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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장어(Muraenesox cinereus)와 갈창갯장어(M. bagio)의 산란생태 비교
고은혜·권대현*·박정호·김영혜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Comparative Spawning Ecology of Daggertooth Pike Conger
Muraenesox cinereus and Common Pike Conger M. bagio in the South
Sea of Korea
Eun Hye Koh, Dae-Hyeon Kwon*, Jeong-Ho Park and Yeonghye Kim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Busan 46083, Korea

We examined the comparative spawning ecology of daggertooth pike conger Mureanesox cinereus and common pike
conger M. bagio in the South Sea of Korea from May 2018 to December 2019. In the South Sea of Korea, the mean
total length (TL) of M. cinereus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at of M. bagio. The sex ratios of both species were
skewed toward females. The spawning period of M. cinereus was from June to October, while the spawning period of
M. bagio was from August to October. The lengths at 50%, 75%, and 97.5% sexual maturity of M. cinereus females
were estimated as 54.6 cm, 60.4 cm, and 74.1 cm TL, respectively. It was not possible to estimate lengths at sexual
maturity for M. bagio in the South Sea of Korea due to the absence of immature stages.
Keywords: Muraenesox cinereus, Muraenesox bagio, Spawning ecology, Gonadosomatic index, Length at sexual
maturity

서

량(또는 자원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파
악하고 정확한 생태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어업관리가 필요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갯장어속의 생태 연구
는 모두 갯장어에 관한 연구이며, 두 종을 대상으로 생태를 비교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채집된 갯장어와 갈창
갯장어의 체장 조성, 성비, 생식소 발달단계 및 생식소숙도지수
의 월변화 등을 이용하여 산란생태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하
여 갯장어와 갈창갯장어의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자료 제
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론

뱀장어목(Order Anguilliformes) 갯장어과(Family Muraenesocidae) 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6속 15종(Fricke et al., 2019),
일본에 3속 4종(Nakabo, 2013)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2속
3종(Kim et al., 2005)이 출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중
갯장어속(Genus Muraenesox)에 속하는 갯장어(Muraenesox
cinereus)는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여름철 주 상업어종으로 이
용되고 있고 있다(Kim et al., 2001).
갯장어는 같은 속인 갈창갯장어(M. bagio)와 형태적으로 매
우 유사하나, 항문전측선공수와 항문전등지느러미연조수 등으
로 구분이 가능하다(Nakabo, 2013). 그러나 Koh et al. (2019)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갈창갯장어는 갯장
어와 혼획되고 있으며, 종의 구분 없이 모두 갯장어로 유통·판
매되고 있다.
갯장어의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은 1,255톤으로, 1970-80
년대의 1/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KOSIS, 2019). 이러한 어획

재료 및 방법
표본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우리나라 남해안
(33.25°-34.25°E, 126.75°-128.75°N)에서 대형외끌이기선저인
망으로 어획되어 부산공동어시장에 양륙된 갯장어를 크기별로
매달 구입한 것이다. 구입한 표본은 실험실로 운반하여 Nak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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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ze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daggertooth pike conger Muraenesox cinereus and the common pike conger M. bagio by sex in the
South Sea of Korea from May 2018 to December 2019.

(2013)에 따라 갯장어와 갈창갯장어를 구분하였으며, 표본의
전장(total length, TL; cm), 항문장(preanus, PaL; cm), 전중량
(total weight, TW; g), 생식소중량(gonad weight, GW; g)을 측
정하였다.
평균 전장(TL)과 항문장(PaL)은 t-test를 이용하여 암·수간 차
이를 검정하였다.
성비(sex ratio)는 전체 개체수에 대한 암컷과 수컷의 개체수
비로 계산하였으며, 성비 차이는 chi-square-test를 통해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암컷 생식소 숙도는 Cha et al. (2012)과 Koh et al. (2018)의
육안판별 방법을 기준으로 생식소의 외부 형태, 색조, 난의 투
명 상태와 분리 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생식소 발달단계는 미
숙(immature), 중숙(maturing), 성숙(mature), 완숙(ripe), 방후
(spent)의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월별로 그 비율을 구하였다.
월별 생식소숙도지수(gonadosomatic index, GSI)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GSI=GW/TW×100
성숙체장(TL)은 산란기로 추정되는 시기에 중숙 이상으로 성
숙한 개체가 해당 체급에 출현하는 비율로 구하였으며, sizeMat
package (Torrejon-Magallanes, 2017)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R program v3.6.1).

