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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NA damage such as genotoxicity was identified with comet assay, which blood cell of a marine parrot fish (Oplegnathus 

fasciatus) was exposed to an acidified seawater, lowered pH gradient making of CO2 gas. The gradient of pH were 8.22, 8.03, 
7.81, 7.55 with control as HBSS solution with pH 7.4. DNA tail moment of fish blood cell was 0.548 ± 0.071 exposed 
seawater of pH 8.22 condition, on the other hand, DNA tail moment 1.601 ± 0.197 exposed acidified seawater of pH 7.55 
lowest condition. The approximate difference with level of DNA damage was 2.9 times between highest and lowest of pH. 
DNA damage with decreasing pH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DNA tail moment on blood cell of marine fish (ANOVA, p
< 0.001). Ocean acidification, especially inducing the leakage of sequestered CO2 in geological structure is a consequence 
from the burning of fossil fuels, and long term effects on marine habitats and organisms are not fully investigated. The 
physiological effects on adult fish species are even less known. This result shown that the potential of dissolved CO2 in 
seawater was revealed to induce the toxic effect on genotoxicity such as DNA br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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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2100년 1,000 
ppm 수준으로 증가하면 표층 해수의 평균 pH는 약 

0.3∼0.5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dersson 등, 2005; Caldeira와 Wickett, 2005). 이
와 같은 표층해수의 산성화는 해수 중 수소이온(H+)
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해수의 물리화학적 환경 변화 및 생태계 변화(또
는 피해)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또한 대기 중 CO2의 

농도는 210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이 있어 표층 해수의 산성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한다(Andersson 등, 2005). 다양한 예측 모델에 따라 

해수의 pH는 2200년이면 최대 1.0 이상 감소하여 6.7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abine, 
2004). 

해수의 pH는 일반적으로 7.5∼8.5 범위에 있으며, 
해양 표층에서 햇빛이 강한 경우 해산식물에 의한 광

합성작용이 활발하여 해수의 pH가 증가하기도 하지

만 이에 상응하여 해산동물에 의한 호흡 때문에 해수

의 pH는 다시 감소하여 평형을 이루게 된다(Wetzel, 
1983). 이 외에 아주 드물게 호기성 해수의 pH가 7.7
∼7.6 수준까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Kuntzen, 
1981). 표층해수의 pH 변화는 해수가 갖는 충분한 완

충능력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만 pH는 해수화학(seawater chemistry)의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Steele 등, 2010). 표층해수의 

pH 변화는 광합성, 호흡, 석회형성(calcification), 화
학평형, 세포외 효소의 기능, 미세환경에서의 보상기

작 등 생물의 생리활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Fabry 등, 2008). 또한 해수화학에 있어서 pH의 

감소는 해수에 녹아 있는 금속이온의 화학적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양쪽성 물질의 전하상태를 바꾸며, 기
타 다양한 화합물의 용해도를 변화시킴으로서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

다(Cambel과 Stokes, 1985). 표층해수 pH 변화로 인

해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유해한 화합물의 생물학적 

독성과 축적 정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결과로 나

타나는 생물에 대한 악영향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수 pH 변화로 인해 일본산 진주조개의 경우 pH 
7.4와 7.7에서 각각 사망률이 증가하거나 성장이 감소

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pH 7.6은 조개 패각의 용

해를 지시하는 것임을 밝혔다(Kuwatani와 Nishii, 
1969). Sunda와 Guillard(1976)는 물질의 농도가 일정

하지만 해수의 pH가 7.7로 감소했을 때, 식물플랑크

톤에 대한 구리의 독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해수에서 중금속의 화학적 평형이 pH가 감소

함으로서 구리이온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생물학적 

독성영향도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일반적

으로 해수 pH 7.5∼7.0 범위에서는 생물에 대해 치명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해산식물의 경우 pH 6.0 이하에서도 살 수 있는 호산

성 또는 산성 환경에 잘 견디는 종이 있는 것도 보고되

어 있다(Diaz와 Maberly, 2009).
해양생물의 개체 또는 개체이하 수준에서 해수 

pH 변화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 일
반적으로 생물은 내외부의 환경변화로부터 항상성

