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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rm collection time, sex steroid hormones, and gonadal development of protandrous black porgy, 
Acanthopagrus schlegeli, acclimated in freshwater for more than 2 years were investigated to evaluate 
its reproductive capability. The gonadal development of black porgy reared in seawater and freshwater 
could each be classified into four successive stages. For black porgy reared in seawater (BSW) as the 
control, these were the growing (December to February), mature (February to March), spent (March to 
June), and degeneration and resting (July to December) stages; for black porgy reared in freshwater (BFW), 
these were the growing (November to January), mature (January to February), spent (February to May), 
degeneration and resting (June to November) stages. In both BSW and BFW, the plasma cortisol levels 
were the highest in March. The plasma testosterone (T) levels of BSW and BFW were the highest in 
March and February, respectively. The plasma estradiol-17β (E2) level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BSW and BFW. The 11-ketotestosterone (11-KT) levels in the plasma of BSW and BFW were the highest 
in April. Sperm was collectible from March to June in BSW and from February to May in BFW.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gonadal maturation of BFW was about 1 month faster than that of B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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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광범위한 염분내성을 가지고 있는 어류의 특성을 이용

하여 친환경 양식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
한 광염성 어류 중 숭어 Mugil cephalus,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 농어 Lateolabrax japonicus 및 강도다리 Platichthys 
stellatus는 해수에서 담수로 순화시켜 저염분 양식을 위한 
연구 (Chang et al., 1996; Min et al., 2003; Han et al., 2003; 
Kim et al., 2009)가, 이와 반대로 틸라피아 Oreochromis sp.와 
무지개송어 Oncorhynchus mykiss 는 담수에서 해수로 순화시
켜 고염분 양식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Chang and 
Hur, 1999; Choe and Yeo, 2002). 이와 같이 어종별 고유의 
염분범위를 벗어난 저염분 및 고염분 순화사육은 담수어에서 
특유의 냄새 성분을 제거하여 사육어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내수면 양식장의 입지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 (Yoon 
et al., 1996). 또한 해수어에서는 적조발생시 해수에서 담수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옮겨 사육함으로써 적조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으며, 저염분에 내성이 약한 해산 기생충 및 세균 
구제 등 삼투압 충격을 이용한 질병치료도 가능하다 (Min 
et al., 2006a). 

감성돔의 저염분 양식방법의 개발에 대하여는 Chang et 
al. (2002)이 감성돔 치어를 이용하여 급격한 염분변화에 따른 
혈액생리학적 변화를 연구한 뒤, 담수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 삼투압조절 능력 및 mRNA 발현, 담수사육에 
따른 혈액, 내분비 및 산소소비 등 분자ㆍ생리ㆍ생태학적 연
구가 진행된 바 있다 (Min et al., 2003, 2005a; Jeong et al., 
2007; Chang et al., 2007; Choi et al., 2007). 또한 담수순화 
사육한 감성돔의 생리활성 촉진을 위한 갑상선호르몬의 내분
비학적 연구와 감성돔의 저염분 양식산업화를 위한 어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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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익성분석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Min et al., 2006b, 
2006c). 이렇게 감성돔의 저염분 양식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완전한 저염분 양식을 위
해서는 저염분 환경에 장기간 사육하면서 생리ㆍ생태학적 
조건을 포함한 번식생리학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해산 경골어류인 감성돔이 저염분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여 
성장과 생리활성이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환경수의 염분변화
는 생식 및 내분비계 호르몬의 활성과 분비에 교란을 주어 
생식소발달, 성 성숙, 산란 및 성 전환 등 생식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배우자 (정자, 알)의 질 및 특성 등 번식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저염분 양식 중 감성돔이 강, 댐 
및 호수 등의 자연계로 유출되었을 때, 먹이사슬의 교란, 우점
종의 변화 등 담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종에 
대한 담수환경에서의 생식 및 번식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년 이상 장기간 담수순화 사육한 
3년생 담수사육 감성돔 (BFW)의 생식소 발달과 번식기간동
안 성 스테로이드호르몬 변화, 채정시기 및 채정량 등을 해수
사육 감성돔 (BSW)과 비교ㆍ분석하여 장기간 담수사육한 감
성돔의 생식활동 및 번식생리학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어 및 담수순화

실험에 사용한 감성돔은 해수 및 담수 순환여과 사육수조에
서 장기간 실내사육한 3년생 감성돔 60마리 (BSW: 전장 
28.2±2.0 cm, 체중 331.5±121.0 g, 30마리; BFW: 전장 27.0±1.9 
cm, 체중 348.5±111.6 g, 30마리)를 사용하였다. BFW은 Min 
et al. (2003)의 담수순화 방법을 이용하여 해수에서 사육중인 
감성돔을 10 psu의 해수에서 24시간 동안 안정시킨 후, 완전담
수로 옮겨 사육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담수순화시킨 감성돔
을 2년 이상 (3년생) 담수 순환여과수조에서 사육한 다음 실험
에 사용하였다. 

