를 혼합하여 조절하였다. Cell chamber의 각

hole에서 배양된 미세조류는 모두 5 mL CBC 플라스틱 bottle에 각 각 옮겨 crude sample과

함께 ice box에 담아 부경대학교 유용플랑크톤자원 기탁등록기관으로 운송하였다.

채집된 식물플랑크톤과 crude sample은 부경대학교 유용플랑크톤 기탁등록기관 연구실에

서 희석, 모세관 피펫, 한천도말 방법 등을 적용하여 단일종으로 분리하였다. 희석법은 24

well cell chamber에 해수산은 f/2 배지, Erdschreiber 배지 및 SW-Ⅱ 배지를, 담수산은 JM

배지를 각 각 넣고 식물플랑크톤 시료를 희석법으로 처리한 후 온도 22℃, 조도 2,500 lux,

광주기 24L:0D의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또 채집된 식물플랑크톤 가운데 운동성이 느리

고, 크기가 큰 개체는 도립현미경을 이용하여 모세관 피펫으로 한 개체씩 분리하여 cell

chamber에서 배양하였다. 한천도말은 해수산은 LDM 배지, 담수산은 JM-agar 배지를 이용

하여 도말하고 앞에서와 동일한 배양환경의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Colony가 형성되면

10 mL 시험관의 액체배지로 옮겨 단일종으로 분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일 종으로

분리된 식물플랑크톤은 각 배지를 이용하여 20 mL test tube, 100 mL flask, 250 mL flask

에 차례대로 계대배양하여 종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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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 위치 수온
(℃)

염분
(psu)

비 고
정점 날짜 위도 경도

1 12.11.16 07°27'7.38"N 151°53'28.94"E 30 25 KIOST 앞 연안

2 12.11.16 07°27'10.56"N 151°53'25.11"E 30 20 KIOST 앞 연안

3 12.11.17 07°31'23.79"N 151°57'55.46"E 29 28 아헴섬 부근

4 12.11.17 07°31'49.87"N 151°58'11.51"E 29 28 아헴섬-산호초 부근

5 12.11.17 07°38'48.98"N 151°53'22.62"E 29 28 산호초 앞

6 12.11.17 07°38'22.84"N 151°53'46.21"E 29 28 산호초 안

7 12.11.19 07°27'6.35"N 151°53'42.55"E 30 27 KIOST 부근 망그로브 숲

8 12.11.19 07°7'5.30"N 151°53'38.59"E 30 26 KIOST 부근 망그로브 숲

9 12.11.19 07°°27'2.16"N 151°°53'20.57"E 30 24 KIOST 부근 망그로브 숲

10 12.11.19 07°27'5.40"N 151°°53'31.13"E 30 25 KIOST 부근 망그로브 숲

11 12.11.19 07°27'2.03"N 151°53'11.52"E 30 25 KIOST 부근 망그로브 숲

12 12.11.19 07°27'22.02"N 151°53'32.72"E 30 28 KIOST 부근 망그로브 숲

13 12.11.19 07°38'55.04"N 151°53'15.37"E 30 35 Hola 부근

14 12.11.19 07°40'17.99"N 151°49'44.00"E 30 35 Ushi 부근

15 12.11.19 07°40'44.43"N 151°47'42.76"E 30 30 Pisamew 부근

16 12.11.20 07°27'22.12"N 151°53'40.30"E 30 30 KIOST 앞 연안

17 12.11.20 07°27'19.99"N 151°53'49.76"E 30 30 KIOST 앞 연안

18 12.11.20 07°27'18.00"N 151°53'58.73"E 30 30 KIOST 앞 연안

19 12.11.20 07°27'20.61"N 151°54'9.89"E 30 30 KIOST 앞 연안

20 12.11.21 07°27'9.10"N 151°54'6.69"E 30 37 베네딕트 해안근처

21 12.11.21 07°27'5.95"N 151°54'27.83"E 30 37 KIOST 앞 연안

22 12.11.22 07°26'41.80"N 151°54'3.41"E 30 28 KIOST 오른쪽 연안 PEITIW

23 12.11.22 07°26'51.98"N 151°54'7.32"E 30 28 KIOST 오른쪽 연안 PEITIW

24 12.11.22 07°27'2.83"N 151°54'8.90"E 30 29 KIOST 오른쪽 연안 PEITIW

25 12.11.22 07°27'13.59"N 151°53'29.00"E 30 30 KIOST 앞 연안

그림 2-1-6-1. 마이크로네시아 Chuuk 주 외해 연안(상)과 Weno 섬(하) 주변에서의

식물플랑크톤 채집 정점.

표 2-1-1-1. 마이크로네시아 Chuuk 주 채집 정점의 표층 수온과 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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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2. 마이크로네시아 Kosrae 주에서의 식물플랑크톤 채집 정점.

표 2-1-1-2. 마이크로네시아 Kosrae 주 채집 정점의 표층 수온과 염분

채집 위치 수온

(℃)
염분

(psu)정점 날짜 위도 경도
1 13.10.22 05˚19'55"N 162˚56'16"E 30 30
2 13.10.22 05˚19'14"N 162˚55'28"E 30 30
3 13.10.22 05˚19'36"N 162˚55'57"E 30 30
4 13.10.22 05˚19'44"N 162˚56'17"E 30 30
5 13.10.22 05˚20'57"N 162˚57'24"E 30 30
6 13.10.22 05˚19'43"N 162˚56'42"E 30 30
7 13.10.22 05˚19'31"N 162˚55'47"E 30 7~8
8 13.10.22 05˚19'03"N 162˚56'42"E 30 30
9 13.10.23 05˚17'37"N 163˚00'55"E 26 0

10 13.10.23 05˚16'30"N 162˚59'15"E 26 0
11 13.10.23 05˚17'06"N 162˚57'25"E 26 0
12 13.10.23 05˚19'06"N 163˚00'20"E 27.5 0
13 13.10.24 05˚18'22"N 162˚58'33"E 26 30
14 13.10.24 05˚20'54"N 163˚01'22"E 25 30
15 13.10.24 05˚20'00"N 162˚58'27"E 25 0
16 13.10.24 05˚20'33"N 162˚58'35"E 25 0
17 13.10.24 05˚21'22"N 162˚57'47"E 26 25
18 13.10.25 05˚20'11"N 163˚01'08"E 30 30
19 13.10.25 05˚19'55"N 163˚01'15"E 30 30
20 13.10.25 05˚15'53"N 162˚59'01"E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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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미생물의 분리, 보존 및 동정

해외 해양미생물 확보를 위하여 해양 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는 열대지

역인 마이크로네시아 chuuk주와 kosrae주, 필리핀의 Conception과 Guimaras, 베트남 Nha

Trang, 방글라데시 Saintmartin island 및 통가 인근의 열수 광상지역, 일본 Sagami Bay, 베

요네스 해구 등 특이 해상 지역 등을 포함하여 채집 해역을 선정하였다(표 2-1-2-1). 채집시

료에서 미생물분리를 위해 2010년(1차년)부터 2014년(5차년)까지 7개국 19개 지역에서 해외

생물시료 채집 및 분리를 지행하였으며, 연안과 심해 시료들을 채집하기 위하여 스쿠버다이

빙, multi core, CTD 및 ROV 등의 장비들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미생물 분리를 위해 채집

된 해면동물, 해조류, 연체동물, 연산호 등의 해양 생물 및 해양퇴적토(sediment) 시료로부터

해양미생물 및 방선균, 곰팡이 등의 해양미생물을 분리하여 냉동 보존하였다[15-25].

표 2-1-2-1. 샘플채집 지역

연차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채집

국가

2월,Chuuk 1월,Kosrae 1월,Kosrae 3월,Vietnam 2월,Bangladesh

8월,Kosrae 2월,Chuuk 2월,Chuuk 3월,Japan

4월,Tonga 3월,Tonga 5월,Phillippine

10월,Chuuk 10월,Chuuk 6월,Bangladesh

11월,Phillippine 11월,Chuuk 10월,Kosrae

10월,Chu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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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1 Photos of sampling by scuba diving, multi core, CTD and

ROV.

해양생물 공생 미생물 및 다양한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채집된 생물 시료는 현장에서

멸균된 가위나 칼, 스푼 등으로 시료의 일부분을 잘라 내거나 들어낸 후 멸균된 비닐 봉지나

파우치백(Fisher), 혹은 튜브에 넣고 미리 준비된 멸균 해수를 첨가하여 냉장 보관 하였으며,

준비된 시료는 잘 희석한 후 순차적으로 희석한 다음, 희석액을 해양방선균 분리 배지와 해

양미생물 분리 평판 배지에 접종, 도말하는 방법으로 해양방선균, 공생미생물 및 해양미생물

들을 분리하였다. 균주의 분리와 배양에 사용된 배지는 DIFCO사와 BACTO사의 제품을 사

용 하였으며, 분리에 사용된 배지는 모두 autoclave에서 121℃, 15분 간 멸균한 후 사용하였

다.[26-34]. 분리된 해양미생물 및 해양방선균의 동정 및 계통분류학적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

하여 16S rRNA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염기서열은 NCBI의 Blast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상동성(homology)을 확인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분석된 균주들의 염기

서열을 유전자은행에서 비교하여 MEGA 2.1 pack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린결합 방법

(neighbor-joining method)으로 계통수(phylogenetic tree) 분석을 수행하였다. 계통수의 구조

(topology)를 평가하기 위하여 Streptosporangium roseum DSM 43021T(X89947)을 외집단

(out group)으로 하여 1,000회 반복적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수행하였다[35-45].

1) Modified Bennett's agar medium Humic-acid vitamin (HV) agar medium

1.0 g Yeast extract
1.0 g Beef extract
2.0 g Tryptone
10 g Glucose
18 g Agar
Sea Water : Distilled water (7:3) 1 L 또는 Sea salt 32 g
: Distilled water 1 L, pH 7.2

1.0 g Humic acid*
0.5 g Na2HPO4
1.71 g KCl
0.05 g MgSO4·7H2O
0.01 g FeSO4·7H2O
0.02 g CaCO3
18 g Agar
Sea Water : Distilled water (7:3) 1 L 또는 Sea salt 32 g :
Distilled water 1 L, pH 7.2

Vitamin**
50 ppmCycloheximde
10 ppmNalidixic acid

Actinomycetes isolation agar medium

2.0 g Sodium Casinate
0.1 g Asparagine
4.0 g Sodium Propionate
0.5 g Dipotassium Sulfate
5.0 g Glycerol
Sea Water : Distilled water (7:3) 1 L 또는 Sea salt 32 g :
Distilled water 1 L, pH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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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단일 해양미생물들 중에서 1차로 특이적 형태를 보이는 균주들에 대해 modified

Bennett‘s broth 50 mL 소량 배양을 진행하였다. 용매 추출로 배양액 조추출물을 얻고 1H

NMR 분석 및 항산화 및 항암 활성 탐색을 통하여 활성물질 생성이 예측되는 균주를 2차

선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16S rRNA 및 18S rRNA sequencing을 확인하였다.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을 위해 16S rRNA proimer, 27F 5′(AGA GTT TGA TCM

TGG CTC AG)3′ 와 1492R 5′(TAC GGY TAC CTT GTT ACG ACT T)3′를 사용하

여 PCR에 의해 genomic DNA로부터 증폭하였다. 20 ng의 genomin DNA과

EF-Taq(SolGent, Korea) 반응용액 30 ㎕을 혼합하여 35 cycle 반응 시켰다. PCR의 반응 조

건은 95℃에서 1분간 denaturation, 55℃에서 1분간 primer annealing, 72℃에서 1분 chain

extention 시켰으며 35 cycle 후 최종적으로 72℃에서 10분간 chain을 extention 시켰다. 증

폭된 DNA로부터 1,380 bp 이상의 염기서열을 얻었고 ABI prism 3730XL DNA analyz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확보된 해양미생물들의 염

기서열 값은 NCBI에 등록된 균주들과 Blast search를 통하여 homology 유사성을 확인하였

다. 또한 18S rRNA 염기서열 분석을 위해 18 rRNA proimer, ITS1 5′(TCC GTA GGT

GAA CCT GCG G)3′ 와 ITS4 5′(TCC TCC GCT TAT TGA TAT GC)3′를 사용하여

PCR에 의해 genomic DNA로부터 증폭하였다. 증폭된 DNA로부터 520 bp 이상의 염기서열

을 얻었고 ABI prism 3730XL DNA analyz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확보된 해양미생물들의 염기서열 값은 NCBI에 등록된 균주들과 Blast

search를 통하여 homology 상동성을 확인하였다[46-53]. 동정결과는 부록 14에 나타냈다.

1차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채집된 해면 29종에서 미생물 분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동

결건조 된 각 sponge 약 0.5g을 motar에 넣고 멸균수 2 ml을 넣고 마쇄한 후 550㎕을

e-tube에 옮긴 후, 멸균수 500㎕가 담겨 있는 e-tube에 supernatant 50㎕을 옮겨 1/10,

1/100, 1/1000로 희석된 sponge supernatant를 준비하였다. 미리 제조된 세균용, 곰팡이용, 방

선균용 agar plate에 각 농도 별로 희석된 sponge supernatant(500㎕)를 spreading한 후 아

래 배지를 이용하여 25℃에서 14~21주간 배양하였고, 2주간 배양된 agar plate에서 자라난

colony들을 각각 백금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agar 배지에 streaking 하여 25℃에서 2주간 배

양 후, streaking 한 colony가 single colony로 판명 된 것을, slant 배지로 옮기고, cell stock

을 만들어 –85℃에 보존하였다. 2011년도 12월 마이크로네시아 축섬에서 채취한 시료를 dry

ice 및 acetone으로 순간 동결 후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잘게 갈고 멸균수를 이용하여 100,

1000, 1000배 희석 계열을 만들었다. 상기 배지를 이용하여 도말하고 25℃, 14~21일간 배양하

여 105균주 균주를 분리하였으며, cell stock을 만들어 –85℃에 보존하였다[54-56].

세균용 곰팡이용 방선균용

marine broth 40.25g 40.25g -

glucose 50% solution 40ml 40ml 4ml

sea salt - - 33g

agar 15g 15g 15g

cycloheximide 50mg - 50mg

K2Cr2O7 50mg - 50mg

ampicillin - 50mg -

streptomycin - 50mg -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 최종보고서

42❚

다. 국제 공동연구 및 해외 연구기지 지원

생물다양성 협약 (CBD, 1992년) 및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2010년)가 채택되면서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사전 통보와 승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

익의 상호 공유에 대하여 자원제공국과 자원이용국, 선진국과 개도국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생물자원을 주권화 하려는 노력이 심화되고

있어 현지 정부 및 주요기관의 사전 동의와 협력 없이는 해외 자원에 대한 연구가 점차 어

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상황에서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에서 유용생물자원 조사 및 채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와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의 도움이 필수적이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현재 10여 개국 이상에서 생물채집과 연구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생물조사, 채집 및 연구에 대한 물질적, 교육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생물자원 조사 및 연구과정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 및 현지 랩과의

MOU 체결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를 통한 국가간 생물자원 분쟁 요소 차단 및 구축된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생물자원의 연중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대학간, 연구소간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생물자

원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확보 및 전처리 작업 등

현장에서 수행하는 기초실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 연구기지(태평양해양연구센터, 마이

크로네시아 코스래 등)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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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가. 해외 해양생물 채집 및 보관

해외 해양생물자원 시료 채집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필리

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통가, 미국, 러시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페루 중국, 스리랑카, 칠레,

이틸리아, 호주, 스페인, 팔라우, 멕시코, 남극해, 심해, 동중국해 등, 19개국 22개 지점 조간

대 조하대에서 해양생물을 채집하였다. 채집결과는 마이크로네시아 축 지역에서 1,470종, 코

스래에서 1,099종이 채집되어 가장 많은 생물이 채집되었다. 다음으로 필리핀에서 335종, 인

도네시아 (290종), 중국 (126종) 심해저 (131종) 말레이시아 (109종), 동중국해 지역 (107종),

베트남 (94종), 칠레 (58종), 방글라데시 (57종) 등 총 4,147종이 채집되어 각각의 분류군별로

기탁등록기관 및 해양과학기술원 수장고에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 시료중 국내 반입이 어려

운 시료는 채집 국가 공동연구기관에 보존되어 있다(그림 2-2-1-1, 표 2-2-1-1). 채집생물에

대한 정보는 부록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2-1-1 채집지역별 채집종수. 기타지역: 이탈리아, 호주, 멕시코, 스페인, 팔라우, 남극

축 코스래 심해저 동중국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통가

1470 1099 131 107 290 335 109 94 30

미국 러시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페루 스리랑카 중국 칠레 기타 계

17 52 57 39 52 30 126 58 51 4,147(종)

표 2-2-1-1. 채집지역별 채집종수. 기타지역: 이탈리아, 호주, 멕시코, 스페인, 팔라우, 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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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지역에서 채집된 생물의 연차별 결과를 보면 채집활동이 시작인 1차년도에 426종

으로 가장 적었으며, 본격적인 채집이 시작인 2차년도에 1,129종으로 가장 많은 생물이 채집

되었다. 그리고 3차년도에 887종, 4차년도에 790종, 5차년도에 915종이 채집되었다(그림

2-2-1-2).

그림 2-2-1-2 연도별 해양생물 채집 결과

채집 생물의 분류군별 결과를 보면 해면동물이 1,242종으로 전체 생물의 22.9%를 차지하였

고, 다음으로 연체동물이 673종 (16.2%), 해조류 598종 (14.4%), 절지동물 381종 (9.2%), 산호

298종 (7.2%), 극피동물 283점 (6.8%), 선형동물 230종 (5.5%), 동물플랑크톤 188종 (4.5%), 식

물플랑크톤 86종 (2.1%) 그리고 기타 분류군이 168종 (4.1%)을 차지하였다(그림 2-2-1-3).

분류군 종수

해면동물 1242

극피동물 283

연체동물 673

절지동물 381

해조류 598

산호 298

선형동물 230

식물플랑크톤 86

동물플랑크톤 188

기타 168

그림 2-2-1-3. 생물 분류군별 채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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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지역별 해양생물 분류군 분포를 보면 마이크로네시아 축 지역에서는 해면동물이 574

종으로 축 지역에서 채집된 생물의 3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연체동물 292 (20%)종,

산호 224종, 극피동물 173종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래 지역에서는 해면동물이 483종으로

4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선형동물이 228종, 연체동물이 100종, 식물플랑크톤이 86종,

절지동물이 72종, 극피동물이 71종, 산호가 45종 등을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지역의 경우 해

면동물이 106종으로 37%룰 차지하고 있으며, 절지동물이 72종 해조류가 40종, 연체동물이

36종 및 기타 27종이 채집되었다. 필리핀의 경우 동물플랑크톤이 100종으로 전체 30%를 보

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해조류 55종 연체동물 53종 순으로 채집되었다. 베트남에서는 해면동

물이 44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조류가 22종, 산호가 20종, 극피동물이 8종이 채집

되었으며, 동중국해에서의 채집결과를 보면 절지동물이 70종으로 전체 65%를 차지하였으며

동물플랑크톤이 35종 33%를 차지하였다(그림 2-2-1-4).

그림 2-2-1-4. 채집 지역별 채집생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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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을 통한 시료확보, 분류동정, DB 구축 및 국제공동연구

-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에서 확보한 해양 생물 시료의 수는 761개이며, 총 12개의 분류군

에서 총 698종, 1674점으로 나타났다(부록 3, 부록 4). 1단계 조사에서는 무척추동물 위주로

시료 채집이 진행되었고, 해면동물 103종의 268점, 절지동물 115종의 216점, 극피동물 156종

의 335점, 연체동물 113종의 204점, 자포동물 193종의 623점, 환형동물 4종의 5점, 척색동물

5종의 5점, 의충동물 2종의 2점, 선형동물 1종의 1점, 유형동물 3종의 3점, 성구동물 1종의 1

점, 기타 2종의 11점으로 정리되었다(표 2-2-1-2). 확보된 시료중에 주요 분류군인 자포동물

이 전체 시료 대비 종수 27.7%, 점수 3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극피동물이 종수

22.3%, 점수 20.0%를 나타내었다. 절지동물은 전체 시료 대비 종수 16.5%, 점수 12.9%로 나

타났고, 연체동물은 종수 16.2%, 점수 12.2%로 나타났고, 해면동물은 종수 14.8%, 점수

16.0%를 나타내었다(그림 2-2-1-5). 확보된 분류군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호류 중에는 리프를 형성하는 돌산호류가 147종으로 가장 많았고, 연산호류가 8종으로 나

타났다(부록 6).

-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에 보관중인 생물시료를 서식지별로 살펴보면 산호초 해역에서 채

집된 종이 444종으로 가장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2-1-3). 이는 전체 종수(698종) 대

비 6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444종 중에 자포동물인 산호류가 160여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2-2-1-3). 이는 산호초 서식지가 대부분 조초성 산호인 돌

산호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호초는 열대해역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높은 서식지

로 전세계 해양생물의 1/4이 서식한다고 알려진 만큼 다양한 종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잘피

서식지와 맹그로브숲에서 채집된 종이 각각 32종, 11종으로 나타났다. 웨노섬 연안 천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잘피밭은 산호초와 생태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호

초 해역과 비교해 생물 다양성은 낮지만 수많은 해양생물의 서식지 및 생육장의 역할을 하

는 서식지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Wilkinson 1993). 암반 조간대와 흑진주 양식장에서

채집된 종이 각각 32종, 29종으로 나타났다. 흑진주 양식장은 태평양해양연구센터에서 연구

를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인공 양식장으로 양식 시설에 부착된 해조류 군락이 다양한 해양

무척추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라군에 형성되어 있는 모래밭에서

5종, 화산섬 기반암(pavement) 지역에서 8종, 난파선에서 10종, 모래 해변에서 2종, 육상에서

1종이 확보되었다.

그림 2-2-1-5. 분류군별 점유율 : (a) 전체 종수 대비 분류군 (b) 전체 점수 대비 분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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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차수별 확보된 해양 생물 시료의 종수와 점수 비교

2차년도
종수/점수

3차년도
종수/점수

4차년도
종수/점수

5차년도
종수/점수

전체 종수/점수

해면동물 103/268 - - - 103/268

절지동물 - 68/162 48/54 - 115/216

극피동물 18/48 45/68 103/157 60/62 156/335

연체동물 5/7 44/122 70/75 - 113/204

자포동물 10/67 - 2/3 171/553 193/623

환형동물 - 1/1 3/4 - 4/5

척색동물 4/4 - 1/1 - 5/5

의충동물 - - 2/2 - 2/2

선형동물 - - 1/1 - 1/1

유형동물 - - 3/3 - 3/3

성구동물 - - 1/1 - 1/1

기타 2/9 - 2/2 - 2/11

합계 142/403 158/353 236/303 233/615 698/1674

표 2-2-1-3. 주요 서식지별 생물 시료 목록

　 절지 극피 연체 자포 환형 척색 의충 선형 유형 성구 기타 소계

산호초 60 128 74 168 5 1 2 1 3 1 1 444

잘피지역 12 12 8 - - - - - - - - 32

망그로브 2 3 6 - - - - - - - - 11

암반해안 17 1 14 - - - - - - - - 32

진주조개

양식장
22 - 7 - - - - - - - - 29

산호모래 - - 1 4 - - - - - - - 5

죽은산호군락 1 7 - - - - - - - - - 8

침몰선 - 9 1 - - - - - - - - 10

모래해안 2 - - - - - - - - - - 2

육상 1 - - - - - - - - - - 1

-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에 보관중인 생물 시료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웨노섬 주변

에서 383종이 확보되어 가장 많은 시료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2-1-4).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환초에 사방으로 형성된 채널 주변에서 시료 채집을 진행하였고, 총

125종을 확보하였다(표 2-2-1-4). 웨노섬 주변 라군에 솟아 있는 산호섬 주변은 경사면을 따

라 산호초가 높은 피도로 분포하고, 총 109종이 확보 되었다(표 2-2-1-4). 웨노섬 연안 산호

초에서는 Porites lobata, Porites lutea, Porites rus 와 Sinularia sp. 4가 전 지역에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7). 지역별로 출현하는 돌산호류 자료를 바탕으로 군집간의 유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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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결과, 유사도 40% 수준에서 4개의 유사한 군집으로 구분되었다(그림 2-2-1-6).

표 2-2-1-4. 지역별 생물 시료 목록

　 AR EC MO CN PO CH EU NE NM SI MIS TOT SUM

Nemwan 48 82 28 126 2 - - - - - - 286

383

Peniesene - - - 8 - - - - - - - 8

Tunuk - - - 6 - - - - - - - 6

Mechitiw - - - 4 - - - - - - - 4

Iras - - - 8 - - - - - - - 8

Mwan - - - 4 - - - - - - - 4

Epinup 2 3 8 4 - - - - - - - 17

Goroni 20 - 23 7 - - - - - - - 50

。

Sand Is. - - 10 - - - - - - - 10

109
Osakura Is. 26 35 24 5 1 - - 1 1 - - 93

Shark Is. - 4 - - - - - - - - - 4

One tree Is. - 1 1 - - - - - - - - 2

East

Channel
- 6 1 - - - - - - - - 7

125

Moch Is. - 9 2 - - - - - - - - 11

Fannuk Is. 24 13 17 - 1 - - - 2 - 1 58

Alanelimo Is. 2 12 6 - 1 - 2 - - 1 - 24

Piss Is. - 12 1 - - - - - - - 1 14

Olfaf Is. - 3 2 - - 1 - - - - - 6

Tol Is. - 4 - - - - - - - - 4

South

Channel
- - 1 - - - - - - - - 1

Fujikawa

Maru
- 2 - - - - - - - - - 2

10

Shinkoku - 7 1 - - - - - - - - 8

Group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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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6. 마이크로네시아 웨노섬 해역 조사지역간 산호류의 집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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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웨노섬 연안은 거초로 둘러싸여 있지만 리프가 형성된 지역의 환경 특성에 따라

서식하는 종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산호류로 분류되는 돌산호목은 열대 산호초를 형

성하고,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veron 2000). 마이크로

네시아에는 돌산호류가 400여종 분포하여 다양성이 매우 높고, 이번 시료 확보에서는 웨노섬

주변만 한정되어 조사하였지만 다양한 종을 확보 할 수 있었다.

- 총 시료 761개 중에 480개 시료에서 DNA 분석을 위한 부표본을 채집하였고, 매년 소량

식 한국으로 반입되어 Genomic DNA를 추출하여 확보하여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실

냉동고에 보관중에 있다. 일부 시료중에 분류가 어렵거나 신종의 가능성이 있는 종에 대하여

는 Macrogen사에 시퀀싱을 의뢰하였다. 시퀀싱 분석을 통해 얻어진 염기서열은 Blast

search와 GenBank에 등록된 염기서열과의 비교를 통해 동정하였다(부록 5).

표. 2-2-1-5. DNA 분류 동정을 통해 분류한 시료

Label Species sub-sample Primer

KSORC-000002 Stichopus horrens tentacle CO1eF, CO1eR

KSORC-000005 Holothuria coluber tentacle CO1eF, CO1eR

KSORC-000014 Holothuria leucospilota tentacle CO1eF, CO1eR

KSORC-000048 Pearsonothuria graeffei tentacle CO1eF, CO1eR

KSORC-000064 Holothuria fuscocinerea tentacle CO1eF, CO1eR

KSORC-000212 Opheodemosa grisea tentacle CO1eF, CO1eR

KSORC-000254 Polyplectana sp. tentacle CO1eF, CO1eR

KSORC-000315 Actinopyga mauritiana tentacle CO1eF, CO1eR

KSORC-000321 Stichopus vastus tentacle CO1eF, CO1eR

KSORC-000411 Bohadschia argus tentacle CO1eF, CO1eR

-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 생물시료 DB 구축을 위하여 확보된 전체 시료는 761개로 각 시

료는 라벨번호 KSORC-000001 에서 KSORC-000761 까지 기록되었다(부록 4). 각 시료는

라벨번호, 분류군, 종명, 채집자, 채집시기, 채집정점, 서식지 정보, 개체수, DNA 부표본 확보

유무, 부표본 채취 부위, 이완 용액, 고정 용액, 보존액, 동정자를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리하여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부록 4). 또한, 수중

촬영 또는 실험실 촬영을 통해 확보된 시료의 사진은 라벨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Excel 데

이터베이스에서 사진 자료를 검토하기 간편하도록 정리하였다(부록 5). 시료의 모든 DB 자

료를 기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인 솔바텍(주)에 의뢰하여 시료관리 프로그램

(바코드시스템)을 제작하였다(그림 2-1-1-7). 이 프로그램은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지 특성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프로그램에 모든 DB가 Access 파일

로 저장되어 있다. 라벨링 프로그램(Label Cooker)을 통해 바코드가 인쇄된 용지를 출력하여

부착하고, 이를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인식하면 프로그램 상에서 해당 시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각 시료의 채집정점, 채집날

짜, 채집자, 서식지 정보, 고정용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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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해양 생물 시료 관리를 위한 바코드 시스템 도입, (a) 바코드 프린터

와 라벨링 프로그램 (b) 생물 시료 관리 프로그램 (c) 바코드가 인쇄된 용지가 부착

된 생물 시료들 (d)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에 보관중인 시료와 반입 예정중인 DNA

시료들

- 채집 시료에 대한 분석, 동정 및 공동연구를 통한 무척추동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3차 년

도에 채집된 시료 중, 총 40개체의 극피동물(불가사리 7종, 성게 3종, 거미불가사리 3종, 해

삼26종, 바다나리 2종)을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자연사박물관에 위탁하였다. 플로리다 주립대

학의 자연사박물관은 현재 세계자연사박물관 중 가장 많은 극피동물샘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극피동물의 생물 지리 및 진화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박물관에 위탁된 시

료는 추후 전태평양지역의 극피동물 생물지리 및 다양성을 연구하는데 활용되며, 생물지리연

구나 환경변화 감시등 기타 해역 유사 동물군 시료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4차 년도에는 괌

대학 해양학과 Alexander Kerr 교수 실험실과 공동으로 축주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총 350점의 시료를 채집하였다. 이 중 301점의 시료는 태평양해양연

구센터 소재의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에 보관되었으며, DNA 시료는 본원으로 반입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괌대학에 위탁한 49점의 시료는 모두 바다나리종으로 Kerr교

수 실험실과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cripps Institute)의

Greg Rouse 교수 실험실과 공동으로 바다나리의 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 5차 년도에는 괌대학 해양학과 Alexander Kerr 교수 실험실과 공동으로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에 서식하는 극피동물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4차 년도의 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총 42종의 해삼, 11종의 성게, 18종의 불가사리, 12종의 거미불가사리를 포함하는 총 88종의

극피동물을 기록하였다(부록 5). 특히, 이중에는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해삼 종들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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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이를 확인하기 위한 형태 및 유전 분석이 진행 중이다. 5차 년도

의 연구 결과 극피동물의 다양성은 마이크로네시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며, 현재

까지 학술 연구가 미비한 해당지역의 실정을 고려해보면 학술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2) 남서태평양 통가 주변 심해 저서생물/열수생물 채집 및 생물상 분석

- 남서태평양 통가 주변 심해 저서생물/열수 생물채집은 1 - 2차년도 통가 인근 열수분출

구에서 채집된 생물은 자포동물(Cindaria)에서 Leptolida목 1종 20점, Actinoscyphiidae과 등

말미잘류 2종 20점, 환형동물(Annelida)에서 Branchinotogluma sp. 등 다모류 4종 30점,

Arcovestia sp. 관벌레류 1종 50점 연체동물(Mollusca)에서 Bathymodiolus sp. 등 이매패류

2종 10점, Alviniconcha sp. 등 복족류 4종 150점, 절지동물(Arthropoda)에서 Austinograea

sp. 등 십각류 5종 30점, Cirripedia목 만각류 3종 80점, 극피동물(Echinodermata)에서

Asteroidea (불가사리강) 1종 1점, Ophiuroidea (거미불가사리강) 1종 2점, 어류(Pisces)에서

Symphurus sp. (서대류) 1종 5점의 총 25종 398점을 채집할 수 있었다(그림 2-2-2-1).

- ROV를 통하여 직접 생물을 채집할 수는 없었지만, 영상자료로 서식이 확인된 주요 심

해생물은 자포동물(cindaria) 10종 이상, 다모류(polychaeta) 5종 이상, 연체동물(Mollusca) 10

종 이상, 절지동물(Arthropoda) 10종 이상, 극피동물(Echinodermata) 5종 이상, 어류(Pisces)

10종 이상 등 50종 이상의 다양한 심해생물들이 열수분출구 주변에서서 서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2-2-2-2).

그림 2-2-2-1. 남서태평양의 통가 부근 해역에서 채집된 주요 열수 생물(➀: Leptolida목에
속하는 자포동물, ➁: 바다파리지옥말미잘류 (Actinoscyphiidae sp.), ➂ 침니에 부착되어 서

식하는 갯지렁이Branchinotogluma sp., ➃: 관벌레 Arcovestia sp. 군집, ➄ 산채로 채집하여

수조에서 촬영한 관벌레 Arcovestia sp., ➅: 관벌레 Arcovestia sp.의 촉수 부분 확대, ➆ 관
벌레 다발 부근에 부착 서식하는 Lepetodrilida과의 소형 복족류들, ➇ 관벌레 다발 근처에

서식하는 눈먼게 Austinograea sp., ➈: 관벌레 다발 근처에 서식하는 Alvinocarididae과의

새우류, ➉: 관다발 하부에 부착되어 서식하던 홍합류 Bathymodiolus sp., ⑪: 침니에 조밀

하게 부착하여 서식하는 대표적 열수 생물인 복족류 Alviniconch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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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남서태평양의 통가주변해역에서 ROV의 고화질 카메라로 확인된 미채집 주요

심해 생물상(➀ 침니주변 암반 표면을 덮고 있는 박테리아매트, ➁ 작은 심해말미잘 군집,

➂ 대형 심해상어, ➃ Galatheidae과의 십각류, ➄ 퇴적물 위에 서식하던 심해해삼

Oneirophanta sp., ➅ 대형 심해말미잘, ➆ 세다리물고기로 불리는 긴촉수매퉁이류

Bathypterois guentheri, ➇ 점씬벵이류 Chaunacidae sp. ➈ 홍살치류 Scorpaenidae sp., ➉ 
암반지대에 서식하는 대형 십각류, ⑪ Lithodidae과의 대게류, ⑫ 심해장어류)

-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3차년도에도 남태평양 통가 해저 열수분출구 인근에 서식하는 저

서생물을 채집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독일의 탐사선인 Sonne호를 이용하여 생물 시료를 채

집하였다. 심해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을 채집하기 위하여 MC(Multiple Corer)와

ROV(ROPOS)와 TV grab을 사용하였고, 열수 침니 부근에서 생물 시료를 채집하였다(그림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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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남태평양 통가 해저 열수광상 해역의 심해생물 및 열수생물 채집 해역 및 채

집에 사용된 조사선(독일, Sonne호)과 ROV(캐나다, ROPOS)

- 통가 인근 열수분출구에서 채집된 생물은 연체동물문에서 복족류 2종 20점과 이매패류

2종 40점, 환형동물문에 다모류 6종 30점, 절지동물문에서 십각류 2종 20점과 만각류 2종 25

점, 극피동물문에서 해삼류 1종 1점, 어류에서 서대류 1종 2점이 채집이 되어졌다(표

2-2-2-1, 그림 2-2-2-4). 이 외에 ROV의 고화질 영상으로 분석된 열수생물은 총 24종으

로 자포동물(Cindaria)에서 5종, 연체동물(Mollusca)에서 4종, 환형동물(Annelida)에서 3종,

절지동물(Arthropoda)에서 4종, 극피동물(Echinodermata)에서 2종, 반삭동물(Hemichordata)

에서 1종, 어류(Pisces)에서 5종이었으며, 주변의 심해생물 36종을 포함하여 총 60종의 심해

생물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체 조사지역에서, 십각류인 Austinograea

alayseae가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새우인 Nautilocaris saintlaurentae, 복족

류 Alviniconcha sp., 홍합류인 Bathymodiolus brevior 순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냈다.

조사해역의 열수생물 군집을 종합 분석한 결과, 크게 1) 복족류 우점 군집, 2) 홍합 우점 군

집, 3) 게 우점 군집의 3가지 타입의 군집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그림 2-2-2-5). 복족류 우

점 군집에서는 대표적인 열수 고둥류인 Alviniconcha sp.가 가장 우점하고, 게와 새우, 갯지

렁이 순으로 생물들이 우점하였으며, 주로 active한 vent 주변의 침니 하단부에 밀집하여 나

타났다. 홍합류 우점 군집에서는 열수성 홍합인 Bathymodiolus brevior가 가장 우점하고, 새

우와 게, 갯지렁이 순으로 우점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active한 vent 주변의 상단부나 위로

솟은 침니면에 밀생하였다. 고둥과 홍합은 착생 초기에 서로 공간적인 경쟁 위치에 있어서,

부착특성상 경사가 급한 곳에서 부착에 문제가 없는 홍합류가 우점하고, 경사가 완만하거나

움푹파인 곳에서는 운동성이 있는 고둥류가 우점하는 것으로 보인다. 눈먼게의 일종인

Austinograea alayseae 우점 군집은 상대적으로 열수 활동이 미약한 diffuse vent 등에서 나

타났는데, 상위 두 우점 열수 생물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게가 가장 우점하며, 그 다음으로

소형 어종인 서대류(Symphurus sp.)가 우점하고, 또한, 불가사리가 나타나는 군집으로 분석

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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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 남태평양 통가해역에서 채집된 심해 열수생물 목록

분류군 종명 시료수

연체동물문

Alviniconcha sp. ①

복족류 2종 20점

이매패류2종 40점

Bathymodiolus brevior ②

Eosiphodes bruyeresi ③

Sinepecten sp. ④

환형동물문

Branchinotogluma sp. ⑤

다모류6종 30점Siphonobrachia sp. ⑥

Paralvinella fijiensis

절지동물문
Nautilocaris saintlaurentae ⑦ 십각류2종 20점

만각류2종 25점Austinograea alayseae ⑧

극피동물문 Chiridota sp. ⑨ 해삼류1종 1점

어류 Symphurus sp. ⑩ 서대류1종 2점

합계 16종 138점

그림 2-2-2-4. 남태평양 통가해역에서 채집된 주요 심해 열수생물 (①: Alviniconcha sp., ②:

Bathymodiolus brevior, ③: Eosiphodes bruyeresi, ④: Sinepecten sp., ⑤: Branchinotogluma

sp., ⑥: Siphonobrachia sp., ⑦: Nautilocaris saintlaurentae, ⑧: Austinograea alayseae, ⑨:

Chiridota sp., ⑩: Symphuru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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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 남태평양 통가해역의 열수 침니부근의 열수생물 군집 (①: 고둥류인

Alviniconcha sp. 우점 군집, ②: 홍합류인 Bathymodiolus brevior 우점 군집, ③: 눈먼게류

Austinograea alayseae 우점 군집)

- 4차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 채집지역은 이즈-오가사와라 심해분지역 심해/열수 생물을

대상으로 시료 채집을 수행하였다. 2013년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의 Natsushima호 탐사선의 무인잠수정 Hyper-Dolphin 3k을 이용하여 일본 Iz

u․Ogasahara 마리아나 분지 주변 해역(사가미만에서부터 오오무로다시, 베요네스, 묘진해

구)을 대상으로 심해 퇴적물 및 열수공 주변에 서식하는 저서생물 시료 채집을 수행하였다

(그림 2-2-2-6). 심해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을 채집하기 위해 무인잠수정 (Hyper-Dolphin

3k)을 이용하여 저서생물을 채집하였다(그림 2-2-2-7, 8). 채집 지역의 수심은 약 850-1070

m의 깊이를 보였고, 수온은 2.9-4.9℃를 나타냈다(표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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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일본 Izu․Ogasahara 마리아나 분지 해역의 조사지점

그림 2-2-2-7. Natsushima호의 무인잠수정 (Hyper-Dolphin 3k) 이용한 중형저서동물 시료

채집

그림 2-2-2-8. Natsushima호의 MBARI tube core 이용한 중형저서동물 시료 채집

저서생물 시료는 무인잠수정 (Hyper-Dolphin 3k)의 로봇팔을 이용하여 채집 되었다. 가장

많이 채집되어진 생물은 갯지렁이류로 다수의 개체가 채집이 되어졌다. 그 외에는 이매패류

3종, 박갑류 1종, 갑각류 1종, 극피류 2종, Tube worm 1종이 채집되었다(표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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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2. 일본 Izu․Ogasahara 마리아나 분지 주변 해역에서의 생시료 조사 목록

Date
Depth

(m)
Area Latitude Longitude

Temperature
(℃)

20130314 857 Sagami-Bay 35 00.960 N 139 13.335 E 4.9
20130317 1054 Beyonesu-Kaiku 31 58.483 N 139 40.390 E 3.7
20130318 835 Sagami-Bay 35 06.220 N 139 12.823 E 4.7
20130319 1070 Sagami-Bay 35 04.303 N 139 13.268 E 2.9

표 2-2-2-3. 이즈-오가사와라 대형 생물 시료 목록

No Taxon Date Locality Individuals Preservation
Annelida

1 Polychaeta spp. 2013.03.14 일본 사가미만 해구 4 ETOH
2 Polychaeta spp. 2013.03.19 일본 사가미만 해구 10 ETOH
3 Polychaeta spp. 2013.03.20 일본 오오무로다시 해구 4 ETOH
4 Polychaeta spp. 2013.03.20 일본 오오무로다시 해구 1 ETOH

Arthropoda
5 Decapoda sp. 2013.03.20 일본 오오무로다시 해구 3 ETOH
6 Leptostraca sp. 2013.03.20 일본 오오무로다시 해구 2 ETOH

Mollusca
7 Calyptogena sp. 2013.03.14 일본 사가미만 해구 1 ETOH
8 Bathymodiolus sp. 2013.03.14 일본 사가미만 해구 1 ETOH

Echinodermata
9 Ophiuroidea sp. 2013.03.14 일본 사가미만 해구 2 ETOH
10 Ophiuroidea sp. 2013.03.17 일본 베요네스 해구 1 ETOH
11 Echinoidea sp. 2013.03.19 일본 사가미만 해구 1 ETOH

- 북동태평양 심해역 중형저서동물 생물시료 확보의 경우 중형저서생물 조사는 2012년 9

월 1일부터 9월 26일 사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선인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채집 지역은 북동태평양 심해저 해역으로 수심 약 5000m 깊이를 보이는 지역이다.

그림 2-2-2-9. 저서생물을 채집하기 위한 Multiple Corer 및 Box Corer

중형저서생물 시료 채집은 다중주상시료채취기(Multiple Corer, MC)와 상자형 시료채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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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Corer, BC)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그림 2-2-2-9). 퇴적물 시료는 총 11개 정점에서

채집되어 시료를 확보하였다(표 2-2-2-4). 선형동물 종 동정을 위한 시료 처리는 해부현미경

하에서 출현한 모든 선형동물 개체들을 제작된 loop로 건져 내었다. 이 후, 글리세린, 에탄올,

증류수를 혼합한 용액으로 고정액을 치환시켜 60℃ 건조기에 넣어 서서히 증발시킨 후에, 제

습기 안에 넣어 완전히 수분을 제거한 후 H-S slide에 파라핀과 canadian balsam등의 실링

접착용액을 사용하여 영구보존 생물시료를 제작하였다. 완성된 슬라이드 시료를 고배율 광학

현미경 하에서 정밀 동정하고, 부착된 CCD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표 2-2-2-4. 2012년 중형저서생물 채집 정점 및 시료확보 현황

Latitude (N) Longitude (W)

MC120101 10°30.632′ 131°56.857′

MC120102 10°31.034′ 131°55.253′

BC120104 10°30.594′ 131°56.309′

MC120105 10°30.274′ 131°55.467′

MC120106 10°30.073′ 131°56.573′

MC120107 10°30.042′ 131°55.161′

MC120109 10°29.193′ 131°55.986′

MC120110 10°29.235′ 131°54.967′

MC120111 10°29.529′ 131°56.527′

Station No.
Position of bottom touch

중형저서생물 중 가장 우점하는 분류군인 선형동물을 모두 선별하여, 이를 종 수준에서 분

석한 결과, 조사해역 전체에서 총 20과(family), 46속(genus), 74종(species), 190점의 선형동

물이 출현하였다(표 2-2-2-5). 출현한 선형동물 종은 Secrentea 강(class)의 한 종을 제외하

고 대부분 Adenophoea 강에 속하였으며, 총 5개의 목(order)의 범주에 속하였는데

Chromadorida 목이 가장 우점하였고, 정점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출현한 총 20과 중

Chromadoridae 과와 Monhysteridae 과에 속한 종들이 가장 우점하는 양상을 보였다.

Class Adenophorea
Order Enoplida Order Chromadorida Order Monhysterida

Family Enoplidae Family Chromadoridae Family Cyatholaimidae Family Aegialoalaimidae Family Monhysteridae
Enoplidae  sp. 3 Acantholaimus  sp 1. 6 Cyatholaimus  sp. 7 Diplopeltoides  sp 1. 1 Thalassomonhystera  sp 1. 1

Family Anoplostomatidea Acantholaimus  sp 2. 6 Marylynnia  sp. 4 Diplopeltoides  sp 2. 1 Thalassomonhystera  sp 2. 1
Anoplostoma  sp. 1 Acantholaimus sp 3. 1 Paracyatholaimus  sp. 2 Family Ceramonematidae Thalassomonhystera  sp 3. 1

Family Anticomidae Acantholaimus  sp 4. 1 Paracyathonchus  sp. 3 Metadasynemella  sp. 1 Thalassomonhystera  sp 4. 1
Anticoma  sp 1. 5 Endeolophos  sp. 1 Cyatholaimidae sp 1. 1 Pselionema  sp. 1 Monhysteridae  sp. 2
Anticoma  sp 2. 1 Chromadoridae  sp 1. 5 Cyatholaimidae sp 2. 10 Family Desmoscolecidae Family Xyalidae
Anticoma  sp 3. 2 Chromadoridae  sp 2. 7 Family Desmodoridae Desmolorenzenia  sp. 1 Cobbia  sp. 9

Family Leptosomatidae Chromadoridae  sp 3. 4 Chromaspirina  sp. 1 Desmoscolex  sp 1. 2 Daptonema  sp. 1
Leptosomatidae  sp. 2 Chromadoridae  sp 4. 2 Desmodora  sp 1. 1 Desmoscolex  sp 2. 1 Metadesmolaimus  sp. 1

Family Oxytominidae Chromadoridae  sp 5. 1 Desmodora  sp 2. 1 Desmoscolex  sp 3. 6 Paramonohystera  sp. 1
Halalaimus  sp 1. 12 Family Comesomatidae Molgolaimus  sp. 4 Desmoscolex  sp 4. 1 Theristus  sp. 2
Halalaimus  sp 2. 6 Sabatieria  sp. 1 Desmodoridae  sp 1. 5 Greeffiellopsis  sp. 1 Valvaelaimus  sp. 1
Halalaimus  sp 3. 2 Comesomatidae  sp 1. 1 Desmodoridae  sp 2. 2 Quadricoma  sp 1. 10 Family Linhomoeidae

Family Oncholaimidae Comesomatidae  sp 2. 1 Family Draconematidae Quadricoma  sp 2. 4 Disconema  sp. 1
Metoncholaimus  sp 1. 2 Family Ethmolaimidae Prochaetosoma  sp. 4 Quadricoma  sp 3. 3 Family Diplopeltidae
Metoncholaimus  sp 2. 1 Nannolaimus  sp. 1 Family Microlaimidae Quadricoma sp 4. 1 Araeolaimus  sp. 1

Aponema  sp. 1 Desmoscolecidae  sp 1. 1 Southerniella  sp 1
Bolbalaimus  sp. 3 Desmoscolecidae  sp 2. 3
Microlaimus  sp. 1 Desmoscolecidae  sp 3. 1
Microlaimidae  sp. 2

표 2-2-2-5. 2012년 조사정점별 선형동물 출현종 목록.

- 5차년도 연구 결과는 팔라우 코로르 해역 십각류 채집를 채집하였다. 2013년 8월 18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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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3일까지 팔라우 코로르 지역의 해조서식지, 조하대 산호군락, 조간대 퇴적물 총 6개 정

점을 선정하여 각 정점에 서식하는 십각류를 채집하였다. 조사 결과 애기털보부채게류 1종,

부채게류 3종, Trapezoidea류 2종, Eriphioidea류 1종의 총 7종 36개체 채집하였다(그림

2-2-2-10). 채집된 십각류의 분포 특성을 보면, 조하대 산호군락 정점에서는 Trapezoidea류

2종이 채집 되었고, 해초서식지 정점에서는 애기털보부채게류 1종이 채집되었다. 조간대 퇴

적물로 구성된 정점에서는 부채게류 3종, Eriphioidea류 1종이 채집되어 채집 환경별로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2-2-10. 팔라우 코로르 지역에서 채집된 십각류.

- 필리핀 Anini-y, Antique 지역의 생물 시료 확보의 경우 2014년 3월 25일 필리핀

Anini-y에 서식하는 십각류를 조사하기 위하여 채집을 진행하였다. 채집 지역은 조간대 지

역을 중심으로 채집이 진행되었고 총 10종 33개체의 십각류가 채집되었다(표 2-2-2-6). 채집

된 생물을 보면 Actaeodes tomentosus (H. Milne Edwards, 1834), Clistocoeloma

merguiense (de Man, 1888), Epixanthus frontalis (H. Milne Edwards, 1834),

Heteropilumnus ciliatus (Stimpson, 1858), Leptodius nudipes (Dana, 1852), Lepto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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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ineus (H. Milne Edwards, 1834), Lydia annulipes (H. Milne Edwards, 1834),

Pseudozius caystrus (Adams & White, 1849), Sphaerozius nitidus (Stimpson, 1858), U c a

(Tubuca) arcuata (De Haan, 1835) 가 동정이 되었다(그림 2-2-2-11).

　 종명 성별 채집지역 채집일

1 Actaeodes tomentosus 2♂♂ Anini-y, Antique 25 Mar. 2014

2 Clistocoeloma merguiense 2♀♀ Anini-y, Antique 25 Mar. 2014

3 Epixanthus frontalis 1♂, 1♀ Anini-y, Antique 25 Mar. 2014

4 Heteropilumnus ciliatus 1♂, 1♀ Anini-y, Antique 25 Mar. 2014

5 Leptodius nudipes 1♂, 6♀♀ Anini-y, Antique 25 Mar. 2014

6 Leptodius sanguineus 1♂, 1♀ Anini-y, Antique 25 Mar. 2014

7 Lydia annulipes 2♀♀ Anini-y, Antique 25 Mar. 2014

8 Pseudozius caystrus 2♂♂, 5♀♀ Anini-y, Antique 25 Mar. 2014

9 Sphaerozius nitidus 2♂♂, 3♀♀ Anini-y, Antique 25 Mar. 2014

10 Uca (Tubuca)arcuata 1♂, 1♀ Anini-y, Antique 25 Mar. 2014

표 2-2-2-6. 필리핀 Anini-y, Antique 지역에서 채집된 십각류

그림 2-2-2-11. 필리핀 Anini-y, Antique 지역에서 채집된 십각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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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동물플랑크톤 자원 확보, 분류 및 보존

- 해외 동물플랑크톤 자원에 대한 확보 연구는 2차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2차년도는 북부

동중국해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66개체, 21 vial의 시료, 20종의 난

류성 또는 난류 외양성 동물플랑크톤을 동정 및 보관하였다.

- 3차년도는 동해, 북부동중국해, 필리핀 해를 포함하는 북서태평양의 난수역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총 1,120개체, 60 vial 시료, 54종의 해외 동물플랑크톤을

동정 및 보관하였다. 4차년도는 필리핀 해를 포함하는 북서태평양의 난수역과 남극의 아문젠

해에서 채집한 동물플랑크톤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총 83개체, 21 vial 시료, 20종의 해외 동

물플랑크톤을 동정 및 보관하였다. 5차년도는 북부동중국해와 필리핀 해를 포함하는 북서태

평양 난수역 및 남해안의 통영 연안에서 채집한 동물플랑크톤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총 48개

체, 30 vial 시료, 29종의 해외 동물플랑크톤을 동정 및 보관하였다.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4년간 확보한 난류성 또는 난류 외양성 동물플랑크톤 및 해외

지역 동물플랑크톤은 총 1,317개체, 132 vial 시료, 119종이었다. 여기서 연차별 종의 수를 모

두 합하면 123종이지만, 연차간 중복되는 종을 제외하면 모두 119종이 된다(표 2-2-3-1). 확

보한 해외 동물플랑크톤 가운데 요각류(copepoda)가 101종, 화살벌레류(chaetognatha) 5종,

단각류(amphipoda) 2종, 패충류(ostracoda) 1종, 해파리류 4종(관해파리류 3 종, 히드라충류

1종), 미삭동물아문(urochordata) 3종(미충류 2종, 탈리아류 1종), 연갑아강에 속하는 갑각류

2종(크릴 1종, 루시퍼류 1종), 환형동물에 속하는 부유성 갯지렁이류 1종이었다(표 2-2-3-2).

연구기간에 확보한 119종의 해외 동물플랑크톤 가운데 요각류의 종수는 전체 동물플랑크

톤 종수의 84.9%를 차지하였다. 요각류 가운데서는 Calanoida 목(order)이 34속 67종,

Cyclopoida 목이 1속 1종, Poecilostomatoida 목이 7속 33종이었다. 요각류에 속하는 3개 목

의 동물플랑크톤 속명과 각 속의 확보된 종의 수는 표 2-2-3-3와 같다. 그리고 132 vial의

해외 동물플랑크톤 시료의 132 vial내의 동물플랑크톤 사진을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 8).

그림 2-2-3-1. 해외 동물플랑크톤 보관을 위한 glass vial (20㎖). Glass vial 내부에 2㎖의

cryogenic vial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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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1. 연차별 해외 동물플랑크톤 시료 확보 현황(vial수, 종의 수, 개체수)

Categories
Year

Total
2nd 3rd 4th 5th

No. of vials 21 60 21 30 132

No. of species 20 54 20 29 119*

No. of individuals 66 1,120 83 48 1,317

* 연차간 중복되는 종을 고려한 종의 수

표 2-2-3-2. 해외 동물플랑크톤 가운데 요각류 분류군(목)의 속명과 종의 수(괄호 숫자)

Taxon (Order) Genus (number of species)

Calanoida

Aetideus (3) Lucicutia (4)

Bestiolina (1) Metridia (1)

Calanoides (1) Neocalanus (2)

Calanus (2) Paracandacia (2)

Calocalanus (1) Paraeuchaeta (3)

Candacia (5) Phaenna (1)

Centropages (3) Pleuromamma (4)

Clausocalanus (1) Pontella (1)

Clytemnestra (1) Pontellina (1)

Cosmocalanus (1) Pontellopsis (1)

Euaugaptilus (1) Rhincalanus (2)

Eucalanus (5) Scolecithricella (1)

Euchaeta (5) Scolecithrix (1)

Euchirella (3) Subeucalanus (1)

Gaetanus (1) Temora (2)

Haloptilus (3) Undeuchaeta (1)

Heterorhabdus (1) Undinula (1)

Cyclopoida Oithona (1)

Poeicilostomatoida

Copillia (2) Oncaea (7)

Corycaeus (13) Sapphirina (2)

Farranula (4) Triconia (3)

Lubbocki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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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3. 난류성 또는 해외 지역 동물플랑크톤 시료 표본 및 종(또는 속) 리스트

Vial No. Taxon Species (or Genus) Sampling No. of Latitute Longitute Region

date specimen

1 Copepoda Euchaeta indica 2010.11 3 N 32 0.14 E 126 0.02 북부동중국해

2 Copepoda Scolecithricella minor 2010.11 3 N 32 0.14 E 126 0.02 북부동중국해

3 Copepoda Scolecithrix danae 2010.11 3 N 32 0.14 E 126 0.02 북부동중국해

4 Copepoda Undinula vulgaris 2010.11 5 N 32 0.14 E 126 0.02 북부동중국해

5 Copepoda Cosmocalanus darwini 2010.11 7 N 32 0.14 E 126 0.02 북부동중국해

6 Copepoda Pleurommama abdominalis 2010.11 1 N 32 0.14 E 126 0.02 북부동중국해

7 Copepoda Pleurommama indica 2010.11 1 N 32 0.14 E 126 0.02 북부동중국해

8 Copepoda Rhincalanus cornutus 2010.11 1 N 32 0.14 E 126 0.02 북부동중국해

9 Chaetognatha Sagitta enflata 2010.11 7 N 32 0.14 E 126 0.02 북부동중국해

10 Copepoda Eucalanus attenuatus 2010.11 2 N 32 0.14 E 126 0.02 북부동중국해

11 Copepoda Eucalanus subtenuis 2010.11 1 N 32 0.14 E 126 0.02 북부동중국해

12 Copepoda Candacia catula 2010.11 2 N 32 0.14 E 126 0.02 북부동중국해

13 Copepoda Pontellina plumata 2010.11 1 N 32 0.14 E 126 0.02 북부동중국해

14 Copepoda Euchaeta concinna 2005.11.02 4 N 32 5.92 E 125 10.95 북부동중국해

15 Malacostraca Lucifer typus 2005.11.02 1 N 32 5.92 E 125 10.95 북부동중국해

16 Hydrozoa Muggiaea atlantica 2005.11.02 5 N 32 5.92 E 125 10.95 북부동중국해

17 Chaetognatha Sagitta enflata 2005.11.02 10 N 32 5.92 E 125 10.95 북부동중국해

18 Copepoda Eucalanus subcrassus 2005.11.02 5 N 32 5.92 E 125 10.95 북부동중국해

19 Copepoda Eucalanus crassus 2005.11.02 1 N 32 5.92 E 125 10.95 북부동중국해

20 Thaliacea Dolioletta sp. 2005.11.02 1 N 32 5.92 E 125 10.95 북부동중국해

21 Hydrozoa Solmundella bitentaculata 2005.11.02 2 N 32 5.92 E 125 10.95 북부동중국해

22 Copepoda Paraeuchaeta russelli 2008.10.13 1 N 36 59.97 E 129 41.97 동해 연안

23 Copepoda Euchaeta plana 2009.10.13 8 N 36 59.97 E 129 41.97 동해 연안

24 Copepoda Euchaeta indica 2008.10.13 1 N 36 59.97 E 129 41.97 동해 연안

25 Chaetognatha Sagitta pacifica 2011.05.18 1 N 14 40.41 E 135 37.71 북서태평양

26 Copepoda Centropages calanius 2011.05.18 2 N 14 40.41 E 135 37.71 북서태평양

27 Copepoda Euchaeta rimana 2011.05.18 1 N 14 40.41 E 135 37.71 북서태평양

28 Copepoda Euchirella messinensis indica 2011.05.18 1 N 14 40.41 E 135 37.71 북서태평양

29 Copepoda Paracandacia bispinosa 2011.05.18 3 N 14 40.41 E 135 37.71 북서태평양

30 Copepoda Neocalanus robustior 2011.05.18 2 N 14 40.41 E 135 37.71 북서태평양

31 Copepoda Euchaeta rimana 2011.05.18 2 N 14 40.41 E 135 37.71 북서태평양

32 Copepoda Pleuromamma gracilis 2010.05.28 2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33 Copepoda Euaugaptilus sp. 2010.05.28 1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34 Copepoda Candacia catula 2010.05.28 1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35 Copepoda Aetideus giesbrechti 2010.05.28 1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36 Copepoda Pleuromamma gracilis 2010.05.28 1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37 Copepoda Calocalanus plumulosus 2010.05.28 4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38 Copepoda Lucicutia flavicornis 2010.05.28 4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39 Copepoda Lucicutia flavicornis 2010.05.28 1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40 Copepoda Paracandacia truncata 2010.05.28 4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41 Copepoda Paracandacia truncata 2010.05.28 2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42 Copepoda Lucicutia curta 2010.05.28 1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43 Copepoda Lucicutia spp. 2010.05.28 4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44 Copepoda Paracandacia bispinosa 2010.05.28 4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45 Copepoda Paracandacia bispinosa 2010.05.28 2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46 Copepoda Lubbockia squillimana 2010.05.28 6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47 Copepoda Neocalanus gracilis 2010.05.28 1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48 Ostracoda Conchoecia spp. 2010.05.28 36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49 Appendiculata Oikopleura spp. 2010.05.28 26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50 Appendiculata Fritillaria spp. 2010.05.28 12 N 13 33.79 E 136 4.36 북서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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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3. 계속

Vial No. Taxon Species (or Genus) Sampling No. of Latitute Longitute Region

date specimen

51 Copepoda Gaetanus miles 2010.06.06 1 N 21 18.95 E 132 33.90 북서태평양

52 Copepoda Phaenna spinifera 2010.06.06 3 N 21 18.95 E 132 33.90 북서태평양

53 Copepoda Euchirella curticauda 2010.06.06 1 N 21 18.95 E 132 33.90 북서태평양

54 Copepoda Undeuchaeta plumosa 2010.06.06 1 N 21 18.95 E 132 33.90 북서태평양

55 Copepoda Aetideus acutus 2010.06.06 14 N 21 18.95 E 132 33.90 북서태평양

56 Copepoda Triconia umerus 2005.11 30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57 Copepoda Corycaeus subtilis 2005.11 6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58 Copepoda Oncaea venusta 2005.11 92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59 Copepoda Farranula gibbula 2005.11 50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60 Copepoda Corycaeus agilis 2005.11 35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61 Copepoda Oncaea clevei 2005.11 88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62 Copepoda Corycaeus catus 2005.11 41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63 Copepoda Corycaeus speciosus 2005.11 25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64 Copepoda Corycaeus erythraeus 2005.11 29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65 Copepoda Farranula carinata 2005.11 15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66 Copepoda Triconia hirsuta 2005.11 30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67 Copepoda Oncaea mediterranean 2005.11 114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68 Copepoda Corycaeus crassiustris 2005.11 50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69 Copepoda Corycaeus pacificus 2005.11 47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70 Copepoda Oncaea venuella 2005.11 122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71 Copepoda Oncaea media 2005.11 76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72 Copepoda Oncaea waldemari 2005.11 14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73 Copepoda Triconia conifera 2005.11 24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74 Copepoda Corycaeus lubbocki 2005.11 7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75 Copepoda Corycaeus dahli 2005.11 17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76 Copepoda Oncaea scottodicarloi 2005.11 20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77 Copepoda Farranula concinna 2005.11 29 N 31 59.94 E 126 14.93 북부동중국해

78 Chaetognatha Sagitta hexaptera 2011.04 1 N 33 0.07 E 127 30.06 북부동중국해

79 Chaetognatha Pterosagitta draco 2011.04 1 N 33 0.07 E 127 30.06 북부동중국해

80 Amphipoda Phromina sedentaria 2011.04 1 N 33 0.07 E 127 30.06 북부동중국해

81 Amphipoda Cranocephalus scleroticus 2011.04 1 N 33 0.07 E 127 30.06 북부동중국해

82 Copepoda Candacia pachydactyla 2012.06.13 1 N 17 11.79 E 134 35.18 북서태평양

83 Copepoda Candacia ethiopica 2012.06.13 3 N 17 11.79 E 134 35.18 북서태평양

84 Copepoda Aetideus sp. 2012.06.13 1 N 17 11.79 E 134 35.18 북서태평양

85 Copepoda Heterorhabdus fistulosus 2012.06.16 1 N 15 5.57 E 135 27.86 북서태평양

86 Copepoda Pontella fera 2012.06.13 1 N 13 34.00 E 136 3.37 북서태평양

87 Copepoda Calanus propinquus 2010.12.27 1 S 64 0.00 W 109 0.00 아문젠 해

88 Copepoda Calanus simillimus 2010.12.27 5 S 64 0.00 W 109 0.00 아문젠 해

89 Copepoda Rhincalanus gigas 2010.12.27 10 S 64 0.00 W 109 0.00 아문젠 해

90 Copepoda Subeucalanus longiceps 2010.12.27 1 S 64 0.00 W 109 0.00 아문젠 해

91 Copepoda Paraeuchaeta antarctica 2011.01.01 3 S 74 12.40 W 112 29.79 아문젠 해

92 Copepoda Rhincalanus gigas 2011.01.08 2 S 71 33.54 W 117 4.95 아문젠 해

93 Ostracoda Conchoecia sp. 2011.01.01 5 S 74 12.40 W 112 29.79 아문젠 해

94 Malacostraca Euphausia sp. 2011.01.01 3 S 74 12.40 W 112 29.79 아문젠 해

95 Appendiculata Oikopleura spp. 2011.01.08 4 S 71 33.54 W 117 4.95 아문젠 해

96 Hydrozoa Dimophyes arctica 2011.01.08 1 S 71 33.54 W 117 4.95 아문젠 해

97 Hydrozoa Muggiaea sp. 2011.01.08 2 S 71 33.54 W 117 4.95 아문젠 해

98 Copepoda Oithona similis 2012.02.27 1 S 73 40.00 W 110 17.00 아문젠 해

99 Copepoda Calanoides acutus 2012.02.25 13 S 74 57.00 W 106 59.00 아문젠 해

100 Copepoda Metridia gerlachei 2012.02.25 10 S 74 57.00 W 106 59.00 아문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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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대역 서식 해양선형동물자원 확보 및 생물다양성 연구

- 열대 해역의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래와 필리핀의 다양한 서식지를 대상으로 확보된 해양

선형동물을 형태분류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해양선형동물 생물다양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

과 지금까지 1강 4목 23과 83속 225종의 분류군 종 목록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종 목록은 부

록 9에 제시하였다. 또한 목록화된 225종의 분류군에 대한 디지털이미지 영상 도판을 제시하

였다.

(5) 말레이시아 및 스리랑카 해양 생물자원 확보.

-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1차 채집한 해양생물은 59종으로 채집목록 및 사진은 부록 10에

나타내었다. 2차 채집 결과는 50종 이상의의 해양 생물 자원(해조류 및 연산호, 군소 등)을

획득하여 현지 방법에 따라 추출을 수행하였다. 3차 채집의 경우 생리활성이 우수한 생물을

대상으로 추가 채집을 수행하였다.

- 스리랑카에서 1차 해양생물 채집 결과는 스리랑카 서부연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

20종 이상의 생물을 채집하고 그중 16종에 대한 동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스리랑카 생물자

원 관리 규정에 따라 현재 채집 후 표본을 만들고 샘플은 건조 및 분쇄하여 스리랑카의 콜

롬보 대학에서 보관하였다. 채집된 생물 리스트는 표 2-2-5-1에 제시하였다. 시료사진은 부

록 11에 제시하였다.

표 2-2-5-1. 1차 스리랑카에서 채집된 해양생물자원 목록

Sample
Number Seaweed Morphology Type Sampling site

1 Chondrophycusceylanicus Thalli gregarious, densely arranged robust, rigid,
3-5cm high, dark red Rhodophyta Beruwela

2 Chaetomorphacrassa Thick, tough, curly, un-branched, mostly dark
green filaments Cholorophyta Beruwela

3 Sargassumcassifolium Erect, tough, leathery,  presence of basal
stolonoidal branches,  air bladders Phaeophyceae Beruwela

4 Pterocladiellacaerulescens Well branched, thin, erect, dense, 3-5 cm high,
flexible, flattened, bipinnate Rhodophyta Beruwela

5 Gelidiella  acerosa Tufts or clumps of tough and wiry, flexible axes,
brownish –black

Rhodophyta Beruwela

6 Ulvalactuca Bright green, orbicular to lobed, up to 20cm long Cholorophyta Beruwela

7 Caulerparacemosa Thallus forming, rhizoidal holdfasts, erect parts
densely grapes like

Cholorophyta Beruwela

8 Thalassiatestudinum Long, flexible, 10-20 cm long, green , Plantae(Sea
grasses)

Beruwela

9 Ulvaprolifera Densely intricate masses, up to 10 cm long, light
green, tubular, thin Cholorophyta Beruwela

10 Valoniopsispachyenma Thallus forming, stiff and crisp, flattened and
elongated mats, 2-3 cm Cholorophyta Beruwela

11 Sargassumpolycystum Dark brown, bushy, erect, stonooidal branches,
attached by disc Phaeophyceae Beruwela

12 Gelidiopsiscortcata Erect, cartilaginous but flexible, dark bright red
and creamy, branch axils Rhodophyta Beruwela

13 Padinaantillarum Fan shaped blades, distinctive inrolled  distal
margin, corrugated Phaeophyceae Hikkaduwa

14 Sargassum sp Growing in large, dense populations, very flat  at
low tide Phaeophyceae Hikkaduwa

15 Halimedaopuntia (L) Stiff-brittle, 10-15 cm  in diameter in clumps,
branches readily arranged Chlorophyta Hikkaduwa

16 Acanthophoraspicifera Growing in large, densepopulations, corrugated Rhodophyta Beruw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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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스리랑카 해양생물자원 확보 결과는 스리랑카 남부연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

14종 이상의 생물을 채집하여 건조하였다. 그러나 현지 정부 제재 및 국제 운송업체의 사정

등 갑작스런 문제들로 인해 실제 샘플의 국내반입 힘든 상황이기에 채집 후 표본을 만들고

건조 및 분쇄하여 콜롬보 대학에서 보관중이다. 채집된 생물자원목록은 아래에 나타냈다(표

2-2-5-2). 시료 사진은 부록 12에 제시하였다.

표 2-2-5-2. 스리랑카에서 2차 채집한 14종의 생물자원목록

Sample

NO
Group Weight Date Collection site Depth of water Collection method Coordinates

SLSW1
Brown

algae
7 kg

2013.11.

08
Hikkaduwa Beach Hand collection

N 6º08'02.38", W 80º

05'58.41"

SLAW2
Brown

algae
7.3 kg

2013.11.

08
Hikkaduwa Beach Hand collection

N 6º08'02.38", W 80º

05'58.41"

SLAW3
Brown

algae
5.3 kg

2013.11.

09
Beruwala Beach Hand collection

N 6º28'13.29", W 79º

58'23.25"

SLsW4
Brown

algae
1.25 kg

2013.11.

08
Unawatuna Beach Hand collection

N 6º00'21.21", W 80º

15'12.77"

sLSW5
Brown

algae
600 g

2013.11.

10
Rathgama Beach Hand collection

N 6º05'13.71", W 80º

08'35.82"

SLSW6
Green

algae
55 g

2013.11.

10
Rathgama Beach Hand collection

N 6º05'13.71", W 80º

08'35.82"

SLSW7
Green

algae
175 g

2013.11.

08
Unawatuna Beach Hand collection

N 6º00'21.21", W 80º

15'12.77"

SLSW8
Red

algae
760g

2013.11.

10
Rathgama Beach Hand collection

N 6º05'13.71", W 80º

08'35.82"

SLSW9
Red

algae
100 g

2013.11.

10
Rathgama Beach Hand collection

N 6º05'13.71", W 80º

08'35.82"

SLSW10
Green

algae
50 g

2013.11.

08
Unawatuna Beach Hand collection

N 6º00'21.21", W 80º

15'12.77"

SLSW11
Green

algae
30 g

2013.11.

10
Rathgama Beach Hand collection

N 6º05'13.71", W 80º

08'35.82"

SLSW12
Red

algae
50g

2013.11.

10
Rathgama Beach Hand collection

N 6º05'13.71", W 80º

08'35.82"

SLSC1
Soft

coral
100 g

2013.11.

08
Unawatuna 14 m deep water Hand collection

N 6º00'11.55", W 80º

14'47.48"

SLSW2
Soft

coral
50 g

2013.11.

08
Unawatuna 15 m deep water Hand collection

N 6º00'11.55", W 80º

14'47.48"

(6) 절지동물, 연체동물, 산호, 식물플랑크톤, 극피동물, 해양식물, 태형동물 및 기타 지역

에서 채집한 생물 정보 및 동정결과

- 해외에서 채집된 해양생물 결과를 보면 해면동물의 경우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채집된

144종이 동정되었으며, 연체동물은 465종, 산호는 93종, 식물플랑크톤은 86종, 극피동물 118

종, 해양식물은 167종 그리고 태형동물이 4종이 동정되었다(부록 13). 채집된 생물의 동정작

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확보된 생물자원 실물 및 정보는 각 기탁등록기관에서 DB화하

였으며 해양수산부 산하 각 분류군별 ‘해양생물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에 보존 관리하고 있다.

