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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체동물을 포함한 한국의 자생동물자원은 바이오경제를 지탱하는 미래자원으로 2007년 “생명자원확보·관리 및 활

용 마스터플랜” 작성 이후 생명자원법이 재정 되어 국가적 종합관리를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최근 

생명연구자원은 바이오 연구소재와 바이오 연구 데이터로 나누어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

생동물자원은 활용사례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유전자원 발굴 및 활용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어 연구기반이 매

우 미약하며, 그나마 있는 유전자원을 분석할 수 있는 생물정보분석 전문인력도 없는 현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자생동

물들을 배양이 어려우며 감염체 등에 의한 폐사를 막을 수 있는 현장기술도 매우 미약한 현황이다. 이에 자생동물자원 

활용 관련 기관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인력양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자생동물자원 관련 산업체(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등 43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2020년 9월 온라인 설문 및 전화통화를 통한 비대면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참여기관별로 기관의 

특성, 충원하고자 하는 전문 인력의 분야, 현장투입을 위한 기본 소양 능력 및 필요 인원 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

였으며, 그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통해 정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조사결과 박사인력보다 석사인력의 수요가 많았으며, NGS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생물정보학 전문인력이 14%로 가장 높

았으며, 분류학자가 9%, 생명과학전반을 아는 전문가 7%, 종자생산전문가 7%, 번식실무 가능 전문인력 등을 필요로 하

였으며 미래에 요구되어지는 분야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키워드들이 도출되었다. 순천향대학교 한국자생동물자

원활용 융복합연구소는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①연구소 자체적으로 확보되어진 자생동물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

자원확보 및 생물정보분석, ②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Web-DB구축, ③배양 및 사육조건 확립, ④대량사육기술 개발 그리

고 ⑤각종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바이오센서 활용 Device 고도화를 통하여 융복합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기반을 활용하여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관련분야 산업체와 협력하여 국제적수준의 대학중점연

구소로 성장시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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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바지락 (Ruditapes philippinarum) 은 우리나라 전 연안의 조간부터 조간대까지 넓게 부포하며, 2019년 연간 생산량이 

46,027톤으로 굴, 홍합 다음으로 중요한 양식 대상종이다 (Park et al., 2013; Jeon et al., 2019; KOSIS, 2019). 그러나 우

리나라 바지락의 연간 생산량은 1990년 74,581톤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후 2000년대 이후에는 매년 생산량의 변

화가 심하다 (KOSIS, 2019). 이와 같은 연간 생산량의 변동 원인은 대규모 간척과 매립으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더불어, 

기후변화, 유류유출 등 환경오염, 남획, 대량 폐사 등이 그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Park et al., 2015; Ahn et al., 2016; 

Jeon et al., 2019; Kim et al., 2020). 이 중 봄철과 여름철 바지락의 대량 폐사는 국지적이며 동시다발적인 폐사가 발생

하여 양식 어업인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NFRDI, 2011), 최근 여름철 바지락 대량 폐사의 원인으로 기생생물인 

Perkinsus olseni의 높은 감염도가 고온과의 복합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Nam et al., 2018). 이 연

구는 갯벌 현장에서 시료 채취된 Nam et al. (2018)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실내 수조 실험을 통해 바지락의 기초 

건강도 (비만도/질병감염도) 에 따라 고온 스트레스 시 폐사 발생 여부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서해연안에 서식하는 바지락의 기초 건강도를 구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천~전남 20개 지역의 바지락을 채칩하여 

비만도 (건중량/패각건중량) 및 질병감염도 (P. olseni 감염도, Ray, 1966; Choi et al., 1989) 를 조사하였다. 비만도 및 질

병감염도를 기준으로 건강도를 4개 그룹 (비만도/질병감염도: 저저/저고/고저/고고) 으로 나눈 뒤, 그룹별 대표 4개 지역 

(정산포/보령/고창 (중국산) /궁리) 의 바지락 모패를 2019년 9월 각 300마리씩 채집하여 실내 수조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내 수조는 순환여과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석주기 (1일 2회 4시간 공기노출) 를 자동으로 제어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

으며, 노출되는 시간동안 적외선등을 이용하여 지온이 5~15℃ 일변화가 발생하도록 설정하였다. 채집된 바지락은 25℃ 

수온에서 1주일간 순치하였으며, 실험 개시일부터 14일간 조석주기 및 일간 지온변화 (기준수온 25℃로부터 5, 10, 15℃ 

일변화) 를 가한 후 누적 폐사율을 조사하였다. 바지락의 폐사 발생 프로세스를 구명하고자 실내 수조 실험 개시 후 격

일로 시험구 당 9마리씩의 바지락을 채취하여 비만도, P. olseni 감염도, 총혈구수, 체내 탄수화물 함량 변화를 조사하였

다.  

