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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티카 섬모충(Scuticociliate)은 넙치, 해마, 연어 등의 해양생물에 감염하여 기생하는 

단세포 원생생물이다. 숙주의 표피층에 일차적 감염이 발생하고, 표피를 투과하여 

조직내에 침투하게 되면 면역세포를 포함하여 뇌, 신장 등 숙주의 다양한 조직을 

포식하여 손상을 일으켜 사멸하게 한다. 넙치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 사육되는 주요 

양식원으로써 치어에 스쿠티카 섬모충이 감염할 경우 대량 폐사를 유발하여 막대한 

산업적 폐해를 일으킨다. 본 연구에서는 스쿠티카 섬모충의 세포질 내에 신규 

미생물(novel MLO)이 서식함을 광학적으로 관찰하였고, novel MLO 의 16s rR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세포벽이 없는 몰리쿠테스강(Mollicutes)에 속하는 

Acholeplasma laidlawii (A. laidlawii)와 98%의 서열 상동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이 

미생물은 무균배양(Axenic culture) 된 스쿠티카 섬모충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나 16s 

rRNA 염기서열 분석결과 자연(해양환경)에서 분리한 스쿠티카 섬모충에서도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을 통해서도 스쿠티카 섬모충 내 기존의 A. 

laidlawii 와 유사한 형태의 미생물로 확인되었다. 새롭게 동정된 미생물의 크기는 

200nm 에서 2µm 의 다양한 직경의 크기로 존재함이 관찰되었다. 스쿠티카 섬모충의 

세포질에서 분리한 미생물을 순수분리하여 미생물 성장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다른 

Acholeplasma 속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느린 성장률을 확인하였다. Novel MLO 는 

혈청배지에 의존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몇몇의 항생제 테스트 결과 내성을 나타내었고, 

엠피실린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새롭게 동정된 

Acholeplasma 속 미생물과 스쿠티카 섬모충 사이의 내부공생 가능성, 그리고 

Acholeplasma 속 미생물이 해양생태에 미치는 새로운 현상과 그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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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넙치는 중국, 일본, 한국에서 사육되는 주요 양식원으로 식용으로써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넙치의 양은 수만톤에 

이르기까지 하여 한국의 큰 수산업 수출 항목들 중의 하나로 버팀목을 담당하고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 근해에서는 여러 병리현상 및 대량 넙치폐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대량 넙치폐사에 대한 검사결과 기존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넙치 

질병 원인체 확인이 안됨에 따라 신규 질병 원인체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처럼 늘어만가는 대량 넙치폐사 문제들은 생태계 문제를 넘어서서 

양식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막대한 산업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넙치(숙주)가 폐사되는 병인기전에 대해 

스쿠티카증이라고 하며 숙주의 표피층에 스쿠티카 섬모충이 일차적 감염을 하게 

되면, 스쿠티카 섬모충이 표피를 투과하여 조직내에 침투하게 되는데, 이때 

면역세포를 포함하여 뇌, 신장 등 숙주의 다양한 조직을 포식하며 손상을 일으켜 

결국 숙주를 사멸하게 한다. 스쿠티카증은 수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가을에 

발병하기 시작하여 이른 봄까지 지속되는데, 일단 발병하면 궤양이 일어나 

넙치폐사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며, 이로인해 넙치출하조차 어려워지게 된다. 

때문에 스쿠티카증은 넙치양식에 있어 심각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1,2).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체 연구는 계속되어 왔는데, 

특히 병원체로 섬모충류, 미생물, 바이러스 등이 지목되어 왔다. 국내 

해양수산원에서는 가능성 있을만한 다양한 병원체들을 모두 조사하였는데 가능성 

있는 병원체들 중 폐사된 넙치에서 얻어낸 스쿠티카 섬모충을 연구하게 되었다. 

분류상 원생동물계(Protista), 섬모충문(Ciliophora), 채찍섬모충목(Scuticociliatida), 

섬모충류(Ciliata)에 속하는 스쿠티카 섬모충은 어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양생물에 감염하여 기생하거나 해양 내 유기물을 통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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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세포 원생생물로 방추형 또는 오이씨 모양의 섬모충의 형태학적 특징을 보이며 

6~35℃에서 생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또한 심해의 저산소 환경에서  

박테리아, 고세균, 진핵생물들간에는 공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스쿠티카 섬모충 

역시 박테리아들과 공생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러한 보고들을 바탕으로, 스쿠티카 섬모충을 배양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가능성 있는 병원체로 지목되었던 원생생물 스쿠티카 섬모충의 

세포질 내에 신규 미생물(novel Mollicute-Like Organism, novel MLO)이 서식함을 

발견하였고 novel MLO 에 관한 존재를 광학적으로 관찰하였다. 이 novel MLO 를 

동정하기 위해 통상 박테리아의 분류학적 동정을 함에 있어 유전자 정보 마커로 

받아들여지는 16s rRNA 염기서열분석을 하였는데 A. laidlawii와 98% 이상의 높은 

서열상동성을 지닌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A. laidlawii 는 Acholeplasma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1936 년 Laidlaw 와 Elford 에 의해 폐수로부터 isolation 되었다(6). Acholeplasma 는 

분류학적으로 현재 표현형을 기준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Acholeplasma 

속(genus)에는 A. axanthum, A. brassicae, A. cavigenitalium, A. equifetale, A. granularum, 

A. hippikon, A. laidlawii, A. modicum, A. morum, A. multilocale, A. oculi, A. palmae, A. 

parvum, A. pleciae, A. vituli 와 같은 15 가지 아형들이 있다(7~11). 그리고 

Acholeplasma 는 자연환경에 넓게 분포되어 포유류, 조류, 식물에서 발견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2~14). 또한 Acholeplasma 는 25 °C 에서 37 °C 의 성장온도 범위를 

갖는 특징이 있다(15). 미생물들이 스트레스 환경에서 세포의 형태적 변화와 

분자생물학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생리학적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Acholeplasma에서도 발견되고 있다(16~20).  

