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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로 인한 연안환경의 오염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산업폐수 및 도시하수의 유입으로부터 발생한

다(Batley 1987; Haynes and Johnson 2000; Clark 2001). 특히,

연안환경에 유입되는 미량금속(trace metals) 중에서 특히 문

제가 되는 것은 Ag, Cd, Cu, Hg, Pb, Zn 등이다. 이들 미량

금속은 모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서 일정 농도 이하

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u나 Zn과 같은

일부 미량 금속은 생물체에게 필수적인 양소이다(Lyngby

and Brix 1982; Lobban and Harrison 1997). 이에 반해 Ag,

Cd, Hg은 필수 양소가 아니면서 그 독성은 매우 강하다

(Ralph and Burchett 1998). 산업화 이후 지나치게 많은 양의

금속들이 연안환경으로 유입되면서 생태계의 자연 정화 능

력을 초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연안 생태계를 훼손하

는 원인으로 주목 받게 되었다(Rainbow et al. 1990). 또한 국

내 연안환경에서도 산업시설이나 항만 부근에서 심각한 중

금속 오염이 보고되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1998;

Kang et al. 2000; Shim et al. 2000). 금속의 한 종류인 주석은

그 자체로서는 환경적인 문제를 크게 유발하지 않지만, 주석

에 부틸기나 페닐기와 같은 작용기가 결합된 유기주석화합

물(TBT 또는 TPhT)은 강력한 생물 독성 때문에 선박의 하부

나 수중 구조물 등의 표면에 생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방오도

료(antifouling paint)나 biocide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Hugget

et al. 1992; Pflugmacher et al. 2000; Terlizzi et al. 2001). 방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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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서 유기주석화합물의 사용이 점차 제한되는 추세지만

아직 환경에 잔존하는 상당량의 TBT는 국내에서도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im et al. 2000). 

해산 현화식물 군락은 생물 다양성이 높고, 생태적, 경제

적 가치가 높은 생물들의 산란장이나 보육장으로 이용되는

등 보존가치가 높다(Hemminga and Durate 2000). 또한 이들

은 연안 및 하구생태계를 지탱할 수 있는 일차생산력을 가지

고 있으며, 도 높은 이들의 군락은 저층 퇴적물을 안정하

게 하고, 해일이나 파도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생태계를 보

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Hemminga and Duarte

2000; Duarte 2002). 그러나 이들 해산 종자식물의 분포와 생

물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Larkum and West 1990; Hall et al. 1999). 연안환경에서 현화

식물 군락의 감소는 부 양화, 준설에 의한 퇴적물의 유입

(siltation) 또는 양식 등과 같은 인간의 향이 가장 크게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mminga and Duarte

2000; Duarte 2002). 저서조류와 식물플랑크톤의 광합성에

해 일부 중금속과 TBT의 매우 낮은 농도(ng L–1-µg L–1) 수

준에서의 저해효과가 일부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Molander et al. 1992; Petersen and Gustavson 2000). 하지만

현화식물 군락 감소에 한 이들 중금속이나 유기주석화합

물 같은 인공적인 오염물질의 향에 해서는 거의 알려지

지 않았다(Short and Wyllie-Echeverria 1996; Peters et al.

1997; Duarte 2002).

해조류 중 일부(예를 들면, 갈조류 Fucus vesiculosus와

Laminaria digitata, 녹조류 Ulva lactuca와 Entromorpha sp.)는 세

계 여러 연안에서 중금속 오염에 한 생물학적 지시자로서

이용되어왔다(Philips 1990, 1993; Rainbow and Philips 1993).

이들 해조류는 연안해안과 하구에서 흔하게 서식하고, 중금

속 분석을 위해 상 적으로 쉽게 채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해산식물을 생물학적 지시자로 이

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가정이 있다. 즉 이들 해산식물에서

중금속의 농도가 해수 중에 존재하는 생물학적으로 이용가

능한 중금속 농도와 비례해서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Wang and Dei 1999). 현장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이

들 식물 조직 내 중금속 농도가 환경에 존재하는 중금속 농

도를 상 적으로 정확히 반 하고 있음을 보 다(Barreiro et

al. 1993; Haritonidis and Malea 1995). 이것은 해산식물이 흡

수한 중금속은 전부 해수로부터 온 것이며, 이들 해산식물

조직 내 중금속 농도는 용존태 중금속의 생물 이용가능 수준

을 의미한다(Wang and Dei 1999). 이처럼 생물학적 지시자

로서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해산식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안환경 오염의 생물학적 지시자로서 광범위하

게 이용되고 있는 저서 무척추동물인 담치류에 비한다면 이

들에 의한 중금속 농축과 효과에 한 연구는 상 적으로 빈

약하다(Goldberg et al. 1983; O’Connor 1992).

