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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농어목(Perciformes) 나비고기과(Chaetodontidae) 어류는 전 
세계의 온대 및 열대해역의 산호초 지대에 분포하며, 대부분 수
심 20 m 이내에 서식하고 몇몇 종은 수심 200 m까지 깊은 수심
에 서식하기도 한다(Nelson et al., 2016). 대부분 주행성 어류
이며, 주로 무척추동물이나 산호 폴립을 섭이한다(Allen et al., 
2003). 나비고기과 어류는 전세계적으로 12속 134종이 있으며 
두동가리속 어류는 8종이 보고되어 있다(Fricke et al., 2021). 
두동가리속 어류는 등지느러미 네번째 극조가 길게 신장된 점
이 가장 큰 특징이며 등지느러미 극조와 연조가 자연스럽게 연
결되어 있고 15-30개의 연조를 가진다(Pyle, 2001). 성어의 대
부분은 상안와골에 극이나 뿔이 있으며 머리의 등쪽 후단부에 
혹이나 돌출된 뼈판이 발달되어 있다(Pyle, 2001). 두동가리속
(Heniochus) 어류들은 나비고기속(Chaetodon) 어류에 비해 환
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 생존력이 높으며(Fenner, 2014), 보

통 짝을 지어다니거나 단독 생활을 주로 하지만 일부종의 경우 
특이하게 무리를 짓는 것이 특징이다(Allen et al., 2003). 
국내 두동가리속(Heniochus) 어류에는 두동가리돔[Henio-

chus acuminatus (Linnaeus, 1758)]과 돛대돔(Heniochus 
chrysostomus Cuvier in Cuvier and Valenciennes, 1831) 2종
이 알려져 있다(MABIK, 2021). Yoo et al. (1995)은 제주도 문
섬에서 수중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H. chrysostomus의 첫출현
을 보고하면서 “돛대돔”이란 가칭을 부여하였고 오늘날까지 인
정받고 있다. Mori and Uchida (1934)는 한국의 어류 종목록
에서 처음 H. diphreutes를 보고하였으나 Mori (1952)에 의거 
H. acuminatus로 정정되었다. 이후 Chyung (1961)은 H. acu-
minatus의 국명으로 “두동가리돔”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모든 
국내 어류학자들이 의심없이 이를 받아들였다(Chyung, 1977; 
Kim et al., 2005; Kim et al., 2020). 최근, Kim et al. (2005)이 
기재한 두동가리돔의 외부형태적 특징과 계수범위는 H. acu-
minatus 보다 H. diphreutes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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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본종은 근연종으로 알려진 두동가리돔과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오동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세한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12월 26일 우리나라 경상
북도 포항시 구룡포에서 채집된 두동가리속 어류 1개체의 형태 
특징 및 분자분석 결과를 자세히 기술하고 새로운 국명을 제안
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20년 12월 26일 우리나라 경상북도 포항(36° 
07’05.05”N, 129° 34’26.34”E) 앞바다의 수심 30-50 m에 설
치된 정치망에서 어획된 나비고기과 어류 1개체를 대상으로 
형태 및 분자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교표본으로 Heniochus 
diphreutes (KAUM-I 120204; Kagoshima University, Ka-
goshima, Japan) 1개체, H. acuminatus 3개체(HUMZ 219136; 
Hokkaido University, Hokkaido, Japan; PKU 10089; PKU 
9667;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를 이용
하였다. H. diphreutes의 경우 2018년 9월 11일 일본 가고시마 
Uchinoura bay에서 정치망을 이용하여 채집하였으며 H. acu-
minatus는 각각 2013년 6월 28일 일본 이토만항, 2013년 11월 
12일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에서 정치망, 2013년 8월 21일 제
주도 성산일출봉 근처 연안에서 뜰채로 채집되었다. 채집한 샘
플은 15% formalin에 고정한 후 3일간 세척하여 70% EtOH에 
보존하였으며 표본번호 MABIK PI00051597 (이전번호, PKU 
62799)를 부여한 후 국립해양생물자원관(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MABIK)에 보관하였다. Shimada (2013) 및 
Lee and Kim (2021) 방법을 따라 7개의 계수 형질과 13개의 계
측 형질을 측정하였으며, 각 부위는 vernier calipers를 사용하여 
0.1 mm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계측값은 체장(standard length, 
SL), 두장(head length, HL) 및 미병고(caudal peduncle depth)
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었다. 
샘플의 체측 근육을 떼어 accuprep genomic DNA extrac-