Acholeplasma 는 다른 몰리쿠테스강들과 비교하여 세포벽이 없는 특징을 

가지며, 특히 세포막의 경우 스테롤 필요여부에 따라 Mycoplasma 와 

Acholeplasma 에서 주요 차이를 보이는데 Mycoplasma 는 스테롤 또는 지방산을 

합성하지 못해 외부로부터 스테롤 공급을 필요로 하지만, Acholeplasma 는 성장을 

위해 외부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21,22). 그리고 0.2 µm 보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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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로 인해 serum-free 세포배양조건, filtered 된 조건에서도 오염시키는 능력이 

있다(23). 

이렇게 폐사된 넙치로부터 분리한 스쿠티카 섬모충의 세포질 내에서 

발견된 Acholeplasma 계열의 novel MLO 동정을 목적으로 본 연구는 대량의 

어류폐사 원인 병원체에 대한 새로운 입증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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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재료 및 방법 
 

2.1 스쿠티카 섬모충 분리 및 배양 

본 실험에서 사용한 스쿠티카 섬모충은 폐사된 넙치로부터 스쿠티카 섬모충으로 

인해 궤양된 조직을 적출하여 Minimum Essential Medium (MEM, WELGENE) 

배지에 옮겨 초대배양 이후 스쿠티카 섬모충을 2 차로 순수분리하였다. 37°C 

배양기(Incubator)에서 Dulbecco Modified Eagle Medium (DMEM, WELGENE)에 미리 

배양한 Chinook Salmon Embryo (CHSE, ATCC) 세포주가 깔려져 있는 25mL의 Cell 

culture flask (T25flask, NUNC)에서 DMEM 을 suction 한 뒤 10% Fetal Bovine 

Serum(FBS, GIBCO)가 첨가된 α-Minimum Essential Medium (α-MEM, WELGENE)에 

순수분리한 스쿠티카 섬모충을 접종하여 20°C 배양기(Incubator)에서 

무균배양(Axenic culture)을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스쿠티카 섬모충으로부터 novel MLO 분리 및 배양 

무균배양을 한 스쿠티카 섬모충을 원심분리하여 침전해 있는 스쿠티카 섬모충을 

멸균증류수에 옮겨 삼투압을 통해 세포막을 용해시켰고, 이를 고체배지를 통해 

단일 콜로니를 배양함으로써 novel MLO 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novel MLO 를 

배양하기 위해 직접 Acholeplasma 배양배지(Table 2)를 만들어 주었다. 100mL 의 

Acholeplasma 배양배지에 접종(Inoculation)하여 37°C 진탕 배양기(Shaking 

Incubator)에서 2주간 배양하였다.  

 

2.3 Novel MLO 분석  

2.3.1 형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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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배양된 스쿠티카 섬모충을 TEM 을 통해 관찰하였다. TEM 은 JEEM 1200EX 

(JEOL) 기기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2.3.2 유전학적 분석 

16s rRNA 의 경우 보존성과 특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광범위하게 세균 동정에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TEM 을 통해 발견된 novel 

MLO 를 무균배양된 스쿠티카 섬모충에서 순수분리한 뒤 genomic DNA 를 얻어 

세균의 16s rRNA 염기서열분석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universal primer (27F: 5‘-

AGAGTTTGATCMTGGCTCAG-3’ 1492R: 5‘-TACGGYTACCTTGTTACGACTT-3’) 를 

가지고 16s rRNA 염기서열분석 방법으로 Pubmed 의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Blast)을 통해 분류학적 위치를 조사하였다. 

 

2.4 성장곡선 

Novel MLO 의 단일 콜로니를 picking 하여 100mL Acholeplasma 배양배지에서 

2 주간 배양하며 하루가 지날 때마다 1mL 의 Acholeplasma 배양배지에 있는 novel 

MLO 의 DNA 양을 측정함으로써 성장곡선을 나타내었다. 이때 DNA 양 측정은 

UV 흡광도보다 훨씬 높은 민감성으로 genomic DNA, viral DNA, miniprep DNA, PCR 

증폭 산물 등 DNA 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Picogreen Assay Kit(THERMO 

SCIENTIFIC)를 통해 측정하였다. 

 

2.5 항생제 테스트 

Ampicillin(100µg/mL, SIGMA), Penicillin/Streptomycin(P/S, Penicillin: 100I.U./mL, 

Streptomycin: 100I.U./mL SIGMA), Kanamycin(50µg/mL, SIGMA) 항생제들을 novel 

MLO 가 존재하는 Acholeplasma 배양배지에 각각 접종함으로써 DNA 양을 

측정함을 통해 각각의 성장률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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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logenetic relationship analysis 

 Novel MLO 
Strain 

A.laidlawii 
PG-8A A.oculi A.hippikon 

Novel MLO 
Strain 100% 98% 94% 93% 

A.laidlawii 
PG-8A 98% 100% 96% 93% 

A.oculi 94% 96% 100% 94% 

A.hippikon 93% 93% 94% 100% 

 

 

Table 2. Ingredients in medium of novel MLO 

COMPONENT (g/L) 

Bacterial Peptone 10.0 

 Beef Heart Extract 10.0 

Sodium Chloride 5.0 

Potassium Chloride 0.4 

Disodium Phospahate 1.6 

Magnesium Sulfate 0.2 

Monopotassium Phosphate 0.1 

Horse Serum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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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실험 결과 

3.1 TEM으로 관찰한 novel MLO의 존재 

TEM 은 학계에서 잘 알려진 분석방법으로 TEM 을 통해서 무균배양된 

단세포 원생생물인 스쿠티카 섬모충의 내부기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스쿠티카 섬모충의 세포질 내에서 novel MLO 를 발견하게 되었다. 새로운 

미생물은 200nm 에서 2µm 의 광범위한 크기를 보이며 세포벽이 없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포막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주변에 비해 밀도가 높았으며, 

둥글고 매끄러운 형태를 보였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형태학적 특징 

보고와 유사한 결과였다(Fig. 1A)(24~28).  그러나 novel MLO 를 Acholeplasma 

배양배지에 배양 후 TEM 으로 관찰한 결과, 스쿠티카 섬모충의 세포질 내에서 

관찰된 결과와 다르게 부정형의 형태학적 특징을 보였으며, 100~500nm 까지 

다양한 직경의 크기가 관찰되었다(Fig. 1B). 이러한 결과는 favorable 한 

환경보다 unfavorable 한 환경에서 A. laidlawii 의 형태 및 크기가 변했다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환경차이에 따른 novel MLO의 형태학적 변화 또는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9).  

