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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신종 한국 Caenorhabditis 선충의 

표현형 조사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새로운 선충 모델 확립 

 

김원주 

 

선충은 높은 종 다양성과 표현형 다양성으로 인해 새로운 형질과 그 

진화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그러나 예쁜꼬마선충

(Caenorhabditis elegans)을 비롯한 많은 종이 특정 나라들에서 채집

되어, 특정 지역의 종과 계통(strain)들이 과대대표 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선충 채집이 활발하게 진

행되지 않은 한국에서 다양한 선충을 확보하고, 이들의 표현형 및 유전

체 정보를 조사함으로써 연구 가능한 종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예쁜꼬마선충과 비교하여 성별과 자손 수, 열 저항성, 핵형 등

의 표현형에서 차이를 보이는 Caenorhabditis 신종을 한국 전역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신종의 야생형(wild isolate)을 40개 확보했으며, 그

중 한 계통을 이용해 유전체 지도 초안을 작성하였다. PacBio Sequel 

platform을 이용한 긴 리드 염기서열 분석(long-read sequencing)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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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총 15 Gb (read N50=21 kb)의 시퀀싱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유전

체 조립(assembly) 및 근연종과의 비교를 통해 유사 염색체(pseudo-

chromosome) 수준의 유전체 지도 초안을 작성하였다(Total=122 Mb, 

N50=18.6 Mb, 35 gaps). 우리가 확보한 신종의 표현형과 유전체 정

보, 야생형들은 신종을 이용한 새로운 형질 진화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신종이 새로운 모델 생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

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신종의 유전체에 유전자 주석달기(gene 

annotation)를 진행하고 야생형들의 자연 변이(natural variation) 정보

를 추가한다면, 신종을 정량적 유전학 연구의 좋은 모델 생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요어 : 한국 선충, Caenorhabditis, 신종, 비표준 모델 생물, 긴 리드 

염기서열 분석법, 유전체 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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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전 세계적 유전체 연구 사업 

일찍부터 과학자들은 생물의 유전체를 들여다봄으로써 생명의 비밀

을 밝히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1998에 완료된 ‘C. elegans genome 

sequencing project’(Consortium*, 1998)와 2003년에 완료된 

‘Human Genome Project’(Collins et al., 2003)는 이러한 시도의 일

환으로, 이후 생물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수많은 게놈 프로젝트들을 

탄생시켰다. 최근에는 지구상에 알려진 모든 진핵생물의 유전체를 밝

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Earth BioGenome Project’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현재에도 여러 생물 종들의 유전체를 밝히기 위한 게놈 프로

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Lewin et al., 2018). 이는 

생물학을 다시 한번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것으로 보인다. 

 

2. 유전체 연구의 모델 생물로써 선충의 장점 

예쁜꼬마선충(Caenorhabditis elegans)을 포함한 선충은 생활사가 

짧고, 몸체가 투명하고, 자가수정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들로 인해 

유전학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 생물 중 하나이다. 또한, 선

충은 종 다양성이 매우 높고, 유전체 크기가 작아 유전체 연구 및 다

른 척추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방법론을 시험하는 용도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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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매우 적합하다. 그렇기에 다세포 생물 중 가장 먼저 유전체가 밝

혀진 종이기도 하며, 현재에도 예쁜꼬마선충뿐만 아니라 여러 선충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Consortium*, 1998). ‘Caenorhabditis Genome Project’는 그중 하

나로, 예쁜꼬마선충이 속한 Caenorhabditis 속에 있는 모든 종의 유

전체 초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http://caenorhabditis.org). 

 

3. 과소대표된 아시아 지역의 선충 

유전체 연구가 손쉬워지면서, 자신의 연구 주제에 가장 적합한 선충 

종을 선택해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선충을 다양한 연구 주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표현형을 지닌 선충을 확보하고 그

들을 모델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구에 사용되

고 있는 Caenorhabditis 선충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채집된 것들이 

대다수라 특정 지역이 과대대표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대표적인 예

로 가장 흔히 쓰이는 예쁜꼬마선충 N2 계통(strain)과 CB4856 계통 

또한 각각 영국의 Bristol 지방과 미국 Hawaii에서 채집되었다는 것

을 들 수 있다. 아시아에서 채집된 종들은 유럽에서 채집된 종들에 비

해 그 수가 매우 적으며, 특히 한국에서 채집된 Caenorhabditis 종은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연구에 사용하는 종들은 전 세

계에 존재하는 선충의 극히 일부분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종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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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에 연구된 종들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가치가 높은 표현형들

이 존재할 수 있기에, 연구실에서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선충 종을 확

보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다양한 

선충을 채집하고, 이들의 표현형을 관찰한 후, 그 중 신종의 유전체를 

만들고 해당 종을 새로운 모델 생물로 제시하였다. 

