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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ing concentration of atmospheric carbon dioxide is causing ocean acidification and global 
warming. The seahorse is an important species in marine ecosystems and fishery markets, however, 
their populations have recently decreased due to ocean acidification. As a result, we examined 
changes in the physiological responses of the spotted seahorse Hippocampus kuda when it was exposed 
to acidic sea water (pH 6.0, 6.5, and 7.0) and normal seawater (pH 8.0 as the control) over a period 
of 15 days. As the pH decreased, the seahorses’ body weight and length also decreased. Components 
in body of ash, the crude lipids and crude proteins also differed significantly with changes in pH, 
due to stress caused by the seahorses’ exposure to the acidic water conditions. The superoxide dis-
mutase level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pH 6.0 and 6.5 groups than they were in the pH 7.0 
and pH 8.0 groups. However, the catalase and glutathione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cid-
ic sea water groups. We suggest that decreasing the pH level of rearing water induces a stress re-
sponse in H. kuda, damaging their ability to maintain their homeostasis and energy metabo-
lism.Antioxidant enzymes are generally sensitive to acidic stress; in this study, the antioxidant activity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pH level of the rearing wat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hysio-
logical stress, induced by exposure to acidification, induces an antioxidant reaction, which can reduce 
general components in the body and the growth of H. k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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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마류(Genus Hippocampus)는 큰가시고기목(Order Gas-

terosteiformes), 실고기과(Family Syngnathidae)에 속하는 어

류로서 온대 및 열대해역의 산호초가 많고 수심이 얕은 연안

에 주로 서식하며, 산란기에는 수컷의 육아낭에 암컷이 알을 

넘겨주어 수컷이 출산하는 특이한 산란방식을 가지고 있다[8, 

2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마(H. coronatus), 가시해마(H. his-

trix), 산호해마(H. mohnikei), 점해마(H.trinaculatus) 및 복해마

(H. kuda)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13]. 일반적으로 해

마는 아시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한약재료(Medicinal 

herbs)로서 특히 중국에서는 성기능 개선 및 간과 기관지의 

치료에 효과적인 한약재로 여겨져 다방면에서 이용되고 있다

[31]. 이 외에 북미와 유럽에서는 해마를 관상용으로서 주로 

사육하고 있으며, 건조 해마를 이용한 골동품 및 기념품으로 

개발하여 판매되고 있다[5]. 해마의 기능성에 대한 기존의 연

구에 따르면, 해마 가수분해물이 항암 작용, 항산화 작용 및 

퇴행성관절염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32, 43, 44].

그러나 최근 해마의 자원량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산성화

를 비롯한 환경변화에 의하여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35]. 해양 산성화는 산업 발달에 따른 무분별한 화석원료 사용

으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 현상이 유발되어 해양의 CO2농도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34]. 이러한 해양 산성화는 수중

의 pH 농도를 저하시켜 생태계 변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해양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4]. 현재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마의 생장에 관한 

연구는 염분 내성, 광도에 따른 성장률 변화, 수온에 따른 성장 

및 생존율 변화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9, 16, 17, 22]. 

또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복해마(Hippo-

campus kuda)의 경우, 동남아지역의 수중 pH 저하로 인해 서

식지인 mangrove가 파괴됨으로 해마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해양 산성화가 해마의 자원량 감소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33].

더욱이 일반적으로 해마류는 유동성이 미약한 정착성 수산 

동물로서 호흡에 민감하여 수중의 pH의 저하는 생리적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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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중의 pH 저하가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 종인 복해마(H. kuda)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낮은 pH의 환경수 조건에서 복해마

(H. kuda)를 사육하여 체내 조성 변화 및 항산화 효소 활성 

변화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어  실험조건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험어는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수산종묘 배양장으로부터 양식되어진 복해마(H. kuda)를 분양 

받아 실험 직전 약 2주일간의 순치 기간을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육수조는 0.5 m × 0.5 m × 0.5 m, 250 l 용량의 

일체형 수조를 이용하였으며, 실험군은 자연해수(pH 8.0)를 

대조군으로 하여 pH 6.0, 6.5 및 pH 7.0의 조건으로 설정하였

다. 실험기간 동안 모든 수조는 수온 23.0℃, 염분 35.0 psu 

및 용존산소(DO) 7.0 ppm을 유지하였다. 수조의 여과는 순환

여과식 여과 장치를 사용하였고 사육환경의 변화 방지를 위해 

별도의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실험기간 동안 정치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해수의 pH조건은 10 M 

