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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류의 초기생활사에 관한 연구는 어란의 특성을 비롯한 난 
발생, 자·치어기 등의 성장과정을 거치며 종에 따른 고유한 형
질들과 발달 과정, 성장률 등의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어류 자
치어의 분류는 체형, 흑색소포 분포, 지느러미 형태 및 지느러미
와 척추골의 계수 등에 의해 구별될 수 있으며 종 및 속간 형태
적 유사성을 띄는 경우, 수직, 수평, 계절적 분포 및 성어의 산란
기 등을 고려하여 유의한 형태분류가 수행될 수 있다(Russell, 
1976). 이에 따라 종의 이해와 더불어 분류학적, 생태학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Song and Choi, 2000), 
이를 기반으로 어족자원의 자원 평가, 가입량 변동 및 자원 보존 
등의 연구와 나아가 수산양식, 오염 등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 그 활용가치
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Miller and Kendall, 2009). 
돛양태과(Callionymidae) 어류는 전세계의 열대, 아열대 및 
온대 해역의 900 m 이하 수심의 저서생태계에 광범위하게 분포
하며(Nelson et al., 2016), 전세계적으로 20속 200종(Fricke et 
al., 2019; Froese and Pauly, 2019),  일본에 14속 37종(Nak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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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et fish (Callionymidae), living in benthic upper 900 m of all subtropical, tropical and temperate oceans, com-
prises 200 species in 20 genera worldwide, of which 18 species in 6 genera occur in Korea. Although dragonet fish 
plays an important role in linking between top predators and lower trophic levels, there are only few studies about 
their early life history. Herein, we present molecular and morphological data on larvae and juveniles of Bathycal-
lionymus kaianus (Günther, 1880) collected from the Korean waters. During 2016 to 2018, one preflexion larvae 
[2.69 in total length (TL)], three flexion larvae (3.65 and 4.77 mm TL), six postflexion larvae (6.07 and 7.94 mm 
TL), and three juveniles (10.81 and 12.26 mm TL) were collected in the East Sea, Korea Strait, and Jeju Island using 
Bongo net. Of them, 13 individuals were identified through molecular markers (COI or 16S rRNA) and morphologi-
cally described. The larvae of B. kaianus are well distinguished from other species of Callionymidae in melanophore 
distribution, body shape and development of preopercular spine. It was very similar to larvae of two Repomucenus 
species, R. valenciennei and R. virgis, but was clearly distinguished in melanophore distribution, preopercular spine 
development, and hea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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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내에 6속 18종(MABIK, 2018)이 보고되어 있다. 우
리나라에 서식하는 돛양태과 어류들은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는 않으나 우리나라 연안의 저층 생태계에서 단각류, 이매패류, 
갯지렁이류 등을 섭식하고(Huh and Baeck, 2003; Choi et al., 
2016) 황아귀, 홍어, 대구 등 주요 상업종의 먹이생물로 이용
되어(Baeck and Huh, 2003; Baeck et al., 2007; Jeong et al., 
2015) 최상위 포식자와 하위 영양단계의 생물을 연결하는 중요
한 역할을 한다(Huh et al., 2013).  
지금까지 돛양태과 어류 성어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분
류(Lee and Kim, 1993), 식성(Huh and Baeck, 2003; Choi et 
al., 2016), 생식주기 및 산란생태(Baeck and Huh, 2004) 등이 
있으나, 자치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국외의 
경우, 날돛양태(Eda et al., 1994a), 동갈양태 및 실양태(Eda et 
al., 1994b), 춤양태(Gonzales et al., 1996), Callionymus enne-
actis (Eda et al., 1996)의 성장에 따른 자치어의 형태발달 연구,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에 출현한 C. pauciradiatus 및 C. bairdi 
자치어의 계절변동 및 형태연구(Olney and Sedberry, 1983), 영
국 해협 Plymouth 연안에 출현한 C. reticulatus, C. lyra 및 C. 
maculatus 난·자치어의 종별 형태비교, 계절변동, 식성에 관한 
연구(Russell, 1976) 등 다수의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자어기에 분류형질로 널리 사용되는 흑색소포
(Neira et al., 1998; Leis and Carson-Ewart, 2000)는 돛양태과 
자어의 경우 종간 유사성으로(Okiyama, 2014) 적용이 쉽지 않
은 실정이고, 성어기에는 새개부에 나 있는 1개의 휘어진 가시
가 종에 따라 그 모양이 제각기 달라 유용한 분류 형질로 사용
된다(Nakabo, 2013). 이처럼 돛양태과 자어를 형태적으로 동정
하기 어려운 경우, mitochondria DNA 영역의 16S ribosomal 
RNA, cytochrome b,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COI) 
등을 이용하면 종 수준까지 동정이 가능하다(Aranishi et al., 
2005; Pegg et al., 2006; Vandersea et al., 2008; Hubert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채집된 돛양
태과 자치어 1종을 대상으로 분자 마커를 이용하여 종 수준까지 
동정한 후 이들의 형태 특징을 상세히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채 집

