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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Microcystin (MC) produced during cyanobacterial blooms is a worldwide problem presenting a

serious health threats to humans and ecosystems. During July through October of 2013, the Ilwol Reservoir

experienced a high biomass of phytoplankton (maximum 211.7 mg/m3 of Chlorophyll-a) containing the

toxigenic cyanobacterium Oscillatoria sp.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C concentration in the reservoir

water, as well as in representative fish species (Carassius cuvieri, Carassius auratus, Channa argus). We also

evaluated the human health risk of exposure to MCs accumulated in the fish. 

Methods: Concentrations of MCs in the water and fish samples were analyzed by liquid chromatography with

a triple quadrupole tandem mass spectrometer (LC/MS/MS) and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Results: The total levels of four MC variants, including MC-LR, MC-RR, MC-YR and MC-LA were below the

WHO drinking water guideline limit (1 ug MC-LR per liter) both for the dissolved and particulate fraction

present in the water samples. The mean MC concentrations in the livers of all spec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gills (p < 0.01) and muscles (p < 0.05). The values of estimated daily intake of MCs in muscles, the

edible part of the fish, would be only 0.005–0.015 μg/kg·day, much lower than WHO’s provisional tolerable

daily intake of 0.04 µg/kg·day.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owing to the spatial distribution or temporal variation of MC, there is a

need for careful monitoring of cyanotoxin in reservoir water and aquatic animals to protect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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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하천, 호수 등 담수에서 흔히 관찰되는 Microcystis

spp., Planktothrix agardhii, Planktothrix rubescens

and Anabaena spp. 등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으로 불리는 남조류 독소를 생성하는데, 이 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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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사멸, 용균(lysis)을 통해 수중으로 방출된다

(Chorus and Bartram, 1999).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손상, 복통, 구토, 설사, 고열, 두통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여 동물과 인간에게 급성독성을 야기하는 것

으로 알려있다(Yoshida et al., 1997; Pearson et al.,

1990; WHO, 2003). 또한 실험동물을 이용한 만성

노출 연구결과, 발암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Duy et al., 2000). 현재까지 발견된 마이

크로시스틴의 구조적 이성질체는 약 100개가 존재

하며, 이 중에서 소수성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틴 LR

형(MC-LR)의 반수치사량(i.p. LD50, 마우스)은 50

ug/kg/bw으로, 마이크로시스틴류 중 독성이 강한 물

질 중 하나이다(Rinehart et al., 1994; US EPA,

2015). 국내의 상수원은 대부분 부영양화된 지표수

를 원수를 사용하고 있어 마이크로시스틴 뿐만 아니

라 조류기인 냄새물질들에 의한 건강상 문제점과 많

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Shin and Ahn, 2003). 이

에 따라 환경부도 2013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에서 설정한 MC-LR의 먹는물 기준(1.0 ug/L)과 동

일한 수준으로 음용수를 관리하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어류(Zhang et al., 2009; Jia et

al., 2014; Ni et al., 2015; Hauser-Davis et al., 2015;

Papadimitriou et al., 2012), 물벼룩(Ferrao-Filho et

al., 2014), 새우(Chen and Xie. 2005), 복족류(Barda

et al., 2015), 쌍각류(Preece et al., 2015), 수생식물

(Romero-Oliva et al., 2014)을 포함한 다양한 수생

태계 생물내에 축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일

부의 어류 연구결과에서 상위 섭식자로 갈수록 마이

크로시스틴 생축적(bioaccumulation)의 경향이 보여

졌지만(Xie et al., 2005), 다른 수생동물을 포함한

생물확장성(biomagnifications)과 관련된 강력한 증거

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Ibelings et al., 2005;

Papadimitriou et al., 2012; Barda et al., 2015). Chen

등(2009)은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된 음용수와 수산

물에 장기간 노출된 낚시꾼의 혈액에서 마이크로시

스틴을 검출(최대 1.8 ug/L)하였으며 혈청내 간기능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일월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