채집된 생물에 대한 생물정보 리스트 및 동정 결과는 부록 13에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통가,

일본, 태평양, 팔라우, 필리핀, 동중국해, 남극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및 인도네시아에서

채집된 생물 및 동정 결과도 부록 13에 나타냈다. 식물플랑크톤의 동정결과는 사진은 아래에

나타냈다(표 2-2-6-1, 2-2-6-2) (그림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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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1. 마이크로네시아 Chuuk 주에서 분리 확보한 식물플랑크톤 종 목록

번호
분류학적 위치

종 명
크기 범위 (㎛)

비고

강 목 과 길이 폭

1 Bacillariophyceae Centrales Chaetoceraceae Chaetoceros brevis Schutt 14~19 8~10 단일종

2 Bacillariophyceae Centrales Chaetoceraceae Chaetoceros salsugineum Takano 4~6 8~11 단일종

3 Bacillariophyceae Centrales Chrysanthemodisc
aceae

Chrysanthemodiscus floriatus A. Mann 45~53 - 단일종

4 Bacillariophyceae Centrales Thalassiosiraceae Lauderia glacialis (Grunow) Gran 36~39 - 단일종

5 Bacillariophyceae Centrales Melosiraceae Melosira hyperborea (Grunow) 25~28 19~21 단일종

6 Bacillariophyceae Centrales Melosiraceae Melosira nummuloides C.A. Agardh 34~37 28~32 단일종

7 Bacillariophyceae Centrales Eupodiscaceae Triceratium gibbosum Bailey variety 100∼
220 25 단일종

8 Bacillariophyceae Centrales Eupodiscaceae Triceratium sp. 37~40 - 단일종

9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Amphiprora alata (Ehrenberg) Kützing 49~53 32~49 단일종

10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Amphora decussata Grunow 90~94 16~21 단일종

11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Amphora proteus Gregory 35∼37
15∼
22 단일종

12 Bacillariophyceae Pennales Surirellaceae Campulodiscus incertus A. Schmidt 25∼27 - 단일종

13 Bacillariophyceae Pennales Achnantheceae Cocconeis sp. 4~5 2~3 단일종

14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Cylindrotheca closterium (Ehrenberg)
Reimann et Levin

39~41 3~5 단일종

15 Bacillariophyceae Pennales Diatomaceae Fragilaria sp. 7~9 6~7 단일종

16 Bacillariophyceae Pennales Diatomaceae
Licmophora dalmatica (Kützing)
Grunow 21~28 7~9 단일종

17 Bacillariophyceae Pennales Diatomaceae
Licmophora gracilis (Ehrenberg)
Grunow 69~73 11~12 단일종

18 Bacillariophyceae Pennales Naviculaceae Mastogloia sp. 11~12 3~4 단일종

19 Bacillariophyceae Pennales Naviculaceae Navicula mollis (W.Smith) Cleve 10~12 2~3 단일종

20 Bacillariophyceae Pennales Naviculaceae Navicula parva (Men.) Cleve-Euler 13~15 4~6 단일종

21 Bacillariophyceae Pennales Naviculaceae Navicula rhynchocephala Kützing 25~28 8~9 단일종

22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Nitzschia fasciculata Grunow 83~86 6∼7 단일종

23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Nitzschia longisima (Brebisson) Ralfs 199~
252 7∼12 단일종

24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Nitzschia sp. 8~11 6~7 단일종

25 Bacillariophyceae Pennales Diatomaceae Plagiogramma staurophorum (Grg.)
Heiberg

11~15 4~6 단일종

26 Bacillariophyceae Pennales Naviculaceae Pleurosigma angulatum (Quekett) W.
Smith

229~
235

35~41 단일종

27 Bacillariophyceae Pennales Naviculaceae Pleurosigma elongatum W.Smith 141~
145

19~21 단일종

28 Bacillariophyceae Pennales Naviculaceae Plurosigma normanii Ralfs in Pritchard 134~
138

19~23 단일종

29 Bacillariophyceae Pennales Surirellaceae Surirella fastuosa var. recedens
(Schmidt) Cleve

37~41 27~32 단일종

30 Bacillariophyceae ? ? Unidentified Bacillariophycea 5~7 - 단일종

31 Cyanophyceae Chroococcales Chroococcaceae Synechocystis aquatilis Sauvageau 5~6 - 단일종

32 Cyanophyceae Oscillatoriales Oscillatoriaceae Spirulina sp. 4∼5 1∼2 단일종

33 Cyanophyceae Pennales Chlorococcaceae Synedra formosa Hantzsch 135∼
147 8∼14 단일종

34 Chlorophyceae Chlorococcales Chlorellaceae Nannochloris sp. 5∼6 - 단일종

35 Chlorophyceae ? ? Unidentified Chlorophyceae 7~10 - 단일종

36 Dinophyceae Gymnodiniales Gymnodiniaceae Amphidinium sp. 20~26 18~23 단일종

37 Dinophyceae Prorocentrales Prorocentraceae Prorocentrum lima (Ehrenberg) F.
Stein

30∼35 21∼
27

단일종

38 Cryptophyceae Cryptomonad
ales

Cryptomonadaceae Hemiselmis sp. 11~13 5~8 단일종

39 Rhodophyceae Porphyridiales Porphyridiaceae Porphyridium cruentum Kaegeli 6~8 - 단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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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2. 마이크로네시아 Kosrae 주에서 분리 확보한 식물플랑크톤 종 목록

번
호

분류학적 위치
종 명

크기 범위 (㎛)
비고

강 목 과 길이 폭

1 Bacillariophyceae Centrales Lithodesmiaceae Bellerochea sp. 9~11 - 단일종

2 Bacillariophyceae Centrales Chaetoceraceae Chaetoceros sp. 5~8 3~4 단일종

3 Bacillariophyceae Centrales Coscinodiscaceae Hyalodiscus stelliger Bailey 36~42 - 단일종

4 Bacillariophyceae Centrales Melosiraceae Melosira nummuloides C. Agardh 21~24 17~18 단일종

5 Bacillariophyceae Centrales Melosiraceae Melosira sulcata (Ehrenberg) Kützing 9~10 6~8 단일종

6 Bacillariophyceae Centrales Eupodiscaceae Triceratium dubium Brightwell 28~29 -　 단일종

7 Bacillariophyceae Pennales Achnantheceae Achnanthes brevipes Agardh 27~34 8~9 단일종

8 Bacillariophyceae Pennales Achnantheceae Achnanthes laterostata Hustedt 15~17 6~7 단일종

9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Amphiprora sp. 29~34 34~46 단일종

10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Amphora bigibba Grunow 16~18 8~11 단일종

11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Amphora coffeaeformis (Ag.) Kützing 30~32 10~11 단일종

12 Bacillariophyceae Pennales Achnantheceae Cocconeis molesta Kützing 15~17 8~10 단일종

13 Bacillariophyceae Pennales Diatomaceae Diatoma sp. 123~127 19~23 단일종

14 Bacillariophyceae Pennales Diatomaceae Diatoma sp. 68~72 9~15 단일종

15 Bacillariophyceae Pennales Diatomaceae Fragilaria construens (Ehrenberg)
Grunow 25~27 10~13 단일종

16 Bacillariophyceae Pennales Naviculaceae Gomphonema angustum Agardh 16~19 6~8 단일종

17 Bacillariophyceae Pennales Naviculaceae Navicula minima Grunow 8~10 4~5 단일종

18 Bacillariophyceae Pennales Naviculaceae Navicula parva (Men.) Cleve - Euler 10~12 4~5 단일종

19 Bacillariophyceae Pennales Naviculaceae Navicula sp. 7~8 3~4 단일종

20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N itzschia constricta (Greg.) Grunow 34~36 9~11 단일종

21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N itzschia pales (Kützing) W. Smith 27~30 2~4 단일종

22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N itzschia panduriformis Gregory 89~95 24~28 단일종

23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N itzschia panduriformis var. minor
Grunow

13~14 6~9 단일종

24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N itzschia sigma (Kützing) W.Smith 73~74 5~6 단일종

25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N itzschia sigma (Kützing) W.Smith 99~106 3~6 단일종

26 Bacillariophyceae Pennales Nitzschiaceae N itzschia sp. 57~59 6~8 단일종

27 Bacillariophyceae Pennales Pinnulariaceae Pinnularia gibba var. mesogongyla
(Ehrenberg) Hustedt 67~72 13~15 단일종

28 Bacillariophyceae Pennales Naviculaceae Pinnularia tabellaria Ehrenberg 116~119 13~18 단일종

29 Bacillariophyceae Pennales Surirellaceae Surirella fastuosa var. recedens
(Schmidt) Cleve

43~48 29~33 단일종

30 Bacillariophyceae Pennales Surirellaceae Surirella sp. 20~26 16~19 단일종

31 Bacillariophyceae Pennales Diatomaceae Tabellaria binalis (Ehrenberg) Grunow 21~25 11~19 단일종

32 Bacillariophyceae ? ? Unidentified Bacillariophycea 7~9 -　 단일종

33 Bacillariophyceae ? ? Unidentified Bacillariophycea 5~7 - 단일종

34 Chlorophyceae
Chaetophor
ales Chaetophorace

Stigeoclonium lubricum (Dillwyn)
Kützing 24~31 6~8 단일종

35 Chlorophyceae Zygnemata
les

Desmidiaceae Closterium leibleinii Kützing 168~219 31~35 단일종

36 Chlorophyceae Zygnemata
les Desmidiaceae Closterium moniliferum (Bory)

Ehrenberg 180~197 32~35 단일종

37 Chlorophyceae
Oedogonial
es Oedogoniaceae Oedogonium sp. 39~47 11~13 단일종

38 Chlorophyceae ? ? Unidentified Chlorophyceae 5~7 3~4 단일종

39 Chlorophyceae ? ? Unidentified Chlorophyceae 5~7 - 단일종

40 Cyanophyceae
Chroococca
les Chroococcaceae Anabaena azollae Strasburger 4~7 4~5 단일종

41 Cyanophyceae Chroococca
les

Chroococcaceae Anabaena circinalis (Kützing)
Hansgirg

4~5 8~9 단일종

42 Cyanophyceae Oscillatoria
les Oscillatoriaceae Oscillatoria angustissima W et

G.S.West 2~3 - 단일종

43 Cyanophyceae
Oscillatoria
les Oscillatoriaceae Phormidium subfuscum Kützing 6~7 - 단일종

44 Cyanophyceae Nostocales Rivulariaceae Gloeotrichia caldarium (Tilden) Geitler 3~4 - 단일종

45 Cyanophyceae ? ? Unidentified Cyanophyceae 8~12 　- 단일종

46 Chrysophyceae
Ochromona
dales Chromulinaceae Chromulona sp. 6~8 - 단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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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etoceros brevis
  

2. Chaetoceros salsugineum
  

3. Chrysanthemodiscus floriatus

  

4. Lauderia glacialis
  

5. Melosira hyperborea
  

6. Melosira nummuloides
  

7. Triceratium gibbosum
  

8. Triceratium sp.
  

9 Amphiprora alata 
 

10Amphora decussata 

  
11. Amphora proteus 

  
12. Campulodiscus incertus

13. Cocconeis sp.
  

14. Cylindrotheca closterium 

  
15. Fragilari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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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Licmophora dalmatica
  

17. Licmophora gracilis
  

18. Mastogloia sp.
 

19. Navicula mollis 
  

20. Navicula parva
  

20. Nitzschia fasciculata
  

21. Navicula rhynchocephala
  

23 Nitzschia longisima
  

24. Nitzschia sp.

25. Plagiogramma staurophorum

  
26. Pleurosigma angulatum

  
27. Pleurosigma elongatum 

  

28. Pleurosigma normanii
  

29. Surirella fastuosa var. recedens

  
30. Unidentified Bacillariophy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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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ynechocystis aquatilis
  

32. Spirulina sp.
  

33. Synedra formosa
  

34. Nannochloris sp.
  

35. Unidentified Bacillariophycea

  
36. Amphidinium sp.

37. Prorocentrum lima 
  

38. Hemiselmis sp.
  

39. Porphyridium cruentum
  

그림 2-2-6-1 계속 마이크로네시아 Chuuk 주에서 분리 확보한 식물플랑크톤 이미지.

1. Bellerochea sp.
  

2. Chaetoceros sp.
  

3. Hyalodiscus stelliger
  

4. Melosira nummuloides
  

5. Melosira sulcata
  

6. Triceratium dub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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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chnanthes brevipes
  

8. Achnanthes laterostata
  

9. Amphiprora sp.
  

10. Amphora bigibba
  

11. Amphora coffeaeformis
  

12. Cocconeis molesta
 

13. Diatoma sp.
  

14. Diatoma sp.
  

15. Fragilaria construens
 

16. Gomphonema angustum
  

17. Navicula minima
  

18. Navicula parva 
  

19. Navicula sp. 
  

20. Nitzschia constricta 
  

21. Nitzschia p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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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itzschia panduriformis
  

23. Nitzschia panduriformis var. minor

  

24. Nitzschia sigma

25. Nitzschia sigma
  

26. Nitzschia sp.
  

27. Pinnularia gibba var. mesogongyla

  

28. Pinnularia tabellaria
  

29. Surirella fastuosa var. recedens

  

30. Surirella sp.
  

31. Tabellaria binalis 
  

32. Unidentified Bacillariophycea

  

33. Unidentified Bacillariophycea

34. Stigeoclonium lubricum
  

35. Closterium leibleinii 
  

36. Closterium monilif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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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Oedogonium sp.
  

38. Unidentified Chlorophyceae

  

39. Unidentified Chlorophyceae

  

40. Anabaena azollae
  

41. Anabaena circinalis
  

42. Oscillatoria angustissima
  

43. Phormidium subfuscu
  

44. Gloeotrichia caldarium
  

45. Unidentified Cyanophyceae

  

46. Chromulona sp.

그림 2-1-6-4. 마이크로네시아 Kosrae 주에서 분리 확보한 식물플랑크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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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해양미생물 분리 및 보존

해외 해양미생물 확보를 위하여 해양 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는 열대지

역인 마이크로네시아 chuuk주와 kosrae주, 필리핀의 Conception과 Guimaras, 베트남 Nha

Trang, 방글라데시 Saintmartin island 및 통가 인근의 열수 광상지역, 일본 Sagami Bay, 베

요네스 해구 등 특이 해상 지역 등을 포함하여 채집 해역을 선정하였다. 생물채집을 대상으

로 공생 미생물 및 기타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2010년(1차년)부터 2014년

(5차년) 사이에 채집된 다양한 생물 및 퇴적토를 중심으로 분리를 진행하였다. 총 7개국 19 포

인트에서 채집된 해면동물, 해조류, 연체동물, 연산호 등의 해양 생물 및 해양퇴적토(sediment)

시료로부터 해양미생물 및 방선균, 곰팡이 등의 해양미생물의 분리하여 보존하였다.

해양 미생물 분리는 1 - 5차년에 다양한 지역에서 채집된 해양생물, 해수, 퇴적토를 대상

으로 분리를 수행하였다(표 2-2-7-1). 2010년(1차년)부터 2014년(5차년)까지 채집된 해양생

물 930종, 해양퇴적토 112점, 해양식물 4점, 해조류 51점과 해수 4점을 대상으로 미생물 분리

를 수행하였으며, 미생물 분리에 사용된 배지는 BN, AIA와 HV 한천 배지이다. 다양한 생물

및 퇴적토에서 분리한 미생물은 총 369종 6,547 균주로 확인되었다(부록 14). 확보된 해외

해양미생물들은 채집시기와 장소에 따라 균주 명을 부여하고, 40% glycerol에 4점씩 보존하

여 미생물 기탁등록기관과 해양과학기술원 수장고의 -70℃ 냉동고에 보관 중이다.

표 2-2-7-1. 미생물 분리용 해양생물 채집 지역 리스트

연차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채집

국가

2월, Chuuk 1월, Kosrae 1월, Kosrae 3월, Vietnam 2월, Bangladesh

8월, Kosrae 2월, Chuuk 2월, Chuuk 3월, Japan

4월, Tonga 3월, Tonga 5월, Phillippine

10월, Chuuk 10월, Chuuk 6월, Bangladesh

11월, Phillippine 11월, Chuuk 10월, Kosrae

10월, Chuuk

연차별 미생물 분리 결과를 보면 1차년도에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의 시료에서 992 균주가

분리되었으며, 2차년도에는 마이크로네시아, 통가 및 필리핀 지역에서 분리한 생물을 대상으

로 1152균주가 분리돠었다. 3차년도에는 마이크로네사아와 통가에서 채집한 생물에서 1609

균주가 분리되었고, 4차년도에는 베트남, 일본, 필리핀, 방글라데시 및 마이크로네시아 생물

에서 1018 균주가 분리되었다. 마지막 5차년도에는 방글라데시 및 필리핀 지역의 생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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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균주가 분리되어 냉동 보존되어 있다 (그림 2-2-6-1). 분리된 미생물의 정보는 부록 14

에 나타냈다.

그림 2-2-6-3. 5차년도 확보된 미생물 균주

1차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채집된 해면 29종과 2011년도 12월 마이크로네시아 축섬에서 채

취한 시료에서 분리된 미생물 리스트표 (표 2-2-7-2, 2-2-7-3)는 다음과 같다.

표 2-2-7-2. 마이크로네시아 해면동물 1차 29종에서 분리한 미생물 리스트

MB 704-#1 MB 700-5-#4 MB 403-#1 MB 410-#3 MF 503-#3

MB 704-#2 MB 711-#1 MB 409-#1 MB 410-#4 MF 503-#4

MB 716-#1 MB 711-#2 MB 409-#2 MB 415-#1 MF 503-#5

MB 716-#2 MB 711-#3 MB 409-#3 MB 415-#2 MF 503-#6

MB 716-#3 MB 717-#1 MB 409-#4 MB 415-#3 MF 700-1-#1

MB 716-#4 MB 717-#2 MB 413-#1 MB 415-#4 MF 711-#1

MB 716-#5 MB 717-#3 MB 504-#1 MB 415-#5 MF 408-#1

MB 726-#1 MB 203-#1 MB 504-#2 MB 509-#1 MF 700-2-#1

MB 726-#2 MB 203-#2 MB 504-#3 MB 700-3-#1 MF 713-#1

MB 726-#3 MB 203-#3 MB 700-4-#1 MB 700-3-#2 MF 713-#2

MB 726-#4 MB 203-#4 MB 700-4-#2 MB 700-3-#3 MF 403-#1

MB 406-#1 MB 203-#5 MB 700-4-#3 MB 700-3-#4 MF 403-#2

MB 406-#2 MB 408-#1 MB 700-4-#4 MF 726-#1 MF 403-#3

MB 411-#1 MB 408-#2 MB 715-#1 MF 726-#2 MF 403-#4

MB 411-#2 MB 408-#3 MB 715-#2 MF 406-#1 MF 409-#1

MB 700-1-#1 MB 412-#1 MB 719-#1 MF 406-#2 MF 700-4-#1

MB 700-1-#2 MB 501-#1 MB 719-#2 MF 406-#3 MF 700-4-#2

MB 700-1-#3 MB 501-#2 MB 405-#1 MF 411-#1 MF 700-4-#3

MB 700-5-#1 MB 700-2-#1 MB 405-#2 MF 411-#2

MB 700-5-#2 MB 700-2-#2 MB 410-#1 MF 503-#1

MB 700-5-#3 MB 700-2-#3 MB 410-#2 MF 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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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번호 동정결과 해양생물 배지 채집지 보관장소

102CH-546 Microbulbifer variabilis 102CH-725-2-3-1 BN Chuuk KIOST-R3-2F-D.F

102CH-635 Bacillus amyloliquefaciens 102CH-SD 7-1-3-4-1 AIA Chuuk KIOST-R3-2F-D.F

112CH-075 Rhodococcus sp. 112CH-103-2 AIA Chuuk KIOST-R3-2F-D.F

112CH-133
Aeromicrobium

kwangyangensis
112CH-211-3-1 AIA Chuuk KIOST-R3-2F-D.F

112CH-135 Microbacterium sp. 112CH-407-2 HV Chuuk KIOST-R3-2F-D.F

112CH-147 Microbulbifer sp. 112CH-509-7 AIA Chuuk KIOST-R3-2F-D.F

112CH-148 Streptomyces sp. 112CH-527-8-1 BN Chuuk KIOST-R3-2F-D.F

112CH-154 Spongiobacter nickelotolerans 112CH-508-3-1 AIA Chuuk KIOST-R3-2F-D.F

112CH-166 Hortaea werneckii 112CH-527-14 BN Chuuk KIOST-R3-2F-D.F

112CH-190 Microbacterium sp. 112CH-SD5-4 BN Chuuk KIOST-R3-2F-D.F

112CH-259 Pseudovibrio sp. 112CH-211-8-2 AIA Chuuk KIOST-R3-2F-D.F

112CH-269 Bacillus idriensis 112CH-411-5-2-1 BN Chuuk KIOST-R3-2F-D.F

112CH-293 Bacillus sp. 112CH-SD 1-13-3-1 BN Chuuk KIOST-R3-2F-D.F

112CH-331 Microbulbifer agarilyticus 112CH-401-6-1-1 BN Chuuk KIOST-R3-2F-D.F

112CH-334 Streptomyces cinereospinus 112CH-526-1-1 HV Chuuk KIOST-R3-2F-D.F

112CH-336 Streptomyces cinereoruber 112CH-527-12-1 BN Chuuk KIOST-R3-2F-D.F

112CH-337 Streptomyces cinereoruber 112CH-527-12-2 BN Chuuk KIOST-R3-2F-D.F

112CH-338 Streptomyces sp. 112CH-SD1-4-1 AIA Chuuk KIOST-R3-2F-D.F

112CH-339 Streptomyces sp. 112CH-SD3-6-1 AIA Chuuk KIOST-R3-2F-D.F

112CH-340 Gilvimarinus chinensis 112CH-527-1-1-2 AIA Chuuk KIOST-R3-2F-D.F

112CH-342 Streptomyces sp. 112CH-SD 1-2-1-2 AIA Chuuk KIOST-R3-2F-D.F

112CH-350 Bacillus subtilis 112CH-SD 2-8-3-1 BN Chuuk KIOST-R3-2F-D.F

114TG-083 Sphingobium sp. M-T10211-2-A28-6 AIA Tonga KIOST-R3-2F-D.F

표 2-2-7-3. 1차 축에서 채집된 해양생물에서 분리한 미생물 리스트

M-SP-1 M-SP-22 M-S-10 M-M-1 M-AL-8

M-SP-2 M-SP-23 M-S-11 M-M-2 M-AL-9

M-SP-3 M-SP-24 M-S-12 M-M-3 M-AL-10

M-SP-4 M-SP-25 M-S-13 M-M-4 M-AL-11

M-SP-5 M-SP-26 M-S-14 M-M-5 M-AL-12

M-SP-6 M-AL-1 M-S-15 M-M-6 M-AL-13

M-SP-7 M-AL-2 M-S-16 M-M-7 M-AL-14

M-SP-8 M-AL-3 M-S-17 M-M-8 M-AL-15

M-SP-9 M-AL-4 M-S-18 M-M-9 M-AL-16

M-SP-10 M-AL-5 M-S-19 M-M-10 M-AL-17

M-SP-11 M-AL-6 M-S-20 M-M-11 M-AL-18

M-SP-12 M-AL-7 M-S-21 M-M-12 M-AL-19

M-SP-13 M-S-1 M-S-22 M-M-13 M-AL-20

M-SP-14 M-S-2 M-S-23 M-M-14 M-AL-21

M-SP-15 M-S-3 M-S-24 M-M-15 M-AL-22

M-SP-16 M-S-4 M-S-25 M-M-16 M-AL-23

M-SP-17 M-S-5 M-S-26 M-M-17 M-AL-24

M-SP-18 M-S-6 M-S-27 M-M-18 M-AL-25

M-SP-19 M-S-7 M-S-28 M-M-19 M-AL-26

M-SP-20 M-S-8 M-S-29 M-M-20 M-AL-27

M-SP-21 M-S-9 M-S-30 M-M-21 M-AL-28

이외에도 미생물 분리를 위하여 2010년 2월, 2011년 2월 및 11월, 2012년 2월과 10월 마이

크로세시아 축에서 채집한 해면과 코스래 지역 및 통가, 베트남에서 채집된 해면을 대상으로

특이 미생물 분리를 수행하였다. 분리된 미생물리스트 및 동정결과는 다음에 나타냈다 (표

2-2-7-4).

표 2-2-7-4. 1차 축에서 채집된 해양생물에서 분리한 미생물 동정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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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번호 동정결과 해양생물 배지 채집지 보관장소

114TG-162 Pseudomonas sp. M-T10211-2-7-H28-1-1-2 HV Tonga KIOST-R3-2F-D.F

1110CH-095 Streptomyces sp. 1110CH-SD305-1 HV Chuuk KIOST-R3-2F-D.F

1110CH-135 Streptomyces sp. 1110CH-SD301-7 AIA Chuuk KIOST-R3-2F-D.F

1110CH-278 NOT IDENTIFIED 1110CH-230-3 HV Chuuk KIOST-R3-2F-D.F

121KO-078 Psychrobacter celer 121KO-651-1-2 AIA Kosrae KIOST-R3-2F-D.F

121KO-087 Idiomarina sp. 121KO-605-1-2 HV Kosrae KIOST-R3-2F-D.F

122CH-055 Candida hawaiiana 122CH-916-7 BN Chuuk KIOST-R3-2F-D.F

122CH-076 Sterigmatomyces halophilus 122CH-916-2-1-1 BN Chuuk KIOST-R3-2F-D.F

1210CH-015 NOT IDENTIFIED 1210CH-FP102-3-1 HV Chuuk KIOST-R3-2F-D.F

1210CH-042 NOT IDENTIFIED 1210CH-FP101-5 BN Chuuk KIOST-R3-2F-D.F

1210CH-084 Microbulifer variablis 1210CH-109-2 BN Chuuk KIOST-R3-2F-D.F

1210CH-141 Pseudoalteromonas sp. 1210CH-105-10-2-A-2 AIA Chuuk KIOST-R3-2F-D.F

1210CH-142 Pseudoalteromonas sp. 1210CH-102-10-2-A-1 AIA Chuuk KIOST-R3-2F-D.F

1210CH-146 Alteromonas sp. 1210CH-FP302-10-3-A-1 AIA Chuuk KIOST-R3-2F-D.F

1211CH-235 Geodermatophilus obscurus 1211CH-537-B-4 BN Chuuk KIOST-R3-2F-D.F

133VN-025 Streptomyces sp. 133VN-SD1-A-8 AIA Vietnam KIOST-R3-2F-D.F

133VN-028 Streptomyces sp. 133VN-SD1-A-7 AIA Vietnam KIOST-R3-2F-D.F

133VN-066 Bacillus sp. 133VN- 10-3 BN Vietnam KIOST-R3-2F-D.F

133VN-077 Pseudomonas sp. 133VN- 13-3 AIA Vietnam KIOST-R3-2F-D.F

133VN-090 Streptomyces sp. 133VN-028-H-1 HV Vietnam KIOST-R3-2F-D.F

133VN-095 Penicillium crustosum 133VN-029-B-3 BN Vietnam KIOST-R3-2F-D.F

133VN-096 Cladosporium sp. 133VN-024-B-3 BN Vietnam KIOST-R3-2F-D.F

133VN-124 Streptomyces sp. 133VN-SD1-H-13 BN Vietnam KIOST-R3-2F-D.F

133VN-189 Bacillus licheniformis 133VN-022-A2-1 AIA Vietnam KIOST-R3-2F-D.F

1303JAM-004 Streptomyces variabilis 1303JAM-1-1)-1-2 AIA Japan KIOST-R3-2F-D.F

1303JAM-018 Streptomyces sp. 1303JAM-4-H-3 HV Japan KIOST-R3-2F-D.F

1303JAM-025 Streptomyces sp. 1303JAM-A-3-2 AIA Japan KIOST-R3-2F-D.F

135PIL-286 Mycosphaerella sp. 135PIL-496A-1-1 AIA Philippines KIOST-R3-2F-D.F

136BD-005 Streptomyces sp. 136BD-SD-101-A-1 AIA Bangladesh KIOST-R3-2F-D.F

136BD-006 Streptomyces sp. 136BD-SD-101-A-2 AIA Bangladesh KIOST-R3-2F-D.F

136BD-037 Streptomyces sp. 136BD-SD-302-10-2-5 BN Bangladesh KIOST-R3-2F-D.F

136BD-038 Streptomyces sp. 136BD-SD-302-A-2 AIA Bangladesh KIOST-R3-2F-D.F

1310KO-015 Bacillus megaterium 1310KO-253B-1 BN Kosrae KIOST-R3-2F-D.F

1310KO-139 Bacillus pumilus 1310KO-414B-1 BN Kosrae KIOST-R3-2F-D.F

1310KO-148 Streptomyces sp. 1310KO-122 HV Kosrae KIOST-R3-2F-D.F

1310KO-150 Streptomyces sp. 1310KO-105 BN Kosrae KIOST-R3-2F-D.F

1310KO-152 Streptomyces sp. 1310KO-105 AIA Kosrae KIOST-R3-2F-D.F

1310KO-176 Ruegeria sp. 1310KO-230B-2 BN Kosrae KIOST-R3-2F-D.F

1310KO-185 Pseudovibrio denitrificans 1310KO-406H-1 HV Kosrae KIOST-R3-2F-D.F

1310KO-213 Microbulbifer agarilyticus 1310KO-158 HV Kosrae KIOST-R3-2F-D.F

1310KO-217 Microbulbifer agarilyticus 1310KO-2 HV Kosrae KIOST-R3-2F-D.F

1310KO-220 Microbulbifer sp. 1310KO-20 BN Kosrae KIOST-R3-2F-D.F

1310KO-227 Streptomyces galilaeus 1310KO-239H-4 HV Kosrae KIOST-R3-2F-D.F

1310KO-234 Nocardiopsis salina 1310KO-303A-1 AIA Kosrae KIOST-R3-2F-D.F

1310KO-291 Microbulbifer sp. 1310KO-530-1 BN Kosrae KIOST-R3-2F-D.F

1310KO-305 Paracoccus homiensis strain 1310KO-810-H-4 HV Kosrae KIOST-R3-2F-D.F

1310KO-317 Streptomyces sp. 1310KO-525-1 BN Kosrae KIOST-R3-2F-D.F

1310KO-318 Streptomyces miharaensis 1310KO-307 BN Kosrae KIOST-R3-2F-D.F

1310KO-319 Streptomyces malaysensis 131OKO-815-H-1-1 HV Kosrae KIOST-R3-2F-D.F

1310KO-320 Streptomyces sp. 1310KO-530-H-3-2 HV Kosrae KIOST-R3-2F-D.F

1310CH-032 Penicillium citrinum 1310CH-9-B-1 BN Chuuk KIOST-R3-2F-D.F

1310CH-035 NOT IDENTIFIED 1310CH-42-B-1 BN Chuuk KIOST-R3-2F-D.F

1310CH-087 Pseudonocardia sp. 1310CH-36-A-4 AIA Chuuk KIOST-R3-2F-D.F

1310CH-118 Pseudonocardia sp. 1310CH-32-H-6 HV Chuuk KIOST-R3-2F-D.F

1310CH-157 Micromonospora sp. 1310CH-23-H-1 HV Chuuk KIOST-R3-2F-D.F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79

다. 국제 공동연구 및 해외 연구기지 지원

국제공동연구 요약

국가 기관 및 대학

인도네시아

보고르농과대학(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IPB)

RCMFPPB (Research Center for Marine and Fisheries Product

Processing and Biotechnology)

FFMS UNDIP (Faculty of Fishery and Marine Science University of

Diponegoro)

FB AJCU (Faculty of Biotechnology Atma Jaya Catholic University)

자카르트 수산대학

러시아
Pacific Institute of Bioorganic Chemistr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PIBOC)

네덜란드 Leiden 대학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사바대학교 보루네오해양연구소

필리핀 필리핀 대학(University of Philippine Visaya)

괌 괌 대학

스리랑카 콜롬보 대학

방글라데시 셔이방글라농업대학교

베트남 베트남생화학연구소(IMBC)

(1) 인도네시아 현지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 보고르농과대학(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IPB)은 농림수산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

고수준의 교육 및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대학이다. 연세대학교는 1997년부터 인도네시아

보골농과대학과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미생물 및 식물자원에 대한

연구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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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MRS-IPB는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해안 및 해양 생물자원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

된 연구기관으로서 인도네시아 연안의 해양 생물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역할과 해양생물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해양생물자원 연구기관이다.

- CCMRS-IPB와의 해양생물자원 공동 연구 협력을 맺음으로써 인도네시아 연안의 해양

무척추동물의 채집 및 계통 분류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인력 교류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자원의 대량 수급 방안 등의 무

형의 연구 자원을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보고르농과대학에 소재하고 있는

Biopharmaca Research Center와는 열대생물자원 유래의 생리활성물질을 개발하는 공동연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단순한 생물자원 확보에 그치지 않고 유용한 생물자원을 발굴

하는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RCMFPPB (Research Center for Marine and Fisheries Product Processing and

Biotechnology), FFMS UNDIP (Faculty of Fishery and Marine Science University of

Diponegoro), FB AJCU (Faculty of Biotechnology Atma Jaya Catholic University)와 공동

연구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 인도네시아 자카르트 수산대학과 현지랩 설치 및 시료채집 협의

자카르타에 소재하고 있는 자카르타 수산대학교에 방문하여 현지랩 설치 및 연구과제를

논의 하였으며 각 분류군에 전문가를 자문으로 위촉하여 샘플의 채집 및 보관, 전처리에 관

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논의하였다. 현재 자카르타 수대는 양식학부내에 PCR, sequencer,

centrifuge, deep freezer를 비롯한 기본적인 분자생물학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실 및 기기를 연중 필요시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샘플은 매달 정기적으로 샘플

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serang에 위치하고 있는 분교에서는 맹그로브 숲을 포함한 해

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무척추 동물은 배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다양한 무인도에서

수행하여 다량의 생물자원을 확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 무척추동물의 신경특성 연구를 위해 유타대학 생물학과 J. Michael McIntosh교수 연

구실과 공동으로 해양 무척추동물 유래 신경 활성 펩티드의 활성 측정 및 해양무척추동물의

신경채널 유전자 발현 실험 진행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논의하였다.

(3) 러시아 Pacific Institute of Bioorganic Chemistr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PIBOC)과 공동으로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생리활성 연구

해양생물 227종에 대한 추출물을 확보하여 haemolytic, antimicrobial, cytotoxic activity 그

리고 inhibitors of b-1,3-glucan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이중 33개의 추출물에서 높은

haemolytic activity를 보였고, 이중 대부분의 활성이 해면 추출물에서 보였다. 그리고 31개의

추출물에서 높은 antimicrobial activity를 보였고, 37개의 추출물에서 세포독성을 나타냈다.

(4) Leiden 대학과 공동으로 metabolomics 기술을 이용하여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Chemo-Classification 연구 수행

(5) 말레이시아사바대학교 보루네오해양연구소를 방문하여 리드완압둘라만소장, 로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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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장, 챨스교수, 쥴리앙박사와 보루네오 연구소 연구팀과 미팅을 통해 말레이시아 해양 생

물종자원 탐색에 대한 공동연구 협의사항을 마련하여 챨스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해조류

조사 및 채집활동을 수행하였다.

(6) 필리핀 대학(University of Philippine Visaya)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필리핀

Concepsion 해역에서 해양생물 채집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필리핀 해양생물의 원활한 국

내 반입을 위해 필리핀 농림국과 추가 MOU 체결을 하였다.

(7) 괌 대학과 신규 MOU 체결을 통해 괌 대학 극피동물 전문가 Allison Miller 교수와

공동으로 극피동물 채집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확보된 해삼류 유전 분석을 통해 태평양지역

해삼류에 대해 형태적 분석과 유전학적인 고찰을 통해 진화 과정을 분석을 진행중에 있다.

(8) 스리랑카와 베트남 지역 해양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스리랑

카 서부해안에 위치한 콜롬보지역 해양생물자원의 채집계획에 따라 Beruwela와 Hikkaduwa

지역의 해안과, 조간대, 조하대에서 채집을 수행하고 현지 콜롬보 대학 E. Kilip de Silva 박

사 연구팀과 만나 향후 이루어질 연구에 대한 논의와 협력관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채집과

정에서는 스리랑카 서부연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 20종 이상의 생물을 채집하고 그중

16종에 대한 동정을 완료하였다. 베트남 conco 섬과 Nha Trang 만에서 해양생물을 채집 활

동을 수행하였다.

(9) 방글라데시 셔이방글라농업대학과 해양생물자원 조사 및 채집에 관한 MOU 체결을

진행하였고, 방글라데시 다카 및 세이트마틴 인근 해역에서 공동으로 해양생물 채집 활동을

수행하였다.

(10) 베트남화학연구소(IMBC)와 MOU를 체결하고 인근 해역의 조사 및 해양시료 채집

을 수행하여 채집된 시료 일부를 해양과기원으로 반입하거나 베트남 현지에서 추출하여 반

입하였다.

(11) 해외 연구기지 지원 확대

- 지속적인 해외 생물자원의 획득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마이크로네시아 소재 태평양해양

연구센터에 해양생물 분류 및 동정에 관련된 실험과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의 지속적인 운용

을 위해 지원을 진행하였다.

-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래 지역에 해양생물 채집 및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 연

구실험실을 마련하였고, 전처리 작업 및 시료 보관에 필수적인 냉동설비 및 연구 장비 일부

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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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연구내용 연구결과

1차년도

(2009년)

Ÿ 열대 해면 09-CH-W-01
추출물의 화학적 구성

및 독성 탐색

Ÿ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채집된 09-CH-W-01의 추출물

의 세포 독성을 검사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추출물의

화학적 구성을 검색, suvanine 획득, suvanine 유도

체 5종 획득

Ÿ 해면 Asteropus sp. 유래
Saponin 분리 및 분석

Ÿ 물질의 추출, 분리정제를 통해 11 종의 물질을 분리,

평면 및 입체구조를 규명.

Ÿ 인도네시아 해양시료 기

초활성 측정

Ÿ 인도네시아 보고르 농과대학의 CCMRS와 해양생물

자원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시료 확보

Ÿ 해양무척추동물 20종 확보 및 기초 생리활성 스크리

닝

Ÿ Indole 계열 해양천연물

및 관련 화학종 다양성

연구

Ÿ 천연물과 유사한 indole 계열의 물질 35종 확보, 천

연물 7종과 함께 42종의 화합물 확보, 이 화합물에

대한 효소억제작용 및 항진균, 항박테리아활성 검색

Ÿ 천연 브로모페놀계 화합물의 화합물과 유도체 합성

과 이들의 항균화성 검정

Ÿ 항세균 활성평가

Ÿ methanol분획 101종, butanol 분획 96종, kordi-KNK

series 21종 등 총 218종의 시료에 대해 항세균 활성

평가

Ÿ 62종의 우수한 항세균 활성을 보이는 시료 확보

Ÿ 항진균 활성평가
Ÿ Methanol분획에서 1종, Butanol 분획에서 5종 등 6

종의 강한 활성을 보이는 시료 확보

Ÿ sortase A (SrtA)에 대

한 저해활성 평가

Ÿ methanol분획 101종, butanol 분획 96종 등 총 197종
의 시료에 대해효소저해활성을 평가

Ÿ 3종의 약한 활성을 보이는 시료 확보

Ÿ isocitrate lyase (ICL)

저해활성 평가

Ÿ methanol분획 101종, butanol 분획 96종 등 총 197종
의 시료에 대해 효소저해 활성 평가

Ÿ 총 130 종의 강한 저해활성을 보이는 시료 확보

2차년도

(2010년)

Ÿ 태평양에서 채집된 해면

Coscinoderma sp.의 화

학조성 연구 및 독성평가

Ÿ suvanine과 halisulfate 1과 sesterterpene 계열의 5

종의 물질 등 7종과, 10종의 화합물을 대상으로 독성

및 화학적 조성 연구.

Ÿ 열대해면 유래 대사물질

분리 및 활성평가

Ÿ Bromotyrosine계열 화합물 6종, Halisulfate 1과 3,

Bis(2-ethylheptyl) phthalate, Ethyl 3-indoleacetate

등 9종의 화합물을 분리 하였으며, 이외에 85 종의

물질을 분리, 동정

Ÿ Bacillus sp. 균주 유래

Macrolide 계열의 대사

물질

Ÿ Macrolactin A와 동일계열의 물질 6개를 분리하였

으며, 12개의 물질에 대해 분리 정제 및 화학적 조성

분석

제3절 해외 생물자원 활용연구

1. 연구개발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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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연구내용 연구결과

Ÿ 해면 Asteropus sp. 유

래 triterpenoid saponin

계열의 대사 물질 분석

Ÿ 19 종의 물질을 분리, 구조 규명

Ÿ nor-triterpene saponin인 sarasinoside 계열의 화합

물 6종 (2종의 신물질 포함)과 triterpene saponin 및

그 aglycon에 해당하는 pouoside 계열의 화합물 13

종 (8종의 신물질 포함)로 결정

Ÿ Sarasinosides는 minor metabolites의 추가 분리, 구

조결정

Ÿ 인도네시아 해양생물 기

초활성 측정

Ÿ 해양무척추동물 30종 확보 및 기초 생리활성(항균,

항산화) 스크리닝

- 우수 항균활성 3종 발굴

- 우수 항산화 활성 3종 발굴

- 생물활성 추출물 분획제조

Ÿ 캄차카해역 해양생물 유

래 화합물 연구

Ÿ Monanchora pulchra로부터 monanchocidin이 분리,

새로운 alkaloids 화합물 4종의 화학적 구조분석, 항

암 활성 측정

Ÿ 베트남해역 해양생물 유

래 화합물 연구

Ÿ 23종의 해양생물이 채집 및 동정이 되었고, 해면

LOBOPHYTUM sp. (KORDI-VN 17)로부터 분리합

7종의 화합물에 대해 화학적 조성 연구 수행

Ÿ 항세균 활성평가

Ÿ 주관기관에서 제공된 해외 해양생물 추출물 시료

(methanol분획) 167종에 대해 항세균 활성 평가를

수행

Ÿ 52종의 시료에서 매우 강한 항세균 활성

Ÿ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신경활성의 특성연구

Ÿ 신경활성 추출 자원 (갑각류에서 70여종의 신경세포

리셉터 유전정보를 확보, 그중 nAChR subunit 6개

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함 )

Ÿ 신경추출 팹티드의 활성연구 (3종)

Ÿ BUIA & PIA의 활성 특성 연구

Ÿ alpha conotoxin BuIA와 nAChR alpha6 modeling

RgIA 와 nAChR subunit 9 & 10의 결합특성 연구

Ÿ 무척추동물의 신경 채널 발현 연구 (Xenopus

oocyte expression system 활용)

Ÿ 항진균 활성평가

Ÿ 주관기관에서 제공된 해외 해양생물 추출물 시료

(methanol분획) 167종에 대해 항진균 활성 평가를

수행

Ÿ 14종은 효모형 진균 Candida albicans에 대하여 약

한 활성

Ÿ 111KO-series 시료에서 4종, 07CH-series 시료에서

5종 등 9종은 시험균 4종에 대해 모두 저해활성

Ÿ Isocitrate lyase (ICL)

대한 저해활성 평가

Ÿ 추출물 시료 (methanol분획) 167종에 대해 ICL 효소

저해활성을 평가

Ÿ 총 32종의 시료에서 IC50<30 μg/ml 이하의 저해활성

Ÿ 특히 111KO-503, 07CH-100MM 등은 IC50<10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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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Sortase A (SrtA)에 대

한 저해활성 평가

Ÿ 추출물 시료 167종에 대해 SrtA 효소저해활성을 평가
Ÿ 3종 시료에서 약한 활성을 보임 (IC50= 36-191 μ

g/ml)

Ÿ Streptopyrrolidine 핵심
골격의 효율적 합성 방

법 연구

Ÿ γ-amino-β-hydroxy carboxylic acid를 합성하고 이

를 통해 Streptopyrrolidine 구조를 합성

Ÿ 약리 작용단 규명을 목적으로 10종의 유도체 설계

및 합성

Ÿ 해외 해양생물 분류 및

보존

Ÿ 해면 1강 8목 12과 12종 93점 (미동정 5과 112점)

Ÿ 해면공생세균4문 5강 17속 59종 158균주 (미동정 52

균주)

Ÿ 극피동물1문 4강 7목 12과 20속 22종 126점 (미동정

8과 34점)

Ÿ 연체동물1문 2강 7목 22과 41속 69종 614점 (미동정

23과 582점)

Ÿ 자포동물 1문 2강 2목 4과 5속 33점

Ÿ Chemo-Classification
연구

Ÿ 238종의 해양생물 추출물 NMR data를 바탕으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를 수행

Ÿ 238종의 추출물에 대한 A1 adenosine receptor

binding activity

3차년도

(2011년)

Ÿ 인도네시아 해양무척추

동물 채집 및 생리활성

분석

Ÿ 인도네시아 해양무척추동물 75종 확보 및 기초 생리

활성(항균, 항산화) 스크리닝

- 우수 항균활성 7종 발굴

- 우수 항산화 활성 3종 발굴

- 항노화 및 지방축적억제 생리활성 물질 fucosterol

발굴

Ÿ 필리핀 해양동물 52종

채집 및 활성 분석

Ÿ 필리핀 인근 해양무척추동물 52종 확보 및 DNA/RNA
시료 확보

- 5종의 Conus로부터 22종의 신경활성 팹티드 서열

을 확보

- Umbrella Leather 로부터 next generation
sequence을 통한 신경팹티드 및 신경채널 확보

(최소 10개 이상)

- 무척추 동물의 신경채널 발현 시스템 확보

- 다양한 신경채널의 기능적 발현을 통한 생물자원

활성 스크리닝 시스템 확보

Ÿ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연안 해양생물자원 채집

및 활성연구

Ÿ 해조류 및 무척추동물 채집 및 추출

- NMR을 이용한 추출물의 구조분석

- 항염증 및 항암, 항산화 활성 측정

- 이전연구 결과에서 높은 항염증 및 항암 활성을 보

인 샘플의 작용기전을 염증성 싸이토카인 측정 및

Western blot 을 통해 확인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85

연 차 연구내용 연구결과

- In vivo 모델인 제브라피쉬를 이용하여 항염증 활

성을 측정

Ÿ Laurencia snackeyi 종에서 12개의 단일 물질을 획득
Ÿ 연산호에서 6종의 단일물질 획득

Ÿ 해양 동물 유전자원 확

보(마이크로네시아 코스

래 해역)

Ÿ 해양식물자원 표본 32종 101점 확보, 국가별로는 칠

레 27점, 브라질 39점, 페루 30점, 멕시코 4점

Ÿ 분류군별로는 홍조류 82점, 갈조류 19점이 포함

Ÿ 해양연체동물 유전자원 확보 : 총 32종 110점에 대

한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초저온 냉동보관

Ÿ 해양절지동물 유전자원 확보 : 총 35종 85점에 대한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초저온 냉동보관

Ÿ 해양산호류 유전자원 확보 : 총 27종 96점의 산호류

유전자원 시료를 확보.

Ÿ 해양산호류에서 추출된 유전자원(gDNA)의 영구적

보존과 gDNA의 품질(정량 및 정성) 보증을 위하여

추출방법을 매뉴얼화

Ÿ 해면 Coscinoderma
sp. 에서 유래한

esterterpene sulfate

계열의 대사 물질 연구

Ÿ Sesterterpene sulfate 계열의 화합물 15종 (8종은

신물질)으로 결정

Ÿ Sesterterpene sulfate 계열의 화합물은 K562

leukemia cell-line에 대해 중간 정도의 독성을 나타

냈으며 Sortase A, ICL에 대한 일부 저해 활성

Ÿ 해면 Lipastrotethya sp.
에서 유래한

triterpenoid saponin

계열의 대사 물질 연구

Ÿ Sarasinoside 계열의 화합물 13종 (5종은 신물질)과

triterpene galactoside 및 그 aglycone에 해당하는

pouoside 계열의 화합물 12종 (9종은 신물질)으로 결

정(Pouosides는 K562 leukemia cell-line에 대한 중

간 정도의 독성; Sarasinosides는 K562, A549

cell-line에 대해 중간 정도의 독성)

Ÿ 해면 Spongian
officinalis 에서 유래한

spongian terpenoid

계열의 대사 물질 연구

Ÿ Spongian diterpene 계열의 화합물 17종 (11종의 신

물질 포함)으로 결정

Ÿ Spongiann diterpene 계열은 K562, A549 cell-line에

대해 일부 약한 세포독성; ICL에 대해 일부 물질에

서 약한 저해 활성

Ÿ 해면 Chondrosia sp.

로부터 bromotyrosine

계 화합물 발굴 및 구

조-활성 관계 연구

Ÿ 현재까지 함유 화합물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

은 Chondrosia 속의 해면으로부터 bromotyrosine 및

psammaplysin 화합물 18종 발굴. 세포독성 측정 및

분석을 통해 독성에 기여하는 pharmacophore 규명

Ÿ 해면 Ircinia rmosa로
부터 polyketide계 화합

물 연구

Ÿ 열대 해면 Ircinia ramosa 추출물을 분석하여, 암세

포 생장저해 활성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irciniastatin A 및 새로운 구조의 유도체 3종 확보

(신규 물질 1종을 포함한 terpene계 화합물 4종 함

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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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Stylissa flabeliformis로
부터 bromopyrrole계

화합물 연구

Ÿ 현재까지 확보된 열대 해면 추출물의 NMR 자료를

분석하여 이중 20여 종이 bromopyrrole계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

Ÿ Styllisa flabeloformis 추출물로부터 bromopyrrole

계 화합물 8종 획득

Ÿ 해외 해양식물 유전자원

확보

Ÿ DNA 추출을 통하여 유전자원 16종 70점 확보, 국가

별로는 칠레 20점, 브라질 26점, 마다가스카르 24점

이 포함

Ÿ 분류군별로는 홍조류 51점, 갈조류 19점이 포함

Ÿ 항세균 활성평가

Ÿ 주관기관에서 제공된 해외 해양생물 추출물 시료

128종에 대해 항세균 활성 평가를 수행

Ÿ 128종의 시료 중 115CH 시리즈 33종에서 항세균 활

성(5종의 시료는 강한 저해활성을 보였으며 특히

203 시료는 그램음성세균에 대해 강한 활성)

Ÿ 항진균 활성평가

Ÿ 주관기관에서 제공된 해외 해양생물 추출물 시료

128종에 대해 항세균 활성 평가를 수행

Ÿ 128종의 시료 중 2종은 효모형 진균에 대하여 약한

활성을 보였으며, 3종은 사상균에 대해 저해활성
Ÿ Glyoxylate cycle 대사
경로의 주효소인

isocitrate lyase 저해활

성 평가

Ÿ 활성평가결과 13종의 시료에서 저해활성을 보였으며

이들 중 3종은 IC50 value가 30μg/ml 이하의 우수한

활성

Ÿ sortase A (SrtA)에 대

한 저해활성 평가
Ÿ 활성평가결과 추출물 115CH 시리즈는 무활성

Ÿ 약물성을 가진 화학종

다양성 확보 (alkaloid

및 phenol페놀계 기반)

Ÿ Pharmacophore의 확인
Ÿ Pharmacophore 규명을 위한 유도체 12종 합성, 5종

진행

Ÿ Phenol계 Methylhonokiol 및 그 유도체 25종 이상

합성

Ÿ 해양자원-유래 화학종의

효율적 합성

Ÿ 해양자원-유래 화학종의 구조-활성 관계 확립을 위

한 합성법 개발

Ÿ 이들 화학종의 핵심골격 구조로 활용 가능한 화합물

탐색

Ÿ 5종 amino acid 변환 유도체 합성

Ÿ Streptochlorin 유도체의
효율적인 합성법 개발

Ÿ 합성법 개발을 통한 총 17종의 streptochlorin 유도

체 확보

Ÿ 해외 해양생물 추출물

확보 및 유용물질 탐색

을 위한 타 기관 분양

Ÿ 마이크로네시아 축에서 476종, 코스래에서 25종, 베

트남에서 8종의 추출물을 확보하여 냉동보관 중

Ÿ 인도네시아에서 75종, 필리핀에서 52종이 추출되어

총 632종의 추출물을 확보하여 냉동보관 중

Ÿ 유용물질 탐색 연구를 위해 서울대 미생물생물학연

구실에 348종, 한국화학연구소에 261종, 아모레퍼시

픽 기술연구소에 12종의 추출물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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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2012년)

Ÿ 해면 Petrosia sp.로부
터 petrosiacetylene 계

열의 대사 물질의 대사

메커니즘 분석

Ÿ petrosi acetylene 4종 발굴(신물질 1종 포함), 이들

의 세포내 대사 경로 및 세포독성 발현 메커니즘 제

안

Ÿ 연산호 Astrogorgia
rubra로부터 Calicoferol

계열의 대사 물질 분석

Ÿ 신물질로 예상되는 물질 7종을 포함한 calicoferol 계

열의 물질 10종 확보

Ÿ 해면 Coscinoderma sp.
sesterterpenoid 분석

Ÿ suvanine 유도체 9종 확보, suvanine의 경우 2g 이

상 확보

Ÿ 해면 Ircina sp. 함유의
quinone 골격 물질 분석

Ÿ Polyprenyl quinone 및 chromene 9종 (신물질 3종)

확보

Ÿ 해면 Xestospongia sp.
함유의 Halenaquinone

계 물질 분석

Ÿ Halenaquinone 골격 함유 대사체 8종 (신물질 1종)

확보

Ÿ 해면 Hyrtios sp. 함유
Indole alkaloid계 물질

분석

Ÿ Indole alkaloid 유도체 6종 확보(신물질 2종)

Ÿ 해면에서 분리한 균주

(Streptomyces sp.)로

부터 2차 대사 물질의

분리 및 정제

Ÿ 7종의 cyclic dipeptide 분리

Ÿ 2종의 신규 화합물임을 확인

Ÿ 해면 Coscinoderma sp.
에서 유래한

sesterterpene sulfate,

conjugated taurine

계열의 대사 물질 분석

Ÿ Sesterterpene sulfate 계열의 화합물 7종 (4종의 신

물질 포함)과 fatty acid taurine 계열의 화합물 신물

질2종, cyclotetrapeptide 계열의 화합물 3종 (신물질

2종) 등 12종 물질을 결정

Ÿ fatty acid taurine 화합물은 K562 leukemia cell-line

에 대한 중간 정도의 독성

Ÿ 해면 Monanchora
pulchra에서 생리활성
물질 분리 및 구조분석

Ÿ Pulchranin A 화합물이 분리되었으며, 신물질로 확

인됨. 추가적인 분리실험이 진행 중

Ÿ 항세균 활성평가

Ÿ 주관기관에서 제공된 해외 해양생물 추출물 시료

110종에 대해 항세균 활성 평가를 수행

Ÿ 110종의 시료 중 1110CH 시리즈 23종에서 항세균

활성(이들 중 11종의 시료는 강한 저해활성)

Ÿ 항진균 활성평가
Ÿ 110종의 시료 중 4종은 효모형 진균 C. albicans에

대하여 약한 활성

Ÿ Isocitrate lyase (ICL)

대한 저해활성 평가

Ÿ 110종의 시료 중 1110CH 시리즈 39종의 시료에서

저해활성을 보였으며 이들 중 6종은 IC50 value가

30 μg/ml이하의 우수한 활성

Ÿ Sortase A (SrtA)에 대

한 저해활성 평가

Ÿ S. aureus의 세포벽 단백질부착 전이효소 SrtA에 대

한 저해활성을 평가

Ÿ 활성평가결과 시료 중에서는 100 μg/ml 이하의 농도

에서 무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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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항산화, 항암 및 항염증

활성평가

Ÿ 스리랑카 해역에서 채집된 해조류 7종에 대한 활성

평가

Ÿ 해조류 3종에서 얻은 추출물에서 농도의존적으로 활

성

Ÿ 말레이시아 연산호에서 추출한 6종의 물질로부터 뛰

어난 항염증 억제 효과

Ÿ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특이 생리활성 검색

Ÿ 해외생물에서 추출된 720종의 추출물 대상으로 다양

한 활성 평가를 수행

Ÿ 신경돌기 성장 활성 검색
Ÿ 항말라리아 활성 검색

- 약효검색: 음성대조군 대비 2배 활성 물질 5종 발굴

Ÿ 암세포주 증식 저해 활성 검색
Ÿ 세포독성 검색
Ÿ 항말라리아 활성 검색

- 약효검색: 음성대조군 대비 2배 활성 물질 5종 발굴

Ÿ 암세포주 증식 저해 활성 검색
Ÿ 세포독성 검색

Ÿ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기초생리활성 검사(항균

활성 (MIC, MBC) 항산

화활성 (DPPH), 항노화

활성 평가, 해양 무척추

동물의 신경특성 평가

Ÿ 인도네시아 해양무척추동물 30종 확보 및 기초 생리

활성(항균, 항산화) 스크리닝

- 우수 항산화 활성 3종 발굴

- 3차년도에 확보한 fucosterol의 피부노화 억제 활성

확인

- 4차년도에 발굴한 aaptamine의 피부 항노화 활성

확인

Ÿ 필리핀 인근 해양무척추동물 37종 확보

- 산호류인 Umbrella Leather (Sarcophyton spp.)을

이용한 next generation sequencing 6개의 신경활

성 후보물질 확인

- Xenopus oocyte expression system을 이용해 신경

채널 연구

Ÿ Psammyaplysin 기본골
격 전구체 합성

Ÿ 4,5-dihydroisoxazole
골격 합성

Ÿ 전구체 C 의 합성을 선택적으로 완료하였고, 전구체

D 를 만들기 위하여 작용기 oxime을 포함한 화합물

9 를 합성하여 총 14종의 전구체 및 유도체 합성

Ÿ Indolizidine계 화합물

핵심골격 구조의 효율적

합성방법 연구

Ÿ Amidoallylation과 분자내 RCM을 핵심으로 하는 효

율적 합성법 구축 및 유도체 합성

Ÿ 약물성을 가진 화학종

다양성 구축을 위한 분

자 설계 및 합성

Ÿ Caffeic acid계 신규 화학종 40종 합성

Ÿ streptochlorin유도체 합

성 및 활성연구

Ÿ 총 22종 이상의 streptochlorin 유도체 확보와 이들의

항암활성테스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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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해외 해양생물 및 추출

물 DB 구축 및 분양관

리

Ÿ 유용물질 탐색을 위한

타 기관 분양

Ÿ 해외에서 채집된 해양생물 757종 4,936점에 대한 데

이터베이스 작업이 진행 중

Ÿ 마이크로네시아 축에서 채집된 생물에서 442종, 코스

래에서 25종, 베트남에서 13종, 인도에서 20종 등 총

500종의 추출물을 확보하여 냉동보관 중

Ÿ 유용물질 탐색 연구를 위해 서울대 미생물생물학연

구실에 110종, 한양대 약학대학 생유기화학 및 화학

생물학실에 560종, 전북대의과대학에 520종, 경기과

학기술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 720종의 추출물 분

양

Ÿ 해외 해양생물 분류 및

보존

Ÿ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채집된 해면동물 49종, 선형동물

50종, 연체동물 45종, 산호 44종, 절지류 31종, 극피

동물 30종, 식물플랑크톤 40종 등 총 289종에 대해

분류, 동정 및 보존이 완료

Ÿ 북동태평양 등 심해저에서 채집된 절지류, 연체류,

다모류 등 77종 동정이 완료

Ÿ 필리핀 및 남극에서 채집된 동물플랑크톤 94종 동정

이 완료

Ÿ 스리랑카에서 채집된 해양생물 16종,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서 채집된 해양생물 67종, 방글라데시에서 31

종, 베트남에서 19종, 러시아에서 채집된 해면 1종, 미

국, 러시아, 이태리, 인도네시아 및 호주에서 채집된

해조류 77종 등 211종에 대해 동정 및 보존이 완료

5차년도

(2013년)

Ÿ Streptomyces sp.

112CH148 유래의 신규

생리활성물질의 분리,

정제 및 활성평가

Ÿ 균주 112CH148 유래의 2차대사산물에 대한 탐색을

진행. 그 결과 α-pyrone계열 2개의 신규물질을 확인

하였다. 추가 대량배양을 실시하여 2개의 신규 유도

체를 분리정제 및 구조결정 함. 분리된 화합물 4개

에 대해 항암 활성 확인함

Ÿ Neurite outgrowth 활성
해면 추출물 화학종 분

석

Ÿ 열대해양생물 추출물의 neurite outgrowth 활성 측

정 결과를 분석하여, 높은 활성을 나타낸 추출물에

대한 화학종 분석을 수행. 분석 대상 생물은

Lipastrotethya 속 해면으로 예상됨. sarasinoside 유

도체 14종과 pouoside 유도체 2종 획득(신규화합물

4종 포함)

Ÿ 해면 Coscinoderma sp.
에서 대사물질 분리, 정

제 및 분석

Ÿ 해면 Coscinoderma sp. 로부터 sesterterpenoid 계열

화합물 8종과 fatty acid taurine 계열의 화합물 2종을 확

보하여 총 10종의 화합물에 대하여 구조규명 완료 (8

종의 신물질 포함)

Ÿ 연산호 Astrogorgia
rubra 추출물 분석 및

calicoferol 유도체 확보

Ÿ 연산호 Astrogorgia rubra로부터 확보된 10종의

calicoferol 유도체의 구조분석을 완료. 유도체 4종

추가 확보. 확보된 정제화합물의 암세포 생장 억제

활성 측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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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도네시아 해면 Ircinia
ramosa 추출물 분석 및

manzamine 유도체 분리

Ÿ 해면 Ircinia ramosa의 추출물을 분석하여 manzamine

5종 확보. 2종은 신규한 구조를 갖는 manzamine 유

도체로 확인됨.

Ÿ 해면 Monanchora
pulchra (041-29) 에서
생리활성 물질 분리 및

구조분석

Ÿ pentacyclic guanidine alkaloid와 acyclic guanidine

alkaloid 계열의 물질 5개 분리(monanchomycalin C,

ptilomycalin A, pulchranin A, pulchranin B and

pulchranin C)

Ÿ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항세균 활성평가

Ÿ 해외 해양생물 추출물 시료 330종에 대해 항세균 활

성 평가를 수행

Ÿ 330종의 시료 중 67종에서 항세균 활성을 보임

Ÿ 항진균 활성평가 Ÿ 330종의 시료 중 14종에서 활성을 나타냄

Ÿ Isocitrate lyase (ICL)

대한 저해활성 평가
Ÿ 330종의 시료 중 42종의 시료에서 저해활성을 보임

Ÿ Sortase A (SrtA)에 대

한 저해활성 평가

Ÿ S. aureus의 세포벽 단백질부착 전이효소 SrtA에 대

한 저해활성을 평가 결과 2종에서 활성을 보임

Ÿ 항산화, 항염증 활성평가
Ÿ 스리랑카 해역에서 채집된 해조류 14종에 대한 활성

평가

Ÿ 해조류 3종에서 얻은 추출물에서 농도의존적으로 활성

Ÿ fucosterol에 대한 특이

생리활성 검색

Ÿ 3차년도에 확보한 fucosterol을 대상으로 피부 보습,

자연노화, 항비만, 운동능력 세부 생리활성 평가

Ÿ 화학종의 합성 process

개발 및 약물성을 가진

화학종 다양성 구축

Ÿ 2012년도에 확립된 Indolizidine계 합성법을 기반으로

Quinolizidine계 화합물의 새로운 합성법 구축중

Ÿ Quinone계 brousonone A의 합성법 완료
Ÿ 그전 3년간의 SAR을 기반으로 후속 2차 SAR을 위

한 화학종 유도체 40여종 설계 및 합성

Ÿ 해외 해양생물 및 추출

물 DB 구축 및 분양관

리

Ÿ 유용물질 탐색을 위한

타 기관 분양

Ÿ 해외에서 채집된 해양생물 915종 10,835점에 대한 데

이터베이스 작업이 진행 중

Ÿ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래에서 채집된 생물에서 332점,

필리핀에서 188점, 방글라데시에서 197점 중에서 채

집양이 100g 이상 시료에 대해 추출 진행하여 200건

이상의 추출물을 확보하여 냉동보관 중

Ÿ 유용물질 탐색 연구를 위해 서울대 미생물생물학연

구실에 330종, 한국과학기술원(KIST) 강릉분원 162

종, 덕성여자대학에 49종의 추출물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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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기초 생리활성분석

(1) 채집한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항세균, 항진균 활성 탐색

채집된 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에 미량으로 함유된 화합물에 대해 항세균활성을 확인하였

다. 항세균 활성평가는 96-well microtiter broth dilution method를 따라 수행하였다. 활성평

가에 사용한 시험균주는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 Bacillus subtilis ATCC 6633,

Micrococcus luteus IFO 12708 등 그램양성 세균 3종과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4028, Proteus vulgaris ATCC 3851, Escherichia coli ATCC 25922 등 그램음성 세균 3종

임. 측정샘플의 stock solution은 dimethyl sulfoxide에 녹여 -20℃에 보관하였으며 각 stock

solution은 Standard method broth (Difco사)로 200―0.78 μg/ml 까지 2배 희석계열을 만들

어 사용하였다. 각 시험균은 15% glycerol stock (-70℃ 보관)에서 LB (Luria-Bertani) agar

plate에 streaking하여 37℃에서 overnight 후, 다시 single colony를 LB broth에 접종하여 3

7℃ shaking incubator에서 overnight하여 배양하였다. 배양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cell

을 모아 멸균수로 2회 씻어주고 최소저해농도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test용 배지인 Standard method broth 에 다시 현탁시켜 사용하였다. 96-well microtiter

plate의 각 well당 접종된 bacteria는 104 CFU/ml이며 총 test volume은 100 μl임. 측정시료

의 최소저해농도 (MIC)는 37℃에서 overnight 배양 후 균의 성장이 완전히 저해된 농도로

결정하였다.

항진균 활성평가는 96-well microtiter broth dilution method를 따라 수행하였다. 활성평가

에 사용한 시험균주는 Candida albicans ATCC 10231, Trichophyton rubrum IFO 9185,

Trichophyton mentagrophytes IFO 40996, Aspergillus fumigatus HIC 6094를 사용하였다.

측정샘플의 stock solution은 dimethyl sulfoxide에 녹여 -20℃에 보관하였으며 각 stock

solution은 액체배지로 200―0.78 μg/ml 까지 2배 희석계열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C. albicans

를 제외한 진균은 potato dextrose agar (PDA, Difco사) 배지에서 28℃ 2주 이상 배양하여

포자를 형성시킨 후 이를 0.1% Tween-80 solution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원심분리하여 포

자를 모아 멸균수로 2회 씻어주고 MIC test용 배지인 potato dextrose broth (PDB, Difco사)

에 다시 현탁시켜 사용하였으며 96-well microtiter plate의 각 well당 접종된 fungi는 104

CFU/ml이며 test volume은 100 μl이다. C. albicans는 15% glycerol stock (-70℃ 보관)에서

Yeast peptone dextrose (YPD) agar plate에 streaking하여 28℃ 2일간 배양 후 single

colony를 YPD broth에 접종하여 28℃ shaking incubator에서 overnight 배양하였다. 원심분

리기를 이용하여 cell을 모아 멸균수로 2회 씻어주고 PDB에 다시 현탁시켜 사용하였으며

96-well microtiter plate의 각 well당 접종된 C. albicans는 103 CFU/ml, test volume은 μl이

다. 측정시료의 최소저해농도 (MIC)는 37℃에서 48시간 배양 후 균의 성장이 완전히 저해된

농도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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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균 세포벽 표면단백질 부착 전이효소 sortase A의 저해활성 평가

taphylococcus aureus를 비롯한 그람양성세균에서 세포내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세포벽에

전달 역할을 하는 단백질부착 전이효소로서 sortases는, 그람양성세균에 공통적으로 존재함

이 밝혀져 항생물질의 새로운 분자표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램 양성 세균의 저해제

개발 신규표적으로서 S. aureus ATCC 6538P의 chromosome DNA로부터 sortase A (SrtA)

의 발현 및 재조합단백질을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기질로서는 QALPETGEE peptide의 양단

에 Dabcyl 및 Edans를 형광표식한 합성기질을 사용하였다. 효소반응은 50 mM Tris-HCl,

150 mM NaCl (pH 7.5) buffer에서 합성기질과 재조합단백질을 첨가하여 37℃, 1시간 반응

하여 fluorospectrophotometry를 이용해 450nm에서 저해활성을 정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세부에서 제공되는 해양천연물 및 합성 유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SrtA저해물질의 활성

을 평가하였다.

(3) Glyoxylate cycle의 주효소인 isocitrate lyase (ICL) 저해활성

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에 미량으로 함유된 화합물에 대해 sortase A (SrtA) 저해활성을

확인하였다. Glyoxylate cycle은 동물에는 없으나 세균, 진균 등에 존재하는 대사경로이며 이

대사경로의 주효소인 isocitrate lyase (ICL)는 특히 Candida albicans 및 Cryptococcus

neoformans 와 같은 중요 병원성 진균을 대상으로 하는 항진균제 및 세균인 결핵균

Mycobacterium tuberculosis를 대상으로 하는 항결핵제 개발에 있어 신규 표적분자로 주목

받고 있다. 주요 병원균인 C. albicans로부터 ICL 유전자를 cloning하고 발현시켜 효소저해활

성평가 system을 구축하였다. 효소의 활성은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효소의 기질인

isocitrate를 phenyhydrazine과 효소 반응시켜 형성되는 glyoxylate phenylhydrazone을 324

nm에서 측정함. 효소의 반응액은, 20mM sodium phosphate buffer(pH 7.0), 1.27 mM

threo-Ds(+) isocitrate, 3.75 mM MgCl2, 4.1 mM phenylhydrazine과 enzyme solution (100

㎍/㎖)으로 구성되며, 30℃, 30분간 반응시킨 후 정량하였다.

(4)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항말라리아, 항산화, 항암, 항염증, 항노화 활성 탐색

말라리아는 현재에도 매년 약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결핵, AIDS와 더불어

가장 치명적인 3대 전염병이다. 그동안 다수의 약물이 개발되었으나, 빠르게 발생하는 내성

때문에, 상당수의 약물이 무력화되어, 신규 약물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 인체에 들어온 말

라리아는 1차적으로 간에서 증식한 후, 혈액으로 나오게 되므로, 간 상태 (liver stage)의 말

라리아를 잡으면 이상적이나, liver stage에서의 배양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아, 적혈구를 먹

고 사는 blood stage상의 말라리아를 배양하여 항말라리아 활성을 검색하였다. 실험계 내에

서 DNA를 가진 요소는 말라리아 원충뿐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였으며 (adult 적혈구는 핵이

없음. 따라서 DNA도 없음), 이중나선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형광을 내는 SYBR

green 염료를 투여하면, 증식중인 말라리아 원충의 양과 정확히 비례하는 형광 시그널을 얻

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항말라리아 활성을 측정하였다.

말레이시아 및 스리랑카 현지에서 확보된 해양생물 대상으로 추출물을 확보하고 생리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확보된 해조류 시료 일부를 메탄올, 클로르포름 및 에틸아세테이트로 추출하여 확보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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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을 이용하여 항산화 및 항암, 항염증 활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항균 활서을 위해 채집된

해양무척추동물을 세척 후 건조.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 후 유기용매(메탄올)를 이용하여

24시간 상온 추출. 여과 및 감압농축을 통하여 추출물 제조 완성 및 추출 수율 측정하였다.

항균 활성 평가에 사용된 균주는 다음과 같다.

평가 균주 ATCC No.

Bacillus cereus (그람 양성균) 9634

Escherichia coli (그람 음성균) 8939

Pseudomonas aeruginosa (그람 음성균) 11522

Staphylococcus aureus (그람 양성균) 6538

Streptococcus mutans (그람 양성균) 25175

항균 활성 평가 방법은 MIC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Assay와 MBC (Minimal

Bactericidal Concentration) Assay를 수행하였다.

채집된 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들에 대해 항암활성을 확인하였다. 항암활성 실험에 사용된

암세포 한국 세포주 은행에서 분양받은 Human leukemia cell인 K-562(KCLB 10243) 세포였

으며, 암세포 배양 및 활성측정을 위해 배지와 혈청(FBS), 항생제(Penicillin Streptomycin,

15140)는 Gibco 제품을 사용하였다. PreMix WST-1(TaKaRa), cell culture flask (corning),

96 well plate(SPL)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세포 배양기는 Vision사의 CO2 incubator를 사용

하여 배양하였다. 배양조건은 25 ml culture flask에 넣어 K-562 세포를 넣고 37℃, 5% CO2

가 유지되는 항온기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독성능 측정에 사용된 Premix WST-1(TAKARA, Japan)은 세포 증식능력이나 세포

생존 능력을 정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약으로 살아있는 세포내의 미토콘드리아 탈수소효소

(Dehydrogenase)인 succinate-tetrazolium Reductase의 활성을 이용하며 이 효소는

Tetrazolium Salts (WST-1)를 이용하여 formazan이라는 발색물질을 생성하며 이를 ELISA

reader 로 측정하여 세포독성 정도를 파악한다. 대사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세포의 미토

콘드리아 전자전달계에 존재하는 탈수소효소(succinate-tetrazolium Reductase)는 살아있는

세포에만 유효하며, 발색강도는 세포수와 직선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Positive control은 다양한 종류의 protein kinase inhibitor로 알려진 Staurosporine

(TOCRIS, Cat NO. 1285)을 사용하였으며 negative control은 필수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L-serine(SIGMA, USA)과 멸균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흡광도는 450 nm에서 측정하며, background 컨트롤에 대한 샘플의 흡광도와 Formazan

산물의 발색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IC50(The 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값을 계산하였다. PreMix WST-1 시약을 처리하였을 때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세포만 넣

어서 배양한 well에서는 육안으로 진한 적색을 나타내며, positive control에 의해 세포가 죽

은 well에서는 연한 붉은색이 나타나며 조추출물 시료가 첨가된 well에서 측정한 흡광도의

상대적인 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 대한 세포독성능을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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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neurite outgrowth(신경돌기 증식) 활성 탐색

neurite outgrowth (신경돌기 증식) 활성은 nerve regeneration(신경재생)을 유도하는 활성

으로서 외상이나 다발성 경화성 (multiple sclerosis) 등의 질환으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재생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동 능력이 없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열대해역에 서식하는 저서

성무척추 해양 동물들은 포식자의 공격 등으로 인한 외상에 대한 방어기제 중의 하나로서

자신의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며, 이들 생물 추

출물에 대해 neurite outgrowth 활성 검색을 하였다. 제한된 분화능력을 가진 (multipotent)

생쥐의 배아 암세포에 (mouse embryonic carcinoma, P19 세포) 신경세포로 분화시 최종 단

계에서 발현되는 전사인자인 neuroD2를 transfection하면 P19 세포는 신경세포(neuron)로 분

화한다. 이 때, 화합물 은행의 추출물을 처치하고 37 oC의 CO2 incubator에서 2일 배양하면

신경세포의 기능성 구조물인 axon과 dendrite같은 신경돌기 (neurite)가 성장하며, 신경세포

만을 염색하는 항체를 (Tuj1) 사용하여 신경돌기를 염색하고, 신경 돌기의 길이를 High

Content Screening (HCS)기법으로 Thermo사의 ArrayScan 장비를 사용하여 수치화하고, 음

성 대조군 (negative control)의 효과와 비교하여 신경돌기 증식에 효과적인 추출물을 확인하

였다.

생쥐배아 암세포의 신경세포로의 분화 및 neurite outgrowth 이미징 결과

(6) 해양무척추생물의 신경활성 펩타이드 확보

해양 무척추동물의 신경자원 확보를 위해 산호류인 Umbrella Leather 에서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을 진행하였다. 신경활성 펩티드와 신경채널 확보의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를 실시하

였다. NGS technologies의 하나인 pyrosequencing의 원리는 DNA polymerase 가 nucleotide

monomer를 붙일 때 생성되는 pyrophosphate를 detection 함으로써 sequence를 읽어내는 기

술로써 대량의 염기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조직을 절취한 후 Trizol (invitrogen,

USA)을 이용하여 total RNA를 분리한 후, pyrosequencing을 실시하여, 대량의 염기서열을

확보하였고, Blast program 및 EST-viewer를 이용하여 transcriptomic analysis를 수행. 약

6개의 신경활성 후보 펩타이드를 확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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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해양생물 함유 화학종 다양성 분석

(1) 해면 Asteropus sp. 에서 유래한 Triterpenoid Saponin 계열의 대사 물질 분리 및 구

조분석

2010년 1월에 채집된 2종의 해면시료 중에서 1종의 해면은 추출물의 분광자료 검색결과

천연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으나 Asteropus sp. 로 추정되는 다른 1종의 해면은 추출물 분

획의 NMR 분석결과 천연물의 존재가 감지되어 이 시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

조사에 의하면 Asteropus sp. 속의 해면에서는 구조적으로 특이하고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

고 있는 많은 물질들이 보고되었으며 이들은 sterols, nonribosomal peptides, cathepsin 등

전혀 다른 생합성적 기원을 가진 물질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세포독성, 항미

생물 활성, cathepsin B 저해활성 등 다양한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Asteropus 속이 보여준 복합적인 생합성 경로 유래 물질과 생리활성 결과는 이 생물에 강력

한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되어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게 되었다. 유기용매를 이용한 물질의 추출, chromatography를 이용한 분리정제 및 분광

학적 자료의 해석 등에 의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모두 14 종의 물질을 분리, 평면 및

입체구조를 규명을 완료하고 이 중 5종의 물질을 신물질로 동정하였다.

채집된 해면을 잘게 잘라 동결건조 한 후, MeOH (4 L x 3), CH2Cl2 (4 L x 3)을 순차

적으로 가하여 유기물질을 추출하였으며 추출액을 감압 증류하여 획득한 잔류물을 H2O와

n-BuOH을 사용하여 분획하여 추출물에 포함된 다량의 염분을 제거하였다. 유기층인

n-BuOH 층을 사용하여 다시 15% aqueous MeOH과 n-Hexane를 사용하여 극성과 용해도

에 따른 분획을 제조하였으며 얻어진 각각의 분획을 건조시켜 1H NMR 데이터로 확인한 결

과 다량의 이차대사물질이 15% aqueous MeOH 층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건조

한 결과 13.7g의 유기층이 얻어졌다. 얻어진 유기 추출물에 대하여 C18 reversed-phase

flash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극성에 따른 8개의 분획(순차적으로 50%, 40%, 30%,

20%, 10% aq. MeOH, 100% MeOH, 100% Acetone, 100% Ethyl acetate)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분획들을 감압 농축하여 TLC 분석과 1H NMR을 측정하여 이차대사물질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중 saponin의 존재가 확인되는 분획 3, 분획 4, 분획 5 (10% aq. MeOH)에 대

하여 화합물의 분리를 시도하였다.

(2) 해면 Asteropus sp. 에서 유래한 Triterpene galactoside 계열의 대사 물질 분리 및

구조분석

채집된 해면을 잘게 잘라 동결 건조하여 MeOH (1 L x 3), CH2Cl2 (1 L x 3)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가하여 유기물질을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감압 증류하여 획득한 잔류물을 H2O와

n-BuOH을 사용하여 분획하여 다량의 소금과 아이노산 등의 일차 대사산물을 제거하고 유

기층인 n-BuOH을 사용하여 다시 15% aqueous MeOH와 n-Hexane를 사용하여 극성과 용

해도에 따른 분획을 제조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각각의 분획을 건조시켜 수소 NMR 데이

터와 생리활성으로 확인한 결과 활성물질이 15% aqueous MeOH 층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건조한 결과 9.55 g의 유기층이 얻었다.

얻어진 유기 추출물에 대하여 C18 reversed-phase flash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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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8개의 분획(순차적으로 50%, 40%, 30%, 20%, 10% aq. MeOH, 100% MeOH, 100%

Acetone, 100% Ethyl acetate)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분획들을 감압 농축하여 TLC 분석과

1H NMR을 측정하여 이차대사물질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중 saponin의 존재가 확인되는 분

획 3, 분획 4, 그리고 분획 5 (10% aq. MeOH)에 대하여 화합물의 분리를 시도하였다.

분획 3을 사용하여 35% aquous methanol 이동상에서 C18 reversed-phase HPLC를 시행

하여 분획을 분리 하였다. 분리한 각 피크를 rotavapor를 사용하여 건조시킨 후 1H NMR을

측정하여 2개의 피크에서 이차대사물질을 확인하였다. 피크 8와 피크 17에서 각각 triterpene

galactose 인 compound 10 와 compound 11을 분리하였다.