   



3. 결과 및 고찰

 2019년 4월 서해연안 20개 지역에서 채집된 바지락의 평균 비만도는 0.62였으며, 정산포에서 0.38±0.02로 가장 낮았고, 

어사지역이 1.00±0.03으로 가장 높았다. 이때, 지역별 P. olseni의 감염도는 평균 737,486 cell/g 습중량 이였고, 정산포 

바지락이 49,735±12,025 cell/g 습중량으로 가장 낮았으며, 어사 바지락이 1,616,002±256,984 cells/g 습중량으로 가장 높

았다. 비만도와 P. olseni 감염도에 따라 4개 그룹 (저저/저고/고저/고고) 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서식밀도 및 현장 접

근성 등을 고려하여 4개 그룹의 대표 지역을 선정하였다 (저저: 정산포, 저고: 보령, 고저: 고창 (중국산), 고고: 궁리). 

 건강도 차이에 따른 4지역 바지락의 지온 급변에 의한 누적 폐사율은 그림 1과 같다. 일간 지온 변화가 15℃로 가장 

심한 실험구를 보면, 건강도 “저고”인 보령 바지락이 실험 개시 3일 내에 50%가 폐사하였으며, 건강도 “고고”와 

“저저”인 궁리와 정산포 바지락이 5일 이내에 50%가 폐사하였다. 일간 지온 변화가 10℃와 5℃인 실험구에서는 질병

감염도가 높았던 보령과 궁리 바지락만이 실험 개시 10일 이후 50%가 폐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Nam et al. (2018)

이 보고하였던 여름철 갯벌 바지락 폐사 개체가 정상 잠입한 개체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던 결과와 부합함으로써, P. 

olseni 고감염이 바지락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This figure shows that cumulative mortality of the manila clams with different health status when exposed in 
rapid temperature changes.

 건강도 차이에 따른 4지역 바지락의 지온 급변 노출 실험 기간 동안, 각 지역별 생존해 있는 바지락의 비만도, P. 

olseni 감염도, 체내 탄수화물 함량의 변화는 유의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총혈구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한 지온 15℃ 변화 실험구에서 폐사한 개체의 경우, 질병 저감염 지역 (정산포, 고창) 의 비만도는 생존 개체에 비해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질병 고감염 지역 (보령, 궁리) 바지락의 비만도는 생존개체와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

다 (그림 2). 지온 15℃ 실험구에서 폐사한 개체의 체내 탄수화물 함량은 생존개체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고창 지역 바지락은 실험 전에 비해 평균 약 40%가 감소 (평균 103.8 mg/g dry wt. → 60.3 mg/g dry 

wt.) 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7 mg/g dry wt.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Nam et al. 

(2018) 의 연구에서 폐사 진행 개체 (갯벌 표면 노출 개체) 와 잠입 개체 간 비만도 및 면역력 차이 (적은 혈구수, 식세

포능력 감소 등) 를 보고하였으며, 고온 노출이 바지락의 면역 능력을 방해하여 P. olseni의 고감염 개체부터 폐사가 발

생한다고 고찰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 3. Condition index changes of the surviving 
and dead clams when exposed in rapid 
temperature changes.

Fig. 4. Carbohydrate content changes of the surviving 
and dead clams when exposed in rapid 
temperature changes.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여름철 바지락의 폐사는 온도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요인이 작용하였을 때, 질병 감염도가 높은 

개체는 혈구수 감소 및 체내 탄수화물 함량 감소 등 호흡 및 에너지 고갈로 급격한 폐사에 이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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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염증은 생물의 선천면역기작의 하나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생체 방어작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척

추동물에서의 염증은 광범위 스트레스마커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정량함으로써 생리적 스트레스를 진단한다. 

