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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S rRNA 유전자 분석방법을 이용한 동해 울릉분지 심해 퇴적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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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assess community structure and diversity of archaea, a clone sequencing analysis based on an

archaeal 16S rRNA gene was conducted at three sediment depths of the continental slope and Ulleung

Basin in the East Sea. A total of 311 and 342 clones were sequenced at the slope and basin sites,

respectively. Marine Group I, which is known as the ammonia oxidizers, appeared to predominate in the

surface sediment of both sites (97.3% at slope, 88.5% at basin). In the anoxic subsurface sediment of the

slope and basin, the predominant archaeal group differed noticeably. Marine Benthic Group B dominated in

the subsurface sediment of the slope. Marine Benthic Group D and Miscellaneous Crenarchaeotal Group

were the second largest archaeal group at 8-9 cm and 18-19 cm depth, respectively. Marine Benthic Group

C of Crenarchaeota occupied the highest proportion by accounting for more than 60% of total clones in the

subsurface sediments of the basin site. While archaeal groups that use metal oxide as an electron acceptor

were relatively more abundant at the basin sites with manganese (Mn) oxide-enriched surface sediment,

archaeal groups related to the sulfur cycle were more abundant in the sulfidogenic sediments of the slope.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archaeal communities in the Ulleung Basin show clear spatial variation with

depth and sites according to geochemical properties the sediment. Archaeal communities also seem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biogeochemical carbon (C), nitrogen (N), sulfur (S), and metal cycles at each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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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도메인 중 하나인 고세균(Archaea)은 약 30년 전에 처음

으로 진정세균(Eubacteria)과 구분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Woese and Fox 1977). 통상적으로 고세균들은 고온, 고

압, 고염 등의 매우 특수한 환경이나 극한 환경에서 주로

분리되고 연구되었으며(Yayanos et al. 1979; Belkin and

Jannasch 1985), 일반적인 생태 환경에서 미생물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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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왔다(Gray and Herwig 1996; Ravenschlag et al.

1999). 그러나 최근 분자생태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제한된

환경에서만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던 고세균이 일반 해양

환경 및 심해 퇴적물(Vetriani et al. 1999; Reed et al.

2002; Inagaki et al. 2003; Newberry et al. 2004; Biddle

et al. 2006; Inagaki et al. 2006), 남극 퇴적물(Bowman

and McCuaig 2003; Kendall et al. 2007), 냉용수(cold

seep)지역(Knittel et al. 2005; Arakawa et al. 2006), 메탄

누출(methane seep)지역(Lloyd et al. 2006; Dang et al.

2009), 해저 열수구(hydrothermal vent)지역(Takai and

Horikoshi 1999; Reysenbach et al. 2000; Teske et al.

2002), 빈영양(organic-poor)해역(Sørensen et al. 2004), 갯

벌(tidal flat)(Wilms et al. 2006) 및 염습지(salt marsh)

(Nelson et al. 2009)와 같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광범위

하게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세균

도 진정세균과 마찬가지로 해양 퇴적물에서 생지화학적

물질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Knittel et al. 2005; Biddle et al. 2006; Hallam et al.

2006; Nicol and Schleper 2006).

외국의 경우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한 물질

순환에 대한 연구와 함께 16S rRNA 유전자 분석을 통하

여 해양 저층 퇴적물에서 고세균 군집 다양성에 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Vetriani et al. 1999; Reed

et al. 2002; Inagaki et al. 2003; Newberry et al. 2004;

Biddle et al. 2006; Inagaki et al. 2006). 이에 비해, 국내

에서는 주로 연안이나 갯벌에서 진정세균의 다양성에 대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고세균에 대한 연구는 갯벌

과 동해 연안의 수심 500-650 m 정도의 퇴적물에서 암모

니아 산화와 관련한 연구에 불과한 실정이다(이 등 2001;

조 등 2004; Kim et al. 2005; Park et al. 2008). 또한, 최

근 들어 동해 울릉분지의 심해 퇴적물에서 생지화학적 물

질순환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지만(Lee et al. 2008;