마찬가지로 분획 4을 30% aqueous methanol 이동상에서 C18 reversed-phase HPLC를 시

행하여 분획을 분리하였다. 역시 각각을 건조시킨 후 1H NMR을 측정하여 확인하였으며 4

개의 피크에서 이차대사물질을 확인하였다. 피크 7, 10, 13, 14 에서 60% aq. MeOH조건으로

CN Column을 사용하여 재분리 하였다. 피크 7에서는 compound 4, 8을 4.1, 8.3 mg, 피크

10에서는 compound 11을 2.3 mg, 피크 13에서는 compound 3을 2.8 mg, 피크14에서는

compound 5, 9을 8.3, 7.9 mg 분리하였다.

분획 5에 대하여 20% aqueous methanol 이동상에서 C18 reversed-phase HPLC를 시행하

여 26개의 분리된 피크를 얻었으며 각각을 건조시켜 1H NMR을 측정한 결과 피크 14, 15,

18, 그리고 22에서 이차대사물질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피크 14와 15는 50% aqueous

methanol 이동상으로 CN을 고정상으로 reversed-phase HPLC를 시행하여 compound 7를

5.2 mg, compound 1를 13.9 mg 얻었다. 피크 18는 50% aqueous methanol의 이동상을 사용

하여 CN reversed-phase HPLC를 시행하여 compound 2를 13.9 mg 분리함. 피크 22에서는

65% aqueous methanol으로 CN reversed-phase HPLC를 시행하여 compound 6과 12를 3.8,

3.0 mg 얻었다. 이렇게 분리된 총 12종의 물질은 1H NMR와 13C NMR 및 1H COSY,

gHSQC, gHMBC 등 다차원 NMR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pouoside 계열 12종을 알아냈다. 이

중 pouoside 계열의 9종의 신물질을 구조 결정하였다. 그리고 알려진 물질 3종, pouoside A

(D), pouoside B (Y), pouoside D (G)을 구조 동정하였다.

(3) 해면 Coscinoderma sp. 로부터 유래한 Sesterterpene sulfate 대사물질 분리 및 구조

분석

열대해면들 중 Coscinoderma sp.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 조사에 의하면

Coscinoderma sp. 속의 해면에서는 poli-brominated phenyl ethers, chlorinated amino acid

derivatives, furano sesquiterpenes, polyhydroxy steroids 와 같은 구조적으로 특이하고 다양

한 생리활성을 갖고 있는 많은 물질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halisulfate 와 suvanine 으로 대

표되는, sulfate 기를 갖는 pentaprenyl hydroquinone 류 들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cytotoxic,

antimicrobial, anti-inflammatory, isocitrate lyase, phospholipase A2, serine protease,

phosphatese, 그리고 PMA-induced inflammation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실에서 행해졌던 선행연구 결과, 이 비슷한 종류의 해면에서 다양

한 sesterterpenoids 가 발견되었고, 분리되어진 sesterterpene sulfates 가 Candida albicans

isocitrate lyase 를 억제함을 봄으로써 2008년에 Bioorganic & Medicinal Chemistry Lettes

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다. 이에 organic extract 레벨에서 K562 leukemia cell line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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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T test 한 결과 LC50 48.7 μg/ml 의 값을 보여준 Coscinoderma sp. 열대해면은 신규물

질의 탐색 및 sesterterpene sulfates 의 폭넓은 생리활성 검색을 위하여 연구가치가 높게 평

가되어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유기용매를 이용한 물질의 추출, chromatography를 이용한 분리정제 및 분광학적 자료의

해석 등에 의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모두 8종의 신물질을 포함한 15종의 물질을 분

리하고, 평면 및 입체구조를 규명하였으며, 이 물질들의 항암활성과 항 미생물활성 및

sortase A, isocitrate lyase, Na+/K+-ATPase 등의 효소에 대한 저해활성을 검색하였음. 그

결과는 Journal of Natural Products 에 게재하였다 [57].

채집된 해면을 동결 건조하여 잘게 자른 후 MeOH (1 L x 3), CH2Cl2 (1 L x 3)을 순차

적으로 가하여 유기물질을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감압 증류하여 획득한 잔류물을 H2O와

n-BuOH을 사용하여 분획하여 다량의 소금을 제거하고 유기층인 n-BuOH을 사용하여 다시

15% aqueous MeOH와 n-Hexane를 사용하여 극성과 용해도에 따른 분획을 제조하였다. 이

렇게 하여 얻어진 각각의 분획을 건조시켜 수소 NMR 데이터와 생리활성으로 확인한 결과

활성물질이 15% aqueous MeOH 층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건조한 결과 13.76g

의 유기층이 얻어졌다. 유기 추출물 중 4.93 g을 사용하여 C18 reversed-phase flash

chromatography를 이용해서 7개의 분획(fraction)으로 나누었으며, 1H NMR과 TLC 분석결

과를 확인하여 각각의 분획에 대하여 대사물질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 중 분획 4 (20%

aq. MeOH), 분획 5 (10% aq. MeOH) 그리고 분획 6 (100% MeOH)를 사용하여 분리를 시

도하였다.

(4) 해면 Spongia officinalis 유래한 Spongian terpenoid 계열의 대사물질 분리 및 구조

분석

열대해면들 중 Spongia officinalis 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 조사에 의하면

Spongia 속 해면은 1979 년도부터 연구되어 널리 알려진 해면으로써 이 해면을 대표하는

spongian 골격의 diterpene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오랜 연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물질들이 이 해면으로부터 분리, 보고되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Spongia

officinalis 해면으로 부터는 구조적으로 많이 변형된 spongian diterpene 들이 보고가 되어

더욱더 이 해면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었다. Spongian diterpene 들은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졌으며, 이에 덧붙여, 본 연구실에서 수행된 해면 조출물

을 대상으로 한 일차적 생리활성 검색에서도 유효한 범위 내의 활성 결과를 보인다.

유기용매를 이용한 물질의 추출, chromatography를 이용한 분리정제 및 분광학적 자료의

해석 등에 의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모두 9 종의 신물질을 포함한 14 종의 물질을

분리하고, 평면 및 입체구조를 규명하였으며, 이 물질들의 항암활성과 항 미생물활성 및

sortase A, isocitrate lyase, Na+/K+-ATPase 등의 효소에 대한 저해활성을 검색하였다. 좀

더 폭넓은 생리활성 검색을 통하여 구조와 활성간의 상관관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도물

질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보기 위하여 현재 다른 종류의 생리활성 또한 진행 중에 있으며, 결

과가 나오는 대로 국제학술지에 게재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채집된 해면을 동결 건조하여 잘게 자른 후 MeOH (1 L x 3), CH2Cl2 (1 L x 3)을 순차

적으로 가하여 유기물질을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감압 증류하여 획득한 잔류물을 H2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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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uOH을 사용하여 분획하여 다량의 소금을 제거하고 유기층인 n-BuOH을 사용하여 다시

15% aqueous MeOH와 n-Hexane를 사용하여 극성과 용해도에 따른 분획을 제조하였다. 이

렇게 하여 얻어진 각각의 분획을 건조시켜 수소 NMR 데이터와 생리활성으로 확인한 결과

활성물질이 15% aqueous MeOH 층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건조한 결과 7.19 g

의 유기층이 얻어졌다.

얻어진 유기 추출물 중 4.04 g 을 사용하여 C18 reversed-phase flash chromatography를

이용해서 7개의 분획(fraction)으로 나누었으며, 1H NMR과 TLC 분석결과를 확인하여 각각

의 분획에 대하여 이차대사물질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 중 분획 2 (40% aq. MeOH), 분획

3 (30% aq. MeOH), 분획 4 (20% aq. MeOH), 그리고 분획 5 (10% aq. MeOH) 를 사용하

여 분리를 시도하였다.

(5) 해면 Coscinoderma sp. 에서 유래한 cyclotetrapeptide 계열의 대사물질 분리 및 구

조분석

Sesterterpene sulfate 류는 Coscinoderma sponge에서 주로 발견되는 물질이다.

Coscinoderma sp.에서 antimicrobial activity 와 cytotoxic activity를 나타내는 다수의 물질

을 보고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2010년 Micronesia

Chuuk state 에서 채집해 온 해면들 중 생리활성이 탁월하였던 해면 Coscinoderma sp.를 연

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시료명 102CH-327) 문헌조사 결과 Coscinoderma sp. 및 유사한 해

면에서는 cheilanthane sesterterpenoids 가 발견되며 이는 새로운 탄소골격의 tricyclic

sesterterpenoids 로써 강력한 생리활성 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되었고, 현재까지 약 50여종

의 기지물질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tricyclic sesterterpenoids 와 그 유도체는 isocitrate

lyase inhibitor 와 thrombin and trypsin inhibitor로써 알려져 있고, 상당한

antimicrobacterial activity를 가지고 있어 연구의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cheilanthane sesterterpene 과는 다른 네 개의 amino acid unit이 대칭적인 형태로 연결된

cyclotetrapeptide 계열 물질 3 종이 분리되었다.

채집된 해면을 잘게 잘라 동결 건조하여 MeOH (1 L x 3), CH2Cl2 (1 L x 3)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가하여 유기물질을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감압 증류하여 획득한 잔류물을 H2O와

n-BuOH을 사용하여 분획하여 다량의 소금과 아미노산 등의 일차 대사산물을 제거하고 유

기층인 n-BuOH을 사용하여 다시 15% aqueous MeOH와 n-Hexane를 사용하여 극성과 용

해도에 따른 분획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각각의 분획을 건조시켜 수소 NMR 데

이터와 생리활성으로 확인한 결과 활성물질이 15% aqueous MeOH 층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건조한 결과 20.09 g의 유기층이 얻어졌다.

얻어진 유기추출물을 사용하여 C18 reversed-phase flash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50% aq. MeOH, 40% aq. MeOH, 30% aq. MeOH, 20% aq. MeOH, 10% aq. MeOH, 그리고

100% MeOH 6개의 분획(fraction)으로 나누었으며, 1H NMR 분석과 생리활성 test를 통해

활성이 있는 compound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획 1 (50% aq. MeOH), 분획 2 (40%

aq. MeOH) 그리고 분획 4 (20% MeOH)를 사용하여 분리를 시도하였다. 분리된 물질들은

2D-NMR, Mass 분석, IR, UV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구조를 분석하였고, 활성유무를 확인하

기 위하여 다양한 활성검사를 진행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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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면 Coscinoderma sp.에서 유래한 Sesterterpene sulfate, fatty acid taurine 계열의

대사 물질.분리 및 구조분석

Sesterterpene sulfate 류의 천연물은 열대 해면동물의 대표적인 물질임. 이들은

antimicrobial activity 와 cytotoxic activity, antiinflammatory 등의 다양한 활성을 나타낸다

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동일 계열의 천연물이 mammalian bile acid sensor

farnesoid-X-receptor의 길항제로써의 활성이 있다고 보고되는 등 많은 후속연구가 진행중이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는 2010년 Micronesia Chuuk state 에서 Skin SCUBA를 이용

하여 수심 25-30 m에서 채집된 시료로 전문가에게 (한남대의 심정자 교수) 분류 의뢰한 결

과 열대 태평양에 많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Coscinoderma sp. 인 것으로 동정 (시

료명 102CH-327) 되었다. 문헌조사에 따르면 Coscinoderma sp. 및 유사한 해면에서는

cheilanthane sesterterpenoids 가 주로 발견되며 현재까지 약 50여종의 기지물질이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이 sesterterpene 이거나 이 부분구조를 가진 mixed biogenetic products 들이

다.

상기한 천연물 존재의 높은 가능성과 더불어 조추출물로부터 moderate cytotoxicity (LC50

= 320 μg/mL) 의 생리활성을 나타내어 실험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알려진 화합물 2종과 함께 새로운 counter ion을 가진 suvanine

N,N-dimethyl-1,3-dimethylherbipoline salt (2)가 새롭게 분리되었으며, 이 화합물은

antibacterial activiy test에서 좋은 활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양한 amino acid 가 결합된

형태의 coscinolactam C-G 등의 신규화합물 5 종(4-8) 이 추가로 분리되었다. 이상 분리된

화합물들은 K562(leukemia cell), A549(Human lung cancer) cell line에 강한 세포독성을 보

였다.

또한 동일한 시료로부터 deacyl irciniasulfonic acid C와 D 로 명명한, fatty acid 가 결합

된 taurine 형태의 신규화합물 2종 (9,10) 이 추가로 분리, 구조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계열의

화합물들은 human carcinoma cell line 에 대하여 multi-drug resistance (MDR) activity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 실험한 세포독성 실험과 antibacterial,

enzyme inhibition test에서는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요약하여 현재까지 총 10종의 화합물

을 분리하여 분광자료를 종합하여 구조를 해석한 결과 counter ion이 바뀐 형태의 신물질 1

종을 포함한 8종의 신물질과 2종의 기지 물질을 확인하여 구조 규명 및 각종 생리활성 실험

을 완료하였다.

Sesterterpene sulfate 류는 Coscinoderma sponge에서 주로 발견되는 물질임.

Coscinoderma sp.에서 antimicrobial activity 와 cytotoxic activity, antiinflammatory 를 나

타내는 다수의 물질을 보고한 바 있다. 최근에 알려진 보고에 따르면, Coscinoderma sp. 로

부터 분리된 화합물이 mammalian bile acid sensor farnesoid-X-receptor의 길항제로서의 활

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 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2010년 Micronesia

Chuuk state 에서 채집해 온 해면들 중 생리활성이 탁월하였던 해면 Coscinoderma sp.를 연

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 Coscinoderma sp. 는 Skin SCUBA를 이

용하여 수심 25-30 m에서 채집된 시료로 전문가에게 (한남대의 심정자 교수) 분류 의뢰한

결과 열대지방에 많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Coscinoderma sp. 인 것으로 분류 (시

료명 102CH-327)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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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 결과 Coscinoderma sp. 및 유사한 해면에서는 cheilanthane sesterterpenoids 가

발견되며 이는 새로운 탄소골격의 tricyclic sesterterpenoids 로써 조추출물로부터 moderate

cytotoxicity (LC50 = 320 μg/mL) 과 같은 생리활성을 나타내어 실험을 계속적으로 진행하

게 되었다. 보고된 화합물로는 현재까지 약 50여종의 기지물질이 알려져 있고, 본 연구를 통

해 기존의 알려진 화합물 2종과 함께 새로운 counter ion을 가진 suvanine

N,N-dimethyl-1,3-dimethylherbipoline salt (2)가 새롭게 분리되었으며, 이 화합물은

antibacterial activiy test에서 좋은 활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양한 amino acid 가 결합된

형태의 coscinolactam C-G의 신규화합물 5 종이 추가로 분리되었다. 이상 분리된 화합물들

은 K562(leukemia cell), A549(Human lung cancer) cell line에 강한 세포독성을 보였다.

또한 Coscinoderma sp. 종으로부터 fatty acid가 결합된 taurine 형태의 신규화합물 2종이

추가로 분리되었으며, 이러한 계열의 화합물들은 human carcinoma cell line 에 대하여

multi-drug resistance (MDR) activity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

실험한 세포독성 실험과 antibacterial, enzyme inhibition test에서는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

다. 따라서 현재까지 총 10종의 화합물을 분리하여 분광자료를 종합하여 구조를 해석한 결과

counter ion이 바뀐 형태의 신물질 1종을 포함한 8종의 신물질과 2종의 기지 물질을 확인하

여 구조 규명 및 각종 생리활성 실험을 완료하였다.

채집된 해면을 잘게 잘라 동결 건조하여 MeOH (1 L x 3), CH2Cl2 (1 L x 3)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가하여 유기물질을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감압 증류하여 획득한 잔류물을 H2O와

n-BuOH을 사용하여 분획하여 다량의 소금과 아미노산 등의 일차 대사산물을 제거하고 유

기층인 n-BuOH을 사용하여 다시 15% aqueous MeOH와 n-Hexane를 사용하여 극성과 용

해도에 따른 분획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각각의 분획을 건조시켜 수소 NMR 데

이터와 생리활성으로 확인한 결과 활성물질이 15% aqueous MeOH 층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건조한 결과 20.09g의 유기층이 얻어졌다.

얻어진 유기 추출물을 사용하여 C18 reversed-phase flash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50% aq. MeOH, 40% aq. MeOH, 30% aq. MeOH, 20% aq. MeOH, 10% aq. MeOH, 그리고

100% MeOH 6개의 분획(fraction)으로 나누었으며, 1H NMR 분석과 생리활성 test를 통해

활성이 있는 compound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획 1 (50% aq. MeOH), 분획 2 (40%

aq. MeOH) 그리고 분획 4 (20% MeOH)를 사용하여 분리를 시도하였다.

(7) 해양미생물 Bacillus sp. 102CH635-3로부터 Macrolide계열 물질 분리 및 구조결정

해양미생물 Bacillus sp. 102CH635-3 균주는 2010년 2월, 마이크로네시아 축주(07° 25' 04.

53" N, 151° 55' 57. 81" E)에서 채집된 퇴적토에서 분리되었다. 채집된 시료 약 1 g을 멸균

된 plate에 골고루 편 뒤, 일반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60℃ dry oven에서 40분간

열처리하였다. 열처리한 시료를 변형된 Bennett(Modified Bennett‘s Agar) 배지,

AIA(Actinomycete Isolation Agar) 배지, HV(Humic-acid Vitamin Agar) 배지에 흩뿌리기

하여 28℃로 맞춘 B.O.D 배양기에서 13일간 배양한 후 균주의 집락형태를 관찰하여 변형된

Bennett 한천 배지에 계대하였다. 계대를 통해 순수하게 분리된 균주 102CH635-3을 40%

glycerol에 vial에 담아 –70℃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균주

102CH635-3은 16s rRNA sequencing을 통하여 Bacillus sp.로 동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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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102CH635-3는 AIA, SWNB(Sea Water Nutrient Broth), 변형된 Bennett 배지 등에

서 양호한 성장을 보였으며, 변형된 Bennett 배지에서 가장 좋은 성장을 보였다. 15∼40℃의

범위에서 성장이 가능하였으며, 25∼30℃에서 최적의 성장을 보였다. 형태학적 특성은 변형

된 Bennett 한천 배지에서 배양 3일 후, 건조한 상태의 옅은 주황색의 불규칙적인 매트타입

의 균체를 형성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짙은 주황색을 띄면서 배지를 따라 퍼지는 균체를

확인하였다.

Bacillus sp. 102CH635-3 균주의 대량배양 및 Macrolide계열 물질의 분리를 위해 초저온냉

동고에서 40% glycerol vial에 보관된 균주 102CH635-3를 변형된 Bennett 한천 배지에 접종

하여 3일간 28℃에서 배양하였다. 균주의 단일 콜로니를 확인한 뒤, 2L 플라스크에 콜로니

를 접종하여 28℃, 120rpm, 7일간 진탕 배양기에서 종균배양(seed culture)하였다. 이를 대용

량 발효기(fermenter)에 접종하여 28℃, 13일간 배양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배양액 45L를 연

속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배양액과 균체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배양여액은 동량의 EtOAc로

2회 추출하였으며, 이 추출액을 감압 농축하여 조추출물(bEA) 22.9 g을 얻었으며, 이 추출물

을 4℃에서 보관하여 유용물질 분리를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배양여액 추출물(bEA)을 역

상 크로마토그래피(reversed-phase open column chromatography)로 분획하였다. 용리용매는

H2O와 MeOH를 혼합하여 20% MeOH (8:2, v/v)로 시작하여 MeOH를 20%씩 증가시키며

분리하였다. 80% MeOH 분획물을 감압 농축하여 건조시킨 후 206.9 mg의 농축물을 얻었다.

이 농축물은 C18 역상 HPLC(C18 reversed-phase HPLC, Column: YMC-ODS-A, 5㎛,

10×250 mm, 용매: 70% MeOH, 용출 속도: 1.5 mL/min, RI detector)로 정제하여 6개의 단일

물질을 분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리한 수득양은 Macrolactin A (38.4 mg), Macrolactin F

(2.2 mg), Macrolactin I (1.3 mg), Macrolactin R (3.5 mg) 이었으며, 동일 계열의 신규 물

질을 얻었다.

그림 3-2-13-1. Isolation scheme of macrol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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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양방선균 Streptomyces sp. 112CH148로부터 Violapyrone계열 물질 분리 및 구조

결정

균주의 대량배양 및 물질분리를 위해 초저온냉동고에서 40% glycerol vial에 보관된 균주

112CH148를 변형된 Bennett 한천 배지에 접종하여 13일간 28℃ B.O.D 배양기에서 배양하

였다. 균주의 단일 콜로니를 확인한 뒤, 150 mL Bennett 액체배지를 포함한 300 mL 플라스

크에 이를 접종하여 28℃, 120 rpm, 2일간 진탕 배양기에서 종균배양 하였다. 이를 2 L 플라

스크 (1.3 L × 24개 플라스크)와 20 L fermenter (18 L)에 각각 1% (v/v)씩 접종하여 7일간

종 배양과 동일한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총 3회에 걸쳐 대량배양을 실시하였으며, 배양액

(150 L)은 연속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균체와 배양액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배양여액에 동량

의 EtOAc 용매를 첨가하였고 2회 반복 추출하였으며, 이를 감압 농축하여 총 13.85 g의 추

출물(bEA)을 얻어 이를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배양여액 추출물(bEA)을 역상 크로마토그래

피를 수행하였다. 용리 용매는 H2O와 MeOH를 혼합하여 20% MeOH (8:2, v/v)로부터

MeOH를 20%씩 증가시켜며 분리하였다. 각각을 감압 농축하여 건조시킨 후, 이 중 80%

MeOH fraction을 다시 한 번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였고, 용리 용매는 60% MeOH,

70% MeOH, 80% MeOH, 100% MeOH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70% MeOH과 80%

MeOH을 HPLC (column: YMC-ODS-A, 5㎛, 10 × 250 mm, flow rate: 2.0 mL/min,

detector: RI)를 하였다. 70% 및 80% MeOH fraction에서 4개의 violapyrone계열의 물질을

분리하였다. 이들 물질의 수득량은 violapyrone B (5 mg), C (9 mg), 그리고 신규화합물로 확

인된 violapyrone H (1.9 mg)와 I (2.7 mg)를 각각 얻었다.

Streptomyces sp. 112CH148 (150 L)
(BN broth, salinity 32 g/L, 28 oC, 7 days)

continous centrifuge

Cell Mass Broth

Extracted with EtOAc (x2)

bEA
(13.85 g)

ODS open column chromatography

20% MeOH 40% MeOH 60% MeOH 80%MeOH 100% MeOH

ODS HPLC
(68% MeOH, 2.0 mL/min, RI)

ODS open column chromatography

80%MeOH70%MeOH

ODS HPLC
(72% MeOH, 2.0 mL/min, RI)

Violapyrone B
(5.0 mg)

Violapyrone I
(2.7 mg)

Violapyrone C
(9.0 mg)

Violapyrone H
(1.9 mg)

그림 3-2-14-1. Isolation scheme of violapy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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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양생물 함유 이차대사산물 분석 및 분리

- 화학분석 및 화합물 발굴 연구 생물 시료 선택

Ÿ 추출물 1H NMR 분석 기반 연구 대상 생물시료 선정

추출물의 1H NMR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출물 함유 물질들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며,

기지의 해양 천연물과 비교하여 구조적 특이성을 지니거나, 유도체에 대한 활성이 보고되어

있는 경우 대상 생물 시료에 대한 심층 분석 수행하여 선정한다.

Ÿ 추출물 활성 기반 연구 대상 생물시료 선정

추출물의 Srt A, ICL 등의 효소에 대한 억제활성 (부록 15), 각 세균 및 진균 세포주에 대

한 생장 억제 활성 (부록 15), 암세포주에 대한 세포 독성 (부록 15), neurite outgrowth 활

성 (부록 16) 분석 데이터에 기반하여, 특정 활성이 높은 시료들에 대한 심층 분석 수행하여

선정한다

Ÿ 생물 동정 결과 기반 연구대상 생물시료 선정

해양생물 시료의 형태학적 동정 결과 및 생물 함유 이차대사산물 구조와 활성에 대한 문

헌 조사 결과를 기반하여 각 생물에 대한 심층 분석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학분

석 수행한다. 특히 같은 분류군 내 해양생물 대사산물의 채집 지역별, 시기별 특성 분석을

위한 분석 수행하여 선정한다.

- 해양생물 추출 및 화합물 분리, 정제 및 분석

Ÿ 해양생물시료 추출

연구 대상 생물 시료를 잘게 자르고 fume hood 내 상온에서 24시간 건조하여 과량의 수

분을 제거한다. 건조된 시료 부피의 2-3,배에 해당하는 methanol을 가하여 1-2차 추출하여

추출 용액을 취한 후, 남은 생물을 시료 부피의 2배에 해당하는 dichlromethane을 가하여 다

시 1-2회 추출한다. 두 추출액을 합쳐 필터지 (Whatman NO1 pilter paper)에 여과하여 부유

물 제거한 후, 감압 농축하여 추출물 획득한다.

Ÿ 추출물로부터 화합물 분리 및 정제

추출물을 modified Crews; scheme에 EK라 분획 한 후, 15% aqueous methanol 및

hexane 분핵을 각각 reverse-phase flash column chromatography 및 silica flash column

chromatography로 분핵한다. 각 분핵에 대해 LH-20 을 사용한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나 high-performance column chromatography (HPLC), 혹은 2종이상의 분

리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여 정제 화합물을 획득한다. HPLC의 경우, silica, ODS, C8,

C4, diol, amino, cyanide column 을 사용하였으며, 각 컬럼에 적합한 이동상 (hexane/ethyl

acetate, aqueous methanol, aqueous acetonitrile) 을 사용한다.

Ÿ 정제 화합물 구조 동정 및 신규 화합물 구조 규명

기지 화합물은 1H NMR, MS 등의 분석 결과 및 화합물 데이터베이스 (Reaxys)를 활용하

여 dereplication 한다. 확인된 화합물의 경우 최소 1종 이상의 화학분석을 수행하여 구조를

정확하게 확정한다. 신규 화합물로 예상되는 경우 1H, 13C, HSQC, HMBC, COSY 등의 1D

및 2D NMR technique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NOESY 등의 분석을 추가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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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IR 및 UV spectroscopy 및 high-resolution mass spectrometry를 활용하여, 구조를

정확하게 규명한다.

Ÿ 정제 화합물 활성 검색

정제 화합물의 활성은 추출물의 활성 검색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검색한다.

(10) 유용 해양천연물 화학종 다양성 획득

-. Rockongenin acetate의 효율적 합성

스테로이드는 육상천연물 뿐만 아니라 해양천연물에서도 빈번히 발견되는 화학골격

(chemical skeleton)이다. 특히 해양천연물 cephalostatin과 ritterazine은 피라진고리를 중심으

로 두 개의 스테로이드가 결합된 13환체 구조를 갖고 있으며,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테

스트결과 매우 뛰어난 항암효과를 보여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세대 항암

제로서 개발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cephalostatin과 ritterazine의 기본 골격인

스테로이드의 특정 위치에 hydroxyl기를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이의 응

용을 통해 rockogenin acetate등 다양한 스테로이드 유도체를 화학적 합성을 통해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강한 친전자체(electrophile)인 TFAT (trifluoroacetyl triflate)을 이용하여 중간체 2의 E번

고리를 열고 16,17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형성된 중간체 3을 좋은 수율로 얻을 수 있었음. 중

간체 3을 산화오스뮴(OsO4)으로 처리하고 산화반응, 고리화 반응을 거쳐 17번 탄소에 수산

화기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반응을 개발하였다.

본 개발을 통해 그동안 17번 탄소에 수산화기를 도입하기 위해 E, F고리를 모두 제거하고

17번에 수산화기를 도입한 후에 E, F고리를 다시 도입해 왔던 기존합성방법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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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ptochlorin 유도체의 효율적인 합성법 개발

Streptochlorin은 Streptomyces속에 속하는 04DH110라고 명명된 변종 박테리아의 배양액

에서 추출되어 2007년도에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된 해양천연물이다(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2007, 17, 1403). 화학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streptochlorin은 인돌

(indole)과 옥사졸(oxazole) 두 개의 헤테로고리가 탄소-탄소 sp3 결합을 중심으로 연결된 하

이브리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화학구조를 갖고 있으며, streptochlorin은 신약개발과

정에서 특정 화합물의 경구투여 약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초기 판단 근거인

Lipinski의 법칙을 만족시켜 특정 질병에 대한 효과가 입증될 시 경구투여 치료제로서의 개

발 가능성이 크다.

아직 streptochlorin의 생명공학적 가치 평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streptochlorin이 전이성 암세포의 혈관생성 억제, 암세포 세포자살의 유도 등의 효과를 갖고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streptochlorin의 질병치료제 또는 특정 단백질 저

해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전방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streptochlorin의 인돌(indole)

또는 옥사졸(oxazole) 고리를 중심으로 화학구조적 변형이 가해진 합성유도체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화학합성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향후 이들의 특정 질병모델 또는 특

정 단백질에 대한 활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구조-활성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유도체 합성 전략

Streptochlorin의 구조-활성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인

돌(indole)과 옥사졸(oxazole) 두 개의 헤테로고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화학적 변형이 이뤄져

야 한다.

그림 3-2-16-1. Streptochlorin의 역합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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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합성 디자인에서 필수 단계인 역합성분석(retrosynthetic analysis)에서 옥사졸고리에

치환기 Y"을 도입하거나 인돌고리 2번 탄소 위치에 치환기 X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

른 두 가지의 합성루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그림1).

유기합성적 관점에서 streptochlorin은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한 출발물질인 tryptamine을

이용하여 EDC중합반응, 로빈슨-가브리엘 고리화반응(Robinson-Gabriel cylization), 염소화

반응(chlorination)등을 주요 반응으로하는 6단계의 일련의 화학반응을 통해 합성이 가능하다

(그림 3-2-16-2).

그림 3-2-16-2. Streptochlorin의 합성

또한 염기를 촉매로 하여 aldehyde와 tosylmethylisocyanide(TOSMIC)를 중합하여 옥사졸

고리를 만드는 van Leusen 옥사졸 합성법을 사용해서도 합성이 가능함(그림 3-2-16-3).

그림 3-2-16-3. van Leusen 옥사졸 합성법을 이용한 streptochlorin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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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합성 전략은 출발물질의 조합에 따라 인돌(indole)과 옥사졸

(oxazole) 고리에 할로겐(halogen), 알리파틱(aliphatic), 방향족(aromatic), 기타 기능기

(functional group) 등을 포함한 다양한 치환기가 도입된 streptochlorin 유도체를 효과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림 3-2-16-4).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streptochlorin과 관

련된 다양한 화학종을 확보하기 위해 위 두 가지 합성루트를 필요한 상황에 맞게 교차적으

로 사용하여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11) 생리활성 Psammyaplysin 합성

Psammyaplysin A-H 계통의 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해 키랄한 유기촉매 및 anti-aldol 반응

등을 이용하여 목표화합물을 선택적으로 얻는다. 또한 다양한 기본골격 전구체 합성과

4,5-dihydroisoxazole, 1,3-Dibromo-1,3-butadiene 등의 골격 합성 진행하였다.

(12) 해양자원 유래 화학종의 효율적인 합성 프로세스 개발

- 해양자원으로부터 소량 추출되는 대표적인 화학종의 전합성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알

카로이드 (Sterptopyrrolidine, indolizidine 167B), Cyclic peptide(Cyclo-(L-Pro-L-Met)),

Polypheno계(Methylhonokiol, broussonone A)등 총 5종의 화학종에 대한 전합성을 완료하였

다. 대표적인 화합종 4가지의 전합성 Scheme은 다음과 같다.

- 약물성을 가진 화학종 다양성 확보

Drug-like property 및 Lippinski's rule of five 등을 고려하여, 해양자원-유래 화학종 구조

의 변환을 통해 약물성이 화합물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Streptopyrrolidine 화학종의 경우

SAR과 SPR을 위해 다양한 아미노산을 활용하여 유도체 설계 및 합성을 수행하여 25여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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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하였다. Cyclic-(L-Pro-L-Met) 화학종의 경우 약리작용단 규명을 목적으로 아미노산 조

합화학을 활용하여 유도체 설계 및 합성연구를 수행하여 25여종을 합성하였다.

Methylhonokiol 화학종의 경우 Phase-2 clearance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헤테로원소의

도입을 시도하였고, metabolic soft spot, prodrug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도체 설계 및

합성을 수행하여 20여종의 유도체를 만들었다. Chlorogenic acid(CGA) 화학종의 경우 CGA

의 quinic acid 부분을 simple amide로 대치한 화학종 및 핵심 pharmacophore인

a,b-unsaturated ester 부분을 hetero-aromatic system으로 변형한 화학종의 설계 및 합성을

수행하여 약 45여종의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다. 해외해양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양생물 Organic-soluble material 추출물

확보 및 타 기관 분양 관리

다양한 지역에서 채집된 해외 해양생물들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서는 파악하

기 어렵다. 그 가치 평가는 다양한 연구(유전자, 대사산물, 단백질... 등)를 통해 앞으로 밝혀

질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방법 및 다양한 장비,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기대효과는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무한의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해양생물은 정부차원의 체계

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확보된 생물자원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외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채집생물에 대한 다양한 생태적 특징에 대한 정보, 서식지에 정

보 및 형태적 정보 등의 기초적인 정보 파악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각각의 생물에 대한 유전적 정보

나 대사산물 등의 고급정보 파악이 요구된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정보

는 각 시료의 형태적인 사진, 종명, 채집지역, 날짜, 채집자, 서식지 정보 등이 있으며, 이들

정보를 통합 관리 및 파악할 수 있는 바코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채집된 해외

해양생물들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재료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연

구기관에 해양생물 추출물을 분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Organic-soluble material 추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1차적으로 이들 추출물에 대한 다양한 활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라. 1단계 연구를 통해 선정된 해양생물 중 추가 화학분석이 필요 생물종 약 20종 선정

1단계 연구를 통해 화학 분석이 필요한 생물종 21종을 선정하였고, 해당 해양생물의 경우

화학종 분석과 공생 미생물 분석을 위해 최소한 2 Kg 이상의 생물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어 추가 채집하여 보관중이다. 선정된 생물종은 아래에 나타내었다.

Agelas sp., Batzella sp., Callyspngia sp., Callyspongia sp., Chondrilla sp., 

Cinachyrella sp., Coscinoderma sp., Dactylospongia sp., Dysidea sp., Haliclona 

sp., Hymeniacidon sp., Hyrtios erectus, Leiosella sp., Lipastrotethya sp., 

Luffariella sp., Myrmekioderma sp., Psammocinia sp., Pseudoceratina sp., 

Sarcotragus sp., Stylissa flabeliformis, Styliss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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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가.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기초 생리활성분석

(1) 채집한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항세균, 항진균 활성 탐색

1차 마이크로네시아 해양생물 추출물 218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항세균 활성평가: 대표적인 그램양성 세균 3종 및 그램음성 세균 3종을 사용하였으며,

총 62종의 시료에서 우수한 항세균 활성을 보였다.

- 항진균 활성평가: 대표적인 인체 병원성진균 4종을 사용하였으며, 6종의 시료에서 강한

활성을 보였다. 세부 결과는 부록 15에 제시하였다.

2차 마이크로네시아 해양생물 추출물 167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항세균 활성평가: 총 52종의 시료에서 우수한 항세균 활성을 보였다.

- 항진균 활성평가: 시료 14종은 효모형 진균 C. albicans에 대하여 약한 활성을 보였으며,

9종은 측정균 4종에 대해 저해활성 강한 활성을 보였다. 세부 결과는 부록 15에 제시하

였다.

3차 해양생물 추출물 128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항세균 활성평가: 총 5종의 시료에서 우수한 항세균 활성을 보였다.

- 항진균 활성평가: 시료 중 2종은 효모형 진균에 대하여 약한 활성을 보였으며 3종은 사

상균에 대해 저해활성을 보였다. 세부 결과는 부록 15에 제시하였다.

4차 해양생물 추출물 110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항세균 활성평가: 11종의 시료에서 우수한 항세균 활성을 보였다.

- 항진균 활성평가: 시료 중 4종은 효모형 진균에 약한 활성을 보였다. 세부 결과는 부록

15에 제시하였다.

5차 해양생물 추출물 330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항세균 활성평가: 67종의 시료에서 항세균 활성을 보였다.

- 항진균 활성평가: 시료 중 14종은 항진균에 활성을 보였다. 세부 결과는 부록 15에 제시

하였다.

(2) 세균 세포벽 표면단백질 부착 전이효소 sortase A의 저해활성 평가

1차 마이크로네시아 해양생물 추출물 218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포벽 단백질부착 전이효소 SrtA에 대한 저해활성 평가: 그람양성 세균 Staphylococcus

aureus의 유전자로부터 SrtA 재조합단백질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효소저해활성을 평가하

였으며, 3종의 시료에서 저해활성 확인되었다. 세부 결과는 부록 15에 제시하였다.

2차 마이크로네시아 해양생물 추출물 167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3종의 시료에서 약한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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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확인되었다. 세부 결과는 부록 에 제시하였다.

3차 해양생물 추출물 128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모든 시료에서 활성을 보이지 않았다.

4차 해양생물 추출물 110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모든 시료에서 활성을 보이지 않았다.

5차 해양생물 추출물 330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2종의 시료에서 저해활성 확인되었다. 세부

결과는 부록 15에 제시하였다.

(3) Glyoxylate cycle의 주효소인 isocitrate lyase (ICL) 저해활성

1차 마이크로네시아 해양생물 추출물 218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다음과 같다.

Glyoxylate cycle 대사경로의 주효소인 ICL에 대한 저해활성 평가: 병원성 진균 Candida

albicans 의 유전자로부터 ICL 재조합단백질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효소저해활성을 평가

하였으며, 총 130종의 시료에서 저해활성이 확인되었다. 세부 결과는 부록 15에 제시하였다.

2차 마이크로네시아 해양생물 추출물 167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총 32종의 시료에서 저해

활성이 확인되었고 3차 마이크로네시아 해양생물 추출물 128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총 13종

의 시료에서 저해활성이 확인되었다. 4차 해양생물 추출물 110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총 39종

의 시료에서 저해활성이 확인되었다. 5차 해양생물 추출물 330종에 대한 활성결과는 총 42종

의 시료에서 저해활성이 확인되었다. 세부 결과는 부록 15에 제시하였다.

(4)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항말라리아, 항산화, 항암, 항염증, 항노화 활성 탐색

- 현재까지 추출/분획 과정을 통해 확보된 720종의 추출물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아래 그

림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나지 않으나, 음성대조군 대비 2배 정

도의 활성을 지니는 추출물 5종 발굴하였다. 재연 실험을 통해 데이타의 신뢰성 및

dose-response 상관성 여부에 대한 확인 진행 하였다.

그림 3-3-4-1. 해양생물 추출물의 항말라리아 활성 측정 결과

- 말레이시아 및 스리랑카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기초 생리활성평가를 수행하였다. 2차

말레이시아 현지 해양생물 자원의 생리활성 평가 결과를 보면 1차, 2차를 통해 획득한 말레

이시아 해양생물자원 중 해조류를 선별하여 항염증 활성을 스크리닝 한 결과 Laurencia

snackeyi 가 높은 항염증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 되었다(그림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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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말레이시아 유래 해조류의 스크리닝

뛰어난 항염증 활성을 보인 Laurencia snackeyi 종을 선택하여 분리/정제를 수행하여 12

개의 단일 물질을 획득하였고, 12개의 단일 물질 중 우수한 4가지의 단일 물질을 선정하여

다시 항염증 활성을 측정한 결과, 가장 우수한 단일물질인 aplysistatin을 선택(그림 3-3-4-3,

4)하여 염증성 싸이토 카인 측정 및 Western Blot 으로 작용기전을 확인하였다.

그림 3-3-4-3. Laurencia snackeyi 분리 물질 중 우수한 4가지 단일물질에 대한 항염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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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aplysistatin의 농도 별 항염증 활성 측정 결과

aplysistatin의 염증성 싸이토 카인 측정 및 Western Blot 측정을 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iNOS와 COX-2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염증성 싸이토카인인 IL-6, TNF-a,

IL-1b 역시 농도 의존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3-3-4-5).

그림 3-3-4-5. aplysistatin의 염증성 싸이토 카인 측정 및 Western Blot 측정을 한 결과

그림 3-3-4-6.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in vivo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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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ysistatin을 이용하여 제브라피쉬를 이용하여 in vivo 실험을 하였다. 생존율을 나타내는

Survival rate에서는 첫 번째 보는 그래프와 같이 control에는 100%생존율을 보였으며, LPS

만 처리했을 때 95%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ls-n과 possive control로 사용한 dexamethasone

에서 또한 100%의 생존율을 보였다 (그림 3-3-4-6). 다음으로 심박수를 나타내는 Heart

beating에서는 LPS만을 처리하였을떄 심박수가 15%정도 증가하였으며, sample을 처리하였

을떄 농도 의존적으로 control과 비슷한 심박수를 보였다 (그림 3-3-4-6). 난황의 부종을 측

정하는 Yolk edema size의 측정에서는 control을 처리하였을떄 LPS만을 처리한 그룹보다

부종의 크기가 증가하였는데 부종크기 또한 ls-n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여, 고농일 때

control 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3-3-4-6).

그림 3-3-4-7. LPS로 유도한 염증에 대한 억제 활성

화학적으로 LPS로 인하여 염증을 유도한 실험결과, 활성산소인 ROS측정에서는 형광인

dcf-da 시약을 이용한 결과, LPS만을 처리한 그룹에서 ROS production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sample의 농도의존적으로 ROS가 감소함을 보였다. (그림 3-3-4-7).

NO측정에서는 NO만을 측정하는 DAF-FM-DA시약을 이용한 결과, LPS만을 처리한 그룹에

서 가장 높은 NO production을 나타냈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sample의 농도 의존적으로 NO

가 감소함을 보였다 (그림 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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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염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브라피쉬 꼬리 부분을 일정하게 절단하여 염증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꼬리를 절단하지 않은 control보다 꼬리를 절단한 제브라피쉬에서 많은

ROS의 발생량을 나타났으며, sample을 처리한 결과 농도의존적으로 ROS발생량이 줄어듬을

확인하였다 (그림 3-3-4-8).

그림 3-3-4-8. 꼬리절단으로 유도한 염증에 대한 억제 활성

Laurencia snackeyi 가 높은 항염증 활성을 보인 것을 바탕으로 다른 Laurencia 종에서도

추가로 항염증 활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3-3-4-9).

그림 3-3-4-9. 추가로 생리황성을 측정 중인 해조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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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0. 연산호 추출물에서 얻은 6종의 단일물질

말레이시아 해양생물자원 중 연산호의 경우 유기용매 추출물에서 항염증 활성과 항암활성

을 보였으며, 그중 항염증 활성의 경우 6종의 단일물질에서 모두 그 효능을 보였다 (그림

3-3-4-11)

그림 3-3-4-11. 연산호 유래 단일물질 6종의 항염증 활성

또한 Western Blot 으로 측정한 결과에서도 농도의존적으로 그 억제 활성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3-4-12).

그림 3-3-4-12. 연산호 유래 단일물질 6종의 Western Blo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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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말레이시아 연산호 추출물의 항암활성을 HL-60(혈액암)세포를 이용하여 수행함.

그 결과, 3종의 샘플에서 높은 활성을 확인 하였다.(그림 3-3-4-13).

그림 3-3-4-13. 연산호 유래 단일물질 6종의 HL-60 사멸효과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연산호 추출물의 항암활성을 HL-60(혈액암)세포를 이용하여 수행하

였다. 그 결과, 3종의 샘플에서 높은 활성을 확인 하였다.(그림 3-3-4-13, 14, 15, 16, 17).

그림 3-3-4-14. 연산호 유래 단일물질 6종의 항암활성 결과

그림 3-3-4-15. 세포주기 측정을 통한 연산호 유래 3종 단일물질을 항암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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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6. ROS 생성에 따른 연산호 유래 3종의 항암활성 측정

그림 3-3-4-17. Western Blot을 통한 연산호 유래 3종 단일물질을 항암활성 평가

3차년도에 이어 4차년도에도 말레이시아에서 확보한 샘플의 생리활성을 평가 하였다. 3차

년도 결과에서 연산호의 경우 주로 항염에서 활성을 보였던 점을 이용하여, 추가로 확보된

샘플을 이용하여 항염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연산호에서 얻은 단일 물질은 매우 뛰어

난 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3-4-18. 연산호 추출물에서 얻은 6종의 단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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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9. 연산호 유래 단일물질 6종의 항염증 활성

그림 3-3-4-20. 연산호 유래 단일물질 6종의 항염증 활성 결과

스리랑카 해양생물자원의 생리활성 결과를 보면 1차 확보된 스리랑카 해양생물자원인 3종

의 해조류의 생리활성 평가하였다. 확보한 22종의 해양생물 중 1차적으로 3종의 생리활성을

평가하였다. 1차적으로 확보된 샘플 3종은 메탄올 및 클로르포름, 에틸아세테이트로 추출하

여 확보한 추출물을 이용하여 항산화 및 항암, 항염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3종에서 얻

은 추출물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나타났다.

그림 3-3-4-21. Used Sri Lankan algae samples for bioassays ( Acanthophora spicif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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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2. DPPH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SR method) of Sri

Lankan red algae Acanthophora spicifera Chloroform fraction.

그림 3-3-4-23. DPPH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SR method) of Sri

Lankan red algae Acanthophora spicifera Ethyl acetate fraction

그림 3-3-4-24. Alk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SR method) of Sri Lankan red algae

Acanthophora spicifera chloroform and ethyl acetate f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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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5. Used Sri Lankan algae samples for bioassays ( Chaetomorpha crassa )

그림 3-3-4-26.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SLS-2 against LPS-induced raw

macrophages

그림 3-3-4-27. Anticancer activity of SLS-2 against HL-60 cells

그림 3-3-4-28. Anticancer activity of SLS-2 against B16F1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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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9.Used Sri Lankan algae samples for bioassays ( Caulerpa racemosa )

그림 3-3-4-30.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SLS-7 against LPS-induced raw

macrophages

그림 3-3-4-31. Anticancer activity of SLS-7 against HL-60 cells

그림 3-3-4-32. Apoptotic body formation in HL-60 cells was observed under a

fluorescent microscope after Hoechest 33342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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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확보한 4종의 해조류의 생리활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2차에서는 4종의 해조류 샘플을

더 확보하여 생리활성을 스크리닝 하였다. 1차와 동일하게 메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얻

어진 추출물을 이용하여 항염, 항암활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4종 모두에서 높은 뛰어난

항염, 항염 활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3-3-4-33. Used Sri Lankan algae samples for bioassays(Chondrophycus ceylanicus)

그림 3-3-4-34.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SLS-1 against LPS-induced raw

macrophages

그림 3-3-4-35. Anticancer activity of SLS-1 against HL-6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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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6. Used Sri Lankan algae samples for bioassays ( Sargassum cassifolium )

그림 3-3-4-37.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SLS-3 against LPS-induced raw

macrophages

그림 3-3-4-38. Anticancer activity of SLS-3 against HL-6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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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9. Used Sri Lankan algae samples for bioassays ( Gelidiella acerosa )

그림 3-3-4-40.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SLS-5 against LPS-induced raw

macrophages

그림 3-3-4-41. Anticancer activity of SLS-5 against HL-60 cells

그림 3-3-4-42. Used Sri Lankan algae samples for bioassays ( Gelidiopsis cortc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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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3.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SLS-12 against LPS-induced raw

macrophages

2차 스리랑카 해양생물자원의 생리활성 평가는 추가로 확보한 14종의 해조류 중 1차적으

로 확보된 샘플 3종(Sargassum-A, Sargassum-B, Padina commersonii)을 이용하여 핵산 및

클로르포름, 에틸아세테이트로 분획하고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3-3-4-44. 1차로 확보한 3종의 해조류 샘플의 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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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보된 각각의 용매별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 평가를 ES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그림 3-3-4-45, 3-3-4-46, 3-3-4-47와 같은 뛰어난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그림 3-3-4-45. ESR을 이용한 Allkyl 라디칼 소거 활성

그림 3-3-4-46. ESR을 이용한 Hydroxyl 라디칼 소거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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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7. ESR을 이용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각각의 유기용매별 분획물은 모두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활성을 바탕으로 구

한 IC50 값에서도 샘플들의 낮은 농도에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표 3-3-4-1).

표 3-3-4-1. 각 용매별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 및 총 폴리페놀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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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정확한 항산화 활성 평가를 위해 Vero cell을 이용하여 In vitro 평가를 수행하였다.

먼저 각각 분획물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농도별로 샘플을 처리 후, MTT 방법을 통해 세

포 생존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0 ug의 고농도에서는 독성을 보이는 샘플도 있었지만

대부분 낮은 농도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ESR 결과와 비교하여 3종 해조류 샘플 중 Ethyl acetate 분획물을 선정하여 이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먼저 세포내 ROS 소거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H2O2를 사용하여 ROS를 유도한

후 ROS의 대한 샘플의 세포보호효과를 확인하였다(그림 3-3-4-49). 마지막으로 DCF-DA

방법으로 세포내 ROS의 생성을 확인하여 샘플이 갖는 ROS 소거 활성을 확였다(그림

3-3-4-50).

그림 3-3-4-48. 각각 용매별 분획물의 세포독성 평가

그림 3-3-4-49. 각 샘플 별 Ethyl acetate 분획물의 항산화 효과(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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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0. 각 샘플 별 Ethyl acetate 분획물의 ROS 소거활성 평가

3종 해조류 샘플 중 Ethyl acetate 분획물은 H2O2로 유도된 ROS로부터 세포보호효과를

보였으며, ROS의 소거활성 평가에서도 매우 높은 ROS의 소거 활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해조류 3종의 분획물 별 항염 활성 측정을 수행하였다. 항염활성 측정은 LAW 264.7 cell에

LPS를 이용하여 염증에 관여하는 NO의 생성을 유발시켜 샘플이 갖는 NO 생성억제 효과를

측정 하였다.

그림 3-3-4-51. Sargassum-A 샘플의 분획물별 항염활성 및 세포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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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2. Sargassum-B 샘플의 분획물별 항염활성 및 세포독성 평가

그림 3-3-4-53. Padina commersonii 샘플의 분획물별 항염활성 및 세포독성 평가

각각의 3종의 샘플 분획물들은 농도 의존적으로 뛰어난 함염 효과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

도 항산화와 비슷한 패턴으로 3종의 해조류 모두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더욱 높은 함염

활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각각의 분획물들의 활성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HPLC를

통해 3종의 해조류의 분획물은 분석하여 다음(그림 3-3-4-54, 55, 56)과 같은 크로마토그램

의 분석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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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4. SA(Sargassum-A)의 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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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5. SB(Sargassum-B)의 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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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6. PC(Padina commersonii)의 분석 그래프

1차적으로 확보된 샘플 3종 (Sargassum-A, Sargassum-B, Padina commersonii)을 생리활

성 평가에 이어 추가로 스리랑카의 콜롬보 대학교 연구진으로부터 채집한 14종의 샘플 중

건조된 샘플 10종 국내로 반입하여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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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7. 14종의 샘플중 추가로 국내로 들어온 10종의 건조 해조류 샘플

그림 3-3-4-58. 추가로 생리활성 평가를 수행한 3종의 해조류 샘플

이렇게 추가로 확보된 샘플 중 2차적으로 3종 (Gracilariacorticata var. ramalinoides,

hnfeltiopsispygmaea, Chnoospora minima)을 생리활성 평가에 이어 추가로 스리랑카의 콜롬

보 대학교 연구진으로부터 채집한 14종의 샘플 중 건조된 샘플 10종 국내로 반입하였으며,

1차 생리활성 평가를 위해 수행한 분획방법과 동일하게 핵산 및 클로르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로 분획하고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표 3-3-4-2. 각 용매별 분획물의 고형분 함량

Fraction

Sample weight (mg)

GC
 (Gracilariacorticata var.

ramalinoides)

AP
(Ahnfeltiopsispygmaea )

CM
(Chnoospora minima )

Hexane
17.7
(GCH)

8.6
(APH)

12.3
(CMH)

Chloroform 36.9
(GCC)

18.9
(APC)

15.1
(CMC)

Ethyl
acetate

16.8
(GCE)

81.1
(APE)

75.6
(CME)

Water 477.1
(GCW)

310.8
(APW)

84.0
(C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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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9. ESR을 이용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그림 3-3-4-60. ESR을 이용한 Allkyl 라디칼 소거 활성

표 3-3-4-3. 각 용매별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 및 총 폴리페놀 함량

Fraction

Total
phenoliccontent
(mg GAE/g)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mg/mL)

DPPH radical Alkyl radical

Gracilariacorticata
var. ramalinoides

GCH 2.57±0.90 >2 1.7± 0.5

GCC 319±0.90 >2 2.1±0.3

GCE 4.76±0.44 >2 >2

GCW 5.38±0.44 >2 >2

APH 1.31±0.90 >2 1.74±0.4

Ahnfeltiopsispygm
aea

APC 3.50±0.44 >2 1.68±0.7

APE 4.44±0.0 >2 >2

APW 0.63±0.0 2.7±0.4 0.33±0.01

CMH 8.20±0.0 >2 0.65±0.32

Chnoospora
minima

CMC 8.82±0.0 >2 0.57±0.20

CME 14.14±1.32 0.21±0.02 0.16±0.08

CMW 10.39±0.44 0.10±0.0 0.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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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보된 각각의 용매별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 평가를 ES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그 결과 뛰어난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해조류 3종 중 Chnoospora minima

분획물의 항염 활성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3-3-4-61. Chnoospora minima 샘플의 분획물별 항염활성 및 세포독성 평가

이와 같이 스리랑카에서 확보한 해양생물자원은 뛰어난 항산화와 항염 활성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열대 해역의 해양생물자원이 열대해역의 환경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생리활성

중에서도 항산화와 항염 효과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 채집된 해양무척추동물에 대한 추출물을 제조하여 활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채집된 해양무척추동물을 세척 후 건조 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 후 유기용매(메탄올)를

이용하여 24시간 상온 추출 함. 여과 및 감압농축을 통하여 추출물 제조 완성 및 추출 수율

측정하였다. 활성평가에 사용된 균주: Bacillus cereus (그람 양성균), Escherichia coli (그람

음성균), Pseudomonas aeruginosa (그람 음성균). Staphylococcus aureus (그람 양성균),

Streptococcus mutans (그람 양성균)이며, 항균 활성 평가 방법는 MIC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Assay 와 MBC (Minimal Bactericidal Concentration) Assay를 측정 하였다.

평가 결과는 추출물 No. 2는 S.aureus 균주에서 MIC 512 μg/ml이하의 항균활성을, N0.20은

S.mutans 균주에서 512 μg/ml이하의 항균활성을 나타냈다(부록 16).

항산화 활성 평가 방법은 DPPH (2,2-diphenyl-1-picryl hydrazyl) Assay를 측정하였다.

평가 결과는 No. 14, 18, 20은 단순 추출물 수준에서 매우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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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앞으로 천연 항산화제 물질 및 기능성 바이오산업 신소재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해조류에 다량의 유효성분으로 포함되어있으며 phytosterol 계통 중에 하나인 fucosterol을

가지고 UVB로 유도된 피부 각질세포에서 항노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항노화 활성 측정 지표

◦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

◦ Type-1 Procollagen

◦ Reactive Oxigen Species (ROS)

◦ MAPK, AP-1

◦ Inflammatory Cytokines

평가 결과는 Fucosterol은 UVB로 유도된 ROS의 생성을 감소시킨다, Fucosterol은 UVB로

유도된 type-1 procollagen의 생성 및 단백질 발현량을 증가시킨다. UVB로 유도된 MMP-1

의 단백질 및 mRNA 발현량을 감소시키고 MMP-2, -9의 mRNA 발현량을 감소시킨다.

UVB로 유도된 MAPK signaling의 일종인 ERK, JNK, p38의 인산화를 감소시키고 AP-1

complex를 이루는 전사인자인 c-Jun과 c-Fos의 mRNA 발현량을 감소시킨다. type-1

procollagen의 합성 촉진 경로인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 (TGF-β/Smad) 신호전달과

정에서 receptor인 TGF-β type II receptor (TβRII)와 Smad 2/3의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

고 smad 7의 발현은 감소시킨다. UVB로 유도된 human dermal fibroblast에서 염증인자인

COX-2 그리고 IL-6의 mRNA 발현량을 감소시겼다 (부록 16).

Aaptamine의 항노화 활성 평가의 경우 해면동물인 Aaptos sp.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alkaloid 계통 중 하나인 aaptamine을 가지고 UVB로 유도된 피부 각질세포에서 항노화 활

성을 측정하였다. 항노화 활성 측정 지표는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 Reactive

Oxigen Species (ROS), Antioxidant Enzymes, MAPK, AP-1, Inflammatory Cytokines를 이

용하였다. 평가 결과는 Aaptamine은 UVB로 유도된 ROS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항산화효소

(catalase,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peroxide)의 발현량을 증가시킨다. UVB로 유도

된 MMP-1의 단백질 및 mRNA 발현량을 감소시키고 MMP-2, -9의 mRNA 발현량을 감소

시킨다. UVB로 유도된 MAPK signaling의 일종인 ERK, JNK, p38의 인산화를 감소시키고

AP-1 complex를 이루는 전사인자인 c-Jun과 c-Fos의 mRNA 발현량을 감소시킴. UVB로

유도된 NF-κB의 subunit인 p50과 p65와 염증인자인 TNF-α, COX-2 그리고 IL-6의 mRNA

발현량을 감소시킨다(부록 16).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항암활성 결과를 보면 시료중에 102CH 추출물 26종에서 K-562

항암세포에 대한 성장저해 활성을 보였다. 또한 111KO 추출물에 36종, 1110CH 추출물중

28종에서 활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110CH-301, 427, 441 추출물의 경우 강한 활성을 였

다. 필리핀에서 채집한 해양생물의 경우 135PIL-105, 112, 118, 134, 135, 211, 212, 236, 246,

265, 304, 408, 414, 424, 435, 455, 461, 468, 469, 483 등 20점의 추출물에서 활성을 보이고

있으며, 135PIL-483 생물의 경우 매우 강한 활성을 나타냈다 (부록 15). 각각의 추출물중에

서 강한 활성을 보이고 있는 생물의 경우 신약개발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생물량 확

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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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생물 추출물에 대한 neurite outgrowth(신경돌기 증식) 활성 탐색

확보된 해양생물 추출물 720종에 대해 활성을 측정하였다. 이들 중 8종 (102CH-635,

111KO-110, 111KO-418, 111KO-538, 102CH-604, 112CH-606, 115CH-201, 115CH-514)의

추출물이 유의미한 수준의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아니라 추출물의 화학적

조성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 확보를 위해 1H NMR 및 LC/MS 분석 데이터 확보하였다.

그림 3-3-5-1. 해양생물 추출물의 neurite outgrowth 활성 측정 결과

그림 3-3-5-2. Neurite outgrowth 활성 추출물의 LC/M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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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무척추생물의 신경활성 펩타이드 확보

해양 무척추동물의 신경자원 확보를 위해 산호류인 Umbrella Leather 에서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을 진행하였다. 국가 간 산호류의 이동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

라 향후 신경활성물질의 중요한 산호류 및 말미잘 류의 연구가 더욱 힘들어 짐. 따라서 목표

로 하는 신경활성 펩티드와 신경채널 확보의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자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를 실시하였다. NGS technologies

의 하나인 pyrosequencing의 원리는 DNA polymerase 가 nucleotide monomer를 붙일 때 생

성되는 pyrophosphate를 detection 함으로써 sequence를 읽어내는 기술로써 대량의 염기서열

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조직을 절취한 후 Trizol (invitrogen, USA)을 이용하여 total

RNA를 분리한 후, pyrosequencing을 실시하여, 대량의 염기서열을 확보, Blast program 및

EST-viewer를 이용하여 transcriptomic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약 6개의 신경활성 후보 펩

타이드를 확보하였다.

<Umbrella Leather >

1. Stonustoxin subunit alpha-like

2. verrucotoxin subunit beta-like

3. neoverrucotoxin subunit alpha-like

4. Toxin AvTX-60A

5. Toxin PsTX-60A 1

6. Toxin PsTX-60A 2

유타대학 생물학과 J. Michael McIntosh교수 연구실에서 신경활성 펩타이드 및 물질 스크

리닝 시스템에 관한 자문을 실시(2012.1월)하여 해양 무척추동물 유래 신경 활성 펩티드의

활성 측정 및 해양무척추동물의 신경채널 유전자 발현 실험 진행하였다. nematost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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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ensis의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subunit 후보 유전자도 확보하여 더 많은 신경

채널 발현 연구를 수행 하였다. 또한 nematostella vectensis 사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

인 연구가 가능하다. 해양 무척추동물 시료에서 확보한 nAChRs, GABA, 5-HT, glycine

receptors 등 pentameric ligand-gated ion channels (LGICs)에 해당하는 다양한 신경채널

시퀀스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신경채널의 발현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였다.

<pentameric ligand-gated ion channels (LGICs)의 기본적인 구조>

<기존에 알려진 5-HT, GABA, glycine receptor의 구조 (왼쪽부터)>

무척추 동물의 ligand-gated ion channel (nAChRs, GABA receptors, or 5-HT receptors)

들은 각각 다양한 형태의 subunit의 combination으로 이루어졌다. 기능적으로 활성을 가지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형태의 연구에 주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해양 유래

신경 팹타이드의 활성 스크리닝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독소의 결합모델을 확보함으로 구조

적으로 신경활성 펩티드에 중요한 모티프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진행하는 스크리

닝 시스템 구축 및 스크리닝 진행에 있어 중요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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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해양생물 함유 화학종 다양성 분석

(1) 해면 Asteropus sp. 에서 유래한 Triterpenoid Saponin 계열의 대사 물질

분획 3을 사용하여 35% aquous methanol 이동상에서 C18 reversed-phase HPLC를 시행

하여 분획을 분리 하였다. 분리한 각 피크를 rotavapor를 사용하여 건조시킨 후 1H NMR을

측정하여 2개의 피크에서 이차대사물질을 확인하였으며 피크 9와 피크 13에서 각각

nortriterpene glycoside 인 compound 6 와 compound 5을 분리하였다.

마찬가지로 분획 4을 30% aqueous methanol 이동상에서 C18 reversed-phase HPLC를 시

행하여 분획을 분리하였다. 역시 각각을 건조시킨 후 1H NMR을 측정하여 확인하였으며 4

개의 피크에서 이차대사물질을 확인하였다. 피크 10, 11, 12, 13 에서 60% aq. MeOH조건으

로 CN Column을 사용하여 재분리 하였다. 피크 10에서는 compound 12을 8.3 mg, 피크 11

에서는 compound 7을 2.3 mg, 피크 12에서는 compound 13을 2.8 mg, 피크 13에서는

compound 11을 7.9 mg 분리하였다.

분획 5에 대하여 20% aqueous methanol 이동상에서 C18 reversed-phase HPLC를 시행하

여 26개의 분리된 피크를 얻었으며 각각을 건조시켜 1H NMR을 측정한 결과 피크 11, 12,

17, 18, 21, 24, 그리고 26에서 이차대사물질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피크 11와 12은 55%

aqueous methanol 이동상을 사용하여 CN reversed-phase HPLC를 시행한 결과 2종의 물질,

compound 8와 10를 각각 6.3 mg와 6.6 mg을 얻을 수 있었다. 피크 17은 35% aqueous

methanol 이동상에서 C18 reversed-phase HPLC를 시행하여 compound 4를 7.1 mg 분리하

였다. 피크 18는 50% aqueous methanol의 이동상을 사용하여 CN reversed-phase HPLC를

시행하여 compound 3를 6.6 mg 분리하였다. 피크 21은 55% aqueous methanol 으로 CN

reversed-phase HPLC를 시행하여 compound 1를 77.4 mg 분리하였다. 피크 24은 25%

aqueous methanol과 ODS reversed-phase HPLC를 시행하여 compound 2를 8.6 mg 얻었다.

그리고 피크 26을 50% aqueous methanol 이동상으로 CN reversed-phase HPLC를 시행하

여 compound 9를 5.9 mg 분리하였다.

하얀색의 무정형 고체로 분리된 compound 1 을 1H NMR와 13C NMR 분석으로 기존의

보고되어진 기록들을 비교해 본 결과 기존에 알려졌던 기지물질인 Sarasinoside A1 으로 확

인되었다. compound A의 NMR자료는 여러 가지 면에서 saponin 의 특징을 잘 드러내었는

데, 먼저 13C NMR 자료에서 δC 85 - 60 ppm 사이에 나타난 이십여 개의 탄소와 δC

106.9, 105.8, 102.7 (x2), 102.1 ppm 에 나타난 methine 피크는 이 물질이 다섯 개의 당을 갖

고 있음을 드러냈다. 상응하는 피크가 δH 5.01 (1H, d, J = 7.9 Hz), 4.84 (1H, d, J = 8.3

Hz), 4.62 (1H, d, J = 7.2 Hz), 4.49 (1H, d, J = 8.4 Hz), 4.29 (1H, d, J = 7.8 Hz) 에서 나

타났다. 이밖에도 compound 1의 13C NMR 자료에서는 δC 204.2, 174.3, 174.0 ppm 의 세

개의 carbonyl carbons 이 나타났다. 한편 13C NMR 자료에서 upfield region의 δC 23.2

(x2)에 나타난 methyl 기와 상응하여 1H NMR 스펙트럼에서 δH 2.00 (3H, s)와 1.99 (3H,

s) ppm 에 나타난 methyl group은 모두 두 개의 acetyl group의 존재를 보여준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세 개의 carbonyl carbons 중에서 δC 173 ppm 부근에 나타난 두 carbons는

acetyl ester나 acetyl amide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물질의 13C

NMR 자료에서는 네 개의 olefinic carbons이 δC 157.2, 137.5, 128.9, 125.4 ppm 에서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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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두 개의 이중결합이 존재함을 드러냈다. 이상의 자료해석을 토대로 하여 문헌조사를 한

결과 compound 1은 1987년 해면 Asterropus sarasinosum 에서 분리된 생리활성물질

sarasinoside A1 으로 동정하였다 [58-60].

분획 5의 29번 째 피크에서 분리된 부대사물질(minor metabolite)인 compound 2도 하얀색

의 무정형 고체였다. 이 물질의 분자식은 고해상 FABMS와 13C NMR 분석에 의하여

C54H87NO21으로 결정되었다. compound B는 앞서 확인한 물질인 compound 1와 비교시

aglycon 부분은 일치하지만 sugar 부분에서 차이가 보였다. 13C NMR 자료에서 보면 δC 85

- 60 ppm 사이에 존재하는 peak가 15개 남짓으로 compound 1와 비교시 sugar에 해당하는

탄소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δC 106.7, 106.2, 103.0, 그리고 102.1 ppm 에 나타난

methine carbons로 4개의 당이 결합한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δC 204.3, 174.2 ppm 에서 두

개의 carbonyl carbons을 확인하였다. δC 204.3는 proton COSY, gHSQC, gHMBC를 통해

aglycon에 위치한 ketone group 인 것을 알 수 있었고, δC 174.2는 마찬가지 방법을 통하여

sugar에 결합한 acetyl amide group 으로 Glucose의 2번 위치에 결합한 형태 이다. 이 외에

도 네 개의 olefinic carbons이 δC 157.2, 137.5, 129.0, 125.4 ppm 에서 발견되어 두 개의 이

중결합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H NMR와 13C NMR spectrum에서 aglycon에 해당

하는 peak의 chemical shift 값이 compound 1와 완벽히 일치 했으며 proton COSY,

gHSQC, gHMBC를 통한 연구에서도 같은 골격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Sugar part에서 당

이 하나 부족하였으며 compound 1에서는 두 개 존재하였던 acetyl amide group이 하나로

줄었으며, 각 당의 chemical shift 값을 비교해본 결과 Sarasinoside A1의 2-NAc-Gal가 없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예상한 구조는 HRFABMS로 측정 했을 시 그 값이 일

치 하였다. 이는 기존에 sarasinoside A1을 glycolysis 하여 보고 되었으나 천연물에서는 처

음 분리된 compound로 확인하였다.

분획 5의 35번째 peak에서 분리된 compound 9는 하얀색의 무정형 고체이다. 위와 마찬가

지 방식으로 고해상 FABMS와 13C NMR 분석을 통한 결과 분자식은 C50H80N2O16이였다.

compound 9를 마찬가지로 compound 1와 비교시 aglycon 부분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sugar 부분을 비교하였을 시 역시 차이를 보였다. 13C NMR spectrum에서

보면 δC 85 - 60 ppm 사이에 존재하는 peak가 10개 남짓으로 compound A의 sugar에 해당

하는 탄소 수보다 sugar의 탄소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마찬가지로 anomeric

methine carbons에 해당하는 δC 106.0, 102.5 (x2) ppm 과 그에 상응하는 1H NMR의 δH

4.87 (1H, d, J = 8.4 Hz), 4.44 (1H, d, J = 8.5 Hz), 그리고, 4.37 (1H, d, J = 7.5 Hz)을 통하

여 3개의 당을 확인하였다. 또한 δC 204.3, 174.3, 그리고 174.1 ppm 에서 세 개의 carbonyl

carbons을 확인하였다. 현재 1H NMR와 13C NMR spectrum 외에도 proton COSY,

gHSQC, gHMBC 등을 통하여 구조를 규명한 결과 compound 9 는 aglycone은 compound 1

과 동일하나 sugar portion이 변형된 또한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new compound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Compound 5와 compound 6은 기존에 보고된 논문의 data를 통해 sarasinoside H1 와

sarasinoside H2으로 동정되었다 [61]. compound 8는 δH 5.17에서 특징적인 triplet peak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sarasinoside M으로 동정되었다 [62].

Compound 10은 HRMS와 13C NMR을 통해 분자식은 C62H100N2O28으로 결정 함. N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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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sarasinosideA1(A)와 매우 유사하다. NMR data를 면밀히 분석한 뒤

pentaglycoside portion이 compound 1와 같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acidic hydrolysis를

한 뒤 얻은 sugar hydrolysates를 GC 분석하여 동일 한 것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13C NMR

에서 compound A의 C-8 doublebond 가 trisubstitured one (δC 156.2 C, 112.6 CH)으로 바

뀐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H NMR에서 새로 보이는 signal (δH 5.03, 1 H)이 이를 뒷받침

한다. 2D NMR과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구조결정을 한 결과 D9(11)-5a,8a-dihydroxy

derivative of sarasinoside A1로 new compound인 것을 확인 하였다.

Compound 11은 HRFABMS 분석을 통해 분자식이 C62H100N2O28로 compound 10와 동

일 하였음.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한 결과 compound 10의 5, 8-bisepimer로 구조결

정 하였다. 이는 기존에 보고된 sarasinosides에서 보고된 적 없는 cis A/B ring jungtures를

갖는 new compound로 확인 하였다.

Compound 12 또한 HRFABMS와 13C NMR 분석을 통해 분자식이 C62H100N2O28인 것

을 확인 하였다. NMR 데이터가 compound 8와 매우 유사하였으며 가장 특이적인 부분은

13C NMR에서 나타난 δ142 and 129.4의 tetrasubstituted double bond와 δ107.6의

oxy-quaternary signal 이었다. gHMBC 실험을 통해 이 들 carbons가 hemiacetal group을

갖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compound 12는 9, 11-hydrated

derivative of the congener sarasinoside M으로 new compound인 것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compound 13은 HRFABMS와 13C NMR을 통해 compound 10, 11, 그리고 12

와 마찬가지로 분자식은 C62H100N2O28로 결정됨. 2D NMR과 기존 문헌을 통해 구조를 결

정한 결과 18번 위치의 methyl이 migration되어 14번 carbon에 결합한 nortriterpene

pentaglycoside로 결정 되었다. 이는 또한 new compound로 결정 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sarasinosides의 생리활성으로 보고된 것으로는 항미생물활성, 어류독성, 세

포독성 등이 있다. 그러나 항미생물활성은 미생물의 종에 따라 값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항미생물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MIC > 100 ㎍/mL). 여기서 사용된 미생

물 종은 그람양성균 (Bacillus subtilis ATCC 6633, Micrococcus luteus IFO 12708, 그리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과 그람음성균 (Escherichia coli ATCC 25922, Proteus

vulgaris ATCC 3851, 그리고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4028)의 박테리아와, 병원성

진균 (Aspergillus fumigatus HIC 6094, Candida albicans ATCC 10231, Trichophyton

mentagrophytes IFO 40996, 그리고 Trichophyton rubrum IFO 9185) 이다. 또한 미생물 대

사과정의 주요 효소인 sortase A와 isocitrate lyase에 대한 저해 활성에서도 뚜렷한 활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sarasinosides는 특정한 미생물 종에 특이적으로 활성이 있거나 기

존 실험을 보다 엄격히 수행해 보아 항미생물 활성의 유무를 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물질들 가운데 일부는 K562 lekemia 와A549 lung carcinoma 세포주에 대해서 적당

한 세포독성을 보였다. 세포주에 따라 저해 정도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몇 가지 특이한 구조

-활성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Compound 1, 2, 9, 그리고 14를 비교해 보면 glycoside

portion에 따라 당이 늘어날수록 세포독성을 보다 강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ugar moieties의 크기나 unit은 활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또한 compound 1과 7

에서 보이듯이 C-24 위치의 말단 double bond가 없어질 경우 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또한 aglycone에 존재하는 hydroxyl기가 활성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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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는 compound 1, 5, 6, 10, 11, 그리고 13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으며

compound 8과 1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hydroxyl기가 추가되면서 활성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외에도 compound 1, 2, 9에서 Na+/K+-ATPase 저해 활성이 약하게 나타

났다 (IC50 60.0, 59.4, 54.1 ㎍/mL).

그림. 3-3-7-1. Isolation scheme of CH-743

그림. 3-3-7-2. Structure of compound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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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면 Asteropus sp. 에서 유래한 Triterpenoid galactoside 계열의 대사물질

해면의 조추출물로부터 분리된 물질 중 비교적 양이 많은 compound 3, compound 1, 그

리고 compound 2은 실험을 통해 얻어진 spectroscopic data와 기존의 논문에 보고된

spectroscopic data와 비교하여 compound 1, compound 3, 그리고 compound 2은 각각

pouoside A, pouoside B, 그리고 pouoside D로 동정되었다. compound 1은 Linear chain 의

양 끝으로 cyclohexane과 cyclohexene이 있으며 8번 (δC 78.5), 11번(δC 72.1), 22번(δC 88.3)

탄소에 Acetyl group이 존재한다. Cyclohexene에 위치한 2번(δC 216.6) 탄소에 ketone

group이 위치하며 반대편인 cyclohexane의 19번 (δC 89.0)에 galactose가 연결된다. 세 개의

double bond가 존재하여 각각에 위치한 proton의 signal이 1H NMR spectrum의 δH 5.47

(1H, br s), 5.33 (1H, br d, J=8 Hz), 그리고 5.09 (1H, br t, J=6 Hz)로 downfied에서 특이적

으로 관찰되어 이를 근거로 분리된 다른 compound 와 비교 할 때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다.

Compound 7는 무색의 오일로 분리되었으며 HRFABMS에 의해 분자식은 C34H54O7으로

결정되었다. 1H NMR spectrum에서 보면 compound 3와 매우 유사하였으나 δH 4.0~3.5 에

위치하는 sugar의 특징적인 피크가 보이지 않았다. 보고된 논문의 1H NMR와 13C NMR의

spectroscopic data와 비교, 1H COSY 와 HSQC data, gHMBC correlation을 통하여 구조적

위치를 규명하였다. 8번 탄소에 결합한 수소 (δH 4.96)과 acetyl group의 carbonyl carbon (δ

C 172.0)간의 gHMBC correlation이 나타났으며 11번 탄소 (δC 69.0)에서는 이러한

correlation이 관찰되지 않았다. acetyl group이 결합된 pouoside A의 11번 탄소 (δC 72.1)와

비교시 chemical shift값이 up으로 shifting된 것을 보아 이 위치는 hydroxyl group이 결합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22번 (δC 88.5) 탄소는 quaternary carbon으로 acetyl group의

carbonyl carbon과 correlation할 수 있는 proton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correlation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chemical shift 값과 기존에 보고된 논문의 값을 비교하여 확인 할 수 있

었다. Sugar part는 13C NMR에서도 galactose에 해당하는 peak가 보이지 않았고 pouoside

A에서 galactose가 결합되어있는 19번 탄소 (δC 78.5)는 pouoside A의 19번 탄소 (δC 89.0)

에 비해 up으로 shifting된 것을 확인하여 compound 7는 pouoside B (3)의 aglycon 구조와

일치하는 것이 밝혀졌다.

