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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파랑눈매퉁이과(홍메치목) 어류 1 미기록종,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
장재훈·이유진·김진구*
부경대학교 해양생물학과

New Record of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 (Aulopiformes: Chlorophthalmidae) from Korea
Jae-hoon Jang, Yu-Jin Lee and Jin-Koo Kim*
Department of Marine Bi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Republic of Korea

Two specimens of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 Kamohara, 1953 (51.02 mm, 66.04 mm in standard length)
belonging to the family Chlorophthalmidae were collected on February 8, 2022 in the eastern Jeju-do Island, Korea
using a bottom trawl. The species has the following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snout length almost the same as
orbit diameter, bump absent on predorsal, caudal fin with posterior black margin. C. nigromarginatus is morphologically very similar to C. acutifrons but can be distinguished by caudal fin with black margin (C. acutifrons has no
black margin). Molecular analyses showed that our specimens almost matched with C. nigromarginatus according to
mtDNA 16S rRNA sequences (99.8%). Therefore, we propose a new Korean name for C. nigromarginatus, “Geomeun-kko-ri-pa-rang-nun-mae-t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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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의 저층트롤에 의한 수
산자원 종 조성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던 중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는 파랑눈매퉁이과 어류 2개체가 처음 채집되었기
에 이를 상세히 보고하고자 한다. 이번에 채집된 2개체는 기존
에 보고된 파랑눈매퉁이(C. albatrossis)와는 전서골치가 존재
하지 않는 점, 첨문파랑눈매퉁이(C. acutifrons)와는 꼬리지느
러미 끝이 검지 않은 점에서 잘 구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주도 동부 해역에서 처음 확인된 파랑눈매퉁이과
어류 1미기록종의 형태 및 분자 특성을 상세히 기술하고, 새로
운 국명을 제안한다.

론

홍메치목(Aulopiformes) 파랑눈매퉁이과(Chlorophthalmidae) 어류는 전세계의 열대와 온대 해역의 대륙사면 상부에 서
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해어류이다(Bineesh et al, 2014). 파
랑눈매퉁이과 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2속 22종(Fricke et al.,
2022), 일본에는 1속 5종(Nakabo, 2013) 한국에는 1속 2종[파
랑눈매퉁이(Chlorophthalmus albatrossis; Jordan and Starks,
1904), 첨문파랑눈매퉁이(Chlorophthalmus acutifrons; Hiyama, 1940)]이 보고되어 있다(Kim et al., 1997; MABIK, 2022).
파랑눈매퉁이과 어류는 몸이 가늘고 긴 측편형으로, 눈이 머리
에 비해 매우 크고 망막 색소 상피(retinal pigment epithelium,
RPE)에 적은 빛도 감지할 수 있는 휘판(tapetum)을 가지며 기
름지느러미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Somiya, 1980; Ikeda
and Nakabo, 2015). 이들 어류는 직장 주변에 작은 아치 모양
의 구조가 발달해 있으며, 이를 이용해 발광 박테리아를 공생시
켜 항문 주위가 청록색으로 빛난다(Nakabo and Matsuz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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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주도 동부 해역(33˚29ʹ23ʺN, 127˚11ʹ11ʺE)에서 국립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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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Kimura 2-parameter (Kimura, 1980)로 계산하고 Neighbor
joining (NJ) tree를 작성하였으며, bootstrap은 1000번 수행하
였다.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에 등재된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 (DQ648419), C.
acutifron (DQ648417), C. albatrossis (DQ648418), C. agassizi (AP002918) 4종을 비교종으로 사용하였으며, 외집단으로
Saurida microlepis (LC647992)를 사용하였다.

결

과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 Kamohara,
1953 (Fig. 2a, Fig. 2b)

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 of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

과학원 조사선(탐구 23호) 저층 트롤에 의해 채집되었다(Fig.
1). 채집한 개체는 부경대학교 어류학 실험실로 운반 후 형태
및 분자분석에 이용되었다. 우선 2개체에 대해 PKU 21109,
MABIK PI00058425의 표본번호가 부여되었고, 15% 포르말
린에 고정한 후, 세척하여 70% 알코올에 보관하였다. 비교표본
으로 사용한 동일 종의 성어 1개체는 2018년 5월 14일 일본 가
고시마에서 채집된 시료(PKU 16191)이다.