Hyun et al. 2010), 동해 심해 퇴적물 내 생지화학적 물질

순환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고세균의 생태 및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지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

의 목적은 고세균의 16S rRNA 유전자 분석을 통해: (1)

아직 알려지지 않은 동해 심해 퇴적물 내에 분포하는 고

세균의 수직적 군집구조와 다양성을 파악하고; (2) 대륙사

면과 울릉분지 지역 퇴적물의 생지화학적 특성의 차이와

연관된 고세균 군집의 분포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2. 재료 및 연구방법 

연구지역 및 시료채취 

동해는 북서태평양에 위치한 대륙주변부 해양(marginal

sea)으로 평균수심이 1684 m인 심해환경 이다(Fig. 1). 동

해의 지형은 크게 3개의 분지(일본분지, 야마토 분지 및

울릉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태학적 관점에서 울릉분

지는 한반도 남동부에서 생기는 용승 작용의 영향으로 수

층의 생물 생산력이 동해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

난다(Hyun et al. 2009). 또한, 울릉분지의 가장자리를 따

라 시계방향으로 형성된 와류(anticyclonic eddy)는 연안

의 높은 생산력을 울릉분지의 중앙부로 이동시켜(Hyun et

al. 2009), 울릉분지 퇴적물 내 유기물 함량이 2.5%로 높

게 나타난다(Lee et al. 2008). 이로 인해 울릉분지 퇴적물

내의 황산염 환원력에 의한 유기물 분해는 칠레, 페루와

같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용승 지역과 견줄 정도로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Hyun et al. 2010).

연구를 위한 퇴적물 시료는 2008년 5월에 울릉분지 내

대륙사면(정점 M1: 36o10'N; 130o10'E)과 분지(정점 M2:

36o40'N; 130o30'E)의 두 곳에서 채집되었다. 대륙사면에

위치한 정점 M1의 수심은 약 1450 m이며, 분지에 위치한

정점 M2의 수심은 약 2050 m이다. 퇴적물 시료는 한국해

양연구원의 연구선(온누리호)에 장착된 박스코어(box

core)를 이용하여 채취하였고, 선상에서 아크릴 코어를 이

용하여 수직으로 분취(sub-sampling)하였다. 공극수와 퇴

적물의 지화학적 성분 분석을 위해 1 cm 간격으로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였으며(유 등 2010), 고세균 군집 및 다양성

분석을 위한 퇴적물 시료는 정점 M1에서 측정된 퇴적물

내 황산염 환원의 수직적 분포 양상(Hyun et al. 2010)에

따라 상대적으로 산화된 표층 0-1 cm 깊이, 표층 아래의

황산염 환원이 높게 나타나는 8-9 cm 및 하부의 18-19 cm

깊이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정점 M2에서는 정점 M1

Fig. 1. Sampling sites at the continental slope (M1) and

Ulleung Basin (M2) in the East Sea. JB, YB and

UB indicate Japan Basin, Yamato Basin, and

Ulleu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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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되는 세 깊이(0-1 cm, 8-9 cm, 13-14 cm)에서 채

취하였다. 이때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어의 가운데 부

분의 시료를 채집한 후, 멸균된 용기에 담아서 분석 때까

지 냉동상태(−70oC)로 보관하였다.

전체 Genomic DNA 추출 및 16S rRNA 유전자 증폭 및

정제 

퇴적물 내 전체 핵산은 MOBIO사의 PowersoilTM DNA

isolation Kit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방법대로 처리하여 추

출하고 이를 고세균의 16S rRNA 유전자 증폭을 위한 주

형으로 이용하였다. 퇴적물 내 고세균의 16S rRNA 유전

자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primer 21F (5'-TTC CGG TTG

ATC CYG CCG GA-3')와 958R (5'-AAT TGG AKT

CAA CGC CGGR-3')을 사용하였다(DeLong 1992).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조건은 1X PCR