(homeostasis)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갖추고 있거나, 환경변화의 초기에 대사활동을 통해 

영향을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해산어류에서 혈

액의 pH 변화를 조절 가능한 수준은 해수에서 이산화

탄소분압(pCO2)의 농도가 5000 μatm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yashi 등, 2004; Michaelidis 등, 
2007). 이산화탄소분압(pCO2)이 증가된 해수에 어류

가 노출되는 경우 체내 pCO2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그 결과 체액에서 호흡성 과다산증(respiratory acidosis)
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산(acid) 배출이 필요하게 되

며, 어류에서 산-염기 조절기능을 일차적으로 담당

하는 곳은 아가미에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것이다

(Perry와 Gilmour, 2006). 어류 아가미에서 일어나

는 산-염기의 조절은 장(gut)이나 신장에서 일어나는 

이온교환에 의해서 완결될 것이다. 고삼투압(hyperos- 
motic) 환경인 해수에 서식하는 어류의 경우 생육에 

필요한 물을 얻는 과정에서 과량의 칼슘이온(Ca2+)이 

체내에 풍부해지며 이것은 결국 탄산칼슘으로 침적되

게 된다.
일반적인 해수 pH 수준에서는 중탄산염(HCO3-)이 

가장 많이 분포하지만 해수의 pH가 7.5 이하로 감소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 이산화탄소 형태(C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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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CO3)가 증가한다. 이러한 자유 이산화탄소 형태의 

증가는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호흡기능부전과 같

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물의 세포외 공

간(extracellular space)으로 유입되어 화학적 감각신

경의 pH를 감소시켜 아데노신의 축적과 분비를 통해 

심장이나 근육기능의 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

져 있다(Pörtner 등, 2004). 또한 자유 이산화탄소 형

태는 수소이온과는 달리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으로 

쉽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수에 유입

된 고농도의 CO2는 생물의 세포 내로 많은 양이 흡수

될 수 있으며, 흡수된 CO2가 가수분해되어 수소이온

과 중탄산염을 형성하게 되면 세포 내 pH가 감소하고 

중탄산염 농도가 증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리생화학

적 저해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Pörtner 등, 2004).
생물의 세포내 pH가 변화하는 것은 다양한 효소계

의 활성도 및 이온 교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혈액

의 pH를 변화시켜 순환계와 근골격계의 기능에 영향

을 미칠 수도 있다(Knutzen, 1981). 또한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이매패류나 고둥류, 갑각류 등의 외피 생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O2의 영향은 어떤 

특정 기능이나 조직에만 영향이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Brennan 등, 2004).
본 연구는 해수에서 용존 CO2의 증가로 인한 pH의 

변화에 의한 해양생물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어류 혈액을 채취하여 CO2로 산성화된 해수에 in vitro 
상태로 노출시킨 후, 혈구세포 속에서의 DAN 손상 정

도를 comet assay(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기법

을 활용하여 관찰하였다. Comet assay는 유해화학물

질 또는 환경변화에 의한 직접적인 DNA 나선구조의 

절단 능력(-strand의 breaking capacity)을 측정할 수 

있으며(Hovhannisyan, 2010), 상대적으로 빠르고 매

우 민감한 형광현미경 관찰을 기반으로 하여 DNA 손
상 및 복구(회복)의 정도를 개개의 세포수준에서 측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Collins 등, 2008; 
Tice 등, 2000; Wong 등, 2005). 또한 comet assay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생물의 산화스트

레스에 의한 DNA 손상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해양 생태계의 생태학적인 건강/위험을 측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Adams, 1993). 그리

고 comet assay를 활용한 일부 연구들은 유기물질 오

염과 중금속 오염을 평가하는데 적용되고 있다(Li 등, 
2006). 생물체 내에서 DNA의 손상은 RNA로의 전사

를 저해하여 결국 효소활동 저해, 일반 대사기능 저하, 
세포 내 기능 손상, 성장 저해, 생체 내 조직과 기관의 

위축 및 기능 저하, 생물의 성장 둔화, 노화, 면역기능 

저하와 생식기능저하, 질병에의 잦은 노출, 그리고 주

위 환경에 대한 적응력 저하 등 광범위한 생체 내 생리 

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lson 등, 
1998). 