급을 위해 1941년에 축조된 인공저수지로 주변 도

시화로 인해 2005년 5월에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기

존의 연구에서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클로로필

-a, 총인의 수질항목을 이용한 한국형 부영양화 지수

(Korean Trophic state index; TSIKO) 값을 산출하여

본 저수지를 평가한 결과 과영양화 단계(TSIKO>70

이상)로 분류되었으며Microcystis aeruginosa 등의 남

조류가 출현하였다(Park et al., 2006; Kim et al.,

2013). 이들 결과는 일월저수지의 수질과 식물플랑

크톤의 군집변동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수생태계내

마이크로시스틴의 생물축적성을 분석하기에는 불충

분하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에서는 수체 및 어류내의 마이

크로시스틴의 분포, 축적성을 조사하였으며, 마이크

로시스틴으로 오염된 수생태계 종의 인체노출로 인

한 인체위해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점

일월저수지의 북쪽으로 율전천이 유입되며, 본 저

수지에서 시작된 일월천이 남서쪽으로 흘러가 황구

지천으로 유입된다. 저수지 둘레는 약 1.9 km, 유역

면적이 277 ha, 저수량은 29만 톤, 만수 면적은 18

ha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한 2013년 수질조

사 결과를 보면, 연평균 COD가 14.9 mg/L로 수질

등급이 매우나쁨(VI)으로 분류되고 생활하수가 주

오염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수질조사 및 어류의 채집

수질 시료는 매달 1회 또는 식물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한 경우는 주1회로 하여 채수하였으며, 조사 기

간은 부영양화가 주로 발생(여름 및 초가을)하는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선정하였다. 수체 중 마

이크로시스틴 및 클로로필-a의 분석을 위해 2 L를

채수하였고 남조류 분석을 위해 표층수 시료 100 mL

를 채수하여 루골용액(2 v/v %)으로 현장에서 고정

하여 4oC에서 보관하였다. 클로로필-a는 수질오염공

정시험기준(MOE, 2011)에 따라 GF/C 여과지

(Whatman, UK)로 시료 적당량을 여과한 후 아세톤

으로 냉암소에서 24시간 동안 클로로필을 추출하여

흡광도(Pharmacia Biotech Ultrospec 2000)를 측정

하였다. 남조류는 광학현미경(Zeiss, Axioskop,

Germany) 500~1,000배 하에서 종별로 동정하였으며

Sedgwick-Rafter counting chamber (1 mL)를 이용하

여 결과는 mL당 세포수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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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조사는 2개의 정점에서 정치망(삼각망)을 3

일 동안 설치한 후 채집하였다. 총 10종의 어류가

출현하였으며, 그 중에서 전체 생체량의 62.4% 차

지하는 떡붕어(21.7%), 붕어(18.5%), 가물치(22.2%)

를 조사대상 어류로 선정하였다(NIER, 2013). 현장

에서 포획된 어류(각각 5마리)는 냉장상태로 운반하

여 실험실에서 체장과 체중을 측정하고 즉시 해부한

후 분석전까지 −80oC에 보관하였다.

3. 마이크로시스틴의 추출 및 분석

수질 시료 중의 마이크로시스틴(MC-LR, MC-RR,

MC-YR, MC-LA) 분석을 위해 삼중사중극자 질량

분석기(Quattro micro API, Micromass, USA)를 연

결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Aliance 2695, Waters,

USA)를 사용하였으며, 전처리 방법은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 운영지침(MOE, 2012)에 따라 수행하였

다. 전처리는 시료 1L를 GF/C 필터를 통과하여 용

존성(dissolved microcystin; DMC) 및 조체성

(particulate microcystin; PMC) 시료로 분리한 후 실

시하였다. 용존성 시료의 전처리는 시료 1000 ml과

내부표준물질(Enkephalin, 200 ug/L)을 100 µl와 초

산(acetic acid) 5 ml을 첨가한 후 Oasis MCX 카트

리지 (6cc/200 mg, Waters, USA,)에 포집하였다.

PMC 시료의 경우 초음파 추출을 실시한 다음, 원심

분리기(3000 rpm, 15 min)를 이용하여 상등액과 침

전물을 분리하여 상등액을 50 ml 원심관에 보관하였

다. 추출 및 분리 과정을 3회 반복하였다. 포집된 상

등액은 진공원심농축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건고하였

다. 건고된 시료는 1 ml의 메탄올을 이용하여 추출

한 후 증류수 49 ml(in 5% acetic acid)을 첨가하여

Oasis MCX 카트리지에 포집하였다. 검출한계(method

detection limit, MDL) 및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 산출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

영지침(MOE, 2012)에 따라 7회 반복된 표준편차에

3.14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정량한계는 표준편차에

1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MDL는 MC-

LR, MC-RR, MC-YR, MC-LA 각각 0.387, 0.031,

0.134, 0.804 ng/L 이고, LOQ는 각각 1.172, 0.095,

0.407, 2.443 ng/L로 나타났다.