buffer, 2 mM MgCl2, 0.2 mM dNTPs, 5% DMSO, 0.1%

BSA, 0.2 µM primer, 2.5 U Taq DNA polymerase,

template는 약 10-100 ng으로 하였다. 반응부피 50 µl 용

량으로 핵산 증폭기(Eppendorf® Master cycler)를 이용하

여 96oC에서 10분간 반응 후, 95oC에서 1분, 52oC에서

1분, 72oC에서 1분으로 35회 반복 반응시킨 후 72oC에

서 7분간 더 반응시켰다. PCR 산물을 분석하기 위해서

0.8% agarose gel에 PCR 반응액 5 µl를 전기영동(0.5X

TAE buffer, 100 V)하여, EtBr 용액에 10분간 염색하고

증류수에 10분간 탈색시킨 후 UV Iluminator로 관찰하

였다. 

전기영동하여 확인한 PCR 산물을 PCRquick-spinTM

(iNtRON Biotechnology Inc.)을 이용하여 정제 하였으며,

약 900 bp의 증폭 산물을 고세균 군집 다양성 분석을 위

한 주형으로 이용하였다. 

16S rRNA 유전자 Cloning 

정제된 900 bp 크기의 증폭산물을 pGEM T-Easy vector

(Promega, USA)에 제조사의 방법대로 ligation 하였다. 형

질 전환체를 얻기 위하여 E.coli DH5-α에 형질 전환시킨

후, 이를 ampicillin이 포함된 LB 한천평판배지에서 배양

시켜, Blue-White colony 선별법에 의해서 클론을 선별하

였다. 무작위로 선별된 클론들을 주형으로 하여 primer

M13F (5'-GTA AAA CGA CGG CCA G-3')와 M13R (5'-

CAG GAA ACA GCT ATG AC-3')를 이용하여 vector

내의 insert 부분을 증폭하여 이를 염기서열 분석을 위한

주형으로 이용하였다. 

정점 M1(대륙사면)에서는 0-1 cm 깊이의 퇴적물에서

73개, 8-9 cm 깊이에서 110개 그리고 18-19 cm 깊이의 퇴

적물에서 128개 등 세 깊이에서 총 311개의 클론을 무작

위로 선택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정점 M2(분지)에

서는 0-1 cm 깊이에서 104개, 8-9 cm에서 128개, 13-

14 cm에서 110개 등 세 층을 대상으로 총 342개의 클론에

대한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유전자 서열 분석과 계통학적 분류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은 솔젠트 사

(solgent, Korea)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약 900 bp의

염기서열을 얻었다. 결정된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들

은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의 BLAST 검색을 통해 클론과 가장 가까운 그룹을 조사

하여 참조서열을 확보하였다. 유사도를 97% 이상 갖는 클

론들은 같은 phylotype으로 구분하였으며, 염기서열의 정

렬은 Clustal X program을 이용하였다. 염기서열 간의 유

전적 거리와 phylogenetic tree는 Jukes & Cantor distance

model과 neighbor-joining method에 의해 추정하여 분석

하였으며, neighbor-joining data의 bootstrap 분석 시에

1000회의 resampling을 적용하여 500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은 백분율로 나타내어 phylogenetic tree에 표시하였다

(Fig. 2-5).

Accession Number 

동해 심해 퇴적물에서 분석된 총 653개의 클론 중

154개의 대표 클론에 대해 결정된 부분 염기서열들은

NCBI GenBank로 부터 accession number(HM998397-

HM998550)를 부여 받았다. 

3. 결 과

본 연구지역에서 고세균 16S rRNA 유전자 클론의 염

기서열 분석 결과 동해 심해 퇴적물에서 나타나는 고세균

은 크게 Crenarchaeota 와 Euryarchaeota 두 그룹으로 나

뉘어졌다. Crenarchaeota에서는 Marine Group I(MG I),

Marine Benthic Group B(MBG B), Marine Benthic

Group C(MBG C), Miscellaneous Crenarchaeotal Group

(MCG)에 속하는 클론들이 주로 나타났으며, 낮은 비율로

Marine Hydrothermal Vent Group(MHVG)과 관련된 클론

도 나타났다(Table 1). Euryarchaeota에서는 Marine

Benthic Group D(MBG D)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Terrestrial Miscellaneous Euryarchaeotic Group(TEMG)

및 Methanosarcinales와 연관된 클론들도 낮은 비율로 나

타났다(Table 1). 