생식소 발달
월별 생식소 발달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생식소중량지수 

(gonadosomatic index: GSI)는 생식소 중량×100/어체중의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감성돔의 정소 및 난소조직의 발
달단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Bouin액에 고정된 생식소를 상법
에 따라 파라핀으로 포매한 다음, 조직을 5 μm 두께로 연속절
편하고, haematoxylin-eosin (H-E)으로 대비염색하여 광학현미
경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생식소 발달단계를 성장기, 성숙기, 
방정기 그리고 퇴화 및 휴지기의 4단계로 구분하여 생식주기
를 판정하였다.

채정 및 Spermatocrit
실험어로부터 정액을 채취하기 이전에 배설물에 의한 정액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정 24시간 전부터 절식시켰다. 정
액을 채취하기 위하여 실험어를 200 ppm 2-phenoxyethanol로 
마취 후, 비뇨생식공 주위를 가볍게 눌러 오줌과 배설물을 

미리 제거하였다. 이후 비뇨생식공 주위를 깨끗이 닦은 다음, 
복부를 부드럽게 압박하여 정액을 채취하여 얼음을 채운 ice 
box에 보관하였다. 채정기간동안 매월 채취된 정액은 개체당 
어체중 100 g당 mL로 계산하여 나타냈으며, 일부 정액은 일반 
혈액분석법인 microhematocrit법을 변형한 spermatocrit 측정
에 사용되었다 (Bouck and Jacobson, 1976). 

혈액 채취 및 호르몬분석
실험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기 이전에 공급한 먹이가 어체의 

혈액성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혈 24시간 전부
터 절식시켰다. 채혈은 실험어를 200 ppm 2-phenoxyethanol로 
마취 후, heparin이 처리된 주사기를 사용하여 미부혈관으로부터 
채혈하였으며, 원심분리 (4℃, 10,000 rpm, 5분)하여 얻은 혈장은 
분석전까지 초저온 냉동고 (-72℃)에 보관하였다. 혈중 cortisol, 
testosterone (T), estradiol-17β (E2) 및 11-ketotestosterone (11-KT) 
농도는 각각의 RIA kit (DSL, USA)를 사용하여 Aida et al. (1984)
의 방법에 따라 방사면역측정법 (radioimmunoassay)으로 분석하
였다. 

통계처리 
모든 측정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냈으며, 유의차는 

SPSS-통계패키지 (version 12.0)를 이용하여 Independent 
samples t-test와 One-way ANOVA-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검정하였다 (P<0.05).

결    과
GSI

해수 및 담수 순환여과 사육수조에서 장기간 실내사육한 
3년생 감성돔의 번식기간동안 GSI 변화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BSW의 GSI는 2월의 1.18에서 3월의 3.35로 증가하
여 최대값을 보인 후, 4월에 0.80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5월과 
6월에 각각 0.37, 0.24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BFW은 2월에 
3.72로 최대값을 보였으며 3월에 3.46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 
후, 4월에 1.72로 급격히 감소하여 5월과 6월에 각각 0.40, 
0.38로 BSW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Fig. 1. Gonadosomatic index (GSI) in breeding period of 
3-year-old black porgy reared in seawater and freshwater. 
BSW: black porgy reared in seawater, BFW: black porgy 
reared in fresh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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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nsverse sections of gonad from 3-year-old black porgy reared in seawater. A: growing stage (Dec.~Feb.); B: 
mature stage (Feb.~Mar.); C: spent stage (Mar.~Jun.); D: degeneration and resting stage (Jul.~Dec.). oc: oocyte; op: ovary 
part; sc: spermatocyte; sg: spermatogonis; st: spermatid; sz: spermatozoa, tp: testis part. Scale Bars: 100 μm.