형태분석
형태분석을 통한 종 동정은 Nakabo (2013)와 Fricke and
Durville (2020)을 따랐다. 계수 및 계측은 Kim et al. (1997)
을 따랐다. 계수형질은 등지느러미(dorsal fin rays, D), 뒷지느
러미(anal fin rays, A), 가슴지느러미(pectoral fin rays, P1), 배
지느러미(pelvic fin rays, P2)를 현미경을 이용하여 계수하였다.
계측형질은 전장(total length, TL), 체장(standard length, SL)
을 포함한 12개 형질을 vernier calipers를 이용하여 0.01 mm까
지 측정하였다. 이후 계측값은 체장, 두장 또는 문장에 대한 백
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분자분석
Total genomic DNA는 어체의 오른쪽 체측 근육을 소량 적
출한 후 DNA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연쇄중합효
소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은 이전에 보고된 프
라이머 세트(Palumbi, 1996)를 이용하여 미토콘드리아 DNA
의 16S rRNA 영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annealing 온
도는 56°C에서 수행하였다. 염기 서열 정렬은 BioEdit version
7 (Hall, 1999)의 Clustal W (Thompson et al., 1994)을 이용
하였다. 유전거리는 MEGA X (Kumar et al., 2018) 를 사용하

(New Korean name: Geom-eun-kko-ri-pa-rang-nun-maetung-i)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 Kamohara, 1953: 3 (type
locality: Japan); Masuda et al., 1984: 62 (Japan); Abe 1986:
34 (Japan); Shen 1993: 156-157 (Taiwan); Sato and Nakabo,
2002: 429 (Japan); Bineesh et al., 2014: 513-522 (Indian sea);
Hiromi and Nakabo, 2015: 311 (Japan); Kumar et al., 2017:
1048 (Bay of Bengal); Teramura et al., 2019: 13-20 (Japan).

관찰표본
표본번호 PKU 21109, MABIK PI00058425, 2개체, 체
장 각 66.04 mm, 51.02 mm, 제주도 동부 해역(33˚29ʹ23ʺN,
127˚11ʹ11ʺE). 2022년 2월 8일, 수심 50 m, 수온 17°C, 염분 34
psu,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선(탐구 23호) 저층 트롤로 채집, 채
집자 이연명.

비교표본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 PKU 16191, 1개체, 체장
135.66 mm, 일본 가고시마, 2018년 5월 14일, 채집자 유효재.

기재
파랑눈매퉁이과 2개체의 계수 및 계측값은 Table 1에 나타내
었다. 몸과 머리는 측편형으로 약간 신장되어 있다. 몸에 비해
머리는 작은 편으로, 입은 머리의 선단부에 위치하며 약간 위를
향한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전방에 위치하고, 위턱의 뒷끝은 눈
의 중앙 아래를 넘지 않는다. 눈은 머리에 비해 크고 문장과 안
경은 거의 같다. 전서골치(prevomer teeth)는 위턱 선단부 양쪽
으로 존재하며 중앙의 움푹 들어간 부위에는 이빨이 없다. 아래
턱의 튀어나온 부분의 이빨은 날카로운 원뿔니가 2열을 이루고
있다(Fig. 3A). 아래턱의 최외곽 이빨의 크기가 가장 작다. 등지
느러미 앞쪽에는 등쪽으로 솟아오른 부위(bump)가 없고 평평
하다. 등지느러미는 배지느러미보다 조금 앞에서 시작한다. 등
지느러미는 가시가 없고 줄기 11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지느
러미 뒤쪽으로 작은 1개의 기름지느러미를 가진다. 가슴지느러
미는 줄기 16개이며 등지느러미가 끝나는 지점까지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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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s of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 from Korea. A, PKU 21109, 51.02 mm SL; B, MABIK PI00058425, 66.04 mm SL. SL,
Standard length.

배지느러미 줄기는 15개이다. 뒷지느러미는 가시 없이 줄기 8
개로 이루어져 있다. 항문은 몸의 중앙보다 약간 앞쪽에 위치하
고 항문 주위에 발광기가 있으며 배지느러미에 가깝게 위치한
다. 꼬리지느러미는 가랑이형이다. 측선은 한 줄이며 아가미뚜
껑 바로 뒤에서 시작하고 꼬리자루까지 이어져 있다.

