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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 뱀장어 Anguilla japonica에 있어서 인공성성숙시기와
번식률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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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in the Cultured Eel Anguilla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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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r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maturation season and reproduction coefficient of
cultured eel Anguilla japonica from May (spring) to next January (winter). The brood stock, female eels (400~600
g) were artificially matured by weekly intramuscular injections of salmon pituitary extracts (SPE, 20 mg/fish) to
induce a completion of vitellogenesis. After completion of vitellogenesis, final oocyte maturation and ovulation
was induced by injection of 17α, 20β-dihydroxyprogesterone (DHP) at about 2 μg/g body weight. Most fish ovu-
lated 15~18 h following the DHP injection. The ovulated fish were induced to natural spawning or artificial fer-
tilization by the dry method. Males (200~350 g) were received weekly intramuscular injections of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 at a dosage of 1 IU/g body weight to induce testicular maturation and spermiation. Seasonal
reproduction coefficient which includes the rate of ovulation, buoyancy, fertilization and hatching of  eggs in the
artificially matured eel during spring to summer (May~July)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 season,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pring and summer (P<0.05). Furthermore, the number of eggs
spawned and larvae hatched in the artificially maturated eel during spring to summer (May~July) were sig-
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 season,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pring and summer (P<0.05).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rtificial maturation by hormone treatment of A. japonica was successful only during
spring to summer, which is the maturation period in the wild stock in nature. Consequently, it is possible to deter-
mine the period of artificially induced sexual maturity by the reproduction coefficient which includes the rate of
ovulation, buoyancy, fertilization and hatching of eggs in the cultured eel A.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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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극동산 뱀장어 Anguilla japonica를 포함한 뱀장어과는 강하

성(catadromous) 어류로 담수에서 성장 후 해양으로 회유하여

산란한다. 최근 Tsukamoto (2006)는 Mariana 군도 서부해역에

있는 Suruga seamount 서부(14oN, 142oE)에서 갓 부화한(부화

후 2~5일) 전장 4.2~6.5 mm의 pre-leptocephalus를 대량으로 채
집하여 유전자 분석(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s)에 의해

A. japonica의 유생임을 확인함으로써 이 부근을 산란장으로 추
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생채집 시기와 유생의 이석(otolith)
미세구조를 분석하여 6월에서 7월 사이를 자연계에서 뱀장어의

산란시기로 보고하고 있다(Ishikawa et al., 2001).
뱀장어는 인위적인 사육환경에서는 뇌하수체의 gonadotropins

(GTHs) 합성능력이 미흡하여 생식소가 발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Nagahama and Yamamoto, 1973), 이러한 당단백

질성 GTH는 어류를 포함한 척추동물의 생식소 형성과 발달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umar et al., 1997; Ma et al.,
2004). 따라서, 암컷 뱀장어의 경우 외재성 GTH 일종인 salmon
pituitary extracts (SPE)의 반복주사로 난황형성기 완료와 17α,
20β-dihydroxyprogesterone (DHP)에 의한 최종성숙 및 배란을

유도하였고(Yamamoto and Yamauchi, 1974; Ohta et al., 1996;
Adachi et al., 2003; Kim et al., 2006a), 수컷의 경우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의 반복주사로 배정을 유도하였다(Kim et
al., 2006b). 이러한 뱀장어의 인공종묘생산에 관한 연구는 연중*Corresponding author: djkim4128@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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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시기와 상관없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결과 뱀
장어의 유생(leptocephali) 생산 및 실뱀장어(glass eel)로 변태

를 유도하였으나(Tanaka et al., 2001, 2003), 배란이 유도된 암
컷의 비율과 배란된 알들의 수정률과 부화율 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leptocephalus형 유생기간을 거치

는 어류인 갯장어(Muraenesox cinereus)의 경우 육상사육 수조

에서 양성 중인 암수컷은 자연상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식

소의 변화를 나타내어 7월경에 다량의 수정란을 확보하였다고

보고하였다(加治 등, 2004).
양식산 뱀장어의 경우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SPE 투여시기에 따라 SPE 투여횟수의 상이한 차이를 나타낸

다(Ijiri et al., 1995; Ohta et al., 1997). 이러한 결과는 계절에

따라 난소에 대한 GTH 반응성 차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

에 의해 번식률(배란율, 수정률 및 부화율)에 영향을 끼칠 것으

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식산 뱀장어에 있어서 인위

적 성성숙 처리시기에 따른 계절별 번식률을 조사하여 자연산

란시기와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뱀장어의 적정

인공성성숙시기를 결정함으로써 인공종묘생산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어 및 사육관리