본 연구에서는 CO2로 산성화된 해수의 생물에 대한 

유전독성(genotoxicity)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CO2

로 산성화시킨 해수에 돌돔(Oplegnathus fasciatus) 혈
액을 in vitro 상태로 노출시킨 후 혈구세포 속에서의 

DAN 손상 정도를 comet assay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이를 통해 CO2에 의한 생물영향을 세포수

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험생물과 해수의 pH 조절

산성화된 해수에 노출된 생물의 DNA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된 시험생물은 경남 통영 인근 해

역에 서식하는 체장 약 10 cm 정도의 돌돔(Oplegnathus 
fasciatus)이었으며, 2011년 2월 경남 통영 인근에서 

채집된 개체를 살아있는 상태로 수조에 담아 실험실

로 이동하였다. 돌돔은 실험실로 이동한 후에는 20 L 
크기의 수조에 옮겨 담았으며, 수조는 공기발생기를 

부착하여 폭기하고, 11∼13℃ 수온에서 실험 전까지 

유지하였다. 시험생물인 돌돔(O. fasciatus)은 한국어

류검색도감(Encyclopedia of Fish in Korea, Yoon, 
2002)을 참고하여 동정 확인하였다.

해수의 pH 구배는 농도가 조절된 CO2 가스(balanced 
CO2 + Air, 용기압력은 20℃에서 10 MPa, (주)에어코

리아)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해수의 pH를 조절하기 

위해 준비한 CO2 가스는 총 4개 농도구배였으며, 각
각 380, 740, 1,500, 3,000 ppm이었다. 각 농도별 조제

된 CO2 가스를 2 L 크기의 폴리카보네이트 용기에 담

은 멸균해수에 약 2시간 이상 폭기하였다. 각 농도별 

CO2 가스를 이용하여 폭기한 해수의 최종 pH 구배는 

각각 8.22, 8.03, 7.81, 그리고 7.55이었다. CO2 가스



486 최태섭․이지혜․성찬경․이정석․박영규․강성길

를 이용하여 pH가 조절된 해수는 50 mL을 취하여 마

개가 있는 배양용 플라스크에 담아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밀봉하여 실험 전까지 해수의 pH를 유지하였

다. 해수의 pH는 pH meter(model 420, Thermo 
Orion, US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2.2. Comet assay 

돌돔 혈구세포를 추출하기 위하여 주사기를 항문 

쪽으로 주입하여 척추 아래를 흐르는 배주동맥으로부

터 10∼100 μL의 혈액을 채혈하였다. 혈구세포가 포

함된 돌돔의 혈액 1∼2방울에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2 mL를 넣어 희석하였다. 희석한 돌

돔 혈액 중 100 μL를 취하여 CO2 가스와 염산으로 pH
를 조절한 해수 100 μL와 HBSS 용액 800 μL가 담겨

있는 1.5 mL 크기의 원추형 튜브에 넣고 마개를 막아 

한 시간 동안 4℃의 암냉소에 보관하였다.
Comet assay는 Singh 등 (1988)을 참고하였으며, 

일부 과정을 수정하여 이루어졌다. CO2와 염산으로 

pH를 조절한 해수에 노출된 돌돔 혈액시료를 암냉소

로부터 꺼내 5,000 rpm으로 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였다.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되어진 

혈구세포들을 0.6 % low-melting agarose gel (LMA) 
60 μL를 넣고 흔들어 재부유시켰다. 이 중 30 μL를 취

하여 1.5 % normal-melting agarose gel (NMA)로 미

리 코팅되어진 슬라이드의 한쪽에 올리고, 남은 시료

에 agarose gel 500 μL를 추가하여 흔든 후, 30 μL를 

취하여 동일한 슬라이드의 다른 한쪽에 올리고 각각 

커버글라스를 덮은 후, 약 3분간 얼음 위에 정치하여 

시료를 응고시켰다. 시료가 응고된 슬라이드에서 커

버글라스를 제거한 뒤 agarose gel 30 μL로 한 번 더 

코팅 시킨 후, 커버글라스를 덮고 얼음 위에 다시 약 3
분간 정치하였다. 시료를 응고시킨 슬라이드의 커버

글라스를 제거하고, 세포핵을 제외한 세포 소기관을 

용해시키기 위한 lysis 완충용액 (2.5 M NaCl, 100 
mM EDTA, 10 mM Tris-HCl, 10 % DMSO, 1 % 
Triton X-100)이 담긴 coplin jar에 넣고 시료를 약 2
시간 이상 냉장 보관하였다. 이때 적당한 용기에 증류

