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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연안에 출현하는 참문어(Octopus vulgaris)의 성숙과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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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turity and spawning of the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were studied using 317 samples collected
monthly from January to December of 2020 from the coastal waters of Yeosu, Korea. The mantle length (ML) of O.
vulgaris ranged from 5.1 to 19.7 cm and body weight (BW) ranged from 117.6 to 3,645.4 g. We analyzed monthly
changes in sex ratio, gonadosomatic index (GSI), histological maturity stage, and body weight at 50%, 75% and
97.5% group maturity. The sex ratio was 1:1.02, which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that expected.
Based on histological observation of the gonad development and gonadosomatic index, the spawning periods lasted
throughout the year, with peak spawning periods estimated from March to April and July to August. The percentages
of sexually mature females estimated using a logistic equation were over 50% at 554.46 g BW, 75% at 1,134.38 g
BW and 97.5% at 2,474.22 g BW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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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참문어와 대문어(Enteroctopus dofleini)
를 대상으로 한 포획 금지기간과 포획 금지체중을 설정하는 자
원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어기와 포획 금지체중 설정
과 같은 수산자원 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종에
대한 다양한 생태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생태학적
연구 중 성숙과 산란에 관한 연구는 대상 어종의 생식생물학적
성숙 크기 및 산란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종의 포획 금지
크기(체중, 체장 등) 및 금어기와 같은 제도 설정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가 된다.
참문어의 생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연
령사정(Hernández-López et al., 2001), 식성(Smith, 2003), 성
숙과 생식능력(Carvalho and Sousa, 2003), 생식주기(Otero et
al., 2007; Lourenco et al., 2012)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생식생물학적 연구(Kim et al., 2008), 성숙과 산란
(Kang et al., 2009), 자원 변동과 생식생태(Song et al., 2020) 등

론

참문어(Octopus vulgaris)는 문어목(Octopoda) 문어과(Octopodidae)에 속하는 두족류로 우리나라 전 해역과 일본 혼슈 이
남의 전 연안 및 지중해 등 전 세계의 온·열대해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per et al., 1984). 참문어는 수심 200 m
까지 서식하는 연안저서종으로 서식 적수온은 20-25°C로 알려
져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수심 10-20 m로 이동하여 3-4일에 걸
쳐 산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06). 우리나라 문어
류의 80% 이상이 연안통발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을 통해 어획
되고 있으며(KOSIS, 2020),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고급 수산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어류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문어류의 최대 생산지역
인 전라남도에서는 2009년 7,310톤에서 2020년 2,787톤으로
약 62% 감소하였다(KOSIS, 2020). 따라서 감소한 문어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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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문어의 성숙과 산란

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행된 참문어의 산란
생태에 관한 연구는 모두 경상남도 지역에서 채집된 참문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경상남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채집
된 참문어의 산란생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참문어
의 성숙과 산란시기는 수온과 먹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Aguado and García, 2002; Song et al., 2020),
조사해역에 따라 수온, 염분, 광주기, 먹이생물 출현량 등 다양
한 해양 환경요인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해역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문어의 포획 금지체중과 금어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서 채집된 참문
어를 대상으로 성비, 생식소숙도지수, 성숙도, 생식소의 조직학
적 관찰, 포란수, 성숙체중 및 산란기 추정 등 성숙과 산란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여 참문어 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자원
생태학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생식소숙도지수(gonadosomatic index, GSI)의 월별 변화는
다음의 식으로 구하였다.