실험어는 국립수산과학원 남부 내수면 연구소에서 사육 중
인 2.5년생 양식산 뱀장어를 일주일간 1일 5 psu씩 점차적으로

해수에 적응시킨 후, 암컷 뱀장어(400~600 g)와 수컷 뱀장어

(200~350 g)를 1000 L 사육수조에 수용하여 3월부터 익년 1월
까지(3~5월, 봄; 5~7월, 여름; 9~12월, 가을; 10~1월, 겨울) 각
계절별로 호르몬 처리에 의한 인위적인 성성숙을 유도하였다.
호르몬 처리기간 동안 사육수온은 20±1oC를 유지하였고, 충분

한 산소를 공급하였다. 호르몬 처리기간 동안 사료는 별도로 공
급하지 않았고, 수조 위에 검정색 차광막을 덮어서 친어가 안
정되게 하였다.

호르몬 투여

해수순치 완료 후, 실험구별 각 개체들은 1회 호르몬 투여 직
전에 ID microchip (∮2.1×12 mm)을 등근육에 삽입하여 Mini
portable reader (HS5900LF, DESTRON Technologies, USA)로
개체를 식별하였다. 실험어에 대한 외재성 호르몬 처리에 있어서

수컷 뱀장어는 Kim et al. (2006b)의 방법에 따라 2-phenoxyethanol
(200 ppm)에 마취 후 HCG (1 IU/g body weight/week, Sigma)
을 매주 복강에 주사하여 정자형성 및 배정을 유도하였다. 한
편, 암컷 뱀장어는 Kim et al. (2006a)의 방법에 따라 Chum
salmon (Oncorhynchus keta) pituitary powder (i-JARD, Hokkaido,

Japan)를 eel’s ringer액으로 균질화한 추출액(SPE; 20 mg/fish)
을 매주 복강에 주사하여 인위적인 성성숙을 유도하였고, 매주

증체량(WG %, Weight Gain = [(final body weight - initial body
weight)] / initial body weight×100) 측정을 통해 성숙도를 결
정하였다.

배란 및 수정

SPE (20 mg/fish) 주사 10~14주 이후 외관적으로 복부가 팽
만한 암컷 뱀장어(WG 20% 이상)는 Ohta et al. (1996)의 방법

에 따라 SPE (20 mg/fish)를 복강 내 1회 투여한 후, 2~3일 경
과 후 증체량이 32~37%로 증가한 개체를 다시 선별하여

polyethylene canula를 산란관에 삽입하여 난 성숙 상태를 확인

한 후, 당일 18시경에 2 μg/g body weight 농도의 DHP를 주사

하여 배란을 유도하였다. 한편, HCG (1 IU/g body weight) 주
사 6~10주 이후 성숙상태가 양호한 수컷 뱀장어는 복부에 압
박을 가해 소량의 정액을 채취하여 정자의 운동성을 확인하였

고, 암컷 뱀장어의 배란시기와 맞추어 고농도의 HCG (1000 IU/g
body weight)를 주사하여 암컷과 수컷을 각 1:2 비율로 수조에

수용하여 자연산란 및 수정을 유도하였다. DHP 처리 15~18시
간 이후, 자연산란에 의해 수정된 수정란을 산란수조의 배수관

에 연결된 집란조(60×40×30 cm, 200 μm Müller gauze)를 이
용하여 부상란을 수거한 후 메스실린더(1 L)를 이용하여 산란

량을 조사하였다. 수거한 부상란은 부화수조(20 L 아크릴 수조)에
수용하여 미량의 산소를 공급해 주었다. 집란조 내 침하란은 사
이펀을 통해 메스실린더로 옮긴 후 총중량을 측정하였고, 페트

리디쉬에 1 g의 난을 취하여 개수를 체크한 다음 침하란 총중

량에 대한 비율로 침하란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한편, 자연산란

하지 않은 개체들은 복부에 압박을 가해 알과 정액을 각각 채
취하였고, 정액은 인공 정장액(artificial seminal plasma, ASP)
에 희석하여 인공수정(건조법)을 실시하였다. 이때, 수온은

20±1oC에서 22.5±0.5oC로 조절하였고, 3중 필터(10 μm, 5 μm
및 3 μm)로 여과한 해수를 공급하였다. 각 계절별 수정란의 부
상률과 수정률 및 부화율은 Seoka (2003)의 방법에 따라 조사

하였고, 이후 부화 유생수와 생존일수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분산분석 후,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에 의해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P<0.05).

