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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nthly variations of blood characteristics and RNA/DNA of black sea bream, Acanthopagrus schlegeli, habituated 

in Geojae costal area were analysed to determine health condition of natural stocks in terms of gonad maturation and 
spawning season from March 2010 to February 2011. Spawning season determinated by gonadosomatic index is from June 
to August. RNA/DNA ratio of black sea bream muscle was strongly correlated with spawning season. During the gonad 
maturation RNA/DNA ratio in dorsal muscle tissue was decreased contrast to rapid increase during spawning season. Blood 
composition factors increased in terms of gonad maturation are aspartate aminotransferase, cholesterol, triglyceride, total 
protein, glucose, globulin, alkaline phosphatase and inorganic phosphate. Other blood factors increased during spawning 
season are alanine aminotransferase, blood urea nitrogen, uric acid and lactate dehydroge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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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 (Bleeket)은 농어

목(Order Perciformes) 도미과(Family Sparidae)에 속

하는 내만성 어종으로 중국해 동남쪽, 일본 훗카이도 

이남 및 우리나라 전 연안 해역에 분포한다(Chyung, 
1977). 웅성선숙자웅동체(protandric hermaphoro- 
ditism)로서 수컷으로 먼저 분화한 후 약 3～4년이 지

나면 암수로 구분이 되나 일부는 암수 한몸으로 수컷

의 기능을 갖는 것도 있다. 4～5년부터는 완전히 분리

되어 대부분 암컷으로 성전환을 하게 되고 산란기간

이 약 3개월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noshita, 1939; Gonzales 등, 2008). 
본 종은 성장이 비교적 빠르고 육질이 우수하여 자

원조성 대상 종으로도 인기가 높아 2005년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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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만 마리가 방류되었고, 이후 해마다 방류량이 증

가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방류량이 

1,932.4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체조사).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1980년대부터 히로

시마만을 중심으로 2천만마리 이상의 종묘가 방류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nzalez 등, 2008; 
Gonzalez 등, 2009). 하지만 방류에 의한 자원조성효

과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생태학적, 유전학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Fushimi, 
2001; Kitada와 Kishano, 2006; Araki와 Schimid, 
2010). 자연에 서식하는 어류 개체군의 건강도 평가는 

자웅이체 어류를 대상으로 염분, 수온, 용존산소 등 환

경변화와 관련한 바이오마커들이 연구가 되어 왔으나

(Phelan 등, 2000; Amara, 2004), 본 종과 같이 성전환 

어류의 경우 성숙과 산란과정은 성전환 양상과 관련

하여 복합적인 생리적 변화가 수반되기에 보다 다양

한 생리학적인 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Nagahama, 
1983; Guraya, 2000). 

본 연구는 남해안 거제 해역에서의 감성돔의 생식

소 성숙, 산란에 따른 근육 내 RNA/DNA, 단백질, 혈
액생화학적 변화 등을 분석하여 이들 개체군의 생리

적인 연간 건강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생태학적 특성 조사

경상남도 거제시 연안해역(지도부근)에서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월별로 30∼40마리씩 수집

한 감성돔 총 529마리의 체중, 길이를 측정 한 후 해부

를 하여 간과 생식소를 분리하고 암수를 구별한 후 무

Fig. 1. Survey position of study in Geoje, Korea. 

게를 측정하여 생식소중량지수 GSI (=생식소중량

×100/체중)와 간중량지수 LSI (=간중량×100/체중)를 

산정하였다(Fig. 1). 채집기간 중 8∼10월 사이에는 

수컷을 볼 수 없었으며 전량 암컷으로 파악되었다.

