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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은 지구에서 다섯 번째로 큰 륙이며, 일년 내내 낮

은 기온과 강한 바람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북극 역시 남극

과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서 많

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남극해의 경우 일사량의 연중 변화가 커서 해빙 분포의 계

절적 변화가 심해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 및 생장률이 시간

적, 공간적으로 해빙의 분포에 큰 향을 받는다(강 등

2000). 식물플랑크톤 중 해빙에 존재하는 규조류를 호냉성

규조류라 하고 이 규조류는 해수 유빙의 아래 표면 또는 내

부에 노란색에서 갈색을 띠고 있으며, 중심규조보다 우상규

조가 우점하고 있다. 최근 남극해에 생육하는 호냉성 규조류

인 Navicula glaciei와 N. perminuta에 한 형태학적, 생태학적

연구(Kang et al. 1999)와 북극 지역의 미세조류의 분류와 생

물리학적 특성 등에 한 조사(Thomas et al. 2000)가 진행된

바 있으나, 남극해에서 발견되는 미세조류의 형태와 분자 계

통학적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극지에 생육하고 있는 호냉성 미세조류들

의 분자 계통학적 유연관계를 알아보고자 핵의 SSU rDNA

(small subunit ribosomal DNA)와 색소체의 rbcL (ribulose 1,5-

bisphosphate carboxylase large subunit)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 다. SSU는 핵의 리보좀 생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로서 진핵생물에 한 분자계통학적 연구에 널리 사

용되고 있다(Medlin et al. 1996; Kühn et al. 2000; Kühn et al.

2004). rbcL 유전자는 광합성 식물의 캘빈 회로에서 CO2를

고정하는 기작에 관여하는 효소로서 색소체를 갖고 있는 식

물과 조류의 분자계통학적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Bouquet et al. 1992; Müller et al. 1998; McCourt et al. 2000;

남과 이 2001; Draisma et al. 2001; Lindstrom and Fredericq

2003; Savolainen and Chas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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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식∙주형민∙홍성수∙강재신∙최한구∙강성호*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Morphology and Molecular Data for
Antarctic Cryophilic Microalga, Porosira pseudodenticulata

Woongsic Jung, Hyoung Min Joo, Sung Soo Hong,
Jae-Shin Kang, Han-Gu Choi and Sung-Ho Kang*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7-50 Songdo-dong, Yeonsu-gu, Incheon, 406-840, Korea

We have cultured more than 100 Arctic and Antarctic cryophilic microalgal strains in KOPRI culture collections of
polar microorganisms (KCCPM). Among them, we tried to identify an Antarctic strain, KOPRI AnM0008 by
morphological and molecular analysis. Nuclear SSU rDNA and plastid rbcL sequences were used to identify the
strain. It was identified as Porosira pseudodenticulata based on SSU sequence data showing 99% identity with
GenBank X85398. This result was supported by morphological features like solitary labiate process, external
foramina and internal cribra by optical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orphological identification and
molecular analysis on polar cryophilic microalgae will be accomplished to construct the databases for KC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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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미세조류 중 KOPRI AnM0008(이하 AnM0008) 시료를

상으로 외부 형태와 미세구조를 관찰하고, 분자적 동정을 위

하여 핵의 SSU와 색소체의 rbcL 유전자 염기서열을 결정하

고, 이들 염기서열 자료의 유전자의 유용성을 비교ㆍ검토하

며, 상종 및 근연종들과의 계통학적 유연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재료 및 방법

호냉성 미세조류의 채집

AnM0008은 2000년 남극 하계연구 기간 중 남극 세종기지

부두 앞에서 망목 크기 20 µm의 식물플랑크톤 망을 사용하

여 채집하 다. 채집된 시료들은 순수 분리하여 한국해양연

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미세조류 저온배양실에서 배양하

다.

호냉성 미세조류의 형태 관찰

AnM0008의 동정 및 이미지를 얻기 위해 광학현미경과 주

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 다. 시료의 동정을 위해 슬라이드

라스 위에 일정량을 떨어뜨린 뒤 커버 라스를 덮고 광학

현미경 BX-51(OLYMPUS)에서 400-1000배의 배율로 관찰하

다. 또한 시료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1%

glutaraldehyde 고정 후 탈염한 뒤 OsO4로 후고정하고, 에탄

올로 탈수단계를 거쳐서 임계점 건조를 실시하 다. 건조된

시료는 specimen mounts에 고정하여 gold-palladium으로

coating(BIO-RAD, SEM Coating System, P5100) 후 주사전자

현미경(SEM 515, Philips)으로 검경 및 동정하 다.

