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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global warming, aquatic ecosystems undergo
change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occurrence of harmful algal
bloom and the introduction of new alien species. Raphidiopsis
raciborskii originated in the tropical eutrophic system, but now
it has expanded to the temperate zone according to climate
change and has been found in many areas, including China and
Japan. This cyanobacterium is a kind of harmful algae that is
likely to produce toxins and has never been isolated in Korea.
In this study, molecular genetic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cpcBA-IGS, nifH, and 16S rRNA gene that can estimate
geographical relationships as well as microscopic observation
of R. raciborskii isolated from a reservoir in Incheon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The isolate was characterized by
heterocyst that was responsible for nitrogen fixation at the ends
of straight trichome. It was identified as R. raciborskii according
to the morphology of the apical cell and akinete. Molecular
genetic analysis of cpcBA-IGS and nifH showed that there is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strains isolated in Asia, Europe,
Australia, and Africa. R. raciborskii is highly likely to be

distributed nationwide because straight, and S-shaped individuals were also observed in reservoirs in Incheon, Uiwang,
and Hwaseong. In addition, since strains that produce toxins
are found in Asia, and Australia, it is necessary to study their
ecological characteristics along with nationwide distribu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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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hidiopsis raciborskii (Woloszynska) Aguilera, Berrendero Gómez, Kastovsky, Echenique & Salerno는 최초 Anabaena 속으로 보고되었으며(Woloszynska, 1912), 분류법의
발전에 따라 Anabaenopsis, 그리고 Raphidiopsis (Cylindrospermopsis) 속으로 분류체계가 변화되어 알려져 왔다(Padisák,
1997; Komárek and Komárková-Legnerová, 2003; Aguilera et
al., 2018). R. raciborskii는 국내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미기록
유해 남조류로, 1899년에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처음으로 관
지구적 기후변화 등의 환경요인(Kokociński et al., 2017) 및 종
자체의 환경 적응력(Soares et al., 2013)으로 인해 점차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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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분포 영역을 확장하였다(Padisák, 1997; Antune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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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탈수 및 설사 환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015). 현재는 대부분의 대륙 및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R. raciborskii은 국외에서 유입된 외래종으로, 일본이나 중

등 여러 국가에서도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에서 관찰되는 동일 종들은 조류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

1935년과 1995년에 각각 일본과 중국에서 분포가 관찰된 바

으로 알려져 있다(Zarenezhad et al., 2012). 또한, 지구온난화

있다(Wilk-Woźniak et al., 2016). 이렇듯 가까운 주변국가에

와 같은 환경변화에 의해 국내 수계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국내에도 최초

알려져 있으며, 국외 사례와 같이 조류 독소 등으로 인한 피해

현미경 관찰을 통해 분포가 보고된 2017년보다 훨씬 이전에

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2년 수행된 낙동강 수계 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

남조류 유전자 분석 연구 결과, 비록 현미경을 통해 확인되지

연구부, 2019).

는 않았지만, 낙동강 수계 내에서 Raphidiopsis (Cylindrosper-

R. raciborskii는 자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상

mopsis) 종이 소수이지만 유전자 단계에서의 검출되었던 사

체(trichome)의 말단세포(apical cell), 이형세포(heterocyst),

례가 보고된 바 있다(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휴면포자(akinete) 등의 형태적 특징을 바탕으로 동정이 가능

2013). 본 연구를 통해 동정 된 R. raciborskii GIHE 2018는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omárek and Kling, 1991; Saker and

2017년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해오름 공원 내 저수지의 과산화

Neilan, 2001). 하지만 R. raciborskii은 환경변화에 따라 형태

수소를 이용한 조류 제거 사업 제거효율 평가 과정에서 최초

가 변할 수 있으며, 형태가 다른 경우에도 분자유전학적으로

현미경 관찰을 통해 발견된 남조류이며, 같은 해 경기도보건

매우 유사해서 종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Saker et al.,

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경기도 내 중점관리 저수지 서식중인

1999; Chonudomkul et al., 2004).