2.2. 혈액특성 조사

월별로 수집한 감성돔 총 442마리의 미부동맥에서 

헤파린 처리를 한 일회용 주사기로 약 1,000 µL의 혈

액을 채취하여 혈장을 분리한 후(8,000 rpm, 4℃, 15
분) 혈액자동분석기(Fuji dry chem. 3500, Japan)로 

14가지 항목을 측정하였다. 첫째, 조직의 손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세포막의 투과성과 파괴여부를 예측

할 수 있는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둘째, 지질대사능력의 지

표로 TG (triglyceride), CHO (cholesterol) 셋째, 스트

레스의 지표로 glucose, 넷째, 생리기능 평가에 LDH 
(lactate dehydrogenase), BUN (blood urea nitrogen)
와 UA (uric acid), 간과 신장 같은 조직의 상태를 파

악하기 위하여 ALP (alkaline phosphatase), 그 외에 

Ca, IP (무기인) 그리고 면역기능의 지표로 총단백질

(total protein), ALB (albumin), globulin 그리고 스트

레스의 지표로 glucose 농도를 조사하였다.

2.3. RNA/DNA 및 단백질 분석

핵산함량의 측정은 Clemmesen (1994)과 Belchier 등 

(2004)의 분석법을 변형하여 형광광도법으로 Microplate 
reader (Varioskan flash, Thermo Sci.)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Kim 등, 2005). 등지느러미 밑부분의 근육

을 채취하여 동결건조한 후(-50℃, 24 hr), 무게를 측

정하여 Tris-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TE; 
5mM Tris-HCl, 0.5 mM EDTA, pH 8.0)와 0.01% 
SDA (Sodium dodecyl acrylamide, Merck, Germany) 
용액을 500 µL 원심분리관에 넣고 진동마쇄기(Tissue 
lyser, Qiagen)로 15분간 분쇄를 하여 4℃, 6,000 rpm
으로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취하여 96 well microplate
에 100 µL씩 2열로 분주하고, 한 열에 20 µL RNase
와 ethidium bromide (EtBr)을 첨가하여 37℃에서 30
분간 가온 후 emission 355 excitation 590 nm에서 형

광량을 측정하였다. 핵산측정용으로 분리한 상등액 

중 50 µL에 250 µL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를 혼합하여 microplate reader (Multiskan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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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Total length
(cm)

Body length
(cm)

Body height
(g)

Total weight
(g)

Meat weight
(g)

Male 33.2±3.7 27.1±3.1  10.8±1.2 629.9±246,9 560.5±220.1
Female 34.3±3.3 28.1±2.8 11.1±1.2 709.2±249,1 631±212.6
unknown 33.72.8 27.52.4 11.3±0.9 680.6±184.2 605.8±161.0

Table 1. Morphometrical characteristics of black sea bream habituated in Geojae coastal area from March 2010 to February 
2011

Thermo Fisher, Germany)에 분주하고 595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여 근육내 단백질 함량을 조사하였다. 

3. 결 과

3.1. 체중 및 체장

거제 해역에서 어획한 감성돔 어미의 평균 전장은 

33.9 ± 3.46(SD) cm, 체중 684.8 ± 250.8 g 이었다. 수
컷의 평균 전장은 33.2 ± 3.7 cm, 체중 629.9 ± 246.9 g 
이였고 암컷의 전장은 34.2 ± 3.3 cm, 체중 709.2 ± 
249.1 g로 조사되었다(Table 1). 

3.2. 생식소 및 간중량 지수 

감성돔 수컷의 연간 생식소중량지수 변화를 보면 3
월에 2.87 ± 0.20%에서부터 5월 9.19 ± 0.52%로 급격

히 증가하여 최대값에 달하였으며 그 이후 7월에 1.63 
± 1.53%, 11월에 0.47 ± 0.43%로 감소하였다. 암컷의 

경우는 3월에 2.33 ± 0.14%, 3월에 10.49 ± 0.51%의 

최대치에 이른 후 수컷과 동일하게 감소하여 10월에 

0.89 ± 0.09%에 이르렀으며 11월부터 다시 증가하였

다(Fig. 2). 

Fig. 2. Variation of GSI (Gonadosomatic index) of black 
sea bream from March 2010 to February 2011.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error.