Marine Group I 

Crenarchaeota에 속하는 MG I은 대륙사면인 정점 M1

과 울릉분지인 정점 M2의 표층(0-1 cm)에서 각각 97.3%,

88.5%의 압도적인 비율로 우점하였고, 두 정점 모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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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깊어짐에 따라 비율이 약 2%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Table 1). 정점 M1의 표층에서 총 73개의 클론 중 71개의

클론(5 phylotype)이 MG I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2개의 클론은 하나의 phylotype으로 구분되었고(전

체 클론의 57.5%), 이 phylotype의 대표 클론인 M1-1

Ar01은 동해(Japan Sea)의 냉용수(cold seep) 지역에서 나

온 클론(AB239073)(Arakawa et al. 2006)과 99%의 유사

성을 보였다(Fig. 2). 깊이 8-9 cm에서는 표층과 달리 9개

의 클론만이 MG I에 포함되었으며(전체 클론의 8.2%), 깊

이 18-19 cm에서는 3개의 클론만이 관찰되었다(Table 1). 

Fig. 2. Phylogenetic tree showing the Marine Group I of the Crenarchaeota (M#-#Ar##: Site-depth Ar clone No.).

Table 1. Number and relative contribution (%) of archaeal communities based on 16S rRNA gene clone libraries in

deep sea sediments at Slope (M1) and Basin (M2) 

Location

Water 

depth

(m)

Depth 

(cm)

Crenarchaeota Euryarchaeota 

MG I
MBG B /

DSAG
MBG C MCG MHVG MBG D TEMG other

M1 

(Slope) 
1453

0-1 71 (97.3) 1 (1.4) - 1 (1.4) - - - -

8-9 9 (8.2) 40 (36.4) 11 (10.0) 11 (10.0) 1 (0.9) 35 (31.8) 3 (2.7) -

18-19 3 (2.3) 48 (37.5) 17 (13.3) 33 (25.8) - 26 (20.3) 1 (0.8) -

M2

(Basin)
2050

0-1 92 (88.5) - 6 (5.8) 1 (1.0) - 4 (3.8) - 1 (1.0)

8-9 3 (2.3) 14 (10.9) 92 (71.9) 17 (13.3) - 2 (1.6) - -

13-14 3 (2.7) 19 (17.3) 69 (62.7) 7 (6.4) 2 (1.8) 10 (9.1) - -

MG I; Marine Group I.

MBG B/DSAG; Marine Benthic Group B/ Deep Sea Archaeal Group.

MBG C; Marine Benthic Group C.

MCG; Miscellaneous Crenarchaeotal Group.

MHVG; Marine Hydrothermal Vent Group.

MBG D; Marine Benthic Group D.

TEMG; Terrestrial Miscellaneous Euryarchaeooti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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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M2의 표층에서는 총 104개의 클론 중 92개의 클

론이 MG I에 속하였으며, 이 중 63개의 클론이 하나의

phylotype(대표 클론: M2-1 Ar01)으로 구분되었고(전체

클론의 59.56%), 이 클론은 오흐츠크 해(Okhotsk Sea)의

메탄 누출지(methane seep) 퇴적물에서 나온 클론

(EU713908) (Dang et al. 2009)과 99%의 유사성을 보였

다(Fig. 2). 정점 M2의 8-9, 13-14 cm 깊이에서는 MG I

에 속하는 클론이 각각 3개씩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MG

I에 속하는 고세균들은 호기성이며 암모니아를 아질산염

(nitrite)으로 산화시키는 화학합성세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Konneke et al. 2005). 본 연구에서 관찰된 MG I도

암모니아 산화세균인 Nitrosopumilus maritimus(DQ085097)

와 높은 유연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또한

candidatus Nitrososphaera gargensis와 연관된 클론도 정

점 M2의 13-14 cm 깊이에서 1개의 클론이 나타났다. 