식물플랑크톤 조사 과정 중 의왕 소재의 왕송 저수지 및 화성

각 대륙에서 발견된 R. raciborskii의 분자유전학적 연관성

시 소재 저수지 내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경기도보건환경연

과 이동경로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며, 이

구원 물환경연구부, 2019). 이를 통해, 현재 R. raciborskii가 국

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지

내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속되고 있다(Antunes et al., 2015; Wilk-Woźniak et al.,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국내 수계에서 최초로 관찰

최근 Moreira (2011)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시아를

된 R. raciborskii를 현미경 관찰을 통해 분리, 순수배양(unialgal

포함한 다섯 대륙에서 관찰된 R. raciborskii 종들을 대상으로

culture)하는 것이다. 이후 분리한 균의 정확한 종 동정을 위해

4개 유전자(16S rRNA, ITS longer spacer, ITS shorter spacer,

배양 과정의 형태적 특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더불어 3가

rpoC1)를 이용한 분자계통학적 연구를 통해, R. raciborskii는

지 종류(16S rRNA, cpcBA-IGS, 그리고 nifH)의 유전자를 대

발견되는 대륙 별로 (1) 유럽, (2) 아프리카 ․ 아메리카, (3) 아시

상으로 계통분류학적 분석을 통해 순수 분리한 남조류의 분자

아 ․ 호주의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아시아 ․ 호주

유전학적 분류체계 분석 및 분자계통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

그룹은 아프리카 ․ 아메리카 그룹에 비해, 유럽에서 발견된 종

이다.

들과 보다 가까운 유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Moreira et al., 2011). 이들의 분포 연구가 주목받고 있는 이

재료 및 방법

유는 R. raciborskii가 조류독소를 생성하는 유해 남조류로 알
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중 일본(Zarenezhad
et al., 2012), 태국(Chonudomkul et al., 2004; Zarenezhad et

현장 특성 및 개체관찰

al., 2012), 중국(Lei et al., 2014),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호주

2018년 8월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해오름공원 내 저수지

(Saker et al., 1999; Schembri et al., 2001) 및 뉴질랜드(Wood

(37.38 N 126.72 E)로부터 표층수 시료를 채취하였다. 저수지

and Stirling, 2003)에서 관찰되는 종들은 간 독소인 cylindro-

는 간척지에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290 m × 170 m

spermopsin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남미의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로 수심은 약 1.5 m, 저수용량은 60,000

브라질에서 관찰되는 R. raciborskii 종들은 신경독소인 para-

t이었다. 채취된 시료로부터 사상체 말단에 위치한 이형세포

lytic shellfish-poisoning (PSP)를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

가 특징인 R. raciborskii를 위상차 현미경(Carl Zeiss)을 통해

다(Lagos et al., 1999). Griffiths과 Saker (2003)의 연구에 의하

관찰하였다.

면, 1979년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의 Palm island에서 R.
raciborskii 종에 의해 생산된 cylindrospermopsin에 의해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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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배양 및 분자유전학적 분석

primer 별 PCR 증폭을 위한 온도 및 시간 조건은 다음과 같다.

R. raciborskii 균주의 분리 ․ 배양을 위해, 현미경(Axiotop2
plus)으로 관찰하면서,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R. raciborskii의 사상체를 분리, Jaworski’s (JM, Thompson et al., 1988)
배지(기산바이오)에 접종한 후, 27°C에서 광주기(day:night)
16:8의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순수배양을 위해, 증식이 관찰된
배양용기로부터 배양체를 수시로 분리하여, 새로운 배지에 접
종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였다. 현미경 관찰을 통해 충분한
개체수의 순수배양체가 확인된 경우,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1000 rpm에서 20분간 배양체를 농축하였으며, xanthogenatesodium dodecyl sulfate 완충액(Tillett and Neilan, 2000)를 이
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간략하게, 성장 중기에
서 후기 사이의 배양체 1 ml를 원심분리하여 cell pellet을 형성
시킨 후, 50 ml의 TER (10 mM Tris-HCl, pH 7.4; 1 mM EDTA,
pH 8; 100 µg/ml of RNase A) 용액을 첨가하여 pellet을 재부유
한다. 재부유된 세포들을 1.5-ml microcentrifuge 튜브에 나누
어 담은 후, 750 ul의 바로 제작된 XS buffer (1% potassium
ethyl xanthogenate [Fluka]; 100 mM Tris-HCl, pH 7.4; 20 mM
EDTA, pH 8; 1% sodium dodecylsulfate; 800 mM ammonium
acetate)를 첨가하여 약하게 혼합하였다. 혼합액의 상태 변화
에 따라 혼합액이 담긴 튜브를 70oC 온도 조건에서 10분에서
120분간 배양한다. 이후, 튜브를 10초간 강하게 혼합한 후, 30
분간 ice 상에서 배양한다. 원심분리 과정(14,000 rpm에서 10