본 연구에서 채집된 자치어는 2016년 6월에서 2018년 11월
에 걸쳐 우리나라 남해, 동해 및 제주연안에서 봉고네트(망구 
80 cm, 망목 550 μm)를 사용한 경사인망으로 채집하였다(Fig. 
1). 채집된 자치어는 채집 즉시 10% 포르말린에서 1시간 고정 
후 99% 알코올로 치환하여 보관하였으며, 이후 부경대학교 어
류학실험실로 운반하여 정밀 분석을 수행하였다. 관찰표본은 
부경대학교 어류학실험실 어류플랑크톤표본실(Pukyung Na-
tional University, Ichthyoplankton Laboratory, PKUI)에 등록 
및 보관하였다(PKUI 691-703).

형태분석

자치어의 외부형태는 입체현미경(SZH-16, Olympus,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자치어의 종 동정, 계수 및 계측
과 용어는 Okiyama (2014)와 Eda et al. (1994a)를 따랐으며, 계
수형질 4개, 계측형질 11개 등 총 15개 형태 형질을 측정 및 계
수하였다. 척색말단 굴곡에 따른 발달단계는 Eda et al. (1994a, 
1996)을 따랐다. 몸의 각 부위는 Mosaic 2.0 (Fuzhou Tucsen 
phoyonics, Fuzhou, China)을 이용하여 0.01 mm 단위까지 측
정하였다. 측정된 측정값은 체장(standard length, SL) 또는 척
색장(notochord length, NL)과 두장(head length, HL)에 대한 
비율값(%)으로 변환하여 나타내었다.

분자분석

Genomic DNA는 자치어의 눈에서 Chelex 100 resin (Bio-
rad, Hercules, California, USA) 또는 DNA extraction kit (Bi-
oneer,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Chelex 100 
resin을 사용한 genomic DNA 추출의 경우, 10% Chelex 100 
resin 150 μL에 알코올을 제거한 눈 조직을 넣고 thermal cycler 
(Bio- Rad T-100, Hercules, California, USA)를 사용하여 60°C
에서 20분, 99°C 25분동안 두었다. Genomic DNA extraction 
kit를 사용한 genomic DNA 추출은 제조사의 protocol을 따라 

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area of deepwater dragonet 
Bathycallionymus kaianus larv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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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genomic DNA는 실험 
전까지 4°C에서 보관하였다.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은 mito-

chondria DNA 16s ribosomal RNA (16s rRNA)영역을 대상으
로 진행하였으며, 16s rRNA 영역에서 증폭되지 않은 시료를 대
상으로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COI) 영역에서의 추
가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primer는 Ward et al. (2005)의 
VF2 (5′-TCA ACC AAC CAC AAA GAC ATT GGC AC-3′)
와 Fish R2 (5′-ACT TCA GGG TGA CC G AAG AAT CAG 
AA-3′), Palumbi (1996)의 16Sar (5’-CGC CTG TTT ATC 
AAA AAC AT-3’), 16Sbr (5’-CCG GTC TGA ACT CAG 

