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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ambierdiscus toxicus, Adachi et. Fukuyo, is a benthic ciguatoxin-producing armored

dinoflagellate, often attached to macroalgae. This organism is the primary causative agent of ciguatera fish

poisoning which occurs in tropical and subtropical regions. However,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of Gambierdiscus spp. has expanded to such temperate areas from sub-trophic and trophic areas,

monitoring of G. toxicus has been lacking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of temperate areas. This study was

performed at the uninhabited Baekdo Islands off the southern coast of Korea and at Seopsom Island in the

vicinity of Seogwipo, Jeju Province during April and May, 2011. Cell densities of Gambierdiscus spp. on

macroalgae at Baekdo and Jeju Island ranged from zero to 56.4 cells g−1. Maximum density was recorded

on the brown alga Cladophora japonica at St. 3 of Jeju Island. In particular, the cell densities of

Gambierdiscus spp. were influenced by the substrate characteristics of macroalgae. In the future, the

continuous monitoring of toxic benthic dinoflagellate is necessary to predict and prevent ciguatera

poisoning in Korean coastal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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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Gambierdiscus toxicus Adachi et Fukuyo는 시구아테라

어류독을 생성하는 저서와편모조류이다(Adachi and

Fukuyo 1979). 이동반경이 좁고 해조류를 먹이원으로 하

는 토착성 어류는 해조류에 부착한 저서와편모조류를 빈

번하게 섭식할 수 있다. 특히 시쿠아테라독이 축적된 어류

를 인간이 먹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시구아테라독에

의하여 사망하는 경우는 적지만, 그 증상으로 구토, 설사,

심장박동수저하, 두통, 근육통등의 신경계질환등이 있고,

심할 경우 지각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野口

2007). 이와 같은 시구아테라독에 의한 식중독환자는 전세

계적으로 연간 5-50만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으나

(Ragelis 1984; Fleming et al. 1998), 정확하게 파악되지*Corresponding author. E-mail : baeksh@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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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자연독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

중독증상이 전세계적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명확

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시구아테라독성에 의한 피해는 열대, 아열

대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오래전부터 어

류를 날것(회)으로 먹는 일본에서 시구아테라독에 의한 피

해사례가 비교적 많았고(野口 2007), 일본지역에서도 아

열대해역에 해당되는 오키나와지방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

졌다. 질환 발생 원인 생물로는 상업용으로 가치가 높은

자연산 돌돔(Japanese parrotfish: Oplegnathus punctatus)

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野口 2007). 그러나 최근의 노구

치(野口) 보고에 의하면, 일본 중부지역에 해당되는 관서

(오사카인근) 지방이나, 관동지방(동경인근)에서도 시구아

테라독에 의한 피해사례가 있었다(野口 2007). 이와 같이

온대해역에 해당되는 일본지역에서 시구아테라독의 원인

생물 G. toxicus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은 남방기원의 쿠로

시오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 남해역 또한

쿠로시오 지류수인 대마난류와 아열대 연안수의 영향을

현저하게 받고 있다(Gong et al. 1996; Hama et al. 1997;

Zhang et al. 2007; Kim et al. 2008). 김 등 (2008)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제주도 인근해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열대해역 지표종인 와편

모조류 Ornithocercus속의 빈번한 출현이 관찰되었다. 결

과적으로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아열대 해역에 집중 분포

하는 남방기원의 생물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중

시구아테라 어류독 생성원인생물인 맹독성 와편모조류가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맹독성 저서와편모조류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Kim et al. 2011).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남해안 무인도서 주변에 정착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유

독생물의 출현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안전한 수산물을 확

보하고, 지속가능한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해역무인도서주변(백도해역)과 제주도

(섶섬)부근에서 Gambierdiscus spp.의 출현여부와 더불어

그들 생물이 부착한 기질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해조류에 부착한 저서와편모조류의 채집은 2011년 4월

28-29일 사이 남해무인도서(백도: 5개 정점) 주변해역과

5월 18일 제주도 섶섬(3개 정점)에서 스쿠버 다이빙으로

수행하였다(Fig. 1). 수온과 염분은 표층수를 채수하여 곧

바로 수온계와 염분계로 측정하였다. 해조류를 채집할 때

부착 생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중에서 진공지

퍼백을 열고 해조류를 흔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지퍼백

속으로 넣고 난 후, 기질에 부착된 줄기부를 가위로 자른

후 지퍼백을 닫아 채집하였다. 각 정점에서 1-2회 잠수하

여 4-8종류의 해조류를 수중채집하여 선상으로 옮겼다. 선

상에서 채집한 해조류를 가위로 부분적으로 자른후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해수와 함께 1 l bottle에 옮겨 넣고 곧바

로 최종 농도가 1-2%가 되도록 중성포르말린으로 고정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Fig. 2, Ishikawa and Kurashima

2010). 

