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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유럽의 여우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 변이

Mitochondrial DNA differentiation of the Red Fox           
 (Vulpes vulpes) in Asia an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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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는 분류학상 포유동물강 개과 여우속에 속하며, 우리

나라를 포함해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등 

호주대륙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

고 서식 현황도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IUCN/SSC Canid Specialist Group 2004). 그러나 한국에

서는 1960년대부터 가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포획과 살

서제에 의한 2차 독극물 피해 및 농산촌지역의 서식환경 

변화에 의해 그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서

는 야생 여우의 생존에 관한 서식 정보가 겨우 수 건에 불과

하였다. 2004년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여우의 사체가 발견

되어 자연개체군의 생존이 재확인되면서 여우 증식ㆍ복원

에 대한 정부(환경부)의 계획이 수립되고, 증식사업을 추진

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반달가슴곰 같이 멸종위기동물 복원사

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여우 역시 복원사업 대상종으로 

증식ㆍ복원을 위한 초기단계의 연구사업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 차세대과제 : 여우 증식ㆍ복원 기법 개발 연구 

2006 - 2009). 그러나 멸종위기에 있는 한국산 야생 여우개

체군의 원종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체 증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체군과 유전 및 계통학적으로 가장 가까

운 개체군을 확립하여 해당 개체군을 도입하여 복원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산 여

우 원종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 
최근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 서열 영역 가운데 

Cytochrome b 와 Control region의 분자계통학적 연구를 

통해 일본, 유럽, 아메리카, 캐나다 등에 분포 하고 있는 

여우의 유전적 특징이 연구된 바 있다 (Inoue et al., 2007; 
Aubry et al., 2009). 그러나 한국에서는 자생 여우개체군의 

생태 연구 및 유전적 연구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여우의 복원을 위해서는 우선 원종으로 확실

한 개체에 대한 유전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는 크기가 작고, 추출이 쉽고, 자체

의 유전자 서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며, 핵 

유전자에 비해 환경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화하기 때문

에 염기서열에 있어서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모계

유전을 하므로 유전자 재조합 (gene recombination)이 일어

나지 않아 종내, 종간의 일련의 점진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 DNA 변이양상은 genome 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돌연변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류군

의 계통유전학적 연구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Lansman 
et al., 1983; Clayton 1982 ; Hayashi et al., 1985; Brown 
et al., 1979). 특히, 전자전달계에 관여하는 cytochrome b 
유전자는 (Avise,1994; Hillis et al., 1994), 어류 

(Rocha-Olivares et al.,1999; Park et al., 2000; Apostolidis 
et al., 2001; Moller and Gravlund, 2003), 조류(Edwards 
and Wilson, 1990; Randi et al., 2001), 포유류(Ma et al., 
1993)의 여러 분류군에서 계통간 유연관계 정립에 이용되

었다.(Kondo et al.,1990; Zouros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과거 야생에서 포획되어 대학 자연사박물

관에서 소장보관중인 한국산 여우 3개체 (박제)를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Genbank에 등록된 일본과 유럽 

개체군의 mtDNA Cytochrome b 염기서열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산여우의 유전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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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개체채집 및 Gnomic DNA 추출

본 실험에 사용된 여우(Vulpes vulpes) 개체들은 한국산

으로 추정되는 3개체, 북한산 2개체, 러시아 프리모스키지

역 3개체, 중국동북부(중국여우농장) 6개체, 한국서울대공

원 5개체의 총 19개체를 수집하였다. 각 개체의 혈액, 간조

직, 모근으로부터 Genomic DNA를 추출하기 위해 DNeasy 
Blood & Tissue kit (QUIAGEN Co., USA)를 이용하였으

며 공급자의 매뉴얼을 따라 수행하였다. 유럽 및 일본 개체

의 염기서열 정보는 Genbank에 등록된 것을 발췌하여 이용

하였다.

2.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1)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2007년 Inoue 등이 개발한 Cytochrome b 프라이머 세트

를 이용하여 19개체를 증폭하였다. PCR 반응 조성액은 

100ng의 genomic DNA, 10XPCR buffer 2ul, 25mM dNTP 
0.5ul, 각각 20pmol primer, 적정 Tag polymerase를 혼합하

여 총 20ul로 반응시켰다. PCR 조건은 먼저 95℃에서 5분
간 가열하여 변성을 유도하고, 94℃에서 30초간 

denaturation, 56℃에서 30초간 annealing 그리고 72℃에서 

1분간 extension의 3단계로 35회 반복 하였으며 72℃에서 

10분간 final extension후 4℃에 보관하였다. PCR후 DNA
는 1.2%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한 후 ultraviolet 
transilluminator에 올려놓고 PCR 반응산물의 band를 확인

하였다. 

2) 염기서열결정 (Sequencing)

전기영동을 통하여 PCR 반응산물을 확인한 개체들은, 
PCR purification kit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QUIAGEN 
Co., USA). 염기서열 결정은 ABI3700 모델을 이용하여 

big-dye termination method로 (주)바이오메딕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3.데이터분석

sequencing을 통하여 연구대상종의 DNA 염기서열이 

완전하게 학인 된 후 alignment 프로그램인 MEGA4.0을 

사용하여 alignment 분석을 수행하였다. TC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전자형(Haplotype)간의 유연관계를 판독하기 

위해 유전자형네트워크 (Haplotype net-work)를 작성하였

다. 또한 개체들간의 유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MEGA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eighbo-Joining Phylogram을 작성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미토콘드리아 DNA Cytochrome b 338bp를 분석한 결과 

총 19개체에서 8개의 유전자형(haplotype)이 관찰되었다. 
9개의 변이사이트가 발견되었고, 7개는 전이(transition), 2
개는 전환(transversion)에 의한 변이 였다. NJ 계통수에 의

한 개체들의 유연관계를 보면 한국산으로 추정되는 3개체, 
북한산 2개체, 러시아 연해주지역 3개체, 중국동북부(중국

여우농장) 6개체, 한국서울대공원 5개체는 각각의 지역이

나 국가에 의한 Cluster는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개체들

이 혼잡 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Genbank에서 유럽 및 일본 여우의 미토콘드리아 DNA 

Cytochrome b 338bp의 염기서열을 발췌해 본 연구의 19개
체의 염기서열과 함께 분석하였다. 총 66개의 변이 사이트

에서 50개의 유전자형(haplotype)이 관찰되었다. 유전자형

(haplotype)간의 유연관계를 알아보기위해 작성한 유전자

형네트워크(haplotype net-work)에서 Aubry 등이 2009년
에 발표한 논문의 결과와 비교해 크게 두 개의 Clade를 형성

하였다. 그중 한국개체를 포함한 19개체에서 관찰된 8개의 

유전자형(haplotype)과 2007년에 Inoue등에 의해 보고된 

일본개체의 Hokkaido Ⅰa-Ⅰb, Honshyu/Russia의
유전자형(haplotype)들은 Eurasian/
Alaska Clade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본개체의 

Hokkaido Ⅱ의 유전자형(haplotype)은 Canada/로키산맥 

Clade에 포함되었다. NJ계통수 또한 유전자형네트워크

(haplotype net-work)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

의 결과에서 한국산 여우는 북한,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연해주지역 및 일본(Hokkaido Ⅱ의 유전자형 제외)등의 동

아시아 개체들을 포함하는 Eurasian 개체들과 유전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며, 이러한 유전적 결과는 향후 한국의 여우 

복원사업을 위한 도입개체 결정에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라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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