연안 환경으로 유입된 미량금속이나 유기주석화합물 등

지속성이 강한 유해물질은 여러 경로를 통해 연안 생태계의

생물 체내로 흡수되어 해로운 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Phillips 1993). 이들 유해물질이 생물에 미치는 잠

재적인 악 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

계는 생물 체내 농도수준과 생물에 미치는 독성효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Clark 2001). 또한 중금속이나 유기

주석화합물로 오염된 연안 환경에 서식하는 형 저서식물

에 한 향을 연구하는데 있어 그들의 흡수기작과 속도를

이해하는 것은 생태독성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오염된

환경의 규제와 관리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중금속

흡수에 한 kinetics와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는 중금속 오염의 다양성에 해 잘피가 생물학적 지시

자로서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능 추적 기법을 이용하여 잘피에 의한

중금속의 흡수 kinetics를 측정하고, 중금속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을 구분하거나 평가하기 위해 생물학적 지시자로서 잘

피의 이용여부를 평가하고자 하 다. 또한 잘피의 광합성에

미치는 중금속 및 유기주석화합물의 독성효과를 엽록소 형

광을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서 이들 독성물질에 한 보다 빠

르고 정확하며 효과적인 지시자로서 양자수율(∆F/Fm’)의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시료의 채집과 준비

거머리말 또는 잘피(Zostera marina, 이하 잘피)는 2004년

10월에 경상남도 거제군 북(128°30’E, 34°50’N) 조간 에

서 엽장(total length) 크기 50 cm 정도의 개체만을 상으로

채집하 다. 채집된 잘피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아이스박스

에 담은 후 실험실로 옮겼다. 잘피는 여과된 해수를 이용하

여 부드럽게 세척하 으며, 특히 잘피 잎에 부착하여 서식하

는 부착생물을 잘피 잎이 상하지 않게 주의하여 제거하 으

며, 지하경의 경우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여과된 해수를 뿌

려가며 퇴적물만을 주의하여 제거하 다. 그리고 계획한 실

험을 시작하기 전 2-3일 동안 30 psu, 15°C, 100 µmol m–2 s–1,

16시간 명주기 하에서 실험실 조건에 순응시켰다.

중금속 흡수 실험

잘피에 의한 카드뮴(Cd)과 아연(Zn)의 흡수 실험은 잎과

지하경을 분리하여 측정하 으며, 잘피 잎 간의 연령차에 따

른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건강한 잘피를 선택하여 3번 잎만

을 골라냈으며, 선택한 3번 잎에서는 sheath로부터 약 15-18

cm 부위를 기준으로 잎의 정단부 쪽으로 약 15 cm 길이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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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내어 실험에 이용하 다. 그리고 지하경의 경우에는 잘피

의 생장점(meristem)을 기준으로 4마디 정도를 잘라내어 사

용하 다. 이때 상처로 인한 호흡의 증가를 피하기 위해 회

복될 때까지 하루정도 암 상태로 방치하 다. 또한 실험에

이용된 잘피 잎은 Diving-PAM(Walz, Germany)을 이용 양

자수율을 측정하여 초기 건강상태를 확인하 으며, 그 결과

잘피 잎의 평균 양자수율은 평균 0.74 ± 0.03(S.E)로 매우 건강

함을 확인하 다. 잘피 잎과 지하경은 용존태의 중금속에 노

출시켰으며, 약 400 mL의 배양액에 습중량을 기준으로 5 g

정도를 각 처리구에 넣었으며, 다른 처리구와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기(aeration)는 하지 않았다. 잘피에 의한

중금속의 흡수를 측정하는 24시간 동안 모든 처리구는 15°C,

100 µmol m–2 s–1 조건 하에서 배양되었으며, 지하경의 경우

는 모든 처리구를 호일을 이용하여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

리하 다.