Y=1/(1+e-(A+B×TL))
여기서 TL은 전장(cm), Y는 성숙도이다. 50% 성숙체장(TL)
은 위의 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50
보다 엄격한 금지체장 설정을 위한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
해 개체군의 75%, 100%가 성숙하는 전장을 함께 추정하였다.
단,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 개수와 측정 오차의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100%에 근접하면서도 오차가 적은 것으로 분석
된 L97.5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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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thly changes in gonadal maturity stages of female daggertooth pike conger Muraenesox cinereus (A) and common pike
conger M. bagio (B) in the South Sea of Korea from May 2018 to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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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thly changes in gonadosomatic index (GSI) of female
daggertooth pike conger Muraenesox cinereus and common pike
conger M. bagio in the South Sea of Korea from May 2018 to December 2019. Vertical lines indicate the maximum and minimum
values.

수컷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χ2-test, P<0.05), 갈창갯
장어(1.0
전체 75개체)의 성비는 0.8 (♀):0.2 (♂)로 암컷이 수컷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1; χ2-test, P<0.05). 갯장어와
L =(Fig.
74.1cm
갈창갯장어 의 성비 불균형은 선행 연구결과들과 유사하였다
(Ueta, 2008; Koh et al., 2018; Otaki et al., 1954).
L = 60.4 cm
갯장어 암컷 생식소의
월별 발달단계 비율을 살펴보면, 미숙
개체는 10월, 중숙 개체는 11-12월, 성숙 개체는 1-4월, 완숙 이
상 개체는 6월, 방후 개체는 8월에 비율이 높았다(Fig. 2A). 반
0
L = 54.6 cm
면, 갈창갯장어 암컷 생식소의
월별 발달단계 비율을 살펴보면,
미숙 개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숙 개체는 비교적 연중 높게
나타났고, 성숙 개체는 3월, 완숙 개체는 8월, 방후 개체는 9월
에 비율이 높았다(Fig. 2B).
암컷 갯장어 생식소숙도지수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6월에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10월에 가장 낮았다(Fig. 3). 반
0.0
면, 암컷0갈창갯장어
평균값은200
50 생식소숙도지수의
100
150
8월에 가장250높
고 10월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Fig. 3). 따라서 생식소의 발달단
Total length (cm)
계와 생식도숙도지수의 월별 변화로부터 추정된 갯장어의 산
란기는 6-10월, 주 산란기는 6-8월이며, 갈창갯장어의 산란기
는 8-10월, 주 산란기는 8-9월로 나타나 두 종간 차이를 보였다.
갯장어의 산란기를 해역별로 살펴본 결과, 동중국해 북부해역
에 출현하는 갯장어는 7-9월(Ji et al., 2015), 일본 도쿠시마현
에 출현하는 갯장어는 8-9월(Ueta, 2008), 우리나라 마라도 근
해에 출현하는 갯장어는 6-7월(Kang et al., 1998), 우리나라 제
주도와 여수 주변해역에 출현하는 갯장어는 4-9월(Cha et al.,
2012)이 산란기라고 알려져 있다. 갯장어의 산란기는 채집해역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수온이 높은 여름철로 추정
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Otaki et al.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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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urity ogives of female daggertooth pike conger Muraenes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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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중국해에 출현하는 갈창갯장어의 생
식소숙도지수는 4-5월에 4.4-5.9 범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
숙한 암컷은 6월에만 출현한 것을 근거로 갈창갯장어의 산란기
를 4-6월로 추정하였으나, 개체수의 부족으로 추가 조사가 필
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5-7월 자료의 부
재로 정확한 비교는 어려웠으나 생식소숙도지수의 최고값은 8
월에 10.8로 나타났으며, 완숙개체의 비율 역시 8월에 가장 높
게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갈창갯장
어의 정확한 생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추정된 갯장어의 암컷 50%, 75%, 97.5% 성숙전
장은 각각 전장 54.6 cm, 60.4 cm, 74.1 cm로 추정되었다(Fig.
4). 갈창갯장어의 경우 미숙개체가 출현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큰 전장군에만 집중 되어있어 정확한 성숙체장(TL)을 추정할
수 없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갯장어의 50% 성숙체장(TL)이
각각 70.6 cm (Kang et al., 1998), 55.5 cm (Cha et al., 2012),
63.5 cm (Koh et al., 2018)로 추정하여 연구자간 차이를 보였으
나, 이는 채집시기와 해역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갯장어의 성숙체장(TL)은 50% 기준으로만 보고하
였으나(Kang et al., 1998; Cha et al., 2012; Koh et al., 2018),
일반적으로 어류의 성숙체장(TL)은 자원량 변화에 따른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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