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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ern coast of Korea is important for the ark shell (Scapharca broughtonii) aquaculture, but the
productivity was rapidly reduced during the previous decade by mass mortality. To overcome this
economic loss, investigations only focused on environmental factors, and microbiological researches
were performed insufficiently. In this study, two sites (Gangjin and Jinhae bay) were selected for their
high and low rate of mortality, respectively, and the existence of microflora from underwater sedi-
ments in the bodies of S. broughtonii was analyzed. We screened the whole body of each sample and
chose unique colonies, which exhibit alpha- and beta-hemolytic activity, for identification. The micro-
flora in S. broughtonii was less variable than sediments, and restricted species were isolated. We identi-
fied 17 genera of 88 species and 16 genera of 64 species from the two bays, respectively. A major
proportion was comprised of Bacillus species, with the Bacillus cereus group being the most common
species among the Bacillus strains, while Paenibacillus, Lynsilbacillus, and Vibrio species were the second
most abundant species. At the genus level, there were no significant microbi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astal regions. 64 species were isolated from rare site (Jinhae bay), but more species (88) with
greater variety were isolated from the frequent site (Gangjin bay). Therefore, it was assumed that the
cause of mass mortality lay in the difference in specie-level diversity, and conducting investigations
on the diagnosis of pathogenic species by challenging tests using isolated uniqu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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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조개는 돌조개과 패류로, 우리나라 남해 내해 또는 내

만의 펄바닥에서 서식하며, 꼬막류 중에서 가장 크고 육질

이 연하며 강정식으로도 알려져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등 수산양식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품종이다[4,16]. 이러한

피조개는 1970년대부터 대량 양식을 시작하여 1986년에 약

60,000 여 톤에 달하는 최고의 수확량을 기록하였으나, 1980

년대 말부터 급격한 생산량 감소를 보여 2007년의 경우 약

3,000 여 톤으로 줄어들었으며, 생존율의 경우 3-5%를 기록

할 정도로 낮다[14,24]. 이러한 생산량의 감소는 다양한 원인

이 있으나, 주로 대량폐사의 형태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24]. 그러나 아직까지 대량 폐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대량폐사에 대한 원인을 찾

고자 수온, 염도 및 빈산소 수괴 등의 연안해역의 수해양적

환경요인과 이로 인한 피조개의 생리적 변화 또는 영향 등

에 대하여 연구하였지만[20,24] 피조개에 공생 또는 공존하

는 미생물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피조개 양식환경인 해저 퇴적물과 피조개 체내에 존

재하는 미생물의 분석 및 다양성 조사를 통하여 피조개 대

량폐사의 원인 규명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평가방법은 다양하나 그 중 py-

ro-sequencing 방법을 이용한 메타게놈 분석법은 난배양성 미

생물(viable but non-culturable, VBNC)의 존재도 밝혀 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1,23].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은 원인 미생물의 미생물학적, 생화학

적인 특징을 밝혀내기가 힘들다는 단점 때문에 특정 후보원인

균을 탐색하고 검증이 필요한 실험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7,11,15,19,26,27,28]). 따라서 배양 가능한 모든 균주의 분리와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남해안 피조개 양식장의 미생물

군집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미생물 자원을 수집하여 정확

한 폐사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해안의 피조개 양식장 중 폐사율이 높으며

대량폐사가 자주 보고되는 지역(강진만)과 폐사의 발생빈도가

낮은 지역(진해만)을 선정하여 해저퇴적물과 피조개 내의 미

생물을 비교·분석하였다[13]. 또한, 두 지역의 표층해수 온도

는 4월부터 상승하여 8월에 가장 높았으나, 피조개가 서식하

는 저층수온은 4월에서 6월까지 상승,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

다가 10월부터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따라서 저층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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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map showing the location of sampling sites. A site, Gangjin bay; B site, Jinhae bay. Opened circles in A and B sites

indicate samples collected regions.

온이 가장 먼저 고온에 도달하는 6월의 해저 퇴적물 및 피조개

내의 미생물 균총을 분석 하였다(Data not shown).

