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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말속(Cosmarium) 식물과 팔장고말속(Staurastrum)

식물은 각각 전 세계적으로 1,000분류군 이상이 보고되어 있

다(Prescott et al. 1981, 1982). 우리나라의 물먼지말류 식물

은 27속 315종 225변종 53품종으로 총 593분류군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중 장고말속식물은 60종 41변종 14품종인 총 105

분류군이 보고되어있으며, 팔장고말속 식물은 57종 32변종

6품종으로 총 95분류군이 보고되어 있다. Arthrodesmus속은

2종 3변종이 보고되어 있다(Chung 1993).

본 식물군에 한 국외의 연구는 식물상이 완성된 단계이

며(West and West 1905; Prescott et al. 1981, 1982), 최근에

는 접합 녹조식물의 계통학적 연구를 위해서 rbcL 염기서열

을 통한 연구와(McCourt et al. 2000) 핵 rDNA 염기서열을

통한 연구 등이 있으며(Gontcharov et al. 2003), 또한 엽록

체 rRNA 유전자 등 다양한 유전자 염기서열을 통한 계통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esendahl et al. 2000; Turmel et

al. 2002).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식물상에 한 연구가 완성

되지 못한 상태이며, 장고말속식물 9종과 팔장고말속 1종에

하여 핵 rDNA의 ITS 부분의 염기서열을 통한 계통학 연

구가 수행된 바 있다(Lee 2001). 또한 팔장고말속 12분류군

과 장고말속 18분류군에 한 rbcL 유전자의 염기서열과 형

태 형질을 비교한 연구가 수행되었다(Nam and Lee 2001a,

b).

두 속의 식물은 부분의 물먼지말류와 같이 주로 형태

식별형질에 의하여 분류되고 있다. 반세포의 형태, 세포벽

무늬와 돌기 유무 등에 따라 division I, II로 나뉘고, 각

division은 반세포의 형태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Prescott et

al. 1981, 1982). 이러한 형태 형질에 의한 division과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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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의 분류는 핵 rDNA의 ITS 부분과 rbcL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 의한 분류와 비교한 결과, 각 division과 section간

에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Lee 2001; Nam and Lee

2001a, b). Gontcharov et al.(2003)은 핵 rDNA 염기서열을

통하여 접합녹조류의 계통학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물먼지

말목 식물은 단계통 임이 확인되었지만, 물먼지말류중 많은

속들이 다계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고말속과 팔장고

말속 식물은 두 속간 한계가 불분명하여 중간적 특성을 나타

내는 종들이 존재하고 따라서 두 속을 여러 개의 단계통적

속 또는 아속으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Prescott et

al. 1982).

본 연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coxIII(Cytochrome oxidase

subunit III) 유전자 염기서열의 비교를 통하여 장고말속식

물의 division과 section 분류와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중요

한 식별형질의 안정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팔장고말속 식물과 장고말속 식물을 비교함으로써

두 속간의 분류학적 한계에 한 검토를 하고자 하 다.

Arthrodesmus속 1종의 식물은 팔장고말속 식물과 유연관계

가 깊은 속으로서(Prescott et al. 1982) 장고말속과 팔장고말

속간 거리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식물 계통학 연구

에 있어서 coxIII 유전자는 표적 육상식물의 연구(Hiesel

et al. 1994a, 1994b) 외에는 아직까지 사용된 바 없으므로 녹

조식물에 속하는 분류군들에 있어서 coxIII 유전자의 분류학

적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식물은 경기도, 강원도와 경상남도의

강과 호소에서 채집된 것이며, Arthrodesmus validus(SVCK

457)는 독일의 Hamburg 학의 접합조류 배양실로부터 분

양받은 것이다. 이들은 경기 학교 생물학과에 위치한 담수

조류 배양실에서 배양, 보존되고 있다(Table 1). 장고말속과

팔장고말속 식물의 속간 한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7종류의

장고말속 식물과 2종류의 팔장고말속 식물을 선택하 으며,

Arthrodesmus validus는 두 속에 한 속간 거리를 비교하기

위하여 선택되었다.