호냉성 미세조류의 SSU rDNA 및 rbcL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극지연구소 미세조류 저온배양실에서 배양중인 AnM0008

10 mL를 배양튜브에 넣어 12,000 rpm으로 3분간 원심분리한

후 튜브 하부에 모인 세포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층액을 제거

한 뒤, PBS buffer 1 mL을 넣고 vortexing하는 방법으로 배지

내의 염분을 제거하 다. 이후 Accuprep genomic DNA

extraction kit (Bioneer)를 사용하여 전체 DNA를 추출하

다. 전체 DNA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EtBr을 첨가한 0.8%

agarose gel에 전기 동하 고, 그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spectrophotometer(ND-1000, Nanodrop)를 사용하 다.

SSU rDNA는 2쌍의 프라이머(Saunders and Kraft 1994) 조

합을 사용하여 두 부분으로 증폭되었다. rbcL 유전자 증폭을

위해서 총 8개의 염기서열(Genbank ID: AY571744,

AY571748, AY571749, AY571750, AY571751, AY571752,

AY571753, AY571755)을 입수하여 이들의 rbcL 유전자 염기

서열을 ClustalX ver. 1.81(Thompson et al. 1997) 컴퓨터 프로

그램으로 정렬하고 Primer3 ver. 0.2(Rozen and Skaletsky

2000)를 이용하여 프라이머를 선별하 다. 약 1500 bp의 염

기서열로 예상되는 rbcL 유전자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총 6개의 프라이머를 제작하 다(Table 1). PCR 반응액으로

Perfect Premix ver. 2.1(Takara)을 사용하 고, TP-600

(Takara)을 이용해 PCR 반응을 수행하 다. PCR 반응의 주

형으로서 전체 DNA 약 300 ng을 사용하고, 정방향과 역방

향의 프라이머 각각 20 pmol씩 반응 튜브에 넣었다. 최종 반

응액은 3차 증류수를 이용해 50 µL로 맞추었다. 적합한 PCR

반응조건을 위하여 최초에 온도구배 PCR을 수행하 는데,

중합온도를 40°C, 43°C, 45°C, 50°C로 하 다. PCR 반응은

최초 변성을 95°C에서 10분간 수행하고, 36회 반복적으로 변

성 95°C로 1분, 중합 과정은 온도구배로 1분, 신장은 72°C로

1분간 수행하 다. 이후 최후 신장 과정은 72°C에서 10분간

수행하고 이후 4°C로 반응온도를 낮추어 PCR 반응을 마쳤

다. 반응산물의 증폭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EtBr이 함유된

0.8% agarose gel로 전기 동하 다. 정확하게 증폭된 PCR

반응산물은 Accuprep PCR purification kit(Bioneer)를 사용하

여 정제하 다.

rbcL 유전자의 경우, 총 3개의 PCR 반응산물은 TOPO TA

Cloning kit(Invitrogen)를 사용하여 클로닝(cloning)하 고,

M13F(5’-GTAAAACGACGGCCAG-3’), M13R(5’-CAGGA

AACAGCTATGAC-3’) 프라이머와 Perfect Premix ver.

2.1(Takara)를 사용하여 벡터 내에 PCR 반응산물의 삽입여

부를 확인하는 크기결정 PCR(size check PCR)을 수행하

다. 삽입된 반응산물은 Accupower PCR purification kit

(Bioneer)를 이용하여 정제하여 시퀀싱 반응의 주형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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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x primers for partial rbcL sequences used in this study

Primer name Primer sequence bp Tm(°C)

Dia-F1 5’-ATG TCT CAA TCT  GTA  TCA GA-3’ 20 40.4
Dia-R1 5’-TTA CCA GAT AAA  CCT  AAT TT-3’ 20 40.3
Dia-F2 5’-TTA TTA GGT GCW* ACW* GTA AA-3’ 20 49.9
Dia-R2 5’-AAA CCT TTA ATC  ATT  AAA GG-3’ 20 42.6
Dia-F3 5’-GCG TAT GTC TGG  TGT  AGA-3’ 18 42.5
Dia-R3 5’-TAT CTT TCC ATA  AAT  CTA A-3’ 19 36.0

* W means A+T nucleic acids.



았다. 시퀀싱 반응산물의 정제를 위하여 알콜 침전법을 사용

하 고 ABI Prism 3100 Genetic Analyzer(Applied Biosystems)

를 사용하여 DNA 염기서열을 결정하 다.