Fig. 3. Transverse sections of gonad from 3-year-old black porgy reared in freshwater. A: growing stage (Nov.~Jan.); B: 
mature stage (Jan.~Feb.); C: spent stage (Feb.~May); D: degeneration and resting stage (Jun.~Nov.). oc: oocyte; op: ovary 
part; sc: spermatocyte; st: spermatid; sz: spermatozoa, tp: testis part. Scale Bars: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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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asma steroid levels in breeding period of 3-year-old black porgy reared in seawater and freshwater. BSW: black 
porgy reared in seawater, BFW: black porgy reared in freshwater. Different small letter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onths at each BSW and BFW (P＜0.05). Asterisk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SW and BFW at each months 
(P＜0.05). 

생식소의 조직학적 발달
해수 및 담수 순환여과 사육수조에서 장기간 실내사육한 

3년생 감성돔의 생식소 발달을 조직학적으로 관찰한 결과, 
3년생 BSW과 BFW의 난소부위 발달은 조사기간동안 소엽내 
주변인기 단계의 난모세포만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소부위는 정원세포, 정모세포 및 
정세포 등 활발한 정자형성 과정이 진행되어 정자가 방출되었
다 (Fig. 2, 3). 3년생 BSW과 BFW의 정소발달을 성장기, 성숙
기, 방정기 그리고 퇴화 및 휴지기 등 4단계로 나누어 월별로 
비교했을 때, BSW은 12~2월에 성장기, 2~3월에 성숙기, 3~6
월에 방정기, 7~12월에 퇴화 및 휴지기로 나타났으며, BFW은 
11~1월에 성장기, 1~2월에 성숙기, 2~5월에 방정기, 6~11월에 
퇴화 및 휴지기로 구분되었다. 

혈중 cortisol 및 성 스테로이드호르몬 변화
해수 및 담수 순환여과 사육수조에서 장기간 실내사육한 

3년생 감성돔의 번식기간동안 혈중 cortisol 및 성 스테로이드
호르몬 농도의 변화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BSW과 

BFW의 혈중 cortisol 농도는 2월에 각각 21.20±2.17, 
16.17±3.85 ng/mL에서 3월에 각각 58.60±22.49, 37.00±37.76 
ng/mL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가, 4월에 각각 
4.23±3.63, 5.93±4.75 ng/mL으로 유의한 차이로 감소하여 번식
이 끝나는 6월까지 유지되었다 (P＜0.05). BSW의 혈중 E2 
농도는 2월에 0.0040±0.0000 ng/mL에서 3월에 0.0109±0.0084 
ng/mL로 증가하였다가 4월에 0.0059±0.0026 ng/mL로 다시 
감소한 후, 6월에 0.0148±0.0007 ng/mL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BFW의 혈중 E2 농도는 2월에 
0.0094±0.0053 ng/mL에서 3월에 0.0069±0.0014 ng/mL로 감소
하여 5월까지 0.0059±0.0027 ng/mL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다가 6월에 0.0096±0.0016 ng/mL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BSW의 혈중 T 농도
는 2월의 0.1100±0.0115 ng/mL에서 3월의 0.1633± 0.0306 
ng/mL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가 4월의 0.0533±0.0153 ng/mL
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6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BFW
의 혈중 T 농도는 2월에 0.1850±0.1202 ng/mL로 높은 수준을 
보인 후 3월에 0.0650±0.0173 ng/mL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6월
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P＜0.05). BSW과 BFW의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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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KT 농도는 2월에 각각 0.0196±0.0157, 0.0441±0.0140 
ng/mL였던 것이 이후 점차 증가하여 4월에 각각 0.0646± 
0.0410, 0.0850±0.0140 ng/mL로 다른 월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5월에는 각각 0.0044±0.0011, 0.0044± 
0.0021 ng/mL로 급격히 감소하여 6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
였다 (P＜0.05).