 

3.2 Novel MLO의 16s rRNA 염기서열분석 

16s rRNA 의 경우 서열에 대한 보존성과 특이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16s 

rRNA 염기서열분석은 미생물을 동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TEM 을 통해 발견된 novel MLO 를 무균배양된 스쿠티카 섬모충에서 

순수분리한 뒤 genomic DNA 를 얻어 세균의 16s rRNA 분석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universal primer 를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고, Pubmed 의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Blast)을 가지고 다른 Acholeplasma strain들과의 상동성 

비교를 통해 분류학적 위치를 조사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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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6s rRNA 염기서열분석을 통한 novel MLO의 계통관계 

분석결과 새로 발견된 미생물의 16s rRNA 염기서열은 세포벽이 없는 

몰리쿠테스강에 속하는 기존 A. laidlawii PG8서열과 98% 의 상동성을 나타냈으며, 

다른 아콜레플라즈마 종(Acholeplasma spp.)과는 98% 미만의 상동성이 

나타났다(Table 1). 이를 토대로 계통관계를 그려보았다(Fig. 3)(30~32). 

 

3.4 콜로니 분리와 혈청배지 성장 비교 
앞서 16s rRNA 염기서열분석 결과 A. laidlawii 와 98%의 상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A. laidlawii 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무균배양을 한 

스쿠티카 섬모충을 원심분리하여 침전해 있는 스쿠티카 섬모충을 멸균증류수에 

옮겨 삼투압을 통해 세포막을 용해시켰고, 이를 고체배지를 통해 단일 콜로니를 

배양함으로써 novel MLO 를 분리하였다. 이렇게 분리된 novel MLO 를 20% horse 

serum 에 배양하였으나 기존에 알려져 있는 A. laidlawii 에서 나타나는 egg-fry 

모양의 콜로니 형태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정형의 모습을 보였다(Fig. 4A). 

현재까지 알려진 결과들과 비교해보니 egg-fry 형태 외에도 콜로니의 다양한 

형태학적 차이가 있었고, TEM 관찰결과에서도 크기와 형태에 있어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33). 그리고 20% horse serum 과 serum-free 를 비교하여 TEM 을 

통해 관찰한 결과, 혈청배지에 의존적인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형태학적으로 그 모습이 달랐다(Fig. 4B)(34~36). 

Novel MLO를 위하여 새로 만든 배지에 배양하였다(Table 2). 그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접종(Inoculation)후 5 일부터 성장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0~12 일 

사이에 최대값에 도달했다가 성장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Acholeplasma 에 관한 연구들은 적어도 1 주일 이상 혈청배지에서 배양해야 할 

정도로 성장이 매우 느리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콜로니의 

크기가 매우 작아 유관이 아닌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Novel MLO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느린 성장을 보였다(Fig.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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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Novel MLO에 대한 항생제 테스트 

대부분의 박테리아들은 항생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A. laidlawii 와 

98%의 상동성을 지닌 novel MLO 에 대하여 엠피실린,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카나마이신과 같은 몇몇의 항생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38~40). 그 결과 

엠피실린을 제외한 나머지 항생제 모두에 대하여 항생제 내성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엠피실린의 경우 오히려 내성을 가지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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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TEM) of novel MLO. 

A.TEM observations of novel MLO within the cytoplasm of Scuticociliate(Left,low 

magnification 2µm;Right,higher magnification 0.2µm). Scuticociliate is cultured in axenic 

environment.  B. Different sizes of novel MLO(Left,100nm;Middle,200nm;Right,0.5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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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16s rDNA sequence of novel MLO (5’ > 3’) 
 

A. laidlawii PG-8A 
 
Novel MLO     8  GCAGCGTGCCT-ATA-ATGC-AGTCGAACGAAGCATCTTCGGATGCTTAGTGGCGAACGG  64 
                   || |||||||| ||| |||| ||||||||||||||||||||||||||||||||||||||| 
PG-8A          1  GCGGCGTGCCTAATACATGCAAGTCGAACGAAGCATCTTCGGATGCTTAGTGGCGAACGG  60 
 
Novel MLO    65  GTGAGTAACACGTAGATAACCTACCTTTAACTCGAGGATAACTCCGGGAAACTGGAGCTA  124 
                   |||||||||||||||||||||||||||||||||||||||||||||||||||||||||||| 
PG-8A         61  GTGAGTAACACGTAGATAACCTACCTTTAACTCGAGGATAACTCCGGGAAACTGGAGCTA  120 
 
Novel MLO   125  ATACTGGATAGGATGTGTGCATGaaaaaaaCACATTTAAAGATTTATCGGTTTAAGAGGG  184 
                   |||||||||||||||||||||||||||||||||||||||||||||||||||||||||||| 
PG-8A        121  ATACTGGATAGGATGTGTGCATGAAAAAAACACATTTAAAGATTTATCGGTTTAAGAGGG  180 
 
Novel MLO   185  GTCTGCGGCGCATTAGTTAGTTGGTGGGGTAAAAGCCTACCAAGACGATGATGCGTAGCC  244 
                   |||||||||||||||||||||||||||||||||||||||||||||||||||||||||||| 
PG-8A        181  GTCTGCGGCGCATTAGTTAGTTGGTGGGGTAAAAGCCTACCAAGACGATGATGCGTAGCC  240 
 