 

4. 긴 리드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유전체 지도 초안 작

성 

특정 생물 종을 생물학 연구의 좋은 모델로 사용하기 위한 가장 중

요한 요건 중 하나는 질 높은 표준 유전체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며, 

최근 발달하고 있는 염기서열 분석법들 덕분에 이것이 훨씬 더 손쉬워

지고 있다. 유전체 지도를 작성하는 일은 직소 퍼즐(jigsaw puzzle) 

조각을 모아 원본 그림으로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현존하는 기술로는 

염색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염

기서열 분석을 진행하면 리드(read)라는 조각난 염기서열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이 리드라는 조각을 맞춰 컨티그(contig)라는 더 큰 조각

을 만들고, 이 컨티그들을 맞추고 배열하여 유전체라는 전체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염기서열분석법 중에서도 긴 리드 염기서열 분석법은 

기존의 짧은 리드 염기서열 분석법 보다 훨씬 더 긴 리드 정보를 생산

하기 때문에, 더 빽빽하고 더 연속성 높은 유전체 지도 작성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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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있다. 천 조각 퍼즐을 밪추는 것보다 백 조각짜리 퍼즐을 맞

추는 것이 더 쉽듯이, 한번에 더 긴 리드를 생산하는 긴 리드 염기서

열 분석법 덕분에 유전체 연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염기서

열 분석법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종의 유전체 연구와 기존에 존재하

던 표준유전체를 더 향상시키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긴 리드 염기서열 분석법 중에서도 Pacific 

Biosciences (PacBio) (Eid et al., 2009) 사의 Sequel 플랫폼, 

continuous long-read sequencing 기법을 이용해 국내에 채집한 신

종 선충의 유전체 지도 초안을 작성했다.  

 

5. 본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한국에서 선충을 채집

함으로써, 한국에 분포하는 선충 종을 파악하고, 연구 가능한 선충의 

종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독특한 표현형을 가진 신종을 확

보하고 긴 리드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해 신종의 완성도 높은 유전체

를 만듦으로써 해당 종을 유전학 및 유전체학 연구의 새로운 모델로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은 모델 생물이 아닌 새로운 생물을 이용한 

생물학 연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는 지구 상에 존재하

는 모든 진핵생물들의 유전체를 밝히고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2세대 게놈 프로젝트에 한국 종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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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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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1) 배지 

선충을 키우는 배지로는 nematode growth medium (NGM)을 사용

하였으며 조성은 다음과 같다. NGM 배지는 1L를 만들 때 

bactotrypton (Difgo) 4 g,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 

(Shinyo) 3 g, sodium chloride (Fisher) 2 g, dipotassium hydrogen 

phosphate (Showa chemical) 0.5 g, cholesterol (Sigma) 0.008 g을 

넣고 한천을 2%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Escherichia coli를 키우는 배지로는 Luria Bertani 

(LB) 배지를 사용하였다. 플레이트에 고체 배지를 만들 때는 한천 가

루 (agar powder)를 2%로 첨가하였고, 우리가 원하는 균주를 선택하

기 위해서는 각 플라스미드가 가진 마커에 따라 ampicillin, 

kanamycin, streptomycin 등의 항생제를 사용하였다. 

 

2) 선충 종과 계통 

① 긴 리드 염기서열 분석법과 유전체 지도 초안 작성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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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종 (계통) 

Caenorhabditis sp. LJ2251 (LJ2251) 

② 신종 야생형 변이 정보 확보를 위해 사용된 종 (계통) 

Caenorhabditis sp. LJ2251 (LJ2201, LJ2204, LJ2205, LJ2212, 

LJ2214, LJ2224, LJ2232, LJ2233, LJ2235, LJ2237, LJ2239, 

LJ2240, LJ2241, LJ2242, LJ2253, LJ2254, LJ2257, LJ2258, 

LJ2259, LJ2260, LJ2261, LJ2262, LJ2263, LJ2264, LJ2265, 

LJ2266, LJ2267, LJ2268, LJ2269, LJ2270, LJ2271, LJ2272, 

LJ2273, LJ2274, LJ2275) -35개 

③ 자손 수 및 성비 조사에 사용된 종 (계통) 

예쁜꼬마선충(PD1074), Caenorhabditis sp. LJ2251 (LJ2251) 

④ 열 저항성 조사에 사용된 종 (계통) 

예쁜꼬마선충(PD1074), Caenorhabditis briggsae (AF16), 

Caenorhabditis sinica (JU800), Caenorhabditis tribulationis 

(JU2818), Caenorhabditis zanzibari (JU2190), Caenorhabditis sp. 

LJ2251 (LJ2251), Caenorhabditis sp. LJ2251 (LJ2263) 

⑤염색체 개수 조사에 사용된 종 (계통) 

예쁜꼬마선충(PD1074), Caenorhabditis briggsae (AF16), 

Caenorhabditis sinica (JU800), Caenorhabditis tribulationis 

(JU2818), Caenorhabditis zanzibari (JU2190), Caenorhabditi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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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2251 (LJ2251) 

 

3) E. coli 균주 

예쁜꼬마선충의 먹이로는 대장균 OP50-1 (streptomycin 내성 균

주)을 사용하였다. 