GSI =

GW
×102
BW

여기서, GW (gonad weight)는 생식소 중량(g), BW (body
weight)는 체중(g)이다.
참문어 생식소의 발달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
된 전체 개체에 대해 조직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참문어 암
컷과 수컷의 성숙도는 각각 미숙(immature stage), 중숙(maturing stage), 성숙(mature stage), 완숙(ripe stage)의 4단계로 구
분하였다.
생식소의 내부구조와 생식세포의 발달과정을 관찰하기 위하
여 생식소를 추출하여 Bouin’s solution에 24시간 고정하였으
며, 수세와 탈수과정을 거쳐 Paraplast에 포매하였다. 이후, 4-6
μm 두께로 연속 절편하여 Mayer’s Hematoxylin-eosin (H-E)
비교 염색하였으며, Malinol로 봉입하였다. 제작된 생식소 조
직표본은 광학현미경(Leica DMIL LED; Leica microsystems,
Wetzlar, Germany)을 이용하여 검경하였다.
포란수(F)는 산란기간 동안 성숙한 개체의 난소에 대하여 Bagenal (1978)의 습중량법으로 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이번 연구에 사용된 참문어 시료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
지 전라남도 여수 연안 97과 104해구에서 문어단지와 통발어
업으로 어획된 개체를 구입하였다. 구입한 시료는 국립수산과
학원 남해 수산연구소의 측정실에서 어체 측정기를 이용하여
외투장(mantle length, ML)을 0.1 cm, 체중(body weight, BW)
을 0.1 g, 생식소중량(gonad weight, GW)을 0.01 g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참문어의 성비는 조사기간 동안 어체를 측정한 전체 개체에
대해 암·수의 비율을 월별로 나타낸 후, Chi-squared test를 이

F=

A-B
×e
C

여기서, A는 난소의 중량(g), B는 난각의 중량(g), C는 검경

Table 1. Size distribution and sex ratio of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collected from January to December 2020 in the coastal waters
of Yeosu, Korea
Month
(2020)

No. of inds.

Range ML (cm)

Range BW (g)

Total
number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Jan.

30

11

19

5.5-14.4

5.1-12.2

224.6-2,868.9

272.1-1,907.5

1:1.73

Feb.

29

17

12

6.8-15.5

9.1-13.6

192.2-1,581.2

398.3-1,435.3

1:0.71

Mar.

25

9

16

8.9-16.1

6.0-17.0

398.0-1,471.7

485.2-2,094.6

1:1.78

Apr.

28

12

16

6.2-19.7

5.3-10.2

425.1-3,645.4

454.5-1,105.2

1:1.33

May

22

10

12

7.5-14.2

8.0-13.3

261.7-1,656.5

299.6-1,823.2

1:1.20

Jun.

20

12

8

5.7-7.8

6.5-7.9

151.8-383.4

229.7-390.2

1:0.67

Jul.

26

16

10

6.8-12.0

6.5-9.5

206.5-961.1

176.5-590.0

1:0.63

Aug.

23

18

5

6.8-14.5

7.3-8.7

123.1-838.6

237.1-358.1

1:0.28

Sep.

28

14

14

5.5-10.9

6.5-8.3

117.6-711.5

131.5-396.9

1:1.00

Oct.

29

12

17

5.6-11.5

6.4-12.8

165.7-1,052.0

203.3-1,462.9

1:1.42

Nov.

30

12

18

7.2-12.3

6.9-11.2

319.3-1,127.7

250.1-1,197.8

1:1.50

Dec.

27

14

13

5.8-16.6

7.2-10.6

145.1-1,651.1

194.8-674.6

1:0.93

Total
317
157
160
ML, mantle length; BW, body weight.

5.5-19.7

5.1-17.0

117.6-3,645.4

131.5-2,094.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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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nthly changes in gonadosomatic index (GSI) of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collected from January to December 2020 in the coastal waters of Yeosu, Korea (Bar,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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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2007)의 Logistic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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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thly changes in maturity stages of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female and male collected from January to December 2020 in the coastal waters of Yeosu, Korea.

투장과 체중분포 및 암·수의 월별 성비를 알아본 결과(Table
1), 참문어의 외투장 범위는 5.1-19.7 cm였으며, 암·수의 외
Female
투장
범위는 각각 5.5-19.7 cm와 5.1-17.0 cm로 나타났다. 체
중 범위는 117.6-3,645.4 g였으며, 암·수의 체중 범위는 각각
117.6-3,645.4 g과 131.5-2,094.6 g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개체에서 암·수의 성비는 1:1.02로 나타났으며, 성비를 Chisquared test로 검정한 결과, 성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0.05).

생식소숙도지수(GSI)의 월 변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참문어 암컷과 수컷의 생식소숙

Male

Immature

Maturing

Mature

Ripe

1003

참문어의 성숙과 산란

Female

350,000
F = 273.35BW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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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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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body weight (BW) and fecundity of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collected from January to December 2020 in the coastal waters of Yeosu, Korea.