DNA 염기서열은 DNassist 프로그램(ver. 2.2, http://

www.dnassist.org)와 SeqEdTM 프로그램(ABI)을 사용하여

수정한 후 완성시켰다. 완성된 염기서열은 Clustal X 프로그

램(ver. 1.64b, Thompson et al. 1997)을 사용하여 정렬시킨 후

MacClade 프로그램(ver. 4.06, Maddison and Maddison 2003)

에서 염기서열의 변화를 관찰하 다. rbcL 유전자의 경우, 제

작한 프라이머의 상 유전자가 rbcL 유전자가 맞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GenBank 내의 blastn에 염기서열을 등록하여 다

른 생물들의 rbcL 염기서열 자료와 비교하 다.

AnM0008과 연관성이 높은 종들의 염기서열을 확보하기

위하여 blastn search를 수행하 고, 이 종들에 한 분자학적

유연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AUP* 프로그램(ver. 4.0 beta

10, Swofford 2002)을 사용하 다. 분석방법으로 최 유사분

석(ML, maximum likelihood analysis; 1000 rounds of

bootstrap)과 최 절약분석(MP, maximum parsimony

analysis; R=10, 1000 rounds of bootstrap) 그리고 근린결합분

석(NJ, neighbor-joining analysis; 1000 rounds of bootstrap)을

수행하 다. 최 유사분석과 근린결합분석에서는 Modeltest

프로그램(v.3.06, Posada and Crandall 1998)을 사용하여 각

분자 자료를 위한 최적의 진화모델을 결정하고 분석에 적용

하 다.

결 과

호냉성 미세조류의 형태

형태학적으로 AnM0008은 단독, 혹은 뚜껑면(valve)에 점

액성분의 실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사슬형태의 모양이었다

(Figs 1, 2). 뚜껑면은 원형이고 직경은 35-70 µm이며, 두께

축(pervalvar axis)은 10-25 µm이었다. 10 µm 내에 망목

(areolae)은 9-10개로 관찰되었다. 망목(areolation)은 방사상

이며 점무늬열(striae)은 나선형이었다. 외부는 소실개구

(foramina)이며 내부는 다공사막(cribra)으로 되어 있었다.

입술돌기(labiate process)는 내부경계 근처에 단 하나가 관찰

되었다. 엽록체는 작고 원반모양이며 다수 존재하 다. 이러

한 형태학적 특징은 Tomas(1997)와 Scott와 Marchant(2005)

의 문헌 중, Porosira pseudodenticulata (Hustedt) Jousé의 형태

적 특징과 잘 일치하 다.

호냉성 미세조류의 SSU rDNA 및 rbcL 유전자 염기서열

SSU rDNA 염기서열 분석: 분석된 AnM0008의 SSU

rDNA의 염기서열은 총 1805 bp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GenBank에 등록시켰다(GenBank ID: DQ436461). Blastn

search 결과 총 9개의 종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그 중 Porosira pseudodenticulata와 99%(598/604)의

상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렬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의 염기에서 차이를 확인하 다(Fig. 3). Position 1176-

1177에서 두 개의 치환(T↔C와 G↔T)을 확인하 고,

position 576에서는 gap 신 G(Guanine)를 확인하 다. 특

히 X89398의 염기서열에서 position 673-674의 R은 AnM0008

에서 A(Adenine)와 G(Guanine)로 결정하 다.

GenBank의 자료 중 AnM0008의 SSU의 염기서열와 유사

도가 비교적 높은 10개의 자료를 내려받아 총 11개의 염기서

열 자료로 구성된 분류군에 1345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된

SSU의 정렬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Table 2). Galeidinium

rugatum과 Peridinium balticum을 외군으로 하는 최 유사계통

수에 최 유사분석, 최 절약분석, 근린결합분석의

bootstrap value를 표시하 다(Fig. 4A). AnM0008과 P.

pseudodenticulata는 위의 3가지 분석의 bootstrap value가 모두

100으로 강하게 지지되는 단일 계통군을 형성하 다. 이들은

강하게 지지되는 Detonula confervacea/Skeletonema costatum/

Thalassiosira nordenskioeldii의 계통군과 강하게 연관된 자매군

(sister group)을 형성하 다. Galeidinium rugatum과

Peridinium balticum이 외군으로 형성되었고, 최 유사분석,

최 절약분석 그리고 근린결합분석에 한 bootstrap valu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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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tical microscopy of KOPRI AnM0008 (Scale bar: 10
µm).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of KOPRI
AnM0008. Scale bars: 10 µm. A, valve view; B, girdle view.