중금속 흡수를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하여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 으며, 카드뮴은 반감기 462일에

0.1 N 염산에 희석된 109Cd를 사용하 으며, 아연은 반감기

244일에 0.1 N 염산에 희석된 65Zn을 추적자로 이용하 다.

또한 농도에 따른 중금속 흡수의 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

금속 시약을 이용하여 1 mg L–1 농도의 표준용액을 만들고,

이를 희석하여 카드뮴은 0.5, 2, 10, 30, 100 µg L–1을, 아연은

1, 5, 10, 30, 100 µg L–1의 농도구배를 만들었다. 방사선 동위

원소의 방사능 측정은 노출된 후 2, 3, 9, 9.4, 12.7, 24.1 시

간째에 각각 측정되었으며, 각 처리구에 오염시킨 방사선 동

위원소의 세기는 두 개의 중금속 모두 46.3 kBq L–1 수준이었

다.

방사능 측정을 통한 중금속 흡수는 dpm값으로 환산되었

으며, 최종적으로 dpm g dry wt–1로 표시되었다. 농도에 따

른 중금속 흡수의 kinetics를 계산하기 위하여 kinetic 모델을

변형하여 이용하 으며(Warnau et al. 1996), 그 식은 다음과

같다.

Ut = Uequil (1 – e–kt) (1)

여기서, Ut는 시간 t에서 흡수율을 의미하며, Uequil은 화학

평형이 일어났을 때의 흡수율, k는 흡수상수(hr–1)를 의미한

다.

광합성에 한 중금속 독성효과

잘피의 광합성에 한 유기주석화합물(TBT)과 카드뮴

(Cd), 구리(Cu)의 독성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96시간 급성

독성실험을 수행하 다. 먼저 건강한 잘피를 선택하여 생장

점을 기준으로 지하경을 제거하 으며, 이 또한 상처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기까지 암 상태로 하루 동안 방치하

다. 잘피에 한 중금속의 96시간 독성 측정은 잎만을

상으로 광합성 형광을 이용한 광양자수율(quantum yield) 측

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중금속 흡수 실험과는 달리

잘피의 엽조(shoot) 전체를 이용하 으며, 광양자수율은 엽

조 중 3번 잎만을 골라 sheath를 기준으로 정단부 쪽으로 약

10 cm 되는 위치를 매 측정시마다 반복하여 측정하 다. 중

금속 흡수 실험과 같이 농도에 한 향을 측정하기 위해

유기주석화합물과 카드뮴, 구리의 1 mg L–1 표준용액을 만들

고, 이를 희석시켜 0.03, 0.3, 1 mg L–1의 농도 구배를 만들었

다. 잘피의 엽조는 2 L 크기의 비이커에 TBT와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1.8 L의 배양액(0.2 µm로 여과한 해수와 양염을

첨가한 것)에 넣고, 15°C, 100 µmol m–2 s–1, 16시간 명주기

하에서 96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1, 3, 6, 9, 30, 47, 54, 70, 96

시간째에 광양자수율을 측정하 으며, 또한 1 mg L–1 농도

처리구는 30, 54, 96시간째에 빠른 광반응곡선(rapid light

curve; RLC)을 함께 측정하 다. TBT의 경우는 표준용액을

아세톤(acetone)을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TBT로 오염시킨

처리구는 동일한 양의 아세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 으며,

또한 순수하게 아세톤만을 넣은 아세톤 조구(acetone

control)를 설정하 다. 

엽록소 형광 측정법(Pulse amplitude modulation; PAM

fluorometry)은 식물의 광합성 효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민감하고, 비파괴적인 기술로서 최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Schreiber et al. 1994; Macinnis-Ng and Ralph 2002). 잘피에

한 TBT, 카드뮴, 구리의 96시간 독성실험은 잘피를 배양하

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엽록소 형광 측정법을 이용해 측

정하 다. 광양자수율(quantum yield)은 광합성 명반응의 반

응중심 중 하나인 광계 2(photosystem II, PS II)의 광화학 반

응에 한 양자수율 또는 양자효율(quantum efficiency; Φp)

을 의미하며(Schreiber et al. 1994), 다음 식 (2)을 통해 계산

하 다.