Novel MLO   245  GGACTGAGAGGTCTACCGGCCACATTGGGACTGAGAACGGCCCAAACTCCTACGGGAGGC  304 
                   |||||||||||||||||||||||||||||||||||||||||||||||||||||||||||| 
PG-8A        241  GGACTGAGAGGTCTACCGGCCACATTGGGACTGAGAACGGCCCAAACTCCTACGGGAGGC  300 
 
Novel MLO   305  AGCAGTAGGGAATTTTCGGCAATGGGGGAAACCCTGACCGAGCAACGCCGCGTGAACGAC  364 
                   |||||||||||||||||||||||||||||||||||||||||||||||||||||||||||| 
PG-8A        301  AGCAGTAGGGAATTTTCGGCAATGGGGGAAACCCTGACCGAGCAACGCCGCGTGAACGAC  360 
 
Novel MLO   365  GAAGTACTTCGGTATGTAAAGTTCTTTTATATGGGAAGAAAAATTAAAAATTGACGGTAC  424 
                    |||||||||||||||||||||||||||||||||||||||||||||||||||||||||||| 
PG-8A        361  GAAGTACTTCGGTATGTAAAGTTCTTTTATATGGGAAGAAAAATTAAAAATTGACGGTAC  420 
 
Novel MLO   425  CATATGAATAAGCCCCGGCTAACTATGTGCCAGCAGCCGCGGTAATACATAGGGGGCGAG  484 
                    |||||||||||||||||||||||||||||||||||||||||||||||||||||||||||| 
PG-8A        421  CATATGAATAAGCCCCGGCTAACTATGTGCCAGCAGCCGCGGTAATACATAGGGGGCGAG  480 
 
Novel MLO   485  CGTTATCCGGATTTACTGGGCGTAAAGGGTGCGTAGGTGGTTATAAAAGTTTGTGGTGTA  544 
                    |||||||||||||||||||||||||||||||||||||||||||||||||||||||||||| 
PG-8A        481  CGTTATCCGGATTTACTGGGCGTAAAGGGTGCGTAGGTGGTTATAAAAGTTTGTGGTGTA  540 
 
Novel MLO   545  AGTGCAGTGCTTAACGCTGTGAGGCTATGAAAACTATATAACTAGAGTGAGACAGAGGCA  604 
                    |||||||||||||||||||||||||||||||||||||||||||||||||||||||||||| 
PG-8A        541  AGTGCAGTGCTTAACGCTGTGAGGCTATGAAAACTATATAACTAGAGTGAGACAGAGGCA  600 
 
Novel MLO   605  AGTGGAATTCCATGTGTAGCGGTAAAATGCGTAAATATATGGAGGAACACCAGTGGCGAA  664 
                    |||||||||||||||||||||||||||||||||||||||||||||||||||||||||||| 
PG-8A        601  AGTGGAATTCCATGTGTAGCGGTAAAATGCGTAAATATATGGAGGAACACCAGTGGCGAA  660 
 
Novel MLO   665  GGCGGCTTGCTGGGTCTATACTGACACTGATGCACGAAAGCGTGGGGAGCAAACAGGATT  724 
                    |||||||||||||||||||||||||||||||||||||||||||||||||||||||||||| 
PG-8A        661  GGCGGCTTGCTGGGTCTATACTGACACTGATGCACGAAAGCGTGGGGAGCAAACAGGATT  720 
 
Novel MLO   725  AGATACCCTGGTAGTCCACGCCGTAAACGATGAGAACTAAGTGTTGGCCAAAAGGTCAGT  784 
                    |||||||||||||||||||||||||||||||||||||||||||||||||||||||||||| 
PG-8A        721  AGATACCCTGGTAGTCCACGCCGTAAACGATGAGAACTAAGTGTTGGCCAAAAGGTCAGT  780 
 
Novel MLO   785  GCTGCAGTTAACGCATTAAGTTCTCCGCCTGAGTAGTACGTACGCAAGTATGAAACTCAA  844 
                    |||||||||||||||||||||||||||||||||||||||||||||||||||||||||||| 
PG-8A        781  GCTGCAGTTAACGCATTAAGTTCTCCGCCTGAGTAGTACGTACGCAAGTATGAAACTCAA  840 
 
Novel MLO   845  AGGAATTGACGGGACCCCGCACAAGCGGTGGATCATGTTGTTTAATTCGAAGATACACGA  904 
                    |||||||||||||||||||||||||||||||||||||||||||||||||||||||||||| 



 
 
 

12 
 

PG-8A        841  AGGAATTGACGGGACCCCGCACAAGCGGTGGATCATGTTGTTTAATTCGAAGATACACGA  900 
 
Novel MLO   905  AAAACCTTACCAGGTCTTGACATACTCTGCAAAGGCTTAGAAATAAGTTCGGAGGCTAAC  964 
                    |||||||||||||||||||||||||||||||||||||||||||||||||||||||||||| 
PG-8A        901  AAAACCTTACCAGGTCTTGACATACTCTGCAAAGGCTTAGAAATAAGTTCGGAGGCTAAC  960 
 
Novel MLO   965  AGATGTACAGGTGGTGCACGGGTTGTCGTCAGCTCGTGTCGTGAGATGTTGGGGTTAAGT  1024 
                    ||||||||||||||||||| |||||||||||||||||||||||||||||| ||||||||| 
PG-8A        961  AGATGTACAGGTGGTGCAC-GGTTGTCGTCAGCTCGTGTCGTGAGATGTT-GGGTTAAGT  1018 
 