실험실에서 시료가 든 1 l bottle을 250회 정도 강하게

흔들어 부착와편모조류를 탈착시켰다. 그 후 해조류는 수

동원심분리기(야채 물 짜는 용기: 시판용 2 l)를 이용하여

탈수한 후 습중량을 측정하였고, 탈수된 해수를 200 µm

mesh로 해조류의 잔해와 부유물을 제거한 후 25-50 ml로

농축시켰다. 현미경으로 검경하기 전 농축된 시료를 균일

하게 하여 sub-sample을 1.5 ml 튜브에 1 ml 분주하여

Calcofluor white 염색시약으로 최종농도가 10 µg ml−1로

염색하였다. 그 후 Sedgwick-Rafter chamber에 0.5-1.0 ml

을 취하여 형광현미경으로 X20 또는 X40배율로 동정 및

계수하였다(Fig. 2). 각각의 해조류에 부착된 저서와편모

조류는 최종적으로 해조류 1 g의 습중량에 대한 부착밀도

(cells g−1 macroalga wet weight; 이 후 cell g−1으로 표기

함)를 산출하였다. 이와같은 일련의 실험 방법은 Ishikawa

and Kurashima (2010)에 따라서 수행하였다. 또한 해조류

의 동정은 한국해조류도감을 이용하였다(강 1968; 최 등

2007).

Fig. 1. Map of the sampling site at Baekdo and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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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 illustration of Gambierdiscus toxicus detection methodology 

Fig. 3. Gambierdiscus toxicus cell morphology. a: Light microscope view. (b) and (c): Epifluorescent observation

(Hypothecal and Epithecal view; Adachi and Fukuyo 1979). 1p plate is large and pentagonal. Po plate with

characteristic fishhook shaped apical pore. Cell surface is composed of small scattered pores (d). Scale bars:

5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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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제주도와 백도에서 채집한 Gambierdiscus toxicus를 광

학과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을 Fig. 3에 나타내었

다. 광학현미경으로는 Fig. 3a와 같이 다른 부유물이 혼재

되어 있어 유독와편모조류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

나, 형광현미경으로는 유독와편모조류의 갑판배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G. toxicus의 세포는 원반형이며, 세포 길이

는 40-45 µm 전후, 폭은 80-100 µm(n=30)으로 관찰되었

다. G. toxicus의 갑판배열은 하단면에(Hypothecal view;

Fig. 3b) 1p, 1''', 2''', 3''', 4''', 5''', 1'''', 2'''' 등이 관찰되었고,

상단면에(Epithecal view; Fig. 3c) Po, 1', 2', 3', 2'', 3'', 4'',

5'', 6'' 등이 관찰되었다. 또한 정공판(Po plate)은 낚시바늘

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세포표면은 아주 작은 구멍들이

존재하였다. 이는 Adachi and Fukuyo (1979)와

Ishikawa and Kurashima (2010)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

하였다. Kim et al. (2011)는 제주도주변 해역에서

Gambierdiscus 속을 포함한 저서맹독부착와편모조류가

다수의 종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최초 보고하

였고, 본 연구를 통해서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남단의

무인도서 백도에서 Gambierdiscus 속의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쿠로시오해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남해안일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해역에도

이들 생물의 정착 가능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백도와 제주도 섶섬의 각 정점에서 채집한 해조류 종목

록과 건중량을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남해역무인도

서(백도)에서의 해조류 시료는 당 해역에서 출현빈도가 높

은 미역(Undaria pinnatifida), 감태(Eklonia cava), 잎꼬시

래기(Gracilaria textorii), 모자반(Sargassum honeri)을 대

상으로 채집하였고, 특히 최남단정점(St. D)에서는 미역,

감태, 잎꼬시래기를 포함한 붉은까막살(Grateloupia

angusta), 참골슬이(Plocamium telfairiae), 넓은게발

(Amphiroa anceps), 개그물바탕말(Dictyota okamurae), 솜

발(Acinetospora crinita), 도박(Pachymeniopsis elliptica)