수를 담아 함께 냉장하여 차가운 증류수를 준비하였

다. 시간이 경과한 후, 응고된 시료가 올려진 슬라이드

와 차가운 증류수를 꺼내고, 차가운 증류수를 3개의 

coplin jar에 나누어 담고 시료 슬라이드를 2분 간격으

로 3번 옮겨 주었다. 다른 coplin jar에 DNA unwinding 
완충용액 (300 mM NaOH, 1 mM EDTA, pH > 13)을 

넣고 슬라이드를 옮겨 담아 15분간 다시 냉장 보관하

였다. 그 후 동일한 DNA unwinding 완충용액을 채운 

전기영동 용기에 슬라이드를 넣고 25 V, 300 mA의 

조건에서 25분간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시료 슬라이드를 0.4 M Tris-HCl 용액 (pH 7.5)
이 든 coplin jar에서 2분씩 3번 세척함으로써 시료 슬

라이드의 중성화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중성화 시킨 

시료 슬라이드를 차가운 에탄올이 담긴 coplin jar에 5
분간 담근 후, 꺼내어 25℃의 실온에서 건조시켰다. 
건조된 시료 슬라이드에 EtBr(ethidium bromide)용액 

30 μL을 넣어 염색시킨 후, 형광현미경 200배율 하에

서 돌돔 혈구세포의 DNA 손상 정도를 관찰하였다.

2.3. 자료의 분석

EtBr용액으로 염색된 돌돔 혈구세포의 DNA 손상

정도는 형광현미경에 장착된 CCD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이미지 자동분석 소프트웨어(Komet ver. 5, 
Kinet Imaging Ltd.)을 이용하여 DNA tail moment
(부서진 DNA 꼬리의 길이(μm) X 꼬리부분에 있는 

DNA(%))를 분석하였다. 한 개의 시료 슬라이드에서 

약 50개의 혈구세포 DNA 손상 정도를 반복 측정하였

다. CO2와 염산으로 조절된 해수 pH 구배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 p < 0.05)을 수행

하였으며, CO2로 조절된 해수 pH 조건과 염산으로 조

절된 유사한 수준의 해수 pH 조건에서 DNA 손상의 

통계적 차이를 t-test(p < 0.05)를 이용해 확인하였다.

3. 결 과

Comet assay는 단일세포 젤 전기영동법(single-cell 
gell electrophoresis)으로 단일세포 수준에서 DNA 단
일가닥 손상(single strand break)을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Hovhannisyan, 2010). 본 연구는 

해수에서 CO2 농도 증가로 인한 pH의 변화에 의한 어

류(돌돔) 혈구세포의 DNA 손상 정도를 comet assay
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돌돔 혈구세포를 이산화탄

소를 이용하여 산성화된 해수의 pH 구배에 노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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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value Probability

Between groups 35.123 4 8.781 9.036 < 0.001***

Total 267.359 243

Table 1. Summary of the analysis variance (ANOVA) for the effect with a range of seawater pH adjusted with CO2 on the 
DNA damage of blood cells of O. fasciatus.

