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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 and growth of pointhead flounder, Hippoglossoides pinetorum caught by gill nets was analyzed in this study from 
March 2015 to July 2017. New annuli were formed in H. pinetorum otoliths annually, and the boundary was set between 
the opaque and translucent zones from March and April. The relationships between total length (TL) and body weight (BW) 
were BW = 0.0025 TL3.409 (r2 = 0.9551) for females and BW = 0.0057 TL3.138 (r2 = 0.9163) for males. In this study, the ring 
of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was formed between 3 and 8 for females and between 3 and 6 for males. Total length 
(TL) and otolith radius (OR) were measured as follows: TL = 7.142 OR + 0.769 (r2 = 0.793) for females and TL = 6.498 OR + 
1.706 (r2 = 0.652) for males. The mean distances of first ring (r1) were 0.92 mm and 0.91 mm for females and males 
respectively. The TLs at the time of annulus formation, back-calculated from the otolith-length relationship by reference 
to the von Bertalanffy growth curves, were Lt  = 43.59 (1-e-0.15(t+0.007)) for females and Lt = 28.13 (1-e-0.26(t+0.006)) for males 
while the growth between female and male was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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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용가자미 (Hippoglossoidess pinetorum)는 가자미목 

(Pleuronectiformes) 가자미과 (Pleuronectidae)에 속하는 

어종으로, 우리나라 전 연안, 일본 연안, 발해만 및 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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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규·김성태, 윤상철·양재형·정경미·오택윤·최광호

국해의 연안에 분포하며 수심 100~250 m의 모래 바닥

이나 개펄 바닥에 서식한다 (NFRDI, 2004). 용가자미의 

산란은 겨울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북쪽으로 갈수록 늦

어지며, 산란시 연안에서 산란을 하는 어종이다 

(NFRDI, 2004). 먹이생물은 새우류, 오징어류, 소형어

류 등을 섭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5).

2016년의 우리나라 가지미류 업종별 어획량은 연안

자망, 근해자망, 저인망어업의 순으로 높았으며, 우리나

라 동해안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생산량 기준)
에서는 9,303 M/T의 어획량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자미

류 어획량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

해안의 가자미류의 어획량 변동은 2004년 어획량 6,668 
M/T으로 시작으로 2007년 13,182 M/T으로 큰 폭으로 

어획량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

여 2016년 어획량이 9,303 M/T으로 감소하였다 

(KOSIS, 2016). 마찬가지로 동해안에서 어업적으로 중

요한 가자미류인 용가자미에 대한 어획량 변동도 보고

된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어획량 변동

이 3,157 M/T에서 2008년 2,408 M/T으로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NFRDI, 2009). 최근 이러한 어

업적으로 유용한 가자미류의 어획량 감소로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가자미류에 대한 자원생태

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어류의 연령은 성장률과 성장식, 가입연령, 어획개시

연령, 성숙연령, 연령별 성숙도나 포란수 등을 추정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생물 개체군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수산자원 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연구

이다 (Zhang, 2010). 이석은 대구, 넙치, 고등어, 정어리, 
장어류, 가자미류 등의 연령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질이며, 이석의 정확한 윤문 판독은 자원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연령분석에 있어 초륜 

(first ring) 형성 위치는 연령분석 연구의 시발점으로 초

륜을 잘못 읽으면 판독되는 연령이 계속해서 잘못 계측

되며, 초륜과 허륜을 구분되지 않고 잘못 읽게 되면 연령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초륜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Campana, 2001). 
현재까지 국내의 용가자미에 대한 연구 동향을 보면, 

자원생태학적 연구로 Choe et al. (1999)의 성장과 성숙

에 관한 연구 이후 Huh and Baeck (2003)의 고리 연안의 

용가자미 식성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외 국외의 용가

자미 연구 동향은 Tominaga et al. (1996)의 연령과 성장, 
Tominaga et al. (2000)의 용가자미 자어의 이동과 분포, 
Hiraoka et al. (2005)의 용가자미 유생의 식성, 용가자미

의 유전적 구조 (Xiao et al., 2011; Kojima et al., 2014) 
등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국내 여타의 가자미류에 대한 연구 동향은 참

가자미 (Pleuronectes herzensteini)의 연령과 성장, 성숙 

및 산란에 대한 연구 (Choe et al., 1986; Chang et al., 
2004; Cha et al., 2006; Lee et al., 2006)가 있으며, 문치

가자미 (Pleuronectes yokohamae)와 기름가자미 

(Glyptocephalus stelleri)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

어 왔다 (Kang et al., 1985; Huh et al., 2012; Moon and 
Lee, 1999; Cha et al., 2008; Yang et al., 2012; Lee et 
al., 2014; Kim et al., 2015; Yang et al., 2017).

현재 국내의 용가자미 연령과 성장에 관한 연구 기준

은 Choe et al. (1999)로서 약 20년 전의 연구 결과이므

로, 본 연구를 통해서 최근 동해안에서 채집된 용가자미

의 이석을 이용하여 연령과 성장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

였다. 또한 용가자미의 생태 변화가 있었는지를 규명함

으로서 최근 동해안에서 감소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용가자미 자원의 평가와 자원관리에 필요한 기초

적인 과학자료를 제공하여 용가자미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 료

본 연구에 사용된 용가자미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경북 울진, 영덕, 포항 및 경주연안에서 자망으

로 채집된 총 965개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Fig. 1), 
미성어 용가자미의 부족으로 2017년 1월과 7월 울진과 

포항의 연안자망으로 어획한 시료 144개체를 추가로 구

입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령분석을 위해 사용된 용가자미는 총 714개체로 암

컷 555개체와 수컷 159개체가 분석되었으며 (Table 1), 
채집한 시료는 실험실로 운반 후 성별을 구분하여 전장 

(total length, TL)은 0.1 cm까지 중량 (body weight, BW)
은 분석저울 (Satorius AG.DE/BP410S, Germany)을 이

용하여 0.1 g까지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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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용가자미 생식소숙도지수 (Gonadosomatic 
Index, GSI)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5년 4월에서 

2016년 3월까지 암컷과 수컷 각각 548개체, 113개체를 

사용하였으며, 미성어 용가자미의 부족으로 추가 구입

한 2017년 1월과 7월의 용가자미는 월별 생식소숙도지

소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생식소의 성숙도는 생식소 

크기, 색조, 난의 투명 상태 및 난립의 크기 상태를 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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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생식소숙도지수 (Gonadosomatic Index, GSI)
는 다음의 식 (1)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               (1)

연령형질 분석을 위한 이석 추출은 용가자미의 눈에

서 뒤쪽 부분의 두개골 부분을 절단하여 한 쌍을 추출하

였고, 추출한 이석은 표면에 붙어 있는 이석낭과 이물질

을 제거한 후 50% 알코올에 세척하여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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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mpling area of pointhead flounder, Hippoglossoides
pinetorum caught by the gill net in Gyeongbuk coasts of the 
East Sea. Black dots indicate sampling sites.

Year Month
Female Male

No. of individuals
Size

range (cm)
No. of individuals

Size
range (cm)

2015

Apr. 25 21.7~34.0 2 22.5~22.5
May 56 16.0~33.9 7 19.1~22.3
Jun. 39 21.1~35.0 7 20.0~29.5
Jul. 43 20.0~37.0 10 22.6~27.3

Aug. 34 21.7~32.5 5 21.6~24.9
Sep. 32 18.2~33.0 14 15.4~25.0
Oct. 89 17.5~38.0 38 17.5~25.1
Nov. 26 16.0~33.8 7 18.9~25.2
Dec. 90 16.6~37.0 11 17.5~28.6

2016
Jan. 7 22.5~33.1
Feb. 27 20.3~33.5 2 20.8~22.7
Mar. 80 18.8~36.5 11 13.5~23.0

2017
Jan. 32 17.5~24.5
Jul. 7 15.8~19.6 13 15.2~19.5

Total & Mean size 555 25.9 159 21.2

Table 1. Number of individuals and size range of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caught by gill net in Gyeongbuk coasts of the
East Sea from April 2015 to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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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분석

용가자미의 무안측과 유안측 이석 중 유안측 이석은 

장축이 길며, 무안측 이석은 장축의 길이가 유안측에 

비해 비교적 짧은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석 분석의 일관성 있는 수치를 얻기 

위해 무안측 이석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이석의 

윤문 판독이 용이하도록 고운 사포와 거친 사포 두 가지 

종류 (sandpaper, 사포곱기 p400, 사포곱기 p1500)로 번

갈아 연마하여 관찰하였으며, 이석의 초륜과 윤문의 위

치를 정확히 판독하기 위해 이석을 Resin과 Hardener를 

섞어 포매 건조한 후 절단기 (Bueheler, Isomet 2000; 
Low speed saw)를 사용하여 절단 한 후 비교하면서 검

증하였다.
윤문 판독은 이석의 투명대에서 불투명대로 이행되는 

경계를 윤문으로 판독하였으며, 이석 반경 (otolith 
radius, OR)과 각 윤문 간의 거리는 실체현미경 

(DE/MZ-125, LEICA, German)과 영상분석시스템 

(Leopard, Zootoz, Korea)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 후 거리

를 측정하였다 (Fig. 2). 이석의 반경은 이석의 중심 초점 

(focus)으로부터 이석의 가장자리 중 장축 (long axis)을 

기준으로 거리를 mm 단위로 측정하였다. 월별 연역지

수 (Marginal Index, MI)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구입한 2017년 1월과 7월의 시료는 제외하였으며, 2015
년 4월에서 2016년 3월까지 암컷과 수컷 각각 548개체, 
113개체의 이석을 사용했다. 측정된 이석에 나타나는 

윤문의 주기성 여부와 형성 시기를 추정하기 위하여 연

역지수 (Marginal Index, MI)를 다음의 계산식 (2)로 계

산하였다.

                  
              (2)

여기서, OR은 이석의 반경을 나타내며 rn은 이석의 

중심에서 n번째 윤문까지의 거리이다. 암수 간의 전장 

분포의 차이는 EXCEL (Microsoft, Redmond, Wa, 
USA)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test)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용가자미의 전장 (TL)과 

이석 반경 (OR)의 관계식과 용가자미의 암수 간 전장과 

체중의 관계식을 각각 분석하였으며, 검증을 위해 공분

산분석 (ANCOVA test)을 이용하였다 (R version 2.10.0, 
2010).

성장식 계산

용가자미의 성장은 역계산된 연령별 평균체장을 사용

하여 von Bertalanffy (1938) 성장식을 이용하여 구하였

으며, 성장식에서의 각각의 파라메터는 Walford 정차도

법 (Walford, 1946)으로 추정된 추정값을 EXCEL의 해

찾기 (Solve)를 이용하여 비선형회귀분석방법 (nonlinear 
regression)에 의해 다음 식 (3)으로 추정하였다. 

            ∞  
               (3)

여기서, Lt는 연령이 t일 때의 체장이고, L∞는 이론적 

최대체장, k는 성장계수이며, t0는 체장이 0일 때의 이론

적 연령이다. 추정된 성장식의 성장계수는 과거 선행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성장율지수 (Ф)를 이용하였고 

(Munro and Pauly, 1983), 그 식은 다음과 같다.

              log  log∞             (4)

여기서, k는 성장계수, L∞는 이론적 최대체장이다.

결 과

본 연구에서 분석된 용가자미의 성비 (F/M)는 암컷이 

78%, 수컷이 22%로 암컷이 3.5배 정도 높았으며, 용가

자미 암컷의 전장 (TL) 범위는 15.8~38.0 cm로 나타났으

며, 수컷은 13.5~29.5 cm로 나타났다 (Fig. 3). 평균 전장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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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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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Fig. 2. The otolith of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OR and
rn indicate otolith radius and ring radii,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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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otolith of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OR and
rn indicate otolith radius and ring radii, respectively.

은 암컷이 25.9 cm, 수컷이 21.2 cm로 나타나 암컷이 

수컷에 비하여 평균 전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one-way ANOVA test, p<0.05). 한편 용가자미의 전장

에 대한 체중의 증가 경향을 보기 위해 전장과 체중간의 

관계식은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암컷의 관계식은 

BW=0.0025TL3.409 (r2=0.9551), 수컷의 전장과 체중과의 

관계식은 BW=0.0057TL3.138 (r2=0.9163)으로 나타났다 

(ANCOVA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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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자미 이석의 투명대에서 불투명대로 이행되는 윤

문이 연령 형질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윤문 중 

위륜 또는 잘못 판독된 윤문을 구별하기 위하여 윤경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암수 모두 윤경의 그룹별 이석

의 반경 (OR)이 커질수록 각각에 형성된 윤경의 반경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형질로써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Fig. 5).
한편, 윤문의 주기성 출현 여부 및 형성 시기를 확인

하기