 

4) 시약 

DNA 전기 영동에는 USB 사의 agarose를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1) 선충 유지 

선충 유지를 위해 20℃에서 배양하며, 3 ~ 4일에 한 번 계대하였다. 

예쁜꼬마선충(PD1074)와 Caenorhabditis briggsae (AF16)는 4마리

씩, Caenorhabditis sinica (JU800), Caenorhabditis tribulationis 

(JU2818), Caenorhabditis zanzibari (JU2190)와 Caenorhabditis 

sp. LJ2251은 암컷 수컷 각각 8마리 이상씩 계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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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충 채집 

썩은 과일이나 부식된 나뭇잎 등을 50 mL 튜브에 담아온 후, 해당 

물질이 잠길 정도로 3차수를 채워주었다. 튜브를 몇 차례 흔든 후 실

온에 5분 정도 놔둬 벌레가 3차수로 빠져나오게 하였다. 그 후 상층

액 1 mL 정도를 1.5 mL 마이크로튜브로 옮긴 후, 100 g로 1분간 원

심분리(centrifugation)했다. 250 μL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 상층액은 

제거한 후, 남은 용액을 파이펫으로 섞고 배지에 방울방울 떨어뜨렸다. 

 

3) DNA 추출 및 긴 리드 염기서열 분석법 

여러 발생 단계가 섞인 벌레를 모아 M9 버퍼로 5차례 세척해주었

다. 그리고 lysis buffer (100 μg mL−1 ProteinaseK, 50 mM KCl, 10 

mM Tris (pH 8.3), 2.5 mM MgCl2, 0.45% NP-40, 0.45% Tween 

20, and 1% beta-mercaptoethanol)로 8시간 동안 벌레를 녹인 후, 

phenol-chloroform 과 에탄올 침전(Ethanol precipitation)을 이용하

여 DNA를 추출하였다. DNA가 절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phenol-chloroform을 이용한 추출 과정에 phase-lock gel을 사용하

였으며, 실험 과정에서 파이펫팅을 최소화하였다. 에탄올 침전 이후에

는 TE 버퍼에 DNA를 녹인 후 RNase (10 μg mL−1)를 2시간 처리하

고 다시 phenol-chloroform과 에탄올 침전을 이용해 DNA를 추출하

였다. 역시나, phenol-chloroform을 이용한 추출 과정에 phase-lock 

gel을 사용하였다. 추출된 DNA는 Tris-HCl (pH 8.0) 10 mM에 녹



10 

 

여 보관하였다. 그리고 Macrogen에서 라이브러리(library) 제작과 

PacBio Single Molecule, Real-Time (SMRT) DNA sequencing 

(platform: PacBio Sequel) (Eid et al., 2009)을 진행하였다. 

 

4) 유전체 지도 초안 작성과 폴리싱(polishing) 

Caenorhabditis sp. LJ2251 (LJ2251)의 99× 커버리지(coverage) 

PacBio 리드를 바탕으로 Canu (Koren et al., 2017)(version 1.6; 

canu minReadLength=1000 correctedErrorRate=0.040 

genomeSize=150m -pacbio-raw)과 Flye (Kolmogorov et al., 

2019) (-g 100m -o raw)를 사용해 유전체 지도 초안 작성을 진행

하였다. Canu를 이용한 유전체 지도 작성 후에는 염기 퀄리티(base 

quality)를 높이기 위하여 Arrow (Chin et al., 2013)와 Pilon 

(Walker et al., 2014)(--changes --vcf --vcfqe --fix bases -

-chunksize 10000000 --diploid)으로 폴리싱을 각각 1회씩 진행하

였다. 

 

5) 스캐폴딩(Scaffolding)  

각각 LJ2251의 반복서열(repeat)으로 마스킹(masking)한 

Caenorhabditis nigoni 유전체와 LJ2251 유전체를 사용하였다. 먼저, 

MUMmer 패키지 (version 4.0.0 beta2) (Marçais et al., 201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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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er, delta-filter (-1), show-tiling (-i 30.0 -v 1.0 -V 0) 를 

사용하여 C. nigoni 컨티그에 Caenorhabditis sp. LJ2251의 컨티그를 

정렬(align)한 후 tiling 파일을 생성하였다. Tiling 파일에서 염색체가 

아닌 컨티그에 정렬된 컨티그를 제거하고, 염색체 상의 여러 군데에 

정렬된 컨티그는 더 커버리지가 높은 정렬만 남기고 제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염색체에 1:1로 정렬된 컨티그만 남기고, 이 컨티그들 사

이를 N으로 채워 이를 유사 염색체(pseudo-chromosome) 수준으로 

스캐폴딩 하였다. 