Fig. 2. Voucher specimen of deepwater dragonet Bathycallionymus 
kaianus (Günther, 1880); PKU 7927, southern sea (33°50'17.14"N, 
127°47'4.72"E), 2012.10.21, bottom tra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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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eighbor-joining (NJ) tree showing the phylogenetic relationships of species of family Callionymidae including Bathycallionymus 
kaianus based on mitochondrial DNA 16S ribosomal RNA (16S rRNA; A) and cytochrome oxidase subunit I (COI; B). The numbers above 
each branch are bootstrap values based on 1000 replications. Scale bar indicates genetic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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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AGG T-3’)를 사용하였다. 10X PCR buffer 2.5 μL, 2.5 
mM dNTP 2 μL, forward and reverse primer 각 1 μL, TaKaRa 
EX-Taq polymerase 0.2 μL (Ta KaRa Bio Inc., Shiga, Japan)
을 혼합한 혼합물에 genomic DNA 3 μL을 첨가한 후, 초순수를 
넣어 총 volume을 20 μL로 맞추고 thermal cycler T-100 (Bio-
Rad)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PCR 프로토콜을 실행하
였다. 

1) 16s rRNA: Initial denaturation 95°C 11분; PCR reaction 
40cycles (denaturation 94°C 1분, annealing 58°C 1분, exten-
sion 72°C 1분); final extension 72°C 5분. 1차 반응에서 증폭이 
되지 않은 경우 annealing 온도를 54°C로 변경하여 재실험을 진
행하였다. 2) COI: Initial denaturation 95°C 5분; PCR reaction 
35cycles (denaturation 95°C 1분, annealing 52°C 1분, exten-
sion 72°C 1분); final extension 72°C 5분. DNA sequencing은 

ABI 3730XL sequencer (Applied Biosystems Inc., Waltham, 
Massachusetts, USA)에서 ABI bigdye terminator cycle se-
quencing ready reaction kit v3.1 (Applied Biosystems Inc., 
Waltham, Massachusetts, USA)을 이용하여 얻었다. 
분석된 염기서열의 정렬은 BioEdit version 7 (Hall, 1999)의 

Cluster W multiple alignment (Thompson et al., 1994)를 이
용하여 정렬하였다. 유전거리는 Mega X (Kumar et al., 2018)
를 이용하여 pairwise distance를 Kimura-2-parameter모델
(Kimura, 1980)로 계산하였다. 근린결합수(Neighbor joining 
tree)는 Mega X (Kumar et al., 2018)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bootstrap는 1,000번 수행하였다. 얻어진 염기서열을 비교하기 
위하여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에 등록되어 있는 돛양태과 어류 7종(남방돛양태, KF265033, 
KF266849; Bathycallionymus formosanus, KY371209; 

Table 1. Measurements of larvae and juvenile of deepwater dragonet Bathycallionymus kaianus

Preflexion larvae Flexion larvae Postflexion larvae Juvenile
Number of specimens 1 2 6 3
Total Length (TL, mm) 2.69 3.65-4.77 6.07-7.94 10.81-12.26
Standard Length (SL, mm) 2.66 2.78-3.78 4.75-6.26 8.60-9.77

Preanus length / SL (%) 51.13 61.78-62.09
(61.94)

59.23-62.24
(60.41)

52.42-61.08
(57.08)

Head length / SL (%) 24.36 32.88-34.72
(33.80)

35.04-41.35
(38.48)

37.70-40.46
(38.75)

Body depth / SL (%) 29.85 34.66-40.70
(37.68)

29.08-34.53
(31.94)

22.70-33.55
(28.93)

Prepectoral fin length / SL (%) 26.17 37.57-37.93
(37.75)

35.38-45.08
(42.24)

39.31-41.75
(40.18)

Snout length / HL (%) 28.70 14.09-21.66
(17.88)

13.96-18.80
(15.89)

14.34-17.34
(15.96)

Eye diameter / HL (%) 37.35 37.92-40.31
(39.12)

33.81-41.60
(36.87)

33.74-35.07
(34.44)

HL, head length.

