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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juvenile Manila clams Ruditapes philippinarum free from 

Perkinsus olseni infection in Korean waters?

 
이혜미1* ․ 조영관1 ․ 정희도2 ․ 신종섭1 ․ 김정화1 ․최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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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Perkinsus olseni, Ruditapes philippinarum, Manila clam, juvenile, infection prevalence and intensity, 
RFTM

1. Introduction and Objectives

Manila clam Ruditapes philippinarum is one of the important shellfish resources in Korean aquaculture 

industry, and intensively cultured on the west coast of Korea. Manila clam density has been declining for 

the past decades, and heavy infection by protozoan parasite Perkinsus olseni is one of the major causes 

for the decline.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most of the adult clams in intertidal beaches on the west 

and south coast of Korea are heavily infected by P. olseni, while the P. olseni infections in juvenile and 

small clams remain poorly known. Accordingly, we investigated P. olseni infection in juveniles in two tidal 

flats on the west coast, where previous studies reported a high level of infection.

   
2. Materials and Methods

In August 2016, we collected 287 juvenile clams ranging from 7 to 20 mm in shell length (SL, 4 to 15 

months old), 72 small clams ranging from 20 to 30 mm in SL (1.5 to 3 years old), and 50 adult clams 

ranging from 30 to 45 mm (over 3 to 4.5 years old) from Jugyo tidal flat. In August 2017, we also 

collected 206 juvenile clams, 136 small clams, and 65 adult clams from Padori tidal flat as a control. 

Ray’s thioglycollate medium assay (RFTM) and 2M NaOH digestion were adapted to determine the 

infection levels of P. olseni in whole clam tissues.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RFTM assay revealed that P. olseni infection was not limited to the juveniles, the juveniles of 7-10 

mm SL from Jugyo were confirmed to be infected with P. olseni, showing the prevalence of 75.0% and 

the mean infection intensity of 7.77×105 cells g-1 wet tissue weight (WT). The juveniles of 10-15 mm SL 

from Jugyo also showed high levels of P. olseni, with the prevalence of 76.7% and the infection intensity 

of 5.54×105 cells g-1 WT. The adult clams from Jugyo were heavily infected by P. olseni, with the 

prevalence of 96.0% and 5.80×105 cells g-1 WT.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evalence and infection 

intensity in the juveniles are comparable to those of the adult clams. In contrast, P. olseni prevalence of 

Manila clams from Padori ranged from 1.8 (15-20 mm SL) to 90.8% (30-45 mm SL), and the infection 

intensity varied from 8.31 ×105 cells g-1 WT (15-20 mm SL) to 4.37 ×105 cells g-1 WT (30-45 mm SL).

The observed infection prevalence and intensity of P. olseni in the juveniles from Jugyo tidal flat was 

comparable to the those of the adult clams. It is believed that high levels of P. olseni infections in the 

juveniles could lead to mortality and long-term decline in the clam density, although further study on the 

impacts on juvenile clam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wild Manila clam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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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pathology Survey on Invasive Parasitic Organisms in the 

Oysters and Mu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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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and Objectives

Ballast water discharge by international trade vessels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ajor mechanisms 

that account for a global-wide dispersion of the pathogenic marine organisms. Currently, the protozoan 

parasite Perkinsus beihaiensis infected the Mediterranean mussel Mytilus edulis galloprovincialis in Tokyo 

bay, as P. beihaiensis is believed to be introduced by an international trade vessel originated from the 

South America. As one of the top world exporting countries, the possibility of host and parasite 

introduction in Korea via international maritime trade should not be ruled out. Accordingly, we surveyed 

possible foreign pathogenic parasites iin the oysters and mussels inhabiting intertidal areas near three 

international sea ports in Korea.

2. Materials and Methods

In August 2019, we visited lower intertidal areas near Gwangyang and Busan sea ports to collect the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n=60), and Mediterranean mussel, M. galloprovincialis (n=60). We also 

collected spiny oyster, Saccostrea kegaki (n=30), and mussel Septifer virgatus from Jeju International Sea 

Port (n=30). For the diagnosis, we applied histopathology by examining cross-sections of the host body 

containing gill, mantle, visceral mass, and foot. 