어류 조직(간, 내장, 아가미, 근육)내 마이크로시스

틴 전처리는 Mereno 등(2005)의 방법을 참고 및 일

부 수정하였다. 시료는 동결건조하여 분말상태로 균

질화시킨 후 일정량(0.1 or 0.5 g dry weight (DW))

을 취해 메탄올 15 ml(in 5% acetic acid)을 첨가한

후 1시간 동안 초음파추출하였다. 이 후의 용출과정

은 HPLC법에 적용된 과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으

며 최종 여과된 시료는 효소면역측정법(ELISA kit,

Enzo Life Sciences Inc., Switzerland)을 사용하여

450 nm 파장에서 분석(Vltrospec 2000, Pharmacia

Biotech Ltd.)하였다.

4. 인체위해성평가

민물어류를 통해 각 조직에 농축된 마이크로시스

틴의 인체섭취량은 다음 사항을 가정하여 EDI

(estimated daily intake) 값을 계산하였다. (1)경골어

류의 수분함량이 약 72%에 해당되는 문헌(Holmes

and Donaldson, 1969)을 바탕으로 어류의 동결건조

한 조직 무게(dry weight basis)를 수분함량을 보정

한 값(wet weight basis)으로 변환하였다. (2) WHO

에서 MC-LR에 대한 tolerable daily intake (TDI)가

0.04 ug/kg bw/day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 외 다른

이성질체 대한 TDI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다. 인체에 마이크로시스틴이 평생 노출되어도 유해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MC-LR은 이성

질체 중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 중 하나로, MC-RR

과 MC-YR에 대한 마우스의 복강내 투여를 통한 반

수치사량(LD50)은 MC-LR에 비해 각각 5배, 2.5배

높았다(Gupta et al., 2003).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

를 가정하여 어류 조직내 총 마이크로시스틴이 MC-

LR의 형태로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

한국형 노출계수 핸드북(MOE, 2007)을 바탕으로 민

물 어폐류 섭취자(전체 어폐류 섭취자 중 2.1%에 해

당)의 95백분위수(95th percentile)에 해당하는 일일

체중당 평균 섭취량 3.99 g/kgday을 사용하였다. 

5.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수행하였으며 마이크로

시스틴의 농도 분포는 정규성 및 동질성 가정을 모

두 만족하였다. 통계처리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유의성이

인정된 경우 Turkey test를 사용하여 다중비교를 실

시하였다. 또한 Pearson’s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체

장, 체중, 어류 조직(간, 내장, 아가미, 근육)별 마이

크로시스틴의 농도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통계



13 윤효정 · 서정관 · 김탁수 · 조아름 · 김정곤 · 이두희 · 김필제 · 최경희

J Environ Health Sci 2016; 42(1): 10-18 http://www.kseh.org/

적 유의성은 p<0.01 및 p<0.05로 설정하였다. 회귀

분석은 어류조직내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와 체중과

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모든 데이터

는 SPSS 18.0 software를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수질분석 및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조사지점에서 측정된 물리-화학적 결과는 수체에

상당히 부영양 상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pH(9.4 ±0.5) 및 수온(24.8±4.4oC) 상태가 조사기간

동안 관측되었으며, 독성남조류 중 Oscillatoria sp.

가 주요 우점종으로 평균 5,724 cell/mL의 개체밀

도를 나타내었다(Table 1). 또한 클로로필-a의 평균

치는 150.7 mg/m3 (범위 85.3 ~ 211.7 mg/m3)으로

OECD의 분류기준(OECD, 1992)에 따르면 과영양

상태를 나타내었다.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DMC 및 PMC로 구분하

여 4개의 이성질체(MC-LR, MC-RR, MC-YR, MC-

LA)에 대해 측정하였다. 조사기간 동안의 총 마이크

로시스틴(DMC와 PMC의 합)의 평균 농도의 순서

는 MC-LR>MC-RR>MC-YR>MC-LA 이었으며

MC-LA는 DMC와 PMC 시료 모두 검출되지 않았

다. 또한 DMC와 PMC의 최대농도는 각각 0.181과

0.303 ug/L였으며 WHO의 먹는물 수질 허용기준인

1ug/L를 초과하지 않았다(Fig. 1). 