Φp = (Fm’ – Ft)/Fm’ =  ∆F/Fm’ (2)

여기서, Fm’은 명적응(light-adapted) 상태에서 포화광에

의해 유도된 최 형광을 의미하며, Ft는 명적응 후 매우 낮

은 광도에서의 초기형광을 의미한다. 또한, 30, 54, 96시간째

에 측정한 빠른 광반응곡선은 광양자수율을 바탕으로 전자

전달속도(electron transport rate; ETR)를 계산하고, 이를 이

용해 광합성-광 곡선을 추정하여 상 적인 광합성 변수들

(rETRmax 또는 initial slope; α)을 구하 다(Schreiber et al.

1994). 빠른 광반응곡선의 측정의 광량 0-1000 µmol m–2·s–1

범위 내에서 총 9개의 광조건 하에서 측정하 다. 엽록소 형

광을 이용하여 측정한 광도에 따른 전자전달속도는 비선형

회귀법으로 적합하여 다양한 광합성 매개변수들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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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저해가 없는 경우는 식 (3)을, 광저해가 있는 경우는

식 (4)을 사용하 다(Webb et al. 1974; Platt et al. 1980).

rETR = rETRmax(1 – e–(αEd/rETRmax)) (3)

rETR = rETRs(1 – e–(αEd/rETRmax)) e–(βEd/rETRs) (4)

여기서 rETR는 구하고자 하는 전자자달률이며, rETRmax

은 포화광에서 단위 엽록소당 최 전자전달률을 의미하며,

α는 광합성의 최 양자수율과 관련된 매개변수로서 광합

성-광도 모델의 초기 기울기를 나타낸다. Ed는 조사된 광량

을 의미하며, 또한 식 (4)의 β는 광저해 정도를 나타내는 매

개변수이고, 광저해가 없을 때 β = 0이 되면서 rETRs와

rETRmax은 동일하게 된다. 광저해가 있는 경우, rETRmax은

식(5)을 이용하여 구하 다. 

rETRmax(rETRmax) = rETRs [α/(α + β)] / [β/(α + β)]β/α (5)

또한 초기 기울기와 최 전자전달율을 이용하여 광적응

매개변수인 Ek를 Talling의 정의를 이용하여 구하 다(Cullen

1991).

Ek = rETRmax /α (6)

방사능의 측정

잘피에 의한 중금속의 흡수 효율을 측정하기 사용한 방사

선 물질의 방사능은 well 타입의 NaI 크리스탈 감지기가 장

착된 감마 카운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109Cd에 의한 광

전자의 방출(photon emission)은 22 keV 역에서, 65Zn에 의

한 광전자 방출은 1,115 keV 역에서 측정되었다. 광전자

방출을 통해 방사능 세기에 한 측정시간은 5분 동안이었으

며, 얻어진 값들은 표준 방사능 세기와 반감기 교정을 통해

disintegration per minute(dpm)으로 전환하 다. 

결 과

중금속의 흡수

잘피 잎과 지하경에 의한 카드뮴과 아연의 흡수는 노출시

간과 함께 증가하 으며, 잘피 잎과 지하경 모두 일정 시간

이 지나면서 포화되는 경향을 보 다(Fig. 1). 하지만 잘피의

중금속 흡수에 한 포화 속도는 잎과 지하경에서 약간의 차

이를 보 다. 잘피 부위별 시간에 따른 포화 패턴의 차이는

용존태의 중금속이 식물 조직 내로 흡수될 때 보여주는 금속

특이성이나 종 특이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Wang and

Dei 1999). 흡수상수(k, hr–1) 값은 잘피 잎의 경우 아연은

0.343, 카드뮴은 0.302로, 상 적으로 카드뮴보다는 아연에

한 흡수속도가 약간 빠른 것으로 보이며, 지하경에서도 아

연에 한 흡수상수 값이 0.109이며, 카드뮴은 0.102로 잘피

잎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연이 약간 더 빠른 속도로 흡수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연은 구리, 철, 망간과 같이 식물의 사

작용과정 중에 요구되는 필수 미량금속인데 반해 카드뮴은

식물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비필수 금속에 속한다(Lobban

and Harrison 1997; Ralph and Burchett 1998). 그래서 상 적

으로 카드뮴보다 아연에 한 흡수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인

다. 

중금속 농도와 잘피에 의한 흡수율 사이의 상관을 알아보

기 위해 계산된 값들을 로그 전환 후 멱함수를 이용하여 표

현하 다(Fig. 2). 이때 사용한 함수 식 (7)은 다음과 같다.

