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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ylum 속에 속하는 분류군은 외부 형태가 가장 유사한

Triceratium 속과 비교하여, 전자는 (1) 투명하고 규질화 된

각(frustules), (2) 길고 견고한 중심 돌기(process), (3) 뚜

렷한 각을 이루는 곳에서 아래로 경사진 부분으로 경계를 이

루는 편평한 중심을 하고 있는 뚜껑(valve)의 독특한 형태,

(4) 세포의 직경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1861년 L.W. Bailey

에 의해 Ditylum 속을 발표하고 이듬해 출판하 다. 이와 같

은 특징을 가진 분류군을 Bailey의 부친은 발표하지는 않았

지만“Grymaia”라는 속명으로 기록한 것을 아들에 의해 신

속 Ditylum으로 하 다. 초기에는 속명도 Ditylum 또는

Ditylium으로 혼용되었으나(Van Heurck 1881), De

Toni(1894)가 바로 잡았다.

Bailey(1862)는 Ditylum trigonum과 D. inaequale 2종의 기

재문과 그림과 함께 신속을 설정하 다. 이 보다 앞서

West(1860)는 Triceratium Brightwellii로서 기재하고, 이를 기

준종으로 하 다. 아마도 Bailey가 West(1860)의 논문을 알

지 못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Hendey 1937). 따라서

Grunow(1881)에 의해 Ditylum brightwellii로 조합하 으며,

Triceratium Brightwellii는 이명(synonym)으로 처리 하 다. 

Van Landingham(1964)은 이 속에 Ditylum Brightwellii,

Ditylum cornutum, Ditylum grovei, Ditylum pernodi, Ditylum

sol 등 5종을 유효한 학명으로 출판하 으며, 최근 Hasle and

Syvertsen(1997)은 Ditylum brightwellii, Ditylum buchan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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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als with the taxonomy of the marine diatom Ditylum brightwellii (West) Grunow: shape, size and
ratio, marginal ridge, labiate process, areolation, and seasonal distribution are all considered. Ditylum brightwellii
were divided into two type; prism- and cylinder-shaped. Comparisons between specimens from the Yellow Sea
were made on, (1) shape- prism types are prismatic-shaped and/or regular square or right-angled tetragon, cylinder
types are cylinder-shaped and/or long right-angled tetragon in the girdle view, respectively; (2) size and ratio-
diameters of prism types are 82.1 ± 2 µm, while those of cylinder types are 21.2 ± 5 µm and ratio of pervalvar
axis/diameter- prism types cells are 1.0-1.5, but cylinder types are 3.9-5.5; (3) marginal ridges- prism types have
dotted, while those of the cylinder-type cells have piece, slotted or fimbriated on the marginal ridge; (4) labiate
process- both prism- and cylinder-types are central part in valve face, but length of labiate processes of prism types
are longer than those of cylinder types; (5) cell margin- the girdle margin show many shallow furrows in prism type
and smooth in cylinder type; (6) areolation- both prism- and cylinder-types are a radial pattern in the valve center,
but areolae of prism types are larger than those of cylinder types; (7) seasonal distribution- cylinder types are
dominated in summer and prism types in the othe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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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ylum pernodii, Ditylum sol 등 4종의 목록을 수록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Ditylum brightwellii, Ditylum sol 2종이 기록

되어 있고(Lee and Cho 1985; Lee 1995; 이 등 1995), 두 종

간에는 명확한 분류학적 차이가 있으며, 검색표가 잘 정리되

어 동정에는 어려움이 없다(Hustedt 1930; 久 1955;

Hendey 1964; Hasle and Syvertsen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황해의 연안역에서 4계절 출

현빈도가 높은 Ditylum brightwellii가 외부 형태에서 크기뿐

만 아니라 돌기의 차이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어, 유형(type)으로 구분하고 또한 분자생물학

적 연구의 전 단계로 분류학적 형질을 논의하고자 연구하

다.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채집은 황해 연안의 6개 지역에서 2005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9회에 걸쳐 총 229정점에서 실시하 다

(Table 1). 시료의 채집은 1 L 폴리에틸렌 병과 망목 20 µm

의 plankton net를 사용하 으며, 현장에서 4% 중성

formalin 또는 2% glutaraldehyde로 고정한 후 실험실로 운

반하 다. 실험실에서는 침전법에 의하여 시료를 24시간이

상 침전시킨 후 상등액을 siphon으로 버리고 150-200 mL로

농축하 다. 정성분석을 위하여 농축된 시료는 적당량을

slide glass 위에 놓고 ×100-1,000까지 배율을 조정하면서 검

정 및 동정하 다. 