2. 어류 조직내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 및 인체

위해성평가

저수지에서 채집한 어류는 떡붕어(Carassius

cuvieri), 붕어(Cyprinus auratus), 가물치(Channa

argus)로 각 종별(N=3)로 간, 근육, 내장, 아가미내

축적농도를 조사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모든 어

Table 1. Values of water quality of Reservoir Ilwol during July to October in 2013

Date pH DO (mg/L) Temp. (oC) Chl-a (mg/m3) Oscillatoria sp. (cell/mL)

July-30 9.3 11.7 26.2 140.7 2,349

Aug-14 9.7 13.8 33.7 85.3 2,424

Sep-5 9.7 11.6 26.1 165.6 9,807

Sep-10 10.2 14.8 26.1 187.0 8,852

Sep-25 8.7 14.8 25.4 95.5 9,470

Oct-2 9.3 14.0 23.4 152.9 5,871

Oct-10 8.6 9.5 24.3 143.7 4,766

Oct-17 9.6 13.1 18.6 211.7 3,987

Oct-23 9.8 17.0 19.2 174.1 3,988

mean±SD 9.4±0.5 13.4±2.2 24.8±4.4 150.7±40.8 5,724

Fig. 1. Monthly or weekly variation in th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PMC) and dissolved (DMC)

microcystins at Reservoir Ilwol. The bar graph

represents the concentration of total microcystins

(the sum of PMC and DMC) in each variant

including MC-LR, MC-RR, MC-YR and MC-LA.

Fig. 2. Microcystin concentration in organs of each fish

species (N=3) from Reservoir Ilwol. *The mean

bar indicates the average values of three fish

species on each 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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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내 마이크로시스틴의 주요 표적기관은 간과 내

장으로, 특히 간은 근육 및 아가미 조직과 비교하였

을 때 유의하게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p<0.05). 어

류 조직내 평균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는 간(42.63

ng/g dw)>내장(28.62 ng/g dw)>근육(7.31 ng/g dw)>

아가미(6.25 ng/g dw) 순으로 나타났다. 

섭식길드(feeding guilds)에 따른 각 조직별 마이크

로시스틴의 농도 또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Fig.

2). 조식성(Phytoplanktivorous) 어류인 떡붕어의 간

및 내장에서 각각 96.1과 59.8 ng/g dw으로 유의적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잡식성

(Ominivorous) 어류인 붕어이며, 육식성(Carnivorous)

어류인 가물치에서 제일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그

러나 붕어의 경우 다른 어류에 비해 근육 조직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났으며(p<0.01),

가물치는 붕어의 아가미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가 확

인되었다(p<0.01). 

체장 및 체중을 포함한 각 어류 조직별 마이크로

시스틴의 농도별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Table2). 어

류 간의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는 내장의 농도와 양

의 유의적인 상관관계(p<0.01)가 나타났으며, 근육

조직내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아가미내

농도가 낮아지는 유의적인 상관성(p<0.01)이 관찰되

었다. 또한 어류가 체장과 체중이 클수록 간, 내장

에 축적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3. 인체 위해성평가

WHO (Chorus and Bartram, 1999)에서는 마우스

간의 조직병리학적 소견 및 혈액내 효소 수치 변화

를 근거로 무영향관찰용량(40 ug/kg/day)에 불확실도

1,000을 적용하여 TDI를 0.04 ug/kg/day으로 제시하

였다.

