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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농어목(Perciformes) 새다래과(Bramidae) 어류는 전세계적
으로 7속 20종이 분포하며(Nelson et al., 2016), 한국에는 4속 
7종[왜새다래 Brama dussumieri (Cuvier in Cuvier and Valen-
cinnes, 1831); 새다래 Brama japonica (Hilgendorf, 1878); 큰
비늘새다래 Brama orcini (Cuvier in Cuvier and Valencinnes, 
1831); 벤텐어 Pteraclis aesticola (Jordan and Snyder, 1901); 
날개새다래 Pterycombus petersii (Hilgendorf, 1878); 흰꼬리
타락치 Taractichthys steindachneri (Döderlein in Steindachner 
and Döderlein, 1883), 타락치 Taractes asper (Lowe, 1843)]이 
보고되어 있다(Lee et al., 2014). 새다래과 어류는 열대 및 아
열대 해역의 표층에서 주로 발견되며, 최근 우리나라 새다래과 
어류에 다수의 미기록종이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2; 
Lee et al., 2014; Lee and Kim, 2015). 새다래과의 타락치속 어
류에는 2종[타락치 Taractes asper (Lowe, 1843); 검은새다래 
Taractes rubescens (Jordan and Evermann, 1887)]이 보고되어 
있으며, 눈 위의 외각선이 볼록하지 않고 평평한 점에서 다른 속

과 잘 구분된다(Mead, 1972). 본 연구는 2015년 12월 21일 한
국 부산 기장해역과 2016년 8월 16일 경상북도 포항해역에서 
채집된 타락치속 어류 2개체의 형태 및 분자동정을 통해 밝혀진 
종 진단형질 등 상세한 형태 및 분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새다래과 어류 2개체는 2015년 12월 21일 
부산 기장 해역(35° 15' 35.58"N 129° 14' 15.37"E)과 2016년 8
월 6일 포항 동쪽 해역(36° 5' 39.19"N 129° 29' 11.6"E)에서 대
형 선망을 이용해서 어획하였으며, 어획한 개체들을 15% for-
malin에 고정한 후 70% ethyl alcohol에 보관하였다. 계수 및 
계측은 Hubbs et al. (2004)을 따랐으며 vernier calipers를 이
용하여 0.1 mm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척추골수는 soft X-ray 
화상분석기(X’Pert-MPD System, Netherland)를 이용하여 계
수하였다. 분자분석을 하기 위해 genomic DNA는 체측 근육
조직으로부터 chelex 100 resin (Bio-rad, USA)를 사용해서 추
출했으며, mitochondrial DNA (mtDNA) cytochrome c o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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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e subunit I (COI) 영역을 대상으로 VF2 primer와 FishR1 
primer를 이용하여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진행
하였다. 10X buffer 2 µL, dNTP 2, Taq polymerase 0.1 µL, 
VF2 primer 1 µL, FishR1 primer 1 µL, 3차 증류수12.3 µL을 
섞은 혼합물에 total genomic DNA 2 µL을 넣어서 총 20 µL
을 만들어 사용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의 PCR 프로코콜을 이
용하였다[initial denaturation 95°C에서 2분; PCR reaction 35 
cycles (denaturation 94°C에서 30초, annealing 52°C에서 30
초, extension 72°C에서 1분); final extension 72°C에서 10분)].  
염기서열 정렬은 BioEdit version 7 (Hall, 1999)의 clustalW 
(Thompson et al., 1994)를 이용하였다. 유전거리는 mega X 
(Tamura et al., 2019)의 pairwise distance를 kimura-2-parama-
ter (Kimura,1980)로 계산하였고 neighbor joining tree는 mega 
X에서 작성하였으며 bootstrap은 1000번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Taractes rubescens (Jordan and Evermann, 1887)

(Korean name: Geom-eun-sae-da-rae) (Figs. 1, 2)
Steinegeria rubescens Jordan and Evermann, 1887: 462 

(type locality: Gulf of Mexico).
Taractes rubescens: Mead, 1972: 16; Masuda et al., 1984: 

159 (Japan); Mundy, 2005: 377 (Hawaii, USA); Hatooka and 

Kai, 2013: 816 (Japan); Kim and Ryu, 2017: 199 (Busan, Ko-
rea); MABIK, 2018: 372 (Korea). 

관찰표본

PKU 57195 (어체표본), PKU 57196 (근육표본), 1개체, 체장 
448.0 mm, 부산시 기장군(35° 15' 35.58"N 129° 14' 15.37"E), 
2015년 12월 21일, 선망; PKU 58337 (어체표본), PKU 58338 
(근육표본), 1개체, 체장 302.0 mm, 포항시 동부 해역(36° 5' 
39.19"N 129° 29' 11.6"E), 2016년 8월 16일, 선망.  