cpcBA-IGS primer의 경우, 95oC에서 5분간 초기 denaturation
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95oC에서 30초간 denaturation, 56oC
에서 30초간 annealing, 72oC에서 1분간 extension을 30회
반복 수행하였다. nifH primer의 경우, 95oC에서 3분간 초기
denaturation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95oC에서 30초간 denaturation, 53oC에서 30초간 annealing, 72oC에서 30초간 extension을 30회 반복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16S rRNA 유전자
primer의 경우, 95oC에서 3분간 초기 denaturation을 수행하였
으며, 이후 95oC에서 30초간 denaturation, 53oC에서 30초간
annealing, 72oC에서 30초간 extension을 30회 반복 수행하였
다. PCR 증폭의 최종 단계에서, 72oC에서 5분간 최종 extension 과정을 수행하였다. PCR 산물들은 agarose gel을 이용한
전기영동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후 염기서열 분석에 사용되
었다(Macrogen).
확보된 염기서열은 Blastn 소프트웨어(Altschul et al., 1997)
를 이용하여 NCBI 데이터베이스(http://www.ncbi.nlm.nih.
gov/taxonomy)의 유사 유전자와 염기서열이 일치도를 비교
하여 동정하였다. 계통수 분석은, ClustalW (Thompson et al.,
1994)로 multiple alignment를 수행한 후, MegaX 프로그램
(Kumar et al., 2018)을 이용하여 유전자 별 최적의 모델을 선
별한 후, maximum likelihood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계통수를
작성하였다.

분간)을 통해 cell 부산물을 제거한 후, 750 ul의 이소프로필알
코올이 첨가된 새로운 튜브에 상등액을 옮긴다. 이후, 상온에

결과 및 고찰

서 10분간 배양한 후, 원심분리 과정(12,000 × g에서 10분간)
을 통해 DNA를 침전시킨다. 추출된 DNA은 70% 에틸알코올
로 1회 세척하고, 건조한 후, 최종적으로 100 ml의 TE 용액(10
mM Tris-HCl, pH 7.4; 1 mM EDTA, pH 8)을 첨가하여 추출한
다. 추출된 DNA는 NanoDrop 2100 spectrophoto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 WI)을 이용해 농도를 정량하였다.
피코시아닌 유전자(cpcBA-IGS), 질소고정 유전자(nifH,
Denitrogenase reductase) 및 16S rRNA 유전자는 Table 1에 제
시된 프라이머(primer) 조합을 사용하여 증폭되었으며, 각

형태적 특성을 통한 종 동정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저수지로부터 국내 최초로 분포가
발견된 R. raciborskii의 정확한 동정을 위해, 위상차 현미경을
통한 형태적 특징 관찰과 함께, 분자유전학적 분류법을 적용
하여 동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남조류 발생 시기인 8월의 수질
은, 수온 28~30°C, TOC 13.1~23.9 mg/L, 탁도 27.6~42.3 NTU,
TN 1.811~3.258 mg/L, TP 0.058~0.133 mg/L, 클로로필a 19.8~

Table 1. Primers used in this study
Target gene

Name

Product size (bp)

Sequence (5' to 3')