DNA 손상이 전혀 없는 세포핵과 DNA 단일가닥 손

상이 많이 나타난 세포핵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DNA 단일가닥 손상이 많은 경우 상

대적으로 단일가닥의 길이가 짧아져 (+)극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어 Fig. 2(e)에 나타난 것과 같이 혜성처럼 

꼬리가 길어지게 된다. 꼬리부분에 DNA의 양이 많거

나 꼬리의 길이가 길어지면 tail moment의 값(DNA 
손상의 정도)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tail moment 값
이 커질수록 DNA 단일가닥 손상이 많음을 의미한다

(Kim 등, 2003). 
해수의 산성화는 가스상의 CO2를 해수에 폭기하여 

pH를 조정하였으며, pH의 농도구배는 8.22, 8.03, 
7.81, 7.55 이었다. 대조구는 HBSS 용액을 이용하였

으며, HBSS의 pH는 7.4 이었다. pH 8.22 조건에서 돌

돔 혈구세포의 DNA tail moment는 0.548 ± 0.071 
(mean ± S.E) 이었으며, pH 8.03에서 0.835 ± 0.124, 
pH 7.81에서 1.114 ± 0.143, pH 7.55에서 1.601 ± 
0.197 이었다. pH 7.4인 HBSS에서의 DNA tail 
moment는 0.657 ± 0.138이었다(Fig. 1). 대조구로 활

용한 HBSS에서 DNA tail moment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인 pH 7.55에 노출된 혈구세포의 DNA tail 
moment는 약 2.4배 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산화

탄소로 산성화된 해수의 pH 농도구배에서 pH가 감소

함에 따라 돌돔 혈구세포의 DNA tail moment가 유의

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1, ANOVA, 
p < 0.001). pH 구배의 가장 낮은 조건과 높은 조건인 

pH 7.55와 8.22에서의 DNA tail moment를 비교하였

을 때 약 2.9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수의 산성화

로 인해 pH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의 노

출에도 돌돔 혈구세포의 DNA가 손상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결과였다. 

Fig. 1. Variation of DNA tail moment with a range of 
seawater pH adjusted with CO2 on the DNA 
damage of blood cells of O. fasciatus. Error bar 
means standard error of 45∼50 replicates. The 
asterisk (*, **, ***) denotes that resul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at p < 0.05, 
p < 0.01, and p < 0.001, respectively.

4. 고 찰

해양생물의 DNA의 손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

생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에서는 햇빛에 노출될 때 자

외선(UV-B) 영역의 복사선을 흡수함으로서 DNA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세포 내에 자외선에 민감한 거대분자들이 

많이 존재하며, 특히 DNA는 주요 표적이 되어 자외선

에 의한 치명적인 독성이 발현된다. 환경 중에서 DNA 
손상과 같은 유전독성을 발현하는 화합물로는 대표적

으로 해양환경에서 자주 검출되는 유기오염물질인 다

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한 성분인 benzo[a]pyrene 
생물체 내에서 DNA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장 많

이 알려져 있다(Claxton 등, 1998). 이 외에도 유기염

소계 화합물 및 유도체, 지방족 화합물, 방향족 아민

(aromatic amines) 등 다양한 화합물이 유전독성을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 flora 등, 1989). 유전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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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age after running the comet assay with O. fasciatus blood cells, a) pH 7.4 of HBSS as control, b) pH 8.22 made by 
CO2 gas, c) pH 8.03, d) pH 7.81, e) pH 7.55, respectively.

을 발현하는 화합물 중에서 DNA와 상호작용을 통해 

독성이 발현되는 경우 먼저 대사작용에 의해 활성화된 

후 유전독성물질로서 독성작용이 발현되게 되며, 간접

적으로는 산소 또는 수산기를 갖는 라디칼의 형성을 

통해 유전독성을 발휘하게 된다(De flora 등, 1989).
이산화탄소(CO2)나 일산화탄소(CO)와 같은 화합

물이 직접적으로 또는 pH  변화와 같이 간접적으로 

해양생물에 대해서 세포독성이나 유전독성을 발현한

다는 연구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일부 인간과 관련된 

연구에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추출

된 추출물이 암세포주에 대해 세포독성이 발현된다는 

연구는 있었다(Ghafar 등, 2013). 
해양 표층에서 해수의 pH는 7.5∼8.5 사이이며, 평

균적으로 약 8.1 정도가 일반적이다. 과거에 비해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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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균적으로 약 0.1 정도 감소하는 것은 해수 중의 

수소이온(H+)이 약 30%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다

(Caldeira와 Wicket, 2003). 표층해수의 pH 변화에 대

한 예측 시나리오에 따르면 향후 100년 내에 pH 7.9
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Thornton, 2009), 예측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Caldeira와 Wicket (2003)이 계