해양연체동물 역시 염증발현이 질병이나 환경요인에 의해 널리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발생 기작이나 정량화는 현

재까지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해산 이매패인 바지락을 대상으로 이들의 염증 발

생 기작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염증 정량기술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2. 연구방법

 염증 분석에 이용된 바지락은 동해안에서 채집된 바지락으로서 현재까지 질병감염에 대한 보고가 없어 병원체에 의한 

염증발현이 최대한 배제된 시료를 실험실에서 1주일간 적응시킨 다음, 혈림프액을 분리하고 여기에 염증유도제 

(lipopolysaccharide, LPS) 와 비테로이드성 항염증제 (ibuprofen, diclofenac) 를 각각 노출시켰다. 이후 대표적 염증 지표

인 nitric oxide (NO) 농도, COX-2 농도 및 AIF-1 유전자 발현량 등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염증 유도제인 LPS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바지락 혈구의 NO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항염증제인 

ibuprofen와 diclofenac을 첨가하였을 때 NO 농도는 감소하였다 (Fig. 1). 이러한 현상은 COX-2 농도 및 AIF-1 유전자 

발현량 등에 대한 정량 시에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Fig. 2, and 3). 따라서 바지락은 척추동물과 매우 유사한 방식

으로 염증 발현 및 소염 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척추동물에서 적용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정량 

가능함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패류의 염증량 정량을 통해 스트레스 정량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1. NO levels in the 
hemolymph of R. philippinarum 
treated with LPS and NSAIDs. 

   Fig. 2. COX-2 activity  in the 
hemolymph of R. philippinarum 
treated with LPS and NSAIDs

   Fig.3. AIF-1 expression levels  in 
hemocytes of R. philippinarum 
treated with LPS and NS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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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Cell penetrating peptides (CPPs) 는 일반적으로 10-30여 개의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큰 크기의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세포 내로 이동시키고, 세포막을 파괴하지 않으며, 세포막 및 핵막을 통과해 친수성 거대 분자를 세포질 및 핵질로 전

달이 가능하다 (Heitz, Morris, & Divita, 2009). 이러한 CPP는 질병 및 유전적 개선에 있어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에 성공

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체내의 생화학 특징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CPP와 임계농도를 선정하여 HeLa cell (Henriques & 

Castanho, 2008; Polyakov et al., 2000) Bowes model (Hällbrink et al., 2001) 등에 적용해 인간에서부터 가축까지 다양한 

생물에게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어류 및 패류에 이러한 방법이 적용되어 치료 및 유전적 개선 및 개량에 CPP가 사용

된 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실험에서 선정한 CPP를 농도 및 시간에 따라 노출 시켜 투과성 및 안정성을 

검증해 굴 미수정란의 최적의 CPP를 찾고자 함이다. 

   
2. 연구방법

 굴 미수정란을 대상으로 투과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포막 투과에 활용도가 높은 Cationic CPP (T**T, A**P), 

amphipatic CPP (K**K, V***K, K***M) 을 선정하여 각 노출농도 (1, 10, 50 및 100 μM) 와 노출시간 (30, 60 min 및 90 

min) 및 염분 조건에서 (20 psu 및 30 psu) 굴 미수정란을 노출시켰다. 각 조건에서 세포막 투과 여부는 confocal 

microscope를 통해 standard background F0와 경과시간에 따른 미수정란 내부의 형광도 ΔFt를 비교해 검증하였다. 한

편 투과성이 확인된 CPP는 정자를 주입하여 수정을 진행하였고, 이후 수정률 %, 유생활성지수, D-larva abnormal rate 

%를 통해 검증하였다. 평균간 비교는 ANOVA test를 진행하였고, 유의차이가 인정될 경우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하였

다. 