특히 형태적 특징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료를 슬라이드 위

에 올려놓고 광학현미경(Axioskop 40, Zeiss) ×100-1,000하

에서 검정하 다. 분류군의 미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glutaraldehyde로 전 고정시킨 후(0-4°C, 15-16 min.), 2%

osmium tetraoxide로 4°C에서 3-4시간 동안 후 고정하 다.

고정 후 Et-OH series(50%, 60%, 70%, 80%, 90%: 각각 10

분씩 1회; 100%: 15분씩 2회)로 탈수, isoamylacetate series

로 치환시켜 Critical Point Dryer(SPI, Dry-CPD)로 건조시

킨 후 주사전자현미경(JSM 5600 LV, Japan)하에서 두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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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ing date and locations of the marine diatom Ditylum brightwellii in the coastal waters of Yellow Sea, Korea

Season Date Locations Latitude(N) Longitude(E)

Summer Jul. 7, 2005 Pyung Taek Habor 36°58.1’ 126°45.0’ 
Aug. 14, 2005 Karorim Bay 36°57.2’ 126°19.1’ 
Aug. 29, 2005 Yeongheungdo Is. 37°16.1’ 126°20.1’ 
Aug. 31, 2005 Incheon coast 37°26.0’ 126°31.0’ 
Aug. 4, 2006 Yeongheungdo Is. 37°16.1’ 126°20.1’ 
Aug. 11, 2006 Youngjongdo Is. 37°29.4’ 126°23.0’ 
Aug. 22, 2006 Yeongheungdo Is. 37°16.1’ 126°20.1’ 
Aug. 4, 2006 Incheon coast 37°26.0’ 126°31.0’ 
Jun. 8, 2007 Palmido Is. 37°21.0’ 126°30.1’ 
Jul. 27, 2007 Incheon coast 37°26.0’ 126°31.0’

Autumn Oct. 5, 2005 Incheon coast 37°26.0’ 126°31.0’ 
Oct. 13, 2005 Yeongheungdo Is. 37°16.1’ 126°20.1’ 
Oct. 17, 2005 Incheon coast 37°26.0’ 126°31.0’ 
Nov. 12, 2005 Yeongheungdo Is. 37°16.1’ 126°20.1’ 
Nov. 25, 2005 Incheon coast 37°26.0’ 126°31.0’ 
Oct. 22, 2007 Incheon coast 37°26.0’ 126°31.0’ 

Winter Dec. 17, 2005 Incheon coast 37°26.0’ 126°31.0’ 
Feb. 15, 2006 Yeongheungdo Is. 37°16.1’ 126°20.1’ 
Feb. 3, 2007 Yeongheungdo Is. 37°16.1’ 126°20.1’ 
Feb. 6, 2007 Incheon coast 37°26.0’ 126°31.0’ 
Feb. 10, 2007 Yeongheungdo Is. 37°16.1’ 126°20.1’ 

Spring Apr. 4, 2006 Youngjongdo Is. 37°29.4’ 126°20.1’ 
May. 7, 2006 Yeongheungdo Is. 37°16.1’ 126°20.1’ 
May. 11, 2006 Incheon coast 37°26.0’ 126°31.0’ 
May. 27, 2006 Yeongheungdo Is. 37°16.1’ 126°20.1’ 
Apr. 24, 2007 Yeongheungdo Is. 37°16.1’ 126°20.1’ 
Apr. 10, 2007 Palmido Is. 36°58.1’ 126°45.0’ 
May. 2, 2007 Yeongheungdo Is. 37°16.1’ 126°20.1’ 
May. 18, 2007 Incheon coast 37°26.0’  126°31.0’ 



(pervalvar axis)과 직경을 각각 검경 및 계측하 다.

결 과

황해해역에서 출현하는 Ditylum brightwellii를 총 29회의

채집에서 619 개체를 동정하여 형태를 관찰하 다. 이 종의

일반적인 구조는 다른 돌말류와 마찬가지로 윗뚜껑

(epitheca), 아랫뚜껑(hypotheca), 둘레띠(girdle)로 이루어

져 있었다.