Table 2. Preopercular spine, nostril and fin ray development of larvae and juvenile of deepwater dragonet Bathycallionymus kaianus 
Preflexion larvae Flexion larvae Postflexion larvae Juvenile

Number of specimens 1 1 1 6 1 2
Total length (TL, mm) 2.69 3.65 4.77 6.07-7.94 10.81 12.24-12.26
Preopercular spine - - - Present (unbranched) Present (unbranched) Present (branched)
Nostril - 1 pair 1 pair 1 pair 1 pair 1 pair 
Fin rays

Pectoral fin - - - - 18 18
Pelvic fin - - - I,4 I,5 I,5
Dorsal fin - Bud Bud III-9 IV-9 IV-9
Anal fin - Bud Bud 9 9 9
Caudal fin - Bud 10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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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hycallionymus sokonumeri, KY371213; 네점알롱양태, 
MK657511, DQ532968; 도화양태, AP006027; Calliony-
mus maculatus, KJ204760, KJ128721; Callionymus lyra, 
KJ128720)의 염기서열을 이용하였고, NCBI 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종의 염기서열은 부경대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성어 
확증 표본의 염기서열을 이용하였다(남방돛양태, PKU 7927, 
Fig. 2; 도화양태, PKU 7824, 7825; 실양태, PKU 7437; 망토돛
양태, PKU 7840; 돛양태, PKU 8405; 꽃돛양태, PKU 12724).

결   과

분자동정

미토콘드리아 DNA 16S rRNA 영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PCR 
결과, 자치어 총 8개체의 약 510 bp 영역이 증폭되어 NCBI에 
등록하였고(NCBI 등록번호, MN795469-795476) 남방돛양
태 성어 확증표본의 염기서열(PKU 7927; MN795477)과 비교
했을 때 잘 일치하였다(K2P genetic distance, d =0.000-0.006; 
Fig. 3A). 한편, 동정된 자치어 8개체는 다른 돛양태과 어류와 
뚜렷한 유전거리를 보이며 잘 구별되었다: 돛양태(d =0.110-
0.112), 꽃돛양태(d =0.105-0.110), 도화양태(d =0.158-0.164), 
네점알롱양태(d =0.259-0.262), Repomucenus calcaratus (d = 
0.138), Callionymus maculatus (d =0.222-0.228), Calliony-
mus lyra (d =0.237).
미토콘드리아 DNA COI 영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PCR 결과, 
자치어 총 5개체 약 530bp 영역이 증폭되어 NCBI에 등록하였
고(NCBI 등록번호, MN794191-794195) 남방돛양태 성어 확
증표본(PKU 7927; MN794196) 및 NCBI에 등록된 남방돛양
태의 염기서열과 거의 일치하였다(d =0.000-0.011; Fig. 3B). 
한편, 동정된 자치어 5개체는 다른 돛양태과 어류와 뚜렷한 유
전거리를 보이며 잘 구별되었다: 도화양태(d =0.212-0.215), 
실양태(d =0.222-0.227), 망토돛양태(d =0.262-0.271), 네점알
롱양태(d =0.212-0.215), Callionymus maculatus (d =0.260-
0.266), Bathycallionymus formosanus (d =0.137-0.144), Bathy-
callionymus sokonumeri (d =0.134-0.141).

형태기재 

남방돛양태 자치어의 계측 및 형태발달에 따른 특징은 Table 
1 및 Table 2와 Fig. 4에 나타내었다. 분자동정 된 중기자어 3개
체 중 1개체(PKUI 701; MN 794193)는 어체에 손상이 있어 형
태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기자어(2.69 mm TL; Fig. 4A)는 척
색말단의 굴곡이 시작되지 않았으며, 항문은 몸의 중앙에 위치
하였다. 몸은 뒤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주둥이의 앞 끝의 끝은 눈
의 중앙 높이에 위치하였다. 등지느러미는 두정부 바로 위에서 
시작되며, 뒷지느러미는 항문 바로 뒤에서 시작하였다. 눈 바로 
뒤에 이포가 관찰되었으며, 콧구멍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
다. 중기자어(3.65-4.77 mm TL; Fig. 4B, 4C)에선 척색말단의 