   
3. 결과 및 고찰

 설정된 조건에서 CPP에 노출된 미수정란은 염분 농도 및 노출 농도에 따라 상이한 투과성을 보였고, 20 psu – 50 μM 

- 60 min에서 A**P와 K**K에서 투과성을 보였고, 20 psu – 100 μM- 60 min 및 90 min 조건에서는 A**P에서 투과성

을 보였다. 한편, 30 psu 조건에서는 100 uM-60 min 및 90 min에서 투과성을 보였다. CPP의 cytotoxicity는 대한 안전성

은 투과성을 보인 임계시간 60 min 처리 후 수정률과 유생활성지수 및 D-larva abnormal rate %을 통해 검증하였다. 수

정률은 각 조건에서 모두 50 μM에서 100 μM 노출보다 높은 값을 보였고, 투과성이 검증된 ANTP와 KFF는 모든 조건

에서 50% 이상의 수정률을 보였다. 유생활성지수는 유생이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trochorphore 단계에서 관찰하였고, 대

부분의 유생이 활발한 운동성을 보였지만 높은 농도에서 운동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D-larva abnormal rate %는 



대조구에서 29.77 %를 보였고, K**K 및 V***K를 제외한 대부분의 처리구에서 대조구와 비슷한 기형율을 보였다. 한편 

투과성을 보인 A**P의 경우 100 uM-30 psu 처리구에서 50%가 넘는 기형율을 보여 A**P에 대한 높은 농도처리는 적합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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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진주만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시, 하동군 사이에 있는 만으로 남북길이 18km, 동서길이 15km, 평균수심 4m이다. 이 

해역은 수심이 낮고 퇴적물이 펄 함량이 높아 새꼬막과 피조개 양식을 하는 살포식 양식장이 밀집해 있다. 종밋 

(Arcuatula senhousia) 은 유기물이 풍부한 해역에 대량으로 출현하는 오염지표 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내만이나 하

구역 조간대 및 조하대의 연성 퇴적물에 매트를 형성해 저서환경을 악화시켜 살포식 양식장 내 해적생물로 야기되고 

있다. 진주만 내 살포식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양식품종은 새꼬막 (Scapharca subcrenata) 과 피조개 (Anadara 

broughtonii) 이며 두 양식품종 모두 종밋 발생에 여부에 따라 양식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 종밋

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연안해역의 분포양상조사 및 개체군 생태연구가 대부분이라 계절적 개체군 특성과 생식소 발달단

계 등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다. 이 연구는 지속적인 살포식 양식을 위한 해적생물 종밋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

로 남해군 진주만 해역 내 계절적 종밋 분포특성과 번식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조사해역은 남해군 진주만 해역 (34°53’ N, 127°56’ E) 이다. 종밋의 계절적 분포조사를 위하여 분기별

로 실시하였고 3월에는 9개 6, 9, 12월에는 조사 정점을 확대하여 12개 정점을 조사하였다. 퇴적물은 Van Veen Garb 채

니기 (채취면적: 0.25 m2) 를 사용하여 각 정점에서 3회씩 채취하였고, 선상으로 인양된 퇴적물은 ∅2.0mm 망목 체와 해

수를 사용하여 퇴적물을 분리하였다. 퇴적물을 분리하고 남은 잔존물은 냉장 보관하여 실험실로 옮긴 뒤 종밋 생존개체

와 폐사개체, 유용이매패류를 동정하였으며, 이를 계수하여 면적당 출현 개체수 (개체/m2) 로 환산하였다. 두 번째로 종

밋의 월별 성 성숙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30개체를 채집하여 실험실로 옮긴 뒤 종밋 내 유기물을 제거한  후 각고 

(mm) 와 전중량 (g) 을 측정하고 개각하여 습중량 (g) 을 측정하였다. 비만도는 [조직습중량 (g) /전중량 (g)] ×100으로 

구하였다. 측정이 완료된 종밋은 조직학적 관찰을 위하여 Davidson’s고정액에 24시간 고정 후 70%에탄올로 치환 후 조

직 내 파라핀을 침투시켜 조직블럭을 제작한 뒤 6μm두께로 절편 후 H/E염색 후 광학현미경을 활용해 성별 및 생식소 

발달단계를 관찰하였다. 종밋 체조직 내 글리코겐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종밋 15개체씩 45개체에서 조직을 적출하여 

습중량을 측정하고 동결건조 후 균질화 하였다. 균질화 된 종밋 시료는 Dubois et al., 1956의 글리코겐 분석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남해군 진주만해역의 1월부터 12월까지 해양환경 측정결과 수온은 6.7~24.3℃, 염분 26.1~32.9, DO 5.6~10.9mg/L, pH 