3. Results and Discussion

During the survey, novel invasive parasitic organisms were not observed in the oysters or mussels. 

Rather, we found a protozoan parasite, bacteria, and trematodes. Marteilioides chungmuensis is protistan of 

the phylum Paramyxea, which infects mature oocytes of Pacific oyster and Manila clam.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in Korea, a higher infection prevalence of M. chungmuensis was observed in the oysters 

collected from Gwangyang (20%) and Busan Port (30%). It was also notable that most of the oysters 

(89/90) collected during the survey were infected by Eosinophilic Rickettsia-Like Organism (E-RLO), which 

are colonies of intracellular bacteria. E-RLOs were detected in the gill epithelium, mantle, and digestive 

tubules. Trematoda Gymnophalloides sp. was found in the oysters from Gwangyang port (46.7%), and 

Cercaria sp. was observed in one mussel individual from Jeju port.

Pacific oyster and Mediterranean mussel are cosmopolitan bivalve species that could be readily 

introduced as a vector of invasive parasitic organisms by anthropogenic activity such as maritime shipping 

and ballast water exchanges. Although no invasive parasites were observed in the present survey, it is 

crucial to keep monitoring on possible invasive parasitic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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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s(cell penetrating peptides)의 굴(Crassostrea gigas) 미수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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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of permeability of the Pacific oyster(crassostrea gi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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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uen Cho․ Sang-Ma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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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진핵세포의 세포막(plasma membrane)은 인지질 이중충(lipid bilayer)으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

는 구조를 가지며, 분자량이 작은 물질 등을 세포막의 채널(channel)을 이용해 세포 내 유입이 가능하다. 이

러한 이유로 큰 크기의 단백질 및 펩타이드는 세포질 내로 전달이 어려워 세포막에 작용할 수 있는 특정 

염기서열을 갖는 물질이 필요하다(Nakase,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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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으로 세포 내로 이동시키고, 세포막을 파괴하지 않으며, 세포독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아 세포막 및 핵

막을 통과해 친수성 거대 분자를 세포질 및 핵질로 전달이 가능하다(Heitz, Morris, & Divita, 2009). 

이러한 CPP는 질병 및 유전적 개선에 있어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에 성공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체내의 생

화학 특징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CPP 및 임계농도를 선정하여 HeLa cell (Henriques & Castanh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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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게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어류 및 패류에 이러한 방법이 적용되어 치료 및 유전적 개선 및 개량에 CPP가 사용된 적은 전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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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백질이나 단밸질 일부도메인이 막을 투과할 수 있는 

Cationic CPP(TAT, ANTP), amphipatic CPP (KFF, VPMLK, KLPVM)을 선정하여 각 노출농도 (1, 10, 50 및 

100 μM)와 노출시간 (30, 60 min 및 90 min)에 굴 미수정란에 노출 시켰다. 각 노출농도 및 노출 시간에서 

투과 여부는 confocal microscope를 통해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부분 실험조건에서 투과성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50μM 90min에서 KFF의 투과성이 확인되었고, 100μ

M 60min, 90min에서 VPMLK, ANTP에서 투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KFF와 VPMLK는 각각 tetra helix structure 및 penta helix structure로 세포막 투과 시 세포막에 적은 손

상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우리의 실험에서 투과성을 보인 실험조건에서 막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ANTP의 경우 100μM, 90 min 에서 난질의 손상과 leakage가 확인 돼 우리의 실험에서 적합하

지 않은 CPP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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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바지락의 주요 전염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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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Infectious Diseases of the Manila clam Ruditapes 

philippinarum in Korea

 
Seounhyun Kim*․  Kyungil Park 

1Department of Aquatic Life Medicine, Kun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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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바지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성 패류로서 최근 10여 년간의 바지락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20,000여 톤 미만까지 감소하여 최저 생산량을 기록한 후 최근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 2019년 현재 약 

50,000여 톤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바지락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바지락 대량폐사는 우리나

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염성 병원체는 이러한 바지락 폐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지락의 주요 병원체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고자 수행

되었다.