Marine Benthic Group B(MBG B) 

이 그룹은 deep-sea archaeal group(DSAG)라고도 불리

며, 대부분 심해 저층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Takai and Horikoshi 1999; Vetriani et al. 1999; Reed et

al. 2002; Inagaki et al. 2003). 본 연구에서 MBG B는 대

륙사면인 정점 M1의 표층(0-1 cm)에서는 단 하나의 클론

만 나타났지만 저층의 두 깊이(8-9, 18-19 cm)에서는 모두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여(Table 1) 전체 클론 중 가장

우점하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깊이 8-9 cm 경우, 40개의

클론(6 phylotype)이 나타났으며, 특히 클론 M1-9 Ar25의

경우 30개의 클론이 하나의 phylotype으로 구분되었다(전

체 클론의 27.3%). 이 클론은 오흐츠크 해의 냉용수 지역

에서 나온 클론(EU713883)(Dang et al. 2009)과 높은 유

사도를 보였다(Fig. 3). 깊이 18-19 cm에서도 48개의 클론

(5 phylotype)이 나타나, 가장 우점 하는 그룹으로 나타났

다(Table 1). 클론 M1-19 Ar13은 오흐츠크 해의 냉용수

지역에서 나온 25H-0S-25(EU713883) 클론(Dang et al.

2009)과 유사성을 보였으며, 총 28개의 클론이 하나의

phylotype을 형성하였다. 또한 M1-19 Ar16 클론은 Eel

River Basin의 메탄 누출지에서 나타난 Mn3b-A65 클론

(FJ264536)(Beal et al. 2009)과 연관되었으며, 총 16개의

클론이 포함되었다(Fig. 3). 

한편 정점 M2의 표층(0-1 cm)에서 MBG B는 나타나

지 않았고, 깊이 8-9, 13-14 cm에서는 각각 10.9%, 17.3%

의 비율로 정점 M1에 비해 미미하게 나타났다(Table 1). 

Marine Benthic Group C 

MBG C는 MCG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Fig. 3. Phylogenetic tree showing the Marine Benthic Group B and Marine Hydrothermal Vent Group of the Cre-

narchae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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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riani et al. 1999) 본 연구에서도 계통분류학적으로

봤을 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정점 M1의

표층에서 MBG C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깊이 8-9 cm에서

는 10%, 깊이 18-19 cm에서는 13.3%의 비율로 나타났다

(Table 1). 정점 M2의 표층에서 MBG C는 5.8%의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저층의 깊이 8-9, 13-14 cm에서 각

각 71.9%, 62.7%의 높은 비율로 존재했다. 정점 M2에서

나타난 MBG C에 속하는 클론들은 크게 Live control

Archaea 그룹과 Manganese Archaea 그룹(Beal et al.

2009)으로 나누어졌다(Fig. 4).

Miscellaneous Crenarchaeotal Group 

이 그룹은 두 정점 모두 표층(0-1 cm)에서는 1%의 낮

은 비율을 보이지만 정점 M1에서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10.0%(8-9 cm), 25.8%(18-19 cm)의 비율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점 M2의 깊이 8-9 cm에서는

13.3%, 깊이 13-14 cm에서는 6.4%의 비율로 나타났다

(Table 1). 본 연구에서 나타난 클론의 대부분이 오흐츠크

해의 냉용수 지역(Dang et al. 2009)과 Eel River Basin

(Beal et al. 2009)에서 나타난 클론과 높은 유사성을 나타

내었다(Fig. 4). 이 그룹은 해양 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광

범위하게 나타나는 그룹이다(Chandler et al. 1998; Stein

et al. 2002).

Marine Hydrothermal Vent Group 

정점 M1의 깊이 8-9 cm에서 1개 클론과 정점 M2의 깊

이 13-14 cm에서 2개의 클론만 관찰 되었다(Table 1). 이

그룹은 주로 열수 환경(Takai and Horikoshi 1999)에서 나

타났던 그룹이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클론들은 멕시코

만(Mexico Gulf)과 오흐츠크 해의 냉용수 지역에서 나온

클론들과 연관되어 나타났다(Fig. 3).