7.9~9.1의 범위였다. 해수 내 Chl-a농도는 1.5~8.8μg/L였고, DIN은 0.004~0.343mg/L, PO4
-P는 0.001~0.022mg/L의 범위를 

보였다. 퇴적물 내 AVS농도는 0.021~0.291mg S/g·dry) 로 3월에 가장 높았다. 진주만에서 채집된 종밋은 2월부터 7월까

지만 채집할 수 있었고, 8월부터는 전량 폐사 되어 채집이 불가했다. 진주만 내 종밋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점

은 만 중앙부였으며 밀도는 2,480개체/m2로 3월에 많았다. 2월부터 7월까지 채집된 종밋의 크기는 각고 19.5~23.4mm로 

패각성장은 거의 없었다. 체조직 중량은 0.2~0.4g으로 6월에 가장 높았으며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비만도결과 역시 

6월 (42.3) 에 가장 높았으나 이후 7월 (17.9) 급격히 감소해 가장 낮았다. 체조직 내 글리코겐 함량을 분석한 결과 3월 

22.4±6.3mg/g dry weight에 가장 높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리코겐함량은 감소하였고 6월 이후 급격히 감소해 7

월 3.3mg/g dry weight값이 측정되었다. 종밋의 월별 생식소 발달단계를 관찰한 결과 종밋은 자웅이체로 완숙난의 크기

는 50~90μm였다. 종밋 암컷과 수컷모두 2~3월 초기 발달단계였으며, 완숙기는 5~6월, 부분산란기는 5~7월에 관찰되었

다. 모든 개체가 7월 이후 폐사하여 연중 생식소 발달단계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남해군 강

지만 종밋은 살포식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만 중앙부에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으나 8월 이후부터는 전량 폐사하였다. 

진주만 종밋의 산란 시기는 5월로 7월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후 종밋 치패는 발견되지 않았다. 종밋 체

조직 내 글리코겐 함량은 생식소가 발달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7월에 가장 낮았다. Kim (2006) 은 종밋 성

체를 대상으로 수온 및 염분에 대한 환경내성 실험을 하였는데, 올해 관측한 수온 및 염분범위에서는 종밋 폐사에 영향

을 미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 연구는 남해군 진주만에 서식하는 종밋의 제어방안을 위한 기초생태학적 연구로 계절

적 분포특성과 성 성숙특성 및 체조직 내 글리코겐 함량을 조사하였다. 종밋은 진주만 중앙부에 높은 밀도로 서식하였

으며, 늦은 봄 5월에 산란을 하고 7월까지 주 산란시기 없이 산란을 하며 치패가입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

밋 체조직 내 글리코겐 함량은 생식소가 발달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산란기에는 가장 낮았으며, 비만도 결과와도 일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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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s and Objectives

 Vibrio coralliilyticus is infectious to various marine bivalve larvae, including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V. 

coralliilyticus is remained to be a major constraint in marine bivalve aquaculture practice, especially in artificial seed 

production industry. Due to the high mortality and infectivity of pathogen, large amount of antibiotics have been used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However, indiscriminate use of antibiotics causes many social problems such as the 

generation of resistant strain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eco-friendly disease preventative measures are 

imperative for sustainable bivalve hatchery industry. 

2. Materials and Methods

 To isolate phages from seawater samples were carried out using drop or double agar layer methods. The host range, 

stability, and morphology of the phage isolates were investigated. Pathogenicity test against oyster larvae was 

conducted by an immersion method at various concentrations of V. coralliilyticus. In vivo phage efficacy to prevent V. 

coralliilyticus infection in oyster larvae was also performed us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isolated phages. To prevent 

phage-resistant strain, cocktailed phage also carried out.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isolated phages were classified as Podoviridae (pVco-5 and pVco-7) and Siphoviridae (pVco-14). Each phages 

were infective to four strains of seven V. coralliilyticus strains tested and pVco-5 and pVco-14 were more infective to 

host than pVco-7. In stability tests about temperature and pH, all kinds of phages were stable at environmental 

conditions of hatchery. When oyster larvae were pre-treated with the each phages before bacterial challenge, 

mortality of the treated oyster larvae was lower than that in the untreated control. Cocktailed phages were effective 

to prevent pVco-7 resistant V. coralliilyticus. This result suggests that each phages and cocktailed phage have the 

potential to be used as preventing agent for V. coralliilyticus infection in marine bivalve hatc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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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s and Objectives

 Spawning in marine bivalves is a great energy-demanding process, and it often results in lethal and sublethal stresses 

during the post-spawning period, including depressed immune capacity. The blood cockle Tegillarca granosa (Linnaeus, 

1758) distributes widely in silty-mud tidal flats on the south coast of Korea, and they spawn in late summer. 