대부분의 해양 갑각류나 연체동물은 혈액 내 산소운반 작용

을 하는 혈장성분으로써 헤모시아닌(hemocyanin)을 가지며

이러한 성분은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시 구리성분에 의한 청색

을 나타내게 된다[5,29]. 그러나 피조개의 경우 다른 갑각류나

이매패류와는 다르게 혈액내의 산소운반 역할을 헤모글로빈

(hemoglobin)이 수행하기 때문에 붉은색의 혈장 성분을 가지

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생리적 변화 또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 할 때 체내 헤모글로빈의 변화를 판단지표로 사

용한다[20]. 헤모글로빈의 변화는 피조개의 혈색소 변화와도

관련이 있으며, 혈색소에 따라서 폐사의 징후나 환경에 대한

저항력 판단지표로써 삼으며, 이는 곧 피조개의 상품성으로도

연관된다[20]. 따라서 대량폐사에 대한 다양한 원인 중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헤모글로빈의 용혈현상이 피조개의 생리활성

및 대량폐사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샘플에서 분리한 다

양한 균주 중에서 헤모글로빈의 용혈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파(alpha) 또는 베타(beta) 용혈 활성을 보이는 균주만

을 분리, 선별하여 16S rDNA 서열 정보로써 각각의 모든 균주

를 동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해안 피조

개 양식장 환경의 미생물 다양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

여 차후에 대량폐사 원인 균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채집, 미생물의 배양 및 보존

해저 퇴적물 및 피조개 샘플시료는 강진만 연안의 피조개

양식장 3지점과 진해만의 피조개 양식장 3지점에서 각각 채취

하였으며(Fig. 1), 채취 직후 무균상태에서 marine 고체배지

(Difco, USA), 1/10 marine 고체배지, R2A 고체배지(Difco,

USA), 그리고 1/10 R2A 고체배지에 직접 도말 및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과 동량으로 희석하여 도말 하였다. 각각

의 고체배지는 20℃에서 24시간 단위로 배양하며 배지상에

생겨난 균체 및 군락을 분리하여 배양 가능한 미생물로 선별

하였다. 선별한 미생물은 각각의 액체배지에서 배양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으며, 선발한 균주의 보관은 glycerol 보존법을 이

용하여 -80℃에서 보관하였다.

용혈성 테스트

분리한 모든 미생물을 각각 분리된 marine 또는 R2A 액체

배지에 20℃에서 24시간 단위로 배양한 뒤 Manns 등[17]의

변형된 방법으로 용혈활성을 확인하였다. 혈액고체배지

(Micro media Co. Ltd., Korea)에 구멍을 내어 배양액을 떨어

뜨린 뒤 20℃에서 19시간 동안 반응하여 구멍 주위의 투명환

유무 및 환 주변의 색깔로써 알파, 베타 또는 감마 용혈 활성의

유무를 평가하였으며, 베타 용혈 활성의 경우 활성 정도의 세

기를 투명환의 크기로써 판단하였다.

Chromosomal DNA의 분리 및 16S rDNA amplification

Alpha- 또는 beta-hemolytic activity를 보이는 균주만을 선

별한 뒤 각각의 marine 또는 R2A 액체배지를 이용하여 20℃

에서 1-4일 배양 후 원심분리를 통하여 집균하였다. 집균한

균체를 Magnetic isolation kit (TNT, Japan)의 lysis 용액을

이용하여 현탁 한 뒤 protease K와 37℃에서 16-20시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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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isolates, which exhibited hemolytic activities, from two bay and ark-shell body

Media Activity Gangjin-bay Jinhae-bay

Marine

Alpha 0 0

Weak-beta 68 57

Strong-beta 119 44

R2A

Alpha 2 0

Weak-beta 160 118

Strong-beta 235 249

Total 1,052

후 핵산 추출 자동화 기기(MFX-6100, TOYOBO, Japan)를 이

용하여 total chromosomal DNA를 순수하게 분리하였다. 순

수하게 분리한 DNA의 농도를 분광광도계로 순도 및 농도를

측정한 후, Weisburg 등[30]의 방법을 응용하여 목적한 16S

rDNA를 증폭하였다. 분리한 chromosomal DNA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forward primer (5'-AGA GTT TGA TCC TGG CTC

AG-3')와 reverse primer (5‘-ACG GTT ACC TTG TTA CGA

CTT-3’) primer를 이용한 PCR 법으로써 16S rDNA 부분만을

증폭하였으며, PCR 증폭의 조성은 주형으로 chromosomal

DNA 0.1 μg, 10 pM primer set, 2.5 mM dNTPs, reaction buf-

fer, 1 U ExTaq (Takara, Japan)을 넣은 뒤 최종 부피 20 μl가

되도록 하여 반응 하였으며, 반응 조건은 initial denaturation

94℃ 2분 뒤, denaturation 94℃ 20초, annealing 55℃ 20초,

extension 72℃ 1분을 총 30회 반응한 뒤 72℃에서 5분간 반응

하였다.