 

6) Caenorhabditis sp. LJ2251의 자손 수와 성비 관찰 

실험에는 10번 동종 교배한 LJ2251 계통을 사용했다. 대조군으로

는 예쁜꼬마선충 PD1074 계통을 사용했다. 3개의 NGM 배지에는 L4 

시기의 예쁜꼬마선충 자웅동체(hermaphrodite)를 4마리씩 올리고 또 

다른 3개의 NGM 배지에는 L4 시기의 LJ2251 수컷 4마리와 암컷 4

마리씩 올렸다. 그리고 20℃에서 24시간 동안 놓아둔 후 벌레들을 새

로운 배지로 각각 옮겨줬다. 그 다음부터는 12시간 간격으로 새 배지

로 벌레들을 옮겨줬다. 총 15회를 옮겼고, 배지에 있는 알이 성체가 

되면 각각에서 전체 수와 암컷, 수컷의 수를 측정하여 기록했다. 이렇

게 총 5회 반복하였다. 

 

(7) 열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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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는 예쁜꼬마선충(PD1074), Caenorhabditis briggsae 

(AF16), Caenorhabditis sinica (JU800), Caenorhabditis 

tribulationis (JU2818), Caenorhabditis zanzibari (JU2190), 

Caenorhabditis sp. LJ2251 (LJ2251), Caenorhabditis sp. LJ2251 

(LJ2263), 총 6 개 종, 7 개 계통을 사용했다. 한 배지에 20℃에서 

키우던 L4 자웅동체 또는 암컷을 10 마리씩 올려 32℃ 또는 

34℃에서 24 시간 동안 인큐베이션한 후, 곧바로 전체 중 살아남은 

개체들의 수를 측정하였다. 한 번에 3 개의 배지씩 실험하여 총 5 

세트를 반복하였다. 

 

8) DAPI 염색 

Mouth pipet과 M9을 이용해 8-well 슬라이드에 young adult 상태

의 벌레를 well 당 10마리 정도 올려두고, well에 있는 M9은 다시 

mouth pipet으로 제거해 주었다. 그리고 95% EtOH을 이용한 탈수

(EtOH dehydration)를 3차례 해주고 소량의 M9으로 벌레를 다시 회

복시켰다. 그 후 300 μM의 DAPI와 vectashield를 1대 1로 섞은 용

액을 소량 넣어주고 커버 슬라이드를 덮고 매니큐어를 가장자리에 발

라 봉인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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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1. 선충 채집과 종 판별 

전국 각지의 썩은 과일이나 썩은 나뭇잎을 수집하고, 여기에서 총 8

개 속(Caenorhabditis, Mesorhabditis, Pristonchus, Oscheius, 

Pelodera, Cephaloboides, Panagrellus, Panagrollaimus)의 선충을 

확보하였다. 선충의 속 및 종 판별에는 18S rRNA 염기서열 및 짝짓

기가 사용되었다.  

18S rRNA 시퀀스 정보를 NCBI 데이터베이스에서 BLAST 

(Altschul et al., 1997)를 실행한 결과, 채집한 선충 중 예쁜꼬마선충

과 같은 Caenorhabditis 속에 속하는 신종을 발견하였으며, 가장 가

까운 근연종과 2개의 염기서열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1). 

신종은 암컷, 수컷 종이었으며 (Figure 2), 신종의 40개의 야생형

(wild isolate), 74개의 동종교배(inbred) 계통을 확보했다 (Table 1). 

그 중, 충주에서 채집된 야생형을 10번 동종교배(inbreeding) 한 

LJ2251 계통을 표준 계통(reference strain)으로 삼아 실험에 사용

하였다. LJ2251 이외의 나머지 계통에 대해서는 약 5~10회 동종교배

를 진행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 후 발견한 종이 생식적으로도 다른 종들과 격리된 새로운 종인지 

확인하기 위해, Caenorhabditis sp. LJ2251와 18S rRNA 염기서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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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슷한 Caenorhabditis sinica (JU800), Caenorhabditis 

tribulationis (JU2818), Caenorhabditis zanzibari (JU2190)를 

Caenorhabditis sp. LJ2251과 각각 교배하였다. 그 결과 이들 사이에

서 생식 가능한 자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2).  

이를 통해 채집한 종이 분자생물학적으로, 생식적으로 기존에 발견

된 적 없는 신종임을 알 수 있었다. 

 

2. Caenorhabditis sp. LJ2251의 긴 리드 염기서열 분석과 

유전체 지도 초안 작성  

특정 생물 종을 유전학 및 유전체학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전

체 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Caenorhabditis sp. LJ2251 새로운 선

충 모델로 제시하기 위해 신종의 완성도 높은 유전체를 만들었다. 긴 

리드 염기서열 분석법 중 하나인 Pacific Bioscience (PacBio) (Eid 

et al., 2009) 사의 Sequel platform의 CLR 모드를 사용하여 전 유전

체 시퀀싱(whole genome sequencing)을 진행하였으며, 시퀀싱 결과, 

약 15 Gb (약 99.17× coverage)의 리드 정보를 얻었다. 이는 총 

1,052,228개의 리드 정보이며, N50 리드 길이는 약 21.279 kb였다. 