최 유사계통수에 표시하 다(Fig. 4A). 시료인 AnM0008과

P. pseudodenticulata는 위의 3가지 분석의 bootstrap value가 모

두 100으로 나타나 이들은 단일 계통군을 형성하 다. 이 계

통군은 Detonula confervacea/Skeletonema costatum/Thalassiosira

nordenskioeldii의 계통군과 연관된 자매군(sister group)을 형

성하 다.

rbcL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극지 호냉성 미세조류의 rbcL

유전자에 해 온도구배 PCR 반응을 수행한 결과 모든 중합

온도(40°C, 43°C, 45°C, 50°C)에서 높은 강도로 증폭되었고,

정상적인 크기로 증폭되었다. 특히 중합온도 중 45°C에서의

PCR 산물이 3개의 PCR 부분에서 고르게 증폭되었다. 크기

결정 PCR 산물로 시퀀싱을 수행하고 세부분의 전체 DNA

PCR 산물의 염기서열을 서로 정렬하여 rbcL 유전자 염기서

열을 얻었다. 증폭된 rbcL 유전자의 염기서열의 크기는 1408

bp 으며, 이를 GenBank 내의 blastn 검색을 한 결과 다른

생물들의 rbcL 유전자와 최고 94%의 염기서열 상동성을 지

닌 것으로 나타나, 이 유전자가 rbcL 유전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된 본 시료의 rbcL 유전자의 염기서열의 길이는

1408 bp 으며, 이를 Genbank에 등록시켰다(Genbank ID:

DQ108387).

GenBank에 P. pseudodenticulata의 rbcL 염기서열이 존재하

지 않아 SSU 분석에 사용하 던 9종의 rbcL 염기서열을 입수

하여 총 10개의 분류군에 1206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된 정렬

자료를 사용하여 이들의 유연관계를 분석하 다(Table 2).

Galeidinium rugatum과 Peridinium balticum을 외군으로 하는 최

유사계통수에 최 유사분석, 최 절약분석 그리고 근린결

합분석에 한 bootstrap value를 최 유사계통수에 표시하

다(Fig. 4B). 최 유사계통수에서 AnM0008은 약하게 지지된

Rhizosolenia setigera/Detonula confervacea/Skeletonema

costatum/Thalassiosira nordenskioeldii의 계통군과 강하게 연관된

자매군을 형성하 다.

SSU rDNA와 rbcL 유전자 염기서열의 유합자료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총 10개의 유합자료의 염기서열은 총 2551

bp로 구성되었다(Table 3). 유합자료의 AT ratio는 58.2%

으며 transition과 transversion 비율은 1.02로, SSU 자료보다

낮고 rbcL 자료보다는 높았다. Informative site의 비율은 SSU

자료가 가장 높았고 유합자료, rbcL 자료의 순서로 작게 나타

났고, variable site의 비율 역시 informative site의 순서와 같

았다. 한편, 분류군간의 변이율은 SSU 자료에서 0.2-20%,

유합자료에서 5.1-16% 그리고 rbcL 자료에서 5.1-13%로 분

석되었다.

유합자료를 사용하여 Galeidinium rugatum과 Peridinium

balticum을 외군으로 하는 최 유사계통수에 최 유사분석,

최 절약분석, 근린결합분석의 bootstrap value를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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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urces of additional SSU and rbcL sequence data included in the multiple alignments

Name of Taxa SSU rbcL

Porosira pseudodenticulata (Hustedt) Jousé X85398 -
Rhizosolenia setigera Brightwell AY485508 AF015568
Detonula confervacea (Cleve) Gran AF525672 AB018006
Skeletonema costatum (Greville) Cleve AY684946 AF015569
Thalassiosira nordenskioeldii Cleve DQ093365 AB018007
Nitzschia longissima (Brébisson in Kützing) Ralfs AY881968 AY881967
Cylindrotheca closterium (Ehrenberg) Lewin & Reimann DQ178394 DQ019445
Phaeodactylum tricornutum Bohlin AJ269501 AF195952
Galeidinium rugatum Tamura & Horiguchi AB195668 AB195669
Peridinium balticum (Levander) Lemmermann AJ231803 AB195670

510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X85398   GCCAATTGGAATGAGAACAATTTAAATCCCTTATCGAGTATCAATTGGAGGGCAAGTCTGGTGCCAGCAGCCGCG-TAATTCCAGCTCCAATAGCGTATA

AnM0008  ...........................................................................G........................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90       700

X85398   TTAAAGTTGTTGCAGTTAAAAAGCTCGTAGTTGAAATACTGACATAGTCGACCGGTCTCACGCATTGTCGTGRRCACTTGTGTTGTATTAGGTCATTCTT

AnM0008  ........................................................................AG..........................

