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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주도 해역은 대마난류와 황해난류가 동서로 감싸면서 북

상하고 계절에 따라 중국대륙연안수, 남해연안수, 황해저층

냉수대 등 성질이 서로 다른 여러 수괴의 영향을 복잡하게

받고 있는 영향으로 난류성 어족의 회유로 월동장이 되므로

수산자원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제주

도의 양식어업은 1980년 광어 종묘 생산을 시작으로 2016년

말 기준 283개소 131 ha로 넙치 위주의 육상 수조식 양식어

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1]. 

제주도의 넙치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

할 정도로 제주도에선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

지만 넙치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은 양식 산업

에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넙치의 양식과정에서 발

병하는 질병으로 세균성 질병으로는 Edwardsiella sp.,

Streptococcus sp., Vibrio sp., Aeromonas sp. 등이 있다. 바

이러스성 질병으로는 Koi Herpsvirus (KHV), Infections

Pancreatic Necrosis (IPN), Viral Hemorrhagic Septicemia

(VHS) 등이 있다. 기생충성 질병은 스쿠티카증, 백점병, 트

리코디나증, 아가미흡충증 등이 있다[2, 3]. 이중 양식 넙치

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연쇄구균증은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Lee 등[4]가 생화학적 성상과 16S rRNA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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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서열을 이용하여 L. garvieae가 넙치 연쇄구균증의 원

인체로 보고하였다. 또한 Jung 등[5]과 Kim 등[6]에 의해 생

화학적 성상과 16S−23S ISR (Intergenic Spacer Region)

서열 등을 이용하여 Streptococcus iniae를 연구보고하였다.

또한 연쇄구균증에 감염된 넙치는 체색변화, 안구이상(백탁,

출혈, 돌출), 아가미 퇴색, 출혈이 나타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복부팽만, 신장과 비장의 종대와 더불어 폐사가 일어난

다. 국내에서는 이 질병은 해수 어류 양식장에서 수온이 18

℃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부터 10월까지의 고수온기에 주로

집단적으로 발병하여 50% 이상의 급성 폐사 또는 만성 폐사

를 일으킨다[7, 8]. 최근 넙치 양식장에서 연쇄구균증의 원인

체로 S. parauberis의 검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9−13]. 

어류질병세균을 제어하기 위해 probiotics, 미생물, 다양한

식품소재 등에서 항균성 물질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

에 있다[14−16]. 이에 어류질병세균을 제어하는 동시에 면역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생균제, 생약제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7]. 우수한 생균제의 개발은 양식장의 무분

별한 항생제 상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양식 어류의 안전

성 확보로 소비자의 인식 전환에 기여한다[18]. 

Bacillus subtilis는 기존에 다양한 연구결과로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19−22]. 본 연구에서 사용된 B. subtilis MD-

02는 제주 연안에서 분리된 해양유래 미생물로 어류질병세

균에 대한 항균활성에 대한 효과가 이전 논문에서 확인되었

다[1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B. subtilis MD-02를 양식 넙

치에게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비특이적 면역반응과 최근 검

출 빈도가 증가한 S. parauberis에 대한 병 저항성을 알아보

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어 및 실험 사료 제작
제주도 남원읍에 위치한 양식장에서 넙치(212.7 ± 31.4 g)

를 구입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구입한 넙치는 제주대학

교 실험실로 옮겨 2주 동안 기본 사료(Table 1)를 급이 하여

순치시켜 수조 환경에 적응시켰다. 500 mm × 160 mm의 사

육 수조를 사용하였으며, 총 4개의 그룹에 30마리씩 넙치를

수용하여 1일 2회 환수하였다. 사육수조의 조건은 온도

20.0 ± 0.3℃, pH 8.32 ± 0.19, 염분 32.77 ± 0.2‰, 용존산소

량 7.85 ± 1.21 mg/l로 설정하였다. 사료 공급은 하루에 2번

(AM-10:00, PM-06:00) 어체중의 5%로 급이 하였으며, 광주

기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유지하였다. 실험 사육은 총 4주 동

안 수행하였으며, 채혈 시 무작위로 넙치를 선별하여 진행하

였다[23, 24].

