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띠구슬다슬기(Koreoleptoxis globus ovalis)의신규유전자마커개발과적용

사공진1, 이준상2, 유정남1

1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동식물연구실다양성연구팀, 2순천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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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마커(LCO1490/HCO2198, Folmer
et al., 1994)가 해당 종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종 특이적 유전자마커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요
서식지 내 집단들의유전다양성을 분석하고자하였다.
동강과 남한강에서 총 4개체군 46개체를 채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신규 개발한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mtDNA COI 유전자 565bp의
염기서열을 확보하였으며 , 향후 띠구슬다슬기의 유전자분석
마커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 획득한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유전다양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 총 10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형(haplotype)이 확인되었고, 모든 유전자형은 각각 1개의
유전자 변이를 나타냈다. Fst 분석 결과, 동일 수계는 물론 다른 수계에
속하는 집단들 간에도 유의미한 유전적 차이가 도출되어 집단 사이
gene flow가 제한적인것으로 추정된다.

요약

연구결과

 채집 정보

 고효율의 gDNA 확보 및 신규 유전자마커 개발

• DNA 추출은 뚜껑을 제거하고, 외부로 노출이 된 부위를 제외한 안쪽 근육 조직을 이용

• Lysis buffer 투입 후 56℃에서 8시간 이상 인큐베이션, Washing 단계를 3회 이상 반복 수행

• mtDNA COI 유전자 영역에서 종 특이적 프라이머를 새로 디자인하여 PCR 증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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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명 채집지 수계 개체수

1 Kgl_D-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 한강 10

2 Kgl_D-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 한강 14

3 Kgl_NH-1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한강) 한강 12

4 Kgl_NH-2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한강) 한강 10

합계 46

DNA 추출

• Dneasy Blood & Tissue kit (QIAGEN Co., USA)를 이용

•외부로 노출이 된 부위를 제외한 안쪽 근육 조직을 이용하여 DNA 추출

PCR

•프라이머 Kgl_F, Kgl_R을 새로 디자인하여 미토콘드리아 DNA의 COI 유전자로부터 총 565bp의

염기서열을 획득

염기서열 결정

• PCR 산물은 전기영동을 통해 확인한 뒤, ㈜마크로젠에 의뢰하여 ABI 3730xl DNA Analyzer를

통해 염기서열을 획득

• Geneio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확인 및 보정한 뒤 정렬

유전다양성 분석

• DnaSP v5, ANeCA v1.2, TCS v1.21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전다양성 분석을 수행

Primer
name

Sequence (5’->3’) Reference

Kgl_F GCTGTTGAAAGAGGCGTAGG
This study

Kgl_R CCAGAGCATGGGAGTTT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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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44 ±
0.1518

0.2747 ±
0.1484

0.3182 ±
0.1637

0.8444 ±
0.1029

Nucleotide diversity
0.001534 ±
0.001328

0.000506 ±
0.000641

0.000590 ±
0.000710

0.002635 ±
0.001959

Kgl_D1 Kgl_D2 Kgl_NH1 Kgl_NH2

Kgl_D1 + + +

Kgl_D2 0.126 + +

Kgl_NH1 0.651 0.736 +

Kgl_NH2 0.204 0.270 0.149

 집단별 haplotype의 지리적 분포 양상 mtDNA COI 유전자의 haplotype network

 mtDNA COI 유전자의 집단간 유전적 분화도 수치

(pairwise estimates of Fst, P>0.05)

 mtDNA COI 유전자 haplotype의 집단별 분포, 유전자형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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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600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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