Compound 5는 무색의 오일로 분리되었다. compound 7의 1H NMR spectrum 패턴과 유

사 했으나, acetyl group은 δH 1.94와 δC 172.3으로 하나만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8번 탄소 (δC 75.7)는 compound 7의 8번 탄소 (δC 78.5)에 비해 chemical shift 값

이 up으로 shifting 되었으며 acetyl group과 어떠한 HMBC correlation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위치에 hydroxyl group이 결합해 있고, 기존 보고된 논문의 기재된 13C NMR의

chemical shift 값과 비교하여 22번 탄소 (δC 88.4) 위치에 acetyl group이 결합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Compound 4는 무색의 오일로 분리되었다. compound 5와 1H NMR spectrum와 13C

NMR spectrum이 매우 유사하였으나 13C NMR spectrum에서 sugar로 보이는 δC 107.4,

76.7, 75.3 73.2, 70.4, 그리고 62.6 값이 확인 되었으며, 1H NMR spectrum에서도 δH 4.29

(1H, d, J=7.7 Hz), 3.82 (1H, d, J=3.2 Hz), 3.72 (2H, d, J=6.1 Hz), 3.51 (1H, dd, J=8.0, 9.5

Hz), 3.49 (1H, t, J=6.1 Hz), 그리고 3.44 (1H, dd, 3.3, 9.7) 값이 확인 되었다. Chemical shift

와 coupling constant를 통해 sugar는 galactose인 것을 확인하였다. Galactose가 결합된 19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 최종보고서

146❚

번 탄소의 (δC 89.1) chemical shift 또한 compound 5의 19번 탄소 (δC 78.5)와 비교 시

downfield로 shift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gHMBC에서 sugar와 19번 위치와의

correlation을 확인하였다.

Compound 6은 무색의 오일로 분리되었으며 compound 1과 1H NMR spectrum와 13C

NMR spectrum이 매우 유사하다. compound 1에서 보이던 sugar의 signal의 부재를 확인 하

였으며 1H NMR spectrum와 13C NMR spectrum에서 sugar가 연결된 19번에 해당하는

signal에서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compound 6 에서 19번 (δH 3.80, δc 78.4) 위치의

값은 compound 1 의 19번 (δH 3.3, δc 89.0) 값에 비해 upfield로 shift 되었다. 또한

gHMBC correlation을 통해 확정 지을 수 있었다.

Compound 12는 무색의 오일로 분리되었다. 1H NMR spectrum에서 특징적인 signal인 δ

H 4.98 (1H, s), δH 4.56 (1H, s)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3C NMR spectrum에서 추가적인

double bond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각종 spectroscopic data를 통하여 22번 위치에

exomethylene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개의 acetyl group을 확인함. 8번 위치의

proton과 δC 171.9이 gHMBC에서 correlation을 보였으며, 11번 위치의 proton이 δC 172.3과

correlation을 보였다. 이를 통해 각 위치에 acetyl group이 연결 돼있음을 확인하였다.

Correlation을 확인 할 수 없는 남은 한 acetyl group은 22번 위치에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추가적으로 NOE 실험을 하여 확인했고 19번 위치에 galactose가 연결 된 것

을 gHMBC를 통해 확인하였다.

Compound 8은 무색의 오일로 분리되었다. compound 8의 1H NMR spectrum의

downfield 영역에서 특이적인 doublet peaks(δH 6.74, 5.81)가 관찰되었으며 peak는 sharp했

고 coupling constant value는 모두 J=10.2 Hz 였다. 2D NMR을 통하여 구조적 위치를 규명

한 결과 cyclohexene의 doublebond가 3번 탄소에 위치하고 5번 탄소 위치에 hydroxyl group

이 위치한 것을 밝힘. 8번 탄소에 결합한 수소(δH 5.46)와 acetyl group의 carbonyl carbon(δ

C 172.2)간의 gHMBC correlation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8번 탄소에 acetyl group이 결합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compound 7에서와 같은 이유로 11번 탄소는 hydroxyl group이 결합

하고 있고, 22번 탄소는 acetyl group과 결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ompound 9는 무색의 오일로 분리었다. 1H NMR에서 compound 8과 같은 특징적인

downfield의 doublet peaks를 관찰할 수 있었다. compound 8의 1H NMR과 13C NMR

spectrum 과 비교해 보아 compound 8의 aglycon으로 추정하였으며 2D NMR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19번 탄소(δC 89.0)는 compound 8의 19번 탄소(δC 78.5)에 비해 down 으로

shifting되었으며 sugar의 anomeric carbon(δC 107.4)과 19번 탄소에 결합한 수소(δH 3.30)와

의 HMBC correlation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위치에 glactose가 결합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Compound 11은 무색의 오일로 분리되었다. 13C NMR spectrum에서 δC 205.9, 203.9의 특

징적인 signal이 나타났다. compound 9와 구조가 매우 유사 하였으나, acetyl group이 하나

적었으며, ketone group이 하나 더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Spectroscopic analysis를 통해 8번

위치에 ketone group이 위치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Compound 10은 무색의 오일로 분리되었다. compound 11와 1H NMR spectrum와 13C

NMR spectrum이 매우 유사하였으나 sugar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Spectroscopic analysi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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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19번 위치에 galactose가 위치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각 compounds의 평면구조가 해명되고 stereochemistry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실험을 진

행하였다. Pouosides에 결합한 당인 galactose의 D/L configuration을 알기 위해

gas-chromatography를 통한 sugar analysis를 수행하였다. D-galactose와 L-galactose 그리

고 compound 1를 가지고 3M-HCl 용액에 80℃에서 5시간 stirring하여 hydrolysis를 시켰다.

이를 다시 N2 blowing을 통해 농축 시킨 뒤 L-cystein methylesterhydrochloride 4.3 mg을

pyridine 용매 하에서 60℃ 90min으로 반응 시켜 thiazolidine ring을 형성시켰다. 이를 다시

농축 후 pridine 용매 하에서 hexamethyldisilazane 과 trimethylsilyl chloride와 60℃에서

30min 동안 반응을 시킨 뒤 gas-chromatography로 분석하였다. Gas-chromatography 분석

시 조건은 HP-5 column (3.2 mm x 30 m)을 사용하였고, injector와 FID detector의 온도는

200℃ 였으며, carrier gas로는 He gas 이다. 분석 시 오븐의 온도는 60℃로 시작하여 3 min

간 유지 후 4℃/min으로 200℃ 까지 승온시킨 뒤 200℃에서 3 min간 유지하였다. 이 때

D-Gal 의 반응물은 31.87 min에서 피크가 검출되었고, L-Gal 의 반응물은 30.12 min 과

30.58 min 에서 두 개의 피크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compound 1 의 반응물은 31.89 min에서

피크가 검출되어 D-Gal 의 반응물과 일치하였다. D-Gal의 반응물과 compound 1 의 반응물

을 co-injection 하였을 시 해당 피크가 단일 피크로 나타났으며 intensity가 증가했음을 확

인하였다. 결론적으로 pouosides에 결합한 당은 D-Gal 임을 확인하였다.

Pouosides의 8번, 11번, 그리고 19번 위치의 hydroxyl를 이용하여 absolute

stereochemistry를 확인하기 위해 Mosher`s method를 사용하였다. Compound 3를 pyridine

용매 하에서 (+)-MTPA를 20㎕ 와 65℃하에서 촉매인 DMAP과 같이 반응시켰다. TLC와

1H-NMR 분석을 통해 11번 위치에 MTPA가 결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MTPA도 동일한

조건에서 compound 3와 반응시켜 마찬가지로 11번 위치에 반응이 간 것을 확인한 뒤 각 반

응물의 1H-NMR의 chemical shift 값의 차이를 구했다. 11번 위치의 MTPA plane 을 기준

으로 구조의 우측에 해당하는 10번 위치의 1H-NMR의 chemical shift 값의 차이값은 -0.128

ppm 이었고 26번 위치는 -0.019 ppm, 8번 위치는 -0.022 ppm, 7번 위치는 -0.082 ppm와

-0.017 ppm로 나타났다. 좌측에 해당하는 12번 위치는 +0.086 ppm와 +0.051 ppm, 13번 위치

는, +0.095 ppm, 그리고 27번 위치는 +0.064 ppm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11번 위치는 R

configuration인 것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19번 위치의 absolute stereochemistry를 알기

위해 compound 7를 앞서 언급한 Mosher`s method 으로 분석하였다. 19번 위치의 MTPA

plane을 기준으로 우측에 해당하는 20번위치는 -0.062 ppm와 -0.138 ppm, 21번 위치는

-0.129 ppm와 -0.038 ppm, 그리고 30번 위치는 -0.036 ppm으로 나타났다. 반대편인 28번 위

치는 +0.158 ppm, 29번 위치는 +0.061 ppm, 17번 위치는 +0.049 ppm, 그리고 16번 위치는

+0.086 ppm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19번 위치는 S configuration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

으로 8번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compound 4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MTPA가 결합한 위치가 8번과 11번 두 곳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위치하는 10번과 26번 위

치는 각각 가까운 위치에 결합한 11번, 8번에 결합한 MTPA의 영향을 보다 강하게 받았다.

8번의 MTPA plane 기준으로 우측에 해당하는 26번 위치는 +0.138 ppm을 나타냈다. 동일하

게 우측에 해당하는 10번 위치는 11번 위치의 MTPA의 영향으로 -0.049 ppm으로 나타났으

나 11번 위치에만 MTPA가 결합했던 compound 3의 경우 -0.128 ppm의 값과 비교시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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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의 MTPA의 영향으로 그 값이 작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11번 위치의 경우

compound 3의 경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compound 4에선 +0.055 ppm으로 8번 위치

의 MTPA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8번 위치의 MTPA plane의 좌측에 해당하는

7번은 -0.039 ppm와 -0.124 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compound 3에서는 각각 -0.017 ppm,

-0.082 ppm으로 값이 8번 위치의 MTPA 영향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7번 위치 외

에도 3번, 4번, 23번, 24번, 그리고 25번 위치에서도 마찬가지로 값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8번의 stereochemistry는 S configuration인 것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위치의 stereochemistry를 결정하기 위해 NOE 실험을 수행함. compound 5으로

NOESY spectrum을 측정하였을 때 S configuration을 나타내는 19번 위치의 proton (3.27

ppm)은 β-position으로 위치한다. 이는 17번 위치의 mthine proton (1.57 ppm), 20번 위치의

methyleme proton (1.68 ppm), 21번 위치의 methylene proton(1.77 ppm), 그리고 28번 위치

의 methyl proton (1.02 ppm)과 NOE correlation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모두

19번 위치의 proton (3.27 ppm)과 같은 β-position으로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β

-position으로 위치한 28번 위치의 methyl proton인 1.02 ppm과 NOE correlation이 나타나는

것은 17번 위치의 1.57 ppm proton, 19번 위치의 3.27 ppm proton, 그리고 20번 위치의 1.68

ppm proton으로 이들 모두 같은 β-position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α

-position으로 위치한 29번 methyl proton (0.80 ppm) 과 20번 위치의 methylene proton

(1.53 ppm)과 30번 위치의 methyl proton (1.47 ppm)과의 NOE correlation이 나타나므로 이

들은 α-position으로 배열 한 것을 확인하였다. α-position으로 배열한 것을 확인한 30번 위

치의 proton (1.47 ppm)과 21번 위치의 methylene proton (2.51 ppm)이 NOE correlation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17번 위치와 22번 위치는 모두 S configuration인 것을

알 수 있었다. S configuration으로 확인 된 8번 위치의 methine proton (3.95 ppm)과 6번 위

치의 methine proton (2.27 ppm), 24번 위치의 methyl proton (1.06 ppm), 그리고 25번 위치

의 methyl proton (1.91 ppm)과 NOE correlation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6번 위치가 S

configuration 임을 확인하였다.

α,β-unsaturated cabonyl group을 지닌 cyclohexene ring의 stereochemistry를 알고자

compound 8의 NOESY spectrum을 측정하였다. 8번 위치의 α-position에 해당하는 methine

proton (5.46 ppm)과 NOE correlation을 확인하였을 때 6번 위치의 methine proton (2.07

ppm)과 25번 위치의 methyl proton (1.36 ppm)에서 correlation이 나타났다. 또한

cyclohexene ring의 두 methyl proton인 1.36 ppm과 1.03 ppm에서 서로 강한 correlation이

나타났으며 6번 위치의 proton (2.07 ppm)과 23번 위치의 methyl proton (1.22 ppm)에서

correlation이 보였다. 이를 통해 6번 위치의 methine proton과 23번 위치의 methyl group이

α-position을 이루고 있으며 24번의 methyl group과 25번의 methyl group이 β-position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5번 위치는 R configuration을 이루고 6번 위치는 R

configuration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다.

Pouosides의 생리활성을 확인 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Positive control로 사

용한 Doxorubicin은 K562 cell line의 LC50 값이 7.38 ㎍/ml 였다. 분리된 모든 12종의

compounds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을 시 당을 지닌 triterpenoidal saponin에 해당하는 물질

은 pouoside A (compound 1), pouoside D (compound 2)를 제외하고 모두 활성이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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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Pouoside A (compound 1)의 LC50 값은 13.24 ㎍/ml 였으며, pouoside D

(compound 2)의 LC50 값은 10.17 ㎍/ml 이였다. Pouoside A (compound 1)와 pouoside D

(compound 2)는 11번 위치에 O-Acetyl group이 결합해 있는 반면 나머지 triterpenoidal

saponin에서는 hydroxyl group이 결합한 것이 큰 차이로 보였다. Triterpenes에 해당하는 나

머지 5종에서는 활성이 나타났다. compound 5는 LC50 값이 7.86 ㎍/ml, compound 7는 8.39

㎍/ml, compound 6은 24.00 ㎍/ml, compound 9는 15.10 ㎍/ml, 그리고 compound 11는 10.32

㎍/ml로 나타났다.

그림 3-3-8-1. Isolation scheme of CH-743

그림 3-3-8-2. Structure of compounds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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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면 Coscinoderma sp. 에서 유래한 Sesterterpene sulfates 계열의 대사물질

분획 6을 사용하여 5% aqueous methanol 이동상에서 C18 reversed-phase HPLC를 시행

하여 2개의 Compound 1, 2 를 32.4, 46.5mg 을 얻을 수 있었다. 분획 5 를 사용하여 25%

aqueous methanol 이동상에서 이차대사물이 관찰되는 7개의 피크를 얻을 수 있었고 재분리

를 통하여 7종의 Compound 3, 4, 5, 6, 7, 8, 10 을 각각 33.9, 10.6, 13.4, 7.7, 48.5, 41.6, 16.2

mg 획득하였다. 분획 4 를 사용하여 40% aqueous methanol 이동상에서 C18

reversed-phase HPLC 를 시행하여 이차대사물질이 관찰되는 5개의 피크를 얻을 수 있었고

재분리를 통하여 5종의 compound 9, 11, 12, 13, 14, 15 을 각각 65.4, 24.4, 8.3, 14.0, 8.2, 8.2

mg 획득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15종의 물질은 NMR 실험을 통하여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sesterterpenoid 계열로 8종의 새로운 물질과 7종의 알려진 물질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분리된 물질 중 Compound 1, 3, 4, 6, 7, 8, 9 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각종 spectroscopy

data를 기존에 보고되어진 논문에서의 data와 비교한 결과, 각각 coscinoquinol (1),

halisulfate 1 (3), coscinosulfate analogue (4), halisulfate 2 (6), suvanine (7), suvanine

sodium salt (8), suvanine sodium salt furan oxidant (9)로 동정되었다.

Compound 2 는 무정형의 고체로 분리되었고 분자식은 HRFABMS 분석에 의하여

C31H46O2 로 결정되었다. Compound 2 의 NMR spectrum을 보면 Compound 1의 NMR

spectrum과 유사하였다. 1H NMR spectrum 에서 보면 δ 0.75, 0.84, 0.88 의 methyl signal

과 δ 1.60, 1.66, 1.70 의 allylic methyl signal 이 보였고 olefinic proton signal δ 5.35, 5.31,

5.13 을 통해서 allylic methyl signal 들이 각각 trisubstituted double bond 와 연결되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δ 6.57, 6.52, 6.42 의 signal 를 통해서 hydroquinone 부분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compound 1 과 가장 큰 차이점은 13C NMR spectrum 에서 C-14위치 allyic

methylene carbon 의 signal (δ 43.2) 과 C-24위치 allylic methyl carbon 의 signal (δ 16.2)

이었고 이 signal 들을 통해서 C-12 위치 이중결합의 기하학적 구조가 E 형태임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H-11/H-24 와 H-12/H-14 사이에서 관찰된 NOESY correlation 으로 위의 사실

을 뒷받침 할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gHMBC correlations을 확인한 결과

compound 2 는 coscinoquinol (1) 의 기하이성질체로 결정하였다.

Compound 5 는 무정형의 고체로 분리되었으며 분자식은 HRFABMS 분석에 의하여

C31H47O6SNa 로 결정되었다. Compoudn 5 는 상기에 기술한 compound 1 과 compound 2

의 관계과 마찬가지로, compound 3 과 geometric isomer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Compound 5 의 NMR spectrum 을 보면 compound 3 의 NMR spectrum 과 매우 유사하였

다. 1H NMR spectrum 에서 δ 5.33, 5.29 signal 과 1.68, 1.71 methyl signal 을 통해

trisubstituted olefin 에 붙어있는 methyl 기 2개를 확인하였다. δ 5.29 (t, 1H, J=7.3㎐) 에

나온 olefinic signal 과 δ 3.21(d, 2H, J = 7.1㎐) 에 나온 benzylic signal 의 coupling 을 통

해 C(CH3)=CHCH2Ar 부분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δ 0.74, 0.84, 0.88, 0.92 에서 methyl

signal 을 확인하였다. Compound 3 과 가장 큰 차이점은 13C NMR spectrum 에서 C-16위

치 allylic methylene carbon 의 signal(δ 33.1) 과 C-25위치 allylic methyl carbon 의 signal

(δ 23.9) 이었고 이 signal 들을 통해서 C-17 위치 이중결합의 기하학적 구조가 Z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H-16/H-19 와 H-18/H-25 사이의 NOESY signal 의 관찰로 이를 확정

지을 수 있었다. MS 와 NMR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compound 5 는 halisulfate 1 (3) 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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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성질체로 결정할 수 있었다.

Compound 10 은 무정형의 고체로 분리되었으며 분자식은 HRFABMS 분석에 의하여

C25H37O6SNa 로 결정되었다. NMR data 를 통해 suvanine sodium salt (8) 와 같은

tricarbocyclic skeleton 을 확인하였다. Compound 8 과의 차이점은 C-19 위치의 carbonyl

기 유무였다. 13C NMR spectrum 에서 δ 177.2 signal 로 C-19 위치의 carbonyl carbon 을

확인할 수 있었고, C-17 (δ 174.5), C-18 (δ 115.3), C-25 (δ 75.1) 위치의 signal 이

suvanine sodium salt (8) 와 비교할 때 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gHMBC correlations 을 확인한 결과 compound 10 은 suvanine sodium salt (8) 에서 furan

이 α,β-unsaturated γ-lactone 으로 바뀐 sesterterpene sulfate 로 결정하였다.

Compound 11, 12는 서로 isomeric compound 로써 무정형의 고체로 분리되었으며 분자식

은 HRFABMS 분석에 의하여 C26H39O7SNa 로 결정되었다. 두 compounds 의 NMR data

는 methoxy 기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compound 10 과 매우 흡사했으며, 역시나 enol-sulfate

group 과 tricyclic system을 이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3C NMR spectrum 에서

C-25 위치의 carbonyl 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C-19 위치에 oxygen 이 연결됨을 알 수 있

었다. 추가로 gHMBC NMR spectrum 을 통해서 각각의 치환기의 위치를 확정 지을 수 있

었다. Compound 11과 12 의 NMR data 는 거의 일치했으나, butenolide part 의 methoxy

기가 isomer 를 이룸으로써 약간의 chemical shift 차이 보였다. 이 methoxy 에 의한 C-19

위치의 configuration 은 문헌조사를 통해 hydroxy-butenolide system 의 CD empirical

rule 에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었으며 (그림 19), 결과적으로 compound 11 은 19S,

compound 12 는 19R 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림 3-3-9-1. CD spectra of compound 11 (solid line) and 12 (dotted line) in MeOH

Compound 13 은 무정형의 고체로 분리되었으며 분자식은 HRFABMS 분석에 의하여

C27H43O7SNa 로 결정되었다. NMR data 를 통해 suvanine sodium salt (8) 와 같은

tricarbocyclic skeleton 을 확인하였다. Suvanine sodium salt (8) 와 비교했을 때, furan 부

분의 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13C NMR spectrum 에서 δ 147.1, 125.1, 109.4, 108.1 위치의

signal 이 furan 부분으로 확인하였으며 2개의 methoxy 기는 1H NMR spectrum 에서 δ 

3.37, 3.33 과 13C NMR spectrum 에서 δ 54.4, 53.9 로 확인하였다. Compound 13 의 상대

적 입체배열은 H-19 와 H-25 의 NOESY cross peak 을 토대로 19R*, 25S* 로 결정할 수

있었고, 1,4-dihydro-1,4-dimethoxy furan ring 의 chemical shift 값을 기존의 문헌에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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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입체배열을 정확히 확정지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gHMBC correlations 을 확인한 결과 compound 13 은 suvanine sodium salt (8) 의 furan

oxydant 로 결정하였다.

Compound 14 은 무정형의 고체로 분리되었으며 분자식은 HRFABMS 분석에 의하여

C27H45O9SNa 로 결정되었다. NMR data 를 통해 suvanine sodium salt (8) 와 같은

tricarbocyclic skeleton 을 확인하였다. 1H NMR spectrum 에서 δ 3.37, 3.42 과 13C NMR

spectrum 에서 δ 55.5, 56.6 로 compound 13 처럼 2개의 methoxy 기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그러나 compound 13 과는 다르게 furan ring 의 C-17, 18 위치에 hydroxyl 기가 붙

어있었다. Compound 14 의 상대적 입체배열 역시 NOESY correlation 으로 확정지을 수 있

었는데, H-15/H-25, H-16/H-18, H-18/19-OCH3, H-18/25-OCH3, H-19/H-25 사이의

signal 이 관찰됨으로써 17S*, 18R*, 19R*, 25S*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gHMBC correlations 을 확인한 결과 compound 14 도 suvanine sodium salt (8) 의 furan

oxydant 로 결정할 수 있었다.

Compound 15는 무정형의 고체로 분리되었으며 분자식은 HRFABMS 분석에 의하여

C25H38NO5SNa 로 결정되었다. NMR data 를 통해 suvanine sodium salt (8) 와 같은

tricarbocyclic skeleton 임을 확인하였다. Compound 8 과의 차이점은 C-25 위치의 carbonyl

기의 존재하였다. 13C NMR spectrum에서 δ 176.2 signal 로 C-25 위치의 carbonyl carbon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17 (δ 140.4), C-18 (δ 140.9), C-19 (δ 47.8) 위치의 signal이

보였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gHMBC correlations 을 확인한 결과 compound 10 은

suvanine sodium salt (8) 에서 furan 이 α,β-unsaturated γ-lactam 으로 바뀐 sesterterpene

sulfate 로 결정하였다. 이 lactam 의 존재는 3500 과 1678 cm-1 에서 관찰된 IR band 와

205 와 232 nm 에서 관찰 된 UV maximum 값으로 한 번 더 확인 할 수 있었다.

Halisulfates, coscinoquinol, 그리고 suvanine 과 같은 sulfate 기를 같는 sesterterpene 들

은 기존에 여러 가지 생리활성이 보고되었다. 이번 실험에서도 역시 다양한 생리활성실험을

하였는데, sulfate 기의 존재 유무가 그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과 관련한 연구 테마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표

3-3-9-1 와 3-3-9-2).

그림 3-3-9-2. Isolation scheme of 06CH-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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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1. The Results of Bioactivity tests

표 3-3-9-2. The Results of Antimicrobial activit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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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3. Structures of compounds 1-15

(4) 해면 Spongia officinalis 유래한 Spongian terpenoid 계열의 대사물질

분획 2 을 사용하여 65 % aq. MeCN 이동상에서 C18 reversed-phase HPLC를 시행하여

4개의 Compound 15, 17, 18 을 얻을 수 있었다. 분획 3 를 사용하여 60 % aq. MeCN 이동

상에서 이차대사물이 관찰되는 4개의 피크를 얻을 수 있었고 재분리를 통하여 4 종의

compound 11, 12, 13, 14 을 획득하였다. 분획 4 를 사용하여 30% aq. MeOH 이동상에서

C18 reversed-phase HPLC 를 시행하여 이차대사물질이 관찰되는 5개의 피크를 얻을 수 있

었고 재분리를 통하여 5종의 compound 5, 6, 9 을 획득하였다. 또한, 분획 5 에서는 4개의

물질을 추가적으로 분리할 수 있었는데, 20% aq. MeOH 조건으로 분리한 결과 유효한 물질

의 NMR signal 이 관찰되는 4개의 분획을 얻을 수 있었고 2차 HPLC 재분리를 통하여 순

수물질로 분리하였다 (그림 30). 이렇게 하여 얻어진 14종의 물질은 NMR 실험을 통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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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분석해 본 결과 spongian diterpenoids 계열의 물질로 9종의 새로운 물질과 5종의 알

려진 물질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분리된 물질 중 compound 15, 9, 10, 3, 6 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각종 spectroscopy data

를 기존에 보고되어진 논문에서의 data와 비교한 결과 알려진 물질로 동정되었다. 이번 연구

에서 분리, 구조결정 되어진 spongian diterpene 은 19 번 위치의 탄소자리에 carboxyl 기가

치환된 형태의 spongian diterpene 으로써 기존에 많이 보고되어진 적이 없어 구조적 신규성

이 뛰어나고 이를 토대로 구조-생리활성 간의 상관관계를 유추하는 데 연구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리되어진 물질들은 D ring 의 치환기 형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분류에 속하는 물질은 compound 3 로써 분리된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생합성 경로를 유추해볼 때에도 이 물질로부터 다른 물질들이 기

원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NMR을 보면, diterpenoid 의 가장 기본적인 methyl signal

을 확인 할 수 가 있는데, 19 번 methyl 이 carboxyl 기로 치환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diterpenoid 에서 관찰되어지는 네 개의 methyl signal 대신 세 개의 methyl signal 을 관찰

할 수 있었고, 그 외에 δC 185.1 ppm 에서 추가적으로 carboxyl 기의 탄소를 확인하였다.

Compound 3 의 네 번째 고리인 D ring 은 전형적인 furan ring 의 형태를 이루며, 13C

NMR spectrum 에서 δ 120.4, 138.7, 135.7, 137.4 ppm 그리고 1H NMR spectrum 에서 δ 

7.01, 7.05 ppm 의 signal을 보이면서 furan ring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얻은

spectroscopic data 를 기본으로 하여 보고되어진 spongian diterpene 의 spectroscopic data

와 비교한 결과 compound 3 는 1980 년도에 보고되어진 물질이기는 하였으나 다른 물질들

의 기원으로 생각되어 그 존재가 중요하게 생각된다. 이 compound 3 를 기본 골격으로 하

여 나머지의 세 가지 분류에 속하는 물질들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분류에 속하는 물질들은 compound 1, 2, 15, 9, 그리고 10 으로써 compound 3 의

furan ring 이 산화되면서 ketone, methoxy, 그리고 butyl 기로 치환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탄소 NMR δ 170 ppm 대의 furan ring 내의 전형적인 ketone 의 chemical shift 를 확인하

였고, δ 50 ppm 대의 methoxy signal, methoxy 기가 치환된 위치의 δ 100 ppm 대의 탄소,

그리고 δ 70 ppm 대의 탄소와 그와 gHMBC correlation 을 이루는 네 개의 연속적인

methylene 탄소들의 존재로 각각의 치환기를 확인하였다. 기본적인 stereochemistry 는

NOESY 실험을 통하여 유의한 correlation의 확인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고, 본 연구진에서

전에 실험한 바와 같이, furan ring에서 α,β-unsaturated ketone 의 존재 하에 γ- 위치의 산

화된 치환기의 절대적 입체 배열은 CD 실험을 통해서 정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분류에 속하는 물질들은 두 번째 분류에 속하는 물질들의 골격에서 C/D ring

junction 에 double bond 가 사라지고 각각의 junction 에 hydroxyl 기가 치환됨으로써 나타

난 형태이다. 그래서 두 번째 분류에서 나타났던 δC 130-140 ppm 대의 signal 이 사라지고

δC 70-80 ppm 대의 signal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역시 C-15, 16 번 위치의 치환기들은

hydroxy 그리고 methoxy 기가 다양한 조합으로 발견되었으며, 그 입체배열은 NOESY 로

확정지을 수 있었다. C/D ring junction 의 hydroxy 기 역시 다양한 조합의 입체배열을 갖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문헌조사 결과 pyridine-induced solvent shifts in the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a of hydroxylic compound 라는 방법을 통해서 확정지을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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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용매로 쓰인 pyridine 과 물질내의 hydroxyl 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chemical shift 에 변화를 줌을 이용하여 chloroform 용매하의 chemical shift 값과 pyridine

용매하의 chemical shift 값의 차이를 보아서 입체적 배열을 결정짓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일차적으로 입체적 배열을 결정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NOESY correlation 및 기존의 문헌에

서 보고되어진 입체적 배열에 따른 chemical shift 변화 값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분류에 속하는 물질들은 기존에 단 한번밖에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 구조적 신규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나 신규물질들이 대부분 입체배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물질의 다양

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분류에 속하는 물질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분리 된 물질들 중에서 치환

기의 종류와 개수가 가장 다양하여 구조적으로 매우 흥미 있는 물질이다. 네 번째 분류에 속

하는 물질은 compound 17 로서 기존의 물질들보다 methyl signal 이 하나 더 줄어든 두 개

의 methyl signal 만을 관찰 할 수가 있었다. 사라진 methyl 위치는 17 번 위치의 methyl 로

서 acetoxyl 기로 치환된 형태임을 구조 결정을 완료한 후에 알 수 있었고, 기존 물질들이

19 번 위치에 carboxyl 기가 치환된 형태였던 점에 반해, 이 네 번째 분류에 속하는 물질들

은 acetylene 이 치환된 형태임을 2-D NMR을 통해서 확인 할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A

ring 에 2번 위치의 탄소에 ketone 기가 치환되어 δC 200 ppm 대의 특징적인 signal을 관찰

할 수가 있었고, 그와 바로 이웃하는 3 번 위치의 탄소에는 acetoxyl 기가 치환되어 δC 70

ppm 대의 탄소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Compound 17 는 D ring 의 치환기인 ketone과

hydroxyl 기가 그 위치만 서로 반대로 바뀐 형태로서 그 chemical shift 상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각각의 위치는 gHMBC 와 NOESY correlation을 통해서 확정지을 수 있었다.

모든 물질들은 FABMS를 통해서 그 분자량을 확인하였고, 항암활성, 항 미생물활성 및 각

종 효소저해 활성 테스트를 거쳤고,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활성 검색을 통해 구조-생리활성

간 상관관계를 보기위하여 실험 중에 있음. 현재 진행 중인 생리활성 실험 결과가 나오는 대

로 국제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그림 3-3-10-1. Isol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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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2. Structures of compounds 1-18

(5) 해면 Coscinoderma sp. 에서 유래한 cyclotetrapeptide 계열의 대사물질

분획 1를 사용하여 100% methanol 이동상에서 sephadex LH-20 시행하여 18개의 소분획

물 얻었으며, 각각을 건조시켜 1H NMR을 측정하여 소분획 3에서 이차대사물질을 뚜렷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피크를 사용하여 다시 55% aq. MeOH의 이동상을 사용하여 C18

reversed-phase HPLC를 반복 수행하였음. 분획 1을 C18 reversed-phase HPLC을 바로 수

행하여 재분리를 통해 compound 1, 2, 3 을 2.7 mg, 3.1 mg, 3.3 mg 을 얻었다.

compound 1 은 흰색의 무정형 고체로 분리되었고, α-proton 영역에 δH 4.18, δH 4.02

proton이 존재함에 따라 두 개의 peptide unit을 예상했다. 각각의 unit을 13C NMR과 2D

NMR 분석결과와 종합하여 δH 4.18, 3.53, 3.47 2.32, 2.00, 1.95 proton은 proline unit 으로 δ

H 4.02, 2.47, 1.08, 0.93 proton은 valine에서 오는 신호로 확인되었다. 1H NMR, 13C NMR

결과 만으로는 두 개의 peptide unit 이 연결된 diketopiperazine 일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생

각되어 문헌과 비교해 보았으나 chemical shift 상 일치하지 않았고, ESI-LCMS 분석결과

400대 중반에서 분자량이 관찰됨에 따라 두 개의 peptide unit 이 대칭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cyclotetrapeptide 임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compound 2 는 흰색의 무정형 고체로 분리되었고, α-proton 영역에 δH 4.18, δH 4.02

proton 이 관찰됨에 따라 compound 1과 같이 두 개의 peptide unit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각각의 unit을 분석한 결과 proline 과 isoleucine 이 연결 되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compound 2 역시 ESI-LCMS 분석결과 400대 중반에서 fragmentation 이 일어나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 최종보고서

158❚

는 것으로 보아 두 개의 peptide (Ile-Pro-Ile-Pro)가 대칭적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cyclotetrapeptide 로 생각되었고, compound 2 은 처음 보고되는 물질이다.

compound 3 은 흰색의 무정형 고체로 분리되었고,α-proton 영역에 δH 4.25, δH 4.11

proton 이 관찰됨에 따라 앞서 분리한 물질들과 비슷한 cyclotetrapeptide 계열임을 생각할

수 있었고, ESI-LCMS 분석에서도 400 대 초반에서 분자량이 관찰되었다. aminoacid unit

은 분석결과 Leucine과 proline임을 알 수 있었고, 기존에 알려진 비슷한 계열의 물질을 참고

하여 chemical shift를 분석한 결과 (Leu-Pro-Pro-Leu) 의 아미노산 배열을 이룬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compound 3 은 (Leu-Pro-Pro-Leu) 이 symmetric 하게 연결되어 있는

cyclotetrapeptide 로 결정하였다.

그림 3-3-11-1. Isol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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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2. Structures of compounds 1-3

(6) 해면 Coscinoderma sp.에서 유래한 Sesterterpene sulfate, fatty acid taurine 계열

의 대사 물질.

분획 1를 사용하여 100% methanol 이동상에서 sephadex LH-20 시행하여 18개의 소분획

물 얻었으며, 각각을 건조시켜 1H NMR을 측정하여 소분획 3에서 이차대사물질을 뚜렷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피크를 사용하여 다시 55% aq. MeOH의 이동상을 사용하여 C18

reversed-phase HPLC를 반복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compound 9 을 8.1 mg

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획 1을 C18 reversed-phase HPLC을 바로 수행하여 재분리를 통

해 compound 10 을 3.9 mg 을 얻음. 분획 2는 60% aqueous MeOH 이동상에서 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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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d-phase HPLC를 시행하여 이차대사산물이 관찰되는 11개의 피크를 확인하였으며,

재분리를 통하여 compound 7, 6, 8, 3, 4, 5의 여섯 개의 물질을 순차적으로 각각 4.0, 24.5,

2.5, 33.4, 5.4, 1.7 mg 획득하였다. compound 7 은 enol-sulfonic acid 형태로 얻어졌기 때문

에 valine 의 형태를 띄고 있었지만, 다른 화합물에 비해 빠른 retention time에서 분리되었

다. 나머지 amino acid 형태는 hydrophilicity 에 따라 순차적으로 얻어졌다. 마지막으로 분획

4는 30% aqueous MeOH 이동상에서 이차대사물질이 관찰되는 8개의 피크를 얻을 수 있었

고, 역시 재분리 후, compound 1, 2 을 각각 85.1, 68,1 mg 얻었다. 이렇게 얻어진 10종의 물

질은 각종 spectroscopic analysis (1H NMR, 13C NMR, FABMS, UV, IR) 실험을 통하여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8종의 새로운 물질 (compound 2, 4-10) 과 2종의 알려진 물질

suvanine N,N-dimethylguanidium salt (1), coscinolactam A (3)이 분리, 구조 및 동정 되었

다.

해면의 조추출물로부터 분리된 물질 중 compound 1, compound 3 은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각종 spectroscopic data (1H NMR, 13C NMR, LRESIMS) 와 기존의 논문에 보고된

spectroscopic data를 비교한 결과, 각각 suvanine N,N-dimethylguanidium salt (1),

coscinolactam A (3) 로 동정되었다. compound 2 는 HRFABMS 분석결과

C61H92N5O11S2의 형태로 얻어졌으며, NMR 분석결과 기존의 suvanine 골격과 같은

tricyclic sesterterpene 골격이 dimeric 한 형태로 존재함과 동시에 C11H19N5O 분자식을 가

지는 새로운 형태의 counter ion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Counter ion은 five downfield

quarternary carbon 과 six methyl carbon을 가지는 highly methylated aromatic moiety 형

태를 가진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중요한 형태는 δc 158.3, 38.2 부근에서 doublet spliiting 형

태의 carbon이 관찰된 점이다. Guanidium cation에서 postive charge는 주변 carbon으로 흩

어지지 않고, C-2”/N-3”주변으로 집중되어 C-N coupling을 나타내게 된다. 1JC-2”, N-3” =

48.5 Hz and 1JN-3”-Me,N-3”= 6.0Hz 의 coupling constant 값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

고, 추가적으로 확인을 위해 TFA를 사용하여 ion-exchange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얻

어진 bis TFA salt of N,N-dimethyl-1,3-dimethylherbipoline 은 NMR 과 MS를 통해 확인

되었고, 이는 새로운 counter ion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Herbipoline salt 는

suvanine salt form 중 처음 보고되는 divalent form 으로써 신규성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정형 고체로 분리된 compound 4 는 1H, 13C NMR을 분리된 다른 물질의 data와 비교

해 본 결과 그 구조가 suvanine 의 기본 골격인 A, B, C ring은 유지됨을 확인하였고, furan

ring 부분에서 변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1H NMR을 통해 확인한 결과 δH 6.89 singlet과

δH 4.25, δH 3.95 doublet 이 Jvalue 19.3 Hz을 나타내며 germinal coupling을 이루면서 나타

났다. 다음으로 13C NMR chemical chift 확인 결과 δc 173.7, 140.7, 137.8, 49.8의 탄소 신호

를 통해 5-membered ring 이 기존의 furan ring에서 nitrogen으로 치환된 lactam 형태를 유

추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와 2D NMR data를 종합했을 때 furan ring은 carbonyl group

의 α 위치가 치환된 형태의 α-substituted-α,β-unsaturated-γ-lactam moiety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1H NMR 에서 남은 δH 4.62 quartet, δH 1.43 doublet은 구조 확인 결과 amino

acid 중 alanine에서 오는 신호로써 δH 4.62 가 δc 173.7, 49.8과 gHMBC correlation 이 나

타남에 따라 γ-lactam 말단부분에 alanine 이 연결된 형태를 확인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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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am ring에 amino acid가 연결된 형태는 glycine 한 종만 보고되고 있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C-1’ 위치의 absolute configuration 결정을 위해서 PGME　method를 사용

하였으며, 실험결과 D-configuration을 가지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Compound 5 의 분자식은 LRFABMS 분석에 의하여 C29H46NO6S2 로 결정되었고,

NMR data를 통해 3, 4 화합물과 유사하게 suvanine butyrolactam moiety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3C NMR 결과 δH 52.1 (CH2), 42.4(CH2), 38.3(CH3), and 23.0(CH2) 추가적으

로 발견되었다. COSY 실험을 통해 linear형태의 methylene 임을 확인하였고, 고립된 methyl

group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amino acid 형태 중 methionine sulfoxide 형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δc 52.1, 38.3 chemical shift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함.

Compound 6 의 분자식은 LRFABMS 분석을 통해 C27H42NO8S2의 형태로 나타났고,

NMR 분석을 통해 auxiliary chain은 δC 50.6 (CH2) and 39.8 (CH2) and δH 3.89 (1 H, dt,

J = 14.8, 7.0 Hz), 3.84 (1 H, dt, J = 14.8, 7.0 Hz), and 3.06 (2 H, t, J = 7.0 Hz) 의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D NMR 분석결과 lactam nitrogen 옆에 ethylene chain 형태가

연결된 taurine 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또한 sulfonic acid 의 존재는

downfield shift of C-2’at δC 50.6와 IR absorption bands at 1345 and 1155 cm-1 과 mass

data 를 통해서도 확인됨. 최종적으로 compound 6 은 suvanine taurine lactam 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Compound 7 은 1H NMR, 13C NMR 비교를 통해 suvanine의 A, B, C ring의 기본 골

격은 유지됨을 확인하였음. Furan ring 부분의 1H NMR 을 확인한 결과 δH 5.83 singlet과

δH 4.44, δH 4.05 doublet 이 Jvalue 20.4Hz 을 나타내며 germinal coupling을 이루면서 나타

났다. 다음으로 13C NMR chemical chift 확인 결과 δc 174.9, 163.9, 121.5, 53.6으로 나타났

고, 이상의 결과와 2D NMR data를 종합했을 때, furan ring은 carbonyl group의 β 위치가

치환된 형태의 β-substituted-α,β-unsaturated-γ-lactam moiety로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1H

NMR 에서 남은 δH 4.29, 2.18, 1.02, 0.83 은 2D NMR과 종합하여 amino acid unit 중

valine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aline의 methyl 신호가 동등하지 않은 이유는 hydrogen

bonding에 의해 free rotation 이 방해를 받아 δH 0.83 methyl 이 shielding effect를 많이 받

는 것으로 생각된다. C-1’의 absolute stereochemistry 는 compound 4 와 동일하게 PGME

method를 이용하게 S 배열임을 확인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lactam 의 carbonyl

group의 steric hindrance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D- L- amino acid를 선택적으로 취

하여 lactam moiety와 연결 된 것으로 생각된다.

갈색의 무정형 고체로 분리된 compound 8 은 HRFABMS 분석을 통해 C27H42NO8S2Na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고, lactam의 형태는 β-substituted-α,β-unsaturated-γ-lactam moiety

로 확인되었다. lactam 과 연결된 amino acid는 NMR 분석을 통해 δC 50.7 (CH2), 39.6

(CH2), and δH 3.83 (2 H, td, J = 7.2, 2.5 Hz), 3.06 (2 H, t, J = 7.2 Hz) compoound 6 와

동일하게 taurine moiety가 형태가 연결된 suvanine taurine lactam 형태로 최종 확인되었다.

흰색의 무정형 고체로 분리된 compound 9 는 1H NMR에서 δH 2.59, 1.46, 1.31, 1.56, 2.47

methylene proton 의 COSY correlation 과 연관 지어 짧은 alkyl chain 형태를 형성하면서

말단 부분의 δH 2.12 methyl은 –COCH3 형태로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남은 부분구조는 δH

2.59 반대쪽으로 연결됨을 HMBC correlation을 통해 확인하였고, δH 2.59가 triplet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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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에 따라 quarternary carbon이 인접해 있는 allylic position 임을 확인하였다. δH 2.59와

연결되는 δc 33.67 carbon chemical shift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δH 1.82 methyl

singlet과 gHMBC 연결이 나옴에 따라 quarternary carbon에는 methyl이 연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δH 1.82 singlet 이 Jvalue 1.8Hz 약한 doublet 형태로 갈라짐에 따라 double

bond의 sp2 methine proton δH 5.64 와 long-range couplng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부분구조로 δH 5.64 와 δc 169.50 의 연결이 나타남에 따라 주변에 amide 혹은

ester carbon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남은 proton δH 3.60 triplet, δH 2.97 triplet

과, carbon chemical shift, MS data를 고려했을 때 taurine 이 연결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amide carbon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compound 9 은 최종적으로 짧은 alkyl chain을 가진

conjugated 된 taurine의 형태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분자식은 HRFABMS 분석에 의하여

C13H23NO5S 로 결정함. 또한 이중결합의 configuration은 δH 5.64 singlet 과 δH 1.82

methyl proton 이 NOESY correlation 이 나타남에 따라 Z form 으로 결정하였다.

흰색의 무정형 고체로 분리된 compound 10 은 fatty acid taurine 형태를 띄고 있었으며,

compound 9 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carbonyl group이 oxymethine 형태로 바뀐 부분이며,

이 부분의 대한 absolute configuration을 결정하기 위해 Mosher’s method를 사용하여 분석

한 결과 9S의 configuration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리활성 test로는 K562 와 A549 cell line 에 대하여 cytotoxicity를 측정한 결과,

compounds 1-8 displayed moderate cytotoxicities (LC50 = 0.9-5.5 mM)를 나타내었다.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antimicrobial activity test 에서 suvanine N,N-dimethyl-1,3-

dimethylherbipoline salt (2)만 Gram-positive and Gram-negative bacteria 에 대해서 (LC50

= 0.78 mM)의 좋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taurine compounds 에 대해서는 각종

생리활성 test에서 중요한 생리활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12-1).

그림 3-3-12-1. Isol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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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1. Results of Bioactivity Tests for Compounds 1-10

그림 3-3-12-2. Structures of compounds 1-10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63

(7) 해양미생물 Bacillus sp. 102CH635-3로부터 Macrolide계열 물질 분리 및 구조결정

신규 화합물 1 (그림 3-3-13-1)은 white powder의 형태로 분리되어졌으며, LR-APCI-MS

의 positive mode에서 m/z 587.32 [M+Na]+ peak (부록 17)와 1H (부록 17) 및 13C (부록 17)

NMR의 해석을 통하여 분자량이 564이며, C30H44O10의 분자식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표 3-3-13-1). 화합물 1은 13C 스펙트럼에서 carbonyl carbon (δ 168.0)이 1개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methyl group (δ 21.2) 1개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산소가 붙어 있는

9개의 oxygenated methine carbon (δ 62.9∼ 82.8) 중 5개의 oxygenated carbon signal들은

sugar moiety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gHSQC 스펙트럼 (부록 17)에서 6개의 disubstituted

olefin (δ 117.7∼ 145.8)을 확인 할 수 있었고, 6 개의 methylene (δ 22.1∼ 42.3)이 존재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탄소-탄소간의 이중결합들 [α, β, γ, δ-unsaturated ester (C-2∼

C-5)와 두 쌍의 conjugated dienes (C-8∼ C-11, C-15∼ C-18)]의 geometry들은 1H

coupling constant에 의해 E (11.0∼ 11.5 Hz)와 Z (14.8∼ 15.8 Hz) 형태를 결정하였다.

1H-1H gCOSY 스펙트럼 (부록 17)과 gHMBC 스펙트럼 (부록 17)의 해석을 통해 각 부분구

조들을 연결함에 따라 화합물 1은 하나의 monocyclic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그림 3-3-13-2).

문헌을 통해 화합물 1은 기존에 알려진 Macrolactin C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화합물 1은 C-19 (δ 82.8)이 oxygenated carbon으로 gHMBC 해석 결과 sugar moiety와 연

결되어 macrolide계열의 신규 물질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그림 3-3-13-1. The structure of a new macrolide compound 1.

그림 3-3-13-2. Key HMBC and COSY correlations of compou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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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3-1. 1H and 13C NMR data of compound 1 in CD3OD

No. δ H , mult. (J in Hz) δ C, Type HMBC

1 - 168.0, C -

2 5.55, d (10.5) 117.7, CH C-4

3 6.61, t 145.8, CH C-5

4 7.37, dd (11.5, 15.5) 130.8, CH C-3

5 6.09, m 141.9, CH C-3

6
2.49, m
2.42, m

42.3, CH2 C-4, C-7, C-8, C-5’

7 4.18, m 74.2, CH C-5, C-8, C-9

8 5.69, t 136.7, CH C-7, C-10

9 6.43, dd (11.5, 15.0) 127.3, CH C-7

10 6.10, m 131.0, CH C-8, C-12

11 5.58, m 134.0, CH -

12
2.36, m
2.27 m

34.9, CH2 C-10, C-13

13 3.67, m 72.5, CH C-15

14 2.24, t 40.3, CH2 C-12, C-13, C-15, C-16

15 5.67, m 131.2, CH C-16

16 6.16, dd (14.5, 10.0) 133.3, CH -

17 5.56, t 129.1, CH C-18

18 6.09, d (13.0) 133.9, CH C-19

19 4.09, m 82.8, CH C-18, C-1’

20 1.65, m 35.0, CH2 -

21 1.37, m 22.0, CH2 C-20, C-22, C-24

22 1.59, m 37.0, CH2 -

23 5.06, m 70.9, CH -

24 1.24, d (6.0) 21.1, CH3 C-22, C-23

1’ 4.29, d (8.0) 103.3, CH C-19

2’ 3.18, m 78.0, CH C-1’

3’ 3.33, d (9.0) 78.3, CH C-4’

4’ 3.27, t 71.7, CH -

5’ 3.16, m 75.5, CH C-1’

6’ 3.63, ddd (12.5, 5.5, 5.5) 62.8, CH2 C-4’

신규화합물 2 (그림 3-3-13-3)는 white powder의 형태로 분리되어졌으며, LR-APCI-MS

의 negative mode에서 m/z 401.10 [M-H]- (부록 17)와 1H (부록 17) 및 13C (부록 17) NMR

의 해석을 통하여 분자량이 402인 C24H34O5 분자식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13-2).

화합물 2는 13C 스펙트럼에서 carbonyl carbon (δ 168.2)이 1개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methyl group (δ 20.9) 1개와 4개의 oxygenated methine carbon (δ 72.1∼ 74.1)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gHSQC 스펙트럼 (부록 17)에서 6개의 disubstituted olefin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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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145.4)을 확인 할 수 있었고, 6 개의 methylene (δ 22.6∼ 40.1)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H-1H gCOSY 스펙트럼 (부록 17)과 gHMBC 스펙트럼 (부록 17)의 해석을 통해

각 부분구조들의 연결성을 해석한 결과, 화합물 2는 하나의 monocyclic 구조를 이룬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을 통해 화합물 2는 기존에 알려진 Macrolactin I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화합물 2는 gCOSY 스펙트럼과 gHMBC 스펙트럼의 해석을 통해 C-19 (δ 73.8)은

oxygenated carbon으로 C-17(δH 6.17 / δC 132.4), C-18(δH 5.53 / δC 135.3), C-20(δH

1.52-1.61 / δC 38.1)과 연결되어 macrolide 계 신물질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그림 3-3-13-4).

그림 3-3-13-3. The structure of a new macrolide compound 2.

그림 3-3-13-4. Key HMBC and COSY correlations of compou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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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3-2. 1H and 13C NMR data of compound 2 in CD3OD

No. δ H , mult. (J in Hz) δ C, Type HMBC

1 - 168.2, C -

2 5.51, d (12.0) 118.0 CH C-1

3 6.60, t 145.4 CH C-1, C-5

4 7.31, t 131.0 CH -

5 6.03, m 141.9, CH C-3, C-6

6
2.36, m

2.47, m
41.9, CH2 C-5, C-7, C-8

7 4.17, m 74.1, CH C-5, C-6, C-8, C-9

8 5.68, dd (6.5, 15.0) 136.7, CH C-10

9 6.41, m 127.5, CH C-7, C-10, C-11

10 6.09, t 130.8, CH C-8, C-9, C-12

11 5.55, dd (6.7, 15.0) 129.3, CH

12 2.20, 2.44 m 34.9, CH2 C-11, C-13, C-14

13 3.71, m 72.1, CH C-15

14 2.26, m 40.0, CH2 C-12, C-13, C-15, C-16

15 5.71, m 130.7, CH C-14, C-17

16 6.06, dd (6.0, 16.0) 134.2, CH C-14

17 6.16, dd (10.5, 15.5) 132.4, CH C-15, C-19

18 5.53, m 135.3, CH C-16, C-19

19 4.04, m 73.9, CH C-17, C-18

20
1.51, m

1.61, m
38.1, CH2 C-18, C-19

21 1.38, m 22.5, CH2 C-22, C-24

22 1.65, m 37.2, CH2 C-19

23 5.00, m 72.4, CH C-21

24 1.26, d (6.0) 20.9, CH3 C-22, C-23

Macrolactin R (그림 3-3-13-5)은 white powder의 형태로 분리되어졌고, LR-APCI-MS의

positive mode에서 m/z 587 [M+Na]+의 peak (부록 17)와 1H 및 13C (부록 17) NMR 데이터

의 해석을 통하여 분자량이 564인 분자식 C30H44O10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문헌

조사를 통하여 Macrolactin R임을 알 수 있었다.

Macrolactin I (그림 3-3-13-5) 의 경우에도, white powder의 형태로 분리되어졌으며,

LR-APCI-MS의 positive mode에서 m/z 425 [M+Na]+의 peak 와 1H 및 13C (부록 17) NMR

데이터의 해석을 통해 분자량 402에 분자식 C24H34O5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문

헌조사를 통하여 Macrolactin I임을 알 수 있었다.

Macrolactin A 와 F는 yellowish, amorphous 형태로 분리되었으며, 둘 다 LR-APCI-MS

의 positive mode에서 m/z 425 [M+Na]+의 peak를 보였다. 각각의 1H 및 13C (부록 17)

NMR 데이터의 해석을 통해 두 화합물 모두 분자식 C24H34O5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문헌조사를 한 결과, Macrolactin A 와 F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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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5. Structures of macrolactins R, I, A and F.

(8) Streptomyces sp. 112CH148 유래 Violapyrone계열 물질의 구조결정

Violapyrone H (그림 3-3-14-2)는 MS, 1H, 13C, 2D NMR을 통하여 구조를 결정하였고,

신규 화합물임을 확인하였다. 이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특징은 표 3-4에 나타내었다.

Violapyrone H의 분자식은 1H , 13C NMR과 HR-ESI-MS (부록 17)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C14H22O3 으로 결정하였고, 불포화도는 4임을 확인하였다. 13C NMR 과 gHSQC (부록 17)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3개의 oxygenated quaternary carbon(δ C 164.8∼ 169.9), 1개의

olefinic methine carbon(δ C 102.0), 1개의 sp2 quaternary carbon(δ C 98.7), 5개의

methylene carbon (δ C 28.1∼ 40.1), 1개의 sp3 methine carbon(δ C 29.7), 1개의 methyl

carbon(δ C 8.4)그리고 1개의 isomethyl carbon(δ C 23.1)을 확인하였다. gCOSY (부록 17) 스

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2개의 aliphatic chain을 확인하였고, gHMBC (부록 17) 스펙트럼에서

이 두 사슬이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gHMBC 스펙트럼 분석에서 methyl proton (δ H 1.84)이

C-2, C-3, C-4 에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olefinic methine proton (δ H 5.96)은 C-3,

C-4, C-6 에 연결되어 α-pyrone ring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C-7 에 연결됨을 확

인하여 α-pyrone ring과 aliphatic chain이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14-2). 문헌조사

결과, 신규화합물임을 확인 하였고, violapyrone H 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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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ance Yellowish amorphous

Molecular formula C14H22O3

Molecular weight 238

HR-ESI-MS (m/z ) 261.1466 [M+Na]+ (calcd for 261.1467)

UV (MeOH) λmax nm (log ε) 290 (0.52)

IR (MeOH) νmax cm-1 3341, 2935, 1674

표 3-3-14-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violapyrone H

그림 3-3-14-1. The structure of a new violapyrone H.

그림 3-3-14-2. Key HMBC and COSY correlations of violapyrone H.

표 3-3-14-2. 1H and 13C NMR data of violapyrone H in CD3OD

No. δ H , mult. (J in Hz) δ C, Type HMBC

2 169.9, C

3 98.7, C

4 169.5, C

5 5.96, s 102.0, CH C-3, C-4, C-6, C-7

6 164.8, C

7 2.46, t (7.5) 34.4, CH2
8 1.64, m 28.1, CH2 C-7, C-9

9 1.34 30.4, CH2
10 1.34 28.3, CH2
11 1.19, m 40.1, CH2
12 1.53, m 29.7, CH

13 0.88, d (6.5) 23.1, CH3 (x 2) C-11, C-12

3-Me 1.84, s 8.4, CH3 C-2, C-3,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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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 해양생물 함유 화학종 다양성 분석

- 해면 Suberea sp. 유래 세포독성 bromotyrosine 화합물 발굴

l Suberea sp, 추출물 세포독성 및 함유 화합물 분리 정제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에서 채집된 Suberea sp. 해면 추출물의 세포독성 (K562 생장 억제

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IC50 6.4 μg/mL). 활성 물질의 발굴을 위한 화학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신규 화합물 8종을 포함한 (그림 3-3-15-1, 푸른색 구조로 표시) 17개의

bromotyrosine 화합물을 획득하였다.

그림 3-3-15-1. 열대해면 Suberea sp. 유래 bromotyrosine 화합물

l 신규 화합물의 구조 및 활성

신규 화합물은 4종의 ceratinamide 유도체 (subereamide A-C, hydroxysubereamide)와 4종

의 psammaplysin 유도체 (hydroxyceratinamide A, psammaplysin X-Y,

hydroxypsammaplysin X)임을 확인하였다.

- 해면 Xestospogia sp. 유래 세포독성 quinone 화합물 발굴

l Suberea sp, 추출물 세포독성 및 함유 화합물 분리 정제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에서 채집된 Xestospongia sp. 함유 화합물 분석 및 분리를 통해 신물

질 xestosparol N을 비롯한 halenaquinone 유도체 8종 확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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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2. 열대해면 Xestospongia sp. 유래 halenaquinone 유도체

l halenaquinone 유도체의 암세포 생장 억제 활성

확보된 8종의 halenquinone 유도체의 6종의 인간 암세포주에 대한 생장 억제 활성을 측정

하였다. 이들 화합물 중 특히 halenaquinone과 adociaquinone B가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하였다. 특히 quinone, C-3 carbonyl 및 taurine 잔기가 본 유도체들의 항암활성에 있

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표 3-3-15-1. halenaquinone 유도체의 암세포생장 억제 활성 (IC50, μg/mL)

- 해면 Petrosia sp. 유래 세포독성 acetylene 화합물 발굴

l Petrosia sp. 추출물 및 분핵물의 새포독성 검정

해면 Petrosia sp.의 추출물은 높은 세포독성(K562 생장 억제 활성)을 나타내며 (IC50 6.8

μg/mL), reverse-phase column을 사용하여 획득한 분핵 중 특히 5번째 (10% aqM) 분핵이

매우 높은 독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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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3. Petrosia sp. 추출물 분핵 및 분핵물 세포독성

l 추출물 함유 화합물의 분리, 정제 및 분석

가장 활성이 높은 10% aqMl 분핵으로부터 알려진 acetylene 화합물 3종 (petrosiacetylene

A-C) 및 신규한 구조의 유도체 petrosiacetylene E가 발굴됨. 5종의 암세포에 대한 생장 억

제 활성을 검색한 결과, 모든 화합물이 높은 암세포 생장 억제 활성을 나타내며, 특히

petrosiacetylene E가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3-3-15-4. Petrosia sp.유래 petrosiacetylene 유도체

표 3-3-15-2. Petrosiacetylene의 암세포생장 50% 저해 농도 (IC50, μM)

compound NCI-H23 PC-3 ACHN NUGC-3 HCT-15

petrosiacetylene A 3.35 6.70 6.08 7.42 8.98

petrosiacetylene C 5.32 7.20 10.2 10.2 10.3

petrosiacetylene E 1.31 2.35 3.79 2.48 3.80

Adriamycin 1.59 1.71 1.98 0.51 1.42

l Petrosiacetylene 유도체의 세포독성 및 작용기전

여러 암세포주에 대한 화합물들의 생장저해 활성을 비교하여 각 암세포주의 화합물에 대

한 민감도가 암세포들이 함유한 CYP2E1효소의 발현정도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CYP2E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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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의 산화를 유도하여 carbonyl 화합물 형태의 대사체를 생성시키는 효소로서 다양한

암세포주에서 각기 다른 수준으로 발현되었다. 암세포주와 활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petrosiacetylene 계열의 물질들이 세포내 대사과정을 거쳐 α,β-unsaturated ketone 형태의

물질로 변환되어 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나타낼 것으로 작용 기전을 예측하였다.

그림 3-3-15-5. Petrosiacetylene E의 활성 대사체 규명

- 해면 Scalarispongia sp. 유래 세포독성 indole 화합물 발굴

l Scalarispongia sp. 추출물 함유 화합물 분리, 정제 및 분석

Scalarisponiga 속 해면에 대한 화학분석 및 화합물 분리 정제를 수행하여, 극성 분획에서

indole 구조 함유의 대사산물 10종을 발굴. 3종의 경우 신규 구조를 지니는 물질로 확인되어,

심층적인 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 indole glyoxamate 및 heteroaromatic 구조 함유의

monomer, dimer 형태 indole alkaloid 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3-3-15-6. Scalarispongia sp. 유래 신규 hydroxyindole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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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제 화합물의 세포 독성

10종의 indole 정제 화합물의 백혈병 세포주 생장 억제 활성을 측정하였다. 특히 dimer 형

태의 hydroxyindole 화합물이 높은 암세포 생장 억제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발견은 향후 백혈병 세포주 생장 억제 활성 물질 개발에 있어 화합물 설계의 주요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15-7. Scalarispogia sp. 유래 5-hydroxyindole 화합물의 세포독성 (K562 생장

억제 활성 (IC50)

- Stylissa 속 해면 화학분류 및 bromopyrrole 화합물 발굴

l NMR 분석을 통한 bromopyrrole 함유 해면 추출물 발굴

채집 지역과 시기가 상이한 해면 추출물의 NMR 분석을 통해 유사한 형태학적 특징을 가

지는 각 채집물들이 추출물들의 화학 조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bromopyrrole계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해면을 4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화합물 분리하였다.

그림 3-3-15-8. 추출물 NMR 분석에 기반한 bromopyrrole 함유 해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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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tylissa falbeliformis 추출물 함유 화합물의 분리, 정제 및 분석

형태학적으로 Stylissa flabeliformis로 확인된 해면 102CH-221에 대한 화학분석 및 화합물

분리정제를 수행하여, 7종의 bromopyrrole 화합물을 획득하였다, 발굴된 화합물들에 대한 활

성 분석을 진행중에 있다.

그림 3-3-15-9. Stylissa flabeliformis 유래 bromopyrrole alkaloid

- Ircinia 속 해면 채집 지역별 대사산물 비교 발굴

Terpene, alkaloid, polyketide 등 다양한 화합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ircinia 속 해면

을 각기 다른 서식지에서 채집하여 분석하였다.

l 마이크로네시아 해면 유래 irciniastatin 유도체 발굴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에서 채집된 Ircinia sp.로부터 linear terpene (3종)과 irciniastatin 유

도체 (5종)을 발굴하였다. 특히 irciniastatin A는 암세포 생장 억제 활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새로 발굴된 유도체들에 대해서도 암세포 생장 억제 활성을 측정, 일부 암

세포에서 항진된 활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3-3-15-10. Irciniastatin 유도체 및 이들의 암세포 생장억제 활성

l 인도네시아 해면 유래 manzamine 유도체 발굴

인도네시아에서 채집된 ircinia sp.로부터 5종의 manzamine 유도체를 획득하였다. 3종은

아래 그림과 같이 기지의 manzamine 유도체로 확인 되었으며, 신규 물질로 예상되는 2종의

물질에 대한 구조 규명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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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11. Ircinia sp. 유래 기지 manzaine 유도체

- Coscinoderma 속 해면 채집 시기별 대사산물 비교 발굴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주변에 우점종으로 존재하는 Coscinoderma 속 해면을 각기 다른 시

기에 채집하여 화학분석을 수행하였다.

l Coscinoderma sp. 추출물의 세포독성 검정 및 화합물 분리

2009년에 채집된 Coscinoderma sp.는 원주민들 사이에서 독성을 나타내는 해면으로 알려

져 있어 추출물 분핵의 세포독성 검색을 수행하였다. 높은 활성을 나타낸 분핵을 중심으로

화합물 분리, 정제를 통해, halisulfate 1과 함께 suvanine 및 유도체 8종을 획득하였다.

그림 3-3-15-12. Coscinoderma sp. (09CH-W-01) 분핵물 세포독성 (K562 생장 억제 활성

(IC50)) 및 함유 suvanine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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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oscinoderma 속 해면 추출물 함유 화합물의 분리, 정제 및 분석

2010년에 채집된 Coscinoderma sp. 추출물의 분리 정제를 통해 4종의 halisulfate 유도체

를 획득하였다.

그림 3-3-15-13. Coscinoderma sp. (102CH-102)로부터 halisulfate 유도체 분리

l Halisulfate 유도체 합성

Halisulfate 유도체는 여러 종류의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및 염증 억제 활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되어 있다. 해면으로부터 확보된 halisulfate 유도체의 다양성을 확장하고자

halisulfate 화합물의 산처리를 통해 3종의 유도체를 추가 확보하였다.

그림 3-3-15-14. Halisulfate 1의 화학 변환을 통한 유도체 확보

상기의 결과에 기반하여 화학적 구조 변환을 통한 suvanine 및 halisulfate 유도체 라이브

러리 확보 및 다양한 활성 검색 연구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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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rite outgrowth 활성 추출물 분석

l Neurite outgrowth 활성 해외생물 추출물 발굴

해외 해양생물 추출물의 neurite outgrowth 활성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 물질을 생산

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해면 8종을 발굴하였다. 이 중 2종의 해면에 대

한 화학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3-15-15. 해면 추출물의 neurite outgrowth 활성 측정 결과 및 활성 물질 생산기작

보유 해면

l Neurite outgrowth 활성 추출물 함유 화합물 분석 (111KO-418)

확보된 해양생물 추출물 중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낸 코스래 해면 111KO-418에 대한 화

학분석을 수행하였으며, bromopyrrole 계열의 oroidin 및 유도체 1종을 확보하였다. 정제 화

합물에 대한 활성 확인을 진행중에 있다.

그림 3-3-15-16. 해면 111KO-418 추출물 화학분석 및 화합물 분리

l Neurite outgrowth 활성 추출물 함유 화합물 분석 (112CH-604)

확보된 해양생물 추출물 중 111KO-418과 함께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낸 축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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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CH-604에 대한 화학분석 및 화합물 분리 정제를 하여 14종의 sarasinoside 및 2종의

pouoside 유도체를 발굴하였다. 이 중 4종의 sarasinoside는 신규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으

로 예상되어, 심층적인 구조 분석 수행 중에 있다.

그림 3-3-15-17. 해면 112CH-604 유래 sarasinoside 및 pouoside 유도체

- 해면 Hyrtios sp. 유래 항균 indole 화합물 발굴 및 유도체 합성

l Hyrtios sp. 함유 화합물의 Srt A 및 ICL 억제 활성 검색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채집된 Hyrtios sp.의 추출물로부터 획득, 분리되고 구조 규명된

5-hydroxyindole 형태의 천연물 7종의 항균활성 관련 효소 Srt A 및 ICL에 대한 저해 활성

을 검색하였다.

그림 3-3-15-18. 해면 Hyrtios sp. 유래 화합물 및 이들의 효소 억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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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활성 천연물 유도체 합성 및 효소 억제활성 검색

천연물 중, ICL, 및 Srt A에 대한 저해 활성이 높으면서, 다양한 구조 변환 가능성 및 합

성적 용이성을 가지는 화합물 2종 (그림 3-3-15-19. 화합물 1, 7)을 선정하여 화학종 다양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Indoleglyoxamide 및 indoleglyoxylate 화합물 12 종 및 β-Carboline 화

합물 23종 포함, 총 39종의 화합물을 합성하였다.

그림 3-3-15-19. Indole계 천연물 유도체 합성

l 합성 유도체 항균활성 검정

합성된 천연물 유도체의 Srt A, ICL 저해 활성 및 세균, 진균 생장 억제 활성을 조사하여,

isocitrate lyase 억제 활성으로 세균의 세포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화합물 3종, 선택적인

sortase A 억제 활성이 기대되는 화합물 8종을 발굴하였다. 천연물 보다 높은 효소 억제 활

성의 화합물 11종 발굴 하였으며, 기준물질 p-HMB보다 높은 활성의 Srt A 억제제 6종 발

굴하였다.

그림 3-3-15-20. 대표적인 합성 유도체 및 이들의 효소억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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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용 해양천연물 화학종 다양성 획득

- 옥사졸 2번과 인돌 2번 위치의 변형

Streptochlorin 구조 중 옥사졸에서의 구조 변형이 약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옥

사졸 2번 위치에 알리파틱(aliphatic) 또는 아로메틱(aromatic) 단이 포함된 유도체를 아래의

합성방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그림 3-3-16-1).

그림 3-3-16-1. 옥사졸 2번과 인돌 2번 위치의 변형

Robinson-Gabriel oxazole 합성법을 이용하여 해당 옥사졸 고리를 도입한 후 NCS

(N-chlorosuccinimide)를 이용한 염소화 반응을 통해 옥사졸 4번 위치가 염소로 치환된 최종

물질을 도출하였는데 이 반응을 통해 원하는 유도체 뿐 아니라 인돌의 2번 위치가 동시에

염소로 치환된 유도체를 반응 부산물로 얻을 수 있었다.

인돌 2번 위치에 수소가 아닌 다른 치환기를 도입하면 분자의 입체배좌(conformation)가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들 dichloro 유도체들은 분자의 입체배좌가 약효에 끼치

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데 중요한 소재로 활용될 예정이다(그림 3-3-16-2).

그림 3-3-16-2. 인돌 2번 위치의 치환기에 따른 입체배좌의 변화 - MM2 에너지

최적화프로그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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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사졸(oxazole) 4번 위치의 변형

Streptochlorin의 옥사졸 4번 탄소에 위치한 염소기(chloro)를 브롬(bromo), 또는 불소

(fluoro)기 등의 다른 치환기로 변형시켜 streptochlorin에 비해 생리활성이 개선된 유도체를

찾고자 시도하였다(그림 3-3-16-3). 현재까지 브롬기, 불소로 치환된 유도체가 합성되었다.

그림 3-3-16-3. 옥사졸(oxazole) 4번 위치의 변형

(3) 인돌(indole) 4,5,6,7번 위치의 변형인돌 phenyl기의 변화가 전체 활성에 주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화학적 변형을 시도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 유도체를 합성하기 위해

Robinson-Gabriel 옥사졸 합성법과 van Leusen 옥사졸 합성법을 교차로 사용하여 다수의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streptochlorin합성법을 이용하여 수행된 기초적 구조-활성관계 연구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그림3-3-17-1).

그림 3-3-17-1. 구조-활성 관계연구 전략

첫째 van Leusen 옥사졸 합성법을 사용하여 인돌고리의 Y, Z 위치에 치환기를 도입하였

다, 둘째 Robinson-Gabriel Oxazole 합성법을 이용하여 옥사졸 Y"위치에 치환기 도입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돌과 옥사졸 X, X"위치에 다양한 치환기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streptochlorin 유도체들의 항암활성을 측정한 결과 streptochlorin 인돌 고리에 각각 C5

hydroxyl group, C2 chloro, phenyl 등의 치환기와 옥사졸고리 C2'에 phenyl기가 도입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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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항암활성이 눈에 띄게 개선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인돌고리 2번 탄소에 phenyl기가 도

입되었을 때 streptochlorin에 비해 7배 이상 항암활성이 개선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앞으로

streptochlorin 구조-활성관계연구는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3-17-2)

그림 3-3-17-2. 합성된 대표적 streptochlorin 유도체와 항암활성

-. 항암물질 violapyrone 및 유도체의 효율적 합성법 개발

Violapyrone은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에서 채집된 가시면류관 불가사리 (crown-of-thorns

starfish)의 streptomyces계열 공생세균 배양액에서 분리 정제된 해양천연물 군(family)으로

서 총 9개의 α-pyrone계열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추가된 X. Huang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violapyrone은 흰눈썹긴팔원숭이 (Hylobates hoolock)의 배설물로 부터 분리된

Streptomyces violascens 배양액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화학구조적인 면에서 violapyrone은 중심골격인 α-pyrone 6번 탄소에 알킬사슬이 연결되

어 있는데, 특히 violapyrone C의 11번 탄소에 입체화학(stereochemistry)이 있어 화학적 합

성을 통한 이 부분의 구조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3-3-17-3. Violapyrone 계열 대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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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의 NCI 암세포주에 대한 항암활성 측정결과 6개 모두에 대해서 활성이 있으며 특히

NCI-H23(lung cancer)와 NUGC-3(위선암)에 대한 항암활성이 좋은 것으로 측정결과 밝혀졌

다. 특히 종양의 진행, 침투, 전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HIF(hypoxia-inducible

factor) 기전에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hypoxia response element (HRE)에 대하여

luciferase reporter를 발현하는 HCT116 결장암 세포주를 이용해 생리활성을 측정한 결과

(+)-violapyrone C가 HIF(hypoxia-inducible factor) 기전에 대해 저해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

다. 따라서 violapyrone의 효과적인 합성법 개발은 입체화학 규명과 다양한 유도체 획득을

통한 해양천연물 기반 화학종 다양성 확대를 위한 필수 단계이다.

(+)-Violapyrone C의 효율적 합성을 위해 역합성분석(retrosynthetic analysis)을 수행한 결

과 시판중인 (S)-(-)-2-methyl-1-butanol을 출발물질로 하여 Corey-Fuchs 반응을 통한 탄

소-탄소 삼중결합 도입하였다. 그리고 금촉매를 이용한 6-endo-dig intramolecular α-pyrone

고리의 형성 등의 주요 화학 반응을 거쳐 목표물질인 α-pyrone (+)-violapyrone C을 합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그림 3-3-17-4).

그림 3-3-17-4. (+)-Violapyrone C의 역합성 분석

앞서 서술한 역합성 분석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violapyrone C의 합성은

(S)-(-)-2-methyl-1-butanol을 출발물질로 하는 hydroxyl기의 요오드화 반응으로부터 시작

된다. 이에 따라 (S)-(-)-2-methyl-1-butanol을 imidazole, iodine, 그리고 PPh3을 이용한 요

오드화 반응조건에 적용하고, 생성물은 주요 반응단계인 Wittig olefination을 위해 PPh3과

반응시켜 phosphonium salt 10을 84%의 수율로 얻었다. 또한 Wittig olefination을 위한 반

응 상대물질인 알데히드12는 1,4-butanediol 11의 silver(I) oxide를 이용한 선택적

benzylation과 이어진 Swern oxidation을 통해 82%의 전체 수율로 얻었다(그림 3-3-17-5).

이렇게 얻어진 phosphonium salt 10과 알데히드 12는 n-BuLi을 이용한 Wittig반응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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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olefin 13으로 변환된다.

Wittig olefination 생성물인 olefin 13에 존재하는 benzyl보호기의 제거와 탄소-탄소 이중

결합에서 탄소-탄소 단일결합으로의 변환은 palladium촉매를 이용한 수소화 반응을 통해 동

시에 이루어져 octanol 14를 97% 수율로 얻었다(그림 3-3-17-5). Nonyne 16은 octanol 14에

서 알데히드로의 산화반응과 이어지는 dibromo olefin 15, 그리고 리튬-브롬 치환반응 등 일

련의 과정을 통해 탄소-탄소 삼중결합을 도입하는 Corey-Fuchs반응을 통해 합성되었다(그

림3-3-17-5).

그림 3-3-17-5. (+)-Violapyrone C의 합성도-PartI

그림 3-3-17-6. (+)-Violapyrone C의 합성도-PartII

Nonyne 16에 n-butyllithium과 methyl chloroformate를 이용하여 에스테르기를 도입하고,

이어 LDA(lithium diisopropylamide)와 tert-butyl propionate를 사용하는 클라이센 중합반응

(Claisen condensation)을 통해 중간체17과 18의 혼합물을 얻었다(그림 3-3-17-6). 마지막 단

계로 금 촉매를 이용한 6-endo-dig intramolecular alpha-pyrone합성법을 통해 목표물질인

(+)-Violapyrone C을 얻었다(그림 3-3-17-6). 생물로부터 얻어진 천연물질과 합성물질이 동

일함을 밝히기 위해 두 물질의 광회전(optical rotation)을 분석한 결과 생물유래 물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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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d = +50 (c 0.1, MeOH)이고 합성물질의 [α]d = +49 (c 0.1, MeOH)로서 동일한 물질임이

입증되었고 이밖에 1HNMR, 13CNMR, mass spectroscopy데이터 등도 천연물과 일치하여

(+)-Violapyrone C이 합성되었음이 증명되었다(그림 3-3-17-7).