   
2. 연구방법

국내외에서 발행된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여 바지락 질병 정보를 확보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 세계적으로 주요 바지락 병원체는 모두 35종으로 바이러스 3종, 세균 4종, 원생생물 13종, 흡충 9, 조충 

1종, 절지동물 5종이 알려져 있다. 국내의 경우 병원체는 세균 1종, 원생동물 3종, 흡충 3종 등이며, 이중 세

계동물보건기구(OIE) 지정 병원체는 Perkinsus olseni 1종이다. 세균성 질병의 경우 Vibrio tapetis에 의해 발

생하는 Brown ring disease 가 우리나라 바지락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2006년 최초로 충남 태안산 바지락에

서 확인되었다. 이 비브리오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보고된 적이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후 갯벌에서 축양중인 바지락에서 검출되었다. 이는 수출국인 중국에서도 BRD가 널리 퍼져 있음을 추정케 

하나 아직까지 중국에서 공식적인 보고는 없다. 다음으론 원생동물인 Perkinsus olseni이다. 이 기생충은 OIE 

지정 기생충으로 유럽전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및 태국 등지에서 발병하고 있으며, 아가미, 소화맹낭 체표 

등에서 농포를 형성한다. 특히 폭염 등과 같은 환경악화는 충체부하를 상승시켜 폐사를 유발한다. 최근 연

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P. olseni 외에도 P. honshuensis가 제주산 아기바지락에서 검출된 바 있다. 이외

에도 난소기생충 Marteilioides sp.과 소화맹낭에 기생하는 Marteilia tapetis 감염도 확인되고 있다. 흡충의 경

우 Cercaria tapidis, Cercaria tapes, Cercaria pectinate, Parvatrema timondavidi 등이 바지락 생식소나 외투

막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피낭유충단계로 검출되고 있는 P. timondavidi 는 인수공통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OIE 지정 병원체인 Marteilia refringens 와 미국 굴폐사 원인 기생충

인 Haplosporidium nelsoni가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식용 바지락 수입국임에도 불구

하고 이들 병원체는 검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염성 병원체에 의한 바지락의 대량폐

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국내 질병 조사 및 수산물 수입 시 검역 강화, 해수온 상승과 같은 생태

계 변화에 따른 신규 병원체 유입 감시, 수출국의 질병 발생 모니터링 등 다양한 병원체 유입 방지 대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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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바지락은 우리나라 갯벌 패류 양식산업의 주요 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갑

각류에 속하는 쏙 (Upogebia major)의 출현 및 이상증식으로 인해 바지락의 서식공간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

었다. 바지락 서식지 감소는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식지 면적의 정량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한 종의 분포를 정량적으로 구명하여, 보령 갯벌 바지락 서식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평가하고자 하였

다. 이전에 연구된 바지락의 서식지적합지수를 활용한 서식지 평가와 맞물려 서식지 기반의 관리전략을 수

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령 갯벌어장의 지속적인 생물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조사지역은 서해안에 위치한 충남의 보령 주교면에 소재해 있는 갯벌로 상부-하부 조간대까지 구획별로 

총 15정점을 선정하였다. 보령 갯벌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은 2019년 2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동계(2월), 춘

계(4월), 하계(8월), 추계(10월)로 분기별 총 4번 조사하였다. 바지락의 서식지 평가는 클로로필 a, 해수유동, 

사질함량, 노출시간, 용존산소, 염분 총 6가지 서식지 변수 항목들을 단순기하평균과 가중기하평균으로 산정

하여 비교하고, 생물량 데이터로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결과적으로, 바지락의 서식지적합지수를 활용한 보령 갯벌의 정점들의 가점은 No weight 일 때 0.28-0.82, 

