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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거북복과(Ostraciidae) 어류에는 8속 25종이 
알려져 있고(Nelson, 2016), 국내에는 3속 7종이 보고되어 있
다(NIBR, 2011; Kim et al, 2016). 국내 보고된 거북복과 어
류 중 육각복 Kentrocapros aculeatus (Houttuyn, 1782)은 상위
분류군의 위치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일부 학자는 육각복을 
거북복과에 포함시키는 반면(Winterbottom and Tyler, 1983; 
Klassen, 1995; Allen et al., 2006; Nelson, 2006), 일부 학자는 
Aracanidae에 포함시켰다(Winterbottom, 1974; Tyler; 1980; 
Matsuura, 1982, 2001). 하지만 최근 복어목의 분자계통연구 
결과(Santini et al., 2013)에 따라, 거북복과 어류와 Aracanidae
는 명확히 분리되며, 육각복속(Kentrocapros) 어류는 기존의 
거북복과에서 Aracanidae로 재배치되었다(Hayashi and Hagi-
wara, 2013; Matsuura, 2015; Nelson et al., 2016; Froese and 
Pauly, 2017). Aracanidae는 전 세계적으로 6속 13종이 보고되
어 있으며(Matsuura, 2015), 열대 및 온대해역의 200 m 이상
의 깊은 수심의 암초나 모래지역에 서식한다(Matsuura, 2001). 
또한, Aracanidae는 형태적으로 꼬리자루에 작은 골판들이 흩

어져 있고 9개 이상의 꼬리지느러미 줄기를 가진다(Matsuura, 
2001). Aracanidae에 속하는 육각복속(Kentrocapros) 어류는 
형태적으로 골판에 6개의 융기선이 발달하여 몸의 횡단면이 육
각 형태를 나타낸다(Matsubara, 1955; Matsuura, 2015). 이 연
구는 한국 전 해역의 해양어류 표본조사를 수행하던 중 2017년 
2월 28일 제주도 북동해역에서 조업중인 건척망 어획물 속에서 
Kentrocapros flavofasciatus 1개체가 처음 확인되어 이 종의 형
태적 특징을 상세히 기술하고 새로운 국명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2017년 2월 28일 제주도 북동해역
(수심 100 m)에서 고등어 건척망(경진 101호, 최대 가능 어획 
수심대는 200-300 m)으로 어획된 후 자갈치 위판장으로 운반
되어 위판 중인 어획물 속에서 채집하였다. 채집 후 어체 표본은 
빙장상태로 실험실로 운반하여 Hayashi and Hagiwara (2013)
에 따라 동정하였다. 계수 및 계측은 Hubbs and Lagler (1958)
와 Matsuura and Yamakawa (1982)의 방법을 따랐으며, 여기
서 꼬리길이(tail length)는 골판의 옆줄 융기선의 후단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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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지느러미 기저 중앙부까지의 거리, 꼬리높이(tail depth)는 
등지느러미 기저 후단부와 뒷지느러미 기저 후단부 사이의 거
리로 정의된다(Matsuura and Yamakawa, 1982). 지느러미 줄
기는 Tyler (1963)의 방법에 따라 분지된 줄기와 분지되지 않
은 줄기를 구분하지 않고 계수하였으며, 골판의 명칭은 Tyler 
(1980)을 따랐다. 측정이 끝난 표본은 부경대학교(Pukyong 
National University, PKU) 어류학실험실 표본실에 등록, 보관
하였다.

결과 및 고찰

Family Aracanidae 
(New Korean name: Yug-gak-bok-gwa)

육각복과(Aracanidae) 어류는 전 세계에 6속 13종이 보고되
어 있으며(Matsuura, 2015), 인도-태평양 해역의 200 m 이상
의 깊은 수심에 주로 서식한다(Matsuura, 2001). 육각복과 어류
는 거북복과 內 Aracaninae로 간주되어 오다가 최근 독립된 과
(family)로 인정받고 있다(Matsuura, 2015; Nelson et al., 2016; 
Froese and Pauly, 2017). 이 과 어류의 형태적 특징은 꼬리자루
에 분리된 작은 여러 개의 골판과, 9개 이상의 꼬리지느러미 줄
기를 가진다(Matsuura, 2001). 