간중량 지수의 변화는 수컷의 경우 3월에 1.74 ± 
0.10%에서 감소하여 5월에 최저값인 1.39 ± 0.11%였

으며 다시 서서히 증가하여 이듬해 1월에 가장 높은 

값인 2.25 ± 0.15%로 나타났다. 암컷의 경우는 3월 

1.94 ± 0.12%에서 점차 증가하여 5월에 최대값인 

2.25 ± 0.12%였으며 그 이후 7월까지 급격히 감소하

여 1.67 ± 0.12%를 보였고 이듬해 2월까지 2.24 ± 
0.1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Fig. 3. Variation of HSI (Hepatosomatic index) of black sea 
bream from March 2010 to February 2011.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error.

3.3. RNA/DNA 및 단백질 농도

2010년 3∼12월까지 감성돔의 성별에 따른 연간 

근육내의 핵산농도 및 비의 변화는 Fig. 4와 같다.  
RNA/DNA 비로 본 감성돔의 연간 건강도 변화는 여

름철인 7월에 암컷의 경우 1.78 ± 0.39 (SD), 수컷의 

경우 1.43 ± 0.29로 가장 높은 비를 보였다. DNA 농
도의 변화는 환경변화에 대하여 비교적 일정한 값을 

유지하나 11월에는 암컷의 경우 0.73 ± 0.27 µg/mg로 

증가하였으며 수컷의 경우는 연중 0.46∼0.61 µg/mg
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RNA는 3월에 0.32 ± 
0 .13  µg/mg의 낮은 값에서 점차 증가하여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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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RNA, DNA concentration and ratio of 
black sea bream from March 2010 to February 2011.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에 수컷은 0.88 ± 0.20 µg/mg 였고 암컷은 그보다 높

은 1.09 ± 0.33 µg/mg의 최대값을 보였다. 9월 이후에

는 증감을 반복하며 0.49∼0.66 µg/mg의 범위를 유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육내 단백질 농도의 변화는 Fig. 5와 같다. 암컷

과 수컷이 경우 동일한 패턴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

으며 수컷의 경우는 12월에 가장 낮은 값인 82.4 ± 

Fig. 5. Variation of muscle protein content of black sea 
bream from March 2010 to February 2011.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error.

1.9 µg/mg를 보였으나 그 이외에는 연중 107.4∼
124.8 µg/mg의 범위에서 변화하였다. 암컷의 경우는 

9월에 가장 높은 값인 131.8 ± 27.0 µg/mg으로 조사

되었고 연중 104.0∼122.2 µg/mg을 유지하였다.

3.4. 혈액학적 특성

자연산 감성돔의 혈액내의 각종 효소 및 생화학적 

특성은 Fig. 6, 7과 같다. 생식소가 성숙하는 4∼5월에 

AST의 활성이 수컷의 경우 31.5 ± 9.7 U/L, 29.7 ± 
14.1 U/L였으며 암컷의 경우는 다소 낮은 21.6 ± 4.6 
U/L, 22.2 ± 5.4 U/L로 조사되었다. 연중 가장 높은 활

성을 보인 시기는 11월에 수컷 71.5 ± 42.8 U/L, 암컷

의 경우는 74.8 ± 18.0 U/L로 나타났다. ALT의 경우

는 3∼5월까지는 암수 모두 비교적 낮은 2.0∼2.6 U/L
의 활성범위를 보였으나 산란이 이루어진 후 6∼7월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여 4∼5 U/L에 달하였다. 8∼10
월까지 조사된 자연산 감성돔의 경우 전량이 암컷으

로 8월에 연중 가장 높은 활성인 6.2 ± 0.6 U/L를 보였

고 그 후 점차 감소하여 12월경에는 수컷 3.7 ± 0.3 
U/L, 암컷 2.5 ± 0.13 U/L의 안정적인 활성을 보였다.

암컷의 CHO (cholesterol) 변화는 11월에 최고의 

농도인 303.0 ± 14.9 mg/dL, 수컷의 경우 379.0 ± 7.4 
mg/dL였다. TG는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같은 양상으

Fig. 6. Variation of blood characteristics of black sea bream 
from March 2010 to February 2011.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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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blood characteristics of black sea bream 
from March 2010 to February 2011.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error.