Annealing Temp. (°C)

References

cpcBA-IGS Cyanobacteria

PCbF
PCaR

685

GGCTGCTTGTTTACGCGACA
CCAGTACCACCAGCAACTAA

56

Neilan et al. (1995)

Nitrogenase reductase

nifHF
nifHR

382

CGTAGGTTGCGACCCTAAGGCTGA
GCATACATCGCCATCATTTCACC

53

Gugger et al. (2005)

16S rRNA gene

27F
1516F

1489

AGAGTTTGATCCTGGCTCAG
ATCCAGCCACACCTTCCGG

60

Neilan et al. (1997),
Yilmaz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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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mg/m3으로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시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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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의 색도는 연황색을 띄며 R. raciborskii가 4.5 × 10 ~1.8 × 10
cells/ml의 비교적 높은 밀도로 관찰되었다.

R. raciborskii는 사상체가 직선형(straight), S자형(sigmoid)
및 나선형(coil) 등 세 가지의 형태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Komárek and Komárková-Legnerová, 2003), 본 연구에서는
S자형과 직선형의 사상체만이 관찰되었다. 분리 ․ 배양된 사
상체는 직선형으로 단독으로 존재하고 초(Sheath)가 없으며
양끝 쪽으로 갈수록 약간 가늘어져서 말단의 세포는 둥근 원
뿔 형태로 관찰되었다. 영양세포의 길이 및 두께는 각각 10.16

(B)

(C)

(D)

(E)

± 1.64 µm 및 2.60 ± 0.22 µm로 관찰되었으며, 이형세포의 경
우 길이 및 두께가 각각 6.21 ± 1.25 µm 및 2.68 ± 0.38 µm로 관
찰되었다. 이와 함께, 휴면포자의 경우 길이 10.45 ± 2.97 µm
및 두께 4.10 ± 0.59 µm로 관찰되었다. R. raciborskii의 가장 두
드러진 형태적 특징은 자연환경 내에서 질소고정을 담당하는
이형세포가 사상체의 말단에만 위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른 남조류와 구별이 가능하다. 사상체의 말단에 위치하는
이형세포는 환경 내에서 사상체의 한쪽 말단에서만 관찰되지
만, 배양과정에서는 배지 내 질소 성분이 풍족할 경우 형성되
지 않거나, 질소가 부족한 경우 양쪽 말단에서 모두 발달할 수
있다(John et al., 2011). 본 연구에서 분리 배양된 R. raciborskii
의 경우, 자연상태에서는 한쪽에서만 이형세포가 관찰되었으
며, 배양과정에서 이형세포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질소원을 제거한 JM 배지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배양된 R.
raciborskii 사상체의 한쪽 혹은 양쪽에서 이형세포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John 등 (2011)도 유사한 조건에서 이형세
포를 관찰하였다.
조류 독소를 분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R. raciborskii는
형태적으로 가장 유사한 종인 R. africana와 휴면포자(akinete)
및 사상체 말단 세포의 형태적 특징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휴
면포자의 관찰을 위해 R. raciborskii 배양체를 낮은 온도
(12°C)로 옮겨 휴면포자의 발생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Li et
al., 1997), 본 연구를 통해 배양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길어지
면 조류의 사멸이 관찰되고 휴면포자가 자연적으로 발달할 수

Fig. 1. Phenotypic characteristics of Raphidiopsis raciborskii, (× 1000).
(A) Vegetative cell in water sample; (B) without heterocyst of filament.
Arrows indicate apical cells rounded-conical at the ends; (C) with heterocyst at one end of filament. Arrow indicates apical cells rounded-conical at
the end; (D) with heterocysts at both ends of filament; (E) with an akinete
and with heterocysts at the both ends of filament. Arrows indicate akinetes
cylindrical to oval. Scale bars = 10 µm.

의 말단 세포를 나타내며, Fig. 1C는 사상체 한쪽 말단에만 이
형세포가 있는 개체를 나타낸다. 이와 함께, Fig. 1D는 사상체
양쪽 말단에 이형세포가 있는 개체를, Fig. 1E는 양쪽 말단에
이형세포가 있는 실린더 형태의 휴면포자가 발달한 개체와 타
원형의 휴면포자를 나타낸다.