Ditylum brightwellii의 세포에는 작고 구형의 엽록체가 뭉

쳐져 있었다(Figs 1-3 and 5-7). 세포를 둘레면(girdle)에서

보았을 때 프리즘형과 원통형으로 각각 구분되었다(Figs 1-4,

and Figs 5-8). 둘레면 보기(girdle view)에서 프리즘형은 세

포의 두께축(pervalvar axis)과 직경(diameter)의 길이가 거

의 비슷하여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이었고(Figs 2, 3),

뚜껑면(valve face)의 모양이 삼각형이었다(Figs 9, 10). 원통

형은 세포의 두께축이 매우 길고, 직경이 짧아 가느다란 형

으로 뚜껑면은 원통상이었다(Figs 5-8). 프리즘형이 세포벽

둘레면 표면에 골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Fig.

4), 원통형에서는 표면이 매끄럽고 부드럽게 보 다(Fig. 8).  

프리즘형의 각투는 뚜껑면 가까이에서 갑자기 경사져 세

포 전체보다 작은 삼각형으로 가장자리 융기(marginal

ridge)를 이루며(Figs 9, 10), 원통형의 각투도 갑자기 좁아

들거나(Fig. 13), 프리즘형과 달리 뚜껑면 가까이에서 세포

전체의 직경과 같은 원형의 가장자리 융기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Fig. 15). 프리즘형에서 삼각형 뚜껑면 위에 가장자리

에는 짧은 가장자리 융기가 존재하며 그 위에 가시는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으나(Figs 9-11), 원통형에서는 원형의

얕은 접시 가장자리 모양이 일정한 간격에서 홈이 파여져 있

거나(Figs 13, 14) 또는 길고 넓은 헝겊 모양으로 기부에서

합쳐져 있다(Fig. 15).  

프리즘형과 원통형 모두 둘레면 보기에서 긴 입술돌기

(labiate process)가 뚜껑면 중앙에서 돌출되어져 있으며, 형

태는 긴 막 형이다(Figs 9-12 and Figs 13-16). 이웃 세포를

연결하는 입술돌기의 평균 길이는 프리즘형과 원통형에서

각각 45.0 ± 6 µm, 41.1 ± 7 µm로(Figs 1-8, 11 and 13), 프리

즘형의 것이 더 길었다.  

프리즘형과 원통형의 뚜껑표면에서 그물눈의 배열은 돌기

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었다(Figs 9, 10, 12,

and Figs 13, 14, 16). 그물눈의 크기는 중앙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작아졌으며(Figs 12, 16), 중앙부에서 그물눈의 수는

프리즘 형이 10 µm당 4개, 원통형이 5개로 프리즘의 그물눈

이 악간 컸다(Figs 12, 16). 각투(valve mantle)의 그물눈은

프리즘형에서 10 µm에 12개, 원통형에서 17개가 있어 역시

프리즘형의 그물눈이 약간 컸다.  

두께축의 평균 길이는 프리즘형과 원통형이 각각 96.0 ± 2

µm, 99.3 ± 3 µm이었고, 직경의 평균 길이는 프리즘형과 원

통형이 각각 82.1 ± 2 µm, 21.2 ± 5 µm이었다(Table 2). 한편

직경과 두께축의 길이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직경은 프리즘

형이 겨울철과 봄철에 각각 92.4 ± 13.4 µm, 84.0 ± 18.0 µm,

여름철과 가을철과 각각 59.4 ± 21.0 µm, 69.7 ± 10.1 µm로

계절별 차이가 약간 있었다(Table 3). 반면에 원통형은 겨울

철과 봄철과 각각 23.62 ± 3.7 µm, 15.2 ± 3.1 µm, 여름철과

가을철에 각각 22.2 ± 3.9 µm, 21.2 ± 2.9 µm로 매우 가늘었

다. 프리즘형의 두께축은 여름철에 최저 83.2 ± 28.6 µm에서

가을철에 최고 104.1 ± 17.7 µm이었으며, 원통형에서는 겨울

철과 봄철에 91.1 ± 30.6 µm, 77.5 ± 11.3 µm이고,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각각 101.5 ± 28.8 µm, 115.8 ± 35.8 µm로 모든

계절에 직경 비 매우 길었다. 직경과 두께축의 비는 계절

별 차이가 약간 있으나 프리즘형에서는 1:1.0-1.5 으나, 원

통형에서는 1:3.9-5.5로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

었다.

