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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서대과 (Pisces: Cynoglossidae) 자어 2종의 미토콘드리아 DNA에 의한 형태동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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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specimens of Cynoglossidae larvae were collected from the southern Korean Sea in May and August 
of 2009, and were identified using morphological and molecular analysis. Specimen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number of elongated dorsal fin rays on the top of the head: Cynoglossidae sp. 
A was defined as having two elongated dorsal fin rays, while Cynoglossidae sp. B possessed a single 
elongated dorsal fin ray. One specimen of Cynoglossidae sp. A, a post-larva with a notochord length (NL) 
of 5.8 mm was thought to be a Cynoglossus joyneri larva based on the presence of 115 dorsal pterogiophores, 
85 anal pterogiophores, and 50 myomeres. Two specimens of Cynoglossidae sp. B, a 4.1 mm NL larva 
and a 11.3 mm NL juvenile, were thought to be Cynoglossus abbreviatus based on the presence of yolk 
in the former and 133 dorsal fin rays, 105 anal fin rays, and 63 myomeres in the latter. To test this 
morphology-based identification, molecular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419-422 bp of mitochondrial DNA 
16S rRNA. Cynoglossidae sp. A was clearly matched to a Cynoglossus joyneri adult (d=0.000) and 
Cynoglossidae sp. B clustered closely with Cynoglossus abbreviatus adults (d=0.002). A neighbor-joining 
tree supported this robust relationship (bootstrap value=100%). Therefore, these molecular data validate 
the morphological identification of the two Cynoglossidae larval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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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치어기에 대한 연구는 초기생활기에 매우 높은 사망률로 

인해 탁월연급효과와 같은 수산자원변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자원학적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Park et al., 
2005). 초기생활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치어의 종 동정이 
필수적이며, 종 동정에는 체형, 체색 및 내부골격, 특히 흑색소
포의 모양과 분포가 중요한 분류형질로 이용된다 (Blaxter, 
1984).

가자미목 (Order Pleuronectiformes) 참서대과 (Family 
Cynoglossidae) 어류는 넙치과 (Family Paralichthyidae) 및 가자
미과 (Family Pleuronectidae)와 마찬가지로 자치어기에 한쪽 
눈이 반대쪽 눈으로 이동하는 변태기를 가진다 (Okiyama, 
1988). 이들은 상업적으로 매우 유용하여 최근 성어를 대상으
로 한 자원생태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Choi et al., 
1995; Lee et al., 2000; Baeck et al., 2002; Baeck and Huh, 
2004a, b, c; Seo et al., 2007). 또한, 서대류의 초기생활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국외에서는 자치어의 형태에 대한 연구보고
로 개서대 (Okiyama, 1988), 물서대 (Uyeda and Sasaki, 2000), 
박대 (Wan et al., 2004), 용서대 (Fujita et al., 1986; Yagi et

al., 2009), 참서대 (Minami, 1983), 흑대기 (Minami, 1982), 
Cynoglossus itinus (Uyeda and Sasaki, 2000), C. lighti (Yagi 
et al., 2009)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참서대 자어의 
형태에 관한 연구 (Gu et al., 2009)만 있을 뿐이다. 

흑색소포의 형태와 분포는 자치어의 종 동정에 중요한 분류
형질로 간주되고 있으나 (Russell, 1976; Okiyama, 1988; 
Matarese et al., 1989; Leis and Carson-Ewart, 2000), 어떤 분류
군에서는 종간 자치어기 흑색소포 분포가 매우 유사하여 종 
동정이 어렵다 (Taylor and Watson, 2004). 또한 척추골, 지느러
미 기조수 등 계수형질은 환경조건에 따라 초기발생동안 일정
하지 않다 (Blaxter, 1984). 용서대의 경우, 인공 사육된 자치어
가 야생 자치어보다 흑색소포가 진하고 성장속도가 빨라 
(Fujita et al., 1986; Yagi et al., 2009) 성육환경에 따라 종내 
집단간 개체발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결국 야생에서 채집
된 자치어를 흑색소포만으로 정확히 동정하기란 어려우며 
(Kendall and Gray, 2001; Taylor and Watson, 2004), 따라서 
최근에는 DNA에 의한 분자동정이 증가 추세에 있다 
(Lindstrom, 1999; Aranishi et al., 2005; Pegg et al., 2006; 
Robertson et al., 2007; Vandersea et al., 2007; Kim et al., 2008; 
Paine et al., 2008; Victor et al., 2009, Viñas and Tudela, 2009).

본 연구에서는 2009년 5월 및 8월 남해 서부해역에서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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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specimens of the present study
Species Date Locality Voucher no. Accession no.