산한 바에 따르면 2100년 정도에는 pH 7.7까지 2250
년까지 pH 7.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해수 

표층에서의 pH 변화는 해양에서 탄소의 순환과 관련

된 다양한 기작(용존무기탄소가 관여하는 다양한 순

환 및 기작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해양에 서식하

는 생물에게 장기적인 생리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왔다(Kleypas 등, 
1999; Sabine 등, 2004; Royal Society, 2005). 하지만 

이산화탄소에 의해 해수의 산성화가 발생하고 해수의 

pH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해양생물이 노출되

었을 때, 생물의 DNA 손상이 발생하는 유전독성의 

발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산어류의 혈액을 채취하여 in vitro 상태로 노출하

고, comet assay를 이용하여 혈액에 존재하는 DNA의 

손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pH 변화에 의해 DNA 손
상을 유도하는 정확한 기작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

나, 분석화학적 방법이나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추

후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격한 pH 변화에 노출된 해산어류의 생리학적 영

향 등이 나타나는 세포독성이나 유전독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았으며, 일부 연구에서 서

로 다른 성장단계에 있는 어류 등에서 감각능력과 관

련된 생리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전부다(Munday 등, 2009). Hayashi 등 (2004)은 이산

화탄소에 기인한 pH의 감소에 따른 독성을 평가하였

다. 넙치(Japanes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를 CO2를 이용하여 pH 6.18까지 낮춘 산성화된 해수

에 노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황산(H2SO4)으로 산성

화한 해수에 넙치를 노출하여 개체의 사망률을 측정

하였다. CO2로 산성화된 해수에 노출한 실험구에서 

48시간이내에 어류가 사망하였으며, 반면에 황산으로 

산성화된 해수에 노출된 실험구에서는 한 마리밖에 

죽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pH를 낮추기 위

하여 이용한 CO2로 인하여 만들어진 탄소과다

(hypercapnia)의 유해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CO2는 세포외 체액(extracellular fluids)에서 산성증

(acidosis)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산어류의 모든 성

장단계에서 CO2의 치명적인 독성영향의 일차적인 이

유가 되는 심장에서 분출되는 혈액의 양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심장세포에 대한 치명적인 손상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Gunnarsson, 2010). Hayashi 등 
(2004)은 이 결과를 통해서 어류들이 수소이온(H+) 농
도의 증가보다 탄소과다에 훨씬 더 만감하다고 판단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수에서 CO2 증가로 인한 탄소

과다 환경에서 CO2 활성분자가 양전하된 수소이온

(H+)보다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이산화탄소 분압(pCO2)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해수 중에서 CO2 농도의 증가는 어류의 아가미

에서 가스교환이 이루어지는 라멜라(lamellas)에서 산

소(O2) 분자에 대한 친화력(affinity)의 감소를 유도할 

것이다(Lee 등, 2003; Ishimatsu 등, 2004). 
해수에서 CO2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류 체내의 

이산화탄소 분압(pCO2)은 증가하게 되고 혈액의 pH
는 감소하게 된다.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아가미상피

에서 H+와 HCO3
-가 교환되어 pH를 회복한다. 어류의 

체액(body fluids)의 정상적인 pH는 약 7.4 정도이며, 
동맥의 혈액은 약간 더 염기성이며, 정맥을 흐르는 혈

액은 조금 더 산성이다. 이것은 혈액의 대사활성이 정

맥혈액에서 용존 CO2의 농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Gunnarsson, 2010). 세포외 체액에서 pH의 감소 또

는 증가는 각각 산성증 또는 알칼리혈증(alkalosis)을 

유도하며, 해양 척추동물에서 산성증은 단백질 기능

장애와 신경세포 시냅시스의 기능장애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로 인식되고 있다(Widdicombe과 Spicer, 
2008). 해양생물에서 세포외 체액에서 일정한 pH를 

유지하기위한 능력은 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어
류와 같은 척추동물의 경우 세포외 체액에서 항상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pH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

며, pH의 변화는 다양한 물질의 세포벽 통과가 달라

지면 이에 따른 세포내 유입의 차이로 인하여 물질의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Claiborne 등, 2002; Pörtner 
등, 2004).