Marine Benthic Group D 

Euryarchaeota에 속하는 MBG D는 정점 M1의 표층(0-

1 cm)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깊이 8-9 cm에서 31.8%,

깊이 18-19 cm에서 20.3%의 비율로 나타났다(Table 1).

정점 M2의 표층에서는 4개의 클론이 나타났으며, 깊이 8-

9, 13-14 cm에서는 각각 2개, 10개의 클론이 정점 M1 보

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이 그룹에 속하는 고

세균은 산소가 적은 지역에서 항상 발견되고 있지만

Thermoplasmales와 연관이 있다. 해양의 퇴적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룹이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클론의 대

Fig. 4. Phylogenetic tree showing the Marine Benthic Group C and Miscellaneous Crenarchaeotal Group of the

Crenarchae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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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오흐츠크 해의 냉용수 지역(GU270131)(Dang et

al. 2010)과 Eel River Basin에서 나타난 클론(GQ356805)

(unpublished)과 유연관계를 맺었다(Fig. 5). 

Other Euryarchaeota 

Terrestrial Miscellaneous Euryarchaeotal Group(TMEG)

은 정점 M1의 표층(0-1 cm)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

층에서만 나타났는데 깊이 8-9 cm에서는 3개, 깊이 18-

19 cm에서는 단 1개의 클론만 나타났다. 이 그룹은 주

로 육상에서만 나타나는 그룹이다. 정점 M2에서는

TMEG와 관련한 클론은 나타나지 않았고, 표층에서

Methanosarcinales와 관련한 클론이 1개 나타났다. 

4. 고  찰 

본 연구에서 16S rRNA 유전자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동해 심해 퇴적물 내의 고세균 군집구조와 다양성을 분석

한 결과, (1) 다양한 고세균 그룹이 울릉분지 심해 퇴적물

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울릉분지 내 서로

다른 두 환경(대륙사면 vs 분지) 및 각 환경의 깊이에 따

른 고세균의 군집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3) 대

부분의 클론들이 배양 가능한 미생물 그룹과 일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심해 퇴

적물 내의 고세균 생태 연구에서 배양 방법을 이용한 연

구는 다양한 고세균 그룹을 이해하기에 많은 제한이 있으

며, 심해환경의 미생물 생태 및 생지화학적 물질순환과 연

관된 고세균 그룹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Marine group I과 질소 순환 

연구지역인 정점 M1과 정점 M2의 표층(0-1 cm)에서

나타난 MG I은 각각 97.3%와 88.5%의 비율을 보이며 압

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정점의 저층에서

는 2.3-8.2%의 낮은 비율로 감소함을 보였다. MG I에 속

하는 고세균들은 암모니아 산화세균(ammonia oxidizer)으

로 알려져 있다(Konneke et al. 2005).

미생물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질산염으로 전환되는 질산

화 작용은 전 지구적인 질소 순환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

한 과정이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진정세균들만이

이러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질산화

작용에서의 핵심 효소인 ammonia monooxygenase의

subunit인 amoA 유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진정세균

뿐만 아니라 고세균도 질산화 작용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Fig. 5. Phylogenetic tree showing the Marine Benthic Group D and Terrestrial Miscellaneous Euryarchaeootic Group

of the Euryarchae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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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었다. Leininger et al. (2006)의 연구에서는 기후가

다른 세 지역의 토양으로부터 서로 다른 12개의 유전자

타입이 확인되었으며, Crenarchaeota에 속하는 고세균의

amoA 유전자 카피 수가 진정세균보다 3000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Park et al. (2008)의 연구

에 의하면 동해 해양 퇴적물의 표층에서도 진정세균의

amoA 유전자보다 고세균의 amoA 유전자가 더 우세하게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최근 Martens-Habbena

et al. (2009)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SCM1(candidatus

Nitrosopumilus maritimus)으로 알려진 해양의 고세균이

진정세균의 암모니아 산화효소보다 훨씬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기존에 알

려진 암모니아 산화세균(ammonia-oxidizing bacteria)보다

고세균이 해양의 질소 순환에 훨씬 더 우세하게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MG I에 속하

는 클론들이 암모니아 산화 미생물인 Nitrosopumilus

maritimus와 높은 유연관계를 맺으며, 정점 M1(대륙사면)

과 정점 M2(울릉분지)의 표층에서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

로 미루어 이들이 동해 심해 퇴적물 표층에서 질소 순환

과 연관된 중요한 그룹으로 인식되었다. 