실험 사료 제작을 위해 기본 넙치 사료에 대량 배양된 해

양 유래 미생물인 Bacillus subtilis MD-02를 농도 별로 사

료 100 g에 첨가하여 최종 농도를 1.2 × 104 CFU/100 g,

1.2 × 106 CFU/100 g, 1.2 × 108 CFU/100 g으로 농도를 맞

춰 제작하였다. 대조구는 아무것도 첨가 하지 않은 기본 사

료를 사용하였다[23, 24].

혈액학적 분석
1주에 한번씩 채혈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전 24시간은 절

식시켜 무작위로 넙치를 선별하였다. 넙치의 미부 정맥에서

1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채혈 하였으며[25], 채혈 된 전혈은

hematocrit 분석에 이용하였다. Hematocrit은 모세혈관 채

혈튜브(Micro-Hematocrit Capillary Tubes, USA)에 전혈을

채운 뒤, 찰흙판(Cha-seal, KIMBLE, USA)으로 입구를 막은

뒤, 혈액 원심분리기(Micro-hematocrit centrifuge HHC-24,

Table 1. Formulation and proximate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diets for olive flounder.

Ingredients (g/100 g diet) Composition (%)
Fish meal 50.0
Soybean meal 8.0
Defatted rice bran 10.0
Wheat flour 13.0
Fish oila 3.0
Soy lecithin 1.0
a-Potato 4.0
a-celluloseb 1.0
LjLP 0.0
Blood meal 2.0
Dextrin 2.0
Caseinb 2.0
EPA + DHAa 0.5
Vitamin and minerals premix 2.0
Proximate analysis (% dry matter basis)
Moisture 10.0
Crude protein 49.9

Crude lipid 10.7
Crude ash 11.2
Crude carbohydrate 18.2
aE-Wha oil, Pusan, Korea 
bUnited States Biochemical (Cleveland, OH) 4412 
cPremix (g/100 g) contains DL-calcium pantothenate, 0.5; cho-
line bitartrate, 10; inositol, 0.5; menadione, 0.02; niacin, 0.5; pyr-
idoxine-HCl, 0.1; riboflavin, 0.1; thiamine mononitrate, 0.1; DL-a-
tocopheryl acetate, 0.2; retinyl acetate, 0.02; biotin, 0.01; folic
acid, 0.02; B12, 0.0002; Cholecalciferol, 0.008:a-cellulose, 85.0
dPremix (g/100 g) contains Al, 0.12; Ca, 500; Cl, 10; Cu, 0.5; Co,
0.9; Na, 0.13; Mg, 50; P, 5000; K, 425; Zn, 0.3; Fe, 4; I, 0.5; Se, 0.02;
Mn, 0.90



134 Kim and Heo 

http://dx.doi.org/10.4014/mbl.1807.07003

Hanshin-medical, Korea)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값을 측

정하였다[26]. 또한 전혈을 상온에서 60분간 방치한 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12,000 rpm, 10 min에서 혈청을 분리하

였으며, -80℃에 보관하여 실험 시 사용하였다[27]. 분리된

혈청을 Comprehensive kit (Calxis, Korea)에 주입하여

VetScan vs2 (Calxis, Korea)를 이용하여 총 12가지의 항목

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28]. 

비특이적 면역반응 분석
혈청 라이소자임은 동결 건조된 Micrococcus lysodeikticus를

0.05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2)를 이용하여

0.03%의 M. lysodeikticus 현탁액을 만들어 96-well plate에

혈청 10 µl와 현탁액 250 µl를 분주한다. 22℃에서 5분간 방

치한 후 흡광도 리더기(Biorad, Ramsey, USA)에서 490 nm

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라이소자임 활성의 1 unit은 0.001/

min의 흡광도 감소를 나타내는 효소의 양으로 정하였다[24,

29]. 