가장 긴 리드의 길이는 123 kb 였으며, 평균적인 리드의 길이는 약 

15 kb 였다 (Figure 3,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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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싱 결과를 바탕으로 신종의 유전체 지도 초안 작성을 진행하였

다. 유전체 지도 작성에는 Canu (Koren et al., 2017)와 Flye 

(Kolmogorov et al., 2019), 2가지 어셈블러(assembler)를 사용하였

다. Canu를 이용한 유전체 지도 작성 이후에는 Arrow (Chin et al., 

2013)와 Pilon (Walker et al., 2014)을 이용해 각각 1회씩 폴리싱

(polishing)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54 Mb 크기의 유전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예쁜꼬마선충의 유전체가 약 100 Mb인 것에 비해 약 1.5

배 정도 큰 크기이며 (Consortium*, 1998), 근연종인 C. 

tribulationis(JU2818)과 C. zanzibari(JU2190)의 유전체가 약 100 

Mb인 것에 비해서도 약 1.5배 큰 크기이다 (Stevens et al., 2019). 

또한, 전체 컨티그의 개수는 309개였으며, 가장 큰 컨티그의 길이는 

22 Mb, N50 컨티그 길이는 8 Mb 정도였다 (Table 4). 반면 Flye를 

이용한 경우, 유전체의 크기는 약 141 Mb 였으며, 컨티그의 개수는 

378개, 가장 큰 컨티그의 길이는 17 Mb, N50 컨티그 길이는 4 Mb 

정도였다. (Table 4). 또한, 트리맵(treemap)을 이용해 유전체를 이루

고 있는 컨티그들을 시각화 하였는데, 각각의 사각형의 넓이는 컨티그

의 길이에 비례한다(Figure 4, 5). Canu를 이용한 유전체 지도 작성 

결과가 Flye를 이용한 경우보다 더 큰 컨티그들을 생성했음을 확인했

다. 

그 후, Canu를 이용한 유전체 지도 작성 결과 만들어진 컨티그와 

Flye를 이용한 유전체 지도 작성 결과 만들어진 컨티그를 Ma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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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ling et al., 2004)를 이용해 정렬(align)한 후, Flye 결과에서는 

하나의 컨티그로 이어져있지만 Canu 결과에서는 2개 이상의 컨티그

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찾았다. 그리고 2개의 Canu 컨티그 사이를 

Flye의 컨티그 정보로 채워 새로운 컨티그를 만든 후 원래의 Canu 

유전체 지도 작성 결과에 추가했다(Figure 6). 그 결과, 기존의 309

개의 콘티그 개수를 304개로 줄였으며, 기존에 약 154.169 Mb였던 

유전체 크기가 154.03 Mb로 줄어들었다. N50 값은 변하지 않았지만, 

N60 값은 기존의 3,655 kb에서 4,810 kb 수준으로 높아졌다. 

(Table 5, Figure 7) 

그 다음, MUMmer 패키지의 PROmer (Marçais et al., 2018)를 이

용한 근연종과의 유전체 비교를 통해 Caenorhabditis sp. LJ2251의 

컨티그를 유사 염색체(pseudo-chromosome) 수준으로 스캐폴딩

(scaffolding)하였다. PROmer는 염기서열 정보를 아미노산 정보로 치

환하여 유전체 정보를 비교한다. 근연종의 유전체로는 

Caenorhabditis nigoni (PRJNA384657 WS274)의 유전체를 사용했

으며, C. nigoni와 Caenorhabditis sp. LJ2251의 유전체 정보는 모두 

동물(metazoan)에서 알려진 반복서열을 마스킹(masking)한 뒤 사용

하였다. 또한, LJ2251은 주로 연구에 이용되는 예쁜꼬마선충과 서로 

다른 반복서열을 가지고 있었기에, 근연종과 Caenorhabditis sp. 

LJ2251 유전체 모두, LJ2251의 반복서열로 마스킹한 후 사용하였다. 

반복서열 마스킹에는 RepeatMas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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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peatmasker.org)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154 

Mb의 신종 컨티그 정보 중 122 Mb의 컨티그를 C. nigoni의 염색체에 

정렬시킬 수 있었다. C. nigoni의 유전체가 129 Mb인 것을 생각할 때 

(Yin et al., 2018), 상당 부분이 정렬된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서와 위치가 확정된 컨티그들 사이를 N으로 채워 유사 염색체 수준

으로 스캐폴딩하였다(Figure 8). 

 

3. 신종 표현형 조사 

Caenorhabditis sp. LJ2251 특이적이거나 흥미로운 표현형을 찾기 

위해 신종의 여러 표현형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1) 자손 수 및 성비 

신종의 자손 수(brood size)와 그 성비를 살펴보았다. 대조군인 예

쁜꼬마선충 PD1074 계통과 실험군인 신종 Caenorhabditis sp. 