장고말속 식물과 팔장고말속 식물은 Bold’s Basal 배지

(Bold and Wynne 1978)를 사용하 고, Arthrodesmus는

WEES 배지(Kies 1967)를 사용하여 량 배양하 다. 사용

된 모든 분류군은 25°C, 16:8의 일장주기, 40 µmol m-2s-1의

광 조건하에서 배양되었다. 순수 분리된 각 분류군은 DNA

추출을 위하여 10-14일간 량배양되었다. 약 0.2 g의 시료

를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막자사발에서 분말상태로 분쇄한

후, DNeasy Plant Mini Kit(Qiagen, Germany)를 사용하

여 DNA를 추출하 다.

PCR을 통한 coxIII 유전자 부위의 증폭을 위해 COXIII-1

(5’-CACTGGGAGCTTTGGCAAGTAC-3’)와 COXIII-2

(5’-CAGCTGCTTCAAAGCCAAAGTGA-3’)를 primer로

사용하 다.

PCR시 략 40 ng의 DNA, 5 µl의 10X buffer, 1 µl의

2.5 mM dNTP, 1 unit의 Taq DNA polymerase(Bioneer,

Korea), 각각 100 pmol의 primer pair로 조성된 총 50 µl

시료를 사용하여 증폭하 다. DNA 증폭 시 최초 94 에서 4

분간 pre-denaturation 한 후, 94°C 30초(denaturation),

45°C 30초(annealing), 72°C 1분(extension)의 조건으로 30

회 반복하 으며, 마지막으로 72°C 10분(final-extension)으

로 반응을 종결하 다. 증폭된 PCR 산물은 AccuPrepTM

Gel Purification Kit(Bioneer, Korea)를 사용하여 순수 분

리 정제하 다. 이렇게 준비된 PCR 산물은 T4 DNA poly-

merase(MBI Fermentas, Lithuania)를 사용하여 T-vector

인 pBlueXcm vector에 ligation한 후, E. coli strain

DH5αF’에 형질전환 하 다(Sambrook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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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axa sampled in this study

Taxon Collection site Section1 GenBank Acce. No.

Cosmarium formosulum Hoffman Boryung-gun, Chungchungnam-do II-A AY266339
C. furcatospermum Singal lake, Kyonggi-do II-C AY266341

var. koreanum Skvortzow
C. granatum Breb. Singal lake, Kyonggi-do I-C AY266337
C. obtusatum Schm. Buksamri, Kyonggi-do I-C, II-A AY266338
C. rectangulare Grun. Jumunjin, Kangwon-do I-F AY266340
C. subcostatum Nords. Paldang lake, Kyonggi-do II-A,I-F AY266336
Staurastrum dejectum Breb. ex Ralfs Jangchuk lake, Kyongsangnam-do I-E AY266344
S. punctulatum Breb. Daesan,Kyongsangnam-do I-C AY266342
Arthrodesmus validus Scott & Gronblad SVCK 4572 AY266343

1Taxonomic treatment followed Prescott et al.(1981, 1982)
2SVCK-Sammlug von Conjugaten-Kulturen, University of Hamburg, Germany



형질전환된 E. coli를 량배양한 후 QIAprep Spin

Miniprep Kit(Qiagen, Germany)를 사용하여 플라스미드

DNA를 모은 후, 이를 automated DNA sequencing sys-

tem(ABI Prism 377;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를 사용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 다. 염기서열

결정을 위한 sequencing 반응에서의 primer는 T3와 T7 등

의 universal primer를 사용하 으며, 결정된 염기서열은

Clustal W(Higgins et al. 1996)를 사용하여 정렬하 고, 계

통분석을 위하여 PAUP* 4.0b8(Swofford 2002)을 사용하

다. 계통분석에서 Maximum Parsimony 방법을 사용하

으며, 이때 모든 형질을 동등한 값으로 사용하여 Branch

and Bound와 Heuristic search를 하 다. 계통수의 분지에

한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tree-bisection-reconnec-

tion algorism을 이용하여 Bootstrap 값을 1,000회 반복하

여 구하 고, decay index(Bremer 1988)를 구하 다.