분자유전학적 분석을 통한 동정 및 지리적 연관성 추정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R. raciborskii의 휴면포자는 원통형

R. raciborskii는 분자유전학적 지표로서 cpcBA-IGS와 nifH

혹은 긴 타원형(cylindrical or oval)의 형태를 보이지만, 말단

유전자의 염기서열 비교를 통해, 계통수 상에서 지리적 특성

세포는 둥근 원뿔 형태(apical cells rounded-conical at the ends)

에 따른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yble et al., 2002;

를 형성한다. 반면, R. africana의 경우는 휴면포자가 타원형

Haande et al., 2008). 선행 연구의 결과들에 따르면, cpcBA-

(ellipsoidal)이며 말단세포는 둥근 형태(apical cells rounded at

IGS 유전자는 아메리카 및 유럽 ․ 호주의 두 그룹으로 분류가

the ends)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omárek and

가능하며(Dyble et al., 2002), nifH 유전자는 유럽, 호주, 아메

Kling, 1991). Figure 1A는 시료채취 당시 자연상태의 세포 형

리카의 세 그룹으로 분류된 바 있다(Haande et al., 2008). 하지

태를 나타낸다. Figure 1B는 이형세포가 없는 둥근 원뿔 형태

만 아직까지 아시아를 포함하여, 상기 두 종류의 유전자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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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lecular phylogenetic analysis by maximum likelihood method based on cpcBA-IGS with Anabaena bergii as the outgroup. The evolutionary
history was inferred by using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based on the Tamura 3-parameter model The percentage of trees in which the associated taxa
clustered together is shown next to the branches. Initial tree(s) for the heuristic search were obtained automatically by applying Neighbor-Join and BioNJ
algorithms to a matrix of pairwise distances estimated using the Maximum Composite Likelihood (MCL) approach, and then selecting the topology with
superior log likelihood value. A discrete Gamma distribution was used to model evolutionary rate differences among sites (5 categories [+ G, parameter =
0.1911]).

용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

raciborskii 종의 cpcBC-IGS 유전자는 미국 ․ 남미에서 관찰된

내에서 최초로 분리 ․ 배양된 R. raciborskii를 대상으로 cpcBA-

개체들의 유전자 염기서열 보다, 중국 ․ 유럽 ․ 호주 ․ 아프리카

IGS와 nifH 유전자 염기서열의 계통분석법을 적용하여, 유전

에서 분리된 개체들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보다 높은 유연관계

자의 염기서열의 차이를 토대로 지리적 분포 특성을 비교 분

를 형성하였다.

석하는, 미생물 지리학(microbial geography) 분석 연구를 수
행하였다.

반면, 질소고정 기능을 보유한 모든 미생물에 존재하는
유전자인 nifH 유전자의 염기서열의 경우, 주로 uncultured

연구 과정에서 순수배양 된 R. raciborskii GIHE 2018의

bacterium clone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99% 이상 유사하였다

cpcBA-IGS 유전자 염기서열은 기존 문헌상에 보고된 R.

(Fig. 3). 안타깝게도, 본 연구 과정에서는 아시아에서 분리된

raciborskii 종의 유전자 염기서열들과 ~99% 상동성을 보이는

R. raciborskii 개체의 염기서열을 얻을 수 없어 직접적인 유연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들은 분자계통학적 분석결과 크게 2

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Figure 3에서와 같이 계통수는 세 개

개의 그룹으로 관찰되었다(Fig. 2). 특히, 이번에 분리된 R.