Weight 일 때 0.21-0.66의 범위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변동폭이 컸다. No weight 일 때 C3정점이 

0.82로 가장 적합하였고, Weight 일 때 B3정점이 0.66으로 가장 적합하였다. 바지락의 서식지적합지수 결과

는 서식밀도 자료(성패: 각장 > 10 mm)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높은 수치를 보인 C3정점 (No weight: 0.82, 

weight: 0.63)의 서식밀도가 300 ind./m2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낮은 수치를 보인 A라인 (No 

weight: 0.28-0.46, weight: 0.23-0.26)은 바지락이 출현하지 않았다. E라인 또한 상부 조간대에서 하부 조간



대로 갈 수록 HSI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 (HSI score: 0.22-0.44)을 보여 서식밀도 (0-160 ind./m2)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조건 모두 0.5이상인 정점은 하부 조간대의 B3, C3, D3로 파악되어 조사지역 중 바

지락 서식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바지락의 적합한 서식지 (HSI > 0.5)는 보령 갯벌의 조사

된 총 면적 5.32 km2 중 1.23 km2 (Weight)로 산정되었으며, 바지락의 부적합한 서식지 (HSI < 0.5)는 4.09 

km2 (Weight)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령 갯벌 내 바지락 서식지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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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체동물 복족류는 전 세계에 약 85,000 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중 식용 가능한 복족류의 국내 수입량

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국내로 유입되는 복족류는 골뱅이, 피뿔고둥, 위고둥, 다슬기 등의 다양한 

종류가 활, 냉동, 자숙, 살 등의 여러형태로 2019년 기준 약 1.6 만톤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나, 복족류의 

분류학적 다양성과 형태적 유사성으로 종 판별의 어려움이 있으며, 품목명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

춰 등록이 되고 있어 품목명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워 자세한 종의 등록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리고 일부의 

저가 품목종이 고가 품목종으로 둔갑하여 수입·유통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러한 문제를 과학적 기준을 

통하여 손쉽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 연구방법

복족류의 형태적·유전자적 종 정보수집 및 주요 수입국의 생산 현황 조사를 통해 주요 수입국가로 부터 

수입되고있거나 식용가능하여 수입가능한 시료를 입수한다. 그 후 샘플들을 형태학적인 동정을 통해서 1차 

분류를 하고 이들을 cytochrome oxidase subunit 1 (COI) 유전자 영역의 PCR을 통해서 증폭하여 COI 

barcode 서열을 확보하였다. 이들 서열을 BOLD system과 NCBI에 등록된 서열들을 대상으로 BLAST하여 동

정결과를 분석하고 추후 분석을 위한 매뉴얼 제작을 위한 결과를 확보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현재 COVID-19로 인해 베트남과 미얀마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현지에서 시료는 확보하였으나 현지

에서 국외로 통관이 어려워 샘플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부산지방식약청을 통해서 2종(베트남 1종, 중

국 1종)의 시료를 제공받았고, 베트남에서 받은 시료는 현재 9~10종으로 예상되며, 미얀마에서 받은 시료는 

10~12종으로 예상된다. 전체 시료중 12종에 대해서만 시퀸싱이 완료되었으나 재확인이 필요한 종과 남은 시



료의 분석이 진행중이다. 추후 식약처 담당자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시료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에서의 시료 

확보방안을 토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입되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복족류의 도감과 매뉴얼

을 제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수입 복족류의 정확하고 신속한 종 식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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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알려진 장수삿갓조개는 서해 일부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분류

학적인 문제로 인해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서 관찰종으로 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삿갓조개

의 미토콘드리아 전 게놈 염기서열을 확보하였다. 총 17,402 bp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13개의 

protein-coding gene, 2개의 ribosomal RNA, 22개의 tRNA, 그리고 845bp의 non-coding reg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수삿갓조개 미토콘드리아 전 게놈 유전체 염기조성은 Adenine 25.2%, Cytosine 13.8%, Guanine 

25.1%, Thymine 35.9%이며 AT bias는 61.1%로 확인되었다.