체색
머리와 몸은 흰색에 가까운 밝은색을 띠며 몸의 측면에 어두
운 원형 또는 타원형 무늬가 머리 뒤부터 꼬리자루까지 존재한
다. 눈은 초록빛을 띤다. 가슴지느러미 시작 부분이 어둡고 배
쪽 중앙에 검은색 세로 줄무늬가 나타난다. 등지느러미와 꼬리

Table 1. Comparison of counts and measurements of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 and C. acutifrons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

C. acutifrons

Voucher number

MABIK PI00058425

PKU 21109

PKU 16191

Kamohara (1953)

Okamura (1984)

Total length (mm)

78.3

62.0

158.5

-

-

Standard length

66.0

51.0

135.7

277

156-248

Count
Dorsal fin rays

12

11

11

11

11-12

Anal fin rays

10

10

8

9

9-10

Pectoral fin rays

16

15

15

16

15-16

Pelvic fin rays

9

9

9

-

8-9

4+16

4+15

4+16

4+16

3–4+1+14–15

52

52

53

53

50-53

Head length

31.3

29.9

27.9

31

30.3-31.3

Eye diameter

10.2

9.2

10.2

10

-

Body depth

14.5

15.9

16.9

20.8

20.4-22.2

Predorsal length

38.5

39.3

36.1

-

35.7-38.5

Preanal length

76.9

76.5

76.8

-

76.9

Prepelvic length

42.3

41.4

43.1

-

43.5-45.5

Prepectoral length

31.5

31.5

30.5

-

-

Gill raker
Lateral line scales
In standard length (%)

In head length (%)

-

Snout length

29.8

28.1

29.5

31.3

32.3-34.5

Eye diameter

32.7

30.8

36.7

31.3

27.8-29.4

Interorbital width

15.6

-

-

15.6

11.4-13.3

Caudal peduncle depth

24.3

26.2

27.3

25.6

-

91.3

91.5

80.3

100

-

In eye diameter (%)
Snout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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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ketches of upper jaw teeth of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 A, PKU 21109; B, Cited from Sato and Nakabo (2002).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 (DQ648419)
62
100

91

45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PKU 21109 (OP20756)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MABIK PI00058425 (OP20755)
Chlorophthalmus acutifrons (DQ648417)
Chlorophthalmus albatrossis (DQ648418)

sizi, C. nigromarginatus)과 비교한 결과 C. nigromarginatus
(DQ648419)와 99.78% (MABIK PI00058425), 100% (PKU
21109) 일치하였다. 근린결합수(Neighbor Joining tree)는 우
리 표본이 C. nigromarginatus (DQ648419)에 이어 첨문파랑
눈매퉁이(C. acutifrons, DQ648417)와 가깝게 유집되었으며
(Kimura-2-parameter distance, d=3.03%), 그 뒤를 이어 C.
agassizi (DQ027906)와 유집되었고(d=7.52%), 마지막으로 파
랑눈매퉁이(C. albatrossis, DQ648418)와 먼 거리(d=10.09%)
에서 유집됨을 보여주었다(Fig. 4).

Chlorophthalmus agassizi (DQ027906)

고

찰

Saurida microlepis (LC647922)
0.02

Fig. 4. Neighbor joining tree constructed by mitochondrial DNA
16S rRNA sequences among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
and three Chlorophthalmus spp. Saurida microlepis was chosen as
an outgroup.

지느러미 끝이 검다. 머리의 등쪽, 눈 밑, 아가미뚜껑, 체측, 배지
느러미 기저, 꼬리지느러미 시작점, 뒷지느러미 기저까지 별 모
양 또는 점 모양의 흑색소포가 무작위로 분포한다. 체측에 검은
색의 사선이 머리 뒤부터 꼬리자루까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분포
한국 제주도 동부(본 연구), 일본(Kamohara, 1953; Nakabo,
2013; Fricke and Durville, 2020), 중국(Cheng and Zheng,
1987), 인도(Bineesh et al., 2014; Kumar et al., 2017)