민물어류의 근육을 통해 섭취가 가능한 마이크로

시스틴의 수준(EDI)을 추정하기 위해 수분함량 보정

하여 어류 건조량(dry weight)을 단위 g 당 마이크

로시스틴의 농도(ug/g, wet weight)으로 변환하였으

며, 민물고기 섭취량의 95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일일

체중당 평균 섭취량(3.99 g/kgday)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로, 떡붕어, 붕어, 가물치의 근육의 섭취를 통해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body length and weight of fish and MCs concentrations in variety organs

Length Weight
MCs Concentrations

Liver Muscle Gill Intestine

Length 1.000

Weight 0.928** 1.000

MCs

Concentration

Liver -0.750* -0.783* 1.000

Muscle -0.242 0.062 -0.158 1.000

Gill 0.123 -0.206 0.107 -0.936** 1.000

Intestine -0.911** -0.933** 0.837** -0.153 0.229 1.000
** p<0.01.
* p<0.05.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p<0.01 or p<0.05 shown in boldface

Table 3. The estimated daily intakes of microcystin in the fish muscle collected from Reservoir Ilwol

Feeding type Species
MC in muscle

(ug/g dwa)

MC in muscle

(ug/g wwb)

Daily intakec

(ug/kg·day)

EDId

(ug/kg-day)

Planktivorous C. cuvieri 0.005 0.002 3.99 0.006

Omnivorous C. auratus 0.014 0.004 3.99 0.015

Carnivorous C. argus 0.004 0.001 3.99 0.005
a micrograms per gram dry weight
b Conversion from dry weight (dw) to wet weight (ww), ww=dw x ((100-moisture %)/100). The relative amount of moisture in

a fish is mostly around 72% for Osteichthyes (Holmes and Donaldson, 1969).
c The 95th percentile consumer only intake rate of freshwater fish was 3.99 g/kg-day in Korean population.
d Estimate Daily Intake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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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의 EDI는 각각 0.006, 0.015,

0.005 ug/kgday로 TDI(0.04 ug/kgday) 이하 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Table 3).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식물플

랑크톤이 대량번식(최대 클로로필-a의 농도 211.7

mg/m3) 한 저수지를 선정하여 마이크로시스틴의 어

류 농축성 및 인체위해성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

였다. 

일월저수지의 DMC와 PMC의 최대농도는 각각

0.181과 0.303 ug/L였으며 WHO의 허용농도(1 ug/L,

Chorus and Bartram, 1999)를 초과하지 않았다. 총

마이크로시스틴에서 MC-LR은 58.0%, MC-RR은

29.4%, MC-YR은 12.6%를 차지하였으며 MC-LA는

검출되지 않았다. MC-LR, MC-RR, MC-YR은 독성

이 강한 독소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물질은 중국에

서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Chen and Xie,

2005; Ni et al., 2012). MC-LA는 미국(Draper et

al., 2013), 캐나다(Zastepa et al., 2014), 호주(Ho et

al., 2011) 등에서 검출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모든 어류 조직내 마이크로시스

틴은 간>내장>근육>아가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이 결과와 유사하게 Chen과 Xie (2005)은 간췌

장과 내장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은 농도

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

한 서식지별 동일한 어류 조직내 마이크로시스틴의

분포는 다양하였다. 중국 Taihu 호수에 서식하는 붕

어 조직내 마이크로시스틴의 분포는 내장> 신장> 심

장> 간> 근육 순이었으며, 내장의 경우 일월 저수

지의 붕어에 비해 약 20배 높은 농도로 분포하였다

(Jia et al., 2014).

식물플랑크톤을 먹이원으로 하는 떡붕어의 경우

독성의 남조류를 직접적으로 소비하며 주요 표적기

관인 간과 내장에 92% 이상의 마이크로시스틴이 축

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잡식어류인 붕어의 경우

는 72%, 육식어류인 가물치는 49%로 간과 내장에

분포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떡붕어의 간에서 가장 높

은 마이크로시스틴의 축적양상을 관찰하였으며 Lee

등(2009)에 의해 수행된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Zhang 등(2009)에서는 중국

Taihu 호수에서의 어류 간과 내장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플랑크톤식성(Hypopthalmichthys molitrix)>잡

식성(C. auratus, Cyprinus carpio)>육식성 어류

(Culter ilishaeformis, Neosalanz taihuensis, Coilia

ectenes)의 순으로, 근육 조직에서는 잡식성 > 플랑

크톤식성 > 육식성 어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이다. 그러나 다른 연구

에서는 간보다는 내장, 쓸개, 근육에 더 많은 마이

크로시스틴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i et al.,

2015). 마이크로시스틴이 어류 조직안으로 흡수되는

경로에 대한 기전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어류의 간과 내장은 체장과 체중과의 유의적인 음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들 조직에 축적된다는 것