HCl을 이용하여 각각 pH 6.0, 6.5, 7.0 및 pH 8.0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실험 수조 셋팅 후, 평균 전장 11.45±2.51 cm, 및 

체중 5.83±2.84 g인 복해마(H. kuda) 20마리를 약 6시간에 걸쳐 

서서히 실험군의 pH조건이 되도록 조정한 각각 4개의 사육수

조에 크기 및 무게가 유사하도록 분리하여 수용한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각 pH 조건 별 사육은 15일간 실시하였으며, 사육

기간 동안 먹이는 공급하지 않았다. 사육 기간 동안의 pH 변화

는 pH측정기(HACH, HQ11dpH meter)를 사용 하여 3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사육 후의 체중과 전장은 0.01%의 

2-phenoxyethanol로 마취한 후 계측하였다.

체내 조성 변화

사육수의 pH변화에 따른 복해마(H. kuda)의 체내조성의 변

화는 사육 종료 후 동결건조하여 회분은 직접회화로법(550°C, 

6시간)으로, 조단백은 자동 조단백분석기(Kjeltec System 

2300, Sweden)로 각각 분석하였으며, 조지방 Soxhlet 추출장

치(Soxhlet Heater System C-SH6, Korea)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10].

항산화 활성 분석

사육수의 pH변화에 따른 복해마(H. kuda)의 항산화 활성 

변화에는 실험어로부터 간을 적출한 후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 및 glutathione (GSH) 활성을 분석하여 

조사하였다. SOD 활성의 분석은 sigma사의 kit에 포함되어 

있는 buffer로 간을 균질화하여 10,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층액을 이용하여 SOD Assay kit (Sigma-aldrich)

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CAT 활성 분석은 BioVision사의 

kit에 포함되어있는 assay buffer 0.2 ml로 간을 균질화한 뒤 

10,00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이용하여 

catalase activity Assay kit  (BioVision)의 방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GSH 활성 분석은 5% 5-sulfosalicylic acid (SSA) 

0.5 ml를 첨가하여 간을 균질화 후, 8,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

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이용하여 total glutathione quantifica-

tion kit (Dojindo)의 방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혈액성상분석을 제외한 모든 결과는 SPSS ver-

sion 21 (SPSS Inc., USA)을 활용하여 One-way ANOVA-test 

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값의 유의차는 Duncan’s 

multiple test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측정하였으며, p<0.05에서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결   과

체   장의 변화

각기 다른 pH농도 환경에서 복해마(H. kuda)를 사육 후 어

체 무게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15일간의 사육 실험 종료 후 

초기 평균 무게 5.83±2.84 g의 실험어는 pH 8.0, 7.0, 6.5 및 

pH 6.0의 농도 감소에 따라 10.72±1.18 g, 5.37±3.69 g, 4.22± 

3.17g, 및 3.01±3.33 g으로 나타났다(Fig. 1A, p<0.05). 이처럼 

대조군인 pH 8.0에서는 실험기간 동안 복해마(H. kuda)의 성

장이 이루어졌으나, pH가 저하함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크기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장의 변화에 

있어서도 초기 평균 전장 11.45±2.51 cm이었던 실험어가 각각 

pH 8.0, 7.0, 6.5 및 6.0의 pH농도의 감소에 따라 14.83±0.75 

cm, 11.43±2.86 cm, 10.28±3.26 cm 및 9.27±3.16 cm으로 나타

나(Fig. 1B), 체중의 변화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

에 사용한 복해마(H. kuda)의 경우 크기가 작아 혈액 추출에 

어려움이 있어 실험 전 구간의 복해마(H. kuda)의 혈액을 합하

여 분석한 결과 pH의 저하에 따라 다른 혈액 성분에 비해 cal-

cium 농도가 농도의존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data not shown). 혈액의 calcium 농도는 생체 내 대사 활성 

및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실험에서 

나타난 pH의 저하에 따른 복해마(H. kuda)의 크기 변화가 혈

액 내 calcium 농도의 저하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체내 조성 변화

해마류는 기능성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육에 

따른 체내의 성분변화가 자원으로서 가치를 결정 짓는데 중요

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육 환경

수의 pH 변화 따른 체내 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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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hanges in average body weight of spotted seahorse 

(H. kuda) maintained to different pH concentrations at 

pH 6.0, 6.5, 7.0 and 8.0 for 15 days. Each point repre-

sents the mean value ± SD of three replicates. The initial 

average body weight is 5.83±2.84 g. Values with differ-

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

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B) Changes 

in average body length of spotted seahorse (H. kuda) 

maintained to different pH concentrations at pH 6.0, 6.5, 

7.0 and 8.0 for 15 days.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value ± SD of three replicates. The initial average body 

length is 11.45±2.51 cm.