의 그룹으로 분리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분리된 R. raci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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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lecular phylogenetic analysis by maximum likelihood method based on nifH gene with Anabaena oscillarioides as the outgroup. The evolutionary
history was inferred by using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based on the Kimura 2-parameter model. The percentage of trees in which the associated taxa
clustered together is shown next to the branches. Initial tree(s) for the heuristic search were obtained automatically by applying Neighbor-Join and BioNJ
algorithms to a matrix of pairwise distances estimated using the Maximum Composite Likelihood (MCL) approach.

skii GIHE 2018의 nifH 유전자는 아프리카와 호주에서 분리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과 상대적으로 근접한 유연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미국 ․

R. raciborskii GIHE 2018이 보유한 16S rRNA 유전자 염기

남미에서 분리된 개체의 nifH 유전자와는 확연하게 구분된

서열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내 보고된 R. raciborskii 종들의

그룹을 형성하며, cpcBA-IGS 유전자와는 달리, 유럽 지역에

16S rRNA 유전자와 ~99% 이상 상동성을 보였다(Fig. 4). 특

서 분리된 개체의 유전자들보다 호주와 아프리카에서 분리된

이하게도, cpcBA-IGS 및 nifH 유전자와는 달리, 16S rRNA 유

개체들과 단일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결과

전자 염기서열의 경우 지역적인 분포 특성이 관찰되지는 않았

는, R. raciborskii가 아프리카 → 호주 → 아시아 → 중부 유럽

다. 16S rRNA 유전자의 계통수 분석 결과, 모든 Raphidiopsis

으로의 경로와, 남미 → 북미 → 지중해로의 2가지 경로를 통해

(Cylindrospermopsis) 속에 속하는 개체들이 분리된 지역과

서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선행 연구결과(Panou et al., 2018)와

관련 없이 단일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일치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R. raciborskii GIHE

4). 이를 통해, Raphidiopsis 속의 각 종들은 16S rRNA 유전자

2018 및 아시아에서 분리 동정된 종들의 유전체(Whole genome

의 염기서열은 분리 동정된 지역과는 무관하게 서로 유사할

sequence) 분석 과정을 통한 nifH 유전자의 변이를 관찰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분포 지역별 상이한 종이 아닌 단일 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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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lecular phylogenetic analysis by maximum likelihood method based on 16S rRNA gene with Anabaena circinalis as the outgroup. The
evolutionary history was inferred by using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based on the Kimura 2-parameter model. The percentage of trees in which the
associated taxa clustered together is shown next to the branches. Initial tree(s) for the heuristic search were obtained automatically by applying Neighbor-Join
and BioNJ algorithms to a matrix of pairwise distances estimated using the Maximum Composite Likelihood (MCL) approach, and then selecting the
topology with superior log likelihood value. A discrete Gamma distribution was used to model evolutionary rate differences among sites (5 categories [+ G,
parameter = 0.0720]).

체가 지역 이동을 통해 현재의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을 것임

서열 유사성) 혹은 DNA-DNA hybridization 분석법(70% 염

을 암시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cpcBA-IGS 및 nifH 유전

기서열 유사성)을 적용한 분석에서 모두 같은 종으로 분류될

자의 경우, 균주의 지역 이동 과정에서 지역 특이적 유전자 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서열들이 유전자 수평이동을 통해 genome 내부로 유입되

(Otsuka et al., 2001). 중국의 수계에서 분리된 Raphidiopsis

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Cylindrospermopsis) 속에 속하는 6종(R. raciborskii, R. ta-

또한, Raphidiopsis (Cylindrospermopsis)는 형태적 특징을

verae, R. africana, R. helicoidea, R. philippinensis)의 16S rRNA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5개의 종으로 분류되지만, 박테리아의

유전자는 99.2~100%의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

종 판단 기준인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법(97% 염기

었다. 하지만 분자계통학적 분석 결과에서는 이들이 서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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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종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16S rRNA,

raciborskii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중국의 경우와 유사

cpcBA-IGS, rpoC1, ITS-L의 4가지 유전자를 이용한 분석을

하게 차후 높은 밀도로 전국적인 분포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

통해서도 앞서 언급된 6종의 분자계통학적 특성을 명확하게

다. 또한, 선행 연구 결과, 중국, 일본, 호주 지역에서 분리된 R.