16S rDNA sequencing 및 미생물 다양성 분석

16S rDNA 증폭산물의 유무와 크기를 ethidium bromide

(EtBr)를 포함하는 1% agarose gel 전기영동으로 band를 확인

한 뒤,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 (QIAGEN, German)를

이용하여 PCR 산물을 정제하고 순도 및 농도를 계산하였으

며, 3130XL Genetic analyzer (Applied Biotechnology, USA)

DNA sequencing 기기를 이용하여 16S rDNA의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획득한 염기 서열은 BioEdit (7.0.0 version)을 이

용하여 비교, 분석 및 정리를 하였으며, EzTaxon (server 2.1)

program (http://www.eztaxon.org/)과 BLAST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search를 이용한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romation)의 GeneBank database

를 이용하여 가장 유사도가 높은 미생물을 선정하였다[3].

결과 및 고찰

배지에 따른 균주의 다양성

특정 미생물을 다른 미생물과 분리·동정하거나, 미생물 군

집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환경 샘플에서 미생물을 분리할 때, 균체의 형태학적 특징 또

는 생화학적 특징 등의 표현형질로써 분리하고 있으나, 많은

연구 결과에서 균체의 표현형질로써 균주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형태

학적 표현형이 같더라도 전혀 다른 균으로 밝혀지거나 특징의

패턴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균의 동정이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두 연안 양식장의 퇴적물과 피조개 샘플에서 획득한 배양이

가능한 모든 미생물을 분리, 선별하였고 이러한 균주의 16S

rDNA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미생물 균총의 다양성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미생물 균총 연구를 위한 다양한 배지가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 marine 또는 R2A배지는 해양환경유래의 미생물의 연

구를 위해 가장 추천되는 배지이다[6]. 따라서 두 종류의 배지

를 이용하여 두 해역의 퇴적물 및 피조개 체내에서 배양 가능

한 약 2,000여 점의 미생물을 분리하였으며, 그 중 1,052개의

개체에서 알파 또는 베타 용혈활성을 확인하였다(Table 1).

1,052개의 개체 중 marine배지에서 287개의 알파 또는 베타

용혈활성을 보이는 미생물을, R2A배지에서 765개의 알파 또

는 베타 용혈활성을 나타내는 미생물을 선별하였으며, 선별된

1,052개의 균주 중에는 1,050개의 샘플은 다양한 세기의 베타

용혈활성을 보였으며, 단 두 개의 샘플에서만 알파 활성을 확

인 할 수 있었다(Table 1). Marine배지를 이용하여 분리한 균

주의 경우 강한 베타용혈활성을 보이는 샘플은 163개였으며,

알파용혈활성을 보이는 샘플은 없었으나 124개의 샘플에서

약한 베타 용혈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R2A 배지의 경우

486개 균주에서 강한 베타 활성을 보이고 두 균주에서 알파

활성을 보였으며, 나머지 277 균주의 샘플에서는 약한 베타

활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용혈활성으로써 선별, 분리된 균주는 같은 종의 균주로 중

복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marine 배지에서는 62종,

그리고 R2A 배지에서는 81종이 분리, 동정 되었다. 또한

Bacillus spp. (19 sp.), Brevibacterium sp. (1 sp.), Lysinibacillus

spp. (4 sp.), Paenibacillus sp. (1 sp.), Pseudomonas sp. (1 sp.)와

같이 marine과 R2A 배지 두 군데에서 모두 배양이 가능한

미생물이 있는가 하면, Citricoccus sp. (1 sp.), Exiguobacterium

sp. (1 sp.), Loktanella sp. (1 sp.), Pantoea sp. (1 sp.), Paracoccus

sp. (1 sp.), Photobacterium spp. (6 sp.), Planomicrobium sp. (1

sp.), Psychrobacter sp. (1 sp.), Shewanella spp. (3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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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axonomic affiliation of isolates collected from sediments and ark shell of two coast bay samples