Fig. 2. Changes in ash of spotted seahorse (H. kuda) maintained 

to different pH concentrations at pH 6.0, 6.5, 7.0 and 8.0 

for 15 days.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value ± SD 

of three replicates.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termined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Changes in crude lipid of spotted seahorse (H. kuda) 

maintained to different pH concentrations at pH 6.0, 6.5, 

7.0 and 8.0 for 15 days.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value ± SD of three replicates. Values with different su-

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

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H 변화에 따른 복해마(H. kuda) 체내 회분은 pH 8.0, 7.0, 

6.5 및 pH 6.0 실험군에서 각각 21.87±0.35%, 19.34±0.92%, 

17.08±0.98% 및 16.62±0.74%로 나타나 대조군인 pH 8.0 실험

군보다 pH 6.0 및 pH 6.5 실험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났으며, pH 저하에 따라 체내 회분의 양은 농도의존적으

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2, p<0.05). 체내의 조지방

은 pH 8.0, 7.0, 6.5 및 pH 6.0 실험군에서 각각 1.04±0.02%, 

1.01±0.00%, 1.00±0.00% 및 1.01±0.00%로, pH가 저하할수록 

조지방 함량 또한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3. p<0.05). 조단백은 pH 8.0, 7.0, 6.5 및 pH 6.0 실험군에

서 각각 82.34±0.73%, 79.81±1.76%, 75.75±1.22% 및 71.21± 

1.20%로 나타나 다른 체내 조성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pH가 

저하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4, p<0.05). 이상에서와 같이 pH 저하에 따라 체내 조성인 회

분, 조지방 및 조단백은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

타내어 pH 저하가 복해마(H. kuda)의 체내 조성변화에도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항산화 활성의 변화

스트레스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SOD 활성은 대

조군인 pH 8.0 실험군에서 91.23±5.20 U/ml로 나타났으며, 

pH 6.0 실험군에서 39.11±28.94 U/ml, pH 6.5 실험군에서 

64.99±5.18 U/ml 그리고 pH 7.0 실험군에서 82.77±11.39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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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crude protein of spotted seahorse (H. kuda) 

maintained to different pH concentrations at pH 6.0, 6.5, 

7.0 and 8.0 for 15 days.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value ± SD of three replicates. Values with different su-

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ter-

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5. Changes in superoxide dismutase of spotted seahorse 

(H. kuda) maintained to different pH concentrations at 

pH 6.0, 6.5, 7.0 and 8.0 for 15 days.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value ± SD of three replicates. Values with dif-

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6. Changes in catalase activity of spotted seahorse (H. kuda) 

maintained to different pH concentrations at pH 6.0, 6.5, 

7.0 and 8.0 for 15 days.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value ± SD of three replicates. Values with different su-

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ter-

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7. Changes in glutathione activity of spotted seahorse (H. 

kuda) maintained to different pH concentrations at pH 

6.0, 6.5, 7.0 and 8.0 for 15 days.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value ± SD of three replicates.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l로 나타났다(Fig. 5, p<0.05). 이처럼 pH 6.0 및 pH 6.5 실험

군에서 SOD 활성이 대조군인 pH 8.0 실험군 및 pH 7.0 실험군

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pH 농도 저하에 따라 유의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ig. 5, p<0.05). 그러나, 

CAT 활성은 pH 6.0 실험군에서 0.85±0.18 mU/ml, pH 6.5 

실험군에서 0.72±0.12 mU/ml, pH 7.0 실험군에서 0.56±0.06 

mU/ml 및 pH 8.0 실험군에서 0.22±0.08 mU/ml로 각각 나타

나 대조군인 pH 8.0 실험군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군에서 모두 

활성이 높았으며, pH 농도 저하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ig. 6, p<0.05). 또한, GSH 활성은 각 실험군

별로 pH 6.0 실험군에서 40.93±4.78 μmol/l, pH 6.5 실험군에

서 35.71±3.46 μmol/l, pH 7.0 실험군에서 23.04±2.41 μmol/l 

및 pH 8.0 실험군에서 19.66±1.97 μmol/l 로 나타나 pH 6.0 

및 pH 6.5 실험군에서 대조군인 pH 8.0 실험군에 비하여 GSH 

활성이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pH 농도 저하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ig. 7, p<0.05). 