Spermatocrit 및 채정량
해수 및 담수 순환여과 사육수조에서 장기간 실내사육한 

3년생 감성돔의 번식기간동안 월별 spermatocrit 및 채정량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BSW의 채정 가능시기는 3월부터 
6월까지였으며, 채정된 정액의 월별 spermatocrit는 98.3~98.9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어체중 100 g당 
평균 채정량은 3월부터 6월까지 각각 0.18, 0.38, 1.02, 0.71 
mL로 3월부터 증가하여 5월에 최대 채정량을 보인 후 6월에 
감소하여 7월에는 채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BFW의 채정 
가능시기는 BSW 보다 1개월 빠른 2월부터 5월까지였으며, 
채정된 정액의 월별 spermatocrit는 97.8~99.5로 2월에 채정한 
정액의 spermatocrit가 4월과 5월에 채정한 정액의 spermatocrit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5). 어체중 100 g당 평균 채정량
은 2월부터 5월까지 각각 0.21, 0.56, 0.66, 0.33 mL로 2월부터 
채정량은 서서히 증가하여 4월에 최대 채정량을 보인 다음, 
5월에 감소하여 6월에는 채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Fig. 5. Spermatocrit and milt volume per 100 g body weight 
(BW) in breeding period of 3-year-old black porgy reared 
in seawater and freshwater. Other details as Fig. 4.