Kentrocapros flavofasciatus (Kamohara, 1938)
(New Korea name: Hwang-Jul-yug-gak-bok)

Aracana flavofasciata Kamohara, 1938: 44 (type locality: 
Kochi, Japan)

Kentrocapros flavofasciatus: Matsubara, 1955: 1006 (Japan); 
Kamohara, 1961: 6 (Japan); Matsuura and Yamakawa, 1982: 

31 (Japan and East China Sea); Matsuura and Tyler, 1997: 195 
(New Caledonia); Ikeda, 2003: 2 (Japan); Matsuura, 2006: 
273 (Australia); Hayashi and Hagiwara, 2013: 1722 (Japan); 
Matsuura, 2015: 86 (Japan).

관찰표본 

표본번호는 PKU 60185, 개체수는 1개체, 체장은 145.9 mm, 
채집지역은 제주도 북동해역(129°16’E, 33°34’N) 수심 약 100 
m, 채집시기는 2017년 2월 28일, 채집자는 김경무, 이우준, 사
용 어구는 건척망(선망).

기재 

등지느러미 줄기수 11개, 뒷지느러미 줄기수 10개, 가슴지느
러미 줄기수 12개, 꼬리지느러미 줄기수 11개를 가진다(Table 
1). 몸의 단면은 육각형으로, 눈은 크고 머리와 주둥이가 짧다. 
입은 작고 아래를 향해 있으며, 입술은 두껍고, 주름이 있다. 양
턱에는 8개의 작은 앞니 모양(incisiform)의 끝이 뭉툭하게 뾰족
한 이빨이 1열로 나 있다. 2개의 콧구멍은 눈 바로 앞쪽에 위치
한다. 새공은 가늘고 비스듬히 찢어져 있는데 눈의 뒷가장자리 
아래에서 시작하여 눈의 중앙 아래에서 끝난다. 눈, 입술, 꼬리
자루, 가슴지느러미, 등지느러미 및 뒷지느러미 기저부, 항문 주
위를 제외하면 몸은 딱딱한 골판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 골판의 
등쪽, 옆쪽, 배쪽에 6개의 융기선이 발달해 있으며, 등쪽 융기선
은 콧구멍 아래에서 시작하여 눈의 위쪽 가장자리를 지나 등지
느러미 기저부의 중간까지 뻗어 있으며, 옆쪽 융기선은 가슴지
느러미 끝 부분에서 시작하여 골판의 후방까지 뻗어 있다. 배쪽 
융기선은 콧구멍 아래에서 시작하여 골판의 끝까지 뻗어 있다. 
골판의 모든 융기선에는 가시돌기가 발달하지 않는다. 꼬리자

Fig. 1. Kentrocapros flavofasciatus (Kamohara, 1938), PKU 60185, 145.9 mm standard length, Jeju ls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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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의 등쪽과 배쪽에는 작은 골판들이 모여 꼬리지느러미 앞까
지 연장되어 있으며, 꼬리자루의 옆쪽에는 골판과 독립된 여러 
개의 작은 골판들이 흩어져 있다(Fig. 2). 등지느러미와 뒷지느
러미는 약간 둥근 형태로 등지느러미 시작점은 뒷지느러미 시
작점보다 약간 앞쪽에 위치한다.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첫 번째 줄기는 분지되어 있지 않다. 가슴지느러미의 첫 번째 줄
기는 매우 짧으며 두 번째 줄기의 1/6 정도이다. 꼬리지느러미
는 둥근 형태로 가장 위쪽과 아래쪽 줄기만 분지되어 있지 않다.

체색 

신선한 상태에서 등쪽은 밝은 노란색 바탕에 어두운 점들이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며 등쪽 융기선과 옆쪽 융기선 사이에는 
진한 회색을 띤다. 옆쪽 융기선에서 배쪽 융기선까지는 옅은 노
랑색을, 배쪽은 흰색을 띤다. 등쪽 및 옆쪽 융기선을 따라 비교
적 선명한 노랑색 줄무늬가 나타난다. 꼬리자루는 짙은 갈색을 
띠고, 배쪽 골판은 희다. 모든 지느러미는 옅은 황색을 띤다. 포
르말린 고정 후 등쪽은 옅은 회색, 등쪽 융기선과 옆쪽 융기선 
사이는 암갈색, 옆쪽 융기선에서 배쪽 융기선까지는 진한 회색, 
배쪽은 흰색을 띠며, 모든 지느러미는 고정 후 투명해진다.