분자분석
파랑눈매퉁이과 2개체의 미토콘드리아 DNA 16S ribosomal RNA 영역의 염기서열 489bp (MABIK PI00058425),
457bp (PKU 21109)를 확보하였으며, 미국국립생물정보센터
(NCBI)에 염기서열 정보를 등록하였다(등록번호:OP20755,
OP20756). 우리 표본 2개체의 염기서열 정보를 NCBI에 등록
된 파랑눈매퉁이과 4종(C. acutifrons, C. albatrossis, C. agas-

2022년 2월 제주도 동부해역에서 채집된 파랑눈매퉁이과 어
류 2개체를 대상으로 형태 및 분자분석을 수행한 결과, 등지느
러미 앞쪽에 솟아오르는 부위(bump)가 없는 점, 전서골치(prevomer teeth)가 위턱 선단부 양쪽으로 존재하며 중앙의 움푹 들
어간 부위에 이빨이 없는 점, 새파가 4+15–16개인 점, 주둥이
길이와 눈의 크기가 비슷한 점, 꼬리지느러미 끝이 검은 점에
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고된 적 없는 Chlorophthalmus nigromarginatus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개체는 C.
nigromarginatus 원기재 (Kamohara, 1953)와 대부분 잘 일치
하였으나 체장에 대한 체고비(본 연구는 14.5%, 15.9%, 원기재
는 20.8%)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Nakabo (2013)와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2개체는 아래턱에 돌출된 부위의 치열이 2열
인 점에서 약간 달랐다(Fig. 3A). 한편, Sato and Nakabo (2002)
는 C. nigromarginatus의 아래턱 치열을 2열로 보고하여 우리
표본과 잘 일치하였다(Fig. 3B). 이러한 치열에서의 차이가 종
간 수준에서의 변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16S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 우리 표본이 NCBI에 등록된 해외 표본과 99.8% 이상 일
치하는 결과를 보여 종내 변이로 추정된다(Fig. 4). 그러나, 추
후 다양한 크기의 표본을 확보하여 본 종이 성장하면서 치열에
변화가 생기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종이 속한 파랑눈매퉁이속(Chlorophthalmus) 어류는 머
리의 등쪽이 평평하거나 약간 오목하며, 아래턱의 앞쪽 치열은
노출되어 있고 위턱의 뒤쪽은 눈의 중앙을 넘지 않으며, 옆줄

734

장재훈ㆍ이유진ㆍ김진구

비늘 수가 46개 이상이다(Sato and Nakabo, 2002; Fricke and
Durville, 2020).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위턱의 뒤쪽이 눈의
중앙을 넘지 않는 점, 아래턱에 돌출된 치열이 있는 점에서 파
랑눈매퉁이속 어류의 특징과 잘 일치하였으며, 전서골치 중앙
에 이빨이 없는 점, 등지느러미 앞쪽에 솟은 부위(bump)가 없
는 점, 문장과 안경이 거의 같은 점, 꼬리지느러미 뒷가장자리가
검은 점 등에서 C. nigromarginatus의 특징과 잘 일치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본 종과 유사한 C. punctatus는 새파의 개수(C.
nigromarginatus는 3–4+11–16 vs. C. punctatus는 2+18–19),
체장에 대한 두장비(C. nigromarginatus는 29.4–31.4% vs.
C. punctatus는 26–27%), 분포해역(C. punctatus는 남아프리
카에 서식)에서 잘 구분된다(Fricke and Durville, 2020). 우리
표본을 국내 파랑눈매퉁이속 어류 2종과 비교하면, 파랑눈매
퉁이(C. albatrossis)와는 문장에 대한 안경비(파랑눈매퉁이는
1.3–1.5 vs. C. nigromarginatus는 1.1–1.2)에서 다르고, 첨문
파랑눈매퉁이(C. acutifrons)와는 등지느러미 앞쪽 융기부(C.
acutifrons는 있음 vs. C. nigromarginatus는 없음), 꼬리지느러
미 뒷가장자리 색깔(C. acutifrons는 검지 않음 vs. C. nigromarginatus는 검음)에서 명확히 구분된다(Nakabo, 2013; Fricke
and Durville, 2020).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인된 본종의
새로운 국명으로 꼬리지느러미 뒷가장자리가 검은 특징에 따라
“검은꼬리파랑눈매퉁이“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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