그림 3-3-17-7. 합성된 violapyrone C의 optical rotation 비교

또한 수득율 측면에서 출발물질 9로부터 목표물질까지의 합성 전체 수율이 22%로서 효율

적으로 물질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합성방법임이 확인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violapyrone의

합성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violapyrone유도체들이 합성되었다.

그림 3-3-17-8. 합성된 violapyrone 유도체

-. Ieodomycin B

Ieodomycin B는 Bacillus sp.의 배양액에서 추출된 지방산 구조를 갖는 해양천연물로서

Gram-positive/Gram-negative 병원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역합

성 분석 결과 ieodomycin B는 1,3-propanediol을 출발물질로 하여 asymmetric allylation과

substrate-directed asymmetric iodolactonization을 통해 합성될 수 있음이 예상되었다(그림

3-3-17-9).

그림 3-3-17-9. Ieodomycin B의 역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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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성분석에 기반한 ieodomycin B의 화학적 합성을 위해 1,3-propanediol을 silver(I)

oxide와 benzyl bromide을 이용하여 monobenzyl 중간체 2를 얻었음(그림 3-3-17-10). 이렇

게 얻어진 중간체2는 다시 swern oxidation 반응을 통해 asymmetric allylation을 위한 반응

물질인 알데히드3으로 전환되었다(그림 3-3-17-10). Ieodomycin B의 lactone2번 탄소에

hydroxyl기 입체화학을 도입하기 위해 키랄성 리간드 (S)-BINOL, Ti(OiPr)4,

allyltributylstannane을 사용하는 asymmetric allylation을 시도하여 원하는 중간체4를 얻었으

며 입체화학은 MTPA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그림 3-3-17-12). 중간체4의 이차알코올

기에는 TBDPS 보호기가 도입되었고(중간체5), benzyl보호기의 선택적 제거는 DDQ를 사용

하여 일차알코올6을 얻을 수 있었다. 알코올의 카르복실산으로의 전환은 화학적으로 중요한

산화반응이며 특히 일차알코올6와 같이 이중결합을 내포하고 있는 알코올의 경우 기존의 일

반적 산화반응을 적용했을 경우 이중결합까지 모두 산화되는 경우가 많아 chemoselective하

게 알코올기만 카르복실산으로 변화시키는 반응은 다단계합성에서 꼭 필요한 합성방법이다.

그림 3-3-17-10. Ieodomycin B의 합성

그림 3-3-17-11. Ieodomycin B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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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알코올6에 PDC(pyridinium dichromate)를 적용해본 결과 알코올에만 선택적으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 카르복실산7을 얻을 수 있었다. 카르복실산7에는 TBDPS(tert-butyl

diphenylsilyl)보호기가 있어서 전이상태(transition state)에서 원하는 입체화학을 갖는

isomer8이 주생성물로 얻어진다.

그림 3-3-17-12. Lactone 8 입체화학의 MTPA방법을 통한 검증

Ieodomycin B 합성을 완료하기 위해서 isomer8을 mCPBA와 NaHCO3을 이용하여 일차알

코올로 변환시키고, 이를 다시 Dess-Martin periodinane을 이용하여 알데하이드10으로 변환

시켰다(그림 3-3-17-11). 중간체11은 알데하이드10을 acetonyltriphenyl phosphonium

chloride와 반응시켜 탄소-탄소 이중결합을 형성하는 Wittig olefination을 통해 64%의 수율

로 얻을 수 있었고, 중간체11에 존재하는 이중결합은 팔라듐 촉매와 수소를 이용한 수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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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으로 환원되어 중간체12로 변환되었다(그림 3-3-17-11). 앞으로 중간체12에 포함된 카르

보닐기를 통해 olefination을 시도하여 목표물질인 ieodomycin B의 합성을 마무리할 예정이

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ieodomycin B 유도체를 합성하여 천연물기반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구축된 화합물 라이브러리는 부록 18에 나타냈다.

(11) 생리활성 Psammyaplysin 합성

- 4차년도 결과

Psammyaplysin A-H 계통의 화합물은 1996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모두 목

적화합물의 왼쪽에 해당하는 구조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핵심

구조의 합성을 목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O

N
O

O N
H

O

Br

MeO

Br

HO

Br

Br E
D

Target Structure

아래와 같은 반응에 따라 Target 화합물을 합성하기로 계획하였다. 우선 구입이 가능한

dihydroxyacetone을 출발 물질로하여 acetal A 를 합성한다. 그리고 1,3-propanediol에서 3단

계 반응으로 알데히드를 합성한 후, 다시 3단계 반응을 진행하여 알데히드 B 를 얻는다. 중

간체 A 와 B 를 proline 유기 촉매 하에서 반응시키면 알돌 반응이 진행되어 중간체 C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중간체 A 합성

한번에 A 를 합성 할 수 있는 1,3-dimethoxyacetone을 출발물질로 사용하기에는 경제적으

로 적합하지 않아서 trizmahydrochloride를 시작물질로 사용하였다. 2,2-Dimethoxypropane

과 trizmahydrochloride을 CSA 촉매 하에서 반응시켜서 다이올에 보호기를 붙인 아미노알코

올 1 을 76% 수율로 합성하였다. 이 반응은 처음에는 TsOH 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TsOH

를 무수상태로 만드는 것이 어려워 무수상태로 얻을 수 있는 CSA를 선택하였다. 반응을 무

수상태로 보내는 이유는 아세탈 생성 이후 물로 인한 역반응을 막기 위함이다. 화합물 1 을

NaIO4를 사용하여 아미노알코올을 산화적 분해하여 중간체 A 를 합성할 수 있는데, 중간체

A 는 끓는점이 낮아서 Kugelohr distillation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중간체 C 합성은 1차년

도 전반기 목표였던 중간체 C 는 (S)-aspartic acid를 시작물질로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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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S)-aspartic acid를 두 번의 반전 메커니즘을 통해 아민을 브롬으로 치환반응하여 화

합물 2 를 얻은 뒤, borane complex를 사용하여 카르복시산을 알코올로 환원시켜 두 반응

93%의 수율로 다이올 3을 얻었다. 다이올 3을 NaH를 사용하여 먼저 알콕사이드를 얻고 한

쪽 알콕사이드로는 에폭사이드를 만들고 다른 쪽 알콕사이드는 TBSCl와 반응시켜 화합물 4

를 77% 수율로 얻었다. 키랄 에폭사이드 4 를 알릴화 반응시킬 때, 먼저 cuprate의 적합한

반응 조건을 찾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78oC에서는 반응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40oC

에서는 1시간 안에 반응이 종결됨을 확인하였고, -20oC 이상으로 올라가면 cuprate가 더 이

상 반응이 진행 되지 않음을 관찰 하였다. 결론적으로 CuI와 allylMgBr를 에폭사이드 4 와

–40oC에서 알릴화 반응시켜 중간체 5를 80% 수율로 얻었다. 중간체 5 의 2차 알코올을

TBSCl을 사용하여 보호한 뒤, OsO4과 NMO를 사용하여 이중결합을 산화하여 다이올 7 을

95% 수율로 합성 하였다. 이 다이올을 산화 분해반응을 통해 알데하이드를 포함한 중간체

B 를 합성하였다.

O

O

O

TBSO

TBSO

OH

O O

O

D-Proline, A

DMF, 5 oC, 30%

C

HO
OH

O

O

NH2

HO
OH

O

O

Br

HO
OH

Br

TBSO
O

TBSO

OH

KBr, NaNO2

H2SO4/H2O

BH3SMe2 complex

THF, 93%( 2 steps)

NaH 2 eq
TBSCl 1.2 eq

THF, 90%

MgBr, CuI

OsO4, NMO
TBSO

OTBS

TBSO

OTBS NaIO4

OH
OH

TBSO

OTBS

O

(S)-Aspartic acid 2 3

THF, -78 to -40 oC, 80%
4 5

6

Acetone: H2O =2:1
95%

7
EtOH: H2O = 1:2

95%

B

TBSOTf, 2,6-lutidine

CH2Cl2, -78oC, 81%

전구체 C 는 중간체 A 와 B 의 안티-알돌반응을 통해 합성한다. 본 실험에서는 키랄유기

촉매로 잘 알려진 천연물 (D)-프롤린을 선택하여 알돌반응을 수행하였다.

먼저 (D)-프롤린 촉매하에 중간체 A와 aldehyde B가 반응하여 안티-알돌 생성물을 합성

하는지 확인하는 연습반응을 수행하였다. (D)-프롤린 0.3당량에 하이드로신남알데히드

(hydrocinnamaldehyde)와 중간체 A 를 반응시켰고 원하는 안티-알돌 생성물이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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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짐을 확인하였다. 본 반응은 연습반응에서 진행한 반응조건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D)-프롤린을 0.3 당량만 사용했을 때는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고 반응 수율이 좋지 않았는

데, (D)-프롤린의 양을 1 당량으로 늘렸을 경우 원하는 안티-알돌 생성물의 수율 증가 및

반응시간이 단축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알데히드 B 당량 케톤 A 당량 (D)-프롤린 당량 반응시간 수율

1 1 5 0.3 8일 7%

2 1 5 1 5일 57%

- 중간체 D 합성

기존에는 중간체 C 의 알코올을 먼저 산화하여 ketone을 얻고, 산 조건에서 1차 알코올의

TBS 보호기를 제거하여 고리화 반응을 일으킨 뒤, 다시 산 조건에서 hydroxylamine을 사용

하여 스피로 물질을 합성한 뒤 CDI를 사용하여 다이올을 보호하는 방법을 계획했었다. 그러

나 이 계획에서는 TBS보호기 제거 후 고리화 반응이 일어날 때 두 개의 ketone에 대한 선

택성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원하는 7각고리가 합성될 수도 원치 않는 9각형으로 고리화 반응

이 진행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BSO

TBSO

OH

O O

O
C

DMP

TBSO

TBSO

O

O O

N

MC, 2 h, 80%

9

NH2-OTBS

MC TBSO

TBSO

OH

O O

N
OTBS

8

H+

O

O

N
O

OTBSO

10

O

O

N
O

OTBSO

O

D

OTBS

1. H+

2. CDI, TEA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알돌반응 이후 중간체 C 의 2차 알코올을 산화시켜 ketone을 합성

하는 것 이전에 화합물 A 에서 온 ketone을 oxime으로 치환한 이 후 2차 알코올을 산화시

켜 ketone 을 얻었다. 이를 통해 화합물 A 에서 온 ketone과 말단 알콜이 반응하여 9각고리

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합성한 C 중간체의 ketone을 oxime으로 치환반응하기 전

hydroxylamine을 TBS로 보호하였다. 이 보호된 hydroxylamine을 사용하여 70% 수율로

oxime을 포함한 중간체 8을 합성하였다. 중간체 8의 2차 알코올을 Dess-Martin Periodinane

을 사용하여 산화 반응하여 ketone을 포함한 화합물 9를 89%수율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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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년도 결과

- 중간체 D 합성

1차년도에 이어서 전구체 A 와 B 의 알돌 반응을 통하여 중간체 C 를 30%의 수율로 합

성하였다. NH2-OTBS를 이용하여 8 의 oxime 화합물을 합성한 후 Dess-Martin 산화반응

으로 9 화합물을 합성하였다. 합성한 9 화합물로부터 스피로 물질 10 을 합성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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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시약 당량 반응 용매 반응 온도 시간 수 율

1

CSA

0.3 eq
MC : MeOH 

= 1:1
0 oC to rt

24 h
unknown 

product

2 0.2 eq 24 h
unknown 

product

실험 결과 1차, 2차 알코올의 TBS기가 떨어진 미지의 화합물이 생성되었고, 스피로 화합

물 10 은 생성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조건에서 고리화 반응을 시도해보기로 계획하였다. 화합물 9 를 합성

하기 위한 중간체 6 이 많이 있었지만, 이 중간체에서 화합물 9 를 합성하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화합물 9 를 대량으로 합성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다양한 산. 용매 조건

으로 고리화 반응을 진행해 볼 예정이다.

Entry 시약 당량 반응용매 반응온도 비고

1 CSA(catalytic) 0.2 eq MeOH/MC 0℃

2 PPTS 0.2 eq MC 0℃

3
TBAF

Then, p-TsOH
0.2 eq THF ; MC 0℃

4 12M HCl 0.2 eq MeOH 0℃

5 BF3·Et2O 0.2 eq CHCl3 0℃

6 5% HF 0.2 eq MeCN 0℃

7 NH4 F 0.2 eq MeOH 0℃

8 TFA 0.2 eq MC/H2O 0℃

9 HF·Pyridine 0.2 eq THF/Pyridine 0℃

10 HF·TEA 0.2 eq THF/Pyridine 0℃

또한 고리화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화합물 9 의 1,2차 알코올의 보호기의 문제라

고 예측하여, 2차 알코올의 보호기를 산 조건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세틸기로 보호하여 고리

화 반응을 진행해보았다.

- 중간체 B’의 합성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2차 알코올을 아세틸기로 보호한 중간체 B‘를 합성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천연물인 (S)-aspartic acid를 두 번의 반전 메커니즘을 통해 아민을 브롬으로

치환 반응하여 화합물 2 를 얻은 뒤, borane complex를 사용하여 카르복시산을 알코올로 환

원시켜 두 반응 93%의 수율로 다이올 3을 얻었다. 다이올 3 을 NaH를 사용하여 먼저 두 개

의 알콕사이드를 얻고 한 쪽 알콕사이드로는 에폭사이드를 만들고 다른 쪽 알콕사이드는

TBSCl와 반응시켜 화합물 4 를 90% 수율로 얻었다. CuI와 allylMgBr를 에폭사이드 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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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oC에서 알릴화 반응하여 중간체 5 를 80% 수율로 얻었다. 중간체 5 의 2차 알코올을

아세틸기로 보호한 6’ 을 97% 수율로 합성하고, OsO4과 NMO로 이중결합을 산화하여 다이

올 7’ 을 95% 수율로 합성 하였다. 이 다이올을 산화반응을 통해 알데히드를 포함한 중간체

B’ 를 95% 수율로 합성하였다.

- 중간체 9’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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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zma⁃hydochloride를 시작물질로 하여서 두 단계로 합성한 전구체 A 와 앞서 합성한

B’ 의 anti-알돌 반응을 진행하여 원하는 중간체 C‘ 을 합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반응 결

과 이전의 반응보다 수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카이랄 화합물을 합성할 수 없었

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진행해 보았으나,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호기로써 아세틸기 역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일단 합성한 C’ (mixture)로 다음반응이 진행여부와 수율을 알아보기 위해 Oxime9’번 화

합물까지 합성하였다. 이 단계에서도 이 전에 TBS protection한 화합물보다 수율이 낮게 얻

어져 2차 alcohol의 보호기를 TES로 바꿔 실험하였다. TES기를 선택한 이유는 앞서 실험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silyl 종류의 보호기가 다른 보호기보다 알돌 반응, oxime 합성 반응에서

선택성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중간체 7’’ 의 합성

앞서 7’ 을 합성한 방법과 같이 2차 alcohol의 보호기를 TES기로 바꾸어 7’’ 까지 합성하

였다. 그러나 diol 7’’ 이 NMR 용매인 CDCl3 존재 하에 하루 만에 깨지는 것으로 관찰하여

이 화합물의 안정성을 확인해보고 다음 반응인 anti-알돌 반응을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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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체 F 의 합성

중간체 10 의 합성이 늦어짐에 따라 전구체 E 의 합성이 지연되었다.

중간체 10 을 만들면 화합물 10 의 acetonide기를 탈보호화한 후, carbonate기로 다시 보호

화하여 전구체 D를 합성한다. 이어 2차 알코올의 TBS기를 탈보호화하고 Dess-Martin 산화

반응을 통하여 전구체 E 를 합성할 수 있다. 이 반응들은 널리 알려진 조건으로 별다른 어

려움 없이 쉽게 합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어서 합성하게 될 전구체 F 의 1,3-Dibromo-1,3-butadiene부분은 합성 계획 단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반응들이었다. 따라서 중간체 10 의 합성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의 합

성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모델 반응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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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시약 반응용매 반응온도 시간  수 율 생성물

1 Br2(4 eq)

MC rt

3 d 60% b

2 Br2(4 eq), TEA (9 eq) 4 d 55% b

3 Br2(10 eq) 8 h 65% b

4 Br2(10 eq), TEA (9 eq) 10 h 58% b

브로민의 당량 수 조절과 TEA 유무로 반응의 진행양상이 판이할 것 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위 표처럼 조건 네 가지를 잡고 실험하였다. 먼저 조건 3, 4에서는 브로민을 과당량

사용함으로서 더욱 쉽게 c 를 합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b 화합물만 생

성되었다. 조건 2, 4에서 TEA가 알파-H와 간접적으로 반응하면서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이

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반응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생성물이 많이 생성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반응 조건에서 b 화합물만을 생성할 수 있었다. 7각형의 생성물 분석이 복잡하고 시간

이 오래 걸리는 것을 감안해 먼저 6각형에서 모델 반응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바꾸었다.

Entry 시약 반응 용매 반응 온도 시간 수 율 생성물

1 Br2(4 eq)

MeOH rt

Overnight
_ unknown 

compound2 Br2(10 eq) _

3
TBATB(2 eq)

CH(OMe)3(2.2 eq)
15 m _

MeO OMe

d

Cyclohexenone 11 에 브로민과 MeOH을 이용하여 알파, 알파-다이브로민화 반응과 아세

탈 반응이 동시에 진행된 화합물 12 의 합성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1,2 번 반응 모두 출발물

질이 많이 남아있었으며. 생성된 물질 또한 분석할 수 없었다. 3번 반응 조건에서는 TBATB

(Tributylammonium tribromide)가 브로민화 반응과 아세탈 반응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TBATB를 과당량 넣어 12 를 합성하려 하였다. 하지만 실험결과 아세탈 반응만

진행된 d 화합물만 생성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두 알파자리의 브로민이 도입되면 입체장애가 많이 생겨서 아세탈이

생성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예측하고 단계별로 반응을 진행해 보았다.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97

먼저 브로민을 이용하여 11 의 이중결합에 다이브로민화 한 후, TEA로 제거반응이 진행

되서 화합물 13 을 60% 수율로 합성하였다.

Entry 시약 당량 반응용매 반응온도 시간 생성물

1 ppts

CH(OMe)3

1.1 eq

0.2 eq

MC

(0.1 M)

rt

-
NO 

reaction

2 p-TsOH 0.2 eq -
Unknown 

product

3 TBATB 0.2 eq -
Unknown 

product

4 ppts 0.2 eq
MeOH

(0.1 M)

- MeO OMe
Br

OMe
e

5 p-TsOH 0.2 eq -

6 TBATB 0.2 eq -

합성한 13 에서 위 표와 같이 다양한 산 촉매와 MC, MeOH 용매 조건으로 아세탈 반응을

진행해보았다. 모든 반응은 3일 이상 진행하였지만 출발 물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1번 조건에서는 전혀 반응이 진행되지 않았다. 2,3 번 반응의 생성물은 분석할 수 없는 화합

물이 생겼고, MeOH 용매를 사용한 반응(4-6)조건들의 생성물은 이중결합에 1,4-첨가반응이

일어난 2-bromo-1,1,3-trimethoxycyclohexane(e) 이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산 조건 하에서 반응용매가 MeOH 일 때 메톡시 그룹의 1,4-첨가반

응이 잘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카보닐 탄소의 양 쪽 알파자리에 브로민을 도입한 후, 아세탈 반응에서 화합

물 12 가 생성된 후, 입체장애효과와 비편재화 시스템을 통해 화합물 16 을 합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먼저 앞서 합성한 13 화합물에서 브로민화 반응으로 화합물 15 를 합성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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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시약 반응 용매 반응 온도 시간  수 율

1 Br2 MC rt - No reaction

2 LDA, TMSCl, NBS THF -78 oC 2 h 30m 85% 

3 LDA, Br2 THF -78 oC 1 h 30m 50%

위 표를 보면, 1번 조건인 Br2/MC에서는 반응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2번과 3번 조건에

서 화합물 15 를 합성할 수 있었는데, 3번 조건은 반응속도는 빠르지만 부생성물이 많이 생

겨 수율이 좋지 않았으므로 2번 조건을 선택하여 화합물 15 를 합성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합성한 15 에서 아세탈 반응을 진행해보았다.

Entry 시약 당량 반응용매 반응온도 시간 생성물

1 PPTS

CH(OMe)3

1.1 eq

0.02 eq MC

rt

overnight

NO 

reaction

2 p-TsOH 0.02 eq MC
NO 

reaction

3 TBATB 0.02 eq MC
NO 

reaction

4 TBATB 0.02 eq MeOH
2-Bromoa

nisole

위 표와 같이 3종류 시약과 2종류 반응용매를 사용하여 4가지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앞서 실험한 아세탈반응에서 MeOH 용매를 사용하면 1,4-첨가 반응이 잘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MC를 반응용매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반면 4번 조건의 용매로

MeOH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참고논문의 반응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용매에 따른 반응 결과, MC 일 때는 반응이 진행되지 않았고, MeOH 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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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romoanisole이 생성되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조건 1, 2번도 반응 용매를 MeOH로 바꿔

추가 실험하였다.

Entry 시약 당량 반응용매 반응온도 시간 생성물

1 PPTS
CH(OMe)3

1.1 eq

0.02 eq

MeOH rt overnight
2-Bromoa

nisole2 p-TsOH 0.02 eq

실험 결과, PPTS와 p-TsOH도 MeOH에서 반응 진행하였더니 2-Bromoanisole이 생성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쪽 알파자리에 브롬이 붙어있어 입체장애가 많이 걸리므로 카보닐 그

룹의 탄소가 메톡시 그룹에게 공격당해 옥소늄 이온이 된 후, 단계적으로 제거반응이 일어나

게 되어 안정한 방향족 화합물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6각 고리는 제거 반응을 통해 안정한 방향족 화합물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7각 고리에서는 방향족 화합물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원하는 화합물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6각 고리의 모델 반응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7

각 고리에서 반응 진행하기로 하였다.

모델 반응은 먼저 Cycloheptanone a 에서 카보닐기의 알파,베타-불포화된 이중결합을 만

든 후, 카보닐기의 양 쪽 탄소자리에 브로마이드를 도입하여 화합물 19 를 합성한다. 이어서

아세탈 반응으로 메톡시기를 도입함과 동시에 제거 반응을 통해 1,3-Dibromo-1,3-butadiene

골격을 가진 화합물 20 을 합성하기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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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heptanone a에서 썰파이드(-SPh)기를 도입, 산화시킨 후, 제거 반응을 통해 화합물

17 을 3단계 반응 수율 45%로 합성할 수 있었다. 합성한 화합물 17 에서 브로민(Br2, 1.5

eq)을 이용한 18 의 합성 중, 양 쪽의 알파위치에 브로마이드가 모두 도입된 화합물인 19 역

시 생성되는 것을 NM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브로민의 당량과 반응온도 조절을 통해 한 단계 반응으로 화합물 19 를 합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다음과 같이 테스트반응을 진행하였다.

O

Br2, TEA

MC, 0 oC to rt

17

O
BrBr

19

Entry Br2 (eq) TEA (eq) 반응용매 반응온도 수율 주 생성물

1 1.5 1.7

MC

0℃to rt 65%
18

(18:19=2.5:1)

2 2.5 3 0℃to rt 50% 18

3 5 6 0℃to rt 25%  ONLY 19

4 4 5 0℃ 45%  ONLY 19

5 2.5 3 -78℃to 0℃ 70%  ONLY 18

6 5 6 -78℃to 0℃ 50% 18

7 4 5 rt 40% 19

위 표와 같이 브로민과 TEA의 당량, 반응온도를 조절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반응을 진행

하였다. 일단 Entry 1에서는 18 : 19 = 2.5 : 1로 생성되었다. Entry 2, 5 에서는 브로민 2.5

eq 으로 동일하게 넣었고 온도를 다르게 해서 반응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78℃에서 는 오

직 화합물 18 만 합성되었고, 0℃에서는 화합물 18 과 함께 화합물 19 도 합성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Entry 3는 브로민 5 eq 을 첨가하고 0℃에서 반응을 진행하였다. 이 반응에

서는 화합물 19 만을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었지만, 분석불가능한 부생성물이 많이 생성되어

서 수율이 매우 낮았다.

O
BrBr

19 20

OMe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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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처음에 브로민을 첨가할 때의 온도에 따라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

지는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화합물 19 의 선택적인 합성과 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Entry 4, 6, 7과 같이 브로민의 당량을 3-4 eq 으로 고정시킨 후,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

을 진행시켰다. 0℃에서 반응을 진행시킨 Entry 4에서 비교적 높은 수율인 45% 로 화합물

19 가 선택적으로 생성되었다.

Entry CH(OMe)3 산 촉매 반응용매 반응온도 반응완료여부  생성물

1

3eq

p-TsOH 

(0.1eq)

MeOH

rt to 60℃ 미완결
BrBr

MeO OMe

(확인)

Br
MeO OMe

MeO

(예측)

2
PPTS 

(0.1eq)
rt to 60℃ 미완결

3
p-TsOH 

(0.1eq)
MC

rt to 40℃ 미완결 -

4
PPTS 

(0.1eq)
rt to 40℃ 미완결 -

화합물 19 는 카보닐기의 양 쪽 알파-탄소자리에 브로마이드가 도입되어 있는 구조로써

아세탈 화합물이 생성된다면, 그 자체로 입체장애를 크게 받기 때문에 뒤이어 제거 반응이

일어나면서 화합물 20 이 합성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반응조건에서 실험을

계획하였다.

위 표와 같이 p-TsOH, PPTS의 산 촉매와 MeOH, MC의 용매조건에 따라 총 4 가지로

반응을 진행시켰다. 실험 결과, 반응용매가 MC인 경우에는 반응이 거의 진전되지 않았으며,

MeOH 용매를 사용한 Entry 1, 2를 보면 1,6-dibromo-7,7-dimethoxycyclohept-1-ene(NMR

로 확인함)과 1-bromo-5,7,7-trimethoxycyclohept-1-ene(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함, 예측) 생

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위의 반응들과 더불어 다양한 산 조건에서 테스트 반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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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시약
산 촉매

반응용매 반응온도 반응종결여부
종류 당량(eq)

1

CH(OMe)3

p-TsOH 0.2

MeOH rt to 60℃ 

미완결

2 p-TsOH 0.3 미완결

3 HCl 0.2 미완결

4 H2SO4 0.2 미완결

5 HClO4-SiO2 0.2 미완결

6 HClO4-SiO2 0.2 MC rt to 40℃ 미완결

위 표와 같이 6가지 조건의 반응을 계획하여, 현재 반응을 진행 중에 있다.

이틀 동안 관찰한 결과, Entry 1과 2에서는 p-TsOH의 당량에 따라 반응의 진행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TLC 패턴은 똑같아 산 촉매로 쓰인 p-TsOH의 당량수가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ntry 3 의 강산인 HCl의 경우, 다른 반응들보다 반응

의 진행속도가 빨랐지만 역시 TLC 패턴이 비슷하였으며, 원하는 화합물이 거의 안 만들어

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반응들 역시 TLC 패턴이 비슷하였다.

현재 반응을 완결하지 않아 정확하게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반응용매가 MeOH인 경우에

는 반응이 진행되면서 아세탈 반응과 동시에 1,4-첨가반응과 같은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고 판단되어 MeOH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을 찾아 테스트 반응을 할 예정이다.

(12) 해양자원 유래 화학종의 효율적인 합성 프로세스 개발

- 약물성을 가진 화학종 다양성 확보

Drug-like property 및 Lippinski's rule of five 등을 고려하여, 해양자원-유래 화학종 구조

의 변환을 통해 약물성이 화합물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Streptopyrrolidine 화학종의 경우

SAR과 SPR을 위해 다양한 아미노산을 활용하여 유도체 설계 및 합성을 수행하여 25여종을

합성하였다. Cyclic-(L-Pro-L-Met) 화학종의 경우 약리작용단 규명을 목적으로 아미노산 조

합화학을 활용하여 유도체 설계 및 합성연구를 수행하여 25여종을 합성하였다.

Methylhonokiol 화학종의 경우 Phase-2 clearance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헤테로원소의

도입을 시도하였고, metabolic soft spot, prodrug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도체 설계 및

합성을 수행하여 20여종의 유도체를 만들었다. Chlorogenic acid(CGA) 화학종의 경우 CGA

의 quinic acid 부분을 simple amide로 대치한 화학종 및 핵심 pharmacophore인

a,b-unsaturated ester 부분을 hetero-aromatic system으로 변형한 화학종의 설계 및 합성을

수행하여 약 45여종의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합성 유도체의 세부 정보는 부록 18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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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화학종 다양성 전략은 다음과 같음

다. 해외해양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양생물 Organic-soluble material 추출물

확보 및 타 기관 분양 관리

- 많은 지역에서 채집된 해외 해양생물은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해외 해양생물 데

이트베이스 구축을 진행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1차 기초정보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성정보,

동정정보 및 유기물질의 NMR 정보등을 순차적으로 파악하여 업데이트가 진행중에 있다. 업

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해양생물이 포

함하고 있는 유용 물질을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추출물을 확보하였다. 추출물의 종류는 메탄올 추출물과 부탄올, 헥산 및 15% 물과 메탄올

이 포함된 용매에 녹는 분획물로 구분하였다. 해외에서 채집된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확보한

전체 추출물은 메탄올 추출물이 1,854종 11,487건, 부탄올 분회물이 1,726종 13,162건, 헥산

분획물이 1,131종 1,131건, 15%aqMeOH 분획물이 1,131종 10,179건을 확보하여 총 5,842종

35,959건의 시료를 확보하였다 (표 3-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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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9-1. 해외 해양생물 추출물, 분획물 및 분주 시료 리스트

　
MeOH
추출물

MeOH
분주물

BuOH
분획물

BuOH
분주물

HEX
분획물

15%aqM
분획물

15%aqM
분주물

102CH 167 1503 168 1512 - - -

108KO 47 188 55 220 21 21 189

111KO 115 690 122 1098 124 124 1116

112CH 54 270 53 477 55 55 495

115CH 133 798 133 1197 135 135 1215

1110CH 111 777 111 999 109 109 981

108CH 24 216 20 180 - - -

116CH 18 162 18 162 18 18 162

117CH 18 162 18 162 18 18 162

118CH 25 225 25 225 25 25 225

121KO 173 1566 174 1566 174 174 1566

125PIL 5 45 4 36 - - -

126IND 12 108 12 108 - - -

127IND 20 180 - - - -

122CH 265 795 164 1476 167 167 1503

1210KO 79 711 78 702 75 75 675

1211CH 195 1755 184 1656 185 185 1665

1304KO 25 175 25 225 25 25 225

135PIL 129 1161 129 1161 - - -

1310KO 189 - 183 - - - -

1310CH 50 - 50 - - - -

계 1,854 11,487 1,726 13,162 1,131 1,131 10,179

각각의 추출물들은 추출물 종류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 분양되어 다양한 연구재료로 사용

되고 있다. 우선 각각의 추출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초 활성을 측정하였다. Leiden 대학에

서는 분양된 196 종의 추출물에 대해 metabolomics 기술을 이용하여 Chemo-Clsssification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서울대 미생물생물공학연구실에서는 1,049 종의 추출물에 대한 항

세균 및 항진균 활성평가 실험 및 isocitrate lyase (ICL) 대한 저해활성 평가와 sortase A

(SrtA)에 대한 저해활성 평가 실험의 실험 재료로서 사용하였다. 서울대 해양천연물신약연구

단에서는 152종의 추출물을 대상으로 신약후보 물질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소에서도 154 종의 추출물에 대한 기초 활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양대(생유기화학 및 화학생물학실)에 560종, 전북대 의과대학에 520종, 경기화학기술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 720종, 한국과학기술원(KIST) 강릉분원에 197건, 덕성여자대학에 49건, 아

안동대학교에 146건 및 에스엔텍 항균소재연구소에 665건 등 총 4,669건이 분양되어 다양한

활성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표 3-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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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9-2 . 해외 해양생물 추출물의 타기관 분양

메탄올추출물 부탄올분획물

Leiden 대학(Division of Pharmacogenosy) 101 95

서울대(미생물생물공학연구실) 954 95

서울대(해양천연물신약연구단) 152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소 12 142

한국화학연구소 261

한양대(생유기화학 및 화학생물학실) 560

전북대 의과대학 520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720

한국과학기술원(KIST) 강릉분원 197

덕성여자대학 49

안동대학교 146

에스엔텍 항균소재연구소 665

계 3,777 892

- 타기관에 분양된 추출물의 활성 결과 

확보된 해양생물 추출물 720종에 대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 분양되어 다

양한 활성을 측정하였다. 이들 중 8종 (102CH-635, 111KO-110, 111KO-418, 111KO-538,

102CH-604, 112CH-606, 115CH-201, 115CH-514)의 추출물의 경우 Neurite outgrowth 활

성에 높게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출물의 화학적 조성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 확보를 위해 1H NMR 및 LC/MS 분석 데이터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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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종의 해면 추출물에서 Tyrosinase 억제 활성이 측정되었다.

서울대 미생물생물공학연구실에 분양된 1049종(메탄올 추출물 954종, 부탄올 분획물 95종)

의 추출물에 대한 항세균, 항진균 및 특이 효소 활성에 대한 기초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양된 추출물에 대한 결과는 부록 15에 나타내었다.

항세균 활성이 높은 생물 및 활성결과

MIC (μg/ml)

        
Strain

Sample

G(+) G(-)

Staphylococ
cus  aureus
ATCC6538p

Bacillus  
subtilis

ATCC6633

Micrococc
us  luteus
IFO12708

Salmonella 
typhimurium
ATCC14028

Proteus  
vulgaris

ATCC3851

Escherichia   
coli

ATCC35270

111KO - 101 6.25 6.25 6.25 12.5 6.25 100

111KO - 102 12.5 12.5 12.5 6.25 6.25 >200

111KO - 108 3.125 3.125 6.25 6.25 3.125 50

111KO – 138 1.56 1.56 3.12 1.56 1.56 6.25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207

항진균 활성이 높은 생물 및 활성결과

MIC (μg/ml)

Strain

Sample

Aspergillus
fumigatus
HIC6094

Trichophyton
rubrum
IFO9185

Trichophyton
mentagrophytes
IFO40996

Candida
albicans
ATCC10231

111KO – 138 12.5 12.5 12.5 25

111KO – 226 200 200 100 12.5

111KO – 269 100 100 100 25

111KO – 419 25 25 50 50

Candida albicans의 Isocitrate lysae (ICL)에 대한 저해활성 높은 생물 및 활성결과

Sample

% inhibition at each conc. (㎍/㎖)
IC50

(㎍/㎖)
200 100 50 25

3-Nitropropinate
(positive control)

4.13

111KO-503 80.31 86.54 79.12 59.89 54.95

111KO-508 71.52 83.61 72.89 54.03 44.60

111KO-509 77.93 81.78 69.78 55.31 45.70

111KO-512 76.74 85.35 77.20 60.53 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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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ase A (SrtA)에 대한 저해활성이 높은 생물 및 활성결과

Sample

%
inhibition
at 200
㎍/㎖

Sample

%
inhibition
at 200
㎍/㎖

Sample

%
inhibition
at 200
㎍/㎖

Sample

%
inhibition
at 200
㎍/㎖

p-Hydrox
y mercury
benzoate

98,87 111KO-210 75.7 111KO-307 72.6 111KO-758 57.2

항암활성이 좋은 생물 및 활성결과 - (K-562 cell)

균주번호 IC50 균주번호 IC50 균주번호 IC50

111KO-108 9.7 111KO-205 <1 111KO-311 9.9

Cell proliferation and cytotoxicity 억제활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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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BOC 연구 보고서

가. Title

- Bioactive compounds from marine invertebrates collected near Far-Eastern coast.

나. Objectives of the Study

- Searching, isolation and structure elucidation of biologically active substances from

marine invertebrates collected near Far-Eastern coast.

다. Scope of the Study

A) In the course of our continued investigations on bioactive natural products from

marine organisms1-4 we have collected 1298 samples of sponges, ascidians,

coelenterates and echinoderms during the scientific cruises of the research vessel

“Akademik Oparin” in 2008-2013 near Far-Eastern coast. Ethanol extracts of the

collected samples are tested for the cytotoxic activities against some cancer cells and

the inhibitory activities on TRPV1, TRPV3, and TRPA1 channels. It was found, that

extracts of the sponge Monanchorapulchra (041-29) had cytotoxic activities against

some cancer cells and the inhibitory activities on TRPV1, TRPV3, and TRPA1

channels.

B) We report the isolation and structure elucidation of new pentacyclic guanidine

alkaloid, monanchomycalin C (1) and two new acyclic guanidine alkaloids pulchranins, B

and C (2,3), from the sponge M. pulchra, as well as cytotoxic activities against human

breast cancer MDA-MB-231 cells for new compound 1 and the inhibitory activities on

TRPV1, TRPV3, and TRPA1 channels of the new alkaloids pulchranins B and C (2,3).

라. Results

A) The EtOH extract of the frozen sponge M. pulchra was concentrated and partitioned

between H2O and n-BuOH. The n-BuOH-soluble materials were further partitioned

between n-hexane and aqueous EtOH, and the latter fraction further separated by

size-exclusion chromatography on Sephadex LH-20 to obtain a crude mixture of

alkaloids. Separation and purification of these alkaloids were carried out by repeated

HPLC to provide pure monanchomycalin C (1) and ptilomycalin A (2), (0.03%, and

0.25%, respectively, based on the dry weight of the sponge) and pure pulchranin A (5)

(9.1mg, 0.20%), pulchranin B (3, 1.7mg, 0.04%) and pulchranin C (4, 1.7mg, 0.04%),

respectively, based on the dry weight of the sponge. The molecular formul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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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nchomycalin C (1), C47H84N6O5, was established from a high-resolution mass

measurement of the [M+H]+ion peak in the HRESI-MS spectra.

그림 4-1-1. The structures of compounds 1 and 2

B) The NMR data of 1 in CD3OD revealed the presence of two methyl groups (δH

0.85, 0.87; δC 11.8, 15.0), one Z-disubstituted double bond (δH 5.50, 5.71; δC 134.8,

131.9), two N-substituted CH groups (δH 4.06, 4.34; δC 56.2, 55.2), two oxymethines (δ

H 4.40, 3.69; δC 72.9, 72.6), one oxymethylene group (δH 4.13, δC 67.2), two carbonyl

groups (δC 171.0 and 177.3), one carbonyl-linked methine (δH 3.08; δC 51.5), two

heterosubstituted quaternary carbons (δC 85.7, 82.8), four N-substituted CH2 groups (δ

H 3.46, 2.87, 3.38, 2.97; δC 43.8, 38.7, 49.2, 41.0), one carbonyl-linked methylene (δH

2.40; δC 34.4), and analiphatic long hydrocarbon chain (δH 1.28–1.32; δC 31.1–31.7).

C)Interpretation of the COSY, HSQC and HMBC data established that the left-hand half

of the ‘vessel’ part of the pentacyclic core of 1 was identical to that of compounds

previously found in some of tropical sponges5 as well as in monanchocidins B, С from

the Far-Eastern marine sponge M. pulchra.2 However, the right-hand half contained a

2-propyltetrahydro-2H-pyran fragment (그림 4-1-1) in place of the typical

2-methyltetrahydro-2H-pyran. In witness of this replacement, a triplet signal of methyl

group at δH 0.87 instead of doublets C-20 methyl group δH 1.09-1.13 in spectra of

other related compounds2 was observed in the spectrum of the compound 1. Further

analysis of the 1H and 13C NMR data of 1 established the presence of a spermidine

residue (그림 4-1-1), also found in ptilomycalin A,6,7 and monanchomycalins A, B.3

Additional analysis of the 1D and 2D NMR and MS data showed that the “vessel” part

and “anchor” part connected to each other via an unbranched polymethylene chain,

representing a derivative of C16 ω-hydroxy fatty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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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COSY and HMBC correlations of 1.

D) We observed that the 1H and 13C signals of the “anchor” moiety of

monanchomycalin C (1) are accompanied by small additional signals. This peculiarity is

conditioned by rotational isomerism around the amide C(38)-N linkage. Previously we

reported this phenomenon for monanchomycalins A and B.3 Similar observations were

also reported by Kashman et al.6,7 for the ptilomycalin A per-trifluoroacetyl derivative.

E) Comparison of the 1H and 13C NMR data of monanchomycalin С (1) for the

left-hand half of the “vessel” part with those of monanchocidins B, C2 and for the

right-hand half of the “vessel” part with those of monanchomycalin A3 suggested the

same relative configuration for all the chiral carbon atoms in these compounds. Thus,

the following configuration: 3R*, 8R* in the left-hand side and 15S*, 19S* in the

right-hand side of the pentacyclic core are proposed.

F) Based on these data it can be concluded that monanchomycalin C (1) is a structural

analogue of guanidine pentacyclic alkaloids from the tropical marine sponges5, which

presents a new homologue of ptilomycalin A (2), having an-propyl group attached to

C-19.

G) Isolation of monanchomycalin C (1) with an unprecedented combination of fragments,

namely seven-membered cycle on the left-hand half of the ‘vessel’ part, and of

n-propyl group at C-19, has allowed to supplement the scheme of hypothetical

pathways of pentacyclic guanidine alkaloids biogenesis, previously proposed by us3.

Now, it is clear that both types of pentacyclic cores (with the five-membered1-3 and

with seven-membered rings on the left side5 can be formed from precursors of

polyketide-type containing either 9 acetate and one propionate units (all earlier known

pentacyclic guanidine alkaloids except monanchomycalins A3 and C (1), or 10 acetate

and one propionate units as in monanchomycalins A3 and C (1).

H) The cytotoxic activity of the new compound (1) and the known ptilomycalin A (2)

against human breast cancer MDA-MB-231 cells was examined using MTS test.8

After 48 h of treatment these alkaloids exhibited IC 50 of 8.2 µM and 4.3 µM

respectively, and therefore were more active than cisplatin (IC50=23.0 µM) used in this

assay as a reference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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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Pulchranin B (3) gave an [M+H]+ ionic peak at m/z 242.2227 in its HR ESI-MS,

establishing its molecular formula as C13H28N3O. 1H and 13C NMR data (Pyr-d5, 표

11-2) revealed the presence of aguanidine group (dC 159.0), a N-substituted

CH2carbon(dH 3.44; C 42.1), one methyl group (dH 0.84; dC 14.2), a double bond (dH

5.57 and 5.83; dC 128.0 and 131.3), seven methylene groups, and an oxygenated methine

group (dH 3.85; dC 70.6).

그림 4-1-3. The structures of compounds 3-5

K) The 13C NMR and 2D-NMR spectra established 3 as a C12 open chain guanidine

derivative with a double bond at the 4(5)-position (if carbon of guanidine fragment is

numbered as 1). The E geometry of the double bond was determined from the

H-4/H-5 coupling constant of 15.3 Hz. The location of the hydroxy group was

established using COSY and confirmed by HMBC correlations of H-2 (3.44, br.q)/C-1

(159.0), C-4 (128.0ppm); H-7 (3.86m)/C-5 (131.3); ω-2 (22.9ppm) and H3-13 (0.84t)/ω-3

(32.2ppm) (Figure2). The optical rotation of pulchranin B (3) {[a] +3.3 (c 0.15, EtOH)},

was comparable with the reported value of (7R)-pulchranin A {[a] +3.5 (c 0.17,

EtOH)}3), for which the absolute configuration has been established,3 thus suggesting

the same (7R) configuration in 3.

그림 4-1-4. Selected COSY and HMBC correlations of 3

L) The molecular formula C12H26N3O of pulchranin C (4), was obtained from the

[M+H]+ ion peak at m/z 228.2066 in the HR ESI-MS. The 1H and 13C NMR data (표

11-2) of 4 almost coincided with those of pulchranin B (3), but the MS data showed

the molecular mass for 4 is 14 amu less than that of 3, suggesting that the

hydrocarbon chain in 3 was shortened by one CH2 group in comparison with 3. The

optical rotation of pulchranin С (4) [a] +6.0 (c 0.15, EtOH) was comparable with the

reported value of (7R)-pulchranin A [a] +3.5 (c 0.17, EtOH),3 establishing a (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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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for 4.

M) Pulchranins A, B and C (3-5) showed some inhibitory activities against TRPV1,

TRPV3 and TRPA1 receptors in the Fluo-4 based intracellular calcium assay[9].

N) The action of pulchranins B and C, as well as pulchranin A, led to a

concentration-dependent decrease of [Ca2+] in CHO cells, expressed rTRPV1, hTRPV3

and rTRPA1. The inhibitory effect of pulchranins A, B and C on all TRP-expressing

cells became apparent only after preincubation at 37°Cfor30minutes.

O) Pulchranins B and C failed to achieve a level of 50-100% inhibition of the [Ca2+]

response in the hTRPV3 and rTRPA1 expressing cells induced by

2-aminoethoxydiphenyl borate (2APB) and allyl isothiocyanate (AITC) correspondingly

at a maximal investigated concentration of 0.1mg/mL. The activity of the pulchranins

decreased in the order pulchranin A - pulchranin B - pulchranin C (and TRPV1-

TRPV3 - TRPA1.

P)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in a series of isolated puchranins shows that a

C14-compound (5) is much more active than a C13-(3) and the latter is more active

when compared with the C12-open chain derivative 4.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propose that the hydroxylated alkenyl moie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nhibitory

activity of pulchranins on TRPV1, as well as on TRPV3 and TRPA1 channels. Such

observations agree well with previous reports for inhibitors of TRPV channels.10

Actually, it was established that maximal activity in some series of compounds is

dependent on an optimal hydrophobicity of their alkyl fragments for both the known

inhibitors and agonists of these receptors.

Q) TRPV1 and TRPV3 belong to the “vanilloid” subfamily of TRP-receptors and have

about 40% identity of amino acid sequence. Both TRPV1 and TRPV3 are activated by

2APB. We checked if the mode of activation of TRPV1 is important for channel

inhibition. Pulchranin A inhibited the [Ca2+] response in rTRPV1-CHO cells induced by

capsaicin, as well as by 2APB with similar affinity (data not shown).

R) TRPA1 is a single member of the “ankirin” subfamily of TRP-receptors and

phylogenetically it is the closest to TRPVs among all the TRP subfamilies. Like

TRPV1, TRPA1 is activated by lidocaine, AITC, pungent extracts from garlic and onion

and their active components, allicin and alliin. Carvacrol and thymol activate both

TRPA1 and TRPV3. TRPV1, TRPV3 and TRPA1 belong to the group of

thermosensitive ion channels with distinct thermal activation thresholds (>43°C for

TRPV1, > 34−38°C for TRPV3, and <17°C for TRPA1). The common features in

channel pharmacology seem to be determined by common structural determinants

responsible for specific interaction with agonists and antagonists. Apparently,

pulchranins A, B and C have the common mechanism of action on TRPV1, TRPV3 and

TRPA1 channels and interact with a similar structural motive on the channe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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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onclusion

In conclusion, three new guanidine natural products, monanchomycalin C (1), pulchranins

B and C (3, 4) have been isolated from the marine sponge M. pulchra. The structures

were elucidated by spectroscopic analysis using 2D NMR techniques and HR ESI-MS

analysis. Monanchomycalin C (1) and ptilomycalin A (2) exhibited cytotoxic activities

against human breast cancer MDA-MB-231 cells with IC50 values of 8.2 µM and 4.3

µM, respectively. All pulchranins interact with TRPV1, TRPV3 and TRPA1 channels.

The most active of them is pulchranin A.

바. Future plan

We look forward to search, to isolate and to elucidate of structure for new bioactive

compounds from marine invertebrates collected near Far-Eastern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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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BC 연구 보고서

가. Title

- Chemical and biological activity evaluation of marine organisms collected in Catba

island and related area

나. Objectives of the Study

- Survey and assessment of the echinoderms, soft corals, sponges in the area of Catba

Island and related area.

-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bioactivity secondary metabolites of marine invertebrates

inhabiting Vietnam sea water.

- Orientation of the exploi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Vienamese marine bioresources.

다. Scope of the Study

A) To collect the echinoderms, soft corals, sponges in the area of Catba Island and

related area:

- To Survey and assessment of echinoderms, soft corals, sponges in the area of Catba

Island and related area.

- To collect of marine organism samples including echinoderms, soft corals, sponges in

the area of Catba Island and related area, to identify scientific name and create

voucher specimen deposition.

B) To produce the extract of collected marine orgarnism and isolate bioactivity

compounds

- Pretreatment of the samples (storage, drying,…). Prepare crude extracts and solvent

partitions for biological activity screening.

- Isolation of pure compounds from bioactive extracts and fractions by chromatographic

methods. Identify the structures of the isolated compounds by spectroscopic methods.

- Study of biological activity of isolated compounds to select those promising as active

substances for further studies. Chromatogrphy fingerprint study of on marine

organism.

C) To train Vietnamese scientists

- Scientific exchange and training between Vietnamese and Korean scientists (option):

short-term training (3-6 months) for Vietnamese postgraduate students.

라. Results

A) To collect the echinoderms, soft corals, sponges in the area of Catba Island and

related area.

- Cat Ba is the largest of the 366 islands spanning 260km2 that comprise the Cat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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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de (KIOST-VN) Type of sample Weigh (mg)

1 KIOST-VN-70 Sponge 1 eppendoft (160 mg)

2 KIOST-VN-71 Sponge 1 eppendoft (360 mg)

3 KIOST-VN-72 Sponge 1 eppendoft (270 mg)

4 KIOST-VN-73 Sponge 1 eppendoft (570 mg)

5 KIOST-VN-74 Sponge 1 eppendoft (160 mg)

6 KIOST-VN-75 Sponge 1 eppendoft (410 mg)

7 KIOST-VN-76 Sponge 1 eppendoft (590 mg)

8 KIOST-VN-77 Sponge 1 eppendoft (220 mg)

9 KIOST-VN-78 Sponge 1 eppendoft (430 mg)

10 KIOST-VN-79 Sponge 1 eppendoft (460 mg)

11 KIOST-VN-80 Soflcoral 1 eppendoft (310 mg)

12 KIOST-VN-81 Soflcoral 1 eppendoft (330 mg)

13 KIOST-VN-82 Soflcoral 1 eppendoft (100 mg)

14 KIOST-VN-83 Soflcoral 1 eppendoft (200 mg)

15 KIOST-VN-84 Soflcoral 1 eppendoft (540 mg)

16 KIOST-VN-85 Soflcoral 1 eppendoft (420 mg)

17 KIOST-VN-86 Soflcoral 1 eppendoft (640 mg)

18 KIOST-VN-87 Soflcoral 1 eppendoft (630 mg)

19 KIOST-VN-88 Soflcoral 1 ependoft (430 mg)

20 KIOST-VN-89 Soflcoral 1 eppendoft (300 mg)

Archipelago, which makes up the southeastern edge of Ha Long Bay in Northern

Vietnam. Cat Ba island has a surface area of 285 km2 and maintains the dramatic and

rugged features of Ha Long Bay. Cat Ba is the largest island in the Bay and

approximately half of its area is covered by a National Park, which is home to the

highly endangered Cat Ba Langur. The island has a wide variety of natural

ecosystems, both marine and terrestrial, leading to incredibly high rates of biodiversity.

- During the 1st-4th year of the joint-project, 62 marine samples including 28 soft

corals and 26 sponges, 4 sea stars, 2 sea cucumbers and 2 sea urchins were collected

in the Ha Long Bay and Quang Ninh sea, Nha Trang bay.

- In this year program, IMBC carried out the survey and the collection marine samples

in some area around Cat Ba Island. To collect echinoderms, soft corals, sponges, many

worked had to be done. The results showed that 20 samples including 10 soft corals

and 10 sponges were collected in Cat Ba Island (표 4-2-1). However, To idenfify the

sciencetific of the marine samples, several botanic steps need to be carried out. This

task are on going for several months.

B) To produce the extract of collected marine orgarnism and isolate bioactivity

compounds

- Pretreatment of the samples (storage, drying,…).

- To Prepare crude extracts and solvent partitions for biological activity screening.

- The methanol extract of collected samples were prepared for biological activity

screening. The 20 extracts were prepared for KIOST

표 4-2-1. The MeOH extracts list for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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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lation of pure compounds from bioactive extracts and fractions by chromatographic

methods.

- Identify the structures of the isolated compounds by spectroscopic methods and Study

of biological activity of isolated compounds to select those promising as active

substances for further studies. Chromatogrphy fingerprint study of on marine organism

(This task are continuing).

C) To train Vietnamese scientists

This taks did not do in this preriod of the project. Vietnamese scientist would like to

have a short-term training.

D) Published or submitted papers (This task are continuing)

마. Future plan

- Continuing the research activity of this year program.

- Ongoing investigation of the Vietnamese marine organisms by the second phase

(intend 5 years): To continue the research on the chemical and biological activity

evaluation of marine organisms collected in Halong and Nha Trang bay and related

area. We should invite.

+ Institute of Marine Environment and Resources (IMER) in Haiphong;

+ Institute of Oceanography and Nhatrang institute of Techn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 in Nhatrang to join our project.

- The people in KIOST can go to Vietnam to join the expedition. We will use the

Vietnamese’s boat with diver from Vietnam and Kiost (if it is possible).

- More detail of the proposal should be well prepared and discuss between Vietnamese

side and Kios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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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iden Univ. 연구 보고서

가. Title

- Report on sponge metabolomics

나. Objectives of the Study

- TNF-α is an important pro-inflammatory cytokine which plays important role in the

initiation of inflammation. It is documented that various inflammatory diseases such as

asthma, dermatitis, cystic fibrosis, rheumatoid arthritis, inflammatory bowel/Crohn’s

disease, multiple sclerosis, psoriasis, and several autoimmune diseases are mediated

through the discrepancy in the production of TNF-α. Thus, proper regulation of TNF-

α is essential to keep balance immune system. Any agent that can suppress the

overproduction of TNF-α through inhibition at any step of the various inflammatory

pathways, can be considered a potential drug candidate for inflammatory diseases (1).

- Nature has been and continue to be the richest source of structurally diverse and

pharmacologically active natural compounds that act as highly effective drugs or lead

structures for the development of novel drugs to combat various diseases (2). Over the

years plants, plant extracts and plant derived compounds like digoxin, morphine, taxol,

atropine and vinblastine isolated from foxglove, periwinkle, yew, and opium poppy,

respectively, have been used to treat various diseases (3-7). However, research on

marine natural products is comparably young and they have not extensively explored

yet. Marine organisms produce secondary metabolites that may be valuable for the

development of novel drug leads. Utilization of marine organism as potential source of

bioactive metabolites can traced back in the late sixties. Several marine organisms like

bryozoans, tunicates, macroalgae, microalgae, cyanobacteria and other marine bacteria,

soft corals, and sponges have been used in the search of novel compounds for lead

drugs (8).

- Among all, sponges have been considered as a gold mine due to the presence in the

diversity of their secondary metabolites. They have been existed on the earth for

several hundred million years. They are sessile, soft- bodied organisms that lack

physical defense and, therefore evolved chemical defense mechanisms that produce

bioactive secondary metabolites. So far about 15,000 species of sponges have been

described and more than 5,000 different compounds have been isolated from about 500

species of sponges (9). The chemical diversity of compounds isolated from sponges is

remarkable. Compounds include sterols, terpenoids, alkaloids, fatty acids, macrolides,

saponins, nucleosides, peroxides, and amino acid derivatives (10, 11). Survival of

sponges in the marine ecosystem has been attributed to the presence of secondary

metabolites. They have been known to contain antinflammatory, antimalarial, antivi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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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umor, antimicrobial, immunosuppressive and general cytotoxic properties (12).

- In order to extract these natural compounds, variety of extraction procedures such as

Soxhlet extraction, percolation, digestion and extraction under flux and steam distillation

are currently under practice. Technically, they are relatively simple but also associated

with several disadvantages such as long extraction time, labor intensive manual

procedures, high solvent consumption and unsatisfactory reproducibility (13). These

drawbacks encourage the use of instrumental extraction methods which require

minimum sample handling and thus highly desirable. Pressurized solvent extraction

(PSE) uses organic solvents at elevated pressures and temperatures to enhance the

extraction of organic compounds from environmental, food, pharmaceutical and industrial

samples. For example, PSE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the extraction of plant

secondary metabolites such as taxol and artemisinin, because temperature and pressure

are closely related to the extractability of individual metabolites it is very likely to

affect overall extracted metabolites, consequently improving the quality of metabolomics

studies (14).

- Since last decade or so, metabolomics has emerged rapidly in the field off omics and

become an important tool in functional genomics. The ultimate goal of the metabolomics

is to measure comprehensively all metabolites in an organism. To measure particular

set of metabolome, several different platforms such as HPLC, GC-MS, LC-MS, MS and

NMR-spectrometry are available with his strong and weak points. Among all, NMR

spectroscopy holds a key position in the field of metabolomics. It has some unique

advantages over chromatography and MS-based methods. Despite of its low sensitivity,

the ease of NMR spectroscopy in identification of compounds make it a popular tool in

the area of metabolome analysis. Its non destructive nature, simple sample preparation,

and the relative short measuring time make it suitable for metabolomic analysis.

Moreover, NMR-metabolomics data stand for ever, as long as the same extraction

procedures and the same NMR-solvents are used. An NMR spectrum represents the

physical characteristic of a compound and thus highly reproducible. NMR can be used

to identify metabolites of biological origin of which no a-prior knowledge is available.

Furthermore, structure elucidation of unknown compounds in a complex mixture can be

performed using 2D NMR methods like J resolved, COSY, NOESY, HMBC and HSQC.

In addition, one can easily get information regarding quantity and quality of metabolites

as signal intensity of NMR spectrum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molar concentration

of the metabolites (15).

- Multivariate data analyses methods are employed to reduce the dimensionality of large

data set.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is considered as a primary tool in

metabolomics, helping to better understand possible differences between samples. It is

an unsupervised method and separation of samples on the PCA score plot is purely due

to differences among the samples. PLS (projection to latent structures) bas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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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to correlate metabolomic data with bioactivity data. By using PLS base methods,

one can identify active compounds in crude extract without chromatographic separation

(16, 17).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find relationship between metabolic

profiling and activity data of marine sponges using NMR based spectroscopy and PLS

modeling.

다. Scope of the Study

1) Sampling

2) Chemicals and reagents

- Methanol and DMSO were purchased from Biosolve BV (Valkenswaard, The

Netherlands).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 streptomycin and RPMI1640 were

purchased from GIBCO (Grand Island, NY) and U937 cell lines were purchased from

ATCC (CRL-1593.2). Lipopolysaccharide (Escherichia coli O111:B4) and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were obtained from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Human TNF-α ELISA kit was purchased from BioSource International Inc.

(Camarillo, CA, USA). All solvents and reagents were of analytical grade.

3) Sample preparation

- Samples of 1g dry weight powder were extracted using a Speed Extractor E-916

(Büchi, Flawil, Switzerland). Samples were loaded into 10 mL stainless steel extraction

cells and extracted with methanol-water (1:1, v/v). Extraction temperature and pressure

was set at 30°C and 50 bar respectively. Each extraction consisted of two cycles

consisting of an initial cell heat-up, holding and discharge of solvents times of 1, 2 and

5 min, respectively. After each cycle, the cell was flushed with solvent for 60 s and

purged with nitrogen for a further 60 s. The extracts were collected in 150 mL glass

vials (Büchi). All extracts were equally divided into two parts for activity and NMR

based studies. All extracts were evaporated using a Syncore Polyvap (Büchi), weighed

and dissolved in DMSO and made different dilutions (1000X, 10000X and 100000X) for

activity based analysis.

4) Growth of cells and lipopolysaccharides stimulation

- Human monocyte-like histiocytic lymphoma cells U937 obtained from the ATCC

(CRL-1593.2) were grown in RPMI-1640 medium, supplemented with 10% (v/v) fetal

calf serum and 2 mM L-glutamine (Life technologies, Breda, The Netherlands) at 37ᵒ
C, 5% CO2 in a humidified atmosphere. Cells (5 X 105 cells per well) were plated in

96-well culture plate and then differentiated into macrophages using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10 ng mL-1, overnight, Omnilabo, Breda, The

Netherlands). For next 48 h, culture medium was replaced daily and cells were allowed

to recover from PMA treatment. Cells were stimulated with Lipopolysaccharides (LPS)

(18). After LPS stimulation, cells were treated with extracts (redissolved in DMSO) at

various dilutions (1000X, 10000X and 100000X) and then incubated at 37ᵒC for 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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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atant were then collected and measured for TNF-α content using the Human

TNF-α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 (R&D systems, Europe Ltd).

5) TNF-α assay

- TNF-α in culture supernatants were determined by quantitative ‘‘sandwich’’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using paired antibodies purchased from (Biosource

Etten-Leur, The Netherlands) (19).In brief, wells of high-binding Immulon plates

(Millipore, Bedford, MA, USA) were coated with 100 µl of the capture antibody

(anti-Human TNF-α) (0.250 mg/0.125 mL). After overnight incubation at 4 °C, the

plates were washed with the washing buffer and blocked for 1 hour with 1% bovine

serum albumin in phosphate-buffered saline. After washing one time, 100 µl of culture

supernatants, various concentrations of standard (recombinant Human TNF-α protein)

along with 50 µl of detection antibody, was incubated for 2 hours at room temperature

with continuous shaking (at 700 rpm). The mixture was discarded and wells were

washed again 5 times with washing buffer before addition of 100 µl of

streptavidin-HRP to the wells and incubated at room temperature further for 30

minutes with continuous shaking (at 700rpm). The wells were aspirated and washed

again 5 times before addition of 100 µl of TMB substrate. The plates were incubated

for 30 minutes at room temperature with continuous shaking (at 700 rpm). After 30

minutes the reactions were terminated by addition of 100 µl of 2 M H2SO4, and

absorbance was determined using a microtiter plate reader (Bio-Tek Instruments Inc.,

Winooski, VT, USA) at 450 nm. The concentration of TNF- α in the unknown samples

was calculated by comparison of the absorbance of the unknown samples to the

standard curve.

6) Cell viability assay

- Cell viability (after treatment with different sponge extracts) was determined by

using MTT assay (20). After removal of supernatant for TNF-α measurement, cells

were treated with MTT at the rate of 2mg/ml. After 2.5 hours of incubation at 37 °C,

the medium was discarded and formazan blue, which is formed from MTT by the

mitochondrial dehydrogenase in the living cells, was dissolved in 100 µL DMSO. The

optical density (OD) was measured at 540 nm. The background signal (inherent to the

wells when no cell was present) was subtracted from the absorbance obtained from

each sample.

7) NMR measurements data analysis

- The dried extracts of all samples were dissolved in 2 mL mixture of phosphate buffer

and methanol-d4 (1:1, v/v) at room temperature. Mixture was ultrasonicated and

centrifuged at 13000 rpm for 20 minutes each. An aliquot of 300 µL of sample was

transferred to the 3-mm NMR tube and used for the NMR analysis. 1H NMR spectra

were recorded at 25 °C on a 600 MHz Bruker DMX-500 spectrometer (Bruker,

Karlsruhe, Germany) operating at a proton NMR frequency of 600.13 MHz. Methanol-d4

was used as the internal lock. Each 1H NMR spectrum consisted of 64 scans requiring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 최종보고서

224❚

5 min and 26 s acquisition time with the following parameters: 0.16 Hz/point, pulse

width (PW) = 30˚ (11.3 μs), and relaxation delay (RD) = 1.5 s. A pre-saturation

sequence was used to suppress the residual H2O signal with low power selective

irradiation at the H2O frequency during the recycle delay. FIDs were Fourier

transformed with LB = 0.3 Hz. The resulting spectra were manually phased and

baseline corrected, and calibrated to TMSP at 0.0 ppm, before integration of target

regions for quantitative analysis. 1H NMR spectra were automatically binned by AMIX

software (v.3.7, Biospin, Bruker). Spectral intensities were scaled to total intensity and

the region of δ 0.02–10.02 was reduced to integrated regions of 0.04 ppm each. The

regions of δ 4.75–4.95 and δ 3.28– 3.34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because of

the residual D2O and CD3OD signal, respectivel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with scaling based on Pareto was performed with the SIMCA-P+ software (v. 13.0,

Umetrics, Umeå, Sweden).

라. Results

- In this study, inhibitory effects of 68 different sponge extracts on TNF-α production

and their toxicity were evaluated in U937 cell line stimulated by LPS (그림

4-2-1~4-2-4). It was observed that all extracts were toxic at highest concentration

except 102CH-109, 102CH-410, 102CH-413,102CH-627, 102CH-628,

102CH-725,102CH-726 and 102CH-801. They showed maximum TNF-α suppression

without any toxicity. It is also found that active extracts belong to same genus i.e.

Hymeniacidon except 401 and 801 which belong to Halisarca, Callyspongia respectively.

Higher the production of TNF-α means lower inhibition and vice versa.

그림 4-2-1. Graph shows the results of TNF-α inhibition and cells viability at different

concentrations as mentioned in the graph. For positive and negative controls cells were

treated with DMSO only and DMSO+LP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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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Graph shows the results of TNF-α inhibition and cells viability at different

concentrations as mentioned in the graph. For positive and negative controls cells were

treated with DMSO only and DMSO+LPS respectively.

그림 4-2-3. Graph shows the results of TNF-α inhibition and cells viability at different

concentrations as mentioned in the graph. For positive and negative controls cells were

treated with DMSO only and DMSO+LP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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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Graph shows the results of TNF-α inhibition and cells viability at different

concentrations as mentioned in the graph. For positive and negative controls cells were

treated with DMSO only and DMSO+LPS respectively.

- Multivariate data analyses are an essential component of any metabolomics stud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is considered as a primary tool in metabolomics

and helps to better understand possible differences between samples. The projection to

latent structure (PLS) is normally used to correlate two datasets i.e. X (predictors) and

Y (response). In this study, X data is metabolomic data and Y-data is TNF-α 

inhibitory activity data. By using PLS modeling, one can predict the chemical shift

from metabolomic responsible of activity. The PLS score plot with two components

shows the grouping of samples based on activity. The positive side of component 1

shows high activity samples while low activity samples are on negative side of

component 1 (그림 4-2-5A).

- Supervised regression model like PLS always needs validation. A permutation test is

the calculation of goodness of fit and the predictive ability of the model, R2 and Q2,

respectively. A model is considered validated if R2 and Q2 values should be close to 1

and the R2Y and Q2Y intercepts should be less than 0.3–0.4 and 0.05, respectively. In

this study, R2 and Q2 values were 0.56 and 0.29 respectively (그림 4-2-5B).

Furthermore, OPLS which is an extension of PLS was used to remove the structured

noise present in X dataset. OPLS can divide the systematic variation of X int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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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parts: the predictive or parallel part which correlates the X and Y-data, and the

orthogonal part which indicates the variation in X-data unrelated to Y-data set. By

applying the OPLS method, the samples with high and low activities are nicely

separated by the predictive component having positive and negative scores, respectively

(그림 4-2-5C). Validation of OPLS model was performed by cross validation-analysis

of variance (CV-ANOVA) with a pvalueof3.98x10-23.

그림 4-2-5. Metabolic and activity data correlation using multivariate data analyses. The

PLS score plot (A) shows grouping on the bases of activity. Permutation test (B) for

PLS analyses. OPLS analyses (C) shows the separation between samples on the bases of

predictive component X axis. Coefficient plot (D) shows the positively and negatively

correlated signals related to activity along Y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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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bolites related to activity were identified by using Y-related coefficient plot. It

can be seen in 그림 4-2-5D, many signal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high activity

of sponge extract. To identify very important signals, we choose VIP (variable

importance in the projections) scores of each positively correlated signal. It is the

weighted sum of squares of PLS weights and it is indicated that it is directly

proportional with the influence of predictor on the separation on score plot means

higher the VIP value more the predictor is responsible for separation.

그림 4-2-6. NMR spectra of crude extracts of marine sponge

- Sponges produce a wide array of secondary metabolites ranging from derivatives of

amino acids and nucleosides to sterols, terpenoids, alkaloids, fatty acids, macrolides,

saponins, peroxides (11). Compounds related to activity were identified as

hymenialdisine, hymenidin and several resonances related to halisulfates by NMR

spectroscopy and comparing data with published reports (21, 22). The NMR spectra of

the extracts showed the characteristics signal of hymenialdisine as δ 6.63s, δ 3.69s, δ 

3.60s as described in literature (23). The signals related to hymenidin was identified as

δ 4.07 (d, J = 4 Hz), 6.10 (dt, J = 4, 16 Hz), 6.30 (d, J = 16 Hz), 6.75 s, 6.87 (d, J=1

Hz), 6.95 (d, J = 1 Hz) as reported previously (그림 4-2-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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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coefficient plot showed the signals which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tivity.

For halisulfates, signals at d 6.64, d 6.56, and d 1.69 showed high VIP values i.e. 1.65,

1.35, and 1.22, respectively. For others, hymenialdisine, hymenidin, the corresponding

VIP values for the resonances at 6.63, d 6.87, andd 6.95, are 1.79, 1.93, 2.30, . Based on

above observations, it can be proposed that the halisulfates, hymenialdisine and

hymenidin are the mainly responsible for the high adenosine receptor binding activity in

sponge extracts.

- We have successfully applied chemometrics based strategy to identify compounds in

marine sponges related to antiinflammtory activity. Compounds like halisulfates and

hymenialdisine, hymenidin, previously known for their enzyme inhibition and antifouling

activities (22), have been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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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Natural products from the marine environment are seen as a viable source of useful

chemical compounds. A variety of biologically active compounds have been isolated from

a range of marine organisms, such as sponges and seaweed, (Boonchum et al 2011),

which include therapeutic drugs (Choudhury et al 2003), anti-fouling (Wilsanand, Wagh

& Bapuji 1999), as well as anti-oxidative compounds. The Philippines has been identified

as an area rich in marine species (Carpenter and Springer 2005) and the potential for

similarly diverse natural bio-active compounds is also hig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creen various marine organisms from the Visayas

region for bioactive properties. This report covers the second year (of 3 years) of the

project. In the first year, crude extracts using a single solvent (MeOH) from 12 species

were screened for anti-bacterial (pathogenic), anti-fouling and anti-oxidantactivities. In

this report, we present the results of minimum extract concentration determination for

the five sponge species showing the highest potential from previous (Year 1) screening.

In addition to this, extracts from 4 new common reef flat sponge species, using five (5)

solvents were used in micro-bioassays to determine minimum inhibition/bactericidal

concentrations.

MATERIALS and METHODS

Specimen collections

Collections were made in the shallow reef flats in Concepcion, Iloilo (left) in November

2011 and May 2012. While these were conducted in year 1 of the study, specimens from

these collections were only processed for examination in ye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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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ttempt to collect sponges more typical of deep waters was done in May 2013 in

southern Guimaras.

Panay Gulf
Unisan Is.

Taklong Is.

Tandog
is. Panobolon Is.

Guiuanon Is.

Map showing location of collecting sites: Concepcion, Iloilo (upper

right) and southern Guimaras (lower; yellow dots indicate

approximate locations of dive sites)

Initial taxonomic identification of specimens collected in years 1 and 2 are shown in

below.

Specimens collected in Concepcion, Iloilo in November 2011

Algae Porifera (cont'd) Euplacella N iphates sp

Codium arabicum Callyspongia sp. Gelliodes fibulata Oceanapia sp

Gracilaria salicornia Carteriospongia sp. Gelloides sp Paratetilla bacca

Halimeda opuntia Clathria Haliclona Pellina sp

Hypnea pammosa Clathria reinwardti Haliclona coerulens P lakortis sp

Porifera Clathria vulpina? Haliclona cymaeformis Psammoclemma sp

Aaptos sp Diacarnus sp Hippospongia amata Pseudoceratina sp.

Acanthella sp Dysidea granulosa Hyrtios sp Stylinos ruetzleri

Amphimedon Dysidea herbacea Ircinia Xetospongia exigua

Aplysina sp Dysidea sp Kallypilidion sp. Xetospongia sp

Axinyssa sp Dysidea sp1 Lissoclinum patella

Callyspongia
muricina

Echinodictyum
asperum Niphates cal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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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ifera Coelocarteria singaporense Haliclona
cymaeformis

Paratetilla bacca

Aaptos sp. Dysidea sp.1 Haliclona sp.1 Phyllospongia foliascens

Aaptos sp.2 Echinodictyum asperum
Haliclona sp.2
(green) Phyllospongia lamellosa

Cartiospongia foliascens Gelliodes fibulata Hyrtios mela (?) Pseudoceratina purpurea

Clathria reinwardti Halichondria (cartilaginous) Xetospongia exigua Stylotella aurantium

Clathria sp.

Porifera Clathria sp. Ianthella sp. Rhabdastrella sp.

Adocia sp. Cribrochalina sp.
(tubular)

Leiodermatium sp. Spongilla sp.

Axinella
corrugata Dysidea sp. Paratetilla bacca Xestospongia muta (barrel)

Callyspongia
sp.1 Echinodictyum sp. Phyllospongia sp.

(fan-like)

Xestospongia testudinaria
(barrel)

Callyspongia
sp.2 Gelliodes fibulata Pseudoceratina

purpurea

Specimens collected in Concepcion, Iloilo in May 2012

Specimens collected in southern Guimaras in May 2013

Chemical extraction

Specimens were washed, dried, osterized, filtered, and soaked in ethanol, after which

the alcoholic fraction was subjected to sequential extraction using solvents of different

polarities: namely hexane (HEX), dichloromethane (DCM), methanol (MeOH), ethyl

acetate (EA) and water (AQ). The crude extracts were concentrated using a rotary

evaporator at 40°C. The crude extracts were then subjected to an anti-microbial bioassay

against pathogenic bacteria using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and MBC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Antibiotic screening and test microorganisms

Two-Fold Macrodilution Test for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The extracts that exhibited zonesof inhibition were subjected to a two-fold macro

dilution to determine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r the

lowest concentration of an antimicrobial that will inhibit the visible growth of

a microorganism. Concentration of extracts (ppt) in MHB tubes were diluted half of its

previous until the 10th dilution. 1.0 standard inoculum solution was introduced to the

tubes. Controls used were Antibiotics, MHB and MHB+Inoculum. The tube with lowest

concentration of extract with no growth or turbidity is reported as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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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dilution MIC Test: MHB Tubes with decreasing concentrations.

Two-Fold Microdilution Test for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When the amount of extracts to be tested is small, a Two-Fold Microdilution Test can

be employed, using 96-well plates following the same procedure for macrodilution shown

above. In the case of specimens examined in year 2, the amount of extracts were small

because of the use of 5 different solvents. This test was conducted on year 2 samples of

the 4 sponge species shown below.

Microdilution MIC Test: 96-well microtitre plate with growth in lower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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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ptos sp

Phyllospongia lamellosaHaliclona cymaeformis

Pseudoceratinapurpurea

The four sponge species whose potentilally bioactive compounds were extracted

using five (5) solvents and used for determination of minimum inhibitory and

bacteriocidal concentrations. Specimens were collected in shallow (< 5m) reef/reef flat

areas in Concepcion, Iloilo in November and May 2011. Taxonomic identifications are

still unverified.

Spread Plating Technique Test for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

The MIC tube and the next concentration with growth were selected for MBC Test or

the lowest concentration of an antibacterial agent required to kill a particular bacterium.

MBC Test was performed by the spread plating technique, wherein the sample is

pipetted onto the surface of MHA plate (0.1 ml or less), and then spread evenly over the

surface of MHA plate using a sterile glass stirrer. The plates are then incubated upside

down and overnight at 37°C. The concentration producing one or no colony at all is

reported as the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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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Test:Plates with no growth after spread plate

incubation.

RESULTS

Among the Polar extracts tested from Year 1 specimens, the Kirby Bauer Disc

Diffusion Test showed that the sponge Xetospongia exigua was the most consistent in

terms of antibiotic activity by inhibiting all test bacteria with zone of inhibitions >15mm.

Other sponge species, including Neopetrosia proxima, Hyrtios mela, Phyllospongia lamella,

as well as the macroalga Padina australisshowed antibacterial activity towards at least 3

of the 7 pathogens tested in the first year of study. The MICs for these species were

determined and the results are shown below.