P-02

띠구슬다슬기의 신규 유전자마커 개발과 적용 

사공진1 ․ 이준상2 ․ 유정남1 

1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 다양성연구팀, 2순천향대학교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ew genetic marker 

for Koreoleptoxis globus ovalis
 

Jin Sagong1 ․ Jun Sang Lee2 ․ Jeong-Nam Yu1 

1Animal & Plant Research Department,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Soonchunhyang University

Key Words : Koreoleptoxis globus ovalis, genetic marker, genetic diversity, population structur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띠구슬다슬기는 한반도 고유종으로 중·북부지역 하천의 중·상류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수심이 다소 

깊은 하천 상류의 유속이 빠른 지역에 서식하는 종이다. 담수 저서 생물군 중 하나인 담수복족류는 하천의 

먹이사슬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하상 퇴적물의 찌꺼기를 섭취하는 청소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인간에게 

식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남획되고 서식지의 환경변화나 수질오염 등으로 

서식지와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이렇듯 인간에게 유용할 뿐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 생태 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을 뿐 유전학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척추동물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기존에 알려진 상용 유전자마커가 해당 종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종 특이적 유전자마커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요서식처 내 

집단들의 유전다양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띠구슬다슬기는 동강과 남한강 하천에서 각각 2집단씩 채집하여 총 4개 지점으로부터 46개를 

확보하였다. 채집된 개체는 껍데기로부터 생체를 분리한 뒤, 70% 에탄올에 고정하였다.

DNA 추출은 뚜껑을 제거하고, 외부로 노출이 된 조직 부위를 제외한 안쪽 조직을 이용하였다. DNeasy 

Blood & Tissue kit(QIAGEN Co., USA)를 이용하였으며, Lysis 단계에서 56도에서 8시간 이상 처리, washing 

단계를 3회 이상 반복하는 등 일부 과정을 변경하여 고품질의 gDNA를 확보하였다. 띠구슬다슬기는 

무척추동물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기존에 알려진 상용 유전자마커(LCO1490/HCO2198, Former et al., 

1994)가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CO1 유전자 영역에서 신규로 띠구슬다슬기 특화 프라이머를 

디자인하여 PCR를 수행하였다(표 1).



Primer name Sequence (5’-3’) Reference
Kgl-F
Kgl-R

GCTGTTGAAAGAGGCGTAGG
This studyCCAGAGCATGGGAGTTTCAT

표 1. mtDNA의 COI 유전자 Primer sets

유전다양성 분석은 MEGA, Arlequin, DNAsp 등의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신규로 개발한 유전자마커를 이용하여 PCR를 수행한 결과, 띠구슬다슬기 46개체로부터 

mtDNA COI 유전자 565bp 길이의 염기서열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띠구슬다슬기의 유전자 분석 마커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4지점의 집단을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형(haplotype)이 확인되었고, 모든 유전자형은 각각 1개의 유전자 변이를 나타내었다. 4개 개체군의 

유전자형다양성(h)과 염기다양성(π) 분석 결과, 유전자형다양성(h)과 염기다양성(π) 수치는 h=0.844, 

π=0.002로 Kgl_NH2 개체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Kgl_D1 Kgl_D2 Kgl_NH1 Kgl_NH2

No. of individuals 10 14 12 10

No. of haplotypes 4 3 3 6

Hap_1 6 12 2

Hap_2 1

Hap_3 3 1

Hap_4 1

Hap_5 1

Hap_6 1 10 4

Hap_7 1

Hap_8 1 1

Hap_9 1

Hap_10 　 　 　 1

Haplotype

diversity (h)
0.6444 ± 0.1518 0.2747 ± 0.1484 0.3182 ± 0.1637 0.8444 ± 0.1029

Nucleotide

diversity (π)
0.001534 ± 0.001328 0.000506 ± 0.000641 0.000590 ± 0.000710 0.002635 ± 0.001959