Iw = kuCw
b (7)

여기서, Iw는 잘피의 조직 내로의 중금속 흡수율(µg metal

g–1 [dry wt] d–1)을 의미하며, ku는 용존태 중금속으로부터 잘

피 조직 내로 흡수되는 효율에 한 상수, Cw는 해수 중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농도, b는 상수로 로그 변환된 Iw와 Cw

사이의 상관관계의 경사도를 의미한다. 위 식은 이매패류를

포함한 저서 무척추 동물의 중금속 흡수를 평가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식이다(Lee et al. 1998).  

이 식을 이용해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카드뮴과 아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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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ptake kinetics of 109Cd (●) and 65Zn (�) in (A) shoot
and (B) rhizome of the seagrass Zostera marina (mean ± SE,
n = 3).



중금속 농도에 한 잘피의 흡수율은 역 상관관계를 보 다

(Fig. 2). 카드뮴의 경우 잘피 잎에서의 상관관계 경사도는

-0.24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수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지하경은 -0.04로 잘피 잎에 비해 해수 중의 중금

속 농도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로 흡수하는 것으로 보인

다(Fig. 2A). 아연에 해서도 카드뮴과 유사한 역 상관관계

의 결과를 얻었다(Fig. 2B). 잘피 잎의 흡수율과 아연 농도와

의 상관관계는 카드뮴보다는 약간 작지만 -0.18로 뚜렷한 역

상관을 보 으며, 지하경은 -0.01로 잎에 비해 아연의 농도

와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중금속을 잘피의 조직 내로 흡수

한다는 결과를 보 다. 또한 중금속 흡수 효율에 한 상수

는 카드뮴의 경우 잎과 지하경에서 0.77과 0.72로 유사한 값

을 보인 반면, 아연에 해서는 잎에서 0.95, 지하경에서

0.65로 잎에서의 흡수 효율 상수가 약간 높은 값을 보 다.

잘피의 생물량과 중금속 흡수와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하

여 멱함수인 다음 식(8)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Ii = aWc (8)

여기서, a는 절편상수이며, c는 로그로 전환된 Ii(dpm g–1

[dry wt.] hr–1)와 생물량(W) 사이의 상관에서 경사도를 의미

한다. 이 함수 또한 저서 무척추 동물에 의한 중금속 흡수와

생물 크기 사이의 상관을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식이다(Nicholas and Thompson 1982). 

잘피의 생물량과 조직 내로의 중금속 흡수 사이의 관계는

카드뮴이나 아연 모두 역 상관임을 보 다(Fig. 3). 카드뮴에

한 잘피 잎 무게 사이의 상관에서 경사도는 -0.47, 지하경

과의 상관에서 경사도는 -0.27이었으며(Fig. 3A), 아연에

해서는 잘피 잎과 지하경에 해서 각각 -0.41과 -0.53의 경

사도 값을 보 다(Fig. 3B). 즉 이는 잘피의 생물량과 관계없

이 잘피가 생육하는 곳이라면 지속적으로 해수 중의 중금속

이 잘피에 의해 제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

이다.

광합성에 한 중금속의 효과

잘피의 광양자수율에 한 TBT, 카드뮴(Cd), 구리(Cu)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개의 농도구배에서 96시간 동안 잘

피 엽조를 노출시켜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잘피 엽조의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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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hip between uptake rate (µg g–1[dry wt] d–1) of
(A) Cd and (B) Zn in shoot (●) and rhizome (�) of Zostera
marina and dissolved metal concentration (µg L–1). Values
and error bars represent  a mean of 3 replicates and
standard error.  Log transformed metal uptake (Iw) was
linearly regressed in a power function.

Fig. 3. Relationship between uptake rate of (A) 109Cd and (B)
65Zn (dpm g–1[dry wt] d–1) in shoot (●) and rhizome (�)
of Zostera marina and dry weight (g) of pooled all samples.
Log transformed isotope uptake rate (Ii) was linearly
regressed in a power function.



수율(∆F/Fm’)을 측정하 다(Fig. 4). TBT는 농도 증가와 노

출시간에 따라 양자수율이 급격하게 감소하 다(Fig. 4A).