Novel MLO  1025  CCCGCAACGAGCGC-ACCCTTATTGCTAGTTACCATCATTTAAGTTGGGGACTCTAGCGA  1083 
                    |||||||||||||| ||||||||||||||||||||||| ||||||||||||||||||||| 
PG-8A       1019  CCCGCAACGAGCGCAACCCTTATTGCTAGTTACCATCA-TTAAGTTGGGGACTCTAGCGA  1077 
 
Novel MLO  1084  GACTGCCAGTGATAAATTG-AG--AGGTGGGGATGACGTCAAATCATCATGGCCCTAATG  1140 
                    ||||||||||||||||||| ||  ||||||||||||||||||||||||||| |||| ||| 
PG-8A       1078  GACTGCCAGTGATAAATTGGAGGAAGGTGGGGATGACGTCAAATCATCATGCCCCTTATG  1137 
 
Novel MLO  1141  AC-TGGGCTAC-AACGTGATACAATTGCTGCAACAAAGAGAAAGCGAATAGGGTGACCTT  1198 
                    || |||||||| ||||||||||||| |||| ||||||||||| |||| |||||||||||  
PG-8A       1138  ACCTGGGCTACAAACGTGATACAATGGCTGGAACAAAGAGAA-GCGA-TAGGGTGACCT-  1194 
 
Novel MLO  1199  GGAGCGA  1205 
                    ||||||| 
PG-8A       1195  GGAGCGA  1201 

 

A.laidlawii oculi 

 
Novel MLO   8  GCAGCGTGCCT-ATA-ATGC-AGTCGAACGAAGCATCTTCGGATGCTTAGTGGCGAACGG  64 
                 || |||||||| ||| |||| ||||||||||| || |||||| || |||||||||||||| 
Oculi        8  GCGGCGTGCCTAATACATGCAAGTCGAACGAACCA-CTTCGG-TGGTTAGTGGCGAACGG  65 
 
Novel MLO  65  GTGAGTAACACGTAGATAACCTACCTTTAACTCGAGGATAACTCCGGGAAACTGGAGCTA  124 
                 |||||||||||||||||||||| |||  |||||||||||||| |||||||||||| |||| 
Oculi       66  GTGAGTAACACGTAGATAACCTRCCTAAAACTCGAGGATAACACCGGGAAACTGGTGCTA  125 
 
Novel MLO 125  ATACTGGATAGGATGTGTGCATGaaaaaaaCACATTTAAAGATTTATCGGTTTAAGAGGG  184 
                  ||||||||||||||||  | ||||        ||||||||||||| |||||||| |||||| 
Oculi      126  ATACTGGATAGGATGTARGGATGATTTTCTTACATTTAAAGATTAATCGGTTTTAGAGGG  185 
 
Novel MLO 185  GTCTGCGGCGCATTAGTTAGTTGGTGGGGTAAAAGCCTACCAAGACGATGATGCGTAGCC  244 
                  ||||||||||||||||||||||||||||||||| |||||||||||||||||||||||||| 
Oculi      186  GTCTGCGGCGCATTAGTTAGTTGGTGGGGTAAAGGCCTACCAAGACGATGATGCGTAGCC  245 
 
Novel MLO 245  GGACTGAGAGGTCTACCGGCCACATTGGGACTGAGAACGGCCCAAACTCCTACGGGAGGC  304 
                  ||||||||||||||| |||||||||||||||||||||||||||||||||||||||||||| 
Oculi      246  GGACTGAGAGGTCTAACGGCCACATTGGGACTGAGAACGGCCCAAACTCCTACGGGAGGC  305 
 
Novel MLO 305  AGCAGTAGGGAATTTTCGGCAATGGGGGAAACCCTGACCGAGCAACGCCGCGTGAACGAC  364 
                  |||||||||||||||||||||||||||||||||||||||||||||||||||||||||||  
Oculi      306  AGCAGTAGGGAATTTTCGGCAATGGGGGAAACCCTGACCGAGCAACGCCGCGTGAACGAA  365 
 
Novel MLO 365  GAAGTACTTCGGTATGTAAAGTTCTTTTATATGGGAAGAAAAATTAAAAATTGACGGTAC  424 
                  ||||| |||||| ||||||||||||||||||||||| |||||| | |||||||||||||| 
Oculi      366  GAAGTTCTTCGGAATGTAAAGTTCTTTTATATGGGACGAAAAAATCAAAATTGACGGTAC  425 
 
Novel MLO 425  CATATGAATAAGCCCCGGCTAACTATGTGCCAGCAGCCGCGGTAATACATAGGGGGCGAG  484 
                  |||||||||||||||||||||||||||||||||||||||||||||||||||||||||||| 
Oculi      426  CATATGAATAAGCCCCGGCTAACTATGTGCCAGCAGCCGCGGTAATACATAGGGGGCGAG  485 
 
Novel MLO 485  CGTTATCCGGATTTACTGGGCGTAAAGGGTGCGTAGGTGGTTATAAAAGTTTGTGGTGTA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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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Oculi      486  CGTTATCCGGATTTACTGGGCGTAAAGGGTGCGTAGGTGGTTAAATAAGTTTCTGGTGTA  545 
 
Novel MLO 545  AGTGCAGTGCTTAACGCTGTGAGGCTATGAAAACTATATAACTAGAGTGAGACAGAGGCA  604 
                  ||||||||||| |||||||||| |||| ||||||| | || ||||||||||||||||||| 
Oculi      546  AGTGCAGTGCTCAACGCTGTGATGCTAGGAAAACTGTTTAGCTAGAGTGAGACAGAGGCA  605 
 
Novel MLO 605  AGTGGAATTCCATGTGTAGCGGTAAAATGCGTAAATATATGGAGGAACACCAGTGGCGAA  664 
                  |||||||||||||||||||||||||||||||||||||||||||||||||||||||||||| 
Oculi      606  AGTGGAATTCCATGTGTAGCGGTAAAATGCGTAAATATATGGAGGAACACCAGTGGCGAA  665 
 