고    찰
일반적으로 어류의 산란시기를 계절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여름 그리고 봄가을 산란형 등 6가지로 나누고 있다
(Aida, 1991). Hwang (1999)의 연구에서 감성돔의 GSI와 성 
스테로이드호르몬의 변화로 보아 봄여름 산란형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자연수온 (9.6~25.8℃)에 가까운 환경에서 사육한 
감성돔의 생식주기는 2~3월에 성장기, 3~4월에 성숙기, 5~6월
에 산란기, 7~1월에 퇴화 및 휴지기로 연속적인 4단계를 보인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번식기간동안 실내사육한 BSW의 
GSI는 2~3월에 증가하여 3~4월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BFW은 이미 2월에 GSI가 최고값을 보인 후 3월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생식소의 조직학적 관찰 결과에서도 
BSW은 12~2월에 성장기, 2~3월에 성숙기, 3~6월에 방정기, 
7~12월에 퇴화 및 휴지기의 조직상을 보였으며, BFW은 11~1
월에 성장기, 1~2월에 성숙기, 2~5월에 방정기, 6~11월에 퇴화 
및 휴지기의 조직상을 보여, 실내사육한 BSW 뿐만 아니라 
BFW 역시 봄여름 산란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im (1998)에 의하면 감성돔은 3월부터 성숙 후기의 정소를 
가진 개체가 출현하였으며, 4월부터는 정액을 방출하는 개체
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5월에는 대부분의 개체에서 방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BSW에서는 3월부터 채정 
가능 개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5월에 대부분의 개체에서 
채정이 이루어졌으며, 6월까지 지속되었다. BFW의 경우 
BSW 보다 1개월 빠른 2월부터 채정 가능하였으며, 4~5월에 
대부분의 개체에서 채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에서 사용한 BSW과 BFW의 사육수온이 약 20℃ 전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실내에서 사육하였기 때문에 자연수온에
서 감성돔의 산란기인 5~6월보다 빠른 2월부터 산란기가 시작
되었다고 판단되며, 사육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실내에서 
사육한 BSW과 BFW이라 할지라도 본래의 번식특성은 변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FW의 생식주기 및 채정시기
가 BSW 보다 약 1개월 정도 빠른 결과를 나타냈다. Chang 
et al. (1996)은 염분별 숭어의 성장 연구에서 체액과 등장
(300~390 mOsm/kg)인 해수에서 성장이 가장 좋았으며, 이는 
체액과 등장의 매질에서 삼투압조절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기 
때문에, 절약된 에너지만큼이 성장에 동원되었을 거라고 하였
다. 또한 Morgan and Iwama (1991)는 어류의 성장에 있어 
염분의 영향은 흔히 삼투압 및 이온 조절에 소비되는 에너지
가 적게 드는 염분에서 가장 양호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삼투압조절을 위한 에너지가 가장 적게 소비되는 
염분범위가 최적의 성장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추론에 근거하여 감성돔 체액의 삼투질농도 (340~390 
mOsm/kg)는 해수 (약 1,000 mOsm/kg) 보다 담수 (100 
mOsm/kg 이하)에 가깝기 때문에, BSW 보다 삼투압조절 에너
지가 적게 드는 BFW이 생식소의 성장과 성숙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동원하여 GSI, 생식주기 및 채정시기 등을 앞당긴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경골어류의 안정시 혈중 cortisol 농도는 연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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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30~40 ng/mL (Pickering and Pottinger, 1989), 나일틸라피
아 Oreochromis niloticus 5~50 ng/mL (Auperin et al., 1997)이
며, 본 연구의 실험어와 같은 감성돔의 경우 10~35 ng/mL 
(Chang et al., 2002; Min et al., 2003, 2005a)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번식기간동안 BSW와 BFW의 혈중 cortisol 농도
는 3월만 안정시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안정시 
수준을 유지하였다. Lee et al. (2004)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감성돔의 경우, 혈중 cortisol은 시상하부의 신경세포를 자극하
여 생식소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GnRH) 분비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혈중 cortisol 농도가 안정시 수준보다 높았던 3월은 
BSW와 BFW의 채정이 가능하게 된 시기로 혈중 cortisol 농도
의 증가가 감성돔의 정소발달 및 정자형성을 가속화 시킨 
후, 방정이 개시되자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혈중 T 농도는 
정자형성기 동안 증가하다가 정자배정기가 시작되면서 감소
하고, 혈중 11-KT 농도는 정자배정기 때 높은 농도를 유지하다
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보고하였다 (Fostier et al., 1983). 
정어리 Sardinops melanostictus의 경우 혈중 11-KT 농도는 
전 기간동안 측정되지 않은 반면, 혈중 T 농도는 정자형성기 
때 점차 증가하여 정자배정기 때 최고 농도를 보였다 
(Matsuyama et al., 1991). 황놀래기 Pseudolabrus japonicus는 
방정직전 혈중 11-KT 농도는 증가하다가 정자배정기 때 감소
하였다 (Morita et al., 1997). 대서양 대구 Gadus morhus와 
독가시치류인 Siganus guttatus에서 혈중 T와 11-KT 농도는 
번식기간동안 같은 경향으로 증가하여 정자배정기 때 최고 
농도를 보였다 (Rahman et al., 2000; Dahle et al., 2003). 문절망
둑 Acanthogobius flavimanus의 경우 혈중 T는 정자형성뿐만 
아니라 정자배정에도 관여하며, 혈중 11-KT는 정자배정에만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다 (Park et al., 2005). 본 연구에서 BFW
의 혈중 T 농도는 2월에, BSW는 3월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후 감소하였는데, 이는 BSW와 BFW의 최초 채정 가능시
기와 일치하는 결과로 감성돔에서 혈중 T는 정자형성에 관여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SW의 혈중 11-KT 농도는 2월부
터 점차 증가하여 4월에 최고 농도를 보인 후 급격히 감소하였
으며, BFW은 2월과 3월에 비슷한 수준의 농도를 보였으며 
4월에 최고 농도를 보인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월별 
혈중 11-KT 농도 증가는 BFW의 4월 농도변화를 제외하고는 
다음달 각각의 채정량 증가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BSW와 
BFW에 있어 혈중 11-KT는 정자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Lee et al. (2001)은 성 전환하지 않은 3년생 감성돔의 
경우, 혈중 11-KT 농도는 3~4월에, 혈중 E2 농도는 10~11월에 
최고값을 보임으로써, 혈중 E2의 작용이 혈중 T나 11-KT에 
비해 빠른 것으로 보고하였다. Min et al. (2005b)은 감성돔의 
혈중 E2 작용이 혈중 T 작용보다 빠른 이유를 첫째 성 전환을 
위하여 혈중 E2에 의해 난모세포를 성숙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 정자형성시기 이전에 혈중 E2가 분비되
게 함으로써 수컷의 기능에만 충실하기 위한 감성돔의 번식전
략으로 해석했다. 본 연구에서 3년생 BSW와 BFW의 혈중 
E2 농도는 번식기간동안 큰 차이를 보아지 않아, 이 기간에 

혈중 E2는 생식소발달 및 정자형성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해수 및 담수환경에서 장기간 사육한 3년생 수컷 감성
돔의 번식기간동안 생식소발달, 성 스테로이드호르몬의 변화, 
채정시기 및 채정량 등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BFW이 
BSW 보다 생식주기가 1개월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BSW 보다 삼투압조절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적게 드는 BFW
이 생식소의 성장, 성숙 및 배정에 관여하는 성 스테로이드호
르몬을 분비하는데 보다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여 생식주기를 
앞당겼을 거라고 추정된다. 또한 담수환경에서 장기간 사육한 
감성돔이라 할지라도 본래의 생식주기 및 정자형성 등 번식과 
관련된 기본특성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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