LJ2251 계통을 이용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체가 낳는 자손 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PD1074가 생애 전체에 걸쳐 평균적으로 277마

리를 낳는데 반해, LJ2251은 약 1/4 정도인 59마리를 낳는 것을 확

인하였다 (Figure 9). 또한, 시기에 따라서는 L4에서 약 48시간 지난 

시점의 자손 수가 가장 많고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두 종이 비슷했다 

(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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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그 자손들 중 수컷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

였다. 그 결과, PD1074의 전체 개체 중 수컷이 약 0.03%인 것에 반

해, LJ2251은 약 45.4%인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11). 예쁜꼬마선

충의 수컷은 자연적인 염색체 비분리에 의해 일어나며, 그 비율은 가

장 많이 사용되는 N2 계통에서 약 0.2%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asnov and Chow, 2002; Teotónio et al., 2006). 시간이 지날수

록 LJ2251 수컷 비율이 크게 변화하는 것은 전체 개체 수가 매우 적

기 때문이다 (Figure 12). 

 

2) 열 저항성 

신종의 열 저항성을 조사했다. 실험에는 예쁜꼬마선충(PD1074), 

Caenorhabditis briggsae (AF16), Caenorhabditis sinica (JU800), 

Caenorhabditis tribulationis (JU2818), Caenorhabditis zanzibari 

(JU2190), Caenorhabditis sp. LJ2251 (LJ2251), Caenorhabditis 

sp. LJ2251 (LJ2263), 총 6 개 종, 7 개 계통을 사용하여, 32℃와 

34℃에서의 생존률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신종을 포함한 그 

근연종들 모두, 32℃와 34℃에서 예쁜꼬마선충에 비해 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13, Figur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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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색체 개수 

신종의 염색체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 2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Canu를 이용한 유전체 지도 초안 작성 결과 만들어진 LJ2251의 컨

티그들 중 말단소체 반복서열(telomeric repeat)이 포함된 컨티그들

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14개의 컨티그에 말단소체 반복서열 

(TTAGGC, GCCTAA)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말단소체 반복서열

들의 평균 길이는 1634 bp, 이 반복서열을 포함한 컨티그들의 평균 

길이는 800,574 bp인 것을 확인하였다(Table 6). 이를 바탕으로 

Caenorhabditis sp. LJ2251의 염색체 개수를 7개로 추측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예쁜꼬마선충을 포함하여 염색체 개수가 밝혀진 

rhabditina 아목의 선충들은 모두 n=5, 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Blaxter, 2000). 따라서 Caenorhabditis sp. 

LJ2251가 실제로 7개 이상의 염색체를 가지는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DAPI 염색을 진행해, 난모세포에서 염색체 개수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염색체가 7개 이상으로 보이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15).  

또한, Caenorhabditis sp. LJ2251의 근연종들도 7개 이상의 염색체 

개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 sinica (JU800), C. 

tribulationis (JU2818), C. zanzibari (JU2190)에서 DAPI 염색을 진

행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예쁜꼬마선충 (PD1074), C. briggsae 

(AF16)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C. sinica를 제외한 모든 종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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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염색체만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16). C. sinica의 경우 염

색체가 뭉쳐있어 개수를 추정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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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연구된 바가 거의 없던 한국에서 선충을 채집

하고 연구함으로써 한국에 서식하는 선충 종들의 여러 야생형(wild 

isolate)들을 확보하였다. 이 중, 이때까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신종을 발견했고, 신종의 완성도 높은 유전체를 만들고 표현형을 살펴

봄으로써 해당 종을 유전학 및 유전체학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종 LJ2251 계통이 예쁜꼬마선충의 약 1/4 해당

하는 자손을 낳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실제로 신종이 예쁜꼬마선충

에 비해 적은 자손 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종의 다

른 동종교배 계통(inbred line)인 LJ2263이 LJ2251보다 더 많은 자

손 수를 낳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LJ2251의 적은 자손 수가 다

른 외부 요인에 의해 야기된 결과임을 배제할 수 없다. 생각해볼 수 

있는 다른 요인으로는 먹이와 온도 등 야생과 다른 환경의 영향, 동종 

교배 결과 생긴 자식약세(inbreeding depression)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신종이 적은 자손 수를 가지는 지 확인해보기 위

해서는 다른 환경이나, 다른 동종 교배 계통, 동종 교배 전 계통을 이

용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종과 그 그연종들이 예쁜꼬마선충에 비해 높

은 열 저항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마다 서로 다른 열 저항성

을 가지는 이유는 기존에 살던 야생 환경에 의한 적응의 결과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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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따라서, 신종과 그 근연종들이 비교적 높은 열 저항성을 가지

는 유전적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신종의 염색체 개수를 7개 이상일 것으

로 추정하였다. 이는 예쁜꼬마선충을 포함하여 염색체의 개수가 관찰

된 rhabditina 아목의 선충들이 모두 n=5, 6개의 염색체를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 (Blaxter, 2000)에서 벗어난 사례이다. 따라서 실제

