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ctus) 은 연체동물문 복족강 고리갈고둥목 갈고둥과에 속하며 주요 서식지는 일정한 유속이 유지되는 기수지역의 자갈지대이다. 까다로운 서식조건과 국내 해안선 개발로 인해 기수갈고둥 (C. retropictus) 은
현재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지만 현재 그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본 연구는 기수갈고둥 (C. retropictus) 의 염기서열 분석과 Metallothionein (MT) 유전자 서열을 이용한 분자계통학적 연구를 통해 기수갈고둥 (C. retropictus) 의
분류학적 위치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기초 data를 확보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기수갈고둥 (C. retropictus) 의 내장낭에서 Trizol 기반 RNA extraction 방법으로 추출된 total mRNA를 정제하고 cDNA library를 구축하였다. NGS (Illumina Hiseq 2500 Sequencer) 를 이용하여 RNAseq 해독을 한 뒤 다음과 같이 생물
정보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Transcriptome raw data를 Cutadapt와 Sick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lean reads를 확보한 뒤 De novo assembly를 수행하여 만들어진 contigs 들을 TGICL을 이용한 clustring을 수행하여 unigene 서열을
확보한 뒤, PANM DB에 BLA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notation 한 결과에서 MT 서열을 포함되어 있는 unigene 서열을 추출하였다. 확보되어진 unigene 서열을 EMBOSS package를 이용하여 6-frame의 모든 아미노산 서열들을 추출
하였으며, Genscan-I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orf를 추출하여 아미노산 서열을 얻었다. 최종적으로 2018년 Chung 등에 의해 선행연구 되어진 58개의 full length standard MT 아미노산 서열과 거제외줄달팽이 (Satsuma myomphala)
(Sang et al., 2016), 귀이빨대칭이 (Cristaria plicata) (Chung et al., 2017), 산민달팽이 (Incilaria fruhstorferi) (Sang et al., 2017), 제주배꼽달팽이 (Aegista chejuensis) (Park et al., 2018) 와 대상종인 기수갈고둥 (C. retropictus) 간의 서열
유사도가 높은 MT 서열을 확보하여 MEGA-X를 활용하여 multiple alignment (Clustal-X 엔진활용)를 수행한 후 ML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활용한 molecular phylogenetic analysis를 통해 계통수를 작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MT 코딩영역은 총 201 bp 이었으며, 총 67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연체동물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MT 패턴 (C-X-C-X- (3) -C-T-G-X- (3) -C-X-C-X- (3) -C-X-C-K) 이 보존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MEGA-X를 이용
한 분자계통학적 분석결과 이매패류들과는 완전히 분지가 되었고, 기수갈고둥 (C. retropictus) 을 포함한 gastropoda 의 경우 서식지 즉 육상, 민물, 해양에 따라 grouping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수갈고둥 (C. retropictus) 의
MT 서열은 해양에 서식하는 전복 Haliotis 속에 속하는 복족류들과 더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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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Clithon
retropictus Transcriptome.

Fig. 3. Nucleotide and deduced amino acid of Clithon retropictus. Red box is coding sequence 
and “ * “ indicate termination codon.

Fig. 5. The results of multiple sequence alignment about MT amino acid sequences of several molluscan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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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T sequence principle and Clithon retropictus’s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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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urrent status of genetic resources of Clithon
retropictus

Fig. 6. The results on molecular phylogenetic analysis of Metallothionein of Clithon
retropictus with other molluscan MT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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