기재

계수 및 계측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몸과 머리는 긴 난형으
로 측편되어 있고, 체고는 높은 편이다(체장의 37.9-38.2%). 주
둥이는 짧은 편이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돌출해 있다. 턱은 위를 
향해 경사져 있으며, 위턱의 뒤쪽 끝은 눈의 중앙 아래까지 이른
다. 양턱에는 작고 노란색의 원뿔니가 불규칙적으로 촘촘하게 
나 있고 가장 바깥의 1열은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나머지 이
빨은 안쪽으로 휘어져 있다. 양안 부위는 약간 오목하며. 눈은 
큰 편이다(체장의 5.5%-6.9%). 눈의 앞부분에는 2쌍의 콧구멍
이 나 있으며, 전비공은 작은 난형으로 위턱의 1/3지점에 위치
하고 후비공은 직선모양으로 전비공과 눈 사이에 위치한다. 주
둥이에는 비늘이 없지만 위턱의 후단에는 비늘이 존재하며 머
리 쪽과 꼬리 쪽의 비늘은 몸 쪽의 비늘보다 크기가 작다. 비늘

Fig. 1. Lateral view of Taractes rubescens. (A) PKU 57195, 448.0 
mm standard length; (B) PKU 58337, 302.0 mm standard length.

(A)

(B)

Fig. 2. Sketch of caudal peduncle region, showing presence or ab-
sence of keel. (A) Taractes rubescens and (B) Taractes asper.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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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고 거칠며 체측의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갈수록 더 넓어
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꼬리자루에는 5개의 꼬리자루 융기선이 
측선을 따라 줄지어져 있으며 3개의 큰 꼬리자루 융기선에는 큰 
가시가 중앙부에 나타난다(Fig. 2). 가슴지느러미는 아가미 뚜
껑의 끝에서 약간 아래쪽에서 시작되며 가슴지느러미의 끝부분
은 체장 448.0 mm의 개체는 뒷지느러미 시작점까지 신장되어 
있고, 체장 302.0 mm의 개체는 가슴지느러미 끝이 등지느러미
의 1/3정도까지 신장되어 있다. 등지느러미는 가슴지느러미 기
부 보다 약간 뒤에서 시작되고 뒷지느러미는 몸의 중앙보다 약
간 뒤에 위치한다.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는 각각 5번째와 4
번째 연조가 가장 길고 그 뒤로는 낫모양으로 급격하게 짧아지
며 지느러미 막은 연조의 반정도를 덮고 있다. 등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의 끝은 모두 꼬리자루의 첫번째 융기선 시작점까지 
연결되어 있다. 등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뒷지느러미의 막에
는 작은 비늘이 덮여 있으며, 꼬리지느러미는 가운데가 약간 만
입된 오목형으로 상엽이 하엽 보다 약간 더 길다. 배지느러미는 
가슴지느러미 연조의 하단에 위치하며, 배지느러미의 아래쪽

은 평평하고 딱딱하다.

체색

신선할 때, 몸은 전체적으로 검은색과 어두운 은색을 띤다. 등
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뒷지느러미는 은색을 띠고 가슴지느
러미와 배지느러미는 검은색을 띤다. 포르말린 고정 후 전체적
으로 암갈색으로 바뀌며 머리는 연한 갈색을, 등지느러미, 뒷지
느러미, 배지느러미는 암갈색을 띠며, 끝은 검다. 가슴지느러미
는 노란색을 띠며 끝은 검다. 꼬리지느러미는 전체적으로 암갈
색을 띠지만, 가운데는 노란색을 띤다. 꼬리 쪽의 융기선은 노
란색을 띠며, 가장자리는 투명하다. 등쪽의 비늘은 배쪽의 비늘
보다 더 어둡다.

분포

한국(본 연구), 일본, 중국, 대만, 호주 등지에 분포하며(Mead, 
1972; Masuda et al., 1984; Last and Moteki, 2001; Hatooka 
and Kai, 2013), 최근에 오만(Jawad et al., 2014), 필리핀에서

Table 1. Comparison of counts and measurements of Taractes rubescens and Taractes asper

Morphological character
Taractes rubescens Taractes asper

Present study Mead (1972) Jordan and Evermann (1887) Mead (1972)
Number of specimens 2 2 1 10
Standard length (mm) 302.0-448.0 620.0-690.0 96.0 137.0-400.0

Dorsal fin rays 30 30-32 30 33-35
Anal fin rays 21-22 21-23 21 25-27
Pectoral fin rays 19-20 19-22 20 18-19
Lateral line scales 42-43+5 41+5 - 43-36
Gill rakers 9-10 9-12 13 8-9
Vertebrae 39 39-41 - 41-42