MEGA2(Kumar et al. 2001)를 사용하여 Neighbor-Joining

방법에 의해 distance tree를 구하 다. 또한 Kimura 2-

parameter(Kimura 1980)에 의한 distance와 uncorrected

distance(Kumar et al. 2001)를 구하여 각 분류군 간의 거리

를 비교해 보고자 하 다.

결 과

본 연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호흡효소 중 하나인 coxIII

유전자의 염기서열 중 87번째 염기에서부터 701번째 염기까

지 총 615개 염기서열이 밝혀졌으며, 이는 총 616개의 형질

로 사용되었다.

사용된 모든 염기는 unordered 형태이며,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사용되었다. 총 616개의 형질 중 447개의 염기는

보존되어 있었으며, 80개는 parsimony 분석에 유의하지 않

은 변이(uninformative character)를 보 으며, 89개의 염

기변이가 informative character로 분석되었다. Maximum

Parsimony(MP) 방법으로 branch and bound search한 결

과 282 steps에서 1개의 최적 계통수가 구해졌다(Fig. 1). 이

분계도의 Consistency Index는 0.8191이며, Retension

Index는 0.6890이고, Rescaled Consistency Index는 0.5644

이었다.

Neighbor-Joining(NJ)에 의한 Distance tree는 두 종의

팔장고말속 식물의 위치와 Cosmarium subcostatum과 C.

granatum이 하나의 분지를 형성하는 점이 MP에 의한 계통

수와의 차이점으로 나타났다(Fig. 2).

먼저 장고말속 식물의 division간 유연관계를 살펴보면,

division I과 II가 하나의 분지로 묶여서 나타났고, 각 sec-

tion A, C, F 사이에서도 같은 section끼리 서로 같은 분지

를 형성하지 않았다.

또한 두 종의 팔장고말속 식물도 서로 같은 분지를 형성

하지 않았고, MP에 의한 계통수에서 Staurastrum punctula-

tum은 Arthrodesmus속과 같은 분지를 형성하 고, NJ에 의

한 계통수에서는 S. dejectum이 Arthrodesmus속과 가까운

분지를 형성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장고말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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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hylogenetic tree derived from the coxIII gene coding region of 9 taxa of desmid. The tree topology shown here is the most
parsimonious tree constructed by the PAUP (v.4.0b8). Branch length estimates of most parsimonious tree indicated above
internodal branches; bootstrap percentage values ≥ 50% are shown in parentheses; number below the branches are the decay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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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ance tree of 9 taxa of desmid based on NJ analysis of coxIII gene sequence. Numbers below branches represent bootstrap
values ≥ 50%.

Table 2. Pairwise divergence using Kimura 2-parameter method (Kimura 1980) of 9 desmids

Species 1 2 3 4 5 6 7 8 9

1. Cosmarium subcostatum -
2. C. granatum 0.02480 -
3. C. obtusatum 0.12395 0.13356 -
4. C. formosulum 0.11471 0.12420 0.01811 -
5. C. rectangulare 0.13556 0.14330 0.03838 0.03665 -
6. C. furcatospermum var. koreanum 0.12600 0.13164 0.04182 0.03327 0.05397 -
7. Staurastrum punctulatum 0.10888 0.11245 0.10464 0.09552 0.11027 0.10298 -
8. S. dejectum 0.18019 0.18258 0.17602 0.16787 0.18246 0.17168 0.17424 -
9. Arthrodesmus validus 0.16140 0.16347 0.15959 0.14976 0.16566 0.15761 0.13542 0.19973 -

Table 3. Pairwise distance using uncorrected P-value (Kumar et al. 2001) of 9 desmids

Species 1 2 3 4 5 6 7 8 9

1. Cosmarium subcostatum -
2. C. granatum 0.02439 -
3. C. obtusatum 0.11382 0.12195 -
4. C. formosulum 0.10569 0.11382 0.01789 -
5. C. rectangulare 0.12358 0.13008 0.03740 0.03577 -
6. C. furcatospermum var. koreanum 0.11545 0.12033 0.04065 0.03252 0.05203 -
7. Staurastrum punctulatum 0.10081 0.10407 0.09756 0.08943 0.10244 0.09593 -
8. S. dejectum 0.15935 0.16098 0.15610 0.14959 0.16098 0.15285 0.15447 -
9. Arthrodesmus validus 0.14472 0.14634 0.14309 0.13496 0.14797 0.14146 0.12358 0.17398 -