대륙사면과 울릉분지 지역 간의 고세균 군집 특징 

최근에 Hyun et al. (2010)은 울릉분지의 대륙사면과 분

지가 지화학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예로

써, 대륙사면인 정점 M1과 울릉분지인 정점 M2의 퇴적

물을 깊이 0-10 cm까지 누적한 황산염 환원력은 각각

8.07과 3.18 mmol m−2 d−1로 대륙사면이 분지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 분지의 표층 퇴적

물 내에 산화된 철이나 망간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여, 상

당량의 유기물 분해가 망간 및 철 환원 작용에 의해 일어

나 황산염 환원이 억제된 결과이다. 황산염 환원의 산물로

서 본 연구와 동시에 측정된 총 환원황(total reduced

sulfur; TRS)의 농도 역시 대륙사면이 분지보다 약 5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유 등 2010). 이러한 지화학적 성분들

의 분포는 대륙사면이 울릉분지보다 상대적으로 더 환원

된 환경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정점 M1과 정점 M2 모두 표층(0-1 cm)에

서는 Crenarchaeota에 속하는 MG I이 압도적으로 우세함

을 보였으나, 두 정점의 표층 아래 퇴적물에서는 고세균

그룹의 분포와 조성에서 확연한 지역적 차이를 보였다. 대

륙사면에 있는 정점 M1의 저층(8-9, 18-19 cm)에서는

Crenarchaeota에 속하는 MBG B/DSAG가 약 37%의 비

율로 가장 우점하는 그룹으로 나타났는데, 이 그룹은 주로

오흐츠크 해와 난카이 해구(Nankai Trough) 지역, 페루

(ODP Leg 201, site 1227, 1230)와 카스카디아 대륙 주변

부(Cascadia margin)(ODP Leg 201, site 1244, 1245,

1251)의 저층 퇴적물의 혐기성 환경에서 우세하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eed et al. 2002; Inagaki et al.

2003; Biddle et al. 2006; Inagaki et al. 2006; Sørensen

and Teske 2006). 본 연구에서 나타난 MBG B/DSAG 그

룹에 속하는 클론들은 주로 오흐츠크 해의 냉용수 지역과

Eel River Basin의 메탄 누출지 등 저층의 혐기성 조건에

서 나타난 클론들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Fig. 3).

Euryarchaeota에 속하는 MBG D는 대륙사면인 정점

M1의 깊이 8-9, 18-19 cm에서 각각 31.8%, 20.3%의 비

율을 보이며 두 번째로 우점하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릉분지인 정점 M2에서는 모든 깊이에서 1.6-9.1%의 비

교적 낮은 비율로 존재하였으며, 두 정점의 저층에서

MBG D는 확연한 지역적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MBG D에 속하는 클론들은 Thermoplasma와 연관

이 있음이 조사되었다(Fig. 5). Thermoplasma는 호열성,

극호산성(acidophilius)의 특징을 가지며 황(sulfur)호흡(황

환원)을 하는 고세균으로 알려져 있다(Madigan and

Martinko 2006). 퇴적물 내의 산소 농도가 감소하면서 혐

기성 환경으로 변하게 되면 산화-환원 전위차에 따라 질

산염 환원, 망간 환원, 철 환원, 황산염 환원 및 메탄 생성

이 뚜렷이 구분된다. 이때 황 환원은 일반적으로 혐기성

조건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전자수용체로 황(So) 원소를

이용하며 이를 환원시켜 황화수소(HS−)를 만든다. 황 환

원에 의해 배출되는 황화수소는 금속 이온과 결합하여 금

속 황 화합물(metal sulfide)을 형성하여 퇴적물 내에 저장

하여 이들의 거동에 영향을 주며 해양환경에서 생지화학

적 물질순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현 등 2003).