은 어류의 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떡붕어,

붕어, 가물치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어류일수

록 마이크로시스틴이 더 많이 축적된다는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결과로 Jia 등(2014)

에서는 신장, 심장과 체중, 체장과의 유의적인 음의

상관성을 밝혔으며, 작은 물고기일수록 생체내변화

및 배설기관이 덜 발달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

다. 그러나 Hauser-Davis 등(2015)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민물돔(Oreochromis niloticus)의 생식소내 마

이크로시스틴의 농도는 성체가 어린 개체에 비해 더

높았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인 식용 가능한 어류 근육

조직에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인간이 섭취하였을 때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민물어류 섭취량

95백분위수를 사용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체중당 일일섭취량이 TDI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

산하였다. 마이크로시스틴의 허용기준은 WHO에서

는 0.04 ug/kg bw/day (Fawell et al., 1999) 및 US

EPA에서는 0.05 ug/kg bw/day (Heinze, 1999)로 설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 조사지점의 떡붕어, 붕

어, 가물치의 EDI는 모두 WHO와 EPA 기준 이하

로 조사되었지만, 어류 조직은 독소의 결합형태 및

결합하지 않은 유리형태로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물체내 마이크로시스틴

은 주로 생체내변환(biotransformation)을 위해 결합

형태로 존재하며 연어(salmon)의 간 조직내 마이크

로시스틴의 76%가 결합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Williamns et al., 1997). 그러므로 우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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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추출법)의 제한점으로 인해 결합된 마이크로스

틴을 모두 정량화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본 조사결과

에서 보고한 농도보다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

다. 또한 마이크로시스틴은 열에 안정적이고, 조리시

열에 의해 잘 파괴되지 않는다(Harada et al., 1996).

국내 다른 지점에서 민물어류 중 섭취에 따른 인체

건강위해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떡붕어(C. cuvieri),

잉어(C. carpio), 메기(Sillurus asotus) 등 9종의 어

류근육내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WHO 설정기준 이

내로 조사되었다(Lee et al., 2009). Romero-Oliva 등

(2014)의 연구에서는 DMC와 PMC의 농도가 각각

1,931과 90 ug/L로 검출된 호수의 물을 관개용수로

사용하는 지역의 농작물내 축적성을 조사하였다. 토

마토(Solanum lycopersicum)와 고추(Capsicum annuum)

의 열매에 축적된 마이크로시스틴은 1.16과 1.03 ug/L

dw으로 측정되었으며, 인체노출량은 각각 0.008과

0.006 ug/kgday로 권고기준(0.04 ug/kgday) 이하인 것

으로 평가되었다.

비록 우리의 결과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된

어류의 근육에 노출시에 인체위험성은 없었지만, 어

류 전체나 간을 함께 섭취할때 인체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의

위해소통이 필요하다. 현재 본 저수지는 농업용 저

수지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농작물에 축적될 가

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

다. 남조류의 생체량과 독성은 시간적(계절적)인 차

이가 발생하므로 인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본

조사지점의 수질 및 어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하며, 지역의 현장 관리자들이 남조류 대발생한 수

체내 오염된 어류의 섭취를 최대한 제한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V. 결 론

부영양 상태의 저수지내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된

어류섭취를 통한 인체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수

질 및 어류중의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를 조사하였

다. 일월저수지의 총 마이크로시스틴(MC-LR, MC-

RR, MC-YR, MC-LY의 합)의 농도는 WHO의 먹는

물 수질 허용기준(1 ug/L)을 초과하지 않았다.

저수지내 대표적인 서식어류인 떡붕어(C. cuvieri),

붕어(C. auratus), 가물치(C. argus)내 마이크로시스

틴의 주요 표적기관은 간과 내장이었다. 식용 가능

한 어류 근육조직에 존재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을 섭

취하였을 때 인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떡붕

어, 붕어, 가물치의 EDI는 모두 WHO 와 EPA 기

준 이하로,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된 어류의 살코기

(근육)에 노출시에 인체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남조류의 생체량과 독성은 시간적, 공간적

인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질 및 어류에 대한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남조류 대발생한 수

체내 서식어류의 섭취를 제한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

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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