표 2. mtDNA COI haplotype 수계 및 하천 지점별 분포, 집단별 mtDNA COI 유전자 다양성 지수. 유전자형 

다양성(haplotype diversity; h), 염기 다양성(nucleotide diversity; π) 

유전자형 분포 분석 결과, 동강의 Kgl_D1과 Kgl_D2 집단은 Hap_1 유전자형의 분포 빈도가 높았고, 

남한강의 Kgl_NH1과 Kgl_NH2 집단은 Hap_6의 유전자형의 분포 빈도가 높았으나, 일부 하천에서는 Hap_1과 

Hap_6을 공유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Hap_2와 Hap_4~5의 유전자형은 동강 Kgl_D1~2 집단에서만 관찰되었고, 

Hap_7-10의 유전자형은 남한강 Kgl_NH1~2 집단에서만 관찰되었다(표 2 및 그림 1). 



그림 1. mtDNA COI 유전자 haplotype network(왼쪽, 원의 크기는 각 유전자형을 

나타내는 개체 수에 비례함. 유전자형 간 직선은 하나의 염기서열 차이

를 의미) 및 집단별 COI haplotype 지리적 분포 양상(오른쪽) 

각 집단간의 유전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유전적 분화도(FST)룰 측정한 결과, 4개 지점 집단 간 유전적 

분화도(FST) 수치는 최소값: 0.126 (Kgl_D1 vs. Kgl_D2), 최대값: 0.736 (Kgl_NH1 vs. Kgl_D2)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동일 수계는 물론 서로 다른 수계에 속하는 집단들 간에도 유의미한 유전적 차이가 

도출되었다(P<0.05)(표 2). 

　 Kgl_D1 Kgl_D2 Kgl_NH1 Kgl_NH2

KglD1 + + +

KglD2 0.126 + +

KglNH1 0.651 0.736 +

KglNH2 0.204 0.270 0.149 　

표 3. mtDNA COI 집단간 유전적 분화도 수치(pairwise estimates of FST)

 + : P < 0.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띠구슬다슬기의 집단 사이에 gene flow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분석 집단 수가 적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향성이라고 판단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띠구슬다슬기의 추가 집단 확보와 해상도가 높은 핵유전자마커(microsatellite, SNP 등)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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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araftohelix adamsi is distributed only in the Ulleung island and corresponds to Eupulmonata in 

Bradybaenidae. Currently, it s enlisted as an endangered wild species class Ⅱ under the Red data list of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South Korea, and there is no genetic material for this species, 

and it is urgent to secure genetic resources for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is species in the 

future. Not only the species information also genus information which the species belongs is nonexistent in 

the NCBI taxonomy browser. On this, To genomic studies to ensure bio-sovereign right and 

characterization of species are urgently needed. Here, we report the genome pilot study of K. adamsi 

using the Illumina Hiseq 4000 platform. DNA was extracted from the whole body of K. adamsi, and 

whole-genome sequencing generated a total of 301,367,732 raw reads (37,972,334,232 bp). Clean read of 

283,613,488 read (35,005,636,440 bp) was obtained through Trim galore program, which removes the order 

of the adaptor, low quality, and Deconseq program, which excludes unrelated sequences such as virus and 

bacteria. The obtained sequences were assembled through platanus program, a total of 14,253 contigs 

(N50, 176 bp), of which more than 1 kb was found to be 111 (188,246 bp). In addition, 4,424 (N50, 476 

bp) of the scaffold were analyzed, of which 201 (N50, 508,459 bp) were found to be more than 1 kb of 

scaffold. Based on these sequences, we predicted the genome size of K. adamsi by the Jellyfish program, 

constructed COI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barcode sequence and analyzed of the repetitive 



elements using RepeatMasker and Simple Sequence repeat (SSR) for accurate identification and elucidate 

the phylogenetic study. We believe that these data will provide primary genetic data to secure the 

bio-sovereign also understanding ecological and genetic characteristics indices of species faced on 

threatened to extinction. Furthermore, It will provide a guideline for the analysis strategy of further 

genom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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