Novel MLO 665  GGCGGCTTGCTGGGTCTATACTGACACTGATGCACGAAAGCGTGGGGAGCAAACAGGATT  724 
                  |||||||||||||||||||||||||||||||||||||||||||||||||||||||||||| 
Oculi      666  GGCGGCTTGCTGGGTCTATACTGACACTGATGCACGAAAGCGTGGGGAGCAAACAGGATT  725 
 
Novel MLO 725  AGATACCCTGGTAGTCCACGCCGTAAACGATGAGAACTAAGTGTTGGCCAAAA-GGTCAG  783 
                  |||||||||||||||||||||||||||||||||||||||||||||||||   | |||||| 
Oculi      726  AGATACCCTGGTAGTCCACGCCGTAAACGATGAGAACTAAGTGTTGGCCCTCAGGGTCAG  785 
 
Novel MLO 784  TGCTGCAGTTAACGCATTAAGTTCTCCGCCTGAGTAGTACGTACGCAAGTATGAAACTCA  843 
                  |||||||||||||||||||||||||||||||||||||||||||||||||||||||||||| 
Oculi      786  TGCTGCAGTTAACGCATTAAGTTCTCCGCCTGAGTAGTACGTACGCAAGTATGAAACTCA  845 
 
Novel MLO 844  AAGGAATTGACGGGACCCCGCACAAGCGGTGGATCATGTTGTTTAATTCGAAGATACACG  903 
                  |||||||||||||||||||||||||||||||||||||||||||||||||||||||||||| 
Oculi      846  AAGGAATTGACGGGACCCCGCACAAGCGGTGGATCATGTTGTTTAATTCGAAGATACACG  905 
 
Novel MLO 904  AAAAACCTTACCAGGTCTTGACATACTCTGCAAAGGCTTAGAAATAAGTTCGGAGGCTAA  963 
                  ||||||||||||||||||||||||||||||||| |||||||||||||||||||||| ||| 
Oculi      906  AAAAACCTTACCAGGTCTTGACATACTCTGCAATGGCTTAGAAATAAGTTCGGAGGTTAA  965 
 
Novel MLO 964  CAGATGTACAGGTGGTGCACGGGTTGTCGTCAGCTCGTGTCGTGAGATGTTGGGGTTAAG  1023 
                  |||||||||||||||||||| |||||||||||||||||||||||||||||| |||||||| 
Oculi      966  CAGATGTACAGGTGGTGCAC-GGTTGTCGTCAGCTCGTGTCGTGAGATGTT-GGGTTAAG  1023 
 
Novel MLO 1024 TCCCGCAACGAGCGC-ACCCTTATTGCTAGTTACCATCATTTAAGTTGGGGACTCTAGCG  1082 
                  ||||||||||||||| ||||||||||||||||||||||| |||||||||||||||||||| 
Oculi      1024 TCCCGCAACGAGCGCAACCCTTATTGCTAGTTACCATCA-TTAAGTTGGGGACTCTAGCG  1082 
 
Novel MLO 1083 AGACTGCCAGTGATAAATTG-AG--AGGTGGGGATGACGTCAAATCATCATGGCCCTAAT  1139 
                  |||||||||||||||||||| ||  ||||||||||||||||||||||||||| |||| || 
Oculi      1083 AGACTGCCAGTGATAAATTGGAGGAAGGTGGGGATGACGTCAAATCATCATGCCCCTTAT  1142 
 
Novel MLO 1140 GAC-TGGGCTAC-AACGTGATACAATTGCTGCAACAAAGAGAAAGCGAATAGGGTGACCT  1197 
                  ||| |||||||| ||||||||||||| ||||  |||||||||| |||| | ||||||||  
Oculi      1143 GACCTGGGCTACAAACGTGATACAATGGCTGATACAAAGAGAA-GCGA-TGGGGTGACCC  1200 
 
Novel MLO 1198 TGGAGCGA  1205 
                  |||||||| 
Oculi      1201 -GGAGCGA  1207 

 

A. laidlawii hippikon 
 
Novel MLO   53  AGTGGCGAACGGGTGAGTAACACGTAGATAACCTACCTTTAACTCGAGGATAACTCCGGG  112 
                  ||||||||||||||||||||||||||||||||||||| |||  |||||||||||| |||| 
Hippikon    52  AGTGGCGAACGGGTGAGTAACACGTAGATAACCTACCCTTACTTCGAGGATAACTTCGGG  111 
 
Novel MLO  113  AAACTGGAGCTAATACTGGATAGGA--TGTGTGCATG-aaaaaaaCACATTTAAAGATTT  169 
                  |||||||||||||||||||||||||   | | || | | |     || |  ||||||||||| 
Hippikon   112  AAACTGGAGCTAATACTGGATAGGACATAT-TG-AGGCATCTTAATATGTTTAAAGATTT  169 
 
Novel MLO  170  ATCGGTTTAAGAGGGGTCTGCGGCGCATTAGTTAGTTGGTGGGGTAAAAGCCTACCAAGA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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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Hippikon   170  ATCGAGTAAGGAGGGGTCTGCGGCGCATTAGTTAGTTGGTGGGGTAAAGGCCTACCAAGA  229 
 
Novel MLO  230  CGATGATGCGTAGCCGGACTGAGAGGTCTACCGGCCACATTGGGACTGAGAACGGCCCAA  289 
                  |||||||||||||||||||||||||||||||||||||||||||||||||||||||||||| 
Hippikon   230  CGATGATGCGTAGCCGGACTGAGAGGTCTACCGGCCACATTGGGACTGAGAACGGCCCAA  289 
 
Novel MLO  290  ACTCCTACGGGAGGCAGCAGTAGGGAATTTTCGGCAATGGGGGAAACCCTGACCGAGCAA  349 
                  |||||||||||||||||||||||||||||||||||||||||||||||||||||||||||| 
Hippikon   290  ACTCCTACGGGAGGCAGCAGTAGGGAATTTTCGGCAATGGGGGAAACCCTGACCGAGCAA  349 
 