팔장고말속에 속하는 식물들은 속간 경계를 나타내지 않고

서로 섞여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000회 반복하여 얻은 bootstrap value는 Cosmarium

obtusatum, C. rectangulare, C. formosulum, 그리고 C. fur-

catospermum var. koreanum이 이루는 분지가 100%의 값을

나타냈으며, 또한 C. obtusatum과 C. rectangulare의 분지는

59%, 이들 분지와 C. formosulum의 분지는 69%의 값을 나

타냈다(Fig. 1).

Decay index는 C. obtusatum과 C. rectangulare의 분지와

Staurastrum punctulatum과 Arthrodesmus validus의 분지가

283 step에서 무너짐으로써 1을 나타냈고, Staurastrum

punctulatum과 Arthrodesmus validus의 분지와 S. dejectum

이하의 종들과 형성된 분지가 21로 303 step에서 붕괴됨을

나타냈다(Fig. 1).

Kimura 2-parameter에 의한 pairwise distance를 비교

해보면, 장고말속간의 식물들은 1.8-14.3%로 나타났으며,

두 종의 팔장고말속 식물은 17.4%를 나타냈다(Table 2). 팔

장고말속 Staurastrum punctulatum과 Arthrodesmus 사이에

는 13.5%와 Staurastrum dejectum과 Arthrodesmus 사이에

는 20.0%로 나타났다. 장고말속과 Staurastrum punctula-

tum은 pairwise distance가 9.6-11.3%이었으며, 장고말속

과 S. dejectum은 16.8-18.3%로 나타났다.

P-distance는 장고말속 식물간에는 1.8-13.0%로 나타났

으며, 팔장고말속 사이에는 15.5%를 나타냈다(Table 3).

Staurastrum punctulatum과 Arthrodesmus 사이에는 12.4%

와 S. dejectum과 Arthrodesmus 사이에는 17.4%로 나타났

다.

고 찰

형태 형질에 근거한 장고말속 식물 분류체계의 문제점

Prescott et al.(1981)은 장고말속식물 중 세포벽이 평활하

며, 세포의 가장자리에 돌기나 파상무늬가 없는 종들은

division I, 세포벽에 과립이 있거나 세포 가장자리에 파상

무늬 등이 있으면 division II로 구분하 다. 각 division은

반세포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개의 section으로 나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고말속 식물의 중요한 식별형질이 세포벽 무

늬와 반세포의 형태이기 때문에 coxIII 유전자 염기서열 분

석을 통하여 각 division과 section에 따라 서로 유연관계를

나타내는지 검토하고자 하 다.

장고말속 식물은 coxIII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계

통수에서 각 division과 section 사이에 유연관계를 나타내

지 않고 서로 섞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본 속 식물의 핵

rDNA의 ITS 부분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연구에서도 sec-

tion 체계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Lee

2001). 또한 rbcL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장고말속과

팔장고말속의 연구에서 일부 분류군을 제외하고 부분의

종들은 division과 section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

타냈다(Nam and Lee 2001a, b). 볼복스계열의 연구에서 핵

rDNA의 ITS 부분을 통한 연구에서는 Gonium pectorale와

Chlamydomonas reinhardtii가 C. reinhardtii의 local popula-

tion 사이보다도 더 가까운 유연관계를 나타냈다(Coleman

and Mai 1997). 이와 같이 접합 녹조류에 속하는 장고말속

식물과 같이 미세 녹조류에 속하는 볼복스 계열의 연구에서

도 형태적 분류체계와 유전적 분석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

는 일부 분류군의 예를 볼 수 있다.