Cynoglossidae sp. A (larva) Aug. '09 Wando, Jeollanam-do Cj1 HQ003899
Cynoglossidae sp. B (larva) May '09 Goheung, Jeollanam-do Ca1 HQ003900
Cynoglossidae sp. B (larva) May '09 Yeosu, Jeollanam-do Ca2 HQ003901
Cynoglossus joyneri (adult) Feb. '09 Goheung, Jeollanam-do PKU 1549 HQ003902
Cynoglossus joyneri (adult) Feb. '09 Goheung, Jeollanam-do PKU 1552 HQ003903
Cynoglossus joyneri (adult) Feb. '09 Yeosu, Jeollanam-do PKU 1564 HQ003904
Cynoglossus joyneri (adult) Mar. '09 Goheung, Jeollanam-do PKU 1686 HQ003905
Cynoglossus joyneri (adult) Mar. '09 Yeosu, Jeollanam-do PKU 1732 HQ003906
Cynoglossus joyneri (adult) Apr. '09 Goheung, Jeollanam-do PKU 1833 HQ003907
Cynoglossus joyneri (adult) Apr. '09 Goheung, Jeollanam-do PKU 1838 HQ003908
Cynoglossus joyneri (adult) Apr. '09 Goheung, Jeollanam-do PKU 1839 HQ003909
Cynoglossus joyneri (adult) Apr. '09 Goheung, Jeollanam-do PKU 1870 HQ003910
Cynoglossus robustus (adult) Apr. '07 Jeju, Jeju-do PKU 921 HQ003911
Cynoglossus robustus (adult) Jun. '09 Geoje, Gyeonsangnam-do PKU 2222 HQ003912
Cynoglossus robustus (adult) Jun. '09 Gwangyang, Jeollanam-do PKU 2307 HQ003913

된 참서대과에 속하는 자어 3개체를 대상으로 형태특징에 
의거 종 수준까지 동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분자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참서대과 sp. A 자어 1개체는 2009년 8월, 참서대과 sp. 
B 자치어 2개체는 2009년 5월에 각각 남해 서부해역에서 
RN80 네트 (직경 80 cm, 망목 330μm)로 채집되었으며, 채집 
즉시 99% 에탄올에 넣어 -20℃에서 냉동보관 하였다 (Table 
1). 분자비교를 위해 실험실에서 보관중인 참서대 성어 9개체
와 개서대 3개체의 근육을 이용하였으며, 그 외 참서대과 어류
의 DNA정보는 NCBI에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은 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KU)에 등록·보
관 하였다.

형태분석
외부형태는 입체해부현미경 (Olympus SZX-16. Japan)하에

서 관찰하였으며, 계수·계측은 Russell (1976) 및 Matarese et 
al. (1989)를 참고하여 현미경용 사진촬영장치 (Motic Moticam 
Pro 205A, China)로 몸의 각 부위를 0.1 mm 단위까지 측정하였
다. 각 개체는 현미경에 부착된 Lucida를 이용하여 정밀 스케
치 하였다.

분자분석
Total DNA는 Chelex 100 resin (Bio-rad, USA)을 이용하여 

자어의 오른쪽 눈과 성어의 근육에서 추출하였다. 미토콘드리
아 DNA 16S rRNA 영역은 Ivanova et al. (2007)의 16Sar-5’ 
(5’-CGCCTGTTTATCAAAAACAT-3’)과 16Sbr-3’ (5’-CCGG 
TCTGAACTCAGATCACGT-3’) primer를 이용하여 증폭하였
다. 10X PCR buffer 2μL, 2.5mM dNTP 1.6μL, 16Sar-5’ primer 
1μL, 16Sbr-3’ primer 1μL, FR Taq polymerase 0.2μL 
(Biomedic, Korea)를 섞은 혼합물에 total DNA 5μL를 첨가한 
후, 총 20μL가 될 때까지 3차 증류수를 넣고 Thermal cycler 

(Bio-rad MJ mini PTC-1148, USA)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PCR을 수행하였다. Initial denaturation 95℃에서 5
분; PCR reaction 35cycles (denaturation 95℃에서 1분, 
annealing 50℃+0.2℃/cycle에서 1분, extension 72℃에서 1분); 
final extension 72℃에서 5분. 정제는 Core-OneTM PCR 
Purification Kit (Core Bio System Co. LTD., Korea)를 이용하였
다. 염기서열은 ABI 3730XL sequencer (Applied Biosystems 
Inc., USA)에서 ABI Bigdye terminator cycle sequenceing ready 
reaction kit v3.1 (Applied Biosystems Inc., USA)를 이용하여 
얻었다. 염기서열 정보는 DDBJ/EMBL/GenBank Database에 
등록하였다 (등록번호 HQ003899-HQ003913).