로 변화하여 5월에 암컷 523.7 ± 117.1 mg/dL, 수컷 

330.9 ± 80.9 mg/dL의 최대 농도를 보였다. 혈중 단백

질은 5월에 암컷이 4.4 ± 0.2 g/dL, 수컷이 3.5 ± 0.9 
g/dL로 최대 농도를 보였으며 8월을 제외하고 그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Glucose는 계절적으로 

변화하여 4월에 암수 모두 345.7 ± 38.1 mg/dL, 333.3 
± 23.2 mg/dL로 최대 혈중 농도를 보였으며 암컷의 

경우 8월에 가장 낮은 82.7 ± 20.1 mg/dL를 기록하였

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듬

해 2월에 암컷은 271.3 ± 22.1 mg/dL, 수컷은 286.3 ± 
31.8 mg/dL에 달하였다.

Albumin을 보면 5월까지 암수 모두 농도가 점차 

증가였으며 그 이후는 서서히 감소하였으나 여름철에 

암컷의 경우 일시적인 증가를 보였고 11월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대값은 수컷이 5
월에 1.18 ± 0.05 U/L, 암컷은 6월에 0.96 ± 0.06 U/L
였다(그림 6). Globulin의 농도는 albumin과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하여 암수 모두 5월에 가장 높은 농도인 

3.17 ± 0.14 U/L, 2.57 ± 0.16 U/L로 각각 조사되었다. 
ALP는 albumin과 globulin과 동일한 양상으로 변화

하였으며 최대값이 암컷은 6월에 182.39 ± 25.05 U/L, 
수컷은 7월에 180.66 ± 12.06 U/L 였다. BUN과 UA
의 혈중 농도를 보면 BUN은 산란기인 7월에 암컷과 

수컷 모두 최대값인 6.57 ± 0.68 mg/dL, 6.32 ± 0.66 
mg/dL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12월
에 2.55 ± 0.10 mg/dL, 2.43 ± 0.62 mg/dL로 나타났

다. Urea의 경우는 암컷의 경우 4월에 178.1 ± 47.8 
mg/dL, 수컷은 5월에 173.5 ± 30.7 mg/dL로 가장 낮

은 값을 보였으며 계절적인 변화보다는 월별로 변화

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LDH의 변화는 암컷에 

경우 연중 개체에 따라 큰 변화폭을 보였고 8월에 

2.14 ± 0.42 U/L의 최대 활성을 보였으며 10월까지 지

속되었다. 수컷의 경우는 8∼10월까지 샘플을 수집하

지 못해 정확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3월부터 7
월까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질의 농

도변화를 보면, IP의 경우 뚜렷한 계절적 변화를 보여 

3월에 암컷 4.97 ± 1.00 mg/dL, 수컷 4.67 ± 0.29 
mg/dL에서 7월에 최대 농도인 21.7 ± 2.3 mg/dL, 
19.4 ± 1.9 mg/dL로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점차 감소

하여 12월에는 5.63 ± 0.28 mg/dL, 3.77 ± 1.22 mg/dL
에 달하였다. Ca의 경우 암컷에서 전반적으로 수컷보

다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11월에 최소값인 3.0 ± 1.4 
mg/dL(수컷), 8.1 ± 0.5 mg/dL (암컷)을 보였다.