Sample sites Phylum Class Genus Species Isolates

Sediment from Gangjin-bay 3 5 15 82 521

Sediment from Jinhae-bay 3 5 15 62 437

Ark shell from Gangjin-bay 2 2 7 20 62

Ark shell from Jinhae-bay 2 2 2 15 32

Thalassomonas sp. (1 sp.), 그리고 Vibrio spp. (4 sp.)는 marine

배지에서만, Brevibacillus sp. (1 sp.), Brevundimonas sp. (1 sp.),

Massilia spp. (3 sp.), Naxibacter sp. (1 sp.), Paenisporosarcina

sp. (1 sp.), Staphylococcus spp. (2 sp.), 그리고 Viridibacillus

sp. (1 sp.)는 R2A 배지에서만 배양되어, 특정 균주의 경우 두

배지 중 하나의 배지에서만 배양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피조개 체내에서 분리한 균주의 다양성

용혈활성을 보이는 균주의 chromosomal DNA를 분리하여

약 1.5 kb의 길이의 16S rDNA를 증폭하였고, 증폭산물의 염기

서열분석 작업 후 NCBI의 BLAST search를 이용한 GeneBank

와 EzTaxon server 2.1 사이트를 이용하여 염기서열 간의 유사

도를 분석, 유사도가 가장 높은 type strain 균주로 분류 하였다

[3]. 1,052개의 모든 균주 샘플을 분석하였으며 근연종과의 평

균 유사도는 98% 이상으로 밝혀졌다. 강진만 퇴적물, 진해만

퇴적물, 그리고 강진만 피조개 샘플 내 균주의 유사도는 평균

98.5% 이상 나왔으나 진해만 피조개 샘플에서 분리한 균체의

분석결과는 95.4%로써 다른 표본보다 많이 낮은 서열 유사도

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역에 따른 피조개내의 미생물 균총이

다르며, 같은 지역의 퇴적물과 피조개내에서도 미생물 균총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추후 다양한 미생물학적

실험을 수행한다면 새로운 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피조개 체내에서 분리한 균주는 두 지역의 해저 퇴적물에서

획득한 균주보다 적은 수의 균주 및 다양성을 보였다(Table

2). 강진만에서 채취한 피조개 내에는 2목 2과 7속 20종으로

Bacillus spp. (8 sp.), Citricoccus sp. (1 sp.), Massilia spp. (6

sp.), Photobacterium sp. (1 sp.), Planomicrobium sp. (1 sp.),

Pseudomonas sp. (1 sp.), 그리고 Vibrio spp. (2 sp.)가 존재하였

으며, 진해만의 경우 2목 2과 2속 15종으로 Bacillus spp. (14

sp.)와 Brevundimonas sp. (1 sp.), 단 2 genera로써 존재하여

강진만에서 수집한 피조개보다 매우 적은 수의 속이 존재하며

다양성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특이하게도 강진

만과 진해만의 피조개 내에는 다수의 Bacillus species (7 sp.)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강진만 피조개 내에서만 Bacillus

sp. (1 sp.), Citricoccus sp (1 sp.), Massilia spp. (6 sp.),

Photobacterium sp. (1 sp.), Planomicrobium sp. (1 sp.),

Pseudomonas sp. (1 sp.), 그리고 Vibrio spp. (2 sp.)가 존재하였

으며 진해만 피조개에는 강진만 샘플에 존재하지 않는

Bacillus spp. (6 sp.)와 Brevundimonas sp. (1 sp.)가 존재하였다.

강진만 피조개 내에서는 퇴적물에 존재하지 않는 Citricoccus

alkalitolerans, Massilia aerilata, Massilia jejuensis, Massilia suwo-

nensis, Planomicrobium okeanokoites, 그리고 Vibrio comitans가

분리되었으며, 진해만 피조개 내에는 Bacillus coahuilensis와

Brevundimonas vesicularis이 특이하게 존재하였다. 이러한 균

주는 대기, 전복의 내장, 호수, 그리고 해수 등에서 존재함이

보고되어 해저 퇴적물이 아닌 강진만 또는 진해만의 해수 내

에 지역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균주가 피조개의 여과섭식으로

인하여 체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2,9,22,31,32].

퇴적물에서 분리한 균주의 다양성 분석

강진만에서 분리한 해저저층의 퇴적물에는 3목 5과 15속

82종이 존재하였으며, Bacillus spp. (30 sp.), Brevibacillus sp.

(1 sp.), Brevibacterium sp. (1 sp.), Loktanella sp. (1 sp.),

Lysinibacillus spp. (4 sp.), Massilia spp. (3 sp.), Naxibacter sp.

(1 sp.), Paenibacillus spp. (24 sp.), Photobacterium spp. (6

sp.), Pseudomonas sp. (1 sp.), Psychrobacter sp. (1 sp.),

Shewanella spp. (3 sp.), Thalassomonas sp. (1 sp.), Vibrio spp.