미토콘드리아 DNA 16S rRNA 염기서열의 정렬은 BioEdit 
version 7 (Hall, 1999)의 ClustalW (Thompson et al., 1994)를 
이용하여 정렬하였으며, 염기서열을 비교하기 위하여 참서대 
및 개서대 성어에서 얻은 염기서열과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 등록된 참서대과 어류 4종의 
Database를 이용하였다. 외집단으로는 넙치과의 넙치 (Parali- 
chthys olivaceus)를 함께 비교하였다: C. joyneri (PKU 1549, 
1552, 1564, 1686, 1732, 1833, 1838, 1839, 1870; HQ003902-HQ 
003910), C. robustus (PKU 921, 2222, 2307; HQ003911-HQ0 
03913), C. abbreviatus (DQ112681), C. lighti (DQ112683), C. 
semilaevis (DQ112682), Paraplagusia japonica (DQ112685), 
Paralichthys olivaceus (AM182432). 유전적 거리는 Mega 4 
(Tamura et al., 2007)의 Pairwise distance를 Kimura-2-parameter
모델 (Kimura, 1980)로 계산하였다. Neighbor joining tree는 
Mega 4 (Tamura et al., 2007)에서 작성하였으며 bootstrap은 
1000번 수행하였다.

 
결    과

형태동정
참서대과 sp. A 자어 (Cj1)는 척색장 5.8 mm로 두장이 척색

장의 22.4%, 근절고가 15.5% 이다 (Table 2). 두정부에는 길게 
신장된 2개의 등지느러미 줄기가 관찰되었다. 윗턱의 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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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뒷가장자리에 닿았다. 각 지느러미 줄기는 관찰되지 않
았으나, 등지느러미 담기골이 115개, 뒷지느러미 담기골이 
85개, 근절이 50개 관찰되었다. 나뭇가지형 흑색소포는 체측
의 가장자리를 따라 선명하게 1열로 배열되어 있으며, 머리의 
배쪽면에도 일부 나타났다. 두정부와 복부의 등쪽에도 흑색소
포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Fig. 1).

Fig. 1. Photo of Cynoglossidae sp. A, Cj1, 5.8 mm NL (A) 
and its illustration (B). Bar indicates 1 mm.

Table 2. Meristic and morphometric characters of two 
Cynoglossidae species

 Cynoglossus joyneri Cynoglossus abbreviatus
 Present 

study
Gu et al. 

(2009)
Present 

study
Fujita et al. 

(1986)
Voucher number Cj1 PKU 

1678-1681 Ca1 Ca2 -
Notochord length (mm) 5.8 3.2-7.3 4.1 11.3 3.2-19.5 (TL)
Counts      
 Dorsal fin rays 115 114-115 - 133 125-132
 Anal fin rays 85 85-89 - 105 103-108
 Myomeres 50 49-50 - 63 61-64
Measurements (% NL)      
 Head length 22.4 18.2-21.4 17.1 18.6 -
 Myotome height 15.5 6.3-16.4 4.9 15.0 -
 Predorsal length 15.5 13.7-15.9 9.8 11.5 -
 Preanal length 36.2 34.1-37.1 29.3 31.9 -
 Eye diameter 5.2 4.1-6.3 4.9 2.7 -

참서대과 sp. B 자어 (Ca1)는 척색장 4.1 mm로 몸이 매우 
가늘고 길어 근절고가 척색장의 4.9% 이며, 항문장은 척색장
의 29.3%로 항문이 몸의 앞쪽에 위치하였다 (Table 2). 두정부
에는 1개의 길게 신장된 등지느러미 줄기가 관찰되었다. 복부
는 돌출되어 있으며, 난황이 소량 남아있었다. 흑색소포는 
나뭇가지형으로 두정부, 뺨의 등쪽 및 복부의 배쪽에 불규칙
적으로 흩어져 있으며, 체측의 등쪽과 배쪽 가장자리를 따라 
불규칙적으로 작은 무리를 형성하였다. 신장된 등지느러미 
줄기의 말단부에도 흑색소포가 조금 관찰되었다 (Fig. 2A, 
B). 참서대과 sp. B 치어 (Ca2)는 척색장 11.3 mm로 근절고 
(척색장의 15.0%)는 이전보다 훨씬 커진 반면 안경은 척색장