로 신종의 염색체 개수가 7개 이상이라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흥미

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신종이 체세포에서도 6쌍 이상의 염색체를 가

지는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physical mapping이나 genetic mapping을 

통한 더 정교한 수준의 유전체 지도 작성 결과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종의 유전체가 약 154 Mb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근연종들인 C. tribulationis와 C. zanzibari의 유전체가 약 100 Mb이

고 (Stevens et al., 2019), C. nigoni의 유전체가 129 Mb (Yin et al., 

2018)임을 고려할 때, 매우 큰 크기이다. 따라서 신종의 유전체가 그 

근연종들에 비해 큰 이유를 유전체 수준에서 분석해보며 그러한 변화

의 진화적 배경과 이유를 연구하는 것도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신종의 유전체 지도를 작성하며, 신종 LJ2251 계통이 예쁜꼬마

선충과는 다른 반복 서열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또한, 신종의 흥미로운 표현형 중 하나이며 앞으로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는 앞으로 다양한 연구의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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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신종의 근연종들이 대부분 짧은 리드 염기

서열 분석법을 이용해 유전체 지도 작성이 이루어진 것과 달리, 

LJ2251은 긴 리드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더 정교한 유전체 지도 

작성이 이루어져, 그 근연종들을 연구할 때 좋은 표준 유전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종의 40개 야생형들은 그들의 자연 변이

(natural variation)을 이용한 집단 유전학(population genetics) 연구

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신종의 유전체 지도 작성 결과는 신종

의 근연종들과의 비교유전체학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근연종의 비교하여 Caenorhabditis sp. LJ2251 특이적인 유전자 찾기, 

신종에서 유전자 발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유전자족

(gene family) 분석, 염색체 재배열과 같은 염색체 수준에서의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종의 유전자 주석달기(gene 

annotation)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물질이나 환경, 

예를 들어 소금이나 비소, 여러가지 농약, 열, 추위에 대한 신종의 저

항성을 살펴보고 신종 특이적인 표현형과 그것의 원인 유전자를 밝히

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신종과 그 유전체는 다양한 유전학 

및 유전체학 등의 연구에 이용될 수 있으며 그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연구 주제에 알맞은 모델 생물을 선택하는 것은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시퀀싱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재

에는, 기존의 모델 생물 이외의 새로운 생물들을 이용한 연구가 가능

해지고 있다. 자신의 연구 주제에 최적화된 생물을 선택하고 유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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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듦으로써 해당 생물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새

로운 생물을 모델 생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신종의 유전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은 

선충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생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미래에는 더욱 보편적으로 쓰이게 될 방법론이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

라, 유전체 연구의 중요성도 더욱 대두되고 현재, 본 연구는 전 세계

적 유전체 사업에 한국 종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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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enorhabditis sp. LJ2251 BLAST 결과. 시퀀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빨간 상자로 표시하였다. (A) Caenorhabditis sp. 

LJ2251 (LJ2251)과 C. tribulationis (JU2818) 시퀀스 정렬 결과, 2

개의 시퀀스가 차이 난다. (B) Caenorhabditis sp. LJ2251 (LJ2251)

과 C. zanzibari (JU2190) 시퀀스 정렬 결과, 2개의 시퀀스가 차이 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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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enorhabditis sp. LJ2251 암컷과 수컷의 형태. Scale bar 

= 200 μm. (A) 암컷 사진. 몸통 중앙에 생식기가 자리 잡고 있다. 

(B) 수컷 사진. 오른쪽 꼬리 끝에 생식기가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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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aenorhabditis sp. LJ2251의 PacBio 시퀀싱 결과 생산된 

raw read의 길이 분포. Pacific Bioscience (PacBio) 사, Sequel 

platform의 CLR 모드를 이용한 LJ2251의 시퀀싱 결과 나온 raw 리

드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다. 가로축은 raw 리드의 길이, 세로축은 

해당하는 리드의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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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anu 어셈블러를 이용한 유전체 지도 초안 작성 결과. Canu 

어셈블러를 이용한 LJ2251의 유전체 지도 초안 작성 결과를 트리맵

(treemap)으로 나타냈다. 각각의 사각형이 하나의 컨티그를 나타내며, 

사각형의 넓이와 색은 컨티그의 길이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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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lye 어셈블러를 이용한 유전체 지도 초안 작성 결과. Flye 

어셈블러를 이용한 LJ2251의 유전체 지도 초안 작성 결과를 트리맵

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사각형이 하나의 컨티그를 나타내며, 사

각형의 넓이와 색은 컨티그의 길이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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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anu와 Flye를 이용해 만들어진 컨티그들의 결합 방법. 