혈청 대식세포 분석법은 유리관에 혈청 25 µl와 NBT

(Nitroblue tetrazolium, Sigma-aldrich, USA) 175 µl를 섞

어 28℃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이후 상층액을 제거하

여 100% (v/v) 메탄올을 이용하여 5분간 고정시킨 후, 70%

(v/v) 메탄올을 이용하여 2번 수세하여 건조시킨다. 환원된

NBT를 2 N 수산화칼륨 125 µl와 DMSO 150 µl를 이용하여

용해시킨 다음 6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4, 30]. 

어류질병세균을 이용한 병 저항성 실험
병 저항성 실험에 사용한 어류질병세균은 Streptococcus

parauberis (KCTC 3651)를 이용하여 1.5% Brain Heart

Infusion Broth (BHIB, Difco., USA)에서 25℃, 48시간 전

배양 후 사용하였다. 대조구와 실험구 그룹에 각각의 사료를

4주간 급이 후, S. parauberis를 1.2 × 106 CFU/ml의 농도

로 200 µl씩 어체의 복강에 주사하여 누적 폐사율을 조사하

였다[24]. 

통계처리

분석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SPSS Inc., Version 18.0,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 검정을 실시하여 T-test

(p < 0.05)로 평균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통계 분석을 일

원 분산 분석(ANOVA)과 Tukey 테스트를 사용하여 평균을

비교함으로써 수행되었다. 결과 값은 평균값 ±표준편차

Fig. 1. Serum biochemical analysis (Glucose, AST, ALT) of olive flounder fed with control and B. subtilis MD-02 enriched diet.
Values are mean ± SE (n = 5). (A) Glucose, (B) AST, (C)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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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 S.D)로 나타내었고 백분율 값은 arcsine 변형 값으

로 계산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혈액학적 분석 
혈액성분은 같은 어종이라도 크기, 나이, 생리적 상태, 공

급하는 먹이의 성분이나 첨가물의 성분, 성장 환경에 따라

혈액 성분이 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1, 32]. 본 연구의 혈

액학적 분석 결과 glucose, AST, ALT 결과, B. subtilis

MD-02의 농도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며(Fig. 1),

hematocrit, amylase, total protein에서만 대조구에 비해 유

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 Hematocrit의

결과 1주차에 비해 4주차 때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A). B. subtilis MD-02의 농도

에 따라 결과 값의 차이를 나타냈지만, 모든 농도에서 대조

구에 비해 hematocrit의 값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소화

효소인 amylase 분석 결과 대조구에 비해 3주차 때부터 1.2 ×

104 CFU/100 g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Fig. 2B). 이러

한 결과는 B. subtilis MD-02가 장에 유착되면서 amylase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장내 균총 검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total protein의 분석 결과 대조구에 비해

3주차 때부터 1.2 × 104 CFU/100 g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C).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무

척추 동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선천 면역의 지표인 동시

에, 어류의 방어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23, 33]. 또한 Bacillus

종은 어류 질병인 Edwardsiellosis, Furunculosis, Lactococcusis,

Streptococcusis 등에 대한 억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1, 23, 34−38]. 이에 B. subtilis MD-02를 1.2 ×

104 CFU/100 g의 농도로 투여하였을 때 hematocrit, amylase,

total protein을 유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특이적 면역반응
라이소자임은 세균 세포벽의 펩티도글리칸에 작용하여 N-

아세틸뮤라민산과 N-아세틸글로쿠사민 사이의 베타 1,4-뮤

라미드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이다. 또한 그람양성세균

의 세포벽에 직접 작용하고, 그람음성세균에 대해서는 항체

와 보체의 작용을 증가시켜 준 후 펩티도글리칸 층을 분해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라이소자임 분석 결과

3주차 때부터 B. subtilis MD-02의 모든 농도군에서 대조구

Fig. 2. Serum biochemical analysis (Hematocrit, Amylase, Total protein) of olive flounder fed with control and B. subtilis MD-
02 enriched diet. Values are mean ± SE (n = 5). (A) Hematocrit, (B) Amylase, (C) Total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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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높은 결과 값을 나타냈다. 실험이 종료되는 시점에

서 때부터 1.2 × 108 CFU/100 g에서 가장 높은 결과 값을 나

타냈으며(Fig. 3A), 이는 B. subtilis MD-02가 라이소자임 활

성에 관여를 하는 동시에 고 농도로 투여 시 더 많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연구된 B.

subtilis와 S. cerecisiae를 양식 넙치에 투여했을 때, 라이소

자임 활성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21, 39, 40].