등의 다양한 해조류를 채집하였으나, 넓은게발과 붉은까

막살에서만 Gambierdiscus spp.의 출현이 관찰되었다. 제

Table 1. List of macroalgae, wet weight, and cell density

of Gambierdiscus spp. attached to macroalgae

collected during April, 2008, at Backdo in South

Sea, Korea

Site Macro-algae species

Wet 

weight

(g)

Gambierdiscus 

spp.

(Cells g−1)

St.A

Sargassum honeri 108.6 1.33 

Eklonia cava 169.3 0.64 

Undaria pinnatifida 94.7 0 

Gracilaria textorii 34.5 2.70 

Grateloupia angusta 75.4 0 

St.B

Sargassum honeri 23.6 0 

Eklonia cava 32.8 0 

Undaria pinnatifida 29.8 0 

Gracilaria textorii 14.1 0 

St.C

Sargassum honeri 28.6 0 

Eklonia cava 42.1 0 

Undaria pinnatifida 25.4 3.68 

Gracilaria textorii 15.2 6.07 

St.D

Eklonia cava 36.1 0 

Undaria pinnatifida 19.7 0 

Gracilaria textorii 10.8 0 

Grateloupia angusta 33.7 12.59 

Plocamium telfairiae 7.2 0 

Amphiroa anceps 37.0 19.93 

Dictyota okamurae 23.2 0 

Acinetospora crinita 5.3 0 

Pachymeniopsis elliptica 10.2 0 

St.E

Sargassum honeri 18.8 0 

Ecklonia cava 28.9 0 

Undaria pinnatifida 10.9 9.81 

Gracilaria textorii 24.3 0 

Table 2. List of macroalgae, wet weight, and cell density

of Gambierdiscus spp. attached to macroalgae

collected in May, 2008, at Jeju Island, Korea

Site Macro-algae species

Wet 

weight 

(g)

Gambierdiscus 

spp.

(Cells g−1)

St.1

Sargassum horneri 237.2 0 

Ecklonia cava 291.5 0.54 

Undaria pinnatifida 156.3 0 

Gelidium amansii 39.6 10.27 

St.2

Sargassum horneri 96.3 0.86 

Ecklonia cava 65.4 0 

Undaria pinnatifida 128.6 1.38 

Padina arborescens 22.2 8.19 

Dictyopteris prolifera 70.4 1.21 

Ulva pertusa 39.2 8.15 

St.3

Sargassum horneri 87.5 0 

Ecklonia cava 66.2 0 

Cladophora japonica 15.0 56.37 

Grateloupia angusta 30.8 23.95 

Dendronephthya castanea 174.4 0 

Dictyota dichotoma 5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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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에서는 백도에서 조사한 해조류를 포함하여 우뭇가사

리(Gelidium amansii), 부챗말(Padina arborescens), 가

시뼈대그물말(Dictyopteris prolifera), 구멍갈파래(Ulva

pertusa), 큰대마디말(Cladophora japonica), 밤수맨드라

미(Dendronephthya sp.), 참그물바탕말(Dictyota dichotoma)

등을 조사하였고, 그 중 Gambierdiscus spp.가 가장 높은

밀도로 출현한 해조류는 큰대마디말로 나타났다. 조사한

모든 해조류중 감태와 미역, 모자반에서는 Gambierdiscus

spp.가 거의 출현하지 않았거나 낮은 밀도를 보였으나, 큰

대마디말을 포함한 넓은게발과 붉은까막살 등에서는 높은

밀도의 Gambierdiscus spp.가 출현하였다. 즉, Gambierdiscus

spp.는 다양한 해조류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아 어떤 특정

해조류를 선택적으로 선호하는 습성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부착기질이 미끈한 해조류(미역과 감

태)에서는 Gambierdiscus spp.의 낮은 개체수가 발견된 것

으로 보아, 부착하여 성장하는 호(好)조건의 부착기질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 있었다(Figs. 4, 5).