(4 sp.), 그리고 Viridibacillus sp. (1 sp.) 임이 확인 되었다

(Table 2). 진해만 퇴적물 내에는 Acinetobacter spp. (3 sp.),

Bacillus spp. (31 sp.), Brevibacillus sp. (1 sp.), Brevibacterium

sp. (1 sp.), Exiguobacterium sp. (1 sp.), Lysinibacillus spp. (4

sp.), Massilia sp. (1 sp.), Paenibacillus spp. (10 sp.),

Paenisporosarcina sp. (1 sp.), Pantoea sp. (1 sp.), Paracoccus

sp. (1 sp.), Pseudomonas sp. (1 sp.), Sporosarcina spp. (2 sp.),

Staphylococcus spp. (2 sp.) 그리고 Vibrio spp. (2 sp.)로 3목

5과 15속 62종이 존재하여 해저 퇴적물 내에는 피조개의 체

내 보다 더욱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2). 강진만과 진해만의 퇴적물에서 분리한 균주의 경우, 두

군데 모두에서 피조개 체내에서와 같이 Bacillus species가 가

장 많은 수로 동정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수, 갯벌 그리

고 해저 퇴적물 등의 다양한 연구에서도 이미 보고되었다

[8,12,18,25]. 많은 연구결과에서는 환경샘플로부터 배양, 분

리, 그리고 동정의 과정으로 획득한 균주를 샘플 내에 존재

하는 미생물의 총균총으로 설명, 분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러한 해석은 배양 가능한 수준의 균주를 분석한 일부의 균총

일뿐 자칫 특정 환경내의 총균총에 대한 연구로 확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더욱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배양 가능한 분리 균주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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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nn diagram describes the distribution of isolated and identified samples collected from two bays. Words in marks of

parentheses display the number of identified species.

Table 3. Distribution and abundance of identified samples obtained from two coast bay samples

Sample sites Phylum Class Genera Species Isolates

Gangjin-bay 3 5 17 88 583

Jinhae-bay 3 5 16 64 469

Total 3 5 25 118 1,052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인 및 비교를 한 결과이며 Bacillus spe-

cies가 두 연안지역의 해저 퇴적물 내 배양가능 미생물의 우

점종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더욱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지역의

퇴적물에서 분리한 다양한 Bacillus species 중에서도 Bacillus

cereus group에 속하는 균주가 특이적으로 많이 분리되었다.

Bacillus cereus group은 보통 6균주로 나누어지며 B. an-

thracis, B. cereus, B. mycoides, B. pseudomycoides, B. thur-

ingiensis, 그리고 B. weihenstephanesis로 알려져 있다[10,21].

본 실험에서도 Bacillus cereus group이 1,052개의 배양 가능

균주 샘플 중 516개가 확인되어 가장 많은 샘플 수를 기록하

였으며, 특히 B. anthracis가 가장 많이 분석되었으며(250 iso-

lates) 그 다음으로 B. thuringiensis (120 isolates), B. cereus

(47 isolates), B. pseudomycoides (41 isolates), B. weihen-

stephanesis (41 isolates), B. mycoides (17 isolates) 순 이였다.

Bacillus cereus group의 종 외에도 Paenibacillus spp. (4 sp.)

와 Lysinibacillus spp. (4 sp.)가 두 지역의 퇴적물 내에 상당

수 존재하였다(Fig. 2).

Massilia 속, Photobacterium 속, Vibrio 속, Shewanella 속이

강진만에서만 확인되었고 Acinetobacter 속, Sporosarcina 속,

Staphylococcus 속은 진해만에서만 확인되어 이러한 균주의

차이가 지역에 따른 미생물 다양성 차이임을 알 수 있었다

(Fig. 2). 또한 속의 범위에서는 강진만 또는 진해만의 퇴적물

에서 모두 분리·동정 되어 차이점을 알 수 없었지만 종의 수

준에서는 두 지역에 따른 균주의 다양성을 알 수 있었다(Fig.

2). 따라서 목(phylum), 과(class) 또는 속(genus)의 수준에서

의 미생물 다양성 연구는 두 지역에 따른 미생물의 다양성

차이를 알 수가 없었으며(두 지역 모두 3목 5과 15속), 목, 과

또는 속의 수준에서 특정 지역의 미생물 다양성을 연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지역 간의 다양성 차이를 종 수준이 아

닌 범위에서 분석,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Table 3).