한편, Beal et al. (2009)의 연구에서 의하면 아무것도 넣

지 않고 배양한 Eel River 퇴적물에서 MBG D는 전체 클

론의 약 40%의 비율로 고세균 중 가장 우점하는 그룹으

로 나타났지만, 망간 산화물을 첨가하여 배양한 퇴적물에

서는 약 35%의 비율로 감소한 반면, 황산염을 넣고 배양

한 퇴적물에서는 약 4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MBG D 그룹은 황 원소 순환에 관련된 고세균 군집일 것

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MBG D에 속하는 클

론들이 울릉분지(M2)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원된 환경인

대륙사면(M1) 퇴적물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대

륙사면의 높은 황산염 환원(Hyun et al. 2010)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울릉분지 정점인 M2의 저층(8-9, 13-14 cm) 환경

에서는 Crenarchaeota에 속하는 MBG C가 63-72%의 높

은 비율로 우점함을 보였다(Table 1). 정점 M2에서 나타

난 MBG C는 크게 Manganese Archaea 그룹과 Live

control Archaea 그룹으로 나누어진다(Beal et al. 2009)

(Fig. 4). Manganese Archaea 그룹은 Eel River 퇴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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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산화물을 첨가하여 배양한 퇴적물에서 검출된

Mn3b-A78(FJ264526) 클론과 유연관계를 가지는 그룹이

다. 정점 M1에서 Manganese Archaea 그룹으로 나타난

클론들은 8개에 불과하지만, 산화된 망간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정점 M2의 깊이 8-9, 13-14 cm에서 관찰된 각

각 41개, 19개의 클론이 모두 하나의 phylotype으로 구분

되어 나타났다(Fig. 4). 따라서 울릉분지 초입인 정점 M2

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난 Manganese Archaea 그룹은 환

경 내 존재하는 망간 산화물을 이용하여 대사 작용을 하

는 고세균 그룹일 것으로 여겨진다(Table 2). Live control

Archaea 그룹은 Eel River 퇴적물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배양한 퇴적물 시료에서 검출된 Live controlA56(FJ264805)

클론과 유연관계를 맺는 그룹이다. Live control Archaea

그룹에 속하는 거의 모든 클론이 정점 M2에서 검출되었

다(Fig. 4). 비록 망간산화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시료

에서 나온 클론과 유연관계를 맺지만 이 클론 그룹은 산

화된 환경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대륙사면인 정점 M1과 울릉분

지인 정점 M2의 혐기성 환경에서 우점하는 고세균 군집

이 매우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정점 M1에서는

MBG B/DSAG와 MBG D가 정점 M2에서보다 우세한 비

율로 나타난 반면 정점 M2에서는 MBG C가 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정점 M1과 정점 M2에서 나타나는 지화학적

성분들의 분포들이 고세균의 군집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MBG B/DSAG와

MBG D는 환원된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상

대적으로 MBG C는 좀 더 산화된 환경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의 결과 동해 울릉분지와 대륙사면의 심해 퇴적

물 내 서식하는 고세균 군집은 퇴적 깊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다양한 고세균 그룹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중 암모니아 산화세균(ammonia-oxidizer)으로 알려

진 MG I이 표층 퇴적물 내에서 85% 이상의 압도적인 비

율로 나타나, 본 연구지역에서 질소 순환과 관련하여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지화학적

특성 차이로 인해 대륙사면에서는 황 원소 순환과 관련된

고세균 군집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산화된

환경인 울릉분지에서는 환경 내에 존재하는 금속 산화물

을 이용하여 대사 작용을 하는 고세균 그룹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계통분석

을 지지할 수 있는 고세균과 진정세균들 간의 상호작용

및 퇴적물 과 공극수의 지화학적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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