Ditylum brightwellii의 계절적 출현 개체수를 보면 가을철,

겨울철, 봄철에 프리즘형이 많이 출현한 반면, 원통형은 여

름철에 우세한 개체수를 보 다. 즉, 프리즘형은 수온이 낮

아질수록 개체수가 증가하 고(y = -0.11x + 3.91, R2 = 0.17,

p < 0.001), 반면에 원통형은 수온이 증가할수록 그 개체수가

증가하 다(y = 0.17x - 1.06, R2 = 0.23, p < 0.001). 특히 20

이상의 수온이 높은 시기에는 원통형이 80.77%가 출현하

고, 20°C 이하에서는 프리즘형이 91.42% 출현하여 20°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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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itylum brightwellii

Characters Prism type Cylinder type

Qualitative characters
Shape of valve triangular shape rounded shape
Pattern of Areola radial pattern radial pattern
Labiate process one process in center one process in center
Marginal spines dotted or fimbriated connected in one

on valve face piece, slotted,
or fimbriated

Shape of girdle prismatic shape cylinder shape
Girdle surface many shallow smooth

furrows
Quantitative characters
Valve diameter 82.1 ± 2 21.2 ± 5
(µm)

Areolae in 10 µm
valve face 4 5
valve mantle 12 17

Pervalvar axis 96.0 ± 2 99.3 ± 3
(µm)

Number of cells 52 19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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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1. Whole shape of Ditylum brightwellii: Figs 1-3 and 5-7. LM photographs. Figs 4 and 8. SEM photographs. Figs 1-4. Girdle view
of prism shaped, Figs 5-8. Girdle view of cylinder shaped. Scale bar = 25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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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2. Detail structures of Ditylum brightwellii: Figs 9-12. Prism shaped Ditylum brightwellii. Figs 13-16. Cylinder shaped Ditylum
brightwellii. Fig. 9. Valve view triangular in outline. Fig. 10. Central labiate process and fimbriated marginal ridges on the valve.
Fig. 11. Long labiate process and valve mantle. Fig. 12. Areolation in radial rows on valve surface. Fig. 13. Valve view circular in
outline. Fig. 14. Marginal ridge on the valve face. Fig. 15. Mantle view and fimbriated marginal ridges surrounding valve rim.
Fig. 16. Areolation in radial rows on valve surface. Scale bar = 20 µm (Figs 9, 11), 10 µm (Fig. 15), 5 µm (Figs 10, 12, 15, 16), 2 µm
(Fig. 13).



기준으로 한 수온에 따라 형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

러나 염분에 의한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미발표 자

료). 

Ditylum brightwellii 계절적 출현 개체수를 비율로 보면 프

리즘형은 가을철부터 겨울철, 봄철에 89-96%를 점유하는데

비하여, 여름철에 36%에 그쳤다(Table 4). 반 로 원통형은

여름철에만 64%로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이나 가을철부

터 이듬해 봄철까지 4-11%를 보여 계절적 차이가 뚜렷하

다. 

고 찰

본 연구에서 관찰한 Ditylum brightwellii의 엽록체는 작고

구형의 모양이 가운데 또는 한쪽으로 치우쳐 뭉쳐 있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유사하 다(Hendey 1937, 1964; Cupp

1943). Ditylum brightwellii 프리즘형의 세포벽은 표면에 수직

으로 얕은 골이 매끄럽고 부드럽게 파여져 있으며, 그물눈도

역시 선형의 무늬를 보인다. 반면에 원통형에서는 매끄럽고

작은 그물눈으로 덮혀 있었다. 세포의 크기는 두께축의 평균

길이가 프리즘형과 원통형이 각각 96 ± 2 µm, 99 ± 3 µm이었

고, 직경의 평균 길이는 프리즘형과 원통형이 각각 82 ± 2

µm, 21 ± 5 µm이었다. 본 종의 크기를 기존의 문헌에서 보

면 직경은 76-80 µm(Skvortzow 1932), 60-180 µm(Hendey

1937), 14-85 µm(Cupp 1943), 25-100 µm( 久 1955;

Takano 1979; Hasle and Syvertsen 1997), 28-46 µm

(Hendey 1964)이었고, 두께축은 80-130 µm(Hendey 1937,

1964; Hasle and Syvertsen 1997), 80 µm( 久 1955) 다.

본 연구에서 프리즘형의 두께축/직경 비율은 1.0-1.5이고,

원통형은 3.9-5.5로 차이가 뚜렷하 고, 두 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Hendey(1964)는 두께축이 직경의 3-8배에 이른다고

하여 큰 변이가 있음을 보고하 다.  