Gambierdiscus spp.는 열대, 아열대해역에서 출현하는

저서부착와편모조류로서 연 평균 수온이 20oC에서 30oC

의 높은 수온에서 증식한다. 세계적으로 해조류에 부착한

Gambierdiscus spp.를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하와이에

서 823 cells g−1(Shimizu et al. 1982), Virgin에서 75,793

cells g−1(Carlson and Tindall 1985), 프랑스령 보르네오

섬(Polynesia)에서 10,880 cells g−1(Chinain et al. 1999)

등으로 열대해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극히 높은 밀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Yasumoto et al. (1980)에 의하면, 프랑

스령 보르네오의 간비에섬에서는 5,521,000 cells g−1로 놀

라운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아열대해역에 해당되는 호

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와, 인도양

남서쪽에 위치한 마다카스탈 부근의 리유니온(Reunion)

섬에서 각각 250 cells g−1과, 455 cells g−1(Heil et al.

1998; Turquet et al. 1998)로 열대해역보다 상대적으로 낮

은 개체수를 보였다. Ishikawa and kurashima (2010)에 의

하면, 쿠로시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일본해역에서는 지

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지만, 그다지 높게 관찰되지 않

았다(0-50 cells g−1). 본 조사에서도 쿠로시오의 영향을 강

하게 받는 일본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수온은 백도주변 대부분의 정점에서 13oC

전후로 나타났고, 제주도의 3개 정점에서는 18oC 전후로

관찰되었다. 염분은 백도권역에서 32.5 psu 전후로, 제주

도권역에서는 34 psu로 나타났다. 연중 해수온도가 20oC

이상의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는 해조류에 부착하는

Gambierdiscus spp. 개체수의 계절적 변동특색이 뚜렷하

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해역에서는 해수온에

따라서 Gambierdiscus spp.의 부착밀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Ishikawa and kurashima (2010)에 의하면, 온난해

역의 동계에 해당되는 12월과-4월 사이의 낮은 수온(12-

14oC)에서도 Gambierdiscus spp. 개체수가 극히 낮게 확

인되었고, 수온이 높은 하계에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의 개

체수를 유지하였다. 앞서 언급한 해역의 특성이 전혀 다른

열대나 아열대지역과 당 해역의 출현개체수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조금의 무리(無理)가 있겠지만, 같은 쿠

로시오의 영향을 받고 온난해역에 해당되는 Ishikawa

and Kurashima (2010)의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Gambierdiscus spp.의 계절적 출현양상을 간접적으로 유

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백도권역에서도 13oC 전후

의 낮은 수온조건에서도 Gambierdiscus spp.의 개체수가

확인되었고, 수온이 백도권역보다 5oC 정도 높은 제주도

에서는 해조류 부착기질 특성에 따라서 Gambierdiscus spp.

개체수의 차이를 보였지만, 백도권역보다 높은 밀도를 나

Fig. 4. Total cell abundance (cell g−1) of Gambierdiscus

spp. attached on the different macroalgal species

collected from April 28-April 29, 2011 at Backdo

in South Sea, Korea 

Fig. 5. Total cell abundance (cell g−1) of Gambierdiscus

spp. attached on the different macroalgal species

collected on May 18, 2011, at 3 stations at Jeju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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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열대와 아열대에 집중분포하는 Gambierdiscus

spp.가 온난해역에 정착할 경우 겨울철 낮은 수온에 대한

내성을 지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본 연구와 Ishikawa

and Kurashima (2010)의 결과에서도 낮은 수온 조건에서

도 Gambierdiscus spp.가 출현한 것으로 보아, 일정의 낮

은 수온에서도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해역에서 염분은 일

정하게 32-34 psu 범위가 유지되었고, Gambierdiscus spp.

개체수 밀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

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 해역에서 Gambierdiscus spp.를 분리배양하여 각각의

환경조건에 반응하는 그들의 증식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요약하면, 해조류에 부착하는 맹독성와편모조류

Gambierdiscus spp. 개체수는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거

문도 백도권역에서 출현하였고, 그들의 출현은 부착기질

이 미끈한 미역과 감태 보다는 큰대마디말 같은 단단한

부착기질에 해조류가 더 많이 출현하였다. 남방기원의 쿠

로시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우리나라 남해역 일대에

Gambierdiscus spp.가 정착하였을 가능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추후 우리나라 전해역에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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