Novel MLO  350  CGCCGCGTGAACGACGAAGTACTTCGGTATGTAAAGTTCTTTTATATGGGAAGAAAAATT  409 
                  |||||||||||||| ||||| |||||| ||||||||||||||||| |||||||||||||  
Hippikon   350  CGCCGCGTGAACGAAGAAGTTCTTCGGAATGTAAAGTTCTTTTATCTGGGAAGAAAAATA  409 
 
Novel MLO  410  AA-AAATTGACGGTACCATATGAATAAGCCCCGGCTAACTATGTGCCAGCAGCCGCGGTA  468 
                  |   ||||||||||||||| ||||||||||||||||||||||||||||||||||||||||| 
Hippikon   410  ACCAAATTGACGGTACCAGATGAATAAGCCCCGGCTAACTATGTGCCAGCAGCCGCGGTA  469 
 
Novel MLO  469  ATACATAGGGGGCGAGCGTTATCCGGATTTACTGGGCGTAAAGGGTGCGTAGGTGGTTAT  528 
                  ||||||||||||| ||||||||||||||||||||||||||||||||||||||||  ||||  
Hippikon   470  ATACATAGGGGGCAAGCGTTATCCGGATTTACTGGGCGTAAAGGGTGCGTAGGTTGTTAA  529 
 
Novel MLO  529  AAAAGTTTGTGGTGTAAGTGCAGTGCTTAACGCTGTGAGGCTATGAAAACTATATAACTA  588 
                     |||||| || | ||||||||||||| |||||||||| |||| |||||||   || ||| 
Hippikon   530  TTAAGTTTCTGGTATAAGTGCAGTGCTCAACGCTGTGATGCTAGAAAAACTGGTTAGCTA  589 
 
Novel MLO  589  GAGTGAGACAGAGGCAAGTGGAATTCCATGTGTAGCGGTAAAATGCGTAAATATATGGAG  648 
                  |||| ||||||||| ||||||||||||||||||||||||||||||||||||||||||||| 
Hippikon   590  GAGTAAGACAGAGGTAAGTGGAATTCCATGTGTAGCGGTAAAATGCGTAAATATATGGAG  649 
 
Novel MLO  649  GAACACCAGTGGCGAAGGCGGCTTGCTGGGTCTATACTGACACTGATGCACGAAAGCGTG  708 
                  |||||||||||||||||||||||| |||||||| ||||||| |||||||||||||||||| 
Hippikon   650  GAACACCAGTGGCGAAGGCGGCTTACTGGGTCTTTACTGACGCTGATGCACGAAAGCGTG  709 
 
Novel MLO  709  GGGAGCAAACAGGATTAGATACCCTGGTAGTCCACGCCGTAAACGATGAGAACTAAGTGT  768 
                  |||||||||||||||||||||||||||||||||||||||||||||||||| ||||||||| 
Hippikon   710  GGGAGCAAACAGGATTAGATACCCTGGTAGTCCACGCCGTAAACGATGAGTACTAAGTGT  769 
 
Novel MLO  769  TGGCCAAAA-GGTCAGTGCTGCAGTTAACGCATTAAGTTCTCCGCCTGAGTAGTACGTAC  827 
                  |||||  ||| |||||||||||||| ||||||||||||| ||||||||||||||||||||| 
Hippikon   770  TGGCCCTAAGGGTCAGTGCTGCAGCTAACGCATTAAGTACTCCGCCTGAGTAGTACGTAC  829 
 
Novel MLO  828  GCAAGTATGAAACTCAAAGGAATTGACGGGACCCCGCACAAGCGGTGGATCATGTTGTTT  887 
                  |||||||||||||||||||||||||||||||||||||||||||||||||||||||| ||| 
Hippikon   830  GCAAGTATGAAACTCAAAGGAATTGACGGGACCCCGCACAAGCGGTGGATCATGTTCTTT  889 
 
Novel MLO  888  AATTCGAAGATACACGAAAAACCTTACCAGGTCTTGACATACTCTGCAAAGGCTTAGAAA  947 
                  ||||||   ||||| ||||||||||||||||||||||||||||||||||| |||||||||| 
Hippikon   890  AATTCGTCGATACGCGAAAAACCTTACCAGGTCTTGACATACTCTGCAATGGCTTAGAAA  949 
 
Novel MLO  948  TAAGTTCGGAGGCTAACAGATGTACAGGTGGTGCACGGGTTGTCGTCAGCTCGTGTCGTG  1007 
                  |||||||||||| ||||||||||||||||||||||| ||||||||||||||||||||||| 
Hippikon   950  TAAGTTCGGAGGTTAACAGATGTACAGGTGGTGCAC-GGTTGTCGTCAGCTCGTGTCGTG  1008 
 
Novel MLO 1008 AGATGTTGGGGTTAAGTCCCGCAACGAGCGC-ACCCTTATTGCTAGTTACCATCATTTAA  1066 
                  ||||||| ||||||||||||||||||||||| ||||||||||||||||||||||| |||| 
Hippikon  1009 AGATGTT-GGGTTAAGTCCCGCAACGAGCGCAACCCTTATTGCTAGTTACCATCA-TTAA  1066 
 
Novel MLO 1067 GTTGGGGACTCTAGCGAGACTGCCAGTGATAAATTG-AG--AGGTGGGGATGACGTCAAA  1123 
                  ||||||||||||||||||||||||||||||||| || ||  ||||||||||||||||||| 
Hippikon  1067 GTTGGGGACTCTAGCGAGACTGCCAGTGATAAACTGGAGGAAGGTGGGGATGACGTCAAA  1126 
 
Novel MLO 1124 TCATCATGGCCCTAATGAC-TGGGCTAC-AACGTGATACAATTGCTGCAACAAAGAGAAA  1181 
                  |||||||| |||| ||||| |||||||  ||||||||||||| ||     |||||||||| 
Hippikon  1127  TCATCATGCCCCTTATGACCTGGGCTAGAAACGTGATACAATGGCAAATACAAAGAGAA-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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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 MLO  1182  GCGAATAGGGTGACCTTGGAGCGA  1205 
                    || || |||||||||| ||||||| 
Hippikon   1186  GC-AAGAGGGTGACCT-GGAGCGA  1207 

 

 

Figure 3. Phylogenetic tree of novel MLO strain. 