Macrodilution

Minimum Inhibitory and Bactericidal Concentrations of Polar Extracts from Year 1

specimensacross 7 pathogenic test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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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Inhibitory and bactericidal concentrations to 7 test pathogenic

bacteria across polar extracts of the 5 Year1 specimens showing highest

bio-potential.

It shows that Xestopongia exigua exhibited highest activity with MICs for all test

bacteria ranging from 12.5 - 100ppt. X. exigua was most potent (inhibitory at lowest

concentrations) against MRSA, and least against Bacillus subtilis and Enterobacter

aerogenes. Hyrtios mela and Neopetrosia proxima inhibited growth in 5 of the 7

pathogens tested. Both sponges were most effective against Streptococcus faecalis

(12.5-25 ppt). P. lamellosa and the macroalga P. australisshowed inhibitory effects

against only 3 of the tested pathogens, and only at the highest concentrations (150ppt)

used in the tests.

In general, the resulting MIC and MBC values were the same across all test bacteria

for all the specimens examined. Streptococcus faecalis was the most susceptible

pathogenic organism, havingbeen inhibited by extracts of all 5 specimens examined.

MRSA was next, being inhibited by 4 of the species examined. The least susceptible

bacteria species was Bacillus subtilis, which was affected by only 1 species examined, N.

proxima (100ppt).



해외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 최종보고서

238❚

Aaptos sp. P .purpurea H . cymaeformis P .lamellosa

Bacteria MIC MBC MIC MBC MIC MBC MIC MBC

S. aureus 12.5 12.5 12.5 12.5 12.5

S. typhi 12.5 12.5 25 12.5

M. luteus 12.5 50 50 50 12.5 12.5

MRSA 12.5 50

S. faecalis 12.5 12.5 12.5 50 50 12.5 12.5

B. subtilis 12.5 12.5 25 25 50 50 12.5 12.5

E. aerogenes 12.5 12.5 50 12.5 12.5

Test pathogens S. aureus S. typhi M. luteus MRS. aureus S. faecalis B. subtilis E. aerogenes

Sponge species

Aaptos sp. EA EA EA EA EA EA EA

H. cymaeformis DCM DCM DCM Hex DCM

P. .purpurea AQ AQ AQ AQ AQ

P. lamellosa DCM DCM DCM DCM DCM DCM

Microdilution

Nest data show in which solvents the extracts showed observed bioactivity against the

test pathogenic bacteria. Ethyl alcohol (EA) was most effective for Aaptos sp, while

DCM was best for both H. cymaeformis and P. lamellose. For P. purpurea, water (AQ)

was the best solvent. In most cases, the same solvent was most effective across all

pathogens that showed negative impact, except for H. cymaeformis, where hexane (hex)

was the best solvent only for B. subtilis.

Most effective solvent of extracts showing negative impact across the different test

pathogenic bacteria.

Below data show the MIC and MBC of extracts from the four (4) sponge species

examined on the seven (7) pathogenic bacteria test species. Both Aaptos sp and P.

lamellosa showed the lowest concentrations (12.5 ppt) having negative effects on the test

organisms, although only Aaptos showed inhibition to all 7 test bacteria species. P.

lamellosawas effective for 6 bacteria, except for MRSA, while both species of sponges

showed bactericidal effects on five (5) of the 7 test species.

Minimum inhibition/bactericidal concentrations (ppt) of extracts from four sponge

species on the seven (7) pathogenic bacteria test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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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cymaeformis activity was observed at concentrations not lower than 50 ppt, while the
minimum concentrations at which P. purpurea showed activity ranged from 12.5-25 ppt,
with simple water as the solvent.

All 4 sponge species caused inhibition and mortality to S. faecalis and B. subtilis, while
MRSA was affected by only 2 of the 4 sponge species examined.

NEXT STEPS

Aaptos sp showed the most consistent effects at the lowest extract concentrations from
ethyl acetate. Fortunately, there is still enough crude extract remaining to allow
fractionation and further testing (microbioassays and ecotoxicology)in the next few
months (Year 3).

A fifth sponge species, Neopetrosia proxima, is still being processed for MIC/MBC
determination, and further fractionation. These will also be conducted in Year 3.

Specimen collections in the coming year will target the 3 species that have so far shown
the most promising bioactivity results: Xetospongia exigua (from Year 1), Aaptos sp and
Phyllospongia lamellosa. At least 3-4 kgs of these species will be collected t allow
more detailed chemical extraction and further bioassays.

Isolation and classification of sponge-associated bacteria has already been initiated, but
the processing is still on-going. This will be continued in year 3 as part of an MS
Thesis of the project’s research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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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는 자원 제공국에게 국내법을 통한 ABS 조치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를 둘러싼 세부적 내

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용국(주요 선진국)과 제공국(주요 개도국)간의 의견이 달라, 향후 국

가간 협의체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자원 이용국과 제공국간 이익에 직

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 틀에서 지속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또한 양 그룹간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원 제공국의 국내법적 태

도와 정책이 사실상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며, 자원 획득을 위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접근

방법과 이익 향유를 위한 관련 국가와의 양자간 협력 매뉴얼을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예

컨대, “파생물(Derivative) 및 제품(Product)“에 대한 정의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

지는 각국의 국내법 태도와 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당사국은 파생물, 합성제품, 무

형의 구성물 그리고/또는 협약의 발효 전에 수집된 현지외(ex-situ) 유전자원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해외생물자원 접근을 위한 양자간 협의서 역시 이 틀 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각국의 해양자원에 대한 ABS 관련 법제 구축 형태는 국가

별로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으며, 자원제공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ABS를 위한 전문 국내입

법을 기 제정하였거나, 혹은 현재 입법 절차를 추진중에 있다. 일부 국가는 ABS관련 국내법

체계의 수립에 관계없이 자원의 접근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하여 그 목적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결국, 해외 해양유전자원의 확보는 자원제공

국의 사회문화적 특징, 경제 현황,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정도, 원주민과 지역공동체 이익 등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NGO 등의 전반적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뚜렷한 매뉴얼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MOU 혹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이해 조정, 분쟁 가능성에 대한 규

정 검토 등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면, ABS에 대한 국내법체계가 뚜렷하지 않

으나, 배타적 문화를 가진 국가 혹은 지역에서는 국제기구, 혹은 일부 국가의 ABS 규정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이전, 공동연구 활성화, 현지국 연구자의 훈련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한 유

연한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1. 생물자원 확보 및 이용 관련 국제조약

가. 생물다양성협약

(1) 개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

하에 개최된 1992년 5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s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나이지리아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었으며, 1992년 6월 리우회의에

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고, 1993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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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UN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154번째 회원국)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

었다. CBD 협약은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가 생태학적ㆍ유전학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과

학적ㆍ교육적ㆍ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제반활동으로 인하여 현저

히 감소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감소 또는 손실의 원인을 예측, 방지, 제거’하기 위하

여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해양과 연안과 관련하여 맹그로브(magroves), 산호(coral reefs),

해초(海草, sea grasses), 해조류(algae) 등의 연안의 중요서식처와 외양, 심해저 서식처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중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CBD 협약은 람사르 협약(공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Iran, 1971)), 이동성 야생동물의

보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일명 Bonn협약, 1979),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서식지, 이동성 야생동물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Endangered Species) 등 특정 생물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된

다. 즉, CBD 협약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의 대상은 이동성 동물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생물다양성은

“육상, 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Ecological

Complex)를 포함하는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종내의 다양성, 종간 및 생

태계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2006년 브라질 꾸리지바(Curitiba)에서 개최된 제

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Eighth Ordinary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 8)에서 채택된 34개 결의문에 따르면[63]

ⅰ) 도서생물다양성(Decision VIII/1, Island biodiversity), ⅱ) 범지구적분류사업

(GTI)(Decision VIII/3, Global Taxonomy Initiative: in-depth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work for the Global Taxonomy Initiative), ⅲ)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ⅳ) 새천년 생태계평가서 결의문(Decision VIII/9,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ⅴ) 과학기술협력과 정보공유체계(CHM)(Decision

VIII/11,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the clearing-house mechanism), ⅵ) 연

안․해양생물다양성(Decision VIII/21, Marine and coastal biological 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deep seabed genetic resource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Decision VIII/22, Marine and coastal biological diversity: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marine and coastal area management) ⅶ) 보호구역(Decision

VIII/24, Protected areas), ⅷ) 외래종(Decision VIII/27, Alien species that threaten

ecosystems, habitats or species (Article 8 (h)): further consideration of gaps and

inconsistencies in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등 해양 관련 주요 의제가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CBD 협약은 전문과 42개 조문,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

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법과 보상혜택, 유전자 자원의 이용규제, 기술의 활용과 이전, 과학

기술 협력, 교육․홍보 및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공유 및 보전, 과학적ㆍ기술적ㆍ제도적 역량 개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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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는 자원에의 접근과 활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방향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협약은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을 유도하

고, 각종 개발사업이 발생시키는 생물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은 상호

합의된 조건과 사전 통보된 협의에 따르며 그에 따른 기술접근과 기술이전을 공정한 조건으

로 각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제사회에 중요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CBD

협약이 3대 원칙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

로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이러한 국제적 방향

성과 무관하지 않다. CBD 협약 전문 역시 생물다양성의 본래적인 가치와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생태학적, 유전적, 사회경제적, 과학적, 교육적 및 미학적인 가치를 자각하고 생

물다양성의 보전이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임을 확인하며, 각 국가는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

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그 생물자원을 지속가

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술선진국이 주도하는 기후협약과는 달리 CBD 협약은 생물자원이 풍

부한 개발도상국이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브라질·인도·말레이시아 등

그 동안 생물자원을 제공해 온 개발도상국들은 생물종을 사용한 유전공학기술의 결실에 대

한 공동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생물다양성이 인류의 생존기반으로서 자연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며, 유전, 과

학,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그 가치의 중요성이 인정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BD 협약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이전에는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64]’으로 인식되어 왔던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하여 국가의 주권이 있음을 선

언함으로써 자원 보유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과 접근 규제의 근거를 통상적인 이해관계

의 차원을 넘어 지리적으로 고유 재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약 채택 이전에 국제사회는

자연적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로 간주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에 대한 인류공동

유산 개념 적용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으며[65], CBD 협약은 ”인류공동유산“ 보

다는 ”인류 공통의 관심(a common concern of humankind)“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생물자원이 국가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에 해당한다는 태도를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CBD 협약의 국가 권리에 대한 적용 범위가 국가관할권 내측 생물자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태도로 판단된다.

협약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과 접근이 유전자원의 보유국과 이용자간 사전통보동의

및 상호합의조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자원보유국은 보유자원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CBD 협약상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사항

(가) 개관

CBD 협약은 제15조, 그리고 보조적으로 제16조(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 제19조(생명

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의 규정을 통해 유전자원의 접근을 규제하는 근거를 제공하

고 있다. 이들 규정을 이행하는 국가 조치는 제8조 j호(전통지식, 혁신기술 및 관행), 제10조

b호(생물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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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제10조 c호(생물자원의 관습적 이용의 보호 및 장려) 등의 규정과 같이 협약상 관련 의

무와 일치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접근을 제

공하고 장려하도록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19조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생명공학 연

구활동에서 유전자원 제공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익공유 협정을

통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것은 기술에의 접근 및 이전에 대한 협약의 요건을

이행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제공되고 있다(제16조).

(나) 적용범위

CBD 협약은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에 대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는 가진 유전

물질(genetic material of actual or potential value)’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의 유전물질은 ‘유

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 물질(any material of

plant, animal, microbial or other origin containing functional units of heredity.)’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인체 유전자원, 국가관할권 외측에 위치

한 유전자원, 협약 발효 전에 수집된 현지외(ex-situ) 유전자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인체 유전자원 : 유전자원에 대한 협약의 정의 내에서 기술적으로 나타나는데,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인체 유전자원은 제15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공해와 같은 국가관할권 외측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원

⒞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수집된 현지 외 유전자원 : 이것은 현지외 수집에 대한 국가의

규정과 정책을 조건으로 이용자는 그러한 자원의 기원국과 이익을 공유할 의무없이 현

지외 보관시설(유전자은행, 식물원 등)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획득할 수 있다.

(다) 접근 요건

CBD 협약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문제는 가장 큰 쟁점 사안 중의 하나

였다. 협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를 확립하고 있다 :

-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사전통보동의 획득

- 상호합의조건에 대한 공정한 협정 협상

- 자원을 이용하는 과학조사에 제공자의 참여와 같은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의

공유에 대한 합의

- 자원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보장

(라) 이행

협약 제15조는 유전자원의 접근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가입법, 행정 또는 정책적 조치를 개

발하는 것을 결정할 권한이 국가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접근에 대한 국가의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개발함에 있어 국가는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기준 및 지침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의 그리고 최

근에 제정되고 있는 지역적, 국가적 접근 체계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

- 자원 및 규제되는 활동을 포함한 체계의 적용 범위

-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해 권한 있는 국가정부의 역할

- 상호합의조건의 협상 및 사전통보동의 부여 절차

- 신청자가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같이 접근의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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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이익의 목록과 같은 이익공유에 대한 MAT의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그리고 또는 지침

접근체계는 지역공동체의 참여, 감시 및 집행, 비준수에 대한 제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마) 전통지식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서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역할 및 기여

를 인정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적 협정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의 각 당사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적절히 입법 제정할 의무가 있다(제8조 j호).

-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련있는 전통적 생활방식을 구현하고

있는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 혁신기술 및 관행을 존중, 보전 및 유지

- 그러한 지식, 혁신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

- 그들의 지식, 혁신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 발생된 이익의 형평한 공유 장려

협약 당사국의 다른 의무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요건에 부합되는 전통

적 문화적 관행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관습적 이용의 보호 및 장려하는 것이다(제10조 c호).

또한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주민 및 전통적 기

술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제18조 제4항).

나. 나고야 의정서

(1). 의정서 채택 경위

CBD 협약의 채택으로 생물자원 보유국 들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자, 일부 국가는 자원에

대한 접근통제, 국외 반출 규제 등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CBD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자원 보유국 들의 입장에서 국내법적

조치만으로는 자원 보존과 이익공유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

였다. 즉, 생물자원의 접근에 따른 이익 공유가 국제 규범으로 구속력 있게 형성되어 함을

주장하였다. 주로 생물 부국으로 평가되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주장은 생물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선진국과 첨예한 대립이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

2000년에 개최된 제5차 CBD 당사국총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초안 작성 등을 수행하는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작업반회의(이하 ‘작업반회의’라 함)

설치가 결정되었으며, 2001년에 개최된 제1회 작업부회에서의 검토를 거쳐 2002년 4월 제6회

당사국총회(이하 ‘COP 6’라 함)에서 유전자원 이용국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ABS에

관한 국제적 지침서인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이 채택되었다. 다만, Bonn Guideline

은 ABS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을 제시한 법적 구속력 없는 자발적 지침에 불과하여 이익공

유의 실효적인 이행이 의문시된다는 우려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었다.

2002년 8~9월(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개최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개발도상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

는 국제 규범 도출을 위한 협상 개시를 권고하였다. 반면, 선진국은 ‘본 가이드라인’이 실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성과를 판단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교섭 끝에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형태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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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체제 내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염두하여 국제체제 교섭을 개시하는 것을 제기한 내용을

담은 동 회의의 실시계획이 채택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2004년에 개최된 제7회 체약국회의

(이하 ‘COP7’라 함)에서는 작업부회에서 국제체제 초안 작성 및 교섭을 수행해 가는 것이 결

정되었다. 2006년에 채택된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국제체제의 성격과 적용범위 등에 관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의견 차이로 인해 COP 7 이후 작업의 진척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업반회의에서의 작업을 제10차 당사국총회(이하 ‘COP 10’ 이라 함)까지 완료하

는 것이 결정되었다. 2007년에 개최된 제5차 작업반회의에서는 뗘가 준수조치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공국의 ABS법과 관련된 국제적인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는 것을 제기하였

으며 이는 그 후의 교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2008년에 개최된 제9차 에서는

2010년에 아이치현(Aichi) 나고야(Nagoya)시에서 COP 10을 개최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2009

년에 개최된 제8차 작업반회의에서는 각국의 의견을 담은 국제규범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그

후의 교섭에서 초안의 최종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을 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2010년 3월에

개최된 제9차 작업반회의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체제(의정서)의 책정을 목표로 이후

교섭을 수행해 가기로 하였다. 이후 COP 10까지의 사이에 3회의 추가회의가 개최되어 COP

10 기간 중에도 ABS에 관한 비공식협의회의(이하 ‘ICG’라 함)에서 집중적인 교섭이 이루어

졌지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COP 10 의장이 지시한

COP 10 최종일 전일이라는 기한에 이르렀음에도 ICG에서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용

국에 의한 유전자원 이용의 감시(monitoring)에 관한 조항의 세부 항목과 의정서 발효 이전

에 취득된 유전자원 취급 등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주요 사안이었다. ICG 공동의장으로부

터의 보고를 받은 COP 10 의장은 최종일에 나고야의정서의 의장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료급을 포함한 비공식 조정을 시도하였다. 결국,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실시에 관하여

각 체약국에 일정 재량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 접근 및 그 이용

에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하 ‘의정서’라 함)가

채택되었다.

(2) 의정서 주요내용

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배분하는 것(유전자원

취득의 적당한 기회 제공, 관련 기술의 적당한 이전 및 적당한 자금공여를 통해 배분하는 것

을 포함) 및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공헌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ABS에 관해서는 협약에서 ①각국은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

라 인정되어 유전자원의 취득기회에 따라 정하는 권한은 그 국가의 국내법령에 따르는 것

(협약 제15조 1), ②유전자원의 취득 기획에 부여되기 위해서는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인

체약국이 별단의 결정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체약국의 사전 정보에 따른 동의(이하

‘PIC’라 함)를 필요로 하는 점(협약 제15조 5), ③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분은

상호 합의하는 조건(이하 ‘MAT’라 함)에서 수행하는 것(협약 제15조 7)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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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에서는 협약의 이들 규정의 적정한 실시를 위해 ①유전자원의 제공국인 체약국에

대해서는 PIC의 근거가 되는 ABS에 관한 법령 또는 규칙(이하 ‘ABS법령 등’이라 함)에 법

적인 확실성, 명확성 및 투명성을 부여하는 것(제6조 3)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②이용국인

체약국에 대해서는 자국의 관할 내에서 이용되는 제공국인 체약국의 유전자원이 해당 제공

국에서 ABS법령 등에 따라 PIC를 통해 취득되어 MAT가 설정되는 조치를 취할 것(제15조

1) 등을 요구하고 있다(II의 1 ① 및 2 ① 참조). 또한 ②와 관련하여 체크포인트 지정을 포

함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 감시(monitoring)하여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

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제17조 1, II의 2③ 참조) 이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각 체약국의 재

량에 맡기고 있다.

의정서에서는 그 외에 ABS법령 등에서의 비상업목적 연구, 건강에 손해 등을 미치는 긴급

사태, 식량농업유전자원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제8조, II의 1③ 참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

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공헌(제9조), 다수국간의 이익배분 체제 검토(제10조), ABS에 관한 정

보교환센터(이하 ‘ABS Clearing-House’라 함) 설치 및 정보 공유(제14조), MAT에 분쟁해결

규정을 포함하는 것의 장려 등(제18조, II의 3② 참조), 계약 조항의 양식 작성 등의 장려(제

19조), 임의 행동규범, 지침 및 최량의 실례 또는 기준의 작성 등의 장려(제20조), ABS에 관

한 계몽(제21조), 개발도상체약국 등에서의 의정서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역량배양에 대한

협력(제22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구조

또한 의정서는 협약 제15조의 규정 범위 내의 유전자원에 대해 적용되며(제3조), 의정서의

목적과 적합한 ABS에 관한 타 전문적 국제문서가 대상으로 하는 특정 유전자원에 관해서는

해당 국제문서의 체약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4조 4). 또한 의정서는 현행 국제협

정에 의거한 체약국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는 의정서와 타 국제문서와의 사

이에 서열을 매기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제4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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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고야 의정서의 시사점

조약은 통상적으로 스스로 그 발효 요건을 규정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채택, 1980년 발효) 제24조 제2항에 따라 비준이나 그

밖에 구속성에 관한 국가의 확정적인 동의가 제시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나고야 의정서는

그 적용 시점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CBD 협약의 당사국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의 50

번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고 규정

(제33조)하고 있다. 2014년 5월 현재, 34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하였고, 92개국이 서명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양생물자원 사업 대상국 혹은 대상 후보국 중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로는 피지

(2012.10.24), 인도(2012.10.9), 마이크로네시아(2013.1.30), 베트남(2014.4.23), 모리셔스

(2012.12.17), 인도네시아(2013.9.24) 등이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CBD가 표명하고 있는 세 가지 목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이익의 공정한 공유 중, “공정한 이익 공

유”를 목표로 한 보충 의정서로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의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나고야 의정서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를 둘러싼 세부적 내용에 대

하여는 여전히 이용국(주요 선진국)과 제공국(주요 개도국)간의 의견이 달라, 향후 국가간 협

의체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자원

이용국과 제공국간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 틀에서 지

속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양 그룹간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원 제공국의 국내법적 태도와 정책이 사실상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며, 자원 획득을 위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접근 방법과 이익 향유를 위한 관련 국가와의 양자간 협력 매뉴얼을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 나고야 의정서에도 불구하고 “파생물

및 제품“에 대한 정의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각국의 국내법 태도와 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당사국은 파생물, 합성제품, 무형의 구성물 그리고/또는 협약의 발

효 전에 수집된 현지외(ex-situ) 유전자원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해

외생물자원 접근을 위한 양자간 협의서 역시 이 틀 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각국의 해양자원에 대한 ABS 관련 법제 구축 형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으며, 자원제공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ABS를 위한 전문 국내입법을 기 제정하였거나, 혹

은 현재 입법 절차를 추진중에 있다. 일부 국가는 ABS관련 국내법 체계의 수립에 관계없이

자원의 접근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하여 그 목적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해외 생물자원 이용국의 입장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제시하는 핵심 사항은 사전통보승인

(PIC), 상호합의조건(MAT)에 있으며,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까지 ABS의 범주에 포

함되어 접근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자원이용국인 우리나라가 타국의 해

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ABS 단계별 국가 정책(법) 분석과 사안별 검토,

협정서 체결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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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상 ABS 절차 및 접근단계별 확인사항

나고야의정서 상의 ABS 관련 조항은 생물자원을 확보를 둘러 싼 쟁점이 미해결 상태에

있으며,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자원제공국가의 국가정책 및 입법방향에 따라 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의 틀이 사실상의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원제공국 입장에서는 유전자원으로부터의 최대 이익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이익은 국제적 수준에서 국가 및 지역적 이익을 고려하며 정책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 생물자원 확보가 대상 국가 혹은 관련 주별 정책과 규

범, 사안에 따라 접근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UNCLOS의 국내법적 수용(미 비준국인 경우 국내법)인 해양과학조사법,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관한 관련법, 수산자원 접근과 이용에 관한 관련법, 해양환경 관련 법, 대륙붕 자원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또한 사안별 국가 혹은 지방정부와의 MOU

체결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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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해양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

인 활용, 생물자원의 보존 및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전(the equitable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their resources, the conservation of their living resources, and the study,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에서 수행

되는 활동을 관리하는 법적 체계를 제공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명시적으로 ‘해양유전자원’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천연자원’, ‘해양생

물자원’ 및 ‘생물(living organism)’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

협약은 해양에서 수해되는 모든 활동에 대한 법적 체계를 규정하고, 상기 자원이 해양유전

자원을 포함하기에 충분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양자원의 접근 및 이용 또한 유엔해양법협

약의 관련 규정으로 규제된다고 볼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주요 목적은 해양의 법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첫째 국제사회를 장

려하고, 둘째 해양의 평화적 이용 및 해양자원의 형평하고 효율적인 이용, 생물자원의 보존,

그리고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구분되는 해역내에

서 모든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복잡하고 포괄적인 레짐을 확립하고 있다. 이들 레짐 중에

서 특히 해양생물자원(유전자원 포함) 이용 관련 생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해양과학조사 및

과학기술의 이전과 같은 규정은 ABS 레짐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규제에 적합하다고 보여진다[66]. 유엔해양법협약 제56

조 제1항은 연안국이 생물 또는 무생물자원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물유기체로부터 추출한 해양유전물질은 명백히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1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천연자원’에 포함되므로 연안국은 자국 EEZ에서 해양유전자원의 탐사 및 상업

적 개발을 수행, 관리, 감독할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67]. 이것은 해양생명공학 상품의 상업

화 결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한 세금이나 로얄티를 부과할 권리를 포함한다[68].

연안국이 자국 EEZ에서 해양유전자원을 자유롭게 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해양

법협약 제192조는 국가에게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것은

각국의 관할권 하의 해양유전자원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 및 공공단체가

Bioprospecting의 수행에 종사하거나 허가할 때 국가는 그러한 활동이 해양환경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는 연안국 EEZ에서 수행되는

Bioprospecting 활동에 적용가능한 효과적인 환경 보전 프레임워크를 이행하도록 국가를 강

제할 수 있다[69].

이러한 일반적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의 일반적 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내지 제

196조에서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94조 제1항은 국가에게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 경감, 통제하는 데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는 필요한 모든 조

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때 그 조치는 각국의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로

실행 가능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 조치에는 제194조 제5항에 규정된 매우 희귀하거나 손상되

기 쉬운 생태계, 고갈되거나 멸종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생물종 및 그 밖의 해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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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96조는 외래종

이나 새로운 종의 고의적, 우발적인 도입으로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7조 제1항은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

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7조 제4항은 그러한 천연자

원에 “정착종에 속하는 생물체”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7조 제4항의 ‘정착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명백한

것은 정착종에 관련된 bioprospecting은 제77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안국은 대륙붕에 있는 정착성 생물유기체의 유전자원에 대한 bioprospecting 활동을 수행,

관리 및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착성’ 유전자원과 ‘이동성’ 유전자원간 구분에 대하여 과학적, 정책적 개념이 정

립되어 있지 않다. 미생물 유형의 유전물질은 상부수역과 해상에서 떠있는 형식으로 발견된

다. 이러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현재 규정은 bioprospecting과 같은 새로운 해양이용행위에 대

해 적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이익공유 제도가 유전자원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

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3부의 범위는 자원의 유형에 제한하지 않고, 유엔해양법협약 제

11부의 일반적 제한은 심해저에서의 과학조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유엔해양법협

약 제143조 제1항과 제143조 제3항에서 사용된 형식을 보면 명백해 진다. 즉, ‘심해저 및 그

자원에 관한 과학조사’ 대신 ‘심해저에서의 과학조사’라고 언급하고 있고, 이들 규정은 단순

히 광물자원에 대한 조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과학조사의 어떠한 유형에도 적용

됨을 암시한다. 그러나 해양과학조사와 bioprospecting은 비록 실제로는 양 활동의 구별에

어려움이 존재하나 보통 동일한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양과학조사와 bioprospecting

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지만 해양과학조사는 일반적으로 비상업적 목적을 가지

고 bioprospecting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한 차이는 배타적경

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제246조에서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사는 ‘통상적 상황에

서’ 해양과학조사로 간주된다. 반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246조 제5항은 ‘생물 또는 무생물 천

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사사업의 경우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고, 따라서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지역협정

가. 안데스 협정(결의 제391호)

유전자원은 같은 지역특성을 가진 다국간에 걸쳐 분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

로 모순되지 않은 ABS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전자원이용 측에

대한 교섭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있다.

안데스협정국가(Andean Community Commission’s Common Regime on Acces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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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기관
유전자원에 관한 아덴지역 위원회

기능

제51조

제50조

사전통보동의 절차
접근 신청

일반규정

제26-31조

제16-25조

상호합의조건

접근 계약

보조계약

계약의 조건

제32-37조

제41-44조

제17조

제38-40조

이행준수 메카니즘

분쟁해결

등록기관 설치

회원국간 통보

지식재산권의 취소

계약의 종료/무효

위반 및 제재

최종규정

제21조

제48-49조

보충조항 2-3조

제39조

제46-47조

Genetic Resources)들은 1996년 7월에 결의 제391호(Common Regime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71]를 채택하였다. 결의 391은 가맹국이 충족해야 할 최저 기준을 정하고 동 결

의 제5조에 의거하여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볼리비아의 국내법(제24676

법령)은 1997년 6월에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또한 컬럼비아 및 베네수엘라는 391 결의를 직

접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페루는 1998년 10월에 동 결의에 의거한 법안을 작성․공표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기각되었다.

결의 391은 유전자원접근규제에 관한 지역협정으로서는 획기적이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가맹국들의 국제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전자원접근활동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국 간에

유전자원접근조건을 완화하여 이용하는 측에 대한 교섭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때문에 가맹

국간의 정보교환을 중시하고 접근신청․심사․허가 및 계약체결 상황(제48조), 본 결의에 관

련된 국내법제도의 정비상황(제49조)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가맹국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훈련프로그램(제8조), 유전자원에 관한 안데스위원회 설

치(제51조)를 정하였다. 두 번째로 계약이 국가와 신청자간에 체결된 접근계약(제32조~제35

조), 접근계약 첨부(제35조) 및 부대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제41조~제44조). 접근

계약의 첨부는 유전자원과 무형요소(전통지식 등의 지식, 고안, 관행)의 제공자에 대한 이익

배분을 정하고 무형요소 제공자와 접근신청자의 양자에 의해 조인된다. 부대계약은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개발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토지소유자․관리자, 서식역 외 수집

센터, 생물자원의 소유자․관리자, 접근계약 당사자 이외의 국내지원기관 등)와 신청자가 체

결한다(제41조). 접근계약 및 부대계약에 의해 PIC는 국가 및 제공자 양자와 체결된다고 생

각된다. 세 번째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제391호 결의에서는 「무형요소」라 정의)의 양쪽과

같이 접근규제를 적용한 것이다. 네 번째는 이주성 종과 가맹국내의 자연생물의 유전자원,

그 파생물, 무형요소 모두를 본 결의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결의 391은 유전자원접근의 엄

격한 관리를 통해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지만, 관리와 이용의

균형을 맞추고 적절한 접근을 확보하는 것은 각국 국내법의 운용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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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노하우 인정, 혁신기술 및 전통적 관행 제7조

기타

국가간 호혜주의

소지역 협력

훈련, 조사, 개발 및 기술 이전

제11-12조

제10조

제8-9조

나. ASEAN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97년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의

제2회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ASEAN2020 비전을 채택하였다. 비전 실현을 위해 작성된 하노

이 실행계획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한 계획이며 그 중에 ASEAN

의 유전자원접근에 관한 협정을 2004년까지 채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998년에 필리핀

이 주최하여 개최된 워크숍에서 ABS에 관한 ASEAN 프레임워크 협정의 초안이 검토되었

다.

동 협정안은 전 1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과 제1조 목적에 「본 협정안은 각국의 법제도

가 최소한 충족해야할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목표로 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전통지식의 인식과 이익배분의 실시에 대해서는 제1조, 2조 및 11조에 규정되

어 있다. 생물자원에 대한 IPRs에 대해서는 식물․동물․미생물 및 그 일부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제4조). 비교적 상세한 기술이 있는 것이 PIC(제10

조) 및 이익배분(제11조)이며, PIC로 공표해야만 하는 정보의 리스트와 배분되어야할 이익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익배분의 실시 시에는 ASEAN 생물다양성 공통기금의 설치(제12조)

를 통해 수행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 유전자원접근 시의 요금 등을 통

해 기금의 수입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 태평양지역

l 태평양국가 유전자원 접근 가이드라인 (남태평양국가)

CBD를 채택하고 있는 남태평양의 13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

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바누아트)은 ‘유전자원

접근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있다. 1998년에 피지 나디에서 개최된 지역회의는 CBD의

실행에 관한 남태평양지역에서의 첫 회의이며 ABS에 관한 국가 대응 지원과 지역적 메커니

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년 후인 2000년에 개최된 태평양국가지역작업부회에서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지역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남태평양국가가 지역 내에서 모순되지 않는 ABS 국내법을 정비함에 있

어서의 필요시항을 정리한 것으로 ABS법제도의 제도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용은 ①

접근법의 기초가 되는 접근의 기본요건 설정, ②유전자원접근과 이익배분에 관한 태평양지역

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등이다. ②는 구체적으로는 연구/훈련/기술이전 등에 관한

능력개발을 통한 지역의 제도적 발전, 태평양지역에서 정합성을 갖춘 법적 체제, 야생생물자

원에 관한 접근제도, 당사국내의 생물자원접근의 상호 취급, 생물자원용 공통기금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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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프리카 공동체(OAU)

l OAU 모델 가이드라인

아프리카 공동체(OAU)1)는 에티오피아정부의 지원에 의해 작성된 OAU 모델 법안을 1998

년 제68회 OAU각료회의(부르키나파소)에서 채택하였다. OAU 모델법2)은 유전자원 접근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권리, 농민의 권리, 육종자의 권리를 포함한 내용으로 OAU 가맹국이

국내법 제도를 정비할 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모델법의 특징은 ①전통지식, 농민의 권리와 함께 육종자의 권리3)를 명확하게 위치시키는

것(제28~56조), ②유전자원접근 시에 PIC의 제공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요구하고 있으며(제5

조), 상세한 PIC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제4조), ③생물자원 보전․평가․지속가능한 사용

에 대해 여성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익배분의 의사결정으로의 참가 등

을 정하고 있는 것(제5조) 등이다. 특히 지역사회를 중시하는 자세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권리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지역사회가 받는 금전적 이익 비율을 규정

(50% 이상)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유전자원으로의 접근허가는 학술연구허가, 상업연구허가,

상업개발허가가 상정된다. 단 동일자원에 대해 동시에 2종류 이상의 허가가 주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없다(제13조). 모델법은 현재 나고야의정서를 대응하기 위해 수정검토가 이루

어지고 있다.

ABS 내용 관련 조항

범위
생물자원, 파생물, 공동체 지식,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식물육종가
제2조

사전통보동의 절차

접근허가 협정

비상업용 조사 조건

PIC 및 서면 허가

제8, 10조

제11조

제3-5조

상호합의조건 접근 수수료, 이익공유 제12조

이행준수 메카니즘 enabling provision 제67-68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공동체 권리 제16-22조

1) 1963년에 32개국이 설립한 아프리카국가 공동체. 현재 가명국은 53개국, 2002년 아프리카연합으로 이행.

2) OAU Model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Local Communities, Farmers, Breeders and the Regulation

of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

3) 육종자의 권리는 식물 신품종의 판매, 생산을 의미하고 농민의 권리조항(Part V)에서 정한 조항에 따른다(제30조). 또한

육종자의 권리는 음료안전, 건강, 생물다양성 등의 보호목적의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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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국외 입법 현황

가. 생물자원 제공국

(1) 아시아

(가) 인도

- 개관

인도는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이듬해인 1994년부터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자문과정을 거쳐

생물다양성협약 조항의 효율성을 부여하고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용으

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을 공포하였다. 2004년에는 생물다양성규칙(Biological Diversity Rules)을 제정하여 생물

자원 이용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국가다양성책임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지정하였

다. 또한 생물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승인절차, 이익공유 기준, 분쟁 해결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2년 생물다양성법/2004년 생물다양성규칙은 외국인, 외국 연구기관 및 회사에 의한 유

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의 접근과 형평한 이익공유에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동법은 과학조사, 상업적 이용, 생물조사, 생물이용 및 보전 등 다른 목적의 이용자에 의한

생물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생

물다양성 기금 설치를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인도 내에서 지역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

고 인도 시민에 의한 조사를 허용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 이외의 기타 목적으로 생물자원

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일부 전통의사에 부여하고 있다.

- ABS 관리 시스템

생물다양성법은 3단계 시스템을 통해 ABS를 관리하고 있다.

① 국가생물다양성 책임기관(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

NBA는 외국인,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의한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을 요청하

는 것과 관련한 문제, 외국인에게 조사관련의 이전, 형평한 이익공유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

의 부여, 인도의 생물자원의 대한 주권적 권리의 확립, 인도에서 획득된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정보 또는 조사에 기초한 발명에 대한 인도 영토 내외에서 지식재산권 출

원 승인 등에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룬다.

생물다양성책임기관 내에는 ⒜ ABS의 절차 수행 전문가 위원회 ⒝ 생물다양성 보호 구역

”Biodiversity Heritage Sites(BHS) 지정 및 관리 전문가 위원회 ⒞ 생물다양성운영위원회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행정 및 관리 전문가 위원회 ⒟ 담당 공무원 훈련

모듈의 준비 전문가 위원회 ⒠ 인도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Indian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전문가 위원회 등 5개의 전문가 위원회(Expert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첫 번째 ABS 전문가 위원회가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 절차에 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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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는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지침을 규정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술지원 및 지침을 제공하여 SBB와 BMC의 ABS 활동을 조정하고 생물 보존 및 그것의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관리를 자문하고, 생물다양

성 중요 지역을 선정하고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 생물

다양성의 보호하고 특정 지역에서 지식재산권의 부여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한다.

NBA는 사전통보동의, 외국인, 인도 비거주자에 대한 생물자원 및 과학조사 결과의 접근

및 이전 승인, 인도에서 획득된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기초한 지식재산권 신청을 위한

사전 승인, 이익공유 기준 수정 및 제3자 이전 승인 등을 포함한 ABS 획득을 위한 모든 결

정을 이행하는 국가책임기관이다.

② 주(州) 생물다양성국(State Biodiversity Board: SBB)

내국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인도의 생물자원 또는 관련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정부의 부서이다. 이 경우 내국인은 해당 SBB에 사

전통지(prior intimation)하여야 한다. SBB는 CBD 3대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통제할 권한

을 가진다.

③ 생물다양성 관리 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BMC)

지역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지식의 연

대기 등을 정리하고 출판하는 업무를 통괄하는 기관이다. 자치정부 지역기관들에게 BMC의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 NBA와 SBB는 각 BMCs의 지역 내의 생물자원과 관련전통지식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BMC에 조언․상담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지역사회는 BMC를

통하여 PIC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접근절차

생물다양성법은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세 가지 유형의 규범을 규정

하고 있다.

l NBA의 사전 승인에 기초한 외국인의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의 접근

l SBB의 사전 통지에 기초한 인도시민에 대한 접근 허가

l 지역주민의 사전 승인 또는 통지의 예외

접근에 대한 주요 절차는 생물다양성 규칙 2004의 규칙 14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접근을 원하는 신청자는 Form I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근을 위한 신청서가 승인

되면 신청자는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적절한 협의 메카니즘을 통해 NBA는 신청을 승인

하고 6개월 이내에 접근을 부여한 결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당국은 접근을 부여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정식으로 서명된 서면의 협정 양식을 요구한다. NBA는 거부한 경우 그 이유를 공

지하여야 하고, 신청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NBA는 조건의 이행준수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법 또는 협정의 조건 위반과 같은 특정

조건상 불만이나 직권에 근거하여 접근 승인을 철회할 수 있고, 손해가 있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 접근에 대한 제한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인도에서 획득한 조사결과를 이전하기 위한 승인을 부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

다. Form II에 따라 제출된 신청에 근거하여 NBA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외국인,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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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인도 비거주자에 적용) 동 법은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위한 절차

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이전의 승인 부여를 위한 모든 조건은 인도에서 획득된 생물

자원 및 지식에 근거한 특허 또는 다른 형태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

람에게 적용된다(Form III). 마지막으로 동법은 Form IV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는 절차를 통

해 NBA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물질 또는 지식의 제3자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규칙 제21조 및 규칙 20에 따라 적절한 이익공유가 접근 협정 및 기타 상호합

의 조건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NBA는 이익공유 조건을 부여할 것인데, 여기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권 부여

- 기술 이전

- 연구개발에 인도인 참여

- 벤처 캐피탈 마련

-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의 지불

동법은 다양한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기금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전은 생물자원의

보존 및 개발, 자원이 접근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이익은 자

원 또는 지식이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접근된 경우 그 개인 및 단체에 직접 제

공된다.

- 지식재산권 관련

2002년 개정된 인도특허법은 발명으로 이용되는 경우 생물 물질의 출처 및 지리적 기원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및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는 경우 특허출원

이 불허되거나 특허 등록이 취소된다. 구두 전승된 전통지식은 선행기술로 인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법에 근거하여 NBA는 인도에서 기원한 생물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근거한 지식

재산권이 외국에서 출원된 경우 지식재산권 등록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권한을 가진다.

- 법 시행 이후 신청사례

NBA가 취급하는 허가신청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실시 규칙에 규정된 신

청양식(Form)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신청 승인 사례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FormⅠ형 : 연구 조사 또는 상업 목적의 생물자원 접근(Access) 신청(BDA 제3조 1항

규칙 제14조)

이른바 “외국인”(BDA제3조 2항에 규정된 인도 국민이 아닌 자, 인도 국민으로서 비거주자)

이 인도에서 생산되는 생물자원 또는 그에 관련된 지식에 접근 할 경우, 시행규칙 제14조 제1

항에 기초하여 NBA에 접근 승인을 요청한다.

시행규칙실시 이후 2008년 3월까지 승인된 신청건수는 15건이다. 합의 체결된 예는 7건이다.

절차 도중, 신청 철회된 예는 27건이다. 따라서 연평균 6, 7건의 신청을 받고, 그 중 35.7%가

승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별 신청건수를 비교해 보면, 스리랑카, 일본, 호주, 체코, 프랑스

가 각각 1건인데 비해, 스위스가 2건, 독일이 3건, 영국이 9건으로, 영국이 가장 많다.

② FormⅡ형 : 조사결과의 이전신청(BDA 제4조 1항, 규칙 제17조)

누구라도 “非인도인(인도국민이 아닌 자, 인도국민으로서 비거주자)”, 외국 기업, 기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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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도산의 생물자원에 관한 조사 연구 성과를 금전적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NBA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시행규칙실시이후 2008년 3월까지 승인된 신청건수는 4건이다. 합의 체결은 4건으로, 신청

한 것이 모두 합의되었다.

③ FormⅢ형 : 지적재산권 신청허가(BDA 제6조 1항, 규칙 제18조)

생물자원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그들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

을 확보하기 위해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BDA 제6조는 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의 국

내외를 불문하고 인도에서 발견된 생물자원에 관한 연구 혹은 정보에 기초한 모든 발명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지적재산권 신청을 기도하는 자는 NBA에 의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만 한다. NBA는 허가를 부여하는 대신에, 이익배분 혹은 로열티, 혹은 그러한 권리의 상업

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는 BDA 목적의

하나인 “이익배분”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NBA는 지역기관과 협의하여 이익배분확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규칙실시 이후 2008년 3월까지 승인된 신청건수는 226건이다. 절차도중 철회한 사례는

24건, 합의체결된 사례는 9건이다. 승인신청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합의 된 사례는 비

교적 적다.

④ FormⅣ형 : 제3자에 대한 이전(BDA 제21조 1항, 규칙 제19조)은 생물자원 및 관련된

지식에 대한 접근을 인정받은 자가 접근한 생물자원, 또는 지식을, 그 밖의 자 또는 조직에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생물다양성법 제21조는 생물자원 접근에 대한 승인을 부여

한 이후의 이익배분에 관하여, 거래조건으로서 금전적 이익의 배분을 NBA에 공탁(供託)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절차 도중 철회된 4회를 포함하여 11회의 신청사례 중, 7건이 승인되었

고, 그 중 4건이 합의 체결되었다.

- 생물다양성법 적용제외로서의 “공동조사연구”와 “일반거래 상품”

이와 같은 법제도 하에서, 생물유전자원이나 전통적 지식에 대한 접근 시의 규제완화조치

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인도의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조사연

구를 시행할 경우이며, 두 번째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생물자원의 경우이다.

① 인도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조사연구를 시행할 경우

이 경우는 BDA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는 다음과 같다.

제5조: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않는 공동조사 및 사업]

인도의 정부출자의 연구 기관 및 타국의 이와 같은 연구기관 등의 연구기관 간의 생물자

원 또는 그에 관련된 정보의 이전 또는 교환에 관한 공동조사 및 사업이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BDA 제5조에 규정된 공동연구조사에는, 제3조의 접근 허가도 제4조의 조사 성과의 이전

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정부계열 기관과 타국의 정부계열 기관 간의 생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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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혹은 교환을 포함한 공동조사 프로젝트는, NBA에 의한 접근 규제에서 제외된다. 공동

조사 연구 규정의 적용은 중앙정부가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정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8년 3월 시점까지, 15건의 신청사례가 있었으며 그 대부분은

식물종자에 관한 연구조사에 관련된 것이다.

② 상품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생물자원(Normally Traded Commodities)의 경우

이 경우는 BDA 제40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40조는 다음과 같다.

제40조: [일정 생물자원을 제외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 법률 중 어떠한 규정에 관계없이, 중앙정부는 국가생물다양성국과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함에 따라, 상품으로서 일반 거래되는 생물자원을 포함한 일정 품목에 대해 이 법률

의 규정 제외를 선언할 수 있다.

무엇이 규제대상이 되는 가에 대한 사항은 인도 국내의 환경성과 무역성 간의 정책 정합

성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상 상품 리스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기

업이 인도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NBA에 개별적으로 직접 문

의하여야 한다.

애당초 BDA에 기초하여 관련 상품의 수출입이 규제되게 되면, 다수국간 환경조약으로서

의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한 환경보호 명목의 무역제한조치라고 간주되어, 무역의 자유화라

고 하는 WTO 룰과의 저촉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편으로, WTO 설립협정의 전문에는 환경

보호 및 보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목적에 따른 세계 자원의 적당한 이용이 명문화 되

어 있다. 이 경우, 인도의 이와 같은 제도의 목적이, 환경보호나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에 해당

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생물다양성법(2002년)상 ABS 관련 주요 규정

ABS 내용 관련 조항

국가책임기관

생물다양성 관리 위원회

NBA의 기능 및 권한

SBB의 기능 및 권한

국가책임기관

주(州) 생물다양성국

제41조 제2항

제18조

제23-24조

제8조

제22조

사전통보동의 절차 접근을 위한 NBA 승인 제3,5,7조, 제19조제1항

상호합의조건

조사관려 이전을 위한 NBA 승인(공동

조사사업)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 수집 수수료

NBA에 의한 형평한 이익공유의 결정

수수료

제4-5조, 제20조 제1,2항

제41조 제3항

제21조

제19조3항, 제20조3항

이행준수 메카니즘 벌칙조항(외국인 및 국민) 제55-57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의무

지역주민을 위한 면제 및 위원회(접근)

제36조 제5항

제7조

기타
지식재산권 신청을 위한 NBA 승인

신탁기금 조성

제6조, 제19조2항

제27, 32,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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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내용 관련 조항

국가책임기관 국가책임기관의 일반적 기능 제12조

사전통보동의 절차
접근 절차, 전통지식, 지식재산권신청,

제3자에의 물질 이전
제14조, 제17-19조

상호합의조건 형평한 이익 공유 기준 제20조

이행준수 메카니즘
분쟁해결

접근의 철회 또는 승인

제23조

제15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PIC와 같음 제14조, 제17-19조

기타 지식재산권 신청 전 사전 승인 절차 제18조

생물다양성 규칙(2004)상 ABS 관련 주요 규정

[Summary]

1. 범위

❍ 법률 : 생물다양성법 2002, 생물다양성규칙 2004
❍ 정의 : 생물자원은 동식물, 미생물 또는 그것의 일부, 실제적, 잠재적 이용 또는 가치

가 있는 파생상품(가치가 추가된 제품은 제외)으로 정의되나 인체유전물질은

제외됨

2. 절차

❍ 국가책임기관 : 국가생물다양성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 생물자원 및 관련 지식에 접근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10,000루피의 수수료를 내야 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청은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고,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을

구분하지 않음(다만 신청서에 이용 의도를 명시하여야 함). PIC는 자원의 접근 위치

에 관계없이 CNA에 의해 부여됨. CNA는 관련 지역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

적 정보를 수집함

3. 이익공유

❍ CNA는 이익공유 문구 및 지침을 정함. 지침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하는

반면, 문구는 사례별로 결정됨. CNA는 접근된 생물물질 및 관련 지식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이익의 형평한 공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여할 권한이 있음. 이익

은 신청자와 이익청구자와 협의한 CNA 간 상호 합의되어야 함. 산정된 이익의 5%

는 행정 및 공무비로 CNA에 지불됨

4. 전통지식

❍ 신청자는 어떠한 전통지식이 사용되는 지를 신청서에 명기하고 그 전통지식을 기술

하여야 함

5. 감시

❍ 신청자는 국가생물다양성국에 정기적인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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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레이시아

- 개관

말레이시아는 1992년 6월 12일에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고, 2004년 6월 24일에 비준하

였다. 말레이시아 과학 기술 교육부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MOSTE)는 1998년에 국가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조건을 정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가정책(National Policy on Biological Diversity)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

으로, 현재 수많은 전략의 실시가 예정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연구․개발 및 교육을 위한

유전자원 수집 및 이용, 생물자원의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효율적인 수익 분배 구조에 적용

되는 조건에 대한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이 필요한 것은 말레이시아에 생물자

원 이용에 관한 국내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은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따라, 예를 들

면, 1985 년 수산업법은 수산 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취급하고 1984년 산림은 산림의 관리

및 사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미생물 등 생물다양성 협약 이외에

보호하는 법률이 없고, 현행 법률에 대응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생물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계획단(Economic

Planning Unit; EPU)이 조사수행 절차를 수립한다. 허가 확인이 반드시 허가(permit)는 아니

다. 따라서 외국 조사자는 주(州)로부터 관련 승인이나 허가를 추가로 획득하여야 한다.

EPU는 모든 수집활동을 중심적으로 감시하고 주(州)에서 수행되는 감시를 원조할 수 있다.

연방차원의 생물다양성 관련 법률은 없지만 주 차원에서의 법은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Sarawak 주는 1997년 “주 생물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Sarawak 생물다양성 센터” 설치

를 위한 주법을 통과시켰고, 시행령은 2004년에 통과되었다. Sabath 주에서도 Sarawak 주와

비슷한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2000년 Sabath 생물다양성 조례가 공포되었고 그 후 Sabath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하였다.

ABS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는 1995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 초안을 완성한

상태이다.

- 관련기관

말레이시아에서 생물자원의 취득과 이전에 관해서는 관련당사자가 별도로 없어서 반드시

과학기술환경부(MOST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OSTE는 1973년에 설립되어 1976년에 현

재의 명칭이 되었다. 약 4,500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으며, MOSTE의 한 부문에 국가 생명

공학기술총국(The National Biotechnology Directorate: NBD)이 있으며, 1) 생명공학기술 중

에서 말레이시아의 공업(산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기술의 평가, 2)중점 분야의 특정, 3)

R&D 프로젝트의 증대(scaleup)를 위한 자금융자, 4) 공동연구 추진, 5) 상업화 추진 등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 및 생물자원의 접근 및 그것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된 이익 공유에 대한

관련 국제협정 이행을 위한 법률(안) 주요내용

생물다양성협약 및 생물자원의 접근 및 그것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된 이익 공유에 대한 관

련 국제협정 이행을 위한 법률안(Draft of Act to implemen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related international agreement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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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은

줄여서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법(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이라 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적용범위(초안 제4조)

동 법안의 적용범위는 동물4), 생물자원5), 유전자원6), 미생물, 파생물이다. 접근은 상업적/

잠재적 상업적 목적과 비상업적 목적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 생물자원 접근의 의미(초안 제5조)

생물자원에의 접근이란 자연서식지 또는 생물자원이 연구개발을 위해 발견되고, 보관되거

나 재배되는 장소로부터 생물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생물자원에의 접근에는 다음 활

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원주민사회 및 지역사회가 R&D 이외의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획득하거나, 원주민 사회

및 지역사회가 그들의 전통적, 관습적 관행의 실행으로 그들간 자원의 이용 및 교환을

위해 생물자원을 획득하는 경우

- 배양 또는 R&D 이외의 목적으로 생물자원이 획득되거나, 생물자원이 R&D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상업적, 레저용 어업, 식량을 위해 동물 또는 식물의 획득, 기름 및 꿀을 포함한 천연상

품의 획득, 증식을 위해 식물재생산물질의 수집, 상업적 임업의 수행을 포함한 R&D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획득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이 부여되어 있거나, 존재하는 2007년 생물안보법상 정의된 유전자변형생물

의 획득

- 육종가의 권리가 2004년 신식물다양성법(New Plant Varieties Act 2004)의 보호하에

부여되고 존재하는 식물다양성의 생물자원 획득

- 동법상 적용배제를 선언(제7조 제1항에 따라)한 생물자원에의 접근

- 동법상 배제된 생물자원(제65조 제1항)에의 접근

- 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접근(초안 제13조-14조)

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 또는 생물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은 책임기관이 필요한 사항(신청양식,

방법, 수수료 등)을 정하여 다룬다. 책임기관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자에 알려

야 한다. 책임기관은 허가를 부여한 후 언제든지 허가에 대한 추가 조건을 부여하고, 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허가는 양도될 수 없고, 허락된 생물자원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목적이 변경될 경우

4) ① 생사에 관계없이 사람이외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또는 기타 척추동물 또는 무척추

동물 및 그것의 알, 어리고 미성숙된 형태 ② 쉽게 동물의 일부나 파생물로 인정되는 것

5)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또는 그 부분, 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

의 생물적 구성요소와 그것의 파생물 및 관련된 정보

6)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 물질로 생물다양성협약 규정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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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관련 사항을 위반한 자는 15,000 리깃에서 최대 200,000 리

깃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4년간 구속될 수 있다.

책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익공유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때

- PIC를 획득하지 않은 때

- 신청이 위험생물군이나 고유/희귀종에 대한 것일 때7)

-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에 종교, 의식 기타 정통적/관습적 생활과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인체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인 경우, 그것의 이용이 윤리적 가치에 반할 때

- 통제/경감하기 힘든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결과를 초래할 때

- 유전적 붕괴(genetic erosion)를 유발하거나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미칠 때

- 국가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 생물자원 이용이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이익에 반할 때

- 생화학 무기개발 또는 군사/테러 목적으로 이용될 때

- 유전적 사용이 금지된 기술과 관련하여 생물자원이 이용될 때

- 이 법상 위법행위를 범할 때

- 신청자가 파산선고 받았거나 기업의 경우 부도하였을 때

- 신청자가 동법 또는 다른 말레이시아법을 준수하지 않은 때

-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초안 제15조)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은 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의 접근 허가 절차와 유사하다.

다만 생물자원을 상업적 목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자가

개인인 경우 20,000 리깃에서 100,000 리깃의 벌금형 또는 4년이하의 구속형에 처해진다. 법

인인 경우 40,000 리깃에서 200,000 리깃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익공유(초안 제18조)

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 또는 생물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의 접

근허가 신청은 자원제공자와 이익공유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익공유협정은 상호합의조건

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책임기관이 자원제공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연방 또는 주정부에 의해 설치된 기금에 이익공유협정상 파생되는 금전적 이

익을 비율로 지불할 수 있다.

- 원주민사회 및 지역사회(PIC, MAT 등)(초안 제19조)

신청자는 법으로 확립된 권리를 가진 원주민 또는 지역공동체 토지(land)의 생물자원 및

그러한 원주민 또는 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인 경우 관련

원주민 또는 지역공동체의 PIC를 획득하고 이익공유헙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원주민 또는 지역공동체의 PIC는 원주민 또는 지역공동체의 관습법, 공동체 규약 및 절차

7) 이 경우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약화시키지 않을 때에는 책임기관이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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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례별로 획득된다. 이익공유협정은 관습법, 공동체 규약 및 절차에 따라 확인된 대

표나 기관과 체결되어야 한다.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원주민 또는 지역공동체 내의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이익공유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대표나 기관이 없는 경우 책임기관이 PIC를 부여하고 이익공유

협정을 체결한다.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설치한 기금에 지

불하여야 하고, 이것은 원주민 또는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 감시(초안 제26조)

국가책임기관은 책임기관 및 관련있는 타기관과 협의하여 생물자원접근을 감시하는 조치

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점검기관(Check Point)의 설치, 설치된 점검기관의 허

가 부여 요건 등이 포함된다. 점검기관은 지식재산권의 신청, 제품 등록, 공공조사 재정 교부

등을 다루는 부처로 지정한다.

- 지식재산권 신청(초안 제27조)

어떠한 자도 말레이시아 내외측에서 책임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접근된 생물자원 또는 생

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신청할 수 없다.

- 이용자 조치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허가 또는 그와 동등한 것을 법 또는 제도적 요건으로 요구하는 협

약의 당사국 관할권 내에서 어떠한 자에 의해 획득되는 생물자원은 그러한 허가 또는 그에

동동한 것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그러한 허가나 그에 동등한 것을 수반하지 않은 생물

자원의 이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생물종의 약 17%가 서식하고 있는 Megadiverse 국가 중 하나이나,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정책은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제 역시 전문화 되지 않

으나, 아래 표에서 열거된 법을 통해 관련 절차를 내재하고 있다.

대상국가 국내입법

인도네시아

Act No. 5 of 1983 on the Indonesian exclusive economic zone

Decree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No. 856/Kpts/HK.33./9/1997

on the Provisions on Biosafety of Genetically Engineered Agricultural

Biotechnology Products

Fisheries Law No. 31/2004

Law No. 27 of 2007 on Coastal Zone and Small Islands Management

Act of the Republic relating to the Indonesian Waters (Act No. 6 of

1996)

Government Decree No. 15 of 1984 on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in the Indonesian Exclusive Economic Zone

Law No 32 Year 2009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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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1992년에 제정된 법률 제12호가 식물 유전자원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

어 접근에 대한 규제로 볼 수 있다. 법률 제12호 제9조는 신품종, 탐사 방법, 수집 방법을 다

루고 있으며 유전자원의 소유권, 유전자원의 탐사, 수집, 보존, 사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정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규제는 아직 초안 단계이나, 농업과 관련된 유전자원

에 대한 규제는 2006년 제정된 시행규칙 제67호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아

직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 이전에 유전자원의 이용의 필요성을

예측하고 만들어져, 생물자원 이용의 허가권한, 책임부여, 생물탐사활동 조건과 모니터링 권

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도네시아의 CBD의 국가책임기관은 환경부이지만, 준 Focal Point는 NGO인 생물다양성

재단(Indonesian Biodiversity Foundation(KEHATI)이 지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0년 8월「국가유전자원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Genetic

Resources: NCGR)」을 조직(위원은 정부, 대학, 기업, NGO 등의 멤버로 구성)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식물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가 유전자원위

원회는 INDOPLASMA(www.indoplasma.or.id)을 구축하였으며,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존과

관련하여 (1) 생물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연구, (2) 생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생물

유전자원의 가치에 대한 공공인식 촉진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다.

다른 관계기관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연구기술부(The State Ministry for Research and

Technology: SMRT)가 있으며, 그 아래에 인도네시아 과학원(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LIPI)과 기술평가응용청(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BPPT)이 있다.

현재 외국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과학원(LIPI)에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연구기술부(SMRT)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해양자원 관련 법제는 (63) 해양과학조사 관련 법제, (64) 해양생물자원 이용

에 관한 법제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바, 이중 해양과학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는 EEZ법과 인도네시아 수역법(Waters)가 있다. 단, 이중 EEZ법은 외국의 조사자에 대

하여 일반적 규정과 함께 정부로 부터의 사전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양생물자원 획

득과 관련되어 사항을 포괄하여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해양생물자원 관련 접근과 절차에 대하여는 2006년 제정된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및 외국인을 위한 조사 및 개발 허가에 대한 정부규정 제41호〈(Government

Regulation No. 41 of 2006 on Research and Development Permits for Foreign

Universities, Foreig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s, Foreign Corporations and

Foreigners)〉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상술한 Regulation은 Bioprospecting을 포함한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활동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관할권 내에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모든 외국인(단

체)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획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제

안된 연구 및 개발 활동은 과학기술, 환경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문화적 고려에 대한 이익 등

을 평가받아야 한다.

동 Regulation은 이행 미준수의 경우 연구 및 개발 허가의 철회 등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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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 대학, 연구소, 기업 및 개인조사자를 위한 조사 허가 절차

❍ 일반사항
- 모든 외국 대학, 연구소, 기업 및 개인은 Government Decree No. 41/2006에 따라 인

도네시아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조사를 수행할 외국 조사자는 지역 대학, 연구소 또는 NGO 등 지역

과학자를 참여시켜야 함

❍ 조사 허가 절차

-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조사를 수행할 계획을 가진 외국인(단체)는 연구기술부

(Minister for Research and Technology)로부터 조사 허가를 신청하고, 동의 없이 수

행된 조사활동은 불법임

- 작성된 신청서는 외국 연구 사무국(the Secretariat of Foreign Research)에 제출하여

야 함(온라인 제출 권고, www.ristek.go.id)

❍ 일반적 요구사항
1. 인도네시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공식 요청서 및 인도네시아 대사, 영사 등에 보낼 사본

2. 제목, 목적, 방법의 설명, 개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조사 제안서의 사본

: 현장 조사가 수행될 장소 명확히 명시. 조사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소에서 수행되

는 경우 대표 조사 기지 적시

3. 연구발표 목록을 포함한 조사자의 이력서 사본

4. 추천서- 1) 조사자가 교육받은 교수 또는 그에 동등한 연구원에게 받은 추천서, 2) 조

사자의 자국 연구소 또는 대학교에서 받은 공식 추천서

5. 인도네시아 참여자로부터 받은 수락서 : 인도네시아 학계 그리고/또는 연구센터

6. 조사를 수행할 충분한 경비와 인도네시아 체제비 및 인도네시아 참여 조사자 비용부담

을 보장하는 문서

7. 조사자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양호한 건강상태임을 증명하는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건강증명서

8. 인도네시아 해외 대표로부터 받은 추천서

9. 붉은 배경의 여권사진 4장, 2X3cm 사이즈의 사진 사본 2장

10. 조사자의 여권 사본

11. 인도네시아로 가져오는 장비의 목록

❍ 관할 부처 : 외국조사허가합동팀(The Coordination Team of Foreign Research

Permit)

❍ 지역 참여조사자의 권리와 의무

1. 외국 조사자의 참여조사자로 적합한 개인/기관 당사자는 정부 또는 민간 고등교육기관,

R&D 담당 정부기관 또는 개인 및 관련 연구에 권한있는 NGO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 (생략)

6. 참여조사자는 국내외 법적 측면에서 언급되어 있는 정보 공유와 물질이전협정을 준비

고 있다. 동 규정은 절차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근본적 원칙과 필

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Regulation의 주요 내용을 해양생물자원 접근 등의 사항과 연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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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유형
새로운 신청(US$) 연장(US$)

6개월 미만 6-12개월 6개월 미만 6-12개월
대학 250 500 125 250
연구소 250 500 125 250

기업 500 1000 250 500
개인 130 150 65 75

함에 있어 초기 당사자로 관련되어 있거나 되어야 한다.

7. 참여조사자는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출판물(책, 저널 또는 과학잡지)의 공동저자의

조건으로 외국조사자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8. 모든 물질협정의 사본은 외국조사허가 사무국, 연구기술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 조사자의 의무
…… (생략)

3. 외국 조사자는 지역 파트너와 승인된 작업계획을 완벽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외국 조사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조사수행동안 다른 일(job)을 가져서는 안된다.

5. 외국 조사자는 조사지역에서 통용되는 관습, 전통, 문화 가치를 존중하야여 한다.

6. 외국 조사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조사작업이 끝나면 분기별 공정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외국 조사자는 참여조사자의 허가없이 어떠한 표본이나 샘플도 가져가서는 안된다.

8. 외국 조사자는 만약 조사로부터 기인된 특허, 지적재산권, 상표 및 등록상표가 있다면

연구기술부와 인도네시아 실정법에서 언급한 참여조사자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보고서 양식
1. 공정보고서 (조사 목적, 연구분야의 기술, 조사 물질 또는 조사되는 객체, 조사 접근 또

는 방법, 잠정적 결과, 발생된 문제, 다음 3달간의 계획된 활동)

2. 최종보고서 (서론(도입), 목적, 결과 및 토의, 결론)

❍ 물질이전협정(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
- 조사 샘플/표본을 인도네시아 지역 외로 가져가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외국 조사자는

관련 정부 이익당사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하고, 관련 정부 이해당사자와 물질이

전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 조사선
-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선을 사용할 외국 조사자는 연구기술부 사

무국에 허가를 요청하여야 함. 추가로 조사자는 국방부 Ditwilhan에 공안 경찰에게 안

보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조사 허가료 지불

- 조사허가료는 인도네시아의 정부 규제 대상이다. 허가료는 조사자 유형과 조사기간에

따라 구분됨

해양생물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2004년 어업법(Fisheries Law)가 제정되어 있으며, 어업자

원의 이용 및 어류 유전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어업 보존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어업법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어업 자원 보존에 대한 정부규정 제60호

(Government Regulation No. 60 of 2007 on Fish Resources Conservation)이 제정되었으며,

동 규정은 연구와 개발의 목적으로 어류 유전자원의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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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국내입법

필리핀

Executive Order No. 247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n the Protecting of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Republic Act No. 8371:The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of 1997

Rule and Regulation Implementing Republic Act No.8371(The

Indigenous People's Right Act of 1997)
Republic Act No. 9147 "Wildlife Resources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ct"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 (IRR) of Republic Act No. 9147 -

Wildlife Resources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ct

Joint DENR-DA-PCSD-NCIP Administrative Order NO. 1

어업문제 또는 기타 관련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 개인, 대학,

비정부기관 및 연구개발연구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에 의해 수행

되는 연구 개발활동에 관하여 동 규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기타 ‘자원’ 자체를 연구 보존하기 위한 국내 관리법제로 〈인도네시아 생물자원 및 그 생

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Ac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5 of 1990 concerning

Conservation of Living Resources and Their Ecosystem)〉이 있다. 동 법은 야생동식물종

및 그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을 위해 현지내 보존뿐만 아니라 현지 외 보존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라) 필리핀

Megadiverse countries 중의 하나인 필리핀은 생물다양성 부국 그룹의 회원이자

bioprospecting과 ABS를 규율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이전에

생물 표본 수집에 대한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생물자원 관련 국내법제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다 :

1993년 CBD의 비준으로 필리핀은 과학적, 상업적 기타 다른 목적으로 위하여 생물, 유전

자원 및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상품 등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규정, 규제 프레임워크 구

축하는 “Executive Order 274(EO 247)”를 제정(1995년 5월 발효). 이후 1996년 환경천연자원

부에서 EO 247의 이행 규칙 및 규정을 위한 행정명령 제2065호(Administrative Order No.

2065; DAO No. 20)을 제정하였다.

EO 247은 필리핀의 많은 섬에 흩어져 살고 있는 토착민들의 유전자원에 대한 고유한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토착민의 관습 전통지식 등의 활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토

착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과학적 또는 상업적 목적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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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유전자원 탐사에 대해 허가제(permit system)를 명시하고 있다.

(사전통보동의 절차) 법에 의하면, 수집 지역의 장소 및 법적 지위는 PIC를 요청받은 자가

결정하고, 신청서의 사본은 자치 영토에서 발견한 자원의 수집을 위해 책임있는 지역 정부당

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이 당국은 지역 및/또는 토착문화공동체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의 장, 보호구역 관리위원회 또는 민간 영토소유자를 대표할 수 있다.

선조전래영토 및 토착 문화공동체의 경계 내에서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 조사는 관련 공

동체의 PIC가 관습법에 따라 오직 한번만 허용될 수 있다.

학술조사협정(Academic Research Agreements) 및 상업적 조사협정(Commercial Research

Agreements)과 관련하여, 상술한 PIC가 획득되고 bioprospecting을 수행하기 위한 신청이

수락되면 체약당사자는 활동의 적합한 성격에 따라 학술조사협정(ARAs)이나 상업적 조사협

정(CRAs) 중 하나에 서명하여야 한다. ARAs는 학술적 목적을 위한 생물 및 유전자원을 탐

사하는 것으로 오직 정당하게 인정받은 필리핀 대학과 학술연구단체, 국내 정부 및 정부간

단체에 이 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 법은 국내 조사기관과 국내 정부/정부간 단체가 수행

하는 것 이외에도 모든 bioprospecting 협정이 경제적 목적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시작점은 ARAs가 학술조사, 특히 이러한 상업적 활동이 해외에서 수행될

때의 결과를 향후 상업적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학

술적 목적을 가진 생물탐사자가 조사의 결과로 마케팅의 가능성을 감지한 경우 CRA를 적용

하여야 한다. 동법은 ARAs와 CRAs를 포함하는 정보, 수집, 기술 협력 및 이익공유 관련 최

소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ABS 내용 관련 조항

국가책임기관

Inter-Agency Committee on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through the Protected Areas

and Wildlife Bureau (PAWB)

국가기관의 역할

제4조

제7조

PIC 절차 조사 협정(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제4-5조

MATs 협정의 최소 조건 제5조

이행준수 메카니

즘
허가의 철회 제5조 f항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발견물의 정보에 대한 접근

접근을 위한 PIC

로얄티 지불

전통적 이용

제5조 d항

제2조, 제5조 m

항

제5조 e항

제3조

EO 247은 광범위한 범위와 사전통보동의 절차상 일부 어려움이 나타나자 이러한 점을 개

선하기 위하여 필리핀은 2001년 7월 30일 야생동식물 자원의 보존 및 보호법(야생동식물법)

을 제정하였다. 야생동식물법에서는 14절과 15절에서 bioprospecting을 규정하고 있음. 2004

년 5월 18일, 환경천연자원부(DENR)와 농업부(DA)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리핀

의회(PCSD)는 공동으로 야생동식물법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 제168호를 제정하였다

(Administrative Order No. 168: AO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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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R, DA, PCSD 및 원주민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Indigenous Peoples)가

공동으로 “필리핀에서 Bioprospecting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2005)” 초안을 마련하였다.

야생동식물법에서 bioprospecting은 “오로지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 및 유전자원으로부터

파생된 지식을 적용하기 위한 생물 및 유전자원의 조사, 수집 및 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bioprospecting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반드시 약정(bioprospecting Undertaking, BU)을

체결하고 환경천연자원부 그리고/또는 농업부 사무국이 부과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약정의 절차로서 신청자는 “토착문화공동체, 지역공동체, 공공법 제7586호(Republic Act

No. 7586)에 따른 관리위원회 또는 민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전통보동의(PIC)를 받아야

한다. 사전통보동의 절차 동안 관련 공동체는 신청자와 이익공유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야

생동식물법이나 행정명령 제1호에서는 최소한의 이익공유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이드라인 제4장에서 구체적인 이익공유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bioprospecting 수수료 , 로

얄티 지불, 선수금 지불 및 기타 사용자와 제공자간 합의한 비재정적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야생동식물법은 불법적인 bioprospecting에 대한 책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승인

받지 않은 야생동식물의 수집, 수렵 및 소유는 최대 4년의 징역형 및 300,000 필리핀달러 벌

금형을 받게 된다.”

생물 및 유전자원에 대한 비상업용 조사는 야생동식물법의 적용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사자는 반드시 환경천연자원부 그리고/또는 농업국의 사무국 또는 권한있는 기관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사무국은 무상으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토착민으로 부터 사전통보를 받거나 또는 관련 지방 정부단체, 보호구역 및 야생

동식물국, 수집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민간 토지소유자 그리고/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나 연구

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자가 필리핀국민이 아닌 경우 필리핀 연구소와 공조하여

야 한다. 단, 파생상품 기술이 과학 연구의 결과로부터 개발되지 않을 것,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신청하지 않을 것, 그리고 신청자는 결과와 가능하다

면 조사의 결론에 추천하는 실천계획을 제출할 것 등 양해각서에 최소한의 조건이 부과된다.

EO 247상에서 체결된 기존 학술연구협정은 만료일까지 유지되고, 만약 협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야생동식물법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5년 1월 14일에는 ‘필리핀 bioprospecting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을 통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세

부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이 지침은 EO 247외에「야생생물법」,「어업법」,「종자산업법」,

「전통대체의학법」등에서 유전자원과 관련한 ABS 절차를 규정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필리핀 역내 및 역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지침에 따라야 하며, 그 적

용대상은 Bioprospecting을 수행하는 자원 이용자(정부기관 포함)를 포함하고, 적용범위는 모

든 필리핀 해역(보호구역 포함)내 모든 생물자원 및 필리핀으로부터 수집된 현지외 생물자원

(이 경우 필리핀이 당사국인 국제협약에 의해 최근에 접근된 것은 제외)을 포함한다.

단, 전통적 이용, 생존을 위한 최소 소비, 벌목 또는 어업과 같은 직접적 이용을 위한 약정

상업 소비, 야생동물법 제15절 상의 야생생물에 대한 과학조사, 토양생물다양성에 대한 과학

조사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업적 목적이나 순수 학술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과학적 연구는 야생생물법 제15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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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단계 내용

사전통보동의의 획득

❍ PIC 획득을 확인시켜 줄 사전통보동의 인증서 발급 또한 필리

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제도의 특징임

❍ 사전통보동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유전자원이용자는 기본적으로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생물자원의 차후 이전과 상업적 목적을 위한 조사결과의 이용은

bioprospecting으로 간주되어 동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2005년 Guidelines 제7장은 bioprospecting의 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는 반드시

PIC의 획득, 샘플 수집의 절차, 이익공유 협상, 이익 지불 또는 약정의 기타 규정에 대한 상

황을 포함하는 연간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보고서는 PIC의 적절한 획득에 대

한 허가증, 이익 제공자의 수락, Bioprospecting에 대한 수집 할당 준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

다. 가이드라인은 이익공유가 형평한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양식을 포함하

고 있다.