tion kit (Bioneer, Daejeon, Korea)로 genomic DNA를 추출
하였다. Ward et al. (2005)가 설계한 FishF2 primer (5′-TC-
GACTAATCATAAAGATATCGGCAC-3′)와 FishR2 primer 
(5′-ACTTCAGGGTGACCGAAGAATCAGAA-3′)를 이용하
여 mitochondrial DNA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COI) 
영역을 증폭하였다. 10X Buffer 2 μL, dNTP 1.5 μL, FishF2 
primer, FishR2 primer 각각 1 μL, Taq polymerase 0.1 μL, 3
차 증류수 12.3 μL를 섞은 후 18 μL를 분주하여 Total DNA 
2 μL와 함께 총 volume 20 μL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실험
에 진행한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조건은 Thermal 
cycler (Bio-rad MJ mini PCT-1148;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initial denaturation 95°C에서 5분; PCR re-
action 35 cycles (denaturation 94°C에서 60초, annealing 52°C
에서 60초, extension 72°C 45초); final extension 72°C에서 7
분으로 설정하였다. 염기서열은 ABI PRISM 3730XL analyzer 

(96 capillary type)에서 BigDye (R) Terminator v3.1 cycle se-
quencing kits (Applied Biosystems,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얻었으며,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accession number (MZ605045)를 부여받았
다. 비교표본으로 NCBI에 등재된 나비고기과 어류 5종(H. di-
phreutes, KP337334; H. acuminatus, MZ98239, EU014239; 
Chaetodon vagabundus, MT670337; C. lunula, MK567517; 
C. wiebeli, KU944240)을 이용하였으며, 외집단으로 Zeus fa-
ber (JN3128031)를 사용하였다. 시퀀스는 BioEdit version 7 
(Hall, 1999)의 Clustral W (Thompson et al., 1994)를 사용하
여 정렬하였다. 유전거리는 MEGA X (Kumar et al., 2018)의 
Kimura 2-parameter (Kimura, 1980)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
며, bootstrap 1,000번을 수행하여 Neighbor joining (NJ) tree
와 Maximum likelihood (ML) tree를 작성하였다. 

결   과

Heniochus diphreutes Jordan, 1903 (Fig. 1; Table 1)

(New Korean name:  Jjal-beun-ib-du-dong-ga-li-dom)
Heniochus diphreutes Jordan, 1903: 694 (Type locality: Ja-

pan); Allen and Kuiter, 1978: 16 (U.S.A.); Allen et al., 1999: 
150 (South East Pacific); Myers, 1999: 192 (Micronesia); Al-
len et al., 2003: 28 (Indo Southwest Pacific); Kuiter and Debe-
lius, 2007: 493 (Red Sea); Astakhov, 2010: 14 (Central Viet-
nam); Zuo and Tang, 2011: 351 (China); Allen and Erdmann, 

Fig. 1. Heniochus diphreutes, PKU 62799, 135.1 mm SL, Gury-
ongpo port from Korea (A); H. acuminatus, photograph by Kim et 
al. (2005) (B); H. acuminatus, PKU 10089, 154.4 mm SL, Hupo 
port from Korea (C); H. acuminatus, PKU 9667, 45.3 mm SL, 
Jeju-do Island from Korea (D). Scale bars indicate 1 cm. PKU,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L, standard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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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39 (Indonesia); Shimada, 2013: 991 (Japan); Bergbau-
er and Kirschner, 2014: 157 (Indo-Pacific); Daly et al., 2018: 4 
(Seychelles); Psomadakis et al., 2019: 513 (Myanmar)

Heniochus macrolepidotus (not of Linnaeus): Jordan and 
Fowler, 1902: 542 (Japan)

Heniochus acuminatus (not of Linnaeus): Kim et al., 2005: 
351 (Southern sea of Korea)

관찰표본

표본번호 MABIK PI00051597 (이전번호: PKU 62799) 1개
체, 전장 158.47 mm,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 수심 30-50 m, 

2020년 12월 26일, 정치망, 채집자 채숙자.