이상에서와 같이 항산화 효소활성은 SOD에서는 pH 저하에 

따라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CAT 및 

GSH에서는 pH저하에 따라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내었다(Fig. 5, Fig. 6, Fig. 7,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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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수중 환경의 산성화는 해양생물에 많은 영향을 야기하며, 

대서양 연어 자어(Salmo salar), 굴(Crassostrea virginica) 및 일

본진주조개(Pinctada fucata) 등의 어류 및 패류의 성장 억제를 

야기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수산생물의 

신진대사 및 산소수송기능의 저하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4, 15, 29]. 또한 pH의 저하는 대서양 연어(Salmo salar)의 

후각기능 장애, Na+, K+-ATPase activity 억제 및 삼투조절 장

애를 유발하여 성장 및 번식을 억제한다[21, 24]. 본 연구에서

도 pH의 저하에 따라 복해마(H. kuda)의 성장이 감소하였고, 

특히 낮은 pH 6.0에서는 오히려 평균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1A, Fig. 1B, p<0.05) 이러한 결과는 pH저하가 

해마의 신진대사 저하 및 삼투조절 장애 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된 혈중 calcium 농도

의 저하 현상과도 관련성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data not 

shown). 해양생물의 혈중 calcium은 혈액 내 수소이온농도와 

길항작용을 통해 산소호흡에 관여한다. 주로 아가미와 신장에

서 이온조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중 calcium과 같은 이온

농도의 변화는 해양동물의 아가미와 신장의 손상뿐만 아니라 

혈액 내 삼투압 조절 능력의 손상을 의미한다[36]. 따라서 본 

실험에서의 pH의 농도 저하에 따라 복해마(H. kuda)의 혈중 

calcium 농도 감소가 동반되는 신진대사 및 삼투조절의 장애

에 의한 스트레스 유발로 인하여 복해마(H. kuda)의 성장 저해

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일반적으로 해마는 기능성 식품으로 이용되거나 한약

재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는데 조단백, 조

지방 및 회분 등과 같은 체내 조성성분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산 생물은 수중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체

내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 중 체내에 스트레스가 야기되어 

체내 조단백, 조지방 및 회분 등의 조성성분이 변화하는 것으

로 알려져있다[2]. 기존의 연구에서 수중의 염분, 산소 및 중금

속 등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복족류

(Limacina helicina),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및 틸라피아

(Oreochromis niloticus)의 체내 조성성분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

고되었으며[11, 13, 17],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외부 환경의 변

화에서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스트레스 자극을 받아 catechol-

amine 및 glucocorticoid가 분비되어 지방을 분해하고, 단백질 

이화작용 촉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

에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5, 30, 37]. 이와 유사하게 

낮은 pH 환경조건에 갯지렁이(Perinereis aibuhitensis)를 노출

시킨 결과 체내 단백질과 지방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복해마(H. kuda)의 낮은 pH에 노출

에 따른 체중 저하 및 체내 조성의 감소 현상은 pH 환경 변화

에 의한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하여 체내의 단백질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23]. 복해마(H. kuda)의 체내 조성 성분 중 지방에 포함되어있

는 6-hexadecenoic acid, 9-hexadecenoic acid 및 12-octadece-

noic acid등은 항혈전 기능에 효과적이며, 단백질 유래의 분리 

peptide는 관절염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9, 40]. 본 연구에서는 pH의 저하에 따른 체내의 조단백과 

조지방의 수치가 pH농도의 저하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내어(Fig. 3, Fig. 4, p<0.05) 상기의 기능성 물질들

의 감소 또한 유도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무기질은 전립선 

비대증 및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데[41], 본 실험에서 pH 저하에 따라 복해마(H. kuda)의 체내 

무기질량을 나타내는 회분량 또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2, p<0.05). 이와 유사하게 무기질로 조성된 

껍질을 가진 복족류(Limacina helicina)에서는 pH의 저하로 인

하여 껍질의 용해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있으며[17], 진피

층이 아닌 외골격으로 피부가 조성된 복해마(H. kuda) 또한 

pH가 저하된 사육수 노출에 따라 무기질로 이루어진 골격이 

용해되어 무기질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복해마(H. kuda) 체내의 조단백, 조지방 및 