강진만과 진해만의 샘플에서 분리한 모든 균주를 분석하였

을 때에 118종의 미생물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종은 25개의

속, 5 과, 그리고 3개의 목으로 분류 되었다(Table 4). 또한 폐사

의 빈도가 높은 강진만에서만 특이적으로 동정된 Bacillus spp.

(8 sp.), Brevibacillus sp. (1 sp.), Citricoccus sp. (1 sp.), Loktanella

sp. (1 sp.), Massilia spp. (5 sp.), Naxibacter sp. (1 sp.),

Paenibacillus spp. (20 sp.), Photobacterium spp. (6 sp.),

Planomicrobium sp. (1 sp.), Psychrobacter sp. (1 sp.), Shewanella

spp. (3 sp.), Thalassomonas sp. (1 sp.), Vibrio spp. (4 sp.), 그리

고 Viridibacillus sp. (1 sp.)의 54종은 폐사의 빈도가 낮은 진해

만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종임을 알 수 있었으며, 차후 이러한

후보균주의 생화학적, 미생물학적인 연구 및 감염실험을 통한

폐사유발 균주를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Fig. 2).

이와 같이 지역에 따른 미생물의 다양성 또는 분포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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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ized phyla, classes, genera and species list of cultured bacteria samples from two bays

Phylum Class Genus Species Isolates

Firmicutes Bacilli

Bacillus spp. 40 805

Brevibacillus spp. 2 2

Exiguobacterium sp. 1 1

Lysinibacillus spp. 4 64

Paenibacillus spp. 30 70

Paenisporosarcina sp. 1 1

Planomicrobium sp. 1 1

Sporosarcina spp. 2 5

Staphylococcus spp. 2 3

Viridibacillus sp. 1 1

Proteobacteria

Alpha-proteobacteria

Brevundimonas sp. 1 1

Loktanella sp. 1 2

Paracoccus sp. 1 1

Beta-proteobacteria
Massilia spp. 6 21

Naxibacter sp. 1 3

Gamma-proteobacteria

Acinetobacter spp. 3 6

Pantoea sp. 1 1

Photobacterium spp. 6 9

Pseudomonas sp. 1 27

Psychrobacter sp. 1 2

Shewanella spp. 3 4

Thalassomonas sp. 1 1

Vibrio spp. 6 15

Actinobacteria Actinobacteridae
Brevibacterium sp. 1 5

Citricoccus sp. 1 1

3 phyla 5 classes 25 genera 118 spp. 1,052

하여 폐사의 발생 빈도가 다른 지역간의 균총을 비교, 분석함

으로써 폐사와 관련된 후보원인 균주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차후 후보 균주의 검증과정을 통하여 대량폐사 원

인균주의 구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실험은

남해안 피조개 대량폐사 원인규명과 관련한 최초의 미생물학

적 평가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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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패류(Scapharca broughtonii) 유래의 용혈활성 미생물 다양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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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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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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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3
퍼듀대학교 생물학과)

남해연안지역은 피조개(Scapharca broughtonii) 양식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최근 대량폐사로 인하여 생산량

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대량폐사의 원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었

으나, 미생물학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폐사율이 높은 강진만과 폐사발생이 적은 진해만

연안 피조개 양식장의 해저 퇴적물과 피조개 체내에서 분리한 미생물 균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샘플에

서 배양 가능한 모든 미생물을 분리하였으며, 분리한 미생물 중 알파 또는 베타 용혈활성을 보이는 미생물을 모

두 동정하였다. 피조개 체내에 존재하는 용혈미생물의 균총은 해저 퇴적물 보다 낮은 다양성을 보였으며, 극히

한정된 종의 미생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강진만에서는 17속(genus) 88종(species)의 미생물을, 그리고 진해

만에서는 16속 64종의 미생물을 분리할 수 있었다. 샘플 내에는 Bacillus 속의 미생물이 가장 많이 분리 되었으며,

그 중 Bacillus cereus group의 종이 가장 많고, Paenibacillus, Lynsilbacillus, 그리고 Vibrio 종 등이 그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였다. 속(genus) 수준에서는 두 지역의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진해만 연안에서는 64종이

발견되었고 강진만에서는 88종이 분리되어, 강진만이 좀 더 종 수준에서의 높은 다양성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조개 대량폐사의 원인은 이러한 균주의 종 수준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이라고 가정할 수 있었으며, 폐사

지역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을 이용한 감염실험을 통하여 피조개의 대량폐사 원인 균을 구명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