특히, 0.3과 1 mg L–1 농도로 오염시킨 처리구는 96시간 뒤에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양자수율 값을 보 으며, 잘피 엽조

는 색소의 파괴로 인하여 완전히 탈색되어 버렸다. TBT 0.3

과 1 mg L–1 농도 처리구는 잘피 엽조를 넣은 후 1시간째부터

급격하게 양자수율이 감소하 으며, 이후 약간 회복되는 경

향을 보이다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잘피의 양자수율은

두드러지게 감소하 다. 카드뮴의 경우에는 노출 후 초기 10

시간까지 양자수율의 감소를 보이다가 10시간 이후 96시간

까지 약간의 회복과 함께 뚜렷한 변화 없이 일정수준으로 지

속되었다. 하지만 카드뮴 1 mg L–1 농도 처리구는 노출 초기

10시간까지 양자수율이 감소한 후, 회복 없이 일정수준을 유

지하 으며, 70시간째에는 다른 처리구에 비해 뚜렷한 차이

를 보 다(Fig. 4B). 구리도 카드뮴과 유사한 반응을 보 으

며, 노출 초기 10시간 내에 가장 큰 독성 효과를 발휘하 으

며, 그 이후 96시간까지 일정한 수준의 양자수율을 유지하

다(Fig. 4C). 하지만 카드뮴보다는 구리 농도가 증가하면서

이와 함께 독성효과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잘피 광합성에 한 TBT, 카드뮴, 구리의 독성효과는 최

전자전달율(rETRmax)을 기준으로 TBT > Cd > Cu 순으로

나타났다(Fig. 5 and Table 1). 세 가지 유해물질에 해서 96

시간 급성 독성을 실험하는 동안 30, 54, 96시간째에 측정된

빠른 광반응곡선(RLCs)에서 계산된 매개변수인 최 전자전

달율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 다(Table 1). TBT의

경우 54, 96시간째, 구리는 96시간째에 강력한 독성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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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course of the quantum yield (∆F/Fm’) up to 96 h
exposure of Zostera marina to (A) TBT, (B) Cd and (C) Cu.
Control (●), Aceton control (○), 0.03 ppm (�), 0.3 ppm
(▲), and 1 ppm (�). Error bars indicate a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3 - 5).

Fig. 5. A serious of rapid light curves collected during the
exposure of Zostera marina to (A) TBT, (B) Cd and (C) Cu.
Control (●), Aceton control (○), 30 h (�), 54 h (▲), and 96
h (�). Error bars indicate a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3 - 5).



인하여 빠른 광반응곡선을 측정하 지만 광합성-광도 모델

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양한 광합성 매개

변수들을 구하지 못했다(Table 1). TBT의 경우, 이미 30시간

째의 빠른 광반응곡선은 조구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아졌

으며(Fig. 5A), 카드뮴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단계적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Fig. 5B). 하지만 구리 처리구의 경우

30시간과 54시간째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96시간째에

는 빠른 광반응곡선의 측정도 불가능하 다(Fig. 5C). 광합

성 매개변수 중 초기경사(α)는 TBT를 제외하고 조구와 카

드뮴, 구리 처리구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 광적응 매

개변수 또한 분명한 값의 차이를 보여주진 않았다(Table 1).

하지만 카드뮴 처리구에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고 찰

잘피에 의한 중금속의 흡수를 측정한 본 연구 결과는 해조

류를 이용하여 측정한 다른 연구와는 차이를 보 지만

(Wang and Dei 1999), 다른 해산 현화식물의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경향을 보 다(Warnau et al. 1996). 해산식물에 의한 중

금속 흡수는 기본적으로 노출 농도와 노출 시간에 따라 달라

지며(Fabris et al. 1982, Malea et al. 1995), 수동적인 흡수와 식

물 엽체 표면적에 따라 조절된다(Ward 1989). 녹조(Ulva

lactuca)와 홍조(Gracilaria blodgettii)에 한 카드뮴(Cd)과 아

연(Zn), 크롬(Cr), 셀레니움(Se) 연구에서, 해조류에 의한

중금속 흡수는 노출 시간에 따라 직선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Wang and Dei 1999).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잘피의 잎

과 지하경 모두 일정한 노출시간이 지난 뒤에 포화되는 경향

은 해산식물에 의한 중금속의 흡수가 능동적인 흡수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Waranau et al. 1996). 해산

