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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전분석은 해양에서 포획된 연어의 원산지를 추정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2017년 2월 이래로 첨연어, 홍연어 및 왕연어에 대한 광범위한 유전학적 

기준치들이 이용가능합니다. 곱사연어와 은연어에 대한 지역적인 유전학적 기준치들은 

이용가능하고, 무지개 송어는 가까운 미래에 이용가능할 것입니다. 유전학적 분석은 

조직샘플을 채취로 시작됩니다. 동 지침은 DNA 추출을 위한 냉장 또는 냉동된 연어의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가지 방식을 이용하여 선호되는 방법과 대안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2. DNA 보존방법 

DNA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DNA를 파괴하는 효소를 비활성화 해야 합니다. 이 효소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취한 연어 샘플로부터 물기를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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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호되는 조직 

1)   배지느러미의 겨드랑이 부위: 각 연어의 배 지느러미 부속돌기 

(Axillary Process) 절단 (그림 1, 2, 3) 

 

      

2)   앞지느러미:  각 연어의 앞 지느러미(약 2센티 X 2센티) 절단 (그림 4, 5)  

       

그림 1-5. 유전분석을 위한 연어 샘플링 조직을 위한 표식 (사진: ADF&G 제공) 

 

1 

Axillar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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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보존을 위한 방법들 

아래는 조직을 보존하기 위한 세가지 접근방식의 체계도입니다. 각각 선호되는 방식과 

대안적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방식에 대한 상세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알
코
올

 

     

조직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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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선호방식: 라벨로 표식화된 물약병에 개별 샘플 

1. 개별 조직을 하나의 샘플 번호로 라벨화하여 플라스틱 물약병에 담으세요 (그림 1). 

2. 나사캡으로 물약병을 봉하세요 (그림 2). 

3. 전체 샘플화된 것을 샘플 정보 (종 이름, 날짜, 채집 지역, 그리고 각 연어의 여타 

구체적인 정보; 그림 3)와 함께 라벨화된 비닐 봉지에 두세요. 

4. 샘플들을 영하 20도 또는 그 이하 상태로 냉동고에 저장하세요(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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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대안방식: 비닐랩와 종이 라벨을 이용한 다량의 샘플 

1. 개별적인 조직을 각 종이 위에 두세요. 

2. 종이 위에 라벨을 적으세요 (그림 1). 

3. 종이를 조직과 함께 비닐랩위에 두세요 (그림 1). 

4. 비닐랩으로 조직과 종이를 말아서 한번 감으세요 (그림 2). 

5. 나머지 남은 아래 지느러미를 1, 2, 3, 4번 단계를 반복하세요 (그림 3, 4). 

6. 전체 샘플화된 것을 샘플 정보 (종 이름, 날짜, 채집 지역, 그리고 각 연어의 여타 

구체적인 정보; 그림 5)와 함께 라벨화된 비닐 봉지에 두세요. 

7. 샘플들을 영하 20도 또는 그 이하 상태로 냉동고에 저장하세요(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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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식-선호방식: 에탄올와 함께 라벨화된 물약병을 이용한 개별 샘플  

1. 개별 조직을 하나의 샘플 번호로 라벨화하여 플라스틱 물약병에 담으세요 (그림 1). 

2. 에탄올을 물약병에 채우세요 (그림 2). 

3. 나사캡으로 물약병을 봉하세요 (그림 3). 

4. 전체 샘플화된 것을 샘플 정보 (종 이름, 날짜, 채집 지역, 그리고 각 연어의 여타 

구체적인 정보; 그림 4)와 함께 라벨화된 비닐 봉지에 두세요. 

5. 상온에 셈플들을 보관하세요. 

    

   

 

 

 

 

 

 

  



초안 2017년 3월 23일 

7 
 

 

알코올식-대안방식: 도수가 높은 알코올 병안에 다량의 샘플 (예: 보드카) 

1. 도수가 높은 알코올이 들어난 병(예, 보드카)안에 절단한 배 지느러미 부분을 담그세요 

(그림 1, 2). 

2. 병 뚜껑을 닫으세요 (그림 3). 

3. 샘플 정보 (종 이름, 날짜, 그리고 채집 지역; 그림 4)와 함께 병에 라벨링을 하세요. 

4. 상온에 샘플들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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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식-선호방식:건조팩과 함께 공기가 차단된 케이스안에 흡수지에 부착 

1. 개별 조직을 샘플링 격자무늬의 흡수지 위의 번호가 적혀진 사각구역안에 두세요 

(그림 1).  

2. 조직 샘플을 종이 위에 고정시키세요 (그림 2). 

3. 조직위에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소금을 뿌리세요 (그림 2). 

4. 각 카드의 상단 부분에 샘플 정보 (종 이름, 날짜, 채집 지역 그리고 각 연어의 여타 

구체적인 정보)를 적으세요. 

5. 샘플들이 건조팩을 바로 보도록 하여 공기가 차단된 케이스안에 샘플들을 두세요 

(그림 3, 4). 

6. 보관함을 단단히 봉하세요 (그림 5). 

7. 상온에 샘플들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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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식-대안방식: 일반 종이에 부착하여 건조하기 위해 보관장내 통풍될 수 있도록 두는 방식 

1. 조직을 종이 위에 두세요 (그림 1). 

2. 조직 아래에 샘플 번호를 적으세요 (그림 2). 

3. 조직 위에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소금을 부으세요 (그림 3). 

4. 테이프 또는 스탬플을 이용하여 조직을 종이 위에 부착하세요( 그림 4, 5). 

5. 종이를 완전히 마를 때까지 따뜻한 통풍로 (50도 이하) 위에 두세요 (그림 6). 

6. 종이 위에 수집된 정보(종 이름, 날짜, 채집 지역 그리고 각 연어의 여타 구체적인 

정보)를 적으세요. 

7. 건조가 되면 샘플들과 수집정보를 서늘한 곳 (상자, 비닐봉지, 공기가 차단된 상자)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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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샘플분석을 위한 각국의 연락관 정보  

연어 계군 분석을 위한 샘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단한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DNA 

분석을 위해 아래 워킹그룹 회원들 중 한분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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