구별하지 못한 바 있다(Li et al., 2017). 따라서, 이들 유전자 염

raciborskii 종들이 조류 독소를 생산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

기서열 분석법을 통해, R. raciborskii의 지리적 분포 특성에 대

된 바 있기 때문에, 분자유전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국내 종 역

한 추론은 가능하지만, 종간의 분자계통학적 특성을 구분하기

시 독소를 생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내

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도 R. raciborskii의 전국적인 분포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남조류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에서 발견된 R. raciborskii를 유해남조

는 말단 세포와 휴면포자의 형태에 따라 R. raciborskii로 동정

류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되었으며, cpcBA-IGS 및 nifH 유전자 염기서열을 이용한 분
자유전학적 분석결과, 아시아 ․ 호주 ․ 아프리카 지역에서 분
리된 개체들과의 유연관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적 요
온난화에 의한 수 생태계는 유해 조류의 발생이 증가되고
새로운 외래종이 유입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 R. raciborskii

결 론

는 열대지방의 부영양 수계에서 기원하였지만 기후변화 등 환
경요인에 따라 현재 온대지역까지 그 분포 영역을 확장하여

본 연구를 통해, 인천지역의 저수지 시료로부터 휴면포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남조

와 사상체 말단 세포의 형태 분석을 통해, 국내 수계로부터 처

류는 독소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 조류의 일종으로, 현

음으로 남조류인 R. raciborskii를 분리 ․ 배양 및 동정하였다.

재까지 국내에서는 발견이 보고된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본 연구를 통해 분리된 R. raciborskii는 사상체 말단에 존재하

는 국내 최초로 인천지역의 저수지에서 분리된 R. raciborskii

는 이형세포를 제외하고는 다른 남조류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

를 대상으로 종 분리 배양 및 동정을 위해 현미경을 이용한 형

사하였다. cpcBA-IGS, nifH 유전자 염기서열을 이용한 분자

태관찰 및 cpcBA-IGS, nifH, 그리고 16S rRNA 유전자를 이용

계통학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관찰된 R. raciborskii가 중

하여 지리적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분자유전학적 분석을

국에서 분리된 R. raciborskii와 염기서열이 매우 유사하며, 미

수행하였다. 분리된 균주는 직선형의 사상체로, 말단에 질소

국 ․ 남미에서 분리된 종 보다는 아시아 ․ 호주 ․ 아프리카에서

고정을 담당하는 이형세포의 위치가 특징이며, 말단세포와 휴

분리된 종과 상대적으로 높은 유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면포자의 형태에 따라 R. raciborskii로 동정되었다. 이와 함께,

것이 관찰되었다. 반면,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은 Raphi-

cpcBA-IGS, 그리고 nifH 유전자를 이용한 분자유전학적 분석

diopsis (Cylindrospermopsis) 속 내에서 서로 유사하여, 지역

결과 아시아, 유럽, 호주, 아프리카에서 분리된 개체와 밀접한

별 특성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견된 R.

유연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16S rRNA 유

raciborskii는 아프리카와 호주를 거쳐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전자의 계통학적 분석 결과에서는 지역별 분포 특성이 관찰되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cpcBA-IGS 및 nifH 유전자는 지역 특

지 않았다. 2017년 이후 인천, 의왕, 화성에서 직선형 및 S자 형

이적 유전자의 유전자 수평이동을 통해 genome 내부로 유입

태의 R. raciborskii가 관찰되면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분포를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시아와 호주에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R. raciborskii 종은 수계 내에 소
수의 개체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기록 종으로 남아있었을 것

독소를 생산하는 종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분포조
사 및 생태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으로 추정된다. Raphidiopsis 속은 2012년 낙동강 수계 내 남
조류 유전자 조사 과정에서 유전자 관찰을 통해 분포 가능성
이 제기된 바는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소수로 관찰되었으며, 실
제 현미경 관찰을 통해 분포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2017년부
터 수행된 남조류 분포 조사 과정에서 인천, 화성, 의왕 소재 저
수지에서도 수온이 높은 8월 다양한 형태적 특성을 갖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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