사기간 동안 혼재하여 출현하였다. 중숙단계는 2월에 가장 높
100
은 비율을
나타낸 후, 3월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4월부터 6
BW =2,474.22 g
월까지 점차 증가하였다. 이후, 7월부터 8월까지 중숙단계의 비
율이 80감소하였으며, 9월부터 11월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
=1,134.38
였다. 특히 산란에 직접 BW
참여
가능한g 완숙단계는 11월을 제외
한 전60기간에 걸쳐 관찰되었으며, 3월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
냈다. 이후, 4월에도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으며, 5월부터 6월까
BW7=554.46
지 점차 감소하다
월과 8g월에 다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수
40
컷의 경우에도 조사기간 동안 미숙, 중숙, 성숙, 완숙의 개체들
이 혼재하여 출현하였으며, 성숙단계 이상의 개체들은 매달 관
20
찰되었다
.

Fecundity (eggs)

Fig. 3. Photomicrographs of ovarian development phases of common octopus Octopus vularis female and testicular development
phases of O. vularis male collected from January to December
2020 350,000
in the coastal waters of Yeosu, Korea. A, immature stage;
B, maturing
mature0.852
stage; D, ripe stage; Oc, oocyte; N,
F =C,
273.35BW
300,000 stage;
R² = 0.8735
nucleus; No, nucleolus;
Yg, yolk globule; Zr, zona radiata; Sc,
250,000
spermatocyte; Sd, spermatid; Sp, sperm. Scale bars=100 μm.
200,000

150,000
도지수
(GSI)의 월 변화를 분석한 결과(Fig. 1), 암컷의 GSI
는 2월에
평균 1.04±1.97로 낮은 값을 나타낸 후, 3월에 평균
100,000
8.97±6.1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4월에는 평균 2.97±3.00으
50,000
로 감소하였으며, 5월부터 7월까지 평균 3.86±5.42-5.22±6.53
0
으로 나타났다
월에는
평균
으로3,000
다시3,500
급격하게
9.64±7.06
0 . 8500
1,000
1,500
2,000 2,500
4,000
증가하여 최대값을 나타낸 후Body
평균
로
급격
, 9월에
0.84±1.81
weight (g)
하게 감소하였다. 이후, 10월부터 1월까지는 평균 0.41±0.143.40±2.46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수컷의 GSI는 큰 변동 없이 1
월부터 12월까지 평균 1.59±0.60-2.42±0.43의 범위를 보였다.
그중 9월에 평균 1.59±0.60으로 최소값을 나타냈으며, 12월에
평균 2.42±0.43으로 최대값을 나타냈다.

성숙도의
월 변화
100
BW =2,474.22 g
생식소의 조직학적 관찰을 통하여 참문어
암컷과 수컷의 성
숙도를
미숙
중숙
(immature stage),
(maturing stage), 성숙(ma80
BW =1,134.38
g
의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ture stage), 완숙(ripe stage)
(Fig. 2), 암컷의 경우에는 미숙, 중숙, 성숙, 완숙의 개체들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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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문어 암컷과 수컷의 생식소 내부구조와 생식세포의 발달
Body weight (g)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식소를 조직학적으로 관찰한 결과
(Fig. 3), 미숙단계(immature stage)의 암컷은 난소 내 상피세포
층을 따라 난원세포들과 초기 성장 중인 난모세포들이 관찰되
었으며, 난모세포들은 구형에서 점차 타원형으로 발달하였다.
중숙단계(maturing stage)의 암컷은 난소 내 난포세포 이중층을
가진 후기 성장 중인 난모세포들이 관찰되었으며, 난모세포의
세포질 내 난황구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성숙단계(mature
stage)의 암컷은 세포질 내 난황과립으로 가득 찬 난황형성 난
모세포들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크고 작은 크기의 유구가 관찰
되었다. 완숙단계(ripe stage)의 암컷은 난소 내 긴 타원형의 완
숙된 난모세포들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세포질 내 축적되었던
난황구들이 서로 융합하여 완전히 균질화되었다. 미숙단계의
수컷은 정소 내 상피세포층을 따라 다수의 정모세포와 정세포
가 관찰되었으며, 일부 변태 중인 정자들이 관찰되었다. 중숙단
계의 수컷은 정소 내 정세관 내강에서 성숙 변태를 마친 정자들
이 관찰되었다. 성숙단계의 수컷은 정소 내 성숙 변태를 마친 정
자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중앙 내강에는 정자괴가 뚜렷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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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완숙단계의 수컷은 정소 내 성숙한 정자들이 늘어나 내
강을 가득 채웠으며, 밀집된 정자들이 관찰되었다.