회분의 감소는 생존율 저하, 병원균 감수성 증가 및 해양 기능

성 소재로서의 상품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다양한 환경적 요인 및 화학적 요인에 의해 해양 어류

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생성되는 활성산소(oxygen free rad-

ical)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 활성산소를 

무해한 물질로 환원하기 위해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와 같은 항산화 효소 및 glutathione (GSH)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존재한다[6]. SOD는 체내에서 발생한 su-

peroxide radical (O2
-)을 H2O2와 O2 (2O2

-+2H+→H2O2+O2)로 

치환시키고, 이 치환된 H2O2를 CAT가 생체에 무해한 인자인 

O2와 H2O (2H2O2 →2H2O+O2)로 분해하여 활성산소의 유해

성을 저해시키는 것과 같이 효소가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7]. 본 연구에서는 15일간 일반적인 해수의 pH

인 8.0보다 낮은 pH의 수중 환경에서 복해마(H. kuda)를 사육

했을 때 미치는 생리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산화 효소 

활성을 분석한 결과, pH가 저하됨에 따라 SOD활성은 대조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CAT 및 GSH

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Fig. 5, Fig. 6, Fig. 

7, p<0.05). 뱀장어(Anguilla japonica)의 경우 48시간 동안 아질

산에 노출 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하여 SOD활성이 증가되나, 

40일 동안 붕어(Carassius auratus)가 페놀에 노출 되었을 경우

에는 본 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오히려 SOD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42]. 또한 20일간 붕어(Carassius aur-

atus)를 카드뮴에 노출 후 항산화 효소활성은 SOD활성이 초기

에 증가하였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며, CAT가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2]. 이와 같이 활성산소가 과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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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생되는 시점부터 활성산소를 무해한 물질로 환원하기 

위해 SOD의 활성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적응

하면 SOD의 활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26, 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pH의 저하로 야기된 체내의 

활성산소를 1차적으로 SOD가 H2O2 와 O2로 치환 후 감소하였

고, 2차적으로 CAT가 무해한 물질로 분해하기 위하여 활성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GSH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

이 결합된 펩타이드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에 중추적

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친전자성 물질, 활성

산소 및 과산화지질을 무독화하는 과정에 이용된다[38]. 조피

볼락(Sebastes schlegelii Hilgendorf) 및 금붕어(Carassius auratus)

가 화학적인 환경변화요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GSH

가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1, 19], 본 연구에서도 pH 농

도 저하에 의하여 발생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어 기

작으로서 CAT와 함께 GSH가 활성화되어 pH가 낮아질수록 

GSH의 활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Fig. 6, Fig. 7, 

p<0.05). 이와 같은 장기간의 낮은 pH 환경은 복해마(H. kuda)

에 환경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체 내에서 활성산소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복해마(H. kuda)가 pH의 

산성화에 노출될 경우 낮은 pH가 환경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항산화 효소 활성 변화와 체내 조성성분의 저하 및 성장률 

저하가 유발 되었으며, 결국 해양 기능성 추출제로서의 가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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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사육수의 pH변화가 복해마(Hippocampus kuda)에 미치는 생리  향

박천만․김기 ․문혜나․여인규*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는 해양산성화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마는 해양생태

계 및 수산자원생물로서 중요한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해양산성화로 인하여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멸종 위기 종인 복해마(Hippocampus kuda)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육수의 산성조건인 pH 6.0, 6.5, 7.0 및 자연해수(pH 8.0)의 환경에서 복해마(H. kuda)를 15일 동안 사육 후 체내 

조성 변화 및 항산화 효소 활성 변화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복해마(H. kuda)의 크기 및 성장은 대조군인 

pH 8.0을 제외한 실험군에서는 pH가 저하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체내 조성성분인 회분, 조지방 

및 조단백 또한 pH 저하에 따라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SOD, CAT 및 GSH와 같은 항산화 

효소의 분석 결과, SOD활성의 경우, pH 저하에 따라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CAT 및 GSH에

서는 pH저하에 따라 활성이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내었다. 이것은 복해마(H. kuda)가 사육수의 

pH 저하에 따른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 중 스트레스가 야기되어 에너지 대사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항산화효소는 일반적으로 산성화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사육수의 pH 변화에 따라 항산

화 효소작용이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복해마(H. kuda)에 있어서 산성화 노출을 통한 생리학적 스트

레스가 항산화 반응 및 체내 성분과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