장고말속에 속하는 1,000여 분류군은 세포벽 무늬와 반세

포의 모양, 크기에 따라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별

형질에 의거한 division과 section 체계가 위의 세 종류의

유전적 분석 연구에서 서로 유연관계를 나타내지 못한 결과

는 결국 장고말속식물의 형태 식별형질들의 불안정성을 입

증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형태 형질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장고말속과 팔장고말속간의 유연관계

MP에 의한 분계도에서 두 종의 팔장고말속 식물은 서로

같은 분지를 형성하지 못하 고, Staurastrum dejectum은 장

고말속 식물과 같은 분지를 형성하 고, S. punctulatum은

Arthrodesmus validus와 묶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NJ에 의

한 계통수에서는 Staurastrum punctulatum이 장고말속 그룹

과 가까운 유연관계를 나타냈고, S. dejectum은

Arthrodesmus validus와 가까운 유연관계를 나타냈다. 두 종

의 팔장고말속 식물사이의 pairwise distance도 17.4%로써

일부 장고말속 식물과의 거리(9.6-11.3%)보다 더 큰 값으로

나타났다.

이미 보고된 장고말속과 팔장고말속 30분류군의 rbcL 유

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이중 4종의 장고말속과 2종의

팔장고말속 식물이 하나의 분지를 형성하는 결과를 나타냄

으로써 두 속이 명확한 속간 한계를 가지고 분리되지 않음을

나타냈다(Nam and Lee 2001a, b). Yeum and Chang

(1989)은 장고말속 식물의 실내배양을 통한 연구에서 반세

포의 형태적 변이와 함께 극면이 삼각형인 개체가 출현함을

보고한 바 있다. 장고말속 식물과 팔장고말속 식물의 가장

큰 형태적 차이점은 장고말속은 극면이 타원형이고, 팔장고

말속은 삼각형이라는 점이다(Prescott et al. 1981, 1982).

Staurastrum punctulatum은 극면이 삼각형인 점을 제외

하면 오히려 장고말속 식물에 유사한 형태를 가지며, S.

dejectum은 반세포 양끝에 돌출된 가시를 가진 점이

Arthrodesmus와 일치한다(Prescott et al. 1981, 1982).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장고말속과 팔장고말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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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단계통이 아니며, 서로 형태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두

속의 중간에 속하는 분류군들이 있으며, 또한 Xanthidium,

Staurodesmus, Euastrum속들과도 형태적으로 연결되어 있

음이 보고 된 바 있다(Brook 1981; Prescott et al. 1982;

Gontcharov et al. 2003).

따라서 장고말속식물에 한 핵 rDNA의 ITS(Lee 2001)

연구와 rbcL을 통한 연구(Nam and Lee 2001a, b)에서와 같

이, coxIII에 의한 연구의 결과는 장고말속식물이 단계통이

아니며, 또한 앞으로 장고말속과 팔장고말속의 속간 관계에

한 재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coxIII 유전자의 계통학적 유용성

coxIII는 선태식물과 일부 녹조식물을 제외하고 부분의

육상식물에서 미토콘드리아 RNA editing이 일어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Hiesel et al. 1994a). 이 유전자를 사용한 계

통학적 연구는 육상식물을 상으로 수행된 바 있는데

(Hiesel et al. 1994b), 이 연구에서는 육상식물이 단계통으

로 입증되었으며, coxIII가 계통학 연구에 유용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장고말속의 핵 rDNA의 ITS 부분은 ITS 1과 2, 그리고 사

이에 위치한 5.8S를 포함한 총 1,103개의 염기서열중 382개

염기가 34.6%의 보존을 나타냈으며(Lee 2001), rbcL 유전자

총 1,354개의 염기서열중 1,105개가 보존되어 81.6%의 일치

를 나타냈다(Nam and Lee 2001a). 본 연구의 coxIII 유전자

는 primer를 포함한 615개의 염기서열 중 447개가 보존되어

72.7%가 일치되었다.

장고말속 식물에서 미토콘드리아의 coxIII 유전자를 통한

연구 결과는 핵 rDNA의 ITS 부분에 의한 연구와 rbcL 유전

자를 통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육상식물의 연구에서와 같

이(Hiesel 1994b) 담수조류인 물먼지말류의 계통학 연구에

서도 유용한 자료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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