굴곡이 시작되며 등, 뒷지느러미 담기골 및 꼬리지느러미의 형
성이 시작되었다. 등지느러미 기점은 가슴지느러미 기저부와 

Fig. 4. Larval development of Bathycallionymus kaianus. A, Pre-
flexion larva (2.69 mm TL; PKUI 702); B, Flexion larva (3.65 mm 
TL; PKUI 700); C, Flexion larva (4.77 mm TL; PKUI 703); D, 
Postflexion larva (6.07 mm TL; PKUI 692); E, Juvenile (10.81 
mm TL; PKUI 697); F, Juvenile (12.26 mm TL; PKUI 698). Bars 
indicate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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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같은 위치에서 시작되며 뒷지느러미는 항문 바로 뒤에서 
시작하였다. 배지느러미의 형성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전기자
어에 비해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몸은 뒤로 갈수록 급격히 
가늘어졌다. 항문은 몸의 중앙보다 약간 뒤에 위치하며 눈 바로 
앞에 작은 한 쌍의 콧구멍이 관찰되었다. 후기자어(6.07-7.94 
mm TL; Fig. 4D)에서 척색말단의 굴곡이 완료되며, 제 1등지
느러미 및 배지느러미 줄기의 형성이 시작되었다. 한 쌍의 콧구
멍이 관찰되며 새개부에는 전새개부 극의 형성이 시작되었다. 
치어(10.81-12.26 mm TL; Fig. 4E, 4F) 시기에는 모든 지느러
미 줄기가 정수에 도달하며, 제 1등지느러미 및 배지느러미의 
형성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머리는 점점 납작해지며, 눈은 동

그란 형태에서 타원형으로 변하며 머리의 등쪽으로 돌출되기 
시작하였다. 전새개부 극의 형태가 현저히 날카로워지며 추가
적인 극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 쌍의 콧구멍이 관찰되었다. 
성장에 따른 계측값을 체장 및 두장에 대한 비율로 나타냈을 때, 
항문전장, 체고, 가슴지느러미 앞 길이, 두장, 안경 및 주둥이 길
이 모두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5).
흑색소포 분포

남방돛양태의 각 발달단계별 흑색소포 분포를 관찰하였을 때, 
전기자어(Fig. 4A)는 두정부, 눈 바로 앞, 아래턱에 작은 별모
양의 흑색소포가 조밀하게 분포하였으며 복강 상, 하부에 매우 

Fig. 5. Relative growth of various body part of larvae and juvenile of Bathycallionymus kai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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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밀하게 분포하였다. 척색의 중앙을 따라 일렬의 흑색소포군
이 존재하며 체측의 등과 배쪽에도 흑색소포가 조밀하게 분포
하였다. 막지느러미에는 항문 뒤쪽을 따라 흑색소포가 관찰되
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중기자어(Fig. 4B, 
4C) 시기에는 눈 앞 및 복강의 흑색소포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
하며 체측의 흑색소포 분포가 더 넓어져 몸 전체에 산발적으로 
분포하였다. 흑색소포는 점점 큰 별모양으로 변하였으며 아래
턱의 흑색소포는 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후기자어(Fig. 4D)에 들어서면서 복강하부의 흑색소포
는 거의 사라지게 되어 관찰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체측의 흑색
소포 분포가 더 조밀하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둥이 끝과 
두정부에는 흑색소포가 조밀하게 분포하였으나 아래턱에는 거
의 관찰되지 않았다. 뒷지느러미의 기저부분을 따라 일련의 흑
색소포군의 형성이 관찰되었다. 치어(Fig. 4E, 4F)시기에는 흑
색소포의 크기가 커지며 눈 바로 뒤, 밑에 흑색소포의 형성이 관
찰되었다. 개체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복강을 제외한 몸 전체에 
크고 작은 흑색소포의 형성이 시작되어 매우 조밀하게 분포하
기 시작하였으며, 체측에는 다수의 흑색소포군이 나타나 무늬
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뒷지느러미 기저부를 따라 흑색소포
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등지느러미 2번째 극조 뒤로 매우 
조밀한 흑색소포군이 관찰되었다.
지느러미 형성