비교표본 

Heniochus diphreutes KAUM-I 120204, 1개체, 전장 67.8 
mm, 일본 가고시마 Uchinoura Bay, 2018년 9월 11일, 가고시
마 대학교 소장 표본.  

Heniochus acuminatus PKU 10089, 1개체, 전장 194.29 mm,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2013년 11월 12일, 정치망으로 채집, 
채집자 김진구; PKU 9667, 1개체, 체장 45.3 mm, 2013년 8월 
21일, 제주도 성산일출봉, 뜰채로 채집; HUMZ 219136, 1개체, 
체장 152.9 mm, 일본 이토만항, 2013년 6월 28일, 홋카이도 대

Table 1. Comparison of counts and measurements of Heniochus diphreutes and H. acuminatus

Morphological character
H. diphreutes H. acuminatus

MABIK 
PI00051597

Jordan and 
Fowler (1902)

Zuo and Tang 
(2011) KAUM-I 120204 PKU 10089 HUMZ 

219136
Standard length (mm) 135.1 - 53.6-135.9 67.8 154.4 152.9
Counts

Rows of teeth 2 - 2-3 2 6 5
Dorsal fin rays XII, 23 XII, 23 XII, 23-24 XII, 23 XI, 24 XI, 24
Anal fin rays III, 17 III, 17 III, 16-18 III, 17 III, 17 III, 17
Pectoral fin rays 16 I,16 17-18 16 16 16
Pelvic fin rays l, 5 l, 5 l, 5 l, 5 I, 5 I, 5
Caudal fin rays 20 - - 21 17 17
LLp 46 - - 51 51 51

In standard length (%)
Head length 31.0 33.3 31.0-36.9 34.4 42.6 33.0
Eye diameter 14.7 - - 11.9 17.6 9.5
Interorbital width 11.0 - - 8.8 15.0 10.1
Snout length 10.4 - - 11.4 13.2 13.6
Body depth 69.8 62.5 58.8-75.8 77.6 63.5 70.0
Predorsal length 55.5 - - 49.1 58.1 59.1
Preanal length 72.3 - - 75.6 70.1 76.1
Prepelvic length 47.7 - - 45.0 48.0 44.3
Prepectoral length 38.9 - - 35.5 42.7 35.0
Pectoral fin length 28.5 - - 29.7 26.9 32.3
Dorsal fin length 66.3 - - 79.4 58.3 73.7
Caudal fin length 18.4 - - 22.8 24.4 20.9

In head length (%)
Snout length 33.5 - 24.8-34.6 33.1 38.4 41.1
Eye diameter 34.5 - 32.3-37.9 34.6 30.4 35.5
Interorbital width 29.4 - 28.2-36.5 25.7 29.3 30.6
Caudal peduncle depth 27.3 - - 32.2 22.8 28.7

In caudal peduncle depth (%)
Caudal peduncle length 78.1 - 40.0-63.3 51.1 65.0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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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장 표본.

기재

계측 및 계수형질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머리와 몸은 매우 
측편되어 있다. 체장 대비 체고가 높으며 마름모 형태를 보인
다. 입이 매우 작고 주둥이는 뾰족하며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
빨은 강모로 이루어진 빗니형태이며, 2열로 이루어져 있다(Fig. 
2). 눈은 몸에 비해 적당하며, 원형에 가깝다. 눈 바로 앞쪽에 콧
구멍이 위치해 있다. 아가미뚜껑부터 배지느러미 기점까지 이
르는 흉부는 매우 굴곡진다. 주둥이에서 등지느러미 기점까지 
이르는 두정부는 경사가 매우 급하다. 전새개골에는 극이 존재
하지 않는다. 측선은 1개이며, 새개부 바로 뒤부터 시작하여 꼬
리자루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측선 상부 비늘은 작고 매
우 촘촘하나, 측선 하부에 위치한 비늘은 큰 편이며 모두 빗비늘
로 이루어져 있다. 상횡렬린은 10개, 하횡렬린은 23개이며, 측
선 비늘 수는 46개이다. 등지느러미는 가슴지느러미 약간 앞쪽
에서 시작하여 네번째 등지느러미 극조가 길게 신장되어 꼬리
자루까지 뻗어 있다. 등지느러미는 극조 12개, 연조는 23개이
며, 극조부는 비늘로 덮여 있다. 극조부와 연조부는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가슴지느러미 말단은 뒷지느러미 기점까지 도달
하지 못한다. 뒷지느러미는 극조 3개, 연조 17개이며, 중간부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며 후단부로 갈수록 다시 짧아지는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꼬리자루는 짧으며, 꼬리지느러미는 약간 둥
근 절단형이다. 