결 과

계절별 배란율과 산란수

각 실험구별 대부분의 암컷 뱀장어는 10~14 주간 SPE (20 mg/
fish) 처리에 의해 난황형성이 완료되었고, 이후 상기의 개체들

에 대해 DHP (2 μg/g body weight)를 주사하여 배란 및 산란

을 유도하였다. 각 계절별 배란율과 산란수는 Fig. 1에 나타내

었다. 3월 7일부터 매주 호르몬을 처리한 실험구에서 5월 6일
(봄)부터 배란된 개체가 나타났고, 5월 23일까지 총 10마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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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마리가 배란(80%)하였고, 그 중 3마리가 자연산란하였으며, 배
란한 개체들에 대한 평균 산란수는 584,830개였다. 5월 11일부

터 인위적으로 성성숙을 유도한 실험구는 7월 3일(여름)부터 배
란된 개체가 나타났고, 7월 27일까지 총 9마리 중 6마리가 배
란(67%)하였고, 그 중 2마리가 자연산란하였으며, 배란한 개체

들에 대한 평균 산란수는 546,370개였다. 9월 26일부터 인위적

으로 성성숙을 유도한 실험구는 11월 29일(가을)부터 배란한

개체가 나타났고, 12월 2일까지 총 8마리 중 3마리(38%)가 배
란하였고, 배란한 개체들에 대한 평균 산란수는 213,400개였다.
2005년 10월 21일부터 인위적으로 성성숙을 유도한 실험구는

익년 1월 7일(겨울)부터 배란된 개체가 나타났고, 1월 24까지

총 10마리 중 4마리(40%)가 배란하였고, 배란한 개체들에 대
한 평균 산란수는 248,200개였다. 계절별 배란율과 산란수에 있
어서 봄과 여름에 산란한 실험구의 채란수가 나머지 계절의 산
란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두 계절간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P<0.05). 

계절별 수정란의 부상률과 수정률 및 부화율

계절별 수정란의 부상률과 수정률 및 부화율을 포함한 번식

률에 관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봄에 산란한 수정란의

부상률(76.8±2.7%)이 가을(41.3±8.9%)과 겨울(44.3±3.1%)에 산
란한 수정란의 부상률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여름에 산란

한 수정란의 부상률(62.7±4.8%)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수정률과 부화율은 각각 봄(74.1±3.4%, 60.4±5.5%)과 여
름(73.5±3.1%, 54.0±3.2%)이 다른 계절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으나, 두 계절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계절별 부화유생수와 유생생존기간

계절별 부화 유생수와 유생의 생존기간은 Fig. 3에 나타내었

다. 계절별 부화 유생수에 있어서 봄(평균 106,000 마리)과 여
름(평균 104,000 마리)에 산란한 개체들의 부화 유생수가 나머

지 계절에 산란한 개체들의 부화 유생수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

나, 두 계절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또한 봄(11.55±1.05
일)과 여름(10.8±0.83일)에 부화한 유생의 평균 생존기간이 나머

지 계절에 부화한 유생의 평균 생존기간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

으나, 두 계절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고 찰

본 실험에서 외인성 호르몬인 SPE 처리에 의해 인위적으로

난황형성은 유도되었지만, 최종성숙 및 배란은 유도되지 않았

다. 따라서, 난황형성이 완료된 개체들에 대해 Ohta et al. (1996)
의 방법에 따라 DHP (2 μg/g body weight)를 주사하여 배란

및 산란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배란율과 번식률 등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성성숙을 유도한 시기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성숙한 뱀장어에 있어서 DHP가 난성숙 유도 성호르몬

Fig. 1. Annual changes in the number of eggs spawned, the pro-
portion of floating eggs to eggs sinked and the ovulation rate during the
artificial maturation periods of Anguilla japonica from May 2005 to
January 2006. Bar indicates the standard error. Different letters in the
squares indicate a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2. Rate of buoyancy, fertilization and hatching of eggs during
the artificial maturation periods of Anguilla japonica from May
2005 to January 2006. Bar indicates the standard error. Different let-
ters on the bars indicate a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uoy-
ancy rate (%)=(number of buoyant eggs/number of ovulated eggs)
×100, **Fertilization rate (%)=(number of fertilized eggs/number of
buoyant eggs)×100, ***Hatching rate (%)=(number of hatched lar-
vae/number of buoyant eggs)×100.