4. 고 찰

본 연구에서 거제 해역에 서식하는 감성돔을 조사

한 결과 크기가 평균 33.7 cm 로 8～10월에는 수컷을 

채집할 수 없었으나 암컷은 전 기간에 걸쳐 수집이 가

능하여 환경과 산란시기와 관련된 건강도의 변화양상

을 파악할 수 있었다. GSI와 LSI는 성숙주기와 관련하

여 성숙기에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산란이 이루어진 

후에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tun-Han, 1978; 
Mahboob과 Sheri, 1997; Eliassen과 Vahl, 1982). 본 

연구에서 GSI는 5월에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성숙기로 

추정되며 그 후 급격히 감소하여 6～7월에 산란이 이

루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간중량 지수는 수컷

의 경우 성성숙과 상관없이 서서히 증가하여 생식주

기와 관련된 뚜렷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반하

여 암컷은 생식소가 성숙되는 시기에 점차 증가하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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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과 6월에 최대치에 달하고 산란과 더불어 다시 감소

하는 패턴을 볼 수 있으며 다시 11월부터 서서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도를 판정하는 요소인 RNA/DNA의 비는 단백

질 합성과 관련하여 세포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 RNA가 영양상태나 환경이 적절한 경우에 증가를 

하며 체적당 비교적 일정한 수를 보이는 DNA의 양으

로 향후 성장과 관련된 단백질 합성을 추정하여 볼 수 

있다(Kim 등, 2008). 생식주기와 관련된 근육 내 핵산

의 변화는 bluegill, Ayu-fish (Plecoglossus altivelis), 
catfish, black crappie (Pomoxis nigromaculatus)과 같

은 어종에서는 성숙기까지 증가하다가 산란기에는 감

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low 등, 1978; Satomi
와 Ishida, 1976; Mustafa, 1977; Haines, 1980). 그러

나 핵산비와 생식주기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위의 연구와 같이 대부분 담수어에 국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해산어인 감성돔은 생식소가 

성숙하는 시기인 4～5월에 근육내에 낮은 RNA/DNA
비를 보이다가 산란기인 6, 7월까지 점차 증가하여 근

육내 가장 높은 RNA/DNA 비를 보였으며 겨울철에 

다시 낮은 비를 보였다. 이는 감성돔은 산란이 이루어

지는 동안에 먹이섭취가 활발하여 산란 스트레스에서 

빠르게 회복이 되어 근육단백질의 합성이 활발한 것

을 의미한다(Zaboukas 등, 2006). 그러나 근육내 단백

질 함량은 11월을 제외하고 암컷과 수컷 그리고 계절

적인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음으로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RNA가 다량 생

산이 되었지만 체세포 단백질을 형성하기 보다는 다

른 생리적 활성과정과 산란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연에서 생물은 먹이생

물의 생체량, 수온, 염분 등과 같은 환경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활발한 먹

이섭취가 가능하여 생식소가 성숙하고 산란하는 시기

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생화학적 분석 이외의 혈액학적 요소를 살펴보면 

산란기인 7월까지 RNA/DNA 비가 증가한 것과는 달

리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에너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혈중 glucose, CHO과 TG의 

농도가 모두 산란기 전까지 증가하다가 산란기에 이

르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식소의 성숙과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g 등, 1988; Ng와 

Idler 1983; Chatzifotis 등, 2004). 또한 glucose 변화

는 여름철 수온의 증가와 함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

여 혈중 농도가 감소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산란기인 7
월에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산란과정으로 인한 급

격한 체내 에너지 소비와 더불어 해수의 수온상승에 

의한 대사 작용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AST와 ALT의 변화를 보면 AST는 11월의 특이적인 

급격한 활성의 증가를 제외하고 생식소 성숙기인 5월
까지 증가하다가 산란기에 감소한 반면 ALT는 성숙

기에는 낮은 활성을 보이다 산란기에 급격히 증가하

여 높은 활성을 보인 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혈중 단백질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생식소 성숙과 함께 증가하여 산란기에 점차 감소하

며 그 이후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LDH는 각 조직의 손상에 의해 증가하며 체내 모든 

조직이나 세포에 분포되어 있는데 pyruvate와 lactate 
사이의 상호전환에 관여하며 혐기성 대사과정에서 생

성되어 적은 양이 혈액으로 방출된다(Childress와 

Somero, 1990; Selch와 Chipps, 2007). 본 연구에서 

수컷의 경우는 산란기인 7월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

는데 반하여 암컷의 경우는 급격한 활성의 변화가 있

으며 산란이 종료된 8월부터 10월까지 매우 높은 활

성을 보였다. 이는 산란행동이외의 먹이포획, 도피 등

과 같은 혐기성 에너지 소비와 관련되었다는 조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Schoenebeck과 