체색

신선할 때, 몸과 머리는 전체적으로 흰색을 띠며, 눈 위에 어두
운 검은색 줄무늬가 나 있다. 체측에는 2개의 커다란 검은색 줄
무늬가 있으며, 그 사이는 희다. 가슴지느러미, 등지느러미 연조
부와 꼬리지느러미는 노란빛을 띠고, 배지느러미는 완전히 검
다. 뒷지느러미 연조 중 가장 긴 부분을 기준으로 검은색 패턴과 
흰색 패턴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같다. 뒷지느러미 가장자리
는 어두운 색을 띤다.

분포

한국 동해(본 연구), 일본(Jordan, 1903), 중국(Zuo and Tang, 
2011), 미크로네시아(Myers, 1999), 미얀마(Psomadakis et al., 

2019), 인도네시아(Allen and Erdmann, 2012), 홍해(Kuiter 
and Debelius, 2007), 세이셸(Daly et al., 2018)에 분포한다.

분자동정

두동가리속 1개체의 분자검증을 위해 mtDNA COI 영역 
613 bp을 확보하였다. NCBI에 등록된 나비고기과 5종(H. di-
phreutes, H. acuminatus, C. lunula, C. vagabundus, C. wie-
beli)의 염기서열과 비교한 결과 본 종은 H. diphreutes와 100% 
일치하였다. 한편 본 종은 동속 내 가장 유사한 두동가리돔(H. 
acuminatus)과 10.8%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나비고기속인 
황줄나비고기(C. vagabundus)와 21.4%, 꼬리줄나비고기(C. 
wiebeli)와 23.9%, 룰나비고기(C. lunula)와 24.6%로 비교적 
큰 유전적 차이를 보였다(Fig. 3).

고   찰

2020년 12월 26일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에서 채집된 두동
가리속 1개체를 형태 및 분자로 분석한 결과, H. diphreutes로 
동정되었다. 본 종은 측선이 꼬리자루까지 끊기지 않고 완전히 
이어지며, 등지느러미의 4번째 극조가 길게 신장되어 있는 점
에서 두동가리속(Heniochus)으로 분류된다(Burgress, 2003). 
나아가, 두정부에 있는 검은색 줄무늬가 눈을 가로지르지 않
고 눈 주변에서 끝나는 점, 치열이 2개, 뒷지느러미가 각진 형
태, 검은색 패턴이 뒷지느러미 연조의 가장 긴 부분까지 도달