ABS 내용 규정

범위 bioprospecting 활동

PIC 절차
PIC 가이드라인

PIC 증서

제13조

부속서 4

MATs

bioprospecting 약정

(이익의) 수락증서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물질이전협정

수집 허용되는 생물종/견본의 할당량

제6조 1항

부속서 7

제14-22조

부속서 2

부속서 3

이행준수 메카니즘

수집 할당량에 대한 이행준수 증서

PIC의 적절한 입수 이행준수

모니터링

제재 및 구제

부석서 8

부속서 6

제23-27조

제30-31조

기타
예외

조건

제3조

부속서 1

Bioprospecting 약정(Bioprospecting Undertaking, BU)과 관련하여, 상술한 가이드라인은

필리핀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및/또는 환경

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와 Bioprospecting 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양해각서의 표본은 부속서에 제시되어 있는 바 이익공유에 관

한 협상결과 및 이행절차에 관한 요건 등이 포함되어야하며, 이러한 유전자원 탐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시 과도한 샘플채취를 막기 위해 샘플수집쿼터를 자세하게 정하였을 뿐 아니

라 지원서 제출시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원비도 내도록 하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예산의 2%에 상당하는 신용보증증권도 제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ABS 관련 단계별 이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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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단계 내용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함

(1) 첫째 통보(Notification)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사대상 지역

의 토착민지역사회 환경천연자원부보호구역 담당기관 토지소유

자등의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보내야

함

(2) 둘째 관련 기관협의(Sector Consultation)를 통해 지역의회 개

회 1주일 전에 연구계획서 요약을 회람시켜야 함

(3) 셋째 사전통보동의 인증서는 협의 후 적어도 30일 이내에 발

급되어야 함

이익공유협정 체결

❍ 유전자원이용자는 유전자원제공자와 이익공유에 관한 협상을 통

해 이익공유협정(Benefit-sharing Arrangement)을 체결해야 함

❍ 양측은 협상을 통해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음. 금전적 이익은 크게 4가지 기준을 적용

함 :

- 탐사비용 : 정부에 귀속 또는 집행기관에 귀속

- 선수금 : 유전자원제공자에게 귀속

- 로열티 : 정부와 유전자원제공자가 나누어 가짐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귀속된 금액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음

❍ 유전자원탐사비용은 각 유전자원탐사에 관한 양해각서당 최소

300달러이며 약정 최저금액의 3배 이상 추가 변경할 수 없음

❍ 금전적 이익은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한 상품의 전세계 총판매액

의 최소2% 이상 지급해야 함. 로열티의 25%는 정부로 귀속되며

나머지 75%의 로열티는 유전자원제공자에게 분배될 수 있음

❍ 그외 비금전적 이익은 아래와 같음 :

- 생물다양성 목록작성 설비 및 모니터링설비

- 유전자원 보존활동을 위한 시설 및 설비

- 기술이전

- 교육시설을 포함한 공적 교육

- 해당 조사지역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 건강관리

- 현지내 유전자원 보존 및 개발활동을 위한 지원 및 역량개발

이행과정 모니터링

❍ 유전자원이용자의 성실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절차

❍ 이용자는 연간 공정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를 작성해

야 함

❍ 이때 사전통보동의의 획득사실, 샘플수집진행정도, 이익공유협정

의 내용, 필요한 경우 이익배분 진행상황 등을 보고서에 포함

❍ 이익배분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최종평가 보고서에 부속서에 제시된 지수를 이용

하여 평가

- 유전자원의 이용 및 상업화가 외국에서 발생할 경우 그 진행

상황을 외무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를 통해 감시

상술한 해양생물자원 접근에 관련된 절차적 내용 외에, 토착민과 관련 문화 및 지식 등에

관하여는 1997년의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가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토착민과 토착

민 문화의 보호, 장려,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해당 지식자원을 활용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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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범위

❍ 법률 : EO 247, Wildlife Act,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 정의 : 오로지 상업적 목적의 생물 및 유전자원의 조사, 수집 및 이용

2. 절차

❍ 국가책임기관 : 환경 및 국가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ional

Resources; DENR)

❍ PIC는 서면의 서명된 양식으로 접근 제공자(지방 또는 토착지역사회, 관리위원회 또

는 개인)가 부여함. PIC 절차 진행하는 동안, 관련 단체는 당사자와 이익공유협

정을 협상할 수 있음. 신청자는 ‘생물탐사 약정(Bioprospecting Undertaking)’을

체결하고, CNA가 부여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과학조사 : 야생생물법(Wildlife Act)의 정의규정에서 비상업용 조사는 배제되어 있

지만, 동법의 다른 부분에서는 비상업용 조사를 다루고 있음. 따라서 비상업용

조사에 관한 조사자는 허가를 받기 전에 CNA와 ‘’Affidavit of Undertaking“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함. 어떠한 비상업용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 이익의 호혜평등한 배분, 해당 지식자원 활용에 필요한 사전통보승인의 촉진, 해당 원주

민의 발전 및 설비 및 도구의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상술한 법이 규정하는 범위는 과학, 기술, 문화적 선언, 인간 및 기타 유전자원, 종자 혹은

그 파생물, 전통의약과 건강치료법, 생리활성을 가진 식물, 전통지식, 식물의 특성에 관한 지

식, 구수전승문예, 디자인, 시각적이거나 행위적인 예술 등으로 과거 또는 현재에 이루어진

일체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조건은 해당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사전통보동의를 얻은 조건하에서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가는 해당 지역공동체

의 사전통보승인을 얻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PIC에 대하여는 외부의 조작이나 강압, 혹은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완전히 고

지 받은 후 관습법이나 전통법률에 따라 체결된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ABS 내용 관련 규정

PIC 절차 토착민 전래지역에서의 접근 제35조

이행준수 메카니즘 형벌 및 벌금 제72-73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토착 지식에 대한 권리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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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수집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토착원주민, 지방정부기관, 사유지소

유자 또는 관련 당사자의 PIC를 획득하여야 함. 생물탐사 약정은 예를 들어

‘어떠한 파생 기술이 과학조사의 결과로부터 개발되어져서는 안된다’와 같은 최

소한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야생생물법은 만약 신청자가 외국 당사국 또는 개인일 경우 조사, 수집활동 및 제품

의 기술적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필리핀 기관과 공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3. 이익공유

❍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은 3,000 USD를 최소한

의 수수료로 산정하고 있음(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이 참여 안하는 순수 필리핀

국민에 의한 자원이용일 경우 300 USD로 경감될 수 있음). 수수료는 CNA에

지불함

❍ 전세계에 제품을 판 총 금액 또는 수집된 샘플로 만들어지거나 파생된 상품의 전세

계 판매 총금액의 최소 2%를 매년 지불하여야 함. 로얄티의 25%는 국가정부

(CNA를 통해서), 나머지 75%는 자원 제공자에게 지불됨

4. 전통지식

❍ 전통지식의 이용은 ‘원주민 권리법(Indigenous Peoples Right Act of 1997)’에서 다루

어짐. 동법은 생물 및 유전자원과 이들 자원의 보존, 이용 및 강화에 관련된 토

착 지식에 대한 접근은 부족영토 및 ICCs/IPs 영역 내에서 그러한 지역사회의

자유사전통보동의로만 허용되고, 관련 지역사회의 관스법에 따라 획득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생물 및 유전자원의 전통적 이용은 배제됨

5. 감시

❍ 허가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포괄적인 연례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에는

PIC의 획득, 샘플 수집의 진행과정, 이익공유에 대한 진행, 이익 지불 등에 관

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함

  

(마) 베트남

베트남은 국제적으로 세계의 모든 야생 조류와 포유류의 약 10%에 대한 서식지를 제공하

는 다양한 숲, 습지, 하천, 그리고 산호초, 세계에서 가장 고생물다양성을 가진 국가 중 하나

이다. 베트남의 생태계는 육상, 습지 및 해양생태계로 분류되는데, 이들 생태계의 보존은 생

태계, 종 및 유전자원의 보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산하의 베트남 환경행정 생물다양성보존기관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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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 접근 목적 - 접근된 유전자원과 수집될 유전자원의 양

- 유전자원 접근 장소 - 유전자원 접근 계획

- 제3자로의 유전자원 조사 및 수집 결과 이전

-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 또는 상품의 생산 활동

-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 또는 상품 생산 활동 참여자

-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 및 상품 생산을 수행하는 장소

- 국가 및 관련당사자와 유전자원 접근에 기초한 혁신기술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저작권 등을 포함한 이익공유

자원 관리 및 바이오안전성부(Division of Genetic Resources Management and Biosafety)가

유전자원 및 바이오안전에 대한 관리 기능을 맡고 있다. 베트남 생물다양성법은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규정하는 법으로 2008년에 제정되어 2009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동법 제5장은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다루고 있는바, 이 장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 적용범위

ABS 관련 적용대상은 유전자원, 유전적 견본, 유전자원의 전통지식 등이다. 동법에서 유전

자원은 “자연상태, 보존구역, 생물다양성보존시설, 과학조사 및 기술개발기관에 있는 모든 종

및 유전적 견본”을 의미한다. 유전적 견본은 “재생될 수 있는 유전형질의 기능적 단위를 포

함하는 모든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균류의 견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원에 대

한 전통지식은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대한 원주민의 지식, 경험 및 혁신기술

(innova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전자원에의 접근이란 연구개발 및 상품 생산을 목적으

로 유전자원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유전자원에의 접근을 위한 절차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58조/제61조상 유전자원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

왕실 또는 개인과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서면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법 제59조상 유전자원에의 접근을 위한 허가증 신청하여야 한다. 정부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계약

등록 후 유전자원 접근을 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

유에 대하여 유전자원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 왕실 또는 개인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계약은 반드시 유전자원이 접근되는 지역의 공동체

차원의 주민 위원회(commune-level People's Committees)에게 허가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계약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계약은 반드시(must) 유전자원이 접근될 지역의 공동

체 차원의 주민 위원회 및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발행하는 소관청에 송부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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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분쟁이나 마찰은 베트남법과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조

약에 의해 해결된다.

-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

여야 하며, 허가증 신청을 위해서는 (1) 소관청에 등록, (2) 유전자원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

관, 왕실 또는 개인과 함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며, (3) 위

험희귀종, 보호종으로 규정된 종의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이용이 인간, 환경, 안보, 방위

또는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가에 필요한 서류 및 허가증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전자원 접근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신청서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계약의 사본

접근 허가증의 주요 포함 내용

- 유전자원 이용 목적

- 접근되는 유전자원과 수집되는 유전자원의 양

- 유전자원 접근 장소

- 유전자원 관련 수행할 활동

- 접근되는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 또는 상품 생산 결과

에 대한 정기적 보고

국가 및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을 발행하는 국가소관청은 유전

자원의 관리책임 있는 기관, 왕실 또는 개인의 동의 없이 그러한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베

트남 정부는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발행을 위한 권한 및 절차를 확정하여야 한다.

- 유전자원 접근으로 발생된 이익 공유

베트남 국내법에 따라 정부는 유전자원 접근으로 획득된 이익의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유전자원 접근으로 획득된 이익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계약 및 관련법에 근거하여 공유되어야 한다. 베트남 국내법에 따르면 유전자원 접근으로 획

득된 이익의 수혜자는 국가, 유전자원 관리 권한 있는 기관, 왕실 및 개인 등 허가증에서 명

시한 관련 당사자와 공유되어야 한다.

-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저작권

국가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저작권을 보호하고, 기관 및 개인이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저작권을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과학기술부(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저작권 등록 절차를 안내하는 최고책임기관이자

관련 부처와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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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내용 관련 조항

국가책임기관

유전자원 관리를 위해 국가가 위임한 기관

및 개인

위임된 기관, 왕실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제55조

제56조

범위
유전자원, 유전 표본, 유전자원의 전통지식

의 정의
제3조

사전통보동의 절차
유전자원 접근 허가증

유전자원 접근 명령 및 절차

제59조

제57조

상호합의조건

ABS에 대한 계약

유전자원에 접근을 승인받은 기관 및 개인

의 권리/의무

이익공유

제58조

제60조

제61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저작권 제64조

기타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의 조사, 수집, 평가,

공급 및 관리

유전적 표본의 보관 및 보전

제63조

제62조

(2) 태평양 지역

(가) 호주

- 개관

호주는 거대생물다양성 국가이다. 식량, 의약, 제약 및 산업 제품의 원천으로서 호주의 생

물다양성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호주의 이익을 확보

하고자 하는 인식의 제고는 국가 생물다양성의 보존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Conservation of Australia's Biological Diversity)의 목표에 반영되어있다.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보전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of 1999) 제301조는 일반적 틀과 유전자원의 접근에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은 호주 연방 지역에서 생물자원에의 접근 통제를 제공하고 있고, 덧붙여

서 이들 규정은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형평한 공유; 접근의 촉진; 접근

을 거부할 권리; 접근 및 그러한 접근의 조건 부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호주 연방차원에서 통일성 있는 법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연방, 주와 호주 영토 장관

은 자연자원 관리 각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10월 11일, ‘호주 토착 유전 및 생물화학적

자원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국가통일 어프로치(NCA)’를 승인하였다. NCA는 호주 관할권

내에서 수립된 ABS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검토할 때 적용해야 하는 일반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들 원칙에는 생물발견을 장려하기 위한 명확성, 투명성 및 책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이익의 형평한 공유를 포함한다.

호주 연방시스템 상에서 토착 생물자원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은 자원이 연방, 주(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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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y government land 또는 수역, 원주민 토지, 자유토지 또는 임대토지 등 발견된 장

소가 어딘지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지역8)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은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규정 2000

(Envi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Regulations 2000; EPCP

Regulation)"에 의해 관리된다. EPCP Regulation상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경

우 환경, 수질, 유산 및 예술부(Department of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the Arts:

DEWHA)에 유전자원 또는생화학적 구성요소, 생물자원을 구성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것의

연구개발을 위해 토착종의 생물자원 접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허가는 상업적, 잠재적 상업적이거나 비상업적 목적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만약 생물자원이 상업적, 잠재적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허가는 신청자가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익공유를 체결하기 전까지 부여되지 않는다. EPCP Regulation은 접

근이 토착민 영토의 유전자원에 대한 것인 경우 토착 소유자 또는 원 권원보유자의 사전통

보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익공유협정은 사용될 토착민의 지식의 보호와 그 가치를 포함하

여 합당한 이익공유 합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자는 신청자가 수집품이 상업적 목적을 의도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법적 선언을 제공하여야 하

고,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고, 호주 공공연구기관에 각 샘플의 복제본을 제공하여

야 하고 상업적 이유를 위하 어떠한 조사를 수행해서도 안된다.

-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관련 법률

① 해양 및 해저에 관한 법률(1973년)

해양 및 해저에 관한 법률(Sea and Submerged Land Act 1973)은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

륙붕의 천연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다루는 법으로 1994년에 개정되었다. 배타적경제수

역 및 대륙붕에서 호주는 모든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그밖에 경제적 탐사 및

개발 활동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특히 대륙붕에 대한 호주의 주권적 권리는 대륙붕

생물자원법(Continental Shelf Living Natural Resources Act 1968-1973)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정착종의 획득을 위한 조사를 금지할 수 있고,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허

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외국조사선 지침 1996

외국조사선 지침(Foreign Research Vessel Guidelines 1996)은 해양유전자원에 대하여 명

백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지침은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

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어업수역 및 대륙붕에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

에 적용된다. 또한 동법은 과학적 또는 상업적 목적 및 보존을 위해 잠재적으로 가치있는 생

물물질의 구성요소 또는 특질(유전자, 식량 또는 질병에 강한 식물)의 샘플을 소량 채집하는

것을 포함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문제에도 적용된다.

동 지침은 조사사업의 의도(상업적 목적인지 과학적 연구목적인지 구분없이)에 상관없이

8) 연방지역은 EPCP 제525조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연방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영토,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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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해양과학조사 수행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조사단체는 6개월 전에 조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지침에서는 신청서를 어디에서 다루는지에 대

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 지침이 외무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에서 제정되었음을 고려하면, 외무통상부에 과학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동 지침은 요구되는 정보가 유엔해양법협약 제248조와 양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

은 추가적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무전, 레이더, 소나 주파수

- 장비의 배치 및 철수 계획

- 결과, 자료 및 견본의 공유

- 방사능, 위험물질

- 수집, 견본추출, 채광, 굴착 및 확학물, 폭발물 사용과 같은 호주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행위

- 호주 해역에서 천연자원의 발견으로 발생된 신제품의 상업적 개발로부터 발생된 (금전

적 이익을 포함한)이익 공유의 상세 내용

외국조사선박은 수산자원의 획득, 처리 또는 운반하거나 대륙붕에서 정착종을 조사하고 획

득하고자 할 때에는 수산관리법(Fisheries Management Act 1991)에 따라 호주수산관리국

(Australian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y)에 추가적 과학조사 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나)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두 개의 주요 섬과 수많은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이다. 국토의 총 면적

은 26만 8680㎢이고, 2010년 3월 기준 인구는 약 436만 명이다. 뉴질랜드의 재래종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고, 뉴질랜드에만 서식하는 박쥐(bat), 개

구리(frog), 파충류, 곤충 및 해양연체동물, 유관속식물, 조류 등이 발견된 바 있다.

- ABS법 제정·검토 경위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등과 관련된 뉴질랜드 국내법은 「재래식물보호법(1934년)」

(Native Plants Protection Act 1934), 「야생생물법(1953년)」(Wildlife Act 1953), 「해양보

호법(1971년)」(Marine Reserves Act 1971), 「해양포유동물보호법(1978년)」(Marine

Mammals Protection Act 1978), 「국립공원법(1980년)」(National Parks Act 1980), 「보전

법(1987년)」(Conservation Act 1987), 「자원관리법(1991년)」(Resource Management Act

1991), 「생물안전법(1993년)」(Biosecurity Act 1993), 「어업법(1996년)」(Fisheries Act

1996), 「해안 및 해저법(2004년)」(Foreshore and Seabed Act 2004) 등을 들 수 있다. 그러

나 이들 법은 기본적으로 “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규제를 하는 것으로,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통일적인 ABS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ABS에 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도 현재 ABS관한 정

책을 결정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고 있다.

뉴질랜드 내 ABS관련 논의에서는 “ABS”라는 용어가 아닌 “생물탐사(Bioprospecting)”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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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 “생물탐사”라는 용어는「상품(commercial product) 개발을 목

적으로 하는 생물 소재의 수집 및 그 소재의 성질 또는 그 분자학적, 생화학적 혹은 유전적

내용과 관련된 분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연구개발이 그

대상이 된다. “ABS”와 “생물탐사(Bioprospecting)" 관계에 대해 뉴질랜드는 “ABS”라는 용어

는 상업적인 연구개발 이외의 것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생물탐사

(Bioprospecting)”보다 넓은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국제포럼에서의 논의는 “ABS”라

는 용어가 포함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활동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다. (즉 논의

의 중심은 상업적인 연구개발이다)고 서술한 뒤, “ABS”라는 용어는 뉴질랜드가 말하는 “생

물탐사(Bioprospecting)"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 정책ㆍ입법 상황 및 그 내용

ABS 정책을 입안하기로 논의하게 된 계기는 뉴질랜드의 생물자원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에 반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뉴질랜드의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2년 뉴질랜드의 생물다양성전략 책정 시에 생

물탐사에 관한 조화로운 국가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002년에는 생물탐사에 관

한 정책 결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경제개발성(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MED)에 의한 컨설팅 등이 이루어졌다.

그 후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에서의 생물자원탐사 현상에 관한 정보수집, 생물자원탐사

에 관한 정책관련 논의의 촉진·시사,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특히 마오리의 전통지식)에 관

한 문제를 검토할 목적으로 「생물탐사: 뉴질랜드를 위한 이익의 활용(Bioprospecting:

Harnessing Benefits for New Zealand)」라는 검토보고서(discussion paper)를 작성하는 데

논의 대상이 되는 「생물탐사」의 범위를 상업적 활동으로 한다는 의견을 도출하게 되었다.

[생물자원탐사] (Bioprospecting)

"생물자원탐사”란 상품(commercial product)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소재의 수집, 그

소재의 성질, 그 분자상, 생화학상 또는 유전상의 내용과 관계된 분석을 말한다. 생물자원

탐사에 관한 정책은 일련의 제품 개발 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생물자원발견] (Biodiscovery)

"생물자원발견”에는 「지식구축을 목적으로 한 생물소재의 채집 및 분석, 나아가 응용 및

/또는 상업가치 가능성이 있는 특성의 동정을 목적으로 한 발견 및 혁신기술」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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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국내입법

마이크로네시

아(FSM)

Chapter 1 of Title 18 of the Code of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concerning Territorial Boundaries and Economic Zones(as amended in

1988)

Marine Resources Act of 2002

Marine Resources, Foreign Fishing [Title 24 Cap 4]

Marine species preservation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IMMIGRATION

REGULATIONS

(다) 마이크로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는 ABS 관련 전문화된 법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정책은 향후 생

물다양성에 관한 국가전략을 통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ABS 관련 국내입법이 형

성되기 전까지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각 주별 정책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설정되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관련법(정책) 분석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혹은, 국내 입법 불비라는 점에서는 국제적 모델 협정이나 외국의 국내사례(ABS 관련 정

책이나 조치)가 마이크로네시아의 정책을 형성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마이크로네시아의 ABS 관련 국내법제는

해양자원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ABS 관련 법제로 해석하는 것은 적용상의 문

제와 한계가 있다 :

마이크로네시아 해양자원법(Marine Resources Act, 2002)은 해양자원의 보존, 관리 및 개

발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외국 어업으로부터 최대한의 국가이익을 발생시키고, 국내 어

업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MRA Title 1. PL 6-11 § 1.).

동법에서 ‘어업’이란 해양조류 이외의 모든 유형의 해양동물 및 식물을 포함한 모든 살아

있는 해양자원을 의미하며, 상업용 어업 허가 요건과 비상업용 어업 허가 요건을 구분하고

있다.

상업용 어업에 경우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를 획득하거나 다자 접근협정(Mutilateral access

agreement)에 따른 행정관리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103조), 비상업용 어업의 경우 어떠한 해

양과학조사, 훈련 또는 외국의 레저용 어업은 관련 당국이 정한 조건에 따른 허가를 획득하

여야 한다(제104조).

접근 협정(access agreement) 요청 관련 외국 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접근 협정이

유효하지 않다면 어업에 대한 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당국은 해양자원법에 따라 마이크로

네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접근 협정을 협상하고 발효시킬 권한이 있다.

외국 어업은 국내어업으로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상업용 시험 어업 또는 선박 총장이 27

피트보다 작거나 그와 동등한 자국 어선으로부터의 어업은 제외된다. 접근 협정의 최소 조건

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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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당사자는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마이크로네시아의 배타적 어업관리 권한과 주권

적 권리를 인정하여야함

(2) 승선자는 접근 협정과 허가 조건 및 해양자원법 및 그 밖의 마이크로네시아 국내법에

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수행자는 당국의 권한있는 옵저버를 수락하고, 당해 옵저버를 공무원 수준의 숙식 및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승선시켜야 함

(4) 권한있는 옵저버의 비용에는 모든 여행비용, 월급, 보험이 포함되어야 함

(5) 각 선박에 허가 또는 발급된 허가 번호 및 당국에서 요구한 기타 서류를 각 선박 조타

실에 비치하여야 함

마이크로네시아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정책과 법제 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2002

년 수립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천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2002)이다. 실천계획은 국가 유산의 보호, 보전, 보존 및 이용과 및 지적재산권의 소유

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향후 과학조사를 위한 국가 유전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이익이 전통적 소유자와 적절한 이익 공유 메카니즘을 통해

관리하는 국가 입법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유전자원이 이용가능하게 접근되고 모든 파생된 이익이 이해관계자간 형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가목표 및 구체적 실천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 목표 : 유전자원의 형평한 이익 공유

유전자원의 효과적인 접근을 위한 조치와 적절한 국가 및 주 입법의 개발 및

이행

￭ 실천계획

1. 국가 및 주(州) bioprospecting 국내법 개발

2. 국가 및 주 bioprospecting 집행 프로그램 및 처벌의 개발

3. bioprospecting으로 모든 전통지식의 보유자와 이용된 자원의 소유자를 위한 적절한

이익공유 메카니즘와 입법 개발 및 이행

4. 적절한 입법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명확한 정의

5. bioprospecting 조정 국가 전문가 패널 설치

6. 마이크로네시아에서 모든 생물다양성과 bioprospecting 조사를 위한 과학적 행동규약

(Code of conduct)의 개발, 이행 및 집행

7.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에 합동하여 지역 역량이 개발되고 지원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

하여 지역 조력자를 고용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조사 허가 절차 개발

8. 국가에서 생물다양성 조사를 추적하는 시스템 개발

9. 생물해적행위 통제뿐만 아니라 생물종 이동에 대한 국제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과

학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생물종의 수집을 허가하는 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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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for Non-Commercial Research(일
부 생략)

검토의견

Preamble

Article 1. Parties to the Agreement

Article 2. Prior Informed Consent

Article 3.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Article 4. Terminology
1. In this Agreement the terms defined in Article 2 CBD and Article 2
Nagoya Protocol shall have the same meaning, unless otherwise defined in
this Article.

(i) Genetic Resources
Genetic Resources means genetic material of plant, animal, microbial
or other origin containing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and includes
derivatives as defined below.

(ii) Derivatives
Derivatives means products based on Genetic Resources and generated
through techniques such as expression, replication, characterization or
digitalization.

○파생물에 대하여는 나고야의정서가 정의 규정을 갖추고 있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추가 해석과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원제공국의 입장이 기준 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범주 내에서 우리
측의 부담 최소화 작업이 요구됨

○ 단, 현재의 나고야 의정서상의 파생물에 대한 정의는 제2조 (e)호에서
“‘Derivative’ means a naturally occurring biochemical compound resulting
from the genetic expression or metabolism of biological or genetic resources,
even if it does not contain functional units of heredity.”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원용하거나,

혹은 다음 정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할 것 → Derivatives mean
substances created from Genetic Resources that are substantially modified to
have new properties

(iii) Commercialization
Commercialization means the use of the Genetic Resource for the
generation of any kind of actual or potential economic profit. It means
in particular any sale, lease, licensing of the Genetic Resource, and/or
Products generated from its use through actions such as filing a patent
application, obtai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other tangible or
intangible rights. It includes any transfer of the Genetic Resources to
a for profit organization.

○ 상업화에 대한 정의는 수용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범주에 “GR의 영리단체로
의 이전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유전자원을 활용한 ‘상업화’에 대한 정의라기 보
다는 그 잠재적 자원 접근자의 특성(영리단체)에 근거한 획일적 해석으로 판단
됨

○ 이미 제8조를 통해 GR의 이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iii)의 마
지막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iv) Mutually Agreed Terms (MAT)

(v)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Knowledge means “information or individual or collective
practices of an indigenous or local community associated with the genetic
heritage having real or potential value”.

(vi) Prior Informed Consent (PIC)
Prior Informed Consent means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the Provider that
he/she has been informed about the planned research and that he/she is
willing to provide the required access to the Genetic Resource.

(vii) Product
Product means the result produced, obtained, extracted or derived from the
Genetic Resource through research o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tivities, including data and information generated through analyses of the
Genetic Resources.

○ 제품에 대한 정의는 CBD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해석상 개념적 타당성은 확
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적 합의가 진행중에 있다는 점에서 규정화 시킬 필
요가 있는가 의문임. 자칫 확대 해석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화 필요
→ 코스레 입장에서는 정의화 시킬 필요가 있고, 우리측과의 신뢰 강화 측면에
서는 수용 가능하나, 상기 파생물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삭제 할
것

(viii) Progeny

(ix) Third Party

(x) Unauthorized Person

Article 5. Genetic Resources to be Accessed

Article 6. Utilization

Article 7. Change in Utilization from Non-commercial to Commercial
1.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Genetic Material and related information is
prohibited. Any change in utilization from non-commercial to commercial
shall require a new Prior Informed Consent in writing issued by the
Provider. In this case, the terms of such Commercialization shall be subject
to a separate agreement (MAT) between the involved parties.

Article 8.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K) to Third

ABS 관련 국내법제 불비 상태인 마이크로네시아에서의 해양생물자원확보와 관련하여, 국

제적 표준모델이 그대로 수용 혹은 원용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협정 체결 시

에는 용어상의 불확정성(불명확성)과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사전 국내법제 분석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분쟁해결 등의 절차에서 사안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

대, 다음의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ABS 협정은 전체적인 구성이 국제적 표준 모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국제적 합의 도출과 연계하거나 혹은 표현을 완화

하는 형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예, 아래 표)

[표] 마이크로네시아의 비상업용 연구 관련 ABS 협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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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for Non-Commercial Research(일
부 생략)

검토의견

Parties
1. Transfer of the Genetic Resources for the purposes of academic research
and collections, and for training, teaching and education, or any other
non-commercial activities is allowed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User
ensures that the subsequent person or institution (Third Party) is informed
about the provis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undertakes to pass on the
Genetic Resources under the same obligations to any further recipient.
2. The User delivers to the Provider annually a list of the Third Parties to
whom the Genetic Resources was transferred.
3. The User shall maintain retrievable records of any transfer of the
Genetic Resources to Third Parties under the conditions corresponding to this
Agreement.
4. The User shall require the Third Party to sign an agreement containing
identical obligations on Use and Transfer of the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K) as set out in this Agreement.
5. The User is entitled to deposit the Genetic Resources in collections that
are accessible without restrictions for research purposes such as herbaria,
museums and culture collections.
6. If the Genetic Resources are transferred to an ex situ collection of living
Genetic Resources for educational purposes (such as zoos, botanic gardens),
this institution is – in addition to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
obliged to take any appropriate precautions to prevent the Genetic Resources
coming into the possession of any Unauthorized Person.
7. If the use or storage of the Genetic Resource is subject to special
conditions or restrictions, such conditions/restrictions have to be clearly
indicated on the label or otherwise linked to the sample, when transferring
the Genetic Resource to Third Parties, including the indication of where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special conditions/restrictions can be found.

Article 9. Benefit Sharing
1.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access and use of the Genetic Resources
shall be shared fairly and equitably by the User,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CBD. Basic benefits to be shared include:
(i) The offer to the Provider to include local researchers in the research
activities, if such interest exists;
(ii) In case of publications or oral present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full
acknowledgement is to be given to the source of the Genetic Resource;
(iii) If TK associated with the Genetic Resource is involved, the research
results published or presented orally will include full acknowledgement of the
source of the Genetic Resources and the TK, if so required by the providers;
(iv) The Provider will receive a copy of all publications;
(v) Research results will be communicated to involved stakeholders (eg.
communities, indigenous people) in an adequate manner and according to
reasonable requirements of the Provider;
(vi) If applicable, share duplicate specimens with the repository in the
Provider country in accordance with good scientific practice.

Article 10.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rovider

Article 11.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User

Article 12. Data Sharing

Article 13. Reporting

Article 1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The User shall not claim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ver the Genetic
Resources in the form received.
2. If the User wants to obta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research
results such act shall be treated as change in utilization and thus shall be
regulated under Article 7 of the present Agreement.
3. If the Provider wishes to obtain IPR on research results, such act shall
be treated as change in utilization and shall be regulated under Article 7 of
the present Agreement. In particular the ownership of the IPR and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 derived from the IPR are to be negotiated.

Article 15. Publications

Article 16. Handling of the Genetic Material after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Article 17. Duration and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Article 18. Settlement of Disputes
1. The Parties agree to make attempts in good faith to negotiate the
resolution of any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this Agreement. If the
Parties are not able to resolve a dispute within a period of three (3) months,
such dispute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n arbiter to be mutually agreed
between the Parties.
2. If the Parties are not able to resolve any dispute with the assistance of
an arbiter, such dispute shall be resolved before the Kosrae State Court law
as the only competent body for resolving disputes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Kosrae State.

○ 분쟁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단, 이에 대하여는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
에서 국제적 관행에 따라, ‘양자간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의견 불일치’
그리고 이의 통보가 있을 때 분쟁이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단, 제1항의 3개월은 사실상 쌍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단기임. 해당 기간을 “일방이 분쟁의 사실에 대하여 통보를 받
은 날로부터 6개월”로 연장 필요

○ 쌍방이 합의한 중재자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때, 준거법과 분쟁해결 사법기
관을 Kosrae State Law(Court)로 한 것은 자원 이용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조항
임

→ 오히려 “쌍방이 제1항에 따른 중재인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쌍방은 해당 분쟁을 CBD 협약 제2부속서 part.1의 절차에 따른
중재에 회부한다.”고 유도하거나,

→ 혹은, 제2항을 삭제한 형태로 분쟁해결 문안을 구성할 것

○ 체결 당사자간의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MOU,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consultations and/or negotiations and/or regul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로 규정, 외교적 채널에서 해
결하는 방안 역시 좋은 조건으로 추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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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미 지역

(가) 페루

페루는 1993년 CBD를 비준한 후, ABS 문제를 입법 및 정책적 아젠다의 일부로 다루어

왔다. 결의 391이 채택되기 이전에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농업 및 국가연구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the National Institute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DECOPI)는 페루에서 ABS 체제 이행을 위한 다학제적 워킹그룹을 설치하였다.

결의 391 채택 이후 이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이 제기되었다.

1977년 페루는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Law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일

반적으로 토착민의 권리와 과학조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ABS 관련한 세부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접근과 관련한 논의에서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정치적, 법적 아젠다에

서 최우선시 되었다. 2002년 8월, 생물자원에 관련된 토착민의 집단적 지식을 위한 보호 체

제를 소개하는 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생물다양성에 관련한 집단적 전통지식만을 다루는

독특한 보호 레짐을 확립하였다. 사전통보동의는 집단적 전통지식으로의 접근을 획득하기 하

기 위해 이행되어야 하는 주요 조건이고 토착민의 대표 조직으로부터 획득되어야 한다. 토착

민은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상업적, 산업적 적용의 경우 이익공유를 확보하는 협정에

서명하여야 한다. 라이센스(license)는 서면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 법은 라이센스 협정이 국가기관이 라이센스 등록을 거

부하지 않는 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집단적 전통지식의

등록을 1) 국가 공공 등록, 2) 국가 기밀 등록, 3) 집단 지식의 지방 등록 등 세 가지 유형으

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다만, 토착민은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의 지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착민을 위한 발전 기금은 이 지식의 보전

에 기여하는 모든 토착민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페루 생물다양성 및 집합적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보호법(Law for the Protection of

Access to the Peruvian Biological Diversity and to the Collective Indigenous Knowledge,

Anti-biopiracy Law: 생물절도근절법)이 있다. 이 법은 생물절도의 방지를 위한 국가 위원회

를 설치하였고, 이것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의 불법적 접근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국가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에 관련되거나 사용되는 외국

특허 신청자에 대한 완전한 운영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페루에서 ABS에 관한 주요 규정은 2008년 제정된 Ministerial Resolution

087-2008-MINAM(후에 National Decree No. 003-2009-MINAM으로 대체됨)을 들 수 있다.

동 규정은 Adean 지역공동체의 결의 391가 요구하는 주요 규정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고 있

다. 동 규정의 적용범위는 페루에서 기원하는 모든 유전자원, 그것의 파생상품, 무형의 요소

및 페루 영토에서 자연적 이유로 발견되는 외래종이다.

동 규정은 인체 유전자원 및 그것의 파생상품, 토착민 및 지역사회가 전통적, 관습적으로

이용하는 유전자원, 국제농업식량식물유전자원 조약 부속서 1에 포함된 식물종, 페루 내에서

배양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전자원, 자연적 상품을 생산하는 비목재 천연자원의 경제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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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수반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동 규정은 유전자원에 관련된 혁신기술,

관행, 지식을 결정하기 위한 토착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페루에서 ABS에 대한 국가책임기관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 환경부는 유전자원의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지침 및 규범을 확립하는 부처이면서, 다른 부처와 협조하여 국제 협성을

위한 국제적 전략을 수립하고 접근계약, 국가 조사 단체, 기타 명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계약의 허가 절차와 서명에 대한 조정은 행정집행부에 권한이 있다.

결의 391에 따라 동 규정은 접근 계약, 부차적 계약, 기본협정, 현지외 보존센터에 의해 서명

된 물질이전협정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물질이전협정의 모델은 환경부에 미리 승인받아야

한다. 접근 계약 및 부차적 계약은 물질 자체 또는 그것의 파생물에 대한 소유 주장의 금지,

국가책임기관의 허가없이 물질을 이전하지 않을 의무, 물질의 기원 인식, 훈련 및 사회기반,

정보 교환, 기술이전, 경제적 이익, 조사보고 등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학, 조사센터

및 조사자들과 체결한 기본협정은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규정된다.

‘조사 목적’으로 페루 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지외 보존 시설로부터의 물질이전은 물질이전

협정에 물질기원의 출처를 포함한 물질 이전 조건을 수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상업적 목

적’의 물질이전은 접근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환경부와 공조하여 행정당국은 표준물질이

전협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물질이전협정은 고유 물질에 대한 소유 주장 금지, 사전 승인 없

는 물질이전금지 등의 최소한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브라질

- 제306/95호 법안9)과 정부안10)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생물종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CBD 초안 작성 시에는 인도와

함께 ABS조항의 삽입에 적극적이었다. CBD 발효 후, 브라질에서는 CBD 제15조 제1항에

의거한 국내법 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11). 이에 관하여 몇가지 제안이 이루어져

왔지만 유명한 것은 마리나실버 상원의원의 법안(1995년)을 오스마르 디아스 상원의원이 수

정한 제306/95 수정법안12)(1998년)이다. 브라질 정부는 본 수정법안을 검토한 결과, 동 법안

의 승인이 아닌 독자의 정부안 및 헌법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1998년 8월)13).

306/95 수정법안에서는 유전자원, 파생물 및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은 국민의 공공

의 이익이며 이들의 이용에는 해당 재산과 권리의 보유자에 대한 이익배분이 보증된다(제2

조 단항)고 정하고 있다. 동 수정안의 특징은 첫 번째로 안데스협정 391 결의를 참고로 작성

되었으며14) 접근(access)계약(국가와 신청자간에 체결) 및 접근부대계약(유전자원 및 전통지

식 보유자와 신청자 간에 체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전통지식 보호와 권

9) Bill of Law No. 306/95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mended version presented by Rapporter Senator Osmar Dias,

as approved by the Federal Senate of Brazil in May 1998.

10) Project of Law 4.751. National Congress Brazil.

11) 유전자원접근규제에 대한 대응은 CBD 채택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1990년, 과학기술부는 「외국인에 의한 유전자원접근

에 관한 규제를 정하는 부령 98.830호」를 동년 과학기술부령 제55호로 발효하였다.

12) 마리나실버안은 유전자원접근과 과학기술개발을 중요시하였지만 오스마르 디아스안에서는 접근에 대상을 좁힌 점, 또한

전자는 유전자원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후자는 국민의 공공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2안의 주요한 차이점이다.

13) 2000년 시점에서는 정부안, 306/95법안 모두 발효되지 않았으며 그 후의 상황은 조사되지 않았다.

14) 브라질 정부관계자와의 청취조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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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인식을 중시하고 법안의 각 조항에서 기술을 더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이익배

분의 범위와 금전적 이익의 상세 등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접근부대계약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부안은 헌법개정안15)과 생물자원접근에 관한 정부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안

은 CBD 제1조, 8조(j), 10조(c), 15조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유전자원접근, 전통지식

및 이익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법개정안에서는 생물자원을 브라질의 국가재산이라 정

하고 이를 통해 정부는 ABS의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최근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화의 진전을 감안하여 상세규정은 시행 세목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익배분의 상세와 금전적 이익배분의 비교 등은 시행 세목에서 정한다(제11조). 또한

해외 기관이 생물자원에 접근할 시에는 브라질 국내 공공기관과 제휴하여 해당 공립연구기

관이 관련 활동을 리드할 경우에만 허가되는 것(제9조)으로 하고 이에 더해 동법에 위반하는

생물자원과 전통지식 취득, 사업화, 샘플의 해외송부 등은 벌금과 금고형에 처하는 형벌의

대상으로 하여 엄격한 접근규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상기 2안의 큰 차이점은 유전자원의 귀속, 즉 소유권의 취급이다. 전자는 유전자원 등을

국민의 공공이익이라 인식하고 후자는 국가재산16)이라 보고 있다. 두 번째로 법률의 상세 정

도이다. 즉 시행 세목에서 상세를 규정하는 정부안과 상세까지 규정하지 않는 306/95 수정법

안이다.

- 규칙 55호 & 부처령 98830호 / 1990년

브라질은 1990년 1월 15일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부처령

98830호”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동 부처령은 외국인이 브라질 내에서 자료의 수집이나 생

물재료의 수집시 관련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다. “부처령 98830호”에 의하면, 유전자원의 이

용을 수반한 활동을 외국인이 할 경우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브라질 내 관련기관이 반드시 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브라질 내 관련기관은 국가과

학기술개발위원회(CNPq)가 평가하여 인정한 연구인정기관에 해당되어야 한다. “부처령

98830호”는 1990년 3월 14일 브라질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공

포한 “규칙 55호”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 대통령령 2호 / 1994년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합의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본문을

승인한 “대통령령 2호”가 1994년에 공포되었다.

(라) 부처령 2519호 / 1998년

1998년 3월 16일에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을 제정화(制定化) 한“부처령 2519호”가 공포되

었다.

15) 헌법 제20조 제XII항 「인체의 유전자원을 제외한 생물자원은 그 접근과 개발의 요령을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다」를 추

가하고 헌법 제225조 제1장 제II항의 규정 「국내 생물자원의 다양성과 완전성을 보존하고 생물자원의 조사와 취급을 수

행하는 단체를 감사할 것」을 실행한다.

16) 국가재산의 법위는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안은 접근규제법안과 헌법개정안의 세트를 제출하였다(브

라질정부관계자와의 청취조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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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내용 관련 조항

국가책임기관

관리위원회로부터 인가된 기관(브라질 기관에

의한 접근)

유전적 자연유산관리 위원회

역할

제14조

제10조

제11조

범위 과학조사와 활동의 일정 유형에 대해서는 동법 제1조

- 잠정조치령 2052호 / 2000년

2000년에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보호,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기술에 대한 이익 공유

와 접근,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한 규칙을 정한“잠정조치령 2052호”

가 공포되었다. 하지만 이“잠정조치령 2052호”는 같은 해인 2000년에 제정된“잠정조치령

2126-7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이“잠정조치령 2126-7호”역시 2001년 8월 23일에 재공포 되

어 현재의 “잠정조치령 2186-16호”에 이르게 되었다.

- 잠정조치령 2.186-16호(브라질의 ABS법) / 2001년

“잠정조치령 2.186-16호”는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시행되고 있는「브라질의 ABS법」으로

불리는 조치이다. 이 조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보호,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기술

에 대한 이익 공유와 접근,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잠정조치령 2186-16호”는 브라질 연방헌법 제225조 제1항 제2호, 제4항,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조, 제8조(j), 제10조(c), 제15조, 제16조 제3, 4항에 대해서도 규정

하고 있다. 브라질의 생물다양성 관련 법률을 조사할 경우에는, 브라질 연방헌법 제225조 제

1항 제2호에서 규정한「브라질 정부는 유전재산(遺傳財産)의 다양성과 완전성을 보존하는 것

과 함께 유전물질의 연구 및 취급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와, 제

225조 제4항 에서 규정한 「브라질의 아마존 삼림, 대서양 연안 삼림, 세라도말 산맥,

Pantanal Matogrossense 습지 및 연안지역은 국가재산이므로 이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천연

자원의 사용을 포함하여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뒤 법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라는 관련 조항이 있다.

브라질 정부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책 이행을 조정하고 접근 및 발송 허가에 관한 기술

적인 규칙 및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잠정조치령 2186-16호”에 근거하여 환경부

(Environment Ministry) 산하에 유전재산관리위원회(CGEN)를 설립했다. 유전재산관리위원

회(CGEN)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발송을 허가하는 위원회로, “잠정조치령 2186-16호”에 규

정된 요건을 충족할만한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 공유의 계약(Contracts for Using the

Genetic Resource and Distribution of Benefits)에 동의하는 연방정부의 기관 및 단체의 대

표를 구성하는 통제기관이기도 하다.

외국인이 브라질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외국인이 접근할 경우 유전재산관리위원

회 (CGEN)로부터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PIC)을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가장 어려

운 일은 CGEN으로부터 접근 승인 및 허가를 받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잠정조치령 2186-16호”에 따른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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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내용 관련 조항

적용제외

인체유전자 전승에 적용제외

유전자전승 및 유전자전승 관련 전통지식

제3조

제1조

사전통보동의

외국법인에 의한 접근은 브라질 기관과 공동으

로 수행될 때만 승인

생물탐사 이외의 이용을 위한 외국법인의 접근

접근에 대한 연방정부의 승인

유전자 전승 구성요소의 샘풀에 대한 접근을 위

해 공유 또는 사유지의 출입

제16조(6항)

제12조

제16조(8-9항)

제2조

제17조

상호합의조건

기술에의 접근 및 이전

이익공유

(상업용 이용)이용 계약(브라질 기관)

유전자 전승 이용 계약 및 이익공유

접근 물질의 목록 및 접근 물질의 부표본(브라

질 기관)

유전자 전승 구성요소의 견본 선적

제21-23조

제24-25조

제16조(4-5항)

제27-29조

제16조(1-3항)

제19조

이행준수 메카니즘

행정적 제재

초래된 위험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

동법의 비준수에 대한 보상 지불

제30조

제16조

제26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

식

원주민사회에 의한 관행

유전자 전승 구성요소의 견본에의 접근을 위한

공유 또는 사유지의 출입(원주민 토지)

이익공유를 포함한 MAT

전통지식의 보호

제4조

제17조(2항)

제9조

제8조

기타
유전물질 견본의 현지외 보존

산업 지식재산권 부여

제18조

제31조

다음으로, 접근이 허가되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특허출원을 브라질 국가산

업재산청(INPI)에 신청함으로써 특허출원 시에 ‘CGEN 결정 34/2009’와‘INPI 결정 207/2009’

의 규정에 의거한 소정의 출처공개요건이 출원인에게 의무화 되지만, 이는 다소 형식적인 것

들에 해당한다. 즉 브라질 국가산업재산청(INPI)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 브라질을 통해 접근된 것이면 PCT(특허협력조약)와는 상관없이 (Ⅰ) CGEN으로

부터 승인 받은 접근증명서의 접근 승인번호와 (Ⅱ) 유전자원의 출처를 명시해 발명이 관련

적법한 접근에 기초한 것이라는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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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범위
❍ 관련법 : ‘잠정명령 2.186-16(2001)’
❍ 정 의 : 전통적 유전 구성요소의 접근 및 관련 전통지식에의 접근
* 브라질 레짐은 폭넓은 범위를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원주민 영토, 보호지역, 사유지,
관할수역 및 대륙붕/배타적경제수역이 포함됨

2. 절차
❍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 CNA) : 환경부 산하의 유전자원관리위
원회(Genetic Heritage Management Council; CGEN)

❍ CGEN은 정부기관, 원주민 업무기구, 지역사회 대표, 공공조사기관 및 민간부문기관을
대표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브라질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생물 관련
R&D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단체(공공 또는 민간) 또는 브라질 기관과 공
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외국단체이어야 함. 그러므로 개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
지 않은 조사자는 신청할 자격이 없음

❍ PIC : CNA가 부여
- CNA는 허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위치(사유지, 대륙붕 등)에 따라 각
각의 권한있는 기관을 소집함. 유전자원 성분의 샘플에 접근하기 위하여 공공 또는 사
유지에 들어가는 경우는 권원소유자의 사전동의가 필요없을 수 있음

❍ 브라질은 2가지 목적을 위해 접근 및 이익공유를 허용
- 생물탐사 및 기술발전
- 과학조사

❍ 신청이 생물탐사나 기술발전에 대한 것이라면 신청자는 어떠한 이익이 어떠한 방법으
로 분배될 것인지를 정하는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계약(Contract of Use of
Genentic Heritage and Benefits' Sharing; 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함

❍ 신청이 과학조사를 위한 것이라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됨

3. 이익공유
❍ 접근 제공자는 계약을 통해 일부 이익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이러한 계약은 효력
이 발생하기 전에 CNA의 동의를 받아야 함. CNA는 이러한 계약의 지침을 제공하고,
계약이 지침의 요건을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한 후 승인함

4. 전통지식
❍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조사는 CNA를 기본으로 사례별로 권한이 주어짐. 권한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지역사회의 PIC 임. 전통지식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어떠한 이
익도 전통지식의 소유자 그리고/또는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당사자간
협의되어야 함

❍ 전통지식 보유자는 어떠한 출판이나 사용에 있어 인정된 전통지식의 기원을 가질 권
리를 확보한다. 이것은 권한없는 제3자가 전통지식의 경제적 이용로부터 발생된 이익
을 받거나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 시험, 조사 또는 상업적 이용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
는 데 있음

5. 감시
❍ 지식재산권 신청은 감시 메카니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유전물질 및 관련 전통지식의
기원은 유전적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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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내용 관련 조항

국가책임기관 책임기관의 정의 제1조

범위 법의 신청 제4조, 제80조

(4)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 국가환경관리 생물다양성법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ABS 관련법으로는 “국가 환경관리 생물다양성법(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Act No. 10 of 2004)”이 있다. 동법 제6장은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것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ABS 관련 규정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데, 유전자원의 생물탐사를 통제하고 “전통적 이용 또는 토착 생물자원의 지식

의 생물탐사를 통하여 상업화로 인해 발생된 이익을 이러한 전통적 이용 또는 지식을 실천

하고 있는 자 또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형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80조는 제6장의 목적이 ⒜ 토착 생물자원에 관련된 생물탐사 통제, ⒝ 생물탐사 또

는 그외 다른 유형의 조사의 목적으로 토착 생물자원이 남아프리카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통제, ⒞ 토착 생물자원에 관련된 생물탐사로부터 발생된 이익을 이해관계자에 의해 공정하

고 형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 인체 기원 유전물질, ⒝ 모든 외

래 동식물 또는 토착종으로부터 물질이 변경된 유기물 이외의 기타 유기물, ⒞ ITPGRFA상

열거된 토착생물자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된다.

동법 제77조에 따르면 생물탐사자는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위해 이익공유협정(benefit

sharing agreement: BSA)을 반드시 체결하고 이러한 협정에는 특정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

다. 또한 제76조는 생물탐사를 수행하기 위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자는 허

가 신청 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생물탐사와 자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허가

는 자원에 대한 접근 또는 규정하고 있는 물질이전협정과 관련 생물탐사로 부터 발생될 수

있는 미래 이익을 이해관계자가 공유하도록 하는 이익공유협정이 신청자와 이해관계자 간

체결되고 장관이 이들 협정을 승인하였을 때만 부여된다.

토착생물자원과 관련하여, 물질이전협정은 신청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이익공유협정

(benefit-sharing agreement)과 사전허가증서(prior to permit issuance) 등이 요구하고 있으

며, 지식보유자에 대해서도 이익공유협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이익공유나 물

질이전협정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이 요구되는데, 이익공유협정에는 (1) 협정 당사자의 이

름, (2) 자원이 생물탐사로 이용되거나 개발되는 방법, (3)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의 공유 방법,

(4) 협정의 정기 검토 등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물질이전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 토착생물자원의 수혜자 혹은 유출자와 제공자의

구체화, (2) 제공되는 자원의 유형(이름), (3) 자원이 취득되거나 유출되는 지역 혹은 출처,

(4) 잠재적 활용에 대한 적시, (5) 자원 혹은 결과물(progeny)의 제3자로의 이전할 경우의 조

건 등이 요구된다.

생물다양성법상 ABS 주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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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내용 관련 조항

사전통보동의 절차 신청 허가 제81조

상호합의조건

이익공유

물질이전협정

허가 조건

제83조

제84조

제82조

이행준수 메카니즘
허가의 취소

위반 및 처벌

제93조

제101-102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전통적 이용 제83조 제1항(b)(iv)

기타 예외사항 제86조

-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규정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규정(Regulations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은 발견단계 그리고/또는 상업화 단계의 생물탐사 프로젝트, 생물탐사의 목

적으로 하는 토착 생물자원의 수출, 생물탐사 이외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수출 문제 또한 다루고 있다(제3조). 만일 토착생물자원의 수집 목적이 상업적 이용의

의도 없이 순수한 과학조사일 경우 국가책임기관에 생물탐사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

만 접근하려는 관련 지방정부로부터 그러한 수집/조사활동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

수집한 물질을 수출하려고 할 때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박물관, 유전자은행 등과 같은

현지외 보관시설로부터 수집된 것이 아니라면 관련 지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조사 의도

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른 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또한 생물자원에 대해 상업적 의도는 있지만 발견하는 단계에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

만 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는 것을 수자원환경부(Minister of Water and Environmental Affairs)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집된 물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상업

적 단계의 생물탐사의 경우 환경부의 생물탐사 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생물탐사 허가는 관

련 물질이전 및 이익공유협정이 승인되었을 때만 부여된다. 또한 수집 또는 수확 허가를 관

련 지방정부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 생물탐사는 발견단계(discovery phase)와 상업화단계(commercialisation phase)로 구분
:
발견단계의 생물탐사는 실제적, 잠재적으로 상업적 또는 산업상 개발의 성격과 범위가
상업화 단계를 시작하기에 충분히 명확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 토착 생물자원의 조사
또는 개발 또는 적용을 말한다.
상업화 단계의 생물탐사는 실제적, 잠재적으로 상업적 또는 산업상 개발의 성격과 범위가
상업화를 시작하기 충분히 확립된 경우 토착생물자원의 조사, 개발 또는 적용을 말한다.
* 다른 유형의 조사는 생물탐사 및 과학지식을 생산하는 순수 조사기구 또는 기관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는 토착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 연구 또는 조사를 의미하고, 부
수적 조사/연구(survey, research)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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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유형 허가 유형 관련법 발행기관
국내(남아프리카 내측)

남아프리카에서 수행

되는 생물탐사 이외

의 조사활동

생물탐사 허가 필요

없으나 관련 당국으

로부터 수집 및 조사

허가 필요

exemption noitce

관할권 있는 관련 주

또는 정부기관 또는

영토소유권자

생물탐사

(발견단계)

요구되지 않음

통보절차

NEMBA and BABS

규정

장관에 규정된 양식

으로 통보
생물탐사

(상업화 단계)
생물탐사 허가

NEMBA and BABS

규정
담당 정부부처*

국외(남아프리카 외측)
생물탐사 이외 조사

반출
반출 허가

TOP.CITES 및

BABS 규정
집행위원회** 의원

생물탐사 반출

(발견 단계)

반출 및 생물탐사 통

합 허가

NEMBA and BABS

규정
담당 정부부처

생물탐사 반출

(상업화 단계)

반출 및 생물탐사 통

합 허가

NEMBA and BABS

규정
담당 정부부처

상업용 생물탐사의 신청 절차

생물탐사 및 조사를 위한 허가 요건 총괄

* 수자원환경부(minister of water and environmental affairs)

** 집행위원회의 의원(Member of the Executive Council; MEC)은 당해 지역에서 생물다

양성을 보존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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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범위❍ 법률 : 국가환경관리 생물다양성법 2004,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이공유에 대한 규정
2008❍ 정의 :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상업적 또는 산업적 개발을 위한 조사

2. 절차❍ 국가책임기관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가연락기관이나 책임기관이 없음. 허가 발행
기관은 구가 환경관리에 책임있는 장관임❍ 남아프리카에서는 두 가지 활동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생물탐사
- 생물탐사 이외의 조사

❍ 생물탐사 : 생물탐사의 발견단계 그리고/또는 상업화단계에 종사하는 것으로 구분하
여 정의하고 있음. 생물탐사 허가를 받아야만 수행될 수 있음. 만약 신청자가 생물자원의
수출을 의도하고 있다면 수술 및 생물탐사 통합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허가를 받기 위
해서 신청자는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의 명시,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 접근부여자로부터
PIC 획득 및 접근 제공자와 이익공유협정을 체결하였음을 신청서에 작성(증명서류 첨부)
하여야 함. 생물탐사 허가 비용은 5,000 ZAR 이고, 통합된 수출 및 생물탐사 허가 비용은
5,200 ZAR임. 허가는 남아프리카 법에 등록된 법인(즉 시민 또는 거주민) 또는 등록된
자와 공동신청한 경우에만 부여됨

❍ 생물탐사 외의 조사 : 순수조사기관 또는 과학지식을 생산하는 기구에서 수행되는 토
착생물자원의 수집, 연구 또는 규명활동을 의미함. 생물탐사 이외의 조사를 수행하는 목
적으로 한 수출 허가 비용은 100ZAR임

3. 이익공유❍ 허가가 부여되기 전에 신청자는 토착생물자원을 제공하거나 접근을 부여하는 자 또
는 지역사회의 PIC를 획득하여야 함. 이익공유협정 또한 체결되어야 함. 허가는 장관이
체결된 협정이 모든 당사자에게 형평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할 때만 부여됨. 장관은 이해관
계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의 증거와 관련 정보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었고
PIC가 획득되었다는 증거를 요청할 수 있음❍ 이익공유협정을 통해 받은 모든 금전은 생물탐사신탁기금(Bioprospecting Trust
Fund)에 지불되어야 함. 이 기금은 CNA에 의해 관리되나, CNA는 금전을 가질 수 없음.
모든 금전은 자원 제공자에게 지불됨. 기금의 목적은 공유된 모든 이익에 대한 기록을 하
기 위한 것으로 보임

4. 전통지식❍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관련 토착 지역사회의 PIC를 획득하고, 이익
공유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장ㅇ관은 전통지식 보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를 물
어볼 권한이 있음

- 해양생물자원법(Marine Living Resources Act 1998)

해양생물자원법은 해양생태계의 보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러한 자원에의

형평한 접근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해당 법에 따라, 해양 및 연안관리부

장관에게 승인받지 않는 한, 상업적 목적의 어업 또는 생계어업의 수행, 양식장에서의 고용,

어업가공시설 운영에 대한 활동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

ABS는 동 법에서 명백하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기존의 레저용 허가가 생물유전자원을 분

석하기에 충분한 양을 적법하게 수집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조사를 포함한 많은 활동을

위해 면제가 부여되고 생물탐사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 관리부처는 환경부의 해양연

안부(Ocean and coastal branch of DEA)이고 환경부에게 자문하기 위한 자문포럼

(Consultative Advisory Forum)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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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럽

l 유럽연합

2012년 유럽연합 환경위원회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규칙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

Sharing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2012/0278)을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제

출하였다. 이 규칙안은 바이오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2013년 4월, 유럽의회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위원회(Committee on the Envi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는 환경위원회 규칙안에 대한 1차 검토를 통해 수정안(Draft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 Sharing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을 제출하였다. 이 수정안은 사

살상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률로 보일 만큼 개도국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4년 4월, 이 수정안을 채택하였고, 조만간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 새로운 개념 정의 조항 신설

EU 환경위원회 규칙안과 유럽의회 수정안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고야의정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개념에 대한 정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접근

EU 환경위원회 규칙안은 ‘접근(access)’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

통지식을 해당 당사국의 관련 ABS법률 또는 규정 요건에 따라 취득(acquisition)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있고, 유럽의회 수정안은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유전자원 원산지국의

관련 ABS 법률 또는 규정 요건에 따라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회 수

정안은 ‘당사국’이 아니라 ‘원산지국’이라는 문구로 수정함으로써 의정서 당사국이 아닌 원산

지국의 유전자원을 취득하는 경우도 ‘접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용자

EU 환경위원회 규칙안은 ‘이용자(user)’를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use)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회 수정안은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

을 이용(utilize)하는 개인 또는 법인” 또는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기초한 상품(products

based on GR)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후속적으로 판매하는(commercialise) 개인 또는 법인”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의정서의 인적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데, 특히 유럽의회 수정

안은 유전자원 가공품을 이용하는 자까지도 인적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

아가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유전자원을 상업화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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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나고야의정서와 EU 환경위원회 규칙안에서는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에 대

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에 비해, 유럽의회 수정안에서는 “신제품(innovations) 생산과

실제 응용을 포함하여 실(facts)을 확립하고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

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을 조사(investigation)하고 연구(study)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상호합의조건

EU 환경위원회 규칙안은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을 “추가적인 조건

(additional conditions and terms)을 포함하여,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

(provider)와 그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상의 약정(contractual

arrangements)으로서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해 구체

적인 조건을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럽의회 수정안 역시 이를 따르고 있다.

- 관련 전통지식

EU 환경위원회 규칙안은 ‘관련 전통지식(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을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되고(relevant) 그리고 그 이용에 적용되는 상호합의조건에서 전통지식으로 기술

된 것으로서 ILC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의회 수정안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된(relevant) ILC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EU 환경위원회는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를 “MATs에서 관련 전통지식으로 명시적으로 기

술된 경우”로 한정하려 하였음에 비하여, 유럽의회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MATs에 전통지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하

여 ILC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이라면 ‘관련 전통지식’에 해당하도록 한 것이다.

- 수집

전술한 바와 같이, 의정서 제17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계있는 적절한 관련 정보를 수집 또는 접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집(collection)’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EU 환경위원회 규칙안은 ‘수집’을 “개인 또는 공공기관의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유전자원

의 수집표본(collected samples)과 관련 정보의 집합체(ensemble)로서 축적, 보관 그리고 분

류학적으로 확인된(accumulated, stored, and taxonomically identified)것”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 유럽의회 역시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설립하는 유전자원신탁등록처(Trusted Collection)에 보관되는 유전자원과

관련 정보의 수집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불법 취득 유전자원

의정서나 EU 환경위원회 규칙안과 달리, 유럽의회 수정안은 ‘불법취득 유전자원(illegally

acquired genetic resources)’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즉, ‘불법 취득 유전자원’이란 “관련

국제법 또는 원산지국의 ABS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을 위반하여 취득된 유전자원과 관련 전

통지식”을 의미한다. 이는 이 규칙안에 따른 금지행위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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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유전자원 원산지국의 법률 또는 규제 요건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법

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ABS법률이나 규제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의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을 무단

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불법 취득 유전자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바이오절도

유럽의회 수정안은 의정서에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은 ‘바이오절도(biopiracy)’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바이오절도’란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전자원 또는 그 유

전자원의 가공품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거나 후속적으로 상업화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금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반에 대하여 벌칙이 부과되는 바이오절도의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불법 취득한 유전자원의 판매뿐만 아니라 이용, 즉 연구·개발하는 것까지도

벌칙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이용자의 의무

EU 환경위원회의 규칙안과 유럽의회 수정안에서는 의정서에 따른 이행준수의무의 이행의

일환으로, 각각 제4조에서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는 이용자가 이행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에 반하여, 유럽의회

수정안은 “유럽연합 내에서 바이절도는 금지된다(Biopiracy shall be prohibited in the

Union).”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EU 환경위원회 규칙안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던 것을 신설

한 것이다.

이는 EU 내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공자 및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금지의무로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전자원 또는 그러한 유전자원의 가공

품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 또는 후속적으로 상업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EU가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이용자의 기본적 의무로 채택하고 있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된 것이다.

- 일반적 의무: 상당주의의무

EU 환경위원회 규칙안 제4조 제1항은 “이용자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이 해당 ABS

법률이나 규제 요건에 따라 접근되었고, 관련되는 경우 이익공유가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

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확인(ascertain)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접

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탐색(seek)·보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의회 수정안은 같은 조항에서 “이용자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이 해당

ABS 법률이나 규제 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PIC을 취득하고 MATs을 체결하여 접근되

었고, 그리고 이익공유가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확인

(ascertain)하여야 하고, ABS관련 모든 정보와 문서, 그리고 이 규칙 조항의 준수사항에 관

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탐색(seek)·보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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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위원회 규칙안과 유럽의회 수정안에 따른 이용자 의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의회 수정안이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EU 환경위원회 규칙안은 ABS 법률이나 규제 요건에 따라 접근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나, 유럽의회 수정안은 위 법률이나 요건에서 정

한 바에 따라 PIC을 취득하고 MATs을 체결하여 유전자원이 접근되었는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제공국이나 원산지국의 관련 법률이나 규제요건 모두를 충족하였는지

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그에 따라 PIC을 취득하고 MATs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유럽의회 수정안은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 및 문서 그리고 이행법

률 준수사항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무를 극대화 하고 있다.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모든”정보

와 문서 그리고 이행준수 과정을 탐색, 보관, 그리고 전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정서가

요구하는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감시뿐만 아니라 이력추적(tracking)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의무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점

검기관이 담당하게 될 역할이 될 것이다.

셋째,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합법적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의 정확성 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상당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용자가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정보 및 문

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상당한 주의 의무 이행에 대한 증거를 적절하게 입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EU 환경위원회 규칙안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MATs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

한 이익공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회 수정안은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MATs에 따라 이익 공유를 요구함으로써 MATs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섯째, ABS 관련 정보 탐색 의무는 반드시 찾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찾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ABS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제공국의 ABS관련 정보를 탐색하였으나 해당 정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이용자는 EU 규칙안의 관련 조항에 대한 준수사실에 관한 정보도 탐색·보관하고

제3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 원래의 PIC와 MATs에 따른 양도조건

유럽의회 수정안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양도조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은 PIC와 MATs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고, 후속이용자는 원래의 합의조건에 따라 수령한 물질만을 이용할 수 있다.

PIC과 MATs이 없는 경우 또는 원래의 MATs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건으로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경우, 후속이용자는 새로운 용도록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원산지국으로부터 PIC를 취득하여야 한다.” 동 조항은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모든 단계의 이용자로 하여금 최초의 PIC와 MATs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취지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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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래의 PIC나 MATs의 조건을 변경 또는 확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전자원을 새롭게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새로운 조건의 PIC을 취득하고 MATs를 체결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른 구체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은 PIC와 MATs이 존재하고, 해당 문서에서 허용하는 경

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다.

둘째, 후속 이용자가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MATs에 따라 수령한 것이어

야 한다. 따라서 MATs에서 양도를 허용하고 있고,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이용

할 수 있다.

셋째, PIC와 MATs가 없거나 또는 원래의 MATs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건으로 유전자원

이나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경우, 후속 이용자는 새로운 용도로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원산지국으로부터 PIC을 취득하고 MATs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아가, PIC와 MATs

이 존재하더라도 MATs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용도 이외의 경우에는 다시 원산지국으로

부터 새로운 PIC을 취득하고 MATs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l 노르웨이

- 현행법 현황

노르웨이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는 자연다양성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다양성법

(Act of 19 June 2009 No. 100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Biological Geological and

Landscape Diversity, 줄여서 Nature Diversity Act)’과 어업 등을 포함한 해양자원관리 전반

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자원법(Act of 6 June 2008 no. 37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wild living marine resources, 줄여서 Marine Resources Act)’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두 법에 의한 ABS 구조는 자연환경에서의 생물자원접근과 공공수집․보관시설(Public

Collection)에서의 접근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내각의 허가제(이익공유조건 포함)를, 후자

는 허가제가 아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도록 하되, 공공수집․보관

시설로부터 취득한 생물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한하였다. 해양생물자원 탐사에 대해서

는 양 법이 모두 적용된다.

자연다양성법에 따른 ABS 관련 규정

ABS 내용 관련 조항

국가책임기관
환경부

왕

제58, 63조

제62조

범위 지리적 범위 제2조

사전통보동의 절차
자연환경에서 획득한 유전물질의 수집 및 이용

타국에서 획득한 유전물질

제58조

제60조

이행준수 메카니즘 집행 및 제재 제69-75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제공국의 PIC 절차 존중 제60조

기타
공공수집시설의 유전물질(지식재산권)

유전물질의 관리

제59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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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법에 따른 ABS 관련 규정

ABS 내용 관련 조항

국가책임기관
수산부(Ministry of Fisheiry)

국왕

제9조

제9조

사전통보동의 절차 해양생물탐사 제9조

상호합의조건
해양유전물질의 이용으로 발생된 이익의 공

유
제10조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행정규칙(안)

자원 제공국의 입장에 있는 노르웨이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법적 이행을 위해 자연다양

성법의 개정과 함께 관련 규칙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조치의 대상에는 유전자원 관련 전

통지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자연다양성법 개정 작업에 반영하고, 자연다양성법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규칙 제정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2013년 4월 현재 개정법안 및 행정규

칙 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에 있으며, 현재 공표되어 있는 행정규칙(안)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적용범위와 정의

노르웨이의 행정규칙은 파생물, 이익, 유전물질, 공공수집 및 보관시설, 이전, 인도, 이용,

채집 등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적으로 협약과 의정서, 타국의

법제에서와 유사한 정의를 두고 있다.

(a) 파생물 :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유전적인 발현 또는 대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생화학

화합물(유전의 기능적인 단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로서, 천연에 존

재하는 것

(b) 이익 : 유전물질의 채집 및 이용의 성과인 정보, 수단, 지식 및 경제적 가치

(c) 유전물질 : 생물학적 물질에 포함된 유전자 및 그 밖의 유전물질로, 기술에 의한 지원

유무를 불문하고, 다른 생물에 전달될 수 있는 것. 다만, 사람에서 유래하는 유

전물질은 제외

(d) 공공수집·보관시설 : 국가가 관리하거나 국가를 대행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

건하에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유전물질의 수집·보관시설

(e) 이전: 허가보유자로부터 제3자에게로의 유전물질, 파생물 또는 획득된 정보의 이전 전

반

(f) 인도 : 공공수집·보관시설로부터의 유전물질, 파생물 또는 획득된 정보의 인도

(g) 이용 : 유전물질 또는 그 생화학적인 구성에 관한 연구 및 개발로서, 생명공학을 이용

하여 실시하는 것, 유전물질 및 그 분자구조의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치를

얻기 위한 모든 방법에 의하는 것, 그리고 유전물질 및 그 분자구조에 포함되

는 정부의 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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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채집 : 유전물질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한 형태

로 죽이거나 자연환경으로부터 획득하는 것

이 행정규칙은 유전물질의 채집 및 이용(이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포

함한다)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노르웨이의 유전물질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

부가 노르웨이 국민에게 주어지도록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CBD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제1조가 지향하는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

이 행정규칙은 노르웨이의 영토(호소 및 하천을 포함한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

붕에서의 유전물질의 채집과 이용에 적용된다. 이 행정규칙은 공간적 적용범위에는 Svalbard

군도 및 Jan Mayen 섬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규칙의 인적범위는 모든 노르웨이 및 외국

의 법인과 개인에게 적용된다. 행정규칙은 다른 국가의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노르웨이의 법인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이 행정규칙

은 2001년 11월 3일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 자원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 범위 내의

유전물질의 채집 및 이용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유전물질의 채집과 이용의 허가

가) 허가취득 의무

유전물질을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환경으로부터의 생물학적 물질을 채집하거나, 또는 그 유

전물질을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미 채집된 유전물질로 당초의 채집

목적에 포함하지 않던 형태의 이용에 관해서도 이 행정규칙에 근거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

공공수집·보관시설을 위한 채집 및 농업·임업상의 처리 및 채집에 관해서는 허가가 필요 없

다. 유전물질을 이용하는 자는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의 확

인(증명서)을 제시한다.

나) 허가발급기관

해양, 연안역 및 해저와 해저 밑에서의 유전물질 채집 및 이용허가에 관해서는 수산업 이

사회가 담당한다. 육지 및 담수에서의 유전물질 채집 및 이용의 허가에 관해서는 자연관리이

사회가 담당한다. 소관부처는 유전물질의 이용에 관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공공수집·보관시설에 수여할 수 있다.

다) 유전물질의 채집과 이용의 신청

신청서 및 “자연환경 및 공공수집·보관시설로부터의 유전물질의 이용에 관한 계약”은 규정

의 양식에 따라 채집 및/또는 이용을 개시하는 달 전까지 서명하고, 허가발급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유전물질이 공공수집·보관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당해 공공수집·보관시

설에 송부되어야 한다.

적어도 신청서에는 채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ⅰ) 신청자의 성명, 조직번호, 주소, 전화번

호 및 신청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성명, (ⅱ) 채집 및/또는 이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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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국내와 국외 중 어느 곳에서 이용될 예정인지에 관한 정보, (ⅲ) 가능성이 있는 학

명 및 알 수 있는 범위의 채집량을 포함하여, 채집 및/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유전물질,

(ⅳ) 개시 시기와 종료 시기를 포함하여, 채집 및/또는 이용이 이루어지는 시기, (ⅴ) 채집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지역 및 채집에 사용되는 장치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허가발급기관은 다량의 채집, 멸종위기종 또는 우려종의 채집, 또는 영향을 받기 쉬운 지

역에서의 채집에 관계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요구를 포함하여, 신청을 처리한 후 필요한

추가정보의 제공을 신청자에게 명할 수 있다. 채집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의한 허가

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해당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허가의 부여

허가발급기관은 (ⅰ) 신청자가 “자연환경 및 공공수집·보관시설의 유전물질 이용에 관한

계약”에 서명하였고, (ⅱ) 관계되는 활동이 환경을 배려하고 있는 등, 채집과 이용이 지속가

능하여야 하며, (ⅲ) 생물다양성 및 생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고려되고 있을 경

우,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유전물질로부터 얻어진 파생물 및 정보에

관해서도, 허가의 모든 조건이 적용된다.

마) 유전물질의 채집 및 이용의 허가

허가증에는 (ⅰ) 허가대상자, (ⅱ) 채집과 이용의 목적, (ⅲ) 양, 종류 및 질을 포함하여, 허

가의 대상이 되는 생물학적 물질 및 유전물질, (ⅳ) 채집 및 이용의 장소, (ⅴ) 채집 및 이용

의 시기, (ⅵ) 해당 유전물질에 관계되는 PIC과 MATs의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허가증에는 유전물질의 채집과 관계되는 허가의 대상지역, 사용가능한 장치, 그 밖에 기기

류, 설비 및 라벨 부착에 관한 요구사항에 관해서도 명시하여야 한다. 허가발급기관은 채집

이 환경을 배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채집에 관계되는 제한을 붙이는 것을 포함하

여, 새로운 허가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바) 자연환경으로부터의 유전물질 채집에 관한 허가증 및 계약의 갱신

채집 후 6개월 이내에 허가발급기관에 (ⅰ) 유전물질의 학명, 양과 크기에 관한 정보, (ⅱ)

채집일, 발견지, 육지에서 채집이 이루어진 경우 그 농지 및 소작지의 번호, 채집방법, 그리

고 채집지의 생식환경 또는 생태계의 개요, (ⅲ) 현재의 보존 장소 및 유전물질의 저장장소

등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도록 한다. 허가발급기관은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허가증 및 계약을 갱신하

고, 갱신한 허가증 및 계약을 허가보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 유전물질의 이전

허가를 받은 자가 유전물질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유전물질의 파생물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유전물질, 파생물, 또는 획득된 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연환

경 및 공공수집·보관시설로부터의 유전물질의 이용에 관한 계약”에 서명하고, 이를 허가발급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대가 없이 이전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기업과의 합병도

이전으로 간주되며, 회사의 분할 또는 자회사나 그룹기업으로의 이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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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전물질 또는 그 파생물은 허가발급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이전될 수 있다.

허가발급기관은 유전물질 등을 이전받은 자에게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한다. 유전물질의 일

부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원을 이전한 자에 대해서는 원래의 허가증과 자연환경 및 공공

수집·보관시설로부터의 유전물질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유효하다. 제3자에게 유전물질, 파생

물 또는 획득된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제13조 및 제14조에 근거한 이익 공유에 관한 계

약 조건이 적용된다.

아) 변경신고와 상황보고

성명, 조직,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허가발급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유전물질의 이용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유전물질의 소재지 및 상태를 포함하는 이용 상황을 3년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자) 허가와 계약의 유효기간

허가증 및 계약에 규정된 이익 공유에 관한 여러 조건은 20년간 유효하다. 이후에는 행정

규칙 및 「자연환경 및 공공수집·보관시설로부터의 유전물질의 이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각 시점에서 유효한 이익배분에 관한 조건을 적용한다. “자연환경 및 공공수집·보관시설로부

터의 유전물질의 이용에 관한”새로운 표준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허가 기한이 종료된 때에는 유전물질, 파생물 또는 획득된 정보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차) 내부통제의 의무

이 행정규칙에 따른 허가보유자, 또는 자연다양성법 제60조에 근거한 노르웨이 국내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유전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내부통제계획을 마

련하여야 한다. 내부통제는 이들에 관계되는 문서는 성질, 활동내용 및 규모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하며, 행정규칙 및 자연다양성법 제60조에서 정하는 규정, 그리고 이들에 근거하여 정

해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허가발급기관의 요구가 있

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관련 문서를 허가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익공유

가) 이익공유

제8조에 근거한 허가보유자가 노르웨이의 유전물질, 유전물질의 파생물 또는 허가의 대상

이 되는 취득정보를 기초로 한 상품을 판매 개시한 때에는 허가발급기관에 신속히 보고하여

야 한다. 영리목적으로 유전물질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을 개시 또는 개발한 때에도 동일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보유자는 허가발급기관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토지소

유자, 원주민 및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이용에 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

공하여야 한다.

그 상품에 관계되는 제8조의 허가 건수와 관계없이, 상품의 판매 및 수단의 고안 등을 포

함하는 유전물질의 이용으로 발생한 연도별 총이익에 따른 국가에의 배분율은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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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르웨이의 유전물질이 이용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a) 9,999,999 크로네 이하: 0%

(b) 10,000,000 크로네 ~ 24,999,999 크로네: 1%

(c) 25,000,000 크로네 ~ 49,999,999 크로네: 2%

(d) 50,000,000 크로네 ~ 99,999,999 크로네: 3%

(e) 100,000,000 크로네 이상: 4%

나) 지급과 문서

국가에 대한 이익 배분은 다음 연도 7월 1일까지 허가발급기관에 지급되어야 한다. 국가에

대한 배분은 이용 시가를 기초로 계산되어야 한다. 허가발급기관은 허가보유자에 대하여 회

계감사에서 승인된 당해 제품의 매출을 포함하여, 국가에 대한 배분의 산출에 관계되는 문서

를 요구할 수 있다. 허가발급기관은 허가보유자에 대하여 제15조 제1항에 근거한 산출에 관

계되는 문서를 적절한 기간 내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

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유전물질의 이용에 관계되는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증명되었

을 경우, 또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현저히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왕은 매년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공공수집·보관시설

가) 공공수집·보관시설에서의 유전물질 관리

공공수집·보관시설은 지원 제공국 및/또는 원산지국, 그리고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

건에 관계되는 확인(증명서)의 유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당해 등록처에서의 유전물질에

관계되는 등록, 처리 및 보존에 관한 명확한 지침 및 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처가 공공수집·보관시설에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나) 권한 있는 공공수집·보관시설로부터의 유전물질 인도

허가증을 발급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 있는 공공수집·보관시설은 이 행정규칙 규정에 근

거하여 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공공수집·보관시설은 이 행정규칙에 의한 조건이 충족

되고 있는 경우에는, 서명이 포함된 계약 및 허가증, 그리고 신청된 자원을 인도할 수 있다.

허가증 및 계약의 발급을 한 경우에는 공공수집·보관시설은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허가발급기관에 송부하도록 한다.