프리즘형과 원통형의 이웃세포와의 연결하는 입술돌기의

평균 길이는 각각 45.0 ± 6 µm, 41.1 ± 7 µm이었으나,

Hendey(1937, 1964)의 두 연구에서 각각 60-76 µm, 20-50

µm으로 보고하여 변이가 심하 다. 이 돌기의 명칭은 초기

에는 뿔(horn)로(Hustedt 1930; Skvortzow 1932), 가시

(spine)(Hendey 1937, 1964; Cupp 1943; 久 1955), 최

근에는 Ditylum brightwellii의 세포벽의 형성과정과 입술돌기

의 형성과 세포분열에서 입술돌기(labiate process)로 명확히

하 다(Li and Volcani 1985; Pickett-Heaps et al. 1988;

Hasle and Syvertsen 1997). 

프리즘형에서 삼각형의 가장자리 융기 위에 가시는 일정

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으나, 원통형에서는 원형 위에 얕은

접시 가장자리 모양이 일정한 간격에서 홈이 파여져 있거나

또는 길고 넓은 모양으로 기부에서 합쳐져 있어 특징이 매우

달랐다. 그러나, 과거의 광학현미경 사진 또는 그림 자료에

서는 이들 모양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

프리즘형과 원통형 모두 뚜껑면의 다공 그물눈은 뚜껑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방사상 배열을 하며, 이는 Li and

Volcani(1985)의 연구에서도 동일하 다. 즉, 다공 그물눈의

크기는 중앙의 입술돌기에 가까이 있는 것이 크며 각투에 가

까워질수록 크기는 점점 더 작아졌다. 단공은 뚜껑면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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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asonal morphometric data of Ditylum brightwellii prism and cylinder shaped in the coastal waters of Yellow Sea, Korea

Season
Prism type(µm) Cylinder type(µm) Ratio (D:P)*

n
Diameter Pervalvar axis Diameter Pervalvar axis Prism Cylinder

Summer 59.4 ± 21.0 083.2 ± 28.6 22.2 ± 3.9 101.5 ± 28.8 1 : 1.4 1 : 4.6 23
Autumn 69.7 ± 10.1 104.1 ± 17.7 21.2 ± 2.9 115.8 ± 35.8 1 : 1.5 1 : 5.5 17
Winter 92.4 ± 13.4 094.0 ± 15.6 23.6 ± 3.7 091.1 ± 30.6 1 : 1.0 1 : 3.9 30
Spring 84.0 ± 18.0 099.8 ± 25.6 15.2 ± 3.1 077.5 ± 11.3 1 : 1.2 1 : 5.1 12

* D: Diameter, P: Pervalvar axis

Table 4. Seasonal comparison with cell density of Ditylum brightwellii prism and cylinder type in the coastal waters of Yellow Sea,
Korea

Season
Cell density (×103 cells L–1) Rate (%) No. of  indiv.(n)

Prism Type Cylinder Type PT CT PT CT

Summer 0.89 1.56 36 64 107 185
Autumn 0.87 0.04 96 04 038 006
Winter 1.90 0.23 89 11 144 019
Spring 0.88 0.10 90 10 106 014

* PT: Prism Type, CT: Cylinder Type



있는 입술돌기 주변을 불규칙하게 에워싸고 있으며, 원통형

에서 더 잘 발달하 다. 다공 그물눈과 단공의 전자현미경적

미세구조를 Saitow and Chihara(1982)와 Li and Volcani

(1985)의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Ditylum brightwellii의 생태적 특징은 연안성으로 온 해역

에서 주로 출현하며(Hustedt 1930; Skvortzow 1932; Cupp

1943; 久 1955; Hendey 1964), 일부 아열 및 열 해

역에서도 관찰한 바 있다(Hendey 1937; Sournia 1968). 우리

나라에서는 사계절 출현하고 있으며(Lee 1995), 늦여름부터

초가을에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다고 하 다(심 1994).  

Ditylum brightwellii의 원통형은 여름철에 우세하 고, 나

머지 계절에서는 프리즘 형이 우세하여 수온과 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리즘형은 수온이 낮아지는 가을

철부터 봄철에 이르기까지 출현빈도의 거의 90% 이상을 차

지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Ditylum brightwellii의

수온과 관련된 형태학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연

구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수온에 따른 극단적인

형태 차이를 나타내는 유형을 배양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분

자생물학적 연구에 의해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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