의 2.7%로 줄어들었다 (Table 2). 머리의 앞 가장자리 중간부위
가 약간 만입되어 있었다. 위턱의 후단은 눈의 앞 가장자리에 
달하였다. 소화관은 잘 발달되어있고, 복부가 아래로 팽창된 
상태였다. 등지느러미 줄기는 두정부에 신장된 1개의 줄기를 
포함하여 133개이고, 뒷지느러미 줄기는 105개, 근절수는 63
개로 이미 정수에 달한 상태였다. 두정부에는 별형의, 복부의 
배쪽에는 나뭇가지형의 흑색소포가 분포하였다. 또한 체측의 
등쪽과 배쪽 가장자리를 따라 흑색소포가 이어지며, 불규칙적
으로 별모양의 흑색소포가 분포하였다. 꼬리지느러미로 갈수
록 가장자리의 흑색소포는 진해지며, 짧은 세로줄 형태로 분
포하였다. 신장된 등지느러미 줄기에도 흑색소포가 관찰되었
다 (Fig. 2C, D).

Fig. 2. Photo of Cynoglossidae sp. B, Ca1, 4.1 mm NL (A) 
and its illustration (B), and photo of Ca2, 11.3 mm NL (C) 
and its illustration (D). Bars indicate 1 mm.

분자동정
참서대과 sp. A 자어 1개체로부터 미토콘드리아 DNA 16S 

rRNA 422 base-pair의 염기서열을 얻을 수 있었다. 염기서열의 
구성비율은 C가 22.7%, A가 33.4%, G가 19.0%, T가 24.9%이
었다. 참서대과 sp. A 자어는 참서대 (C. joyneri)성어와 
d=0.000-0.002 로 유전거리가 가장 작았고, 박대 (C. semilaevis)성
어와는 d=0.140, 용서대 (C. abbreviatus)성어와는 d=0.158-0.161, 
개서대 (C. robustus)성어와는 d=0.178, 흑대기 (Paraplagu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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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eighbor-joining tree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specimens of Cynoglossidae larvae and Cynoglossidae 
adult species using mtDNA 16S rRNA sequences. Numbers at branches indicate bootstrap probabilities in 1000 bootstrap 
replications. Bar indicates genetic distance of 0.05.

japonica)성어와는 d=0.189로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NJ tree
는 참서대과 어류 5종 (C. abbreviatus, C. joyneri, C. robustus, 
C. semilaevis, P. japonica)이 단계통군임을 보여주었고, 그 
중 참서대과 sp. A 자어는 참서대 성어와 가장 가깝게 유집되
었으며 100% bootstrap 값으로 지지되었다 (Fig. 3).

참서대과 sp. B 자치어 2개체로부터 미토콘드리아 DNA 
16S rRNA 419 base-pair의 염기서열을 얻을 수 있었다. 염기서
열의 구성비율은 C가 20.5%, A가 37.2-37.5%, G가 17.7-17.9%, 
T가 24.3%이었다. 참서대과 sp. B 자어는 용서대 (C. 
abbreviatus)성어와 d=0.000-0.002 로 유전거리가 가장 작았고, 
박대 (C. semilaevis)성어와는 d=0.068-0.071, 참서대 (C. 
joyneri)성어와는 d=0.158-0.164, 개서대 (C. robustus)성어와는 
d=0.196-0.199, 흑대기 (P. japonica)성어와는 d=0.205-0.209로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NJ tree는 참서대과 sp. B 자치어 2개체
는 용서대와 가장 가깝게 유집되었으며 100% bootstrap 값으
로 지지되었다 (Fig. 3).

고    찰
형태동정

참서대과 sp. A 자어 1개체는 두정부에 2개의 신장된 등지

느러미 줄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보고된 참서대과 어류 8종 
중 참서대, 물서대 및 흑대기 3종과 가까웠다 (Minami, 1982; 
Uyeda and Sabaki, 2000; Gu et al., 2009), 또한 참서대과 sp. 
A는 등지느러미 담기골 115개, 뒷지느러미 담기골 85개, 근절 
50개를 가지고 있어 참서대 (줄기 107-116개, 뒷지느러미 줄기 
85-90개, 근절 50-54개) 및 흑대기 (등지느러미 줄기 106-117
개, 뒷지느러미 줄기 84-92개, 근절 50-56개)와 가장 가까웠다
(Yamada, 2002). 그러나 본 연구개체는 등지느러미와 뒷지느
러미 기부를 따라 흑색소포가 1열로 배열되어 있고, 복부의 
배쪽, 두정부의 등쪽 및 옆쪽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참서대와 가까웠고 (Minami, 1983), 체측 중앙에 길게 나타나
는 흑대기 (Minami, 1982)와는 잘 구분되었다 (Fig. 1).