Fig. 3. Annual changes in the number of hatched larvae and larvae
survival periods during the artificial maturation periods of Anguilla
japonica from May 2005 to January 2006. Bar indicates the standard
error.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indicate a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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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여 배란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배란된

난의 과숙 및 미숙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수정률과 부화

율 등이 저조한 실정이다(Kagawa et al., 1995; Ohta et al.,
1996). 이를 위해 DHP 적정처리시기 및 농도 등에 관한 세부

적인 연구를 통해 난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5월과 7월(봄~여름)에 배란된 개체군에 대한

계절별 수정란의 부상률과 수정률 및 부화율을 포함한 번식률

이 다른 계절의 개체군들에 비해 높았고, 유생의 생존기간 역
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르몬 처리에 의해 인공성

숙이 유도된 양식산 뱀장어(651~1120 g)의 수정란에 있어서

Seoka et al. (2003)이 보고한 부상률(61.7±28.1%), 수정률

(50.8±16.2%) 및 부화율(40.5±22.4%)에 관한 결과에 비해 본
연구의 봄과 여름철 결과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성숙시

기의 불일치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수정 후 부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수온

22.5±0.5oC에서 수정 후 38시간 후부터 부화가 개시되었다. 이
에 대해 인공수정한 극동산 뱀장어의 수정란은 수온 22~23oC
에서 수정 38시간(Yamamoto et al., 1975), 38~45시간(Yamamoto
and Yamauchi, 1974), 40시간(Tanaka et al., 2003) 이후부터 부
화가 개시되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여 이는 수정방식에 따른 수
정란의 부화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산

뱀장어의 부화시간은 수온 20~21oC에서 수정 후 48시간(Pedersen,
2004), 붕장어의 경우 수온 12~14oC에서 84시간(Horie et al.,
2002)으로 극동산 뱀장어에 비해 소요시간이 다소 길었고, 갯
장어의 경우 수온 25oC에서 36시간(Umezawa et al., 1991), 먹
붕장어의 경우 수온 22.6~23.8oC에서 27~36시간(Asano et al.,
1997)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짧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화시간

은 수온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극동산 뱀장어의 산
란장과 산란시기의 수온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태학적 연구와 더불어 부화율 향상을 위한 부화 적정수온 및
환경 조건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뱀장어과를 포함한 부상란을 산출하는 red sea bream Pagrus

major (Watanabe et al., 1984a, 1984b), sea bass Dicentrarchus
labrax (Carrillo et al., 1989), yellowtail Seriola quiqueradiata
(Mushiake et al., 1994), Japanes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Furuita et al., 2000, 2002), Japanese whiting Sillago japonica

(Kondo et al., 2001)와 같은 경골어류에 있어서 수정란의 부상

률은 수정률과 부화율 등에 관한 난질의 척도로 이용될 수 있
다. 이에 대해, 뱀장어의 수정란에 있어서 Seoka et al. (2003)
과 Unuma et al. (2005)은 부상란과 침성란에 대한 생화학적

조성과 난질과의 관계에 관해 보고하였다. 상기의 연구에 의하

면 부상란의 수분함량(93.1%)과 유리아미노산(free amino acids,
FAA) 함량(573.5 μmol/g in dry weight)은 침성란(87.5%, 385.8
μmol/g))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반면, 단백질과 지질함량은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정란에 대한 생

화학적 조성의 차이는 배란기 이후 과숙의 유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부상란에 있어서 높은 수분함량과 FAA 함량은

필수적임을 제안하고 있다. 부상란의 난황단백질은 최종성숙기

에 proteolysis로 인해 가수분해되어 FAA의 함량이 증대되고,
FAA는 삼투압 조절에 작용하여 환경수로부터 수분을 유입함으

로써 부상률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후 배발생 단계에서 영
양원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Fyhn, 1990). 따라서,
FAA를 포함한 뱀장어 수정란의 생화화적 조성은 난질과 배발

생 및 부화유생의 생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
후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계에서 뱀장어는 담수에서 yellow eel로 성장하다가 성

숙기가 되면 체표가 은백색으로 변하는 silvering (은화과정)을
통해 silver eel로 변태하여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산란지로

강하한다. 이때 산란지로 회유하는 기간은 6개월(half year
migrating) 정도로 이듬해 4월부터 11월 사이에 산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Tsukamoto, 1990), 채집된 부화유생수의 출
현빈도와 이들의 이석 미세구조의 분석에 의하면 뱀장어의 주
산란시기는 6월에서 7월 사이로 보고되고 있다(Aoyama et al.,
2001; Ishikawa et al., 2001). 자연계에서 뱀장어는 산란지로 회
유하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생식소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 양식산 뱀장어에 있어서 호르몬 처리에 의해 인위