1100     1120      1130      1140      1150      1160       1170      1180     1190      1200

X85398   TGGGTTCCGGGGGGAGTATGGTCGCAAGACTGAAACTTAAAGAAATTGACGGAAGGGCACCACCAGGAGTGGAGCTGGCGGCTTAATTTGACTCAACACG

AnM0008  ...........................................................................CT.......................

Fig. 3. Comparison of SSU rDNA sequences between Porosira pseudodenticulata (X85398) and KOPRI AnM0008.



(Fig. 4C). 유합자료에 한 최 유사계통수에서 AnM0008은

비교적 강하게 지지된 Detonula confervacea/Skeletonema

costatum/Thalassiosira nordenskioeldii의 계통군과 강하게 연관된

자매군을 형성하 다.

고 찰

현재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의 미세조류 저온배

양실에는 북극 및 남극에서 채집한 100여 종류의 호냉성 미

세조류가 순수 배양되고 있다. 배양 중인 미세조류는 극지에

서 채집된 것으로 저온의 환경에 적응되어 있다. AnM0008

은 현재 2°C에서 24시간 연속 광으로 배양 중이며, 이 종에

한 생장률 실험이 실시되었다(해양수산부 2005). 질산염과

인산염이 과잉으로 첨가된 해수배지에서 생장률이 상승하

고, 규산염은 과잉으로 첨가되었을 때 생장률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과 후 규산염, 질산염, 인산염에 한

클로로필 농도가 최고를 나타내고, 15일 이후부터는 감소하

는 것으로 보여 AnM0008의 최적 배양일은 약 10일인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호냉성 미세조류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하여 형태

학적 동정과 함께 분자 계통학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을 때, AnM0008

은 Porosira pseudodenticulata (Hustedt) Jousé와 유사한 형태로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분자적 분석을 통해 뒷받침되었다.

AnM0008의 SSU 염기서열 자료 분석 결과 P. pseudodenti-

culata (X85398)와 99%의 염기서열에서 동일하 고, SS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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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ylogenetic trees constructed by maximum likelihood analyses for SSU rDNA (A; TIM + I + G model), rbcL (B; GTR + G
model) and combined (C; GTR + I + G model) alignment. Values at branches represent probabilities of maximum parsimony (left
value), maximum likelihood, and distance analyses (middle and right value, respectively). The bootstrap replicates for SSU
rDNA, rbcL and combined alignments are 1000. Scale bars = 0.05 substitutions/site.

rbcL

?

Table 3. Nucleotide composition of SSU, rbcL and their
combined sequence alignments and statistics from
maximum parsimony analyses of the individual and
combined SSU rDNA and rbcL data sets

SSU rbcL combined

Number of taxa 11 10 10
Nucleotides (bp) 1345 1206 2551
AT Ratio (%) 54.9 62.5 58.2
Ts/Tv Ratio 1.24 0.784 1.02
Variable sites (%) 32 25 28.4
Informative sites (%) 21 14 17
Divergence 0.2 - 20 5.1 - 13 5.1 - 16
between all taxa (%)

Number of MP trees 1 1 1
MP tree length 762 510 1286
Consistency index 0.782 0.680 0.733
Retention index 0.702 0.513 0.575



rbcL, 그리고 유합자료의 최 유사분석 결과, AnM0008은

Skeletonemaceae과와 Thalassiosiraceae과의 근연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AnM0008이 P. pseudodenti-culata와 형태 및 형질

이 잘 일치하고, SSU에서 2개의 염기 치환이 확인되어 잠정

적으로 AnM0008을 P. pseudodenticulata로 동정하 다.

분석 상 유전자 중 SSU 정렬자료가 variable site,

informative site와 taxa간 divergence의 비율이 rbcL 유전자보

다 높아 분자 계통학적으로 보다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극시료인 AnM0008의 경우와 같이 양극지역의 미세조류에

한 분자 계통학적 연구를 위한 GenBank 염기서열 자료들

은 다른 분류군에 비해 비교 상 분류군의 자료가 부족하고

염기서열 자료에 확정되지 않은 염기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database로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남극과 북극의 호냉성 미세조류를

상으로 형태적 연구와 함께 분자 계통학적 연구를 지속적으

로 병행하여 극지 미세조류에 한 체계적인 database를 구

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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