전기자어(Fig. 4A)는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연결된 막
지느러미의 형태를 보였으며 담기골의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
다. 가슴지느러미는 부채꼴 모양으로 크기는 작으며 항문에 도
달하지 않았다. 중기자어(Fig. 4B, 4C)에서 담기골의 형성이 관
찰되기 시작하며 제 2등지느러미 및 뒷지느러미의 앞부분에서
부터 담기골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척색말단의 굴곡이 시작
됨에 따라 꼬리지느러미의 형성이 시작되며 가장 먼저 줄기의 
형성이 완료되었다. 가슴지느러미의 줄기는 형성되지 않으며 
부채꼴 모양의 막지느러미를 가진다. 후기자어(Fig. 4D)는 제 
1등지느러미 및 배지느러미의 형성이 시작되고 줄기가 형성되
는 것이 관찰되었다. 제 2등지느러미 및 뒷지느러미의 줄기가 
완성되며 그 수가 정수에 도달하였다(Table 2). 제 2등지느러미 
및 뒷지느러미 제일 마지막 연조는 2개로 분기하였다. 치어시
기(Fig. 4E, 4F)에는 모든 지느러미 줄기의 형성이 완료되며 각 
지느러미 기조수가 정수에 도달하였다(Table 2). 크기가 커질수
록 꼬리 및 배지느러미가 2 또는 3갈래로 분기되기 시작하였다. 
전새개부 극(Preopercular spine) 발달

전새개부 극의 발달은 중기자어까지 형성되지 않다가, 후기자
어에 이르러 형성이 시작되었다(Table 2, Fig. 4D). 치어시기에 
이르러 송곳모양으로 뚜렷하게 관찰되었다(Fig. 4E). 개체의 크
기가 커지면서 그 끝이 분기되어 기존 방향에 수직인 새로운 극
의 형성이 시작었으며(Fig. 4F), 치어시기의 전새개부 극의 형
태는 성어의 극의 형태와는 차이를 보였다.

고   찰

 본 연구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남, 동해 및 제주
도 주변 해역에서 채집된 돛양태과 자치어 1종에 대한 외부형
태 및 분자동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6S rRNA 및 COI 영
역에서 남방돛양태 성어의 염기서열과 잘 일치하였고, 같은 과
에 속한 다른 종들과 유의한 유전거리를 나타내어 최종적으로 
본 종을 남방돛양태로 동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면밀한 형태기
재를 수행하였다. 수행된 형태기재에 따른 자치어의 형태발달
은 Table 2와 Fig. 4에 나타내었다. 남방돛양태의 자치어는 같
은 과에 속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는 실양태(Repomucenus 
valenciennei), 망토돛양태(Repomucenus virgis)의 자치어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복강 하부의 흑색소포의 유무(흑
색소포가 거의 없음; 남방돛양태 vs. 매우 조밀하게 분포; 실양
태, 망토돛양태), 체측 흑색소포의 유무(두정부 앞까지 조밀하
게 분포; 남방돛양태 vs. 체측의 배쪽에 조밀하게 분포; 실양태, 
망토돛양태), 주둥이의 형태(아래로 경사지다; 남방돛양태 vs. 
위로 돌출되어있다; 실양태, 망토돛양태) 등에서 외부형태 차이
를 보여 잘 구별되었다(Eda et al., 1994b, 1996;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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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ostflexion larva of deepwater dragonet Bathycallionymus 
kaianus (A, 6.33 mm TL; PKUI 693), Valenciennes’ dragonet Re-
pomucenust valenciennei (B, 6.26 mm TL) and R. virgis (C, 7.40 
mm TL). Bars indicate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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