Fig. 3. Combined tree of Neighbor joining and Maximum like-
lihood showing relationships among our specimen (MZ605045), 
Heniochus diphreutes (KP337334), H. acuminatus (PKU 10089, 
MZ798239; EU014239), three species of Chaetodon (C. vagabun-
dus, MT670337; C. lunula, MK567517; C. wiebeli, KU944240) 
and one outgroup (Zeus faber, JN3128031) in this analysis based 
on the mitochondrial DNA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COI) 
sequences. The numbers above branch indicate bootstrap values 
based on 1000 replications. The bar indicates a genetic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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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agrams showing rows of teeth. A, Heniochus diphreutes; 
B, H. acumin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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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에서 H. diphreutes로 동정되었다. 본 종을 원기재(Jor-
dan and Fowler, 1902; Jordan, 1903), Zuo and Tang (2011), 
KAUM-I 120204의 계수형질과 비교한 결과 잘 일치하였으
나, 일부 계측형질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Zuo 
and Tang (2011)과 KAUM-I 120204는 미병고에 대한 미병장 
비율이 40-51%인 반면, 본 종은 7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러한 차이가 종내 개체 변이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더 많은 개체를 대상으로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종
은 Jordan and Fowler (1902)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는데 당시 
Heniochus macrolepidotus로 잘못 동정되었으며 이후 Jordan 
(1903)에 의해 H. diphreutes 신종으로 정리되었다. 한편, H. 
macrolepidotus는 Burgess (1978)에 의해 두동가리돔, H. acu-
minatus의 동종이명으로 처리되었다. 국내 보고된 두동가리속
(Heniochus) 어류에는 두동가리돔(H. acuminatus)과 돛대돔
(H. chrysostomus)의 2종이 알려져 있다(MABIK, 2021). 이중 
두동가리돔은 H. diphreutes와 길게 신장된 등지느러미 4번째 
극조, 눈 위까지 오는 검은 줄무늬, 체측에 커다란 두 개의 검은
색 줄무늬를 가지는 점에서 구분이 어렵다. 나아가 두 종은 가슴
지느러미, 등지느러미 연조와 꼬리지느러미의 계수가 모두 중
복되고, 체색에서도 매우 닮아 있다. 이러한 두 종의 형태적 유
사성은 간혹 오동정을 야기시켰다. Mori and Uchida (1934)가 
H. diphreutes를 최초 보고하였으나, 이후 재검토를 통해 Mori 
(1952)에 의해 H. acuminatus로 정정되었다. 하지만 해당 문헌
들은 목록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자세한 형태 기재가 없기 때문
에 어떤 형질로 인해 재동정되었는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H. 
diphreutes와 두동가리돔(H. acuminatus)은 주둥이 길이, 치열 
수(Fig. 2), 등지느러미 극조수 및 뒷지느러미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H. diphreutes는 12-13개(주로 12개)의 등
지느러미 극조를 가지는 반면, 두동가리돔은 11-12개(주로 11
개)를 가진다. H. diphreutes는 뒷지느러미 연조부가 각진 형태
를 하고 있는 반면, 두동가리돔은 둥근 형태를 보인다. 또한, H. 
diphreutes는 검은색 패턴이 뒷지느러미 연조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하는 반면, 두동가리돔은 검은색 패턴이 뒷지느러미 연조의 
절반 미만을 차지하는 점에서 구분 가능하다(Shimada, 2013).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하여, Kim et al. (2005)의 두동가리돔(H. 
acuminatus)은 주둥이 길이가 짧고, 뒷지느러미 연조부가 각져 
있으며, 12개의 등지느러미 극조를 가지고, 검은색 패턴이 연조
부의 가장 긴 부분에 도달하는 점 등에서 H. diphreutes를 두동
가리돔으로 잘못 동정한 것으로 추정된다(Fig. 1). 두 종을 구분
할 수 있는 명확한 형태적 특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류학적 혼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계수형질을 제외하고는 개
체 크기에 따라 형질 발현 정도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으로 보인
다. 일부의 경우 유어 시기부터 뒷지느러미 패턴과 모양에서 구
분할 수 있는 개체들이 있으나, 대부분 유어 및 미성어 시기에
는 주둥이 길이에서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머리의 배쪽 외
곽선이 발달하지 않고 나비고기과 특성상 입이 매우 작으므로 

현미경의 도움 없이는 치열 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오동정
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H. diphreutes는 두동가
리돔과 형태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분자 및 생태에서 잘 구분되
는 특징을 보인다. MtDNA COI 영역 613 bp를 비교한 결과, H. 
diphreutes와 유전적으로 100% 일치하여 형태 동정 결과를 지
지해 주었으며, 두동가리돔과는 10.8%로 확연히 구분되었다. 
뿐만아니라, 두동가리돔은 단독생활 또는 소수의 무리를 형성
하여 저서무척추동물을 섭이하는 반면, H. diphreutes는 거대한 
무리를 지어 부유성 플랑크톤을 섭이한다(Allen et al., 1999). 
본종의 신국명으로 두동가리돔보다 짧은 주둥이길이를 가지는 
특징에 의거 “짧은입두동가리돔”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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