대식세포는 동물체내에서 모든 조직에 분포하여 면역을 담

당하는 세포이며,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 등을 잡아서 식 작

용하는 1차 면역체계이다. 대식세포의 세포질에는 가수분해

효소를 저장하는 리보좀이 다수 존재하며, 이물포식에 의해

형성된 파고좀과 융합하여 효소를 방출하고 이물의 식장용

을 한다. 대식세포의 분석 결과 2주차 때부터 대조구에 비해

증가하였으며(Fig. 3B), 3주차 때부터는 1.2 × 106 CFU/100 g

와 1.2 × 108 CFU/100 g에서 높은 결과값을 나타냈다. 라이

소자임과 마찬가지로 B. subtilis MD-02가 대식세포 활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어류질병세균에 대한 생존율 분석
모든 실험이 종료된 시점에 S. parauberis를 1.2 × 106

CFU/ml로 접종하여 20일 동안 누적 폐사율을 확인하였다

(Fig. 4). 대조구에서는 실험 시작 6일부터 폐사가 시작되어

Fig. 3. Serum lysozyme activity and macrophage activity of olive flounder fed with control and B. subtilis MD-02 enriched diet.
Values are mean ± SE (n = 5). (A) Lysozyme activity, (B) Macrophage activity.

Fig. 4. Cumulative mortality of S. parauberis in olive flounder fed with control and B. subtilis MD-02 enriched diet. Values are
mean ± SE (n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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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 100%의 폐사율을 보였다. 1.2 × 104 CFU/100 g의

그룹에서는 접종 후 7일부터 폐사가 시작되어 60%의 폐사

율을 보였다. 1.2 × 106 CFU/100 g과 1.2 × 108 CFU/100 g

그룹에서는 6일부터 폐사가 시작되어 각각 50%와 40%의 폐

사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B. subtilis를 이용한

어류질병세균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27, 41]. 이러한 결과는 사료 내 B. subtilis 균주의 첨

가가 어류질병세균에 대한 저항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요 약

제주 연안에서 분리한 해양유래 미생물 중에서 어류질병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있는 Bacillus subtilis MD-02를 이

용하여 넙치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비특이적 면역반응과

어류질병세균에 대한 병 저항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B.

subtilis MD-02를 1.2 × 104 CFU/100 g, 1.2 × 106 CFU/

100 g, 1.2 × 108 CFU/100 g의 농도로 사료를 제작하여 넙치

에게 급이 한 결과 4주차때 hematocrit이 대조구에 비해 증

가하였다. AST와 ALT는 각각 1.2 × 108 CFU/100 g와

1.2 × 104 CFU/100 g에서 대조구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Amylase의 결과 3주차 때부터 1.2 × 104 CFU/100 g에서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total protein의 경우 3주차 때부터

1.2 × 104 CFU/100 g에서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 비특이적 면역반응인 라이소자임 활성과 대식세포 활

성 결과 1.2 × 108 CFU/100 g에서 대조구에 비해 높은 활성

을 나타냈다. 또한 Streptococcus parauberis를 1.2 × 106

CFU/ml로 넙치에 접종 한 후 폐사율을 확인한 결과 대조구

에선 전량 폐사가 일어난 반면 B. subtilis MD-02를 투여한

그룹에서는 40−60%의 폐사율을 보여 어류질병세균에 대한

병 저항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주연안에서

분리한 해양유래 미생물인 Bacillus subtilis MD-02를 넙치

에게 급이 할 때 비특이적 면역반응과 어류질병세균에 대한

병 저항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사료 첨가제로

개발 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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