다양한 요인에 의한 pH 감소의 영향은 저서생물에

서도 관찰되어 왔다. 해양에서 극피동물의 역할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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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퇴적물에서 저서교란 또는 생물학적 광물합성의 역

할을 수행하여 퇴적물 깊숙이 산소를 공급하며 생물다

양성의 증가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mbrose 
등, 2001). 극피동물의 경우 pH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

하며, 그 이유는 외형(exoskeleton)에 탄산칼슘을 사

용하기 때문에 pH와 탄산염(CO3
2-)의 포화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ely 등, 2004; 
Kleypas 등, 2006). Kikkawa 등 (2004)은 어류인 

Pagrus major를 이용하여 실시한 시범적인 연구에서 

동일한 pH 하에서도 CO2를 이용해 산성화한 해수의 

독성영향이 염산을 이용한 경우보다 훨씬 더 큰 것으

로 나타나 CO2 증가에 따른 생물영향은 단순한 산성

화(pH 감소)에 따른 영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보

고하였다. 대기 중 CO2가 해수로 유입되면 수소이온

의 농도와 함께 용존 CO2의 농도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용존 CO2는 무극성으로 세포막을 투과

하여 세포내로 유입될 수 있다. 세포로 유입된 CO2는 

가수분해를 통해 수소이온을 생성하게 되므로 세포 

내 pH를 낮추게 되는데 이때 세포는 항상성 기작에 

의해 다시 원래의 pH로 회복하기 위해 중탄산염 등 

이온교환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원래의 pH로 회복

되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면 그 과정에서 

일부 세포내 기관들이 손상될 수 있다.(Seibel과 Walsh, 
2001). 대기 중 CO2 유입으로 산성화된 해수에는 염

산으로 산성화된 해수와 동일한 농도의 수소이온과 

함께 매우 높은 농도의 용존 CO2가 함께 존재하게 되

므로 이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더 큰 독성 영향을 예

상할 수 있다. 최근 어류인 P. major의 유생에 대한 실

험에서 Ishimatsu 등 (2004)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

하였다. 동일한 해수를 CO2와 염산으로 각각 산성화 

시킨 다음 어류 유생을 노출 배양한 결과 동일한 pH
에서 CO2로 산성화한 해수에서의 사망률이 염산으로 

산성화한 해수에서보다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
와 같은 결과는 CO2의 어류 유생에 대한 독성영향은 

단순히 해수가 산성화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

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어류 혈구세포의 DNA 손상을 관찰

하기 위하여 이용한 CO2의 농도 수준은 최대 약 0.3 % 
수준이었으며, DNA tail moment는 1.6으로 유전독성

이 알려진 물질의 DNA tail moment 4 (Benzo[a]Pyrene 

0.01 ppb 조건) 또는 DNA tail moment 20 (Pyrene 1 
ppb 조건)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하여 저농도의 CO2로 산성화된 해수에 만성

적으로 노출된 어류의 성장, 대사, 이상행동 등의 원인

이 DNA 손상기인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본 연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CO2로 

산성화된 해수에 노출된 어류 혈구세포의 DNA 손상 

영향은 급성영향으로 생물저해영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DNA 손상과 같은 유전독성이 발현되는 농도

수준은 대기 중 CO2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수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CO2 가스가 심해에 투기

되는 조건에서는 투기지점 부근의 제한적인 시공간적 

범위에서는 존재할 수 있는 농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대기 중 CO2 농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해법으

로 CO2의 지중저장이 실현가능한 기술로 실증되고 있

는 과정에서 표층 해수의 산성화와 용존 CO2 농도 증

가에 따른 생물학적 위해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기 중 CO2 농도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로 제시된 해저지층구조에 영구격리하는 방안은 필연

적으로 심해생태계에 대한 잠재적인 위해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같

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해양처리

기술이 또 다른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따른 실제적인 환경적 피해

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위해성 평

가 체계의 마련은 해양처리기술의 실제 적용에 앞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PC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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