The taxonomic position was examined by comparing the homology with other Acholeplasma 

strain using 16s rRNA sequence analysis. Novel MLO strain is at the nearest location 

compared to other A. laidlawii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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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ingle colony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Novel MLO. 

A. A single colony is isolated on the growth agar plate. By precipitating in a rear suspension 

with sterile distilled water through centrifugation, Scuticociliate was dissolved in the cell 

membrane by osmotic pressure. And a single colony was isolated on a solid medium with 

dissolved supernatant fraction containing the novel MLO. It showed neither fried-egg nor 

round shape. B. After a single colony culture, novel MLO was cultured in different 

concentration medium. Its size and shape look different in 20% serum and serum-free 

through TEM analysis. C. Measured by Picogreen assay, novel MLO’s DNA quantity 

showed unusual relative growth curve during 4wee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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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Novel MLO has a resistancy against to several antibiotics.  

Ampicilin (100µg/mL) showed resistancy and higher growth rate rather than other antibiotics 

such as Penicillin (100I.U./mL), Streptomycin (100I.U./mL) and Kanamycin(50µ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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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본 연구는 원생생물 스쿠티카 섬모충의 세포질 내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TEM으로 관찰하게 되면서 novel MLO에 대해 동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Acholeplasma 는 일반 미생물들과 달리 그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크기의 변화를 유발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그 기전이 

밝혀진 바가 없다. Novel MLO 에서도 부정형의 형태를 띄었으며 다양한 크기가 

관찰되었다(41). Novel MLO를 16s rRNA 염기서열분석한 결과 해양(자연환경)에서 

발견되는 A. laidlawii 와 98%의 상동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s rRNA 

염기서열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strain 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콜로니의 모양 및 크기 등 형태학적 특징 관찰결과 역시 기존에 알려진 A. 

laidlawii 의 대표적인 strain 인 PG8 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novel MLO 가 A. laidlawii 와 매우 가까운 계통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준 A. laidlawii 가 지닌 형태학적, 유전학적 특성을 

나타낼 높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UV spectrophotometry를 통한 흡광도 측정에 비해 

Picogreen assay kit 를 통한 방법이 pico gram scale 의 DNA 를 정량할 수 있을 

정도로 더욱 민감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UV spectrophotometry 보다 좀 

더 예민하게 성장의 상대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42). 항생제 사용의 경우 

동정된 미생물 즉, novel MLO 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조사를 위한 목적이었기에 

넙치양식에서 출하 1 개월 전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항생제 중 하나인 

엠피실린을 선택하였다. 

한편, 넙치의 대량폐사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원인 병원체들 중에서 

하나로 지목되었던 스쿠티카 섬모충이 외부 해양(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전 연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으로 남아 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스쿠티카 섬모충 세포질 내 서식하고 있었던 Acholeplasma 계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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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 MLO 를 동정함을 통해 위와 같은 기존 연구의 미진한 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스쿠티카 섬모충의 세포질 

내에서 관찰되는 것과 이를 고체배지를 통해 단일 콜로니를 배양함으로써 분리한 

novel MLO 간 형태학적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한 기전연구가 필요하며 novel 

MLO 가 스쿠티카 섬모충에 감염됨으로 인해 스쿠티카 섬모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나아가 넙치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스쿠티카 섬모충의 세포질 내 서식하는 신규 

미생물에 대한 동정 연구를 통해서, 신규 미생물은 A. laidlawii와 98%의 상동성을 

나타내는 Acholeplasma 계열의 미생물이라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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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초록 - 

ABSTRACT 

 

Identification of an internal symbiotic novel 
MLO, Acholeplasma spp. in Scuticociliate 

 

Won, Yong Hoon 

Department of Molecular Genetics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Hyun-Mo Ryoo) 

 

Scuticociliate is a unicellular parasitic prokaryote which infects marine life such as flat fish, sea 

horses, and salmon. When Scuticociliate attaches on the host’s epidermis, Scuticociliate penetrates 

into the skin tissue. And it causes death of the host by penetrating to the various tissues such as 

brain, kidney, etc. Therefore, when flat fish is infected by Scuticociliate, it generates mass mortality 

and causes enormous damage to the marine farming industry. Nowadays, as the temperature rises 

due to ocean warming, various changes are also observed in the offshore farms of Jeju Island. 

Unexplained pathological phenomenon and fish mortality have increased since 2012. Although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as investigated microbes, viruses, ciliates, etc., as 

potential pathogens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fish, the etiologic agent and pathogenic mechanisms 

are still unclear. In this study, a new microbe was found to inhabit in the Scuticociliate’s 



intracytoplasm. 16s rRNA gene sequence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new microbe has over 98% 

homology with Acholeplasma laidlawii(A. laidlawii). A. laidlawii belongs to the class Mollicutes 

that is known to have no cell wall. This microbe similar to A. laidlawii was first discovered in 

Scuticociliate which was cultured in axenic environment by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ic (TEM) analysis. And the size of the newly identified microbe ranged from 200nm to 

2µm in diameter. After the microbe was isolated from the single colony, it was cultured in the horse 

serum media. A slow growth rate was observed. In this research study, we identified novel MLO 

which was found in Scuticociliate from the death of flat fish by 16s rRNA sequence analysis. 

 

Key Words: Acholeplasma laidlawii, Scuticociliate, 16S rDNA sequencing, Picogreen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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