현화식물 Posidonia oceanica의 엽조(잎)를 상으로 다섯 종류

(Zn, Ag, Cd, Cs, Am)의 중금속 흡수 연구의 결과, 은(Ag)

과 세슘(Cs)은 노출시간이 지나면서 포화되는 경향을 보

다(Warnau et al. 1996). 해조류에 의한 중금속 농축은 세포벽

에 존재하는 다당류와 함께 초기흡수 경향이 조절되며, 그

뒤를 이어 고농도 조건 하에서는 폴리페놀(polyphenol)을 함

유하고 있는 세포막 기낭(membrane vacuoles)에 의한 흡수

가 일어난다(Philips 1990). 그러나 중금속 흡수 기작은 중금

속에 따른 금속 특이성 그리고 서로 다른 생태적 조건에 따

라서 달라질 수 있다(Wang and Dei 1999). 

아연에 한 잘피 잎과 지하경의 흡수 상수(k)가 카드뮴

에 비해 상 적으로 약간 높은 값을 보인 것은, 아연이 알코

올 탈수소효소, RNA 중합효소, 호흡효소 활성, 식물 성장호

르몬의 생합성 등과 관련된 필수 양염이므로 좀 더 능동적

으로 잘피 조직 내로 흡수된 결과로 보인다(Wahbeh 1984;

Lobban and Harrison 1997). 또한 중금속 농도에 따른 흡수

율의 차이가 역 상관을 보이거나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결과를

보인 것도 잘피에 의한 중금속의 흡수가 수동적이지만은 않

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잘피의 생물량과 중금속 흡수율

사이의 관계에서도 상관이 없거나 약간의 역 상관을 보인 것

은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Price and Coles 1992).

잘피의 광합성에 한 유해물질 독성 효과를 측정한 본 연

구의 결과는 TBT가 가장 강력한 독성효과를 발휘하 으며,

카드뮴(Cd)과 구리(Cu)는 서로 비슷한 독성 효과를 갖는 것

으로 보 다. 본 연구에서 양자수율(∆F/Fm’)을 기준으로 한

다면 카드뮴보다는 구리의 독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최

전자전달율(rETRmax)에서는 카드뮴의 독성이 구리보다 강하

다. TBT는 강력한 독성효과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

되었다. 하지만, 사용금지 이전까지 유입되어 해양퇴적물이

농축된 TBT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

다(Shim et al. 2000). 즉, 해수에서 TBT의 반감기는 수일에서

수주 정도에 농도 수준은 ng L–1 -µg L–1 수준이지만, 퇴적물

에서 반감기는 수개월에서 수 년 이상이며 농도 수준도 µg

kg–1 dw - mg kg–1 dw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Fent

1996; Jensen et al. 2004), 해수에서 TBT의 공급원이 차단된다

하더라도 TBT를 함유한 해양퇴적물이 공급원으로 작용하여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 지속적으로 향을 줄 수 있다

(de Mora et al. 1995; Evans et al. 1995; Fent 1996). 특히 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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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 photosynthetic
parameters for Zostera marina exposed to TBT, Cd and
Cu. Two different equations were used for fitting rapid
light curves

Photosynthetic Parameters

Treatment rETRmax Initial slope(α) Ek r2

Controla 18.63 0.327 53.98 0.940
Aceton Controla 23.71 0.301 78.68 0.948
TBT

30 hb 6.30 0.070 90.63 0.750
54 ha - - - -
96 ha - - - -

Cd
30 hb 13.03 0.317 41.10 0.945
54 ha 11.94 0.327 36.53 0.943
96 ha 9.03 0.347 26.02 0.962

Cu
30 ha 18.89 0.167 113.06 0.972
54 hb 12.56 0.301 41.70 0.928
96 ha - - - -

aRapid light curve had fitted using equation with
photoinhibition

bRapid light curve had fitted using equation without
photoinhibition



와 같은 해산 종자식물은 퇴적물에 지하경을 두고 해조류와

는 달리 지하경의 뿌리를 통해 많은 양의 양분을 흡수하는

생태 특성 때문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중금속의 해산식물에 한 독성효과는 금속의 결합 위치,

결합 위치에 한 경쟁, 중금속 이온의 speciation, 화학적 상

호작용(complexing 또는 chelating), 그리고 이동성 등에 의

해 조절된다(Ward 1989; de Filippis and Pallaghy 1994).