참서대과 sp. B 자치어 2개체는 두정부에 1개의 신장된 
등지느러미 줄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보고된 참서대과 어류 
8종 중 개서대, 박대 및 용서대 3종에 가까웠다 (Fujita et al., 
1986; Okiyama, 1988; Wan et al., 2004; Yagi et al., 2009). 
이 중 본 연구개체는 5월에 채집되어 3종 중 용서대의 산란기 
(3-6월)와 일치하였으며 개서대 (6-8월) 및 박대 (8-10월) 
(Yang et al., 1983; Okiyama, 1988)와는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
를 보였다. 척색장 4.1 mm 자어는 소량의 난황 및 신장된 
1개의 등지느러미 줄기를 가지고 있어 3.7 mm 때 난황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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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되는 개서대 및 전장 5.0 mm 때 두정부에 신장된 1개의 
등지느러미 줄기를 가지는 박대 (Okiyama, 1988; Wan et al., 
2004)와 잘 구분되었다. 척색장 11.3 mm 치어는 등지느러미 
(133개) 및 뒷지느러미 (105개)에서 용서대 (등지느러미 
127-132개; 뒷지느러미 102-106개) 및 개서대 (등지느러미 
129-136개; 뒷지느러미 100-106개) (Yamada et al., 2007)와 
유사하지만 몸의 등쪽 및 배쪽 가장자리를 따라 흑색소포가 
무리지어 나타나는 점에서 용서대 (Fujita et al., 1986; Yagi 
et al., 2009)의 자어로 판단된다 (Fig. 2). 그러나 Fujita et al. 
(1986)의 인공 사육된 용서대 자치어의 경우, 전장 11.4 mm에
서 한쪽 눈이 반대쪽으로 이동하고, 흑색소포는 머리와 몸 
전체에 조밀하게 분포하여 우리 표본과 잘 구분되었으나, 
Yagi et al. (2009)의 야생에서 채집한 용서대 자치어의 흑색소
포 분포와는 잘 일치하였다. 넙치의 경우, 수온변화에 따라 
성장 및 변태시기가 달라진다고 보고되어 있어 (Seikai et al., 
1986) 용서대 자어의 흑색소포가 다른 것 (Fujita et al., 1986; 
Yagi et al., 2009)도 성육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아가 최근 까나리의 서식지역에 따른 자어기 형
태차이가 보고되어 (Kim et al., 2010) 향후 서식지역별 자치어
기의 형태차이가 가지는 분류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자동정
참서대과 sp. A 자어 1개체는 참서대 성어 및 C. lighti 성어와 

유전거리가 d=0.000-0.002로 가장 가까웠고, 참서대과 sp. B 
자치어 2개체는 용서대 성어와 유전거리가 d=0.000-0.002로 
가장 가까웠다 (Fig. 3). 따라서 분자분석을 통하여 형태를 
이용한 참서대과 자어의 종 동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ylor and Watson (2004)는 볼락속 자어를 아속 
수준까지 형태적으로 동정하고 분자분석으로 종 수준까지 
동정하여 95%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Kim et 
al. (2008)은 여을멸속 엽형유생을 속 수준까지 형태적으로 
동정하고 분자분석으로 종 수준까지 동정하여 형태동정의 
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볼락속 자치어를 종 수준까
지 형태적으로 동정한 Kendall and Gray (2001)의 경우, 65%만 
분자결과와 일치하여 형태동정의 정확성이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형태동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자
분석을 병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Viñas and 
Tudela (2009)는 4개 영역을 이용한 참다랑어속 어류의 분자동
정에서 2개 영역만 종 동정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분자동정
시 종 동정에 적합한 영역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참서대의 16S rRNA는 NCBI에 등록된 C. lighti
와 100% 일치하여 흥미로웠다. C. lighti는 Menon (1977)에 
의해 참서대의 동종이명으로 처리된 바 있으나, Yamada 
(2002)가 주둥이 형태, 체장에 대한 두장 비, 체장에 대한 체고 
비에 의거 별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Yagi et al. (2009)은 
C. lighti 자어가 변태기 때 크기가 참서대 자어보다 작고 (참서
대는 16.3 mm vs. C. lighti는 8.2 mm) 체측 중앙에 긴 흑색소포 
열이 없는 형태적 차이에 근거하여 C. lighti의 타당성을 주장

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C. lighti와 참서대의 16S 
rRNA가 100% 일치하는 점에서 두 종은 비교적 최근에 분화되
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두 종간의 유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진화속도가 빠른 영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Sharina and Kartavtsev (2010)는 NCBI에 등록
된 흑대기 정보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참서대과 어류의 분자계통학적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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