BW97.5=2,474.22 g

참문어의 생산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기간 동안 산란에 참
여 가능한 완숙된 난소를 가진 개체를 선별하여 포란수를 3반
복으로 계수한 결과(Table 2), 체중에 따른 절대포란수는 체중
192.0 g BW 개체에서 최소 14,836개와 체중 3,645.4 g BW 개
체에서 최대 304,500개로 나타났다. 체중(BW)과 포란수(F)의
관계식은 F=273.35BW0.852 (R2=0.8735)으로 나타났으며, 체중
이 증가할수록 포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4). 또한,
참문어 체중 1.0 g 당 상대포란수는 체중 0.0-499.9 g 크기군에
서 평균 127개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3,500.0-3,999.9 g 크기
군에서 평균 84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성숙체중(BW)
참문어 암컷의 성숙체중(BW)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숙단계
이상의 암컷을 당해 연도 산란에 참여 가능한 개체로 간주하
여 성숙개체의 출현비율을 구하였다(Fig. 5). 체중 145.1 g부
터 산란에 참여 가능한 성숙한 개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으
며, 1,651.1 g 이상의 개체들부터 모두 산란에 참여 가능한 성
숙한 개체로 나타났다. 따라서 Logistic식에 적용시킨 결과, 참
문어 암컷의 50% 성숙체중(BW)은 554.46 g, 75% 성숙체중
(BW)은 1,134.38 g, 97.5% 성숙체중(BW)은 2,474.22 g로 추
정되었다.

찰

참문어 암컷의 생식소숙도지수(GSI)의 월 변화와 성숙도의
월 변화를 분석한 결과, 참문어는 연중 산란하며, 산란성기는
3-4월과 7-8월로 추정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참문어
가 1년에 2회 산란성기를 가진다는 결과는 스페인 Canary제
도에서 4월과 10-11월(Hernández-Garcia et al., 2002),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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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body weight (BW) and group maturity of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collected from January to
December 2020 in the coastal waters of Yeosu, Korea. BW50=50%
group maturation; BW75=75% group maturation; BW97.5=97.5%
group maturation.

인 Cadiz만에서 4-5월과 8월(Silva et al., 2002), 지중해 및 일
본 해역에서 4-5월과 10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5-6월과 9월
(Roper et al., 1984)로 보고되어 이번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행된 Kang et al. (2009)의 연구에서 참문어
의 산란기는 5-6월과 9월, 산란성기는 9월로 나타났으며, Song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5-9월, 산란성기는 6월로 나타나 이
번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참문어가 서식해역별 산란기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참문어의 산란기가 다양한 해양 환
경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Forsythe and van Heukelem, 1987;
Aguado and García, 2002; Song et al., 2020), 각 개체군이 서식
해역의 환경조건에 적응한 것으로 생각된다(Yamaguchi et al.,
2006; Jeon et al., 2020). 따라서 참문어의 해역별 산란기의 차
이가 해양 환경요인의 영향인지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Table 2. Absolute and relative fecundity according to body weight of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collected from January to December 2020 in the coastal waters of Yeosu, Korea
Body weight (g)

Absolute fecundity (eggs)