다) 권한 없는 공공수집·보관시설로부터의 유전물질 인도

허가를 발급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공공수집·보관시설은 유전물질의 인도에 관한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허가발급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당해 공공수집·

보관시설은 서명이 포함된 계약을 포함하는 허가가 존재하는 경우, 신청된 자원을 인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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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른 공공수집·보관시설에 대한 유전물질의 인도, 그리고 농업 및 임업상의 이용 및

처리에 관해서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외국의 유전물질과 전통지식

외국의 유전물질에 관련되는 지역사회 또는 원주민의 전통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유전물질

을 노르웨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통지식을 얻은 국가(제공국)에 관한 정보를 환

경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국의 국내법령에서 전통지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전 동의를

얻을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 당해 동의 및 이용에 관계되는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제공국이 전통지식의 원산지국과는 다른 경우에는, 원산지국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

여야 한다. “원산지국”이란 당해 지식이 생성된 국가를 의미한다. 원산지국의 국내법령에서

전통지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전동의를 얻을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 당해 동의 및 이용

에 관계되는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규정된 정보가 불명한 경우에

는 그러한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취소 및 신고

가) 허가의 취소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의한

규정 또는 의무 위반에 대하여 허가발급기관은 유전물질의 채집 및 이용에 관계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신청

수산업이사회가 허가발급기관인 경우에는, 수산·연안부가 신청을 관할한다. 자연관리이사회

가 허가발급기관인 경우, 환경부가 신청을 관할한다. 허가권한을 가진 공공수집·보관시설이

내린 결정에 대한 신청과 관련해서는 해양, 해역, 해저 및 해저 밑으로부터의 유전 물질에

관계되는 신청에 관한 경우에는 수산·연안부가 신청을 관할한다. 육지 및 담수로부터의 유전

물질에 관계되는 신청에 관한 경우에는 환경부가 신청을 관할한다.

나. 생물자원 이용국

(1) 덴마크

덴마크는 기본적으로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유전자원 이용으로

부터 발생한 이익 공유에 관한 법안(Bill on sharing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덴마크법 초안)”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 외에 나고야의정서의 점

검기관 규정과 관련한 법으로는 “특허 및 추가적 보호 증명서에 대한 명령 제93(Order

No.93 on Patents and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2009.1.29 발효)”이 있으며, 덴

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서만 적용되는 “생물자원의 상업 및 연구관련 이용에 관한 그린란

드 법률(Greenland Home Rule Parliament Act No. 20 of November 20th 2006 on

Commercial and Research-Related Use of Biological Resources, 2006. 1. 1. 발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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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덴마크법 초안

- 유전자원에의 접근

덴마크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동의(PIC)를 따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유전자원의 견본

추출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PIC를 따로 두지 않은 것은 누구든

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덴마크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이용국으로서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PIC를 따로 두지 않는 대신 덴마

크 황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유전자원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초안 제6조).

제공국이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원 접근의 관련법에 위반하여 취득된 유전자원을 덴마크

국내로 반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초안 제3조 제1항). 이는 유전자원과 관

련된 전통지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초안 제4조 제1항). 다만,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제공

하는 국가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어야 하고, 제공국의 접근과 관련된 법안은 나고야의정서

에 따라 입법이 된 경우에만 상기 조항이 적용된다.

- 이익공유

본 초안에서는 이익공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초안 제3, 4

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ABS 관련 법안에는 접근뿐 아니라 상호합의조건

까지 포함하므로 초안에서 이익공유 관련 법안이 제3, 4조라고 할 수 있다. 유전자원 제공국

에서 요구하고 있는 PIC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거나, MAT 내용대로 덴마크 국내에서 유

전자원 및 전통지식이 이용되지 않은 경우 그 이용이 금지된다.

이익공유 지침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되,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막고자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 국가책임기관

덴마크는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onment)를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초안에서

ABS 관련 법규 및 정책 수행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 초안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

한 관리감독 책임을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초안 제7조).

(나) 그린란드 자치령

그린란드 자치령에는 일종의 PIC관련 제도가 있다. 바로 ‘조사 허가증(Survey Licence)'이

다. 그린란드 법 제6조1항에 따르면 연구를 위한 생물자원의 취득, 수집 또는 조사 또는 이

에 따른 후속적인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여 이를 고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사 허가

증‘을 받아야 한다. 즉, 생물자원에 접근하여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행위를

그린란드 정부에 알리고 이를 허락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ㅅ한 신고제도와는 구별

된다.

또한 조사 허가증의 신청을 받은 그린란드 정부는 상용화를 위한 권리 없이 조사만을 위

한 허가증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 행해지는 후속적인 상업적 이용 또는 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모든 조사자료 또는 조사 결과물 역시 그린란드 정부에

의해 사전승인(advance approval)을 받아야 한다. 이는 후술하는 이익공유와 관련된 ‘상업 허

가증(commercial licence)'와도 연결이 되는데,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인 경우와 상업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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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발부하는 조사 허가증에는 그 허가기한이 적시되어야 하는데, 적시된 기한이 도래하고 그

기한을 미리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허가증은 바로 만료가 된다. 나아가 조사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수집 방법 또는 생물자원의 채취 장소 및 종류 등에 있어, 본 허가증 신청 시와

다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조사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무사

항들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나고야의정서에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얻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

여 MAT을 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린란드에서는 각종 허가증을 발부하면서 이러한

MAT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생물자원의 연구를 위하거나, 후속적인 상업적 이용을 고려하여

생물자원을 조사하는 때에는 그린란드 정부로부터 ‘조사 허가증’을 발부받아야 함을 이미 설

명하였다. 이 허가증을 발급할 때, 그린란드 정부는 신청자와 함께 사법계약(private-law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고, 당 허가서나 계약서에 구체적인 권리 의무들을 기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조사 결과, 이를 상용화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사전에 ‘Utilization

Enterprise'부터 '상업 허가증(commercial licence)'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업 허

가증이 발급될 때, 그린란드 정부 또는 재가 받은 ‘Utilization Enterprise'는 신청자에게 납부

방법, 이용기한, 신고의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허가증들이나

계약서에 이익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린란드 내에 존재

하는 생물자원이 무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전술한 ‘조사 허가증’ 또는 ‘상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는 매년 그린란드 정부에 각 허가

증에 기초하여 수행된 조사내용, 출판된 기사에 대한 복사본과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신고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보고에는 프로젝트의 목적 및 진행 단계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중단되었을 시, 그 이유까지 상세히 서술하여야 하며 그린란드 정부는

언제든지 보고서와 관련된 보충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그린란드의 생물자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과 몰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그린란드 정부가 제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

며, 조사 허가증을 받은 자가 조사에 따른 결과물 출판이나 어떠한 통신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그린란드 정부에 알려하 하는 의무

(duty to information)를 부담한다. 그리고 허가증이나 계약서에 명시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린란드 정부는 언제든지 당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러나 덴마크법 초안과는 달리 형사적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다.

의무준수와 관련된 그린란드 보고제도는 자치령 내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

된 권리 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타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그린란드 자치령에

가지고 와서 이를 상업화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점검기

관의 역할을 대신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린란드 자체가 얼음지형에 에스

키모인들이 대다수 거주하여 타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이 발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다, 그린란드 자체에 내재된 자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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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내용 관련 조항

국가책임기관 그린란드 정부 또는 권한있는 이용 기업 제2절 제4조

범위
생물자원의 모든 형태의 상업적, 조사관

련 획득 및 이용
제1절 제2조 1항

사전통보동의 절차
조사(Survey) 허가증

제3자로의 이전

제1절 제6-7조

제3절 제6조, 제10조

상호합의조건

상업용 허가증

사법(私法) 협정

조사(Survey) 허가증

Sec. 6, Art. 11

Sec. 1 Art 6.5, Sec. 4

Art 8.4, Sec. 6 Art

10.4

Sec. 1. Art. 6.4

이행준수 메카니즘

연례 보고 요건

불법적으로 획득된 이익 및 지식재산권의

보상 및 몰수

조사결과 출판 및 특허 출원시 정보공개

의무

벌금

조사 그리고/또는 상업용 허가증의 철회

Sec. 7 Art. 12

Sec. 10 Art.17

Sec. 4 Art 8, Sec. 5

Art. 9

Sec. 10 Art.16

Sec. 8 Art. 13

기타 결정의 이의신청 Sec. 9 Art.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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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법적 수용과 태도

나고야의정서는 제공국에게 국가차원에서 ⒜ 법적 확실성, 명확성 및 투명성, ⒝ 공정하고

비자의적 규칙 및 절차, ⒞ PIC, MAT에 대한 명백한 규칙과 절차 등을 포함한 기본 원칙에

충족하는 ABS 조치를 확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법적 확실성과 명확성) 의정서의 요구에 따라 제정되는 국내적 요건은 법적 확실성과

명확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바, 특히 이들 규정은 명확하고 간소화된 방법으로 작성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사실상 실무적 적용 과정에서 조정되기 힘들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이에 대한 제도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한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허가를 획득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유전자원을 획

득하는 것에 대한 잠재적 제한과 규제를 포함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기술하

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 예컨대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에서는 PIC와 MAT에 대해 모호

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원 제공국 국내법상의 규범적 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무

적 접근을 위한 조정력이 함께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에 대한 공정하고 비자의적인 규칙과 절차) 기존의 ABS 입법에 기초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비자의적인 규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

들은 접근 신청자를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자연인의 경우 기관이나 법

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우 외국 신청자는 내국인을 참여시키거나 내국인을

대표로 하여야 하거나, ABS 신청 유형에서 신청받는 국가의 연구기관을 참여시키는 것을

요구한다(예컨대, 브라질과 아덴공동체 등). 혹은, 남아프리카의 ABS 규정에서는 허가 신청

자가 남아프리카 국내법상 등록된 법인이거나 남아프리카 국민 또는 영구거주자인 자연인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따라서 신청자가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인 경

우, 남아프리카 법인 또는 국민/영구 거주자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외국 개인,

기업 또는 기관은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인도를 포함하여 아덴 공동체, 브

라질 등은 외국인에 의한 신청을 다루기 위해 다른 절차를 두고 있는데, 특히 인도는 국적에

따라 또는 접근된 물질 또는 조사결과를 해외로 보내는 경우에 대한 구분된 절차를 두고 있

다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ABS 규정에서 접근은 국가책임기관의 서면 결정으로 승인되거나 거부되어야 한

다고 한다. 일부 경우 2개의 국가책임기관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는 상업적 목적 또는 전

통지식이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부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 또는 수출 허가(예; 브라질), 또는 페루와 같이 상이한 유형의 유전자원(해양, 보호구역

내 위치 등)을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책임기관은 적절한 기한(각국 법률에 따

라 15-60일, 그러나 실제로 기한은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는다) 내에 신청을 처리하고, 이

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책임기관이 신청을 거부하였을 경

우, 책임기관은 해당 거부 결정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고, 신청자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 제기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외에 많은 국가들은 유전자원 접근 허가를 위해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지불(남아프리카,

OAU)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수수료는 기원(외국 또는 국내)과 신청자의 지위(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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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비영리기관, 기업)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노르웨이 자연다양성법 등

일부 ABS 규정은 허가에 관련된 기한과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법

상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적 규범

과 연계시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의 해양과학조사, 조사, 혹은 해양생명자원 등에 국

내법 규정을 함께 분석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이 외에, 페루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월경성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PIC, MAT에 대한 명확한 규칙 및 절차) 대부분 국가의 ABS 법은 신청자와 제공자간

PIC와 이익공유 협정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남아프리카는 신청자와 영향받는 원주민 공

동체간 이익공유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는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

식의 제공자와 계약(부속계약이라 칭하기도 함)을 체결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하고 있다(예:

페루, 브라질 등). 호주는 자국 법률에서 PIC를 획득하고 MAT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대

해 더욱 자세한 요건을 개발 중에 있다.

나.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

대부분의 ABS 규정은 신청자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공자간 이익공유협정을 체결하거

나 이익공유가 관련 제공자와 함께 체결되었다는 증거(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는 국

가기관,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또는 다른 소유자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기관, 그리고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

는 등 하나 이상의 계약이 필요할 때도 발생한다. 이익공유 메카니즘은 전통지식이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토지 또는 영역에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일 때에도 존재한다.

국가책임이관이 접근 허가를 승인하기 전에 이익공유협정은 체결되어야 하고 그 협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형평하여야 한다. 다수의 ABS 규정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언급하고 일부에서는 예를 목록화하기도 하였다(인도 등). 남아프리카는 금전적 이익을 다루

기 위한 메카니즘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익공유 협정에 관해서 이해관계자로 인한 모

든 금전은 생물탐사 신탁기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인도도 유사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

다. 일부 국가는 이익이 보존을 위해 직접적으로 쓰여지게 규정하고 있다(호주).

다.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지식에 대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ABS 입법의 목적 중 하나이다. 아덴공동체 레짐, 페루, 브라질 등은 원주민 및 지여공동체

의 유전자원에 관한 혁신기술, 관행 및 지식에 대해 결정하는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

호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ILC의 전통지식 또는 그들의 토지 내에 위치한 유전자원에 대

한 원주민의 권리를 ABS 조치보다 더 폭넓게 보장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예: 페루, 필

리핀 등).

대부분 ABS 법률은 신청자에게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해 확립된 권리를 가

지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해

서 지역 공동체에 PIC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SEAN 협정에 따르면, 비록 PIC가 오로지 국가/국가기관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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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PIC 절차는 지역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의 관습법, 관행 및 규약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소수의 법률만이 ILC의 PIC 획득 절차를 규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ABS 법률에서 영향있는 ILC가 신청자와 이익공유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하

여 이익공유의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이익공유협정의 수립하는 당

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으로 모델 계약을 개발중에 있다.

라. 의무준수

대부분 국내법에서는 국가책임기관에 PIC가 획득되고 MAT가 유전자원 접근 부여 전에

확립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가책임기관은 또한 이익공유 협정이 모든 당사

자에게 공정하고 형평하도록 만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장관이 접근 제공자가

ABS 규정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익공유협정을 협상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을

주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페루에서는 ABS 규정에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배분을 보장

하기 위한 감시 메카니즘을 두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검토한 국가의 거의 대부분 규정은 비준수시 법집행 및 제재에 대한 메카

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허가 없는 생물탐사 또는 생물자원의 수출은 일반적으로 위반으로 간

주되고, 이 때에는 벌금이나 심지어 구속형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적 제재, 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및 견본의 압수도 볼 수 있다.

일부 규정에서는 감시 메카니즘(현지내 점검, 등록, 당국과 신청자간 협력 메카니즘)과 정

기적 공정 보고서 제출을 이용자의 의무로 확립하고 있다. 모든 ABS 조치가 계약상 의무(신

청자와 제공자간) 위반의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

지만 이러한 법적 자원은 보통 국가내 효력있는 다른 형태의 법률에서 나타난다(민법 등).

그러나 어떠한 법률도 다른 체약당사국의 요건 위반이 추정되는 경우 협력을 제공하거나

MAT에서 분쟁해결에 대한 계약 규정의 채택을 장려하지 않는다.

마. ABS 국가책임기관 및 ABS Clearing-House 메카니즘

거의 모든 CBD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을 두고 있고, 따라서 나고야의정서의 제도적 의무

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입법에서 국가책임기관은 지정되어 있다. ABS 관

련 규정에서 다수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남아프리카와 같이 한 국가

책임기관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접근을 부여하는데 책임이 있고, 다른 국가책임관은 비상업

용 목적의 접근을 부여하는데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다수의 국가책임기관이 신청자가 접근을

원하는 유전자원의 상태에 따라 개입될 수 있다.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연락기관의 기능이 같

은 당국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호주, 아덴공동체 등 다수의 ABS 관련 입법에서 허가발행과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 등록

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ABS 입법은 정보의 교환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는 CHM에 가

까운 강력한 메카니즘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ASEAN 협정은 협정의 이행을 위한 지역적 clearing-house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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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외생물자원의 확보를 위한 접근

해양생명자원을 둘러싼 국제적 자원 주권 강화에 따라, 자원 이용국인 우리나라는 생물자

원 부국을 중심으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와 조기연구를 위한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는 해양생명자원을 통한 국가 경제적 창출 기회를 확보하고, 현지국과의 공동연구 기반을 조

기 확보, 해양생명자원 확보와 연구를 통한 (1)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산업적 기회

창출, (2) 해양생명자원을 통한 부가가치 산업 제고, (3) 해양생명자원 부국에 대한 해양생명

자원 기반 경제적 종속 가속화에 대비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원제공국 보다는 자원이용국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크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해외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자원제공국의 ABS 관련 입법현황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접근 방식으

로 요구된다. 더욱이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원 제공국의 국내적 조

치를 통한 접근과 이익공유의 체제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각 국가별 ABS 체제의

분석과 함께 사회문화적, 경제적, 해양환경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자원 확보를 위한 접근 절

차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원 부국의 입법 및 국가 정책을 보건대, 자원 이용국은 자원에 접근하기 전에 자원 제공

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PIC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용국은 합의된 조건(PIC, MAT)에

따라서만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합의된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부여된다. 물론 PIC/MAT가

필요한 허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해외해양유전자원 획득에 있어서 자원 제공

국의 법률상 허가 주체와 허가 종류를 파악, 필요한 모든 허가를 획득하여야 생물자원에 접

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와 각국의 국내법적 태도는 원

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관습, 전통, 가치 및 관행의 존중에 대하여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

다. 자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정보 요구에 대응해야 하고, 관련 정

보 또한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자에게 결과물(progeny) 또는 유전자원을 전달하거나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

우, 즉 본래의 PIC 및 MAT에서 합의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할 계획인 경

우에도 자원이용자는 새로운 계약을 신청하도록 요구받는다. 따라서 허가증이 부여되기 전까

지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생물자원을 이전할 때 PIC/MAT 협정 준수

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모든 관련 계약상 자료(PIC/MAT)를 제공하고 그 이전

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각국의 태도는 자원 이용자에게 자국의 기관과

조사자들과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조사를 수행하고, 그 이익을 MAT에서 합의한 대로 공

정하고 형평하게 공유되는 것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술한 내용으로 보건대, ABS에 관한 국제규범의 형성과 각국의 자원 보호 조치 강화는

국제사회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조치와 함께 유전자원의 국제적 보호체제라는 틀 내에서

는 그 목적의 안정적 방향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물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의존도의 강화는 향후 국가 경제부원의 유출, 기본 사용비의 제고 등

이 함께 수반된다는 점에서 해외 자원의 조기 확보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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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내외의 입법 동향과 접근에 대한 태도, 이익공유에 대한 규범의

분석은 해양생물자원의 확보를 통한 연구 강화와 함께 해양유전자원 활용도 증대, 부가가치

창출능력 제고라는 산업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나고야 의정서는 CBD가 표명하고 있는 세 가지 목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이익의 공정한 공유

중, “공정한 이익 공유”를 목표로 한 보충 의정서로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나고야 의정서의 극적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를 둘러싼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용국과 제공국간의 의견이 달라 향후 국가간 협의체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즉, 자원 이용국과 제공국간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에 대

한 논의는 국제적 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나, 양 그룹간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원 제공국의 국내법적 태도와 정책은 자원 이용국의 접근을 위한 사

실상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고야의정서 상의 ABS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자원 확보를 둘러 싼 다수의 쟁점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으며, 국제적 합의가 도출

되지 않는 한 자원접근과 이익공유의 틀은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정책 및 입법방향에 따

라 접근이 규율되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해양생물자원의 확보가 실질적

으로 현지 자원보유국의 규범과 정책적 태도에 맞춰서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

미하며, 동시에 자원 이용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각국의 ABS 제도와 함께 (ABS에 대한

규범이 미형성단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해양생물자원 조사에 관한 국내법제(예컨대, 해양과

학조사법 등)에 근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제적 규범형성의 방향을 보면, ABS에 대한 자원부국의 해양생물자원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요구 수준은 나날이 그 수위가 강화될 것은 명확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 생

물자원 확보사업이 각국의 국내법제 연구와 함께, 현지 국가와의 공동연구 강화, 현지 국내

법에 근거한 해양생물자원의 합법적 채취의 절차(법)를 연구를 통한 사업의 제도적 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가관할권 내측 해역에서의 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 강화 외에,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CBD(COP), ABS 제도,

UNCLOS 당사국회의, ISA 등의 논의 역시 향후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국제적 규범의

틀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해양산업의 중요 축으로 성장하

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의 이용과 활용을 위한 자원 접근에 대한 규범형성이라는 점에서 국가

적 차원의 손익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해양생물자원의 산업적 측면과 함께

해양생태계에 대한 근본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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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ABS 관련 국제조약의 주요 규정

주요 규정 CBD 나고야의정서 UNCLOS

목적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
바다의 법질서, 평화적 이용, 자원의 형평하고 효과적

이용, 해양환경의 연구 및 보전

범위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관할권 하에서 공정 및 활동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그것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된
이익

당사자인 국가, 자치연합국, 국제기구

유전 /천연자
원의 법적 지위 주권적 권리 주권적 권리

영해:주권
EEZ CS : 주권적 권리
공해/심해저 : 공유물

접근의 촉진 제15조2항
법적 확실성, 명확성, 투명성;공정하고 비자의적 접근

규칙;PIC 신청에 대한 정보; 명백하고 투명한 CNA 결정;
MAT에 대한 명백한 규칙 및 절차

허용어획량의 잉여량에 대한 접근(어족에 제한), MSR
장려 및 촉진, 조사를 위한 유리한 조건, 통상상황에서 동
의, 묵시적 동의

PIC PIC를 조건으로 접근
PIC 조건으로 접근;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PIC 법적,

행정적, 정책 수단, 공동체로부터 PIC 획득하기 위한 기준
및/또는 절차

해양과학조사 동의 획득‘ 정보 제공 의무; 조사결과의
공개 전에 사전 합의

허가/인증서 -
PIC, MAT를 증명하는 허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

허가가 ABS-CHM에 제출되었을 때 이행준수의 국제 증
서

-

MAT 접근, 이이공유에 대한 MAT, 기술이전, 공동조사프로
그램, 생명공학으로부터의 결과 및 이익에의 접근

MAT는 분쟁해결, 이익공유, 제3자의 이용, 의도의 변
경, MAT 이행에 대한 정보를 포함; MAT에 대한 명백한
규칙 및 절차 그리고 서면양식, 공동체에 대한 MAT

MAT 당사자 명백하게: 이용자와 제공자 당사자, CBD 당사국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이용자,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유한 공동체, ABS 국내법률로 요구하는 곳 MSR관련 당사자:국가, 권한있는 국제기구

PIC와 MAT
관계

미해결 MAT는 PIC를 위한 수단의 세목임 -

이익공유 연구개발 결과, 상업적 및 기타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 수단

자원의 이용, 응용, 상업화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한
제공국과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의 수단 특정 조건을 준수할 의무

이익

과학조사에 참여, 상업 기타 이용으로부터의 결과와
이익, 기술 및 정보에의 접근 및 이전, 공동조사프로그램
및 사업, 생물탐사활동 참여, 생명공학기술로부터의 결과와
이익에 접근

재정적, 비재정적 이익,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직접적 이익 유도;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기술이전 장료 및
촉진, 기술 및 연구개발 공조, 제공국에서 그리고 제공국과
함께 활동

지식의 출판 및 배포; 자료, 정보 및 (기술)지식 이전;
훈련, 과학자 교환, 공동사업을 통한 조사와 기술 역량 강
화; 결과, 자료, 샘플, 평가 제공; 천연자원에 대한 탐사, 개
발 및 MSR에 관련된 기술 이전

역할 및 책임 조항 내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명확하지 않음
EEZ; 타국의 권리/의무; 내륙국 및 지리적 불리국의

권리
나머지는 명확하지 않음

이해당사자
참여
(공동체 포

함)

명백한 규정 없음
국가연락기관에서 보유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이

해관계자 회의, 상담데스크, 참여를 위한 조치; 능력에 대
한 당사자간 협력에 참여; 능력 수요 및 우선권 지원

-

원주민 및 지
역공동체, 전통지
식

지식, 혁신기술, 관행의 존중, 보전, 유지; 지식보유자
의 승인 및 참여 장려; 보유자와 함께 이익공유 장려

그들 유전자원으로 발생되는 이익에 참여; 전통지식에
서 발생되는 이익에 참여; PIC 또는 승인 요구; PIC 획득
을 위한 기준/절차, 참여; 공동체법 고려; 의무에 대한 전
통지식 이용자에 통보; 공동체 규약, 최소 MAT, 모델 계
약조항 개발의 지원; 공동체간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관
행적 이용 및 교환 제한 금지; 공동체 회의, 상담데스크,
참여 조치, 능력에 대한 당사자간 협력에 참여; 능력 수요
및 우선권 지원; 공동체 능력 배양에 대한 조치

연락기관, 국
가책임기관 -

국가연락기관은 PIC, MAT 절차 및 이해관계자에 대
한 정보 통보; 국가책임기관은 접근 부여, 서면 증서 발행,
PIC, MAT에 대한 조언; 국가책임기관은 적시에 비용효과
적으로명확하고 투명한 서면의 결정 제공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적절한 공식적 경로

CHM 기술적, 과학적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CHM
CBD-CHM의 부분으로써 ABS-CHM, 국가 ABS 조

치, 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부여된 허가 및 추가적 정
보에 대한 정보 수령

인식제고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이해의 촉진 장려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중요성 인식 제고 조치

능력배양 일반 : 국가역량의 개발 및 강화에 특별히 집중한 기
술적, 과학적 협력

능력배양에 있어 협력, 인적 개발 및 강화; 국가능력
자체평가; 능력배양의 주요 분야; 상기 내용을 이행하는 조
치

훈련, 과학자의 교환, 공동사업을 통해 조사 및 기술적
능력 강화

감시 유전자원에 대해서 관련없음;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 절차 및 활동의 감시

점검기관, MAT 이행에 대한 이용자와 제공자간 정보
공유, 비용효과적인 의사소통, 이행준수 인증서, 능력의 요
소, 당사국 의무

임검, 보고, 자료에 대한 접근, 주요 변경에 대한 통보

이행준수 유인조치 PIC 준수 및 MAT 수립을 위한 국가조치, 능력의 구
성요소, 당사국 의무 임검

위반 위반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조치, 당사자간 협력, 제소할 기회 체포, 사법적 절차, 조사활동의 정지 및 중지

분쟁해결 일반 : 교섭, 중개, 중재, ICJ 또는 조정을 통한 분쟁해
결

MAT의 포함사항, 사법절차에 접근 및 외국 판결의
상호 승인과 집행

평화적 수단(교섭, 주선, 중개, 조정, 사법 해결):
ITLOS, ICJ, 중재재판소

모델계약조항
및 행동규약 명백히 언급하고 있지 않음 MAT에 대한 모델계약조건 장려 및 자발적 행동강령,

지침, 최선의 관행 및 기준 국제기구에 의한 일반적 기준과 지침 수립

상업용 /비상
업용 조사 구분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조사의 촉진 및
장려, 접근절차의 단순화

EEZ/CS ;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해 직접적으
로 중요한 조사

파생물 유전적 발현 또는 물질대사를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되
는 생화하적 구성요소 불명확

유전자원의
이용

연구개발, 상업적 및 기타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만든 기술, 유전자원에 기초한 생명공학

생명공학을 포함한 유전/유전자원의 생화학적 구성에
대한 연구개발

탐사, 개발, 해양과학조사
그러나 정의조항 없음

제3자에 이전 - MAT의 포함사항

지식재산권
특허 및 그밖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기술을 포함

한 자원을 이요하는 기술의 이전, 특허 및 그 밖의 지식재
산권이 CBD 목적을 지원

이익공유에 대한 MAT의 포함사항 기술 보유자 및 공급자의 권리를 포함한 합당한 이익
의 보호

월경 상황 전지구적 다자간 이익공유 메카니즘, 유전자원 및 전
통지식의 공유를 위한 월경적 협력 다양한 EEZ: 어장의 보존 및 개발을 위한 공동조치

다른 조약과
의 관계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해나 위협을 미치는 경우에만
타조약상 권리에 영향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험이나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타권리에 영향, 상호보완, 특화된 국제적 ABS 문서에 종
속

타 협정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에
합치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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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내법령 등 목적

적용범위

규제내용 등
원주민 등 사회/
전통지식에 관한

조치
적용대상, 대상자원, 지역, 행위,

대상자 등
적용대상 외

필
리
핀

야생 생물
자원 보전
보호 법
(2001년)

"필리핀에서의
생물 탐사
활동을 위한
가이드

라인"(2005년)

생물자원의
접근을 위한

절차 마련 및 준수
촉진

· 자원 공급자에
PIC 획득 또는
이익 배분 협상
지침의 규정.
· 준수 감시하기
위한 비용대비
고효율, 투명성
있는 표준시스템

확립

<대상 자원·대상지>
·야생 생물, 미생물, 사육 종 번식
종, 외래종 등을 포함한 필리핀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
자원(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정의
는 CBD 제2조를 답습.( 제5조)
-필리핀 국내에서 공급되는 생물
자원의 현지외 보관시설
·모든 토지
(보호 지역, 사유지, 원주민 권리
법에 근거한 조상 전래의 토지 및
영역을 포함)

<대상 행위>
상업 목적으로 한정된 생물탐사
(생물탐사는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의 연구, 채집 및 이용으로, 그것들
로부터 얻은 지식을 상업용 목적
에만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것)

<대상자>
·정부 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
국민과 외국인은 생물탐사 사업
신청비가 다름[외국인은 국민과의
공동 연구로 할 필요가 있는 등 절
차상으로도 구별]

전통적인 이용, 생존의 소비, 벌
목, 어업 등 직접 이용의 기존
상업적 소비, 농업 생물 다양성
에 관한 과학적 조사, 현지외 보
관에 대한 접근(체약국인 국제
협회 선정에 근거하는 것)
·야생 생물 조사, 상업 또는 보
전을 위한 들판 생종의 발육, 증
식 목적의 채집 및 수송(법 15
조, 17조, 24조에 근거한 허가가
필요)
과학 연구(기초적인 과학적 지식
을 얻기 위한 생물자원의 체계적
인 채집, 시험, 잠재적 이용법의
발견. 다른 법령에 의거 허가 협
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무상 허가
서를 발급. 단, 상업 목적으로 전
환될 경우에는 대상.)
·전통 약 또는 대체제로서 이용
하기 위한 약용 식물의 개발(다
른 방법을 적용)

<규제 내용>
·필리핀에서의 생물탐사는 농업성 장관, 환경 천연성 대신의 한
쪽 또는 쌍방(관할에 따라)과 생물탐사 협정(bioprospecting
undertaking)을 체결 필요, 총리허가를 얻어야 함
·자원 이용자는 실시 기관(어업 수산 자원국 보호 지역 야생 생
물국, 지속 가능한 개발 빠라완
주 위원회 등)에 표준 신청서를 제출하고 500필리핀 페소화의
신청료를 냄(제8조 1c, 제11조 1)
·자원 이용자는 관련 자원 제공자의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
를 취득하고 이익공유에 대해서 협상하고 그 증명서와 이익공유
조건 계약을 실시 기관에 제출(제8조 1d~f)
신청이 승인된 경우, 생태계 재생·이행 보증으로서 생물탐사 비
용의 25%상당액의 보증서를 제출.
·생물탐사 협정은 채집하는 샘플 양을 기재. 가이드라인 부속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허용량을 넘어서는 안됨
관련 자원제공자로부터 PIC를 획득하여 이익 공유 협상(지역공
동체에 의한 협의)
·연례 공정보고를 관계 기관에 제출.
·생물탐사 협정 상황은 실시 기관이 감시(제25조)

<이익공유>
금전적 이익 배분:바이오프로스펙팅료(1건당 3000~9000미국 달
러), 로열티의 전
지불금(채집 기간 중, 1개 1000미국$/년), 로열티(제품의 전 세
계 총 매출의 2%더
위. 중 3/4은 자원 제공자, 1/4는 정부)( 제16조)
비금 전적 이익 배분:생물 다양성 목록(inventory)용 및 모니터
링을 위한 비품 자원 보전
활동을 위한 물품 및 기기 기술 이전, 연수, 관리의 인프라 스트
럭처, 헬스 케어, 그
다른 능력 구축·지원 등( 제17조)
외국인 이용자의 경우는, 필리핀인이 연구 협력자로 참여하는
조건(기술 이전)
<벌칙>
·무허가 채집은 채집된 종에 따라 금고, 징역형
(imprisonment)(10일 이상 4년 이하)과 벌금
(1천~30만페소)이 정해져 있다.
·바이오프로스펙팅 협정의 규정 위반은 협정의 해제나 채집물
몰수, 필리핀에서의 응답
세스의 영구 금지 등의 제재.
·위반 행위는 국내 및 국제적 언론에 발표되어 국제적 및 지역
적 감시 기관에 보고.

자원 제공자가 원주
민일 경우 원주민
권리 법(공화국법
제8371호)에 근거하
여 관련 원주민 관
습법에 따라, 원주
민이나
지역 사회의 자유
사 전 통 보 동 의
(FPIC) 취득과 이
익공유 협상필요

인도

생물다양성법(2
002년),

동법규칙(2004
년)

·목적규정 없음
· (전문)생물다양성
보전, 그 구성 요소
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 및 지식의
이용에서 생기는 이
익 의 공정하고 형
평한 공유 및 이와
관련하거나 부수되
는 사항
에 대해 규정

<대상 자원·대상지>
·인도에서 나는 모든 생물자원 및
이에 관련된 지식
·생물자원이란 현실의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식물, 동물 및 미생물
또는 그 일부, 유전 소재 및 부산
물(by-products)
·인도전역

<대상 행위>
·연구(어떠한 용도의 제품 또는 제
조법을 책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서, 생물계, 생물, 또는 그것들의
파생물을 이용해 생물자원 등의
연구 혹은 체계적인 조사)
상업 이용(상업 이용을 목적으로
한 생물자원의 채집 이용을 하는
약품 공업 효소식품
향료, 방향제, 화장품, 유화제 함유
수지, 착색료, 추출물 및 유전적 개
입을 통해 작물과 가축을 개량하
기 위해 사용하는 유전자를 포함)
생물의 조사와 이용(씨, 아종, 유전
자, 생물 자원의 구성 요소 및 추
출물의 조사나 채집 특성 평가 목
록화 등 포함)

<대상자>
이하의 외국인 등에 의한 접속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관리
① 인도 국민이 아닌 사람
② 인도 국민이어서 1961년 취득
세 법 제2조 30항에 정의되는 비
거주자인 사람
③ 법인, 조합, 단체이며, 인도에서
법인화 혹은 등기되지 않거나 하
고 있어도 자본 비율 혹은 경영에
인도 국민이 아닌 자가 참가하고
있는 경우
·인도 국민에 의한 접근에 대해서
는 주의 생물 다양성 위원회가 관
리.

중앙 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상품으로서 통상
거래되는 생물자원을 포함한 일
정 품목에 대해 적용 제외할 수
있음(법 40)
- 농업, 양금, 낙농, 축산, 양봉
의 종래의 육종 또는 전통적인
이용
- 인체 유전물질

<규제 내용>
[외국인 등]
〇 생물자원 및 관련된 전통적 지식에의 액세스의 절차(규칙 제
14조)
·연구 또는 상업 이용을 목적으로 생물자원 및 관련된 지식에
접근하기 위한 승인을 생물 다양성국에 구하는 자는, 소정의 양
식에 의한 신청.
·각 신청에는 생물 다양성국 앞 수표 또는 송금환으로 10,000루
피의 신청비가 필요.
액세스 하는 생물 자원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
는 것이 승인의 조건(may).
〇 생물 자원에 대한 액세스 관련 활동의 제한(규칙 제16조)
생물 다양성국은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는 ① 접근으로 환경에
대한 관리나 경감이
어려운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 ② 접근으로 유전적 침식이 생기
거나, 생태계의 기능에 그림자
울림이 미칠 가능성 등의 이유로 생물 자원에 대한 접속에 관한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조치를 실시.
·인도에서 취득한 생물 자원에 관련된 연구 또는 정보에 근거한
발명에 대해 국가 생물 다양성 국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인
도 내외에서 지적 재산권의 신청을 할 금지.(특허 출원시의 출
처 공개 의무)
〇 벌칙
·최장 5년의 구금형 또는 최고 100만루피의 벌금, 혹은 모두

[인도 국민]
·인도 국민에 의한, 모든 생물 자원의 상업 이용 등의 신청 또
는 승인을 주기에 의한 규제의
실시(주 생물 다양성 위원회에 의한 행위).
·벌칙은 최장 3년의 구금형 또는 최고 50만루피의 벌금형 아니
면 둘 다.

<이익 배분>
·지식재산권의 공유, 기술 이전, 생활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생
산·연구 개발의 설치, 인도 과학자·이익 주장자·지역 주민 참가,
벤처 캐피털 펀드 설치, 금전적 보수

· 생물 자원에 대한
지식은 접근관리자
및 이익공유 대상자
로 지식의 생산자와
소유자를 포함입니
다.
[법 이외의 조치로
서 전통 지식 디지
털 도서관을 설치
(공지 TK를 등록하
고 외국 특허 취득
하는 것을 방지)

호주

환경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법
(1999년), 동법

규칙
(2005 년)

다음에 따라 연방
관할 지역의 생물자
원에 대한 접근 관
리 (규칙 8A.01) ①
생물 자원의 보전을
추진
② 생물자원의 이용
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③ 선주 사람들이
소유하는 특유의 지
식 고려
④ 확실성이 있고
행정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된 접근
제도의 설계
⑤ 이용으로부터 발
생하는 사회, 경제,
환경적 이익의 확보
⑥ 국가 통일 접근
(연방 정부, 주정부
가 강조하고 지향해
야 할 방향)에 기여

< 대상 자원 · 대상지 >
· 연방 관할 지역의 생물자원에 적
용(규칙 8A.02 )
· 연방 관할권은 연방 정부 또는
기관의 토지 또는 토지 (상공 포
함), 해외령 (노퍽 제도 제외) 저비
스 베이 준주 ( 상공 포함), 연안
해역 대륙붕 (수중 및 상공 포함)
배타적 경제 수역 (해저 , 해중, 공
중 포함) 등 . ( 법률 제 525 조 )
[ 3개의 국립 공원 , 호주 영토 3
해리 이원 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
]

< 대상 행위 >
· “생물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정의
" 생물 자원을 구성 하거나 그에
포함 된 유전 자원 또는 생화학 화
합물 에 관한 연구 · 개발 하기 위
해 재래종 ( native species ) 의
생물 자원을 채취 하는 것 (개정
규칙 8A.03 ( 1 ) ) "
· 유전 자원 의 연구 및 개발을 위

다음 활동은 생물 자원에 대한
액세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칙 8A.03)
· 원주민에 의한 생물 자원 검
색 :
(i) 유전자원의 연구 개발 목적
이외의 목적
(ii) 원주 권한 및 이익의 행사
'원주민은 ① 호주 원주민 민족,
② 토레스 해협 제도의 원주민
의 후손]
· 인간의 사체에 접근
· 유전자원의 연구 개발 목적
이외로 재배 된 또는 손을 추가
한 생물자원의 취득
· 유전자원의 연구 개발 목적
이외의 공공 자원의 채취 (다음
① ~ ⑦ 포함)
① 상업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
적의 어업 경기 또는 전세 어업
및 양식업에 대한 부모 종 수집
② 야생초 수확
③ 음식을 위한 야생 동물 또는

<규제 내용>
· 연방 관할 지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액세스는 허가가 필요 (규
칙 8A.061)).
· 허가 신청서에는 ①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 또는 ② 신청
자가 액세스를 요구하는 생물 자원, ③ 생물 자원에 대해 신청
자가 제시하고 있는 이용, ④ 어떻게 접근을 실시하는지, ⑤ 액
세스하는 생물 자원 또는 조사 지역을 결정할 때, 원주민의 지
식을 이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대해 등
의 정보를 기재 (규칙 17.02 (2) (ga)).
· 필요에 따라 신청 된 액세스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절차가
취해지는 것 (규칙 8A.16).
<액세스 공급자>
액세스 대상으로 하는 생물자원이 존재하는 토지의 권리자를 액
세스 공급자와 자리 매김 해당 액세스 공급자의 이익 배분 협정
의 체결 또는 허가의 취득을 요구한다.
액세스 제공자는 연방 관할권의 종류에 따라 연방, 연방 기관
또는 선주 소유권 보유자. (규칙 8A.04)
<이익 배분>
상업 목적의 경우 각 액세스 공급자와 이익 배분 협정 체결이
필요 (규칙 8A.07 (1)). (모델 계약을 사용할 수 있다). 이익 배
분 협정의 효력은 신청 된 권한이 발급 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 비상업적 목적의 경우 이익 배분 협정 체결은 필요는 하지만
선서를 각 액세스 공급자에게 전달 (규칙 8A.13) 액세스 공급자

· 기존 선주 소유권
법 (1993)에 규정
된 범위 내에서 원
주민의 권리를 인정
했다.
· 연방 관할권 중
선주 소유권이있는
토지 등은 해당 토
지 소유자와 선주
소유권 보유자 인
액세스 공급자 사이
의 이익 배분 계약
및 허가 취득이 필
요합니다. 이익 배
분 협정 체결시에는
정보에 근거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규칙 8A.10 (1)).
· 원주민의 지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
익 배분 협정에 원
주민의 지식의 보호
와 평가에 대응 한

참고 2 각국별 ABS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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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내법령 등 목적

적용범위

규제내용 등
원주민 등 사회/
전통지식에 관한

조치
적용대상, 대상자원, 지역, 행위,

대상자 등
적용대상 외

한 것이고 연구 또는 개발 의 대상
이 되는 합리적인 전망이 있는 경
우도 포함한다.

< 대상자 >
· 내외 무차별 ( 규칙 8A.06 ( 1 )

야생 식물의 취득
④ 이탄 또는 장작 수집
⑤ 야생 식물에서 정유 검색
⑥ 번식을 위한 식물의 생식 소
재의 수집
⑦ 상업적 임업
· 아래의 생물 자원 검색 :
(ⅰ) 유전자 변형 생물체 (ⅱ)
육종 자의 권리에 대한 식물 품
종
· 연방 지방 또는 기관에 의해
자연 환경 (컬렉션 또 여부 불
문)에서 표본으로 취득 된 경우
등.
· 다른 연방 자치 지역 또는 주
법에 의해 규제되는 생물 자원
에 대한 액세스
호주가 당사자 인 국제적 합의
에 따라 이용하실 수 요구되고
있는 자원의 이용 등

에서 연방 관할권에 출입 생물 자원에 대한 액세스 에 대한 허
가를 받아야한다 (규칙 8A.12 (1)). 후에 상업 개발을 목표 경우
에는 이익 배분
협정을 체결한다.
<벌칙>
· 권한이 없는 생물 자원 접근에 벌금 (A $ 5,500)이 부과된다.
(규칙 8A.06 (1))

이익 배분 계약 당
사자 간에 체결한
다. (8A.08)

퀸즈랜드주 :
생물의 발견 및
다른 목적으로
주의 재래종
생물 자원을
취득하여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
(2004 년)

생물탐사 접근 촉진
생물 탐사에 가치를
부여하는 개발 권장
생물 탐사가 지속
가능한 방법이고 지
역에 공정하고 공평
한 이익 배분을 보
장
· 주 내의 생물 다
양성의 지식을 심화
생물 탐사를 보장하
고 기존의 생물자원
의 보전과 지속 가
능한 이용을 촉진

<대상 자원 · 대상지>
· ① 주 주 유 지 또는 영해 또는
② 주 컬렉션 (소재가 퀸즐랜드 주
유 지 또는 영해에서 채집 된 또는
이에 유래하는 경우)에서 채취 된
토착생물물질(Native biological
material).
· 고유 생물 소재는
(1) 고유 생물자원 (① 호주 고유
의 인간 이외의 생물 또는 바이러
스 퀸즐랜드 주 유 지 또는 영해를
소스로 하는 것 ② 생물 또는 바이
러스의 생체 또는 비 생체 시료)
(2) 천연 또는 인공을 불문하고 고
유의 생물 자원에서 유래 물질
( "유래한다"는 소재를 바탕으로
합성되는 경우 등)
(3) 고유의 생물 자원을 포함한 토
양
<대상 행위>
생물발견 (① 고유 생물 소재의 상
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소재
의 분자, 생화학 또는 유전 각 정
보 분석, ② 고유 생물 소재 또는
바이오 디스커버리 연구 결과물의
상품화)를 위해 낚시질
· 고유 생물 소재의 "상품화"는
①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형태
로 고유 생물 소재를 이용하는 것.
② 국가 또는 호주에서의 재정 지
원 (정부 보조금 등)을 얻기 위해
소재를 이용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 5 조)

① 해당 소재의 과학적인 분류
② 해당 소재에 대한 연구 성과
의 검증
또는
③ 해당 소재에 대한 이익 배분
협정이 적용되는 바이오디스커
버리에서 그 협정의 당사자인
자를 위하여 실시되는 활동 중
하나 내지 복수 실시만을 목적
으로서 소재를 이용하는 사람에
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교육 기관 (학교, 단과 대학,
종합 대학 또는 대학원 부속 전
문학교 등) 또는 교육 기관에
소속되는 자에 의한 해당 소재
의 상품화에 관여하지 않는 교
육 활동 또는 훈련 활동을 위한
사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
54조)

<규제 내용>
생물 소재의 채집 허가 신청시에는 환경 보호국 국장에 지정된
양식 (채집 허용을 요청 기간 신청에 관한 주의 주유지 또는 영
수에 대한 적절한 설명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바이오 디스커버리 계획의 사본을 첨부 등 수 (제 11 조, 제 12
조).
환경 보호국 국장은 신청을 허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
정 후 가능한 빨리
신청자에 채집 허가 (허가 번호, 허가의 교부일, 소지자의 이름,
채집이 수행되는 특정 학생
물건 소재의 종류 등을 명시)를 교부하여야한다.
<이익 배분>
· 허가 신청에 앞서 국가에 이익 배분 협정 체결이 필요
· 이익은 국가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국가 연구 기관과
의 협력 관계 구축, 기술 이전, 고용 창출, 제품 개발, 로열티
등.

·사유지, 원주민에 의
한 선 소유권이 설정
되어있는 토지는 제
외
· [전통지식에 대해
서, 본법이 아닌 생
명공학의 윤리 규약
에서 이익 배분을
규정. ]

호주 북부
준주의

생물자원법(200
6)

준주 내에서
생물자원 탐사를
촉진한다.
(제 3 조 1 항)

< 대상 자원 · 대상지 >
· 사유지를 포함 노던 테리토리 전
역 ( 준주 의 상공, 물길 , 그리고
물길 아래에 있는 해저 또는 하상
포함)의 생물 자원
· 역외의 노던 테리토리 출생지 생
물 자원
< 대상 행위 >
바이오 디스커버리 목적의 생물
자원 탐구 활동.
( 상업 및 비상업적 구분 없음 )
※ 생물 자원 탐색 (
bioprospecting )
" 생식 역내 에 존재하는 또는 서
식 역외 컬렉션으로 유지 되는 생
물 자원에 대해서 그들을 구성 또
는 그들에 포함 된 유전 자원 및
생화학 화합물에 관한연구를 위한
표본 ( sample ) 을 채집 하는 것
" ( 제 5 조 1 항 )
※ 바이오 디스커버리 [ 수집 한
생물 소재 에서 유전 자원 및 생화
학 물질 을 추출 조사
하는 행위 ]
" 인류에게 실제 또는 잠재적인 가
치를 가진 유전 자원 또는 생화학
자원 의 발견 및
이용을 위한 생물 자원 의 표본 또
는 그 표본 추출 조사 ( 제 4 조 1
항 ) "
< 대상자 >
· 내외 무차별 ( 제 11 조 )
·

대상외로 하는 생물 자원은 장
관이 지정할 수 있다. ( may ) .
· 다음의 활동은 생물 자원 탐
구 활동 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5 조 2 항 )
① 인체 유래의 모든 생물 소재
를 취급하는 것
② 원주민의 토지 또는 수(水)지
역에서의 생물자원 취득.
③ 일반공중적으로 무제한 이용
가능한 생물자원의 시료 취득 (
상업적 비상업적 불문)
④ 유전자 변형 생물체인 생물
자원의 취득
⑤ 식물 품종인 생물 자원의 취
득
⑥ 어업 자원 의 취득

·바이오디스커버리 이외 목적의
하기 활동
( 생물 자원 탐색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① 상업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
적의 어업 경기 또는 용선 어업
및 수산양식을 위한 친종(親種)
수집
② 야생초 수확
③ 식량을 위한 야생 동물 또는
야생 식물 의 취득
④ 이탄 또는 장작 수집
⑤ 야생 식물에서 정유 검색
⑥ 번식을 위한 식물 의 생식
소재 의 수집
⑦ 상업적 임업

<규제 내용>
· 준주에서 생물 자원 탐구에 종사하고자 하는자는 적절한 권한
발급 당국에 허가 신청이 필요
(11 조).
· [자원 액세스 공급자가 준주 일] 법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의
수석 집행관 (CEO)은 테리토리를 대표하여 신청자와 이익 배분
협정을 체결 (16 조). CEO는 이익 배분 계약 조건이 준주에 정
당하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17 조).
이익 배분 협정이 체결 된
없으면 CEO는 그 사실을 허가 발급 기관에 통보하고 당국은
허가 발급을 취하.
· [자원 액세스 공급자가 준주 않은 경우] 자원 액세스 공급자
와 신청자는 CEO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 이익 배분 협정이
협상 체결되는 것을 명시해야한다 (19 조).
· CEO 통지를 받은 허가 발급 기관은 적절하다고 생각 조건에
따라 신청자에게 생물 자원 채집의 허가증을 발행 (20 조, 21
조)
<이익 배분 협정>
생물 자원 탐구들과 자원 액세스 공급자는 이익 배분 협정을 체
결해야한다 (27 조)
· 이익 배분 협정에서는 해당 지역으로의 출입 시간과 빈도의
합의 내용, 합의 된 자원 이름과 자원량 액세스 제공자가 자원
채집에 수령하는 혜택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또한 원주민
의 지식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호 인식, 가치 평가를 포
함한 합리적인 이익 배분 규정을 정하여야한다. (제 29 조)
<소급 이익 배분 협정>
· 법에 따르지 않고 채취 한 생물 자원을 대상.
· 시료에 대한 정보를 CEO로 제공하고 시료 액세스 공급자와
이익 배분 협정을 체결하여 CEO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한 출
처 증명이 발급 된 시료를 소급 합법적 인 것 와있다.

· 이용되는 원주민
지식의 보호, 인식,
가치
화를 포함 합리적인
이익 분배
분 규정을 마련하여
야한다.(제 29 조 1
항).
· 이익 배분의 대상
이 되는
원주민의 지식과 원
주민에게서 제공받
은 지식으로 공적지
식이 아닌 (학술
잡지 등의 공개 문
서에서 구할 수 없
는) 지식.
제29조 (2)).

남아프
리카

생물 다양성
성 법
(2004
년) 규칙
(2008 년)

· 재래 생물 자원에
관한 바이오 프로
스펙 팅을 규율한
다.
바이오 프로 스펙
팅 또는 기타의 연
구를 목적으로 한
재래 생물 자원의
남아프리카에서의
수출을 제한합니다.
· 자생 생물 자원
관련 바이오 프로
스펙 팅에서 생기는
이익에 관하여 이해
관계자에 의한 공정
하고 공평한 분배를
규정한다.

<대상 자원>
· 자생 생물 자원 (indigenous
biological resources)
토종 동물, 식물, 기타 생물, 살아
있는 혹은 죽은 것, 파생물, 유전
소재
· 야생에서 채집 한 가지 다른 공
급원으로부터 입수 한 여부를 불
문하고, 재배, 번식, 사육, 생명 공
학을 이용하여 재배 또는 수정 한
토종 생물.
· 외래 동물, 식물 또는 다른 생물
생명 공학 이용하여 재래종 등의
유전 소재 또는 화합물을 사용하
여 수정 된 것.
<대상 행위>
상업적 또는 공업 적 이용을 위한
재래 생물 자원 등의 연구 개발 또
는 응용에서 다음을 포함한다.
· 계획적인 탐구 채집 또는 수집하
거나 위의 연구 개발 또는 응용 목
적으로 해당 자원에서 추출.
연구 개발 목적으로 원주민 등에
의한 자생 생물자원의 전통적인
이용에 관한 정보의 활용.
· 상업적 또는 공업 적 이용을 위
한 자생 생물자원의 전통적인 이
용에 대한 연구, 응용, 개발, 수정.
<대상자>
권한은 다음 사람에 대해서만 발

인체 유래의 유전자 소재 (유전
소재는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갖는 동물, 식물, 미생물 기타
생물 유래의 소재를 말한다")
· 외래 생물 (재래종 등을 사용
하여 수정 된 것을 제외)
· ITPGR 목록으로 내걸 수 있
는 자생 생물 자원

<규제 내용>
· 소정의 신청서에 의해 장관에 신청 (may). (규칙 8 조)
· 허가 조건은 이해 관계자의 특정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
개 신청하는 재래 생물 자원에 대한 액세스에 따른 공급자에서
PIC 이해 관계자에게 자료 이전 계약 및 이익 배분 협정 체결
영향을 받는 원주민 등의 PIC 및 이익 배분 협정 체결. 신청 절
차 (규칙 제 10 조)
<이익 배분> (법률 제 83 조)
· 이익 배분 협정은 이익 배분 협정의 당사자 명을 적고, 발생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방법과 그 정도를 결정하는 등의
요건
· 이익 배분 협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금전에 기초한 이
해 관계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돈은 바이오 프로스펙팅 신탁
기금 (이하 기금)에 지불하며, 이해 관계자에 대해서는 이 기금
으로부터 지불된다. (법 85 조)

허가 신청을 할 때
출신 등으로부터
PIC를 얻고 있으며,
해당 사회와 이익
배분 협정 등이 체
결되어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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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내법령 등 목적

적용범위

규제내용 등
원주민 등 사회/
전통지식에 관한

조치
적용대상, 대상자원, 지역, 행위,

대상자 등
적용대상 외

행 (may).
남아프리카의 법률에 따라 등기
된 법인.
남아프리카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
인 자연인.
남아프리카의 법률에 따라 등기하
지 않은 법인 또는 남아프리카 공
화국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
닌 자연인으로서, 상기의 법인 또
는 자연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자. (규칙 10 조)

덴마크

생물자원의
상업적 이용 및
연구 관련
이용에 관한
2006 년 11 월
20 일자 그린
랜드 의회 법률
제 20 호
(2006)

생물자원 탐사를 생
물 다양성 협약에
따라 실시.
· 상업적 가치를 창
출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이용.
· 생물 자원을 기반
으로 만들어진 가치
(value)에 대해 그린
랜드 공정한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한
다.
환경과 자연에 대해
적정한 방법으로 생
물 자원을 활용.

<대상 자원>
그린란드령의 모든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에서 추출한 산물 또는
생물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물
※ 생물 자원 : 실제로 이용되고
또는 장래 이용 될 수 있다 또는
인류에게 실제 또는 잠재적 인 가
치를 갖는 모든 종류의 유전 자원,
생물 또는 그 부분, 개체군 기타
생태계의 생물 적 구성 요소
<대상 행위>
상업 및 연구에 관련된 모든 형태
의 생물 자원의 수집, 채집, 양수,
이용 및 수출
· 상업적 이용 (생물 자원을 기반
산물 또는 지식의 생산 또는 전매
및 생물 자원을 대상으로 한 또는
생물 자원을 기반으로 특허권의
상품화)
<대상자>
· 내외 무차별 (외국인 또는 내국
인 것인가 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인체 생물자원
장식과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냥, 어로 및 농업,
식물 채집 등 천연 자원의 일반
적이고 과학 기술에 의하지 않
고 사용
· 신청에 따라 특정 연구 목적
에 대한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
는 것을 인정 (may).

<규제 내용>❍ 조사 연구
· 연구 또는 이후 상업적 이용을 위해 생물 자원의 수집, 채집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 면허 교부가 필요
생물 다양성 협약이 정하는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규
칙에 따라, 그리고 생물 자원에 대한 그린 랜드의 권리를 존중
하는 것이 조건.
조사 면허에 대한 조건으로 환경과 자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방법의 실시 등이 필요
조사 면허 조사 대상의 소재, 조사 결과를 제삼자에게 양도 또
는 정보 제공하려면 그린란드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 상업적 이용
생물 자원 및 그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면 이용 기관 [ "이용 기관 (utilizationenterprise)"은 그린 랜드
정부를 대신하여 생물 자원에 대한 그린 랜드 권리를 상업적으
로 관리하는 기업 을 말한다]에서 미리 상업용 면허를 교부 받
아야한다.
· 정부 또는 이용 기관은 신청자 사이의 상업용 면허의 이용에
관한보다 자세한 사항 특허권자 사이에서는 특허의 상업적 이용
에 관한 조건에 대해 사법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다.
<이익 배분>
조사 결과의 공표 등

노르
웨이

자원다양성법(2
009년)
※시행규칙
검토중

보전 및 지속 가능
한 이용을 통해 환
경이 현재와 미래의
인간 활동, 문화, 건
강 및 복지의 기초
(라프 문화의 기초
를 포함하여)이 되
도록, 생물 다양성,
지질 다양성, 경관
다양성과 생태 과정
을 보호한다.

<대상 자원 · 대상지>
· 공적 수집과 자연 환경의 유전
소재
노르웨이의 영토 (하천 계 포함)
및 영해, 대륙붕, 경제 수역. 스발
바르, 얀마웬섬
※ 유전 소재 : 기술의 적용 유무
에 관계없이 생물 유래 소재에 존
재하는 다른 생물로 전달 될 수 있
는 유전자 기타 유전 소재.
※ 공적 컬렉션 : 국가 또는 국가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유전 소재
의 컬렉션이며, 어떤 것이라도 소
정의 조건에 따라 액세스 할 수 있
는 것.
<대상 행위>
· 유전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자연
환경에서 생물 소재의 수집 (제 58
조)
연구 목적 및 상업적 목적 구분하
지 않는다.
<대상자>
· 내외 무차별

공공 수집을 위한 수집
농업 및 임업의 번식 및 재배에
이용하기 위한 수집
인체 유전물질

<규제 내용>❍ 자연 환경에서의 액세스
내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허가 조건은 모든 이용자에 이른다.
※ 국왕은 유전 소재 이용 목적의 자연 환경에서 생물 소재의
수집 또는 유전 소재의 이용은 내각의 권한이 필요한 결정.
· 신청에 필요한 정보 (전통 지식의 이용을 포함), 이익 배분 등
의 설정 조건 등이 필요❍ 공공 컬렉션에 대한 접근
·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접근 가능.
· 이용을 제한하는 지적 재산권 등의 설정은 불가.❍ PIC / MAT 절차 등의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본법에 근거
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을 검토 중.

해양 자원법
(2009)

※ 행정 규칙
검토 중

야생 해양 자원 및
그 유래 유전 소재
의 지속 가능한 이
용 및 경제에 유리
한 관리를 확보하고
해안 지역 사회의
고용 및 정착을 촉
진.

<대상 자원 · 대상지>
· 모든 해양 야생 생물 자원 또는
그들에 유래하는 유전 소재.
노르웨이 선박에 영토 (스발바르,
얀마웬섬 제외) 내수 대륙붕 경제
수역. (제 4 조)
<대상 행위>
채취 및 기타 서비스 (환적 운송,
하역 수령 보완 정산, 판매 등 관
련 활동 포함)
<대상자>
지리적 적용 범위 내의 모든 사람
(제 5 조)

소하성(遡河性) 연어

<규제 내용>
· 국왕은 해양 바이오 프로 스펙 팅 관련 해양에서 포획, 또는
조사에 내각의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제
9 조)
※ 해양 바이오 프로 스펙 팅의 정의 없음.

말레이
시아

2012년 생물
자원 접근 및
이익 배분법
(안)

생물 자원의 취득
기회 및 그 이용으
로부터 발생하는 이
익의 배급, 및 이들
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생물 다양성
협약과 관련된 국제
협약의 이행

<대상 자원 · 대상지>
생물 자원
생물 자원 관련 전통 지식
말레이시아 전역
<대상 행위>
상업 목적의 연구 개발 (상업 목적
이 잠재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
※ 목적에 따라 절차 요구 사항이
다르다.
※ 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경우, 별
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 공공 고등
교육 기관, 공공 연구 기관, 정부
기관과의 공동 연구 인 것이 요구
된다.
<대상자>
· 내외 무차별

· 원주민과 지역 사회의 생물
자원 검색 :
( i ) 연구 개발 이외의 목적 ,
( ii) 사회 자신 의 전통 · 관습
적인 이용 · 교환
재배 된 ( cultivated ) 또는 연
구 개발 이외의 목적을 의도한
생물 자원의 획득 및 연구 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생물
자원의 취득.
연구 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생
물 자원의 취득
(아래 활동 포함)
① 상업 , 휴양 또는 경기 목적
의 낚시
② 음식을 위한 동물 또는 식물
의 취득
③ 기름이나 꿀을 포함한 천연
산물 검색
④ 증식을 위한 식물 의 생식
소재의 수집
⑤ 상업적인 목적 임업 실시
· 지적 재산권이 설정된 유전자
재조합 생물 및 육성자권이 설
정 된 식물 품종
· 대신(大臣) 포고(布告)에 의한
제외
① 정부 기관에 의해 자연 환경
외부에서 표본으로 소유 되고,
또한 법률 의 목적과 일치 한
방법으로 정부 기관에 의해 생
물 자원 액세스 가 관리 되는
경우
② 생물 자원 에 대한 접근 또
는 이전이 말레이시아가 체약국
인 특정 목적 조약의 적용 대상
인 경우
· 권한 있는 당국의 권고에 근
거한 대신에 의한 적용면제

<규제 내용>
상업 목적의 경우 자원 공급자와 이익 배분 계약을 체결 할 의
무 (상호 합의 된 조건. 공정 · 공평한 이익 배분 규정을 요한
다)
· 권한 있는 당국이 자원 공급자 않으면 이익 배분 계약에 따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의 1 %를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자로부터 징수 연방 정부 또는 주정부의 기금으로 수납 (생
물 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이
용)
· 불허가 사유 :
이익 배분 계약의 부족 (상업적 목적 만), 출신 등의 PIC 가져
의무 위반, 멸종 위기 분류군에 따른 신청, 고유종 및 희귀종에
관한 신청 원주민 등의 생활과 문화 관행에 악영향을 미칠 공
포, 인체 유전자 자원에 접근할 때의 윤리적 관리 및 완화가 어
려운 환경을 미칠 우려,
유전 적 침식과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식량 안보를 위협
할 국익에 반하는 목적 또는 생화학 무기 개발 또는 군사 · 테
러 목적 등
· 비상업적 연구 목적을 위해 생물 자원 또는 생물 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액세스를 의도하는 모든 자는 허가를 신청해
야한다.
· 모든 연구는 공공 고등 교육 기관 및 정부 기관 등과 협력하
여야한다.
· 허가를 위한 신청서는 보고의 제출 등에 대한 신고서를 첨부
하여야한다.
· 신청서가 승인되면 권한 있는 당국은 라이센스를 발급하여야
한다.
<벌칙>
· 무단 사용은 개인에 대해서는 5 만 링깃 이상 20 만 링깃 이
하의 벌금 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법인에 대하여는
10 만 링깃 이상 40 만 링깃 이하의 벌금
· 허가를 요하고 허가되지 않은 생물 자원 및 생물 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점유 또는 관리하에 소지, 판매, 제공 또는 진열 또
는 판매 목적의 광고 내용은 개인에게 15 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4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법인에 대하여는 25 만 링
깃 이하의 벌금

원주민 등이 법령에
따라 권리를 가진다
땅에있는 생물 자원
및 보유하는 생물
자원 관련 전통 지
식에 접근하는 경
우, 출신 등의 PIC
를 가져 이익 배분
계약을 체결.
· 출신 등 합영 관
습법 · 관례 · 절차
에 따라 승인 된 대
표 단체 이러한 주
체가 없으면 전통
지식 보유자의 승인
된 대표 단체, 특정
할 수없는 경우 권
한있는 당국.
· 같은 생물자원 관
련 전통 지식이 2
이상 출신 등으로
공유
경우 전통 지식의
모든 소유로부터 정
식으로 승인 된 대
표 단체
에서 PIC를 잡아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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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생물탐사 단계별 ABS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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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성과목표 목표치 가중치

(%) 평가기준 달성치

최종목표
(2009.11.01-
2014.06.30)

해양 생물
자원 확보

3,000종 20% 해외 해양 생물의 조사 및
연구용 시료의 확보 여부

4,147종

미생물 균종
확보

10,000주 20%
해외 해양 환경으로부터 미생물

균주 분리, 보존
6,547주

국제
공동연구 5건 10%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생물자원의
조사 및 확보 여부 11건

분류 및 보존 2,000건 10%
해양생물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분류 동정
3,779건

DB구축, 분양
관리 1건 5%

분양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DB
유지 관리 1건

해외생물
보존용 수장

1건 5% 획득한 자원의 안정적 보존 유무 1건

해양생물의
기초활성분석

2종 10%
기초생리활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물자원의 가치를 간접

평가
9건

화학종 분석
및 융합연구

2,000종 10%
해양생물 추출물 확보 및 화학종

분석 건수 및 융합연구 수행

추출물:5,842종
35,959건,
화학종:725종

논문 / 특허 77 / 26 2.5% 관련 논문 및 특허 출원
논문 68건

특허 출원 21건
특허 등록 10건

해외연구기지
지원

1건 2.5%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 기지
지원 및 유지 건수 2건

국제 협약
대응 보고서1건 5%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
파악, 대응방안 강구여부 보고서1건

1차년도
(2009.11.01-
2010.09.30)

해양 생물
자원 확보

150종 20% 해외 해양 생물의 조사 및
연구용 시료의 확보 여부

해양생물
426종 확보

미생물 균종
확보

300주 20%
해외 해양 환경으로부터 미생물

균주 분리, 보존
미생물 992주

확보

국제
공동연구

1건 10%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생물자원

조사 및 확보 여부

1건
(러시아와
공동연구)

분류 및 보존 100건 10% 분류, 동정 및 보존 건수 103건

DB구축, 분양
관리 1건 10% DB 구축 및 관리 유무 1건

해양생물의
기초활성분석

2건 10% 기초활성 분석 건수
2건

(항세균, 항진균
활성)

제6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정량적 성과목표, 목표치, 평가기준 및 달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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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성과목표 목표치 가중치

(%) 평가기준 달성치

화학종 분석 100종 10% 화학종 분석 건수
화학종 58종
논문 1건
특허 1건

국제 협약
대응

국가전략보
고서

10%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
파악 및 대응방안 보고서

보고서작성

2차년도
(2010.10.01-
2011.07.31)

해양 생물
자원 확보 600종 40%

해외 해양 생물의 조사 및
연구용 시료의 확보 여부

해양생물
1129종 확보

미생물 균종
확보 1000주 20%

해외 해양 환경으로부터 미생물
균주 분리, 보존

미생물 1152주
확보

국제
공동연구

2건 10%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생물자원

조사 및 확보 여부

2건
(베트남,
인도네시아)

분류 및 보존 200건 10% 분류, 동정 및 보존 건수 435건

DB구축, 분양
관리

1건 10% DB 구축 및 관리 유무 1건

해양생물의
기초활성분석

2건 10% 기초활성 분석 건수
4건

(항암,항세균,
항진균, 효소활성)

화학종 분석 200종 5% 화학종 분석 건수 169종

논문 및 특허
10건
2건

5% 화학종 및 유도체 논문/특허건수
논문 10건
특허 0건

해외연구기지
지원확대

1건 5%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기지 지원
건수

1건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제 협약
대응

국가전략보
고서 1건

5%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
파악 및 대응방안 보고서

1건
보고서작성

3차년도
(2011.08.01-
2012.07.31)

해양 생물
자원 확보

800종
(2000점)

20% 해외 해양 생물의 조사 및
연구용 시료의 확보 여부

해양생물
887종 확보

미생물 균종
확보

1500주 10%
해외 해양 환경으로부터 미생물

균주 분리, 보존
미생물 1609주

확보
해양생물의
유전자원
확보

500점 10%
유전자원( total genomic

DNA)의 점수
447점

국제
공동연구

2건 5%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생물자원
조사 및 확보 여부

3건
(러시아, 베트남)

해외생물자원
확보 및
태평양

시료관 운영

500점
1건 5%

해외 생물시료확보 및 시료관
운용건수

생물시료 500점,
시료관 운용

1건

분류 및 보존 200건 10% 분류, 동정 및 보존 건수 992건

DB구축, 분양
관리

1건 5% DB 구축 및 관리 유무 1건

해양생물의
기초활성분석

2건 10% 기초활성 분석 건수
4건

(항암,항세균,
항진균, 효소활성)

화학종 분석 200종 5% 화학종 분석 건수 204종

해양천연물의
생리활성연구

1건 5%
해양천연물의 화학생물학적

분석도구 개발
1건

논문 및 특허
20건
4건 5% 화학종 및 유도체 논문/특허건수

논문 17건
특허 8건

해외연구기지
지원확대

1건 5%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기지
연구시설, 장비지원 건수

1건
(마이크로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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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성과목표 목표치 가중치

(%) 평가기준 달성치

국제 협약
대응

해외해양유
전자원 접근

및
확보방안보
고서 1건

5%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
파악 및 대응방안 보고서

1건
보고서작성

4차년도
(2012.08.01-
2013.06.30)

해양 생물
자원 확보

700종
(2500점)

25% 해외 해양 생물의 조사 및
연구용 시료의 확보 여부

해양생물
790종 4936 점

확보
미생물 균종
확보 1000주 10%

해외 해양 환경으로부터 미생물
균주 분리, 보존

미생물 1018주
확보

국제
공동연구

1건 5% 국제교류 및 신규 MOU 건수 2건
(인도네시아, 괌)

분류 및 보존 200건 10% 분류, 동정 및 보존 건수 775건
DB구축, 분양

관리 1건 5% DB 구축 및 관리 유무 1건

해양생물의
기초활성분석 5건 15% 기초활성 분석 건수

8건
(항염증, 항산화,

항암,
항노하,항진균,
항말라리아,

신경될기 성장 및
효소활성)

화학종 분석 150종 5% 화학종 분석 건수 153종

논문 및 특허
22건
10건 5% 화학종 및 유도체 논문건수

논문 24건
특허 출원 6건
특허 등록 1건

해외연구기지
지원확대 1건 5%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기지 지원
건수

1건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제 협약
대응

국가전략보
고서 1건 5%

해외생물자원 확보대상국의 ABS
과련법제 분석 보고서

2건
보고서작성

5차년도
(2013.07.01-
2014.06.30)

해양 생물
자원 확보

650종
(3500점) 25%

해외 해양 생물의 조사 및
연구용 시료의 확보 여부

해양생물
915종 10835 점

확보
미생물 균종
확보 1100주 10%

해외 해양 환경으로부터 미생물
균주 분리, 보존

미생물 1776주
확보

국제
공동연구

5건 5% 국제교류(기존 공동연구기관과
교류 강화)

5건
(베트남,필리핀,
방글라데시,스리랑
카, 인도네시아)

분류 및 보존 350건 10% 분류, 동정 및 보존 건수 1474건
DB구축, 분양

관리 1건 5% 확보한 생물자원 통계관리 1건

해양생물의
기초활성분석 5건 15% 기초활성 분석 건수

7건
(항세균, 항진균,
효소활성,
피부보습,

피부노화, 항비만,
운동능력
생리활성)

화학종 분석 200종 15% 화학종 분리 및 분석 건수 141종

논문 및 특허 25건
10건

5% 논문 및 특허건수
논문 16건

특허 출원 6건
특허 등록 9건

해외연구기지
지원확대 1건 5%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기지 지원
건수

1건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제 협약
대응

국가전략보
고서 1건

5%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
파악 및 대응방안 보고서

1건
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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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본 연구과제로 얻어지는 해양생물 추출물의 기초생리활성 검정결과는 천연물의 생리활성

또한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될 것이며 유용활성물질, 미생물 자원 등은 향후의

본격적인 해양천연물연구개발을 위한 소재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성과는

신약개발 이외에도 제반 천연물 관련분야의 기반 및 응용연구에 널리 활용할 예정이다.

- 약화학 및 관련분야: 생리활성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유기전합성 및 신반응 연구를 위한

목표 및 소재를 제공한다.

- 생화학, 생물유기화학 및 관련분야: 생체내 제반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 생물공학 및 관련분야: 융합연구의 소재 (생물시료 및 추출물)를 제공한다.

- 기초의약학: 생리, 병리, 약리작용을 연구하는 수단 (화합물 및 천연물)을 제공한다.

- 해양생태학: 생물종간 및 종내의 제반 생물학적 현상을 이해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l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열대지역의 해양생물자원을 국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지역간 생물분포 특성, 유전형질의 다양성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는 생

물소재를 제공한다.

l 연구결과로 확보된 유전자 및 조직, 그리고 개체 샘플들은 생물의 형태적 특징, 유전적

다양성 분석을 위한 비교 자료로 제공한다.

l 확보된 해외생물의 유전 자원분석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해양 생태계 분석에 필요한 주

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l 확보된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연안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생태

계의 반응을 연구하기 위한 비교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향후 변화되는 국내 생물자

원의 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l 생물다양성협약(CBD)과 UN 해양법협약상 해양생물자원 관련 의정서 초안(Draft

Protocol) 협상과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

될 수 있다.

l 생물다양성협약(CBD)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와 전개추이에 대응하고, 아국의 해

양생물자원 공급원 다각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l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대한 언론 및 대국민 상대 홍보자료와 관련부처 사업설명 자료

로 활용한다.

l 해외 해양생물(극피동물, 연체동물, 해면동물, 해면공생세균 등) 자원의 조사 연구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한다.

l 해외 해양 생물표본 조사 및 보존으로 국가 해양 생물자원 관리 전략의 기초자료로 제공

한다.

l 채집된 모든 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통해 관련 연구 분야에 천연물 연구, 분자

적 계통 진화, 해양생태학, 수산학, 유전공학 등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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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nt Signaling 관련 의약품개발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Wnt/β-Catenin signaling과 관련된 암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연구그룹에서 본격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대학회인 미국 암학회에서 “Wnt 암줄기세포

억제제” 연구에 관해 ‘최근 혁신연구’로 발표하였으며 한국의 제약회사 (중외제약)가 개발하

고 있는 신약 프로젝트가 보고되기는 최초임. 캐나다에서 진행된 전임상시험 (유전독성시험,

안전성 약리시험 등)이 성공적으로 끝나 지난 9년간의 연구가 인체 대상 시험으로 본격적으

로 돌입하게 되었다. 임상약물 생산이 완료된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시험에

돌입하였으며 2014년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CWP231가 상품화된 후 30조원 규모의 세

계 표적항암제 시장에서 3%만 점유해도 최소 1조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 화이자, 제넨

텍, 노바티스 등 다국적 제약사들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80% 이상

의 대장암 환자가 Wnt 신호전달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병하고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 백혈

병 등 많은 암종이 이 신호전달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Wnt 신호전달경로를 차

단하는 약물이 개발된다면 암 치료가 획기적인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 해양천연물의 임상연구 동향

최근 4종의 해양천연물 및 관련 유도체가 임상 승인되었으며 13종의 해양천연물 관련물질

이 임상 진행 중이다 (Table 27) [29]. 4종 가운데 3종은 미국 FDA, 1종은 EU 승인이다

(Fig. 33). Cytarabine (arabinosyl cytosine, Ara-C)은 원래 카리브해의 해면 Tethya crypta

에서 분리된 spongothymidine으로부터 만들어진 synthetic pyrimidine nucleoside이다. 이 물

질은 DNA polymerase를 저해하는 항암제로 개발 되었다. Vidarabine은 마찬가지로 Tethya

crypta에서 분리된 spongoturidine으로부터 만들어진 synthetic purine nucleoside이다. 이 물

질은 virus DNA polymerase를 저해하는 항바이러스제이다. 이 물질은 현재 방선균

Streptomyces antibioticus에서 얻고 있다. Ziconotide는 원래 Conus magus에서 유래한

25-amino acid로 구성된 독소 ω-conotoxin-MVIIA 유래의 합성 펩타이드이다. 신경계의 칼

슘 채널을 차단하는 메커니즘으로 진통제로 개발되었다. Trabectedin은 카리브해의 tunicate

인 Ecteinascidia turbinata에서 분리된 tetrahydroisoquinoline alkaloid 해양천연물로서 EU에

서 승인된 최초의 해양천연물 항암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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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dyssey of marine pharmaceuticals: a current pipiline perspective

Marine natural products or derivatives thereof approved for use by the FDA or EMEA,

their biological source, chemical structures and treatment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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