적으로 성성숙을 유도한 결과 계절별 그리고 개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자연산 뱀장어의 성성숙 기간보다 짧은 평균 8~14 주
이내에 대부분의 개체들의 배란이 유도되었다. 한편, Yoshikawa
(1995)는 담수에서 사육 중인 4년생 양식산 암컷 뱀장어(500 g
이상)에 있어서 계절에 따른 GSI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가을

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겨울에는 약 1.8 정도로 연중

최고치에 도달하여 이 시기에 외재성 호르몬 투여에 의한 성성

숙 유도 개시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자연산 뱀장어에 있
어서도 가을에 난소의 성숙상태가 가장 잘 발달되었으나, 겨울

에 난소가 퇴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Satoh et al.,
1962). 이러한 결과는 자연산 뱀장어와 마찬가지로 양식산 뱀
장어에 있어서도 계절에 따라 생식소 발달정도 및 성성숙 관련

호르몬 작용에 대한 감수성이 변화하는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월과 5월에 SPE 처리 후, 5월(봄)과 7
월(여름)에 배란이 유도된 개체군에 대한 번식률이 다른 계절

의 개체군에 비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연계에서 6월에

서 7월사이가 뱀장어의 주산란시기로 추정되는 결과와 일치하

였으나(Aoyama et al., 2001; Ishikawa et al., 2001), Yoshikawa
(1995)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최근 뱀장어의 초기성숙(난황형성) 유도기구에 관한 결과에 의
하면 수온(Sato et al., 2006), 장기간의 해수적응(Kagawa et al.,
1997; Kalujnaia et al., 2007; Kim et al., unpublished data), 고
정수압(high hydrostatic pressure; Sebert et al., 2007) 혹은 장
기간의 유영(van Ginneken et al., 2007)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
인에 의해 유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재성 호르몬 투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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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뱀장어의 초기성숙 유도가 오히려 저해될 뿐만 아니라 난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뱀장어의 인공

성성숙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
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반세기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뱀
장어 인공종묘생산기술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뱀장어 인공종묘생산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 2002년부터 연구개발사업이 수행된 이래 영양학적(Jeon et
al., 2003a, 2003b; Bae et al., 2004; Han et al., 2005; Okorie

2007), 내분비학적(Kim et al., 2006a, 2006b, 2007)접근을 통
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뱀장어 인공종묘생산

을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 결과, 양식산 뱀장어를 대상으로 호르몬 처리에 의

한 계절별 인공성성숙 유도시 자연계에서의 주산란시기인 5월
과 7월(봄~여름)에 번식률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기의 연구는 양식산 뱀장어의 종묘생산을 위한 인공

성성숙시기의 결정과 번식률 향상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 유용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생의 생존율 향상 및 사육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양식산 뱀장어 Anguilla japonica의 인위적인 성성숙

처리시기와 번식률과의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5월(봄)부
터 익년 1월(겨울)까지 각 계절별로 수행되었다. 실험어의 인공

성성숙 유도를 위해 암컷(400~600 g) 뱀장어에 salmon pituitary
extraction (SPE, 20 mg/fish/week)를 매주 복강에 주사하여 인
위적인 성성숙을 유도하였다. 호르몬 처리 8~13주 이후 대부분의

개체들은 난황형성이 완료되었고, 17α, 20β-dihydroxyprogesteron
(DHP, 2 μg/g body weight)를 주사하여 배란을 유도하였다. 수컷

뱀장어(200~350 g)는 human chronic gonadotropin (HCG, 1 IU/g
body weight/week)을 매주 복강에 주사하여 정자형성 및 배정

을 유도하였고, 이후 상기의 개체들에 대해 자연산란에 의한 수
정 및 인공수정을 병행하였다. 배란율, 부상률, 수정률 및 부화

율을 포함한 계절별 번식률에 있어서 봄과 여름(5~7월)에 인공

성성숙을 유도한 실험구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았다. 산란수와

부화 유생수 및 부화유생의 생존일수는 번식률과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 양식산 뱀장어에 있어서 호르몬

처리에 의한 인공성성숙유도의 시기는 자연계에서 주산란시기

인 봄과 여름철이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양식산 뱀
장어의 적절한 인공성성숙시기는 배란율, 부상률, 수정률 및 부
화율을 포함한 번식률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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