Relative fecundity (eggs/g)

n

Range

Mean

Range

Mean

0.0-499.9

14,836-81,360

39,486

48-262

127

26

500.0-999.9

50,567-126,100

79,584

65-163

103

22

1,000.0-1,499.9

80,426-169,251

121,021

65-137

98

14

1,500.0-1,999.9

137,220-180,280

155,583

82-108

93

4

2,000.0-2,499.9

-

-

-

-

-

2,500.0-2,999.9

253,467

253,467

88

88

1

3,000.0-3,499.9

-

-

-

-

-

3,500.0-3,999.9

304,500

304,500

84

84

1

참문어의 성숙과 산란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참문어의
해역별 정밀한 생태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동일 국가 내에서 해역별 산란기의 차이는 남아프
리카 해역에 출현하는 참문어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남
아프리카의 서해 남부해역에 서식하는 참문어는 늦겨울부터 봄
에 서풍과 Benguela해류의 영향을 받아 연중 산란하며(Smith
and Griffiths, 2002; Oosthuizen and Smale, 2003; Gibbons et
al., 2010), 동해 남부해역에 서식하는 참문어는 여름에 동풍과
Agulhas해류의 영향을 받아 여름에 산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두족류의 성숙과 산란은 해양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환
경요인의 계절적 변화에 따라 해양의 생산성과 먹이생물 출현
량이 달라져 산란시기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Cushing, 1975; Song et al., 2020). 따라서 참문어의 성숙과
산란은 해역별 해류, 해풍, 수온, 먹이생물 출현량 등 다양한 해
양 환경요인에 따라 산란기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문어의 생산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란수를 조사한 결과,
체중에 따른 포란수는 14,836 (192.0 g BW)-304,500 (3,645.4
g BW)개의 범위를 보였다. Kim et al. (2008)의 연구에서 참문
어의 포란수는 5,715 (252.0 g BW)-240,990 (3,381.4 g BW)
개의 범위를 보였으며, Song et al. (2020)의 연구에서 40,280
(578.1 g BW)-138,994 (1,666.5 g BW)개의 범위를 보였다. 포
란수는 동종이더라도 크기, 연령, 영양상태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Kim and Zhang, 1994; Choi et al., 2020), 먹이의 분배
량, 먹이의 질, 서식밀도, 생존경쟁의 정도, 그 외 성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Simpson, 1951; Choi et al.,
2020). 따라서 참문어의 포란수 범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판단된다.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서 채집된 참문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 참문어 암컷의 성숙체중(BW)은 50%에서 554.46 g,
75%에서 1,134.38 g, 97.5%에서 2,474.22 g으로 나타났다. 경
상남도 통영과 사천 지역에서 조사된 참문어의 50% 성숙체중
(BW)은 Kang et al. (2009)의 연구에서 919.6 g, Song et al.
(2020)의 연구에서 636.35 g으로 나타나 이번 연구에서 추정
된 성숙체중(BW)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해역에서 수행된
Kang et al. (2009)의 연구와 Song et al. (2020)의 연구에서 참
문어의 50% 성숙체중(BW)이 Kang et al. (2009)의 연구에 비
해 Song et al. (2020)의 연구에서 감소한 원인을 미성숙개체의
남획과 수온 및 염분 등으로 인한 성숙도의 변화라고 보고하였
다(Song et al., 2020). 하지만 이번 연구와 선행연구를 비교하
였을 때, 조사해역별 수온과 염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
로 사료되어(KHOA, 2020), 이번 연구에서 참문어의 성숙체중
(BW)이 감소한 원인은 수온과 염분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별
어업구역의 환경조건과 개체군의 영양상태 및 자원상태의 차
이로 추정되며, 향후 해역별 조사를 통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식해역에 따른 성숙체중(BW)
및 성숙외투장(ML)의 차이는 같은 문어과에 속하는 대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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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Octopus minor)에서도 발견되었다. 대문어의 50% 성숙
체중(BW)은 Yang et al. (2010)의 연구에서 12.4 kg, Lee et al.
(2014)의 연구에서 12.2 kg으로 나타났으며, 낙지의 50% 성숙
외투장(ML)은 Kim and Kim (2006)의 연구에서 7.06 cm, Kim
et al. (2017)의 연구에서 3.58 cm로 나타나 동종에서도 성숙체
중(BW) 및 성숙외투장(ML)이 지역별, 시기별로 차이가 발생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업적 가치가 높은 어종은 과
도한 어획에 의해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되며, 이를 유지하기 위
해 성장률이 높아져 성숙체장 및 성숙연령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Zhang, 2010; Kim et al., 2020).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참
문어의 성숙체중(BW)이 선행연구에 비해 감소한 원인은 지역
별, 시기별 차이, 개체군의 자원상태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추가 보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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