Canu를 이용한 유전체 지도 작성 결과에서는 2개의 컨티그로 이루어

져 있지만, Flye에서는 1개의 컨티그로 이루어진 경우, 그 컨티그 정

보를 합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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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anu 컨티그 정보에 Flye 컨티그 정보를 추가한 결과. Flye 

어셈블러를 이용해 나온 LJ2251의 컨티그 정보를 Canu 어셈블러를 

이용해 나온 컨티그 정보에 반영한 결과를 트리맵으로 나타냈다. 각각

의 사각형이 하나의 컨티그를 나타내며, 사각형의 넓이와 색은 컨티그

의 길이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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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caffolding 결과 만들어진 유사 염색체. Scaffolding 결과 

만들어진 유사 염색체를 트리맵으로 나타냈다. 각각의 사각형이 하나

의 컨티그를 나타내며, 사각형의 넓이와 색은 컨티그의 길이에 비례한

다. 또한 각각의 유사염색체는 진한 선으로 나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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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aenorhabditis sp. LJ2251의 자손 수. PD1074와 LJ2251

의 전 생애 걸친 자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은 각각 약 60 개체

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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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aenorhabditis sp. LJ2251의 발생 시기별 자손 수. 

PD1074와 LJ2251의 발생 시기에 따른 자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실

험은 각각 약 60 개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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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aenorhabditis sp. LJ2251의 수컷 비율. PD1074와 

LJ2251의 전 생애 걸친 수컷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은 각각 

약 60 개체의 자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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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aenorhabditis sp. LJ2251의 발생 시기별 낳는 수컷 비율. 

PD1074와 LJ2251의 발생 시기별 낳는 수컷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다. 실험은 각각 약 60 개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80시간에 

LJ2251의 수컷 비율이 튀는 것은 해당 시간에 낳은 자손 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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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aenorhabditis sp. LJ2251와 그 근연종들의 32℃에서의 

열 저항성. 신종과 그 근연종들 모두 예쁜꼬마선충에 비해 열 저항성

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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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aenorhabditis sp. LJ2251와 그 근연종들의 34℃에서의 

열 저항성. 신종과 그 근연종들 모두 예쁜꼬마선충에 비해 열 저항성

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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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aenorhabditis sp. LJ2251의 염색체 개수. 

Caenorhabditis sp. LJ2251 (LJ2251) 을 DAPI로 염색한 후 난모세

포를 관찰한 결과로 7개 이상의 염색체가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Scale bar = 5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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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Caenorhabditis sp. LJ2251 근연종의 염색체 개수. DAPI

로 염색한 후 난모세포를 관찰헀다. Scale bar = 50μm. (A) 예쁜꼬

마선충 (PD1074), 염색체가 6개 관찰된다. (B) C. tribulationis 

(JU2818), 염색체가 6개 관찰된다. (C), (D) C. briggsae (AF16), 

똑 같은 곳을 초점을 다르게 하여 찍은 사진, 염색체가 6개 관찰된다. 

(E) C. zanzibari (JU2190), 염색체가 6개 관찰된다. (F) C. sinica 

(JU800), 염색체가 뭉쳐 있어 개수를 측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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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enorhabditis sp. LJ2251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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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샘플에서 나온 서로 다른 라인(line)들은 같은 샘플 번호로 표

기. ** 노랜색은 표준 line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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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enorhabditis sp. LJ2251과 근연종들과의 교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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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enorhabditis sp. LJ2251의 PacBio 시퀀싱 결과 얻은 raw 

rea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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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nu와 Flye를 이용해 작성한 Caenorhabditis sp. LJ2251의 

유전체 지도 초안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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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anu 컨티그 정보에 Flye 컨티그 정보를 추가하여 얻은 유전

체 지도 초안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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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말단소체 반복서열(telomeric repeat)을 포함하는 컨티그 정

보 및 해당 반복서열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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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ablishment of a new Korean 

Caenorhabditis model through 

investigation of phenotype and genomic 

analysis 

 

WONJOO KIM 

Biolog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enetic and phenotypic diversity of nematodes has led 

them to be an active model organism to understand how novel 

traits have evolved. However, there is limitation that species and 

strains from certain countries may be overrepresented, because 

many species were collected in certain countries.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we tried to collect nematodes living in 

South Korea, where nematode collection was not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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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previously, and expand the diversity of species by 

investigating their phenotype and genomic information. We found 

a new gonochoristic Caenorhabditis species widespread in South 

Korea, showing several distinct genetic and phenotypic novelties 

such as brood size, male ratio, heat resistance and karyotype 

compared to the mostly studied Caenorhabditis species, C. 

elegans. We obtained 40 wild isolates and 74 inbred lines of this 

species. To describe and elucidate their genetic basis, we 

assembled a 154-Mb draft genome using long-read sequencing 

with the PacBio Sequel platform (Read total=15 Gb, read N50=21 

kb). We finally obtained a 122 Mb, near complete, pseudo-

chromosome level genome assembly (N50=18.6 Mb, 35 gaps) 

using genetic similarity to a close relative species. We will further 

provide gene annotation and natural variant information of the 

wild isolates for quantitative genetic toolkits. Our resources of the 

new Caenorhabditis species such as inbred wild isolates, genomic 

information, and genetic toolkits will allow this species to be a 

new, non-standard model organism and serve as a way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novel phenotypic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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