Brown, 2012). 또한 ALP (alkaline phosphotase)의 활

성은 생식소 성숙기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vitellogenesis 과정에 vitellogenin의 hepatic 
synthesis에 인산을 제공하는 중요한 효소계로 작용하

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Jonston 등, 1987). 본 연

구에서도 생식소 성숙기에 암수 모두 ALP 활성의 증

가를 보였으나 산란기에도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았으

며 겨울철까지 서서히 감소하였다.
면역력의 지표로 활용되는 albumin과 globul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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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보면 계절적인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지

만 생식소가 성숙하는 5월까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란이 일어나는 6월과 7월에 다소 감소

하였고 수온이 낮은 겨울과 초봄에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척추동물의 간에 존재하는 globulin 
같은 스테로이드 운반체 단백질과 스테로이드를 유도

하는 단백질(vitellogenins, egg shell protein)의 합성

과 방출이 어류 성 성숙과 밀접하게 증가함을 보인다

는 Arukwe와 Goksoyr (2003)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

에서도 생식소가 성숙하는 기간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백질 이화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며 신장에 의하

여 혈액에서 제거되는 BUN은 척추동물에서 간, 아가

미, 신장 기능의 이상지표로 많은 활용이 되어 왔으며 

한편으로 먹이섭취가 활발한 시기에 급증한다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어왔다(Gershanovich와 Potoskij, 
1992; Tatrai, 1981, Kikuchi 등, 1991). 본 연구에서 

혈중 농도를 보면 산란기인 7월에 암컷과 수컷 모두 

최대값을 보였는데 산란으로 인한 에너지대사의 증가

와 여름철 수온상승과 더불어 먹이섭취가 활발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ALT가 산란기에 활성이 증

가한 것과 관련하여 조직의 일부 손상이 예측이 되었

다. Uric acid의 경우는 생식소가 성숙하는 시기에 가

장 낮은 값을 보였는데 암컷의 경우 8월에 RNA 농도

가 점차 감소하는 시기에 가장 높은 값을 보여 핵산의 

분해에 의하여 생성이 되고 먹이원의 질소, glutamine, 
asparate와 glycine으로부터 새롭게 생성이 되는 원리

(Claybrook, 1983; Regnault, 1987)와 비교할 때 본 연

구에서도 먹이 섭취가 증가하였다는 추정과 근육내 

핵산이 감소한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성 성숙기 암컷의 혈중 Ca 농도 증가는 Ca과 결합

하는 난황전구체, vitellogenin의 생성과 관련된 것이

며, IP는 어류의 성장과 관련된 필수요소로서 골격의 

발달과 생식주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탄수화

물, 지질, 아미노산 등의 대사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Baeverfjord 등, 1998; Hardy 와 Shearer, 
1985). 본 연구에서는 혈중 단백질, Ca과 IP 등의 이온 

상태 또한 암컷이 수컷보다 생식소가 성숙하는 시기

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 성숙과 관련하여 대사 작

용이 활발하여 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거제해역에 서식하는 감성돔 개체

군의 생식주기와 관련한 생화학적, 혈액학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 혈액내의 효소 및 혈액의 성분 중 생식소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증가한 것은 AST, CHO, 
TG, TP, glucose, globulin, ALP, IP로서 성성숙과 관

련하여 에너지 이동과 대사 작용이 활발하여진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산란시기에 주로 증가하는 요소는 

ALT, BUN, UA로서 산란과정 상의 일부 조직의 손상

이 증가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RNA, DNA 농
도와 RNA/DNA 비의 연중 변화는 생식소가 성숙하

는 동안에 근육내 RNA/DNA 비가 감소하였으나 산

란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산란기간의 에너지 소모로 인한 건강상태가 빠

르게 회복이 되는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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