Lynby와 Brix(1984)에 의하면 잘피에 한 중금속 독성은

Hg > Cu > Cd > Zn > Cr > Pb과 같은 순서로 약해진다고 한

다. 또 해양식물과 동물에 한 중금속의 상 적인 독성을

평가한 Kennish(1992)의 리스트는 Hg > Cd > Cu > Zn > Ni >

Pb > Cr > Al > Co의 순서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리(Cu)와 카드뮴(Cd) 중 카드뮴은 비록 식물 사 작용에

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미량금속이지만, 구리는 이를 함유

한 플라스토시아닌이 있으며, 시토크롬 f와 광계 2 사이의 전

자전달에 중요한 금속으로 알려져 있다(Govindjee 1995). 또

한 해산식물의 광합성은 구리의 독성에 상당히 민감한 것으

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Ouzounidou 1994), 두 가지 독성 강

도 순서에서 구리와 카드뮴의 순서가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

것처럼 본 연구 결과에서도 뚜렷한 구분을 짓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엽록소 형광측정법을 이용하여 해산식물 Halophila

ovalis에 한 중금속의 향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중금속

에 한 스트레스 반응이 특정 중금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을 보여준 Ralph와 Burchett(1998)의 연구에서 광합성에

향을 미치는 중금속들은 Cu나 Zn이며, 최소한의 향을

미치는 것은 Cd이나 Pb인 것으로 보고 하 다. 중금속은 여

러 단계에서 식물의 이산화탄소 고정을 교란하는 것을 통해

식물의 광합성 기구에 향을 미친다(Clijsters and van

Assche 1985). 특히, 광계 2(photosystem II, PS II) 안에서 광

호흡 또는 효소의 활성을 중금속에 의해서 저해 받을 수 있

으며, 광계 2의 산화활동이 일어나는 위치 또한 저해 받을

수 있다(Macinnis-Ng and Ralph 2002). 또한 Zn, Cd, Hg,

Pb, Cu 등의 중금속 들은 색소 합성을 저해함으로서 엽록소

의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ijsters and van

Assche 1985; Prasad and Strzalka 1999). 하지만 중금속은 광

합성 기구의 전반적인 기능을 교란하는데 반해 구적인 손

상은 입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rasad and Strzalka

1999). 

TBT나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에 의해 손상을 입는 것으

로 제안되는 기작들 중에는 효소의 저해(Stobart et al. 1985),

광합성 기구 중 광계 반응중심의 다양한 곳에서의 저해

(Clijsters and Van Assche 1985; Baron et al. 1995), 광저해 현

상의 상승(Vavilin et al. 1995) 그리고 산화스트레스(Luna et al.

1994; Okamoto et al. 1996; Weckx and Clijsters 1996; Clijsters

et al. 1999), 플라스토시아닌(plastocyanin) 기능의 장애

(Kimimura and Katoh 1972), 지질 사 작용의 변화(Jones

and Harwood 1993), 중요한 미량원소 흡수기작의 교란

(Zolotukhina 1995) 등이 있다. 특히 광합성은 모든 연안 생

태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기작으로 이

에 한 유해물질의 저해는 연안 생태계의 생산성을 감소시

킬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에너지 수지에 막 한 향을

미침으로써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실내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들의 현장

적용에서 다양한 유해물질들이 복잡한 환경 하에서 실제로

는 독성의 발현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현

장에서의 독성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잘피에 한 유해오염

물질의 향을 파악하는 새로운 평가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비록 현실적인 수준보다 높은

유해물질 농도에 한 급성 향만을 평가하 지만, 본 연구

는 유해물질과 광합성간의 뚜렷한 농도- 향 관계를 파악하

고, 독성 중금속의 체내 전이에 한 생체 역학적 모델

(biokinetic model) 수립을 위한 생리적 상수를 파악함으로

서, 향후 현실적인 농도 수준에서 장기적인 만성 향을 평

가하는 연구를 위한 기반 연구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

히 해양 환경 내 유해물질의 향 연구가 어류 등 동물 위주

로 진행되고 있는 바, 생리적인 특성이 매우 다른 해산 식물

에 한 유해 물질의 생리적 독성 향에 해서는 아직 많

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

양 환경 내 다양한 유해오염물질, 특히 제초제와 같이 식물

에 특이적인 독성 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에 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평가와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연구 결과는 해산식물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 설정과 관리방

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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