분포 

한국 제주도(이 연구), 일본(Hayashi and Hagiwara, 2013), 남
중국해(Matsuura and Yamakawa, 1982), 뉴칼레도니아(Mat-
suura and Tyler, 1997), 호주(Matsuura, 2006) 등지의 80-360 
m의 깊은 수심대에 서식한다(Froese and Pauly, 2017).

비고

한국 제주도에서 채집된 1개체는 몸 대부분이 골판으로 덮여 
있으며, 꼬리자루에는 작은 독립된 골판들이 있고, 꼬리지느러
미 줄기가 9개 이상인 점에서 Matsuura (2001)가 제시한 육각
복과(Aracanidae) 어류의 특징과 잘 일치하였다. 또한, 골판에 
6개의 융기선이 있는 점, 융기선 끝에 가시돌기가 없는 점에서 
Kentrocapros flavofasciatus으로 동정하였다. 나아가 몸의 등
쪽과 옆쪽 융기선을 따라 황색 줄무늬를 가지는 점에서 이 종
의 국명을 황줄육각복으로 신칭하였다. 이 표본의 형태적 특징
은 Matsuura and Yamkawa (1982)가 기록한 신기준표본(neo-

Table 1. Comparison of the morphological characters of Kentro-
capros flavofasciatus

Morphological character Present 
study

Matsuura and  
Yamakawa (1982) 1

Number of specimens 1 6
Total length (TL, mm) 173.9 -
Standard length (SL, mm) 145.9 93.2-128.3
Counts

Dorsal fin rays 11 9-11
Anal fin rays 10 10
Pectoral fin rays 12 12
Caudal fin rays 11 10-11

Measurement (in SL)
Head length 3.29 2.96-3.37
Snout length 4.1 3.86-4.47
Body depth 2.32 2.20-2.44
Body width 3.45 3.59-4.41
Predorsal length 1.39 1.27-1.44
Preanal length 1.59 1.28-1.40

Measurement (in head length)
  Dorsal fin length 2.72 2.98-3.31

Anal fin length 3.14 3.37-4.01
Eye diameter 2.26 1.34-2.25
Inter orbital width 2.02 1.94-2.39
Gill opening length 4.03 3.31-4.13
Length of eye to gill opening 4.03 3.67-4.24
Dorsal fin height 1.77 1.75-2.10
Anal fin height 1.85 1.61-2.21
Pectoral fin length 1.64 1.45-1.72
Caudal fin length 1.5 1.39-1.54
Caudal peduncle length 1.19 1.31-1.60
Caudal peduncle depth 3.6 3.42-3.98
Tail length 1.26 1.15-1.46
Tail depth 1.26 1.20-1.54

1includes neotype and five non-type specimens.

Fig. 2. Diagram showing the isolated bony plates on caudal pe-
duncle of Kentrocapros flavofasci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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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의 기재와 대부분 일치하였지만, 등지느러미 기저부의 길
이와 뒷지느러미 기저부의 길이, 꼬리자루 길이에서 약간의 차
이를 보였다(Table 1). 이것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체
장이 145.9 mm인 반면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최대 체
장이 128.3 mm으로 지역간 변이 보다는 성장에 따른 차이가 
아닌가 사료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표본
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황줄육각복은 육
각복(K. aculeatus)과 닮아 있지만, 융기부의 가시돌기의 유무(
육각복은 있음, 황줄육각복은 없음)에서 잘 구분된다. 또한 황
줄육각복과 가장 닮은 Kentrocapros rosapinto와는 새공의 앞
쪽 끝이 눈의 중앙 아래에 도달하지 못하는 반면, 황줄육각복
은 눈의 중앙 아래에 도달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Matsuura 
and Yamakawa, 1982). 과거 육각복과 어류는 거북복과 어류
와 잘 구분되는 별개의 과로 인정 받거나(Winterbottom, 1974; 
Tyler, 1980; Matsuura, 1982; 2001), 거북복과(Ostraciidae) 
內 Aracaninae로 간주되었다(Winterbottom and Tyler, 1983; 
Klassen, 1995; Allen et al., 2006; Nelson, 2006). 그러나 최근 
복어목의 화석과 골격 연구(Santini and Tyler, 2003) 및 분자계
통 연구결과(Santini et al., 2013)에 따라 2개 과가 명확히 구분
되는 단계통군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처음 보고
하는 Kentrocapros flavofasciatus의 신국명으로 “황줄육각복”, 
본종의 상위분류군인 Aracanidae의 신국명으로 “육각복과”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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