In % of standard length
Snout to dorsal fin 38.9-41.5 38.8-41.6 41.8 37.5-42.0
Snout to pectoral fin 30.6-31.7 31.4-34.1 36.7 33.0-35.4
Snout to pelvic fin 32.9-34.6 35.2-39.1 37.8 33.9-39.8
Snout to anal fin 58.0-62.1 61.3-63 66.9 56.5-62.4
Length of dorsal fin base 46.8-47.4 44.6-47.8 45.5 49.9-53.8
Body depth 37.6-38.5 38.4-39.5 51.4 38.7-46.6
Head length 29.4-31.2 30.2-30.8 17.8 29.8-34.5
Body width 15.7-18.6 16.7-16.9 17.9 12.4-15.3
Head width 16.2-18.2 16.7-16.9 17.8 13.3-18.7
Snout length 8.8-9.3 9.3-9.7 - 8.2-9.6
Upper jaw length 13.7-15.3 14.5-14.8 - 16.2-19.3
Eye diameter, horizontal 5.5-6.9 5.5-6.8 12.3 7.2-11.2
Eye diameter, greatest 5.1-6.9 6.5-7.3 12.3 9.6-11.2
Upper caudal fin length 22.3-29.3 31.2 - 28.2-32.6
Lower caudal fin length 21.8-24.1 26.1 - 25.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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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a et al., 2016) 새롭게 보고되었다. 

분자분석

본 조사에서 사용된 새다래과 2개체의 분자 동정을 위해 미토
콘드리아 DNA COI 염기서열 537 bp를 얻어 NCBI에 등록된 
Taractes rubescens, Taractes asper 및 최근 한국에서 새롭게 보
고된 Taractichthys steindachneri와 비교하였다. 2개체는 서로 
염기서열이 100% 일치하였고 NCBI에 등록된 T. rubescens와 
비교했을 때도 100%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같은 속 
어류인 T. asper와는 6.9%의 유전적 차이를, T. steindachneri와
는 14.0% 유전적 차이를 보여 명확히 구분되었다. 근린결합수
(neighbor joining tree)에서 2개체는 T. rubescens와 높은 boot-
strap (100)으로 유집되었다(Fig. 3).

비고

부산과 포항에서 채집된 새다래과 어류 2개체는 형태 및 분자
방법에 의거 Taractes rubescens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개체
들은 눈 위의 외각선이 평평하고, 아래에서 보면 양안 부위가 
약간 융기 되는 점에서 타락치속(Taractes)에 속한다. 또한 꼬
리자루 부분에 융기선을 가지는 특징에 의거 Taractes rubes-
cens로 동정하였다(Mead, 1972; Hatooka and Kai, 2013). 본 
개체들은 Mead (1972)와 원기재(Jordan and Evermann, 1887)
의 개체와 비교했을 때 계수형질에서 모두 잘 일치하였다. 계

측형질에서는 체장에 대한 꼬리지느러미 길이 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며(본 연구에서 상엽은 체장의 22.3-29.3%, 하
엽은 체장의 21.8-24.1% vs. Mead (1972)에서 상엽은 체장의 
31.2%, 하엽은 체장의 26.1%), 전장에 대한 등지느러미 앞까지
의 길이 비율에서도 본 개체는 Mead (1972)의 연구결과와 아
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을 뿐(본 연구는 체장의 32.9%-34.6% vs 
Mead (1972)는 체장의 35.2%-39.1%) 다른 계측형질에서는 대
부분 일치하였다(Table 1). 본 종은 동일속에 속하는 타락치(T. 
asper)와 가장 유사하였으나 등지느러미 줄기수와 뒷지느러미 
줄기수에서 차이를 보이며(T. rubescens는 등지느러미 30-32 
뒷지느러미 21-23 vs. T. asper는 등지느러미 33-35 뒷지느러
미 25-27), 꼬리자루 융기선의 유무(T. rubescens는 있다 vs. T. 
asper는 없다)에서 잘 구분된다(Mead, 1972)(Fig. 2). 미토콘드
리아 DNA COI염기서열 537bp을 비교한 결과 T. rubescens와 
100% 일치하였으며, 동속의 T. asper와는 6.9%의 유전적 차이
를 나타내어 잘 구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처음 확증표본
에 의거 국내 서식이 확인된 Taractes rubescens의 한국명으로 
Kim and Ryu (2017)가 처음 제안한 “검은새다래”를 따른다.

사   사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해양수산부)의 재원으로 해양수산

Fig. 3. Neighbor-joining tree constructed by the mitochondrial DNA COI sequences for Taractes rubescens and two bramid species, with 
one outgroup Hippocampus mohnikei. Numbers at branches indicate bootstrap probabilities in 1,000 bootstrap replications. Numbers in 
parenthesis indicate NCBI registration number. Superscripts indicate number of voucher specimens. Bar indicates genetic distance of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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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o. 20170431). 논문을 세심하게 검토
해 주신 세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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