2. Materials and Methods

 To understand the impacts of spawning on immune parameters, we analyzed the total hemocyte count (THC), 

hemocyte mortality, phagocytosis capacity, and reactive oxygen species (ROS) production of T. granosa in pre-, and 

post-spawning condition using a flow cytometer. Histology indicated that the blood cockles occurring on the south coast 

of Korea ripe and ready to spawn in July, and they spawned in August and September.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THC in the blood cockle hemolymph declined from pre-spawning to post-spawning, possibly due to the spawning 

stress and the massive infiltration of hemocytes in the gonad to phagocytose and resorb the residual gametes during 

the post-spawning period. The hemocyte mortality increased linearly from August to November, as the histology 

revealed that the blood cockle completed spawning, and they resorbed the relict gametes. The granulocyte 

phagocytosis capacity declined dramatically from July to September, when the cockles were engaged in active 

spawning. The flow cytometry revealed that the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from the granulocytes 

and the erythrocytes type II increased linearly from August to December, which may cause stresses at a cellular level 

during this period. As the data indicated, spawning is a stressful activity inducing depressed immunological capacities in 

the blood cock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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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수역은 강물이 바닷물과 서로 섞이는 곳으로 염분농도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구역이라고도 한다. 담수의 양은 집수역의 강수량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하고 바닷물은 규칙적인 상하운동을 하기 때

문에 염분농도는 0.5~30‰로 광범위하며 계절이나 강수량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염분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들이 분포하는게 일반적이다. 해수의 영향권인 하구 하류의 계절적인 종 조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된 

바 있으나 기수역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수역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

수갈고둥은 유속이 빠르고 자갈이 깔려있는 담수와 해수가 접하는 전이대에 서식하는 특성이 있다. 대상종은 염도, 물

흐름, 지반조건 등 환경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까다로운 생육조건으로 인해 생물학적 지표종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1997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하천에 서식하는 기수갈고둥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관리 및 보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연구 방법

 2011년 9월부터 2015년 3월,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약 4년간 50회 정성조사를 진행하였다. 거제도에

서 기수갈고둥이 서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모든 하천에 대해 서식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외곽도로를 따라 바다와 연결

된 하류 하천을 방문하여 알파 분류를 통해 종을 구분하였다.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인 고현동, 사등면,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일운면, 옥포동, 장목면, 하청면, 연초면으로 구분하여 지역을 선정

하였으며, 거제도 내 섬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존의 국내 분포지에서 거제도 내에서는 연초천이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었으나, 본 조사 연구를 통하여 거제도 섬 

지역 내 6곳의 하천에서 서식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거제면, 장목면, 사등면, 연초면으로 서식지가 한정되어 나타났

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후 서식지에 대한 다른 연구나 연관성을 통하여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한 서식지 형태

를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할 것이다. 제시된 서식환경 조건을 만족한다면 서해안과 남해안의 섬지역 등에서 추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포지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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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To date, most of the studies on endocrine disturbances and mechanisms caused by EDCs have been conducted on 

vertebrates, and studies on invertebrates are very limited. Among invertebrates, bivalve molluscs are sedentary 

organisms that are widely distributed around the world. They are filter feeders with very low metabolism and are 

mainly used as indicator organisms due to their ability to accumulate many chemical substances in their tissues in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Banni et al., 2005). We, therefore, selected bay scallop Argopecten irradians as the 

experimental species. It is a very commercially important shellfish species in South Korea and China, including the 

Atlantic coast, and is known to easily accumulate toxic substances in tissues (Heffernan et al., 1988; Oh et al., 2003). 

Therefore, in this study, A. irradians was exposed to BaP to evaluate the latter’s acute effect on the expression of 

the antioxidant system and DNA damage.

   
2. 연구방법

 In the present study, bay scallop antioxidant response to acute exposure to the benzo[α]pyrene (BaP) was 

investigated. Scallops were exposed to a low dose group (0.5 and 1.0 µg/L) and a high dose group (10 and 50 µg/L) for 
72 h. The following oxidative stress indicators were measured in the digestive diverticula tissues or hemolymph: SOD, 

CAT, H2O2, and LPO. The apoptotic response was assessed using the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TdT)-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eling (TUNEL) assay in the high dose group.

   
3. 결과 및 고찰

 The stress indicators in each BaPs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ime, except in the 0.5 µg/L group. The TUNEL 
assay revealed that more apoptotic cells were detected after exposure to BaP over time (Fig. 1).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posure to BaP induces oxidative stress and causes tissue damage in bivalves. They also reveal high 

concentrations of BaP exposure could have potential adverse effects in bivalv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the oxidative stress (toxicity) biomarkers (antioxidant enzymes, ROS, LPO, etc.) in scallops has an 

important relationship with the detoxification of BaP. It was confirmed that bay scallops were subjected to high levels 

of oxidative stress when exposed to high concentrations of BaP. It is believed that the antioxidant enzyme activity and 

LPO level may reflect the overall detoxification capacity and damage level of scall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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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ctus) 은 연체동물문 복족강 고리갈고둥목 갈고둥과에 속하며 주요 서식지는 일정한 유속이 

유지되는 기수지역의 자갈지대이다. 까다로운 서식조건과 국내 해안선 개발로 인해 기수갈고둥 (C. retropictus) 은 현재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지만 현재 그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본 연구는 기수갈고둥 (C. retropictus) 의 염기서열 

분석과 Metallothionein (MT) 유전자 서열을 이용한 분자계통학적 연구를 통해 기수갈고둥 (C. retropictus) 의 분류학적 

위치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기초 data를 확보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 방법

 기수갈고둥 (C. retropictus) 의 내장낭에서 Trizol 기반 RNA extraction 방법으로 추출된 total mRNA를 정제하고 cDNA 

library를 구축하였다. NGS (Illumina Hiseq 2500 Sequencer) 를 이용하여 RNAseq 해독을 한 뒤 다음과 같이 생물정보학

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Transcriptome raw data를 Cutadapt와 Sick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lean reads를 확보한 뒤 De 

novo assembly를 수행하여 만들어진 contigs 들을 TGICL을 이용한 clustring을 수행하여 unigene 서열을 확보한 뒤, 

PANM DB에 BLA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notation 한 결과에서 MT 서열을 포함되어 있는 unigene 서열을 추출하였

다. 확보되어진 unigene 서열을 EMBOSS package를 이용하여 6-frame의 모든 아미노산 서열들을 추출하였으며, 

Genscan-I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orf를 추출하여 아미노산 서열을 얻었다. 최종적으로 2018년 Chung 등에 의해 선행

연구 되어진 58개의 full length standard MT 아미노산 서열과 거제외줄달팽이 (Satsuma myomphala) (Sang et al., 2016), 

귀이빨대칭이 (Cristaria plicata) (Chung et al., 2017), 산민달팽이 (Incilaria fruhstorferi) (Sang et al., 2017), 제주배꼽달팽

이 (Aegista chejuensis) (Park et al., 2018) 와 대상종인 기수갈고둥 (C. retropictus) 간의 서열 유사도가 높은 MT 서열을 

확보하여 MEGA-X를 활용하여 multiple alignment (Clustal-X 엔진활용) 를 수행한 후 ML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활용한 molecular phylogenetic analysis를 통해 계통수를 작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MT 코딩영역은 총 201 bp 이었으며, 총 67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연체동물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

는 MT 패턴 (C-X-C-X- (3) -C-T-G-X- (3) -C-X-C-X- (3) -C-X-C-K) 이 보존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MEGA-X를 이

용한 분자계통학적 분석결과 이매패류들과는 완전히 분지가 되었고, 기수갈고둥 (C. retropictus) 를 포함한 gastropoda 

의 경우 서식지 즉 육상, 민물, 해양에 따라 grouping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수갈고둥 (C. retropictus) 의 MT 

서열은 해양에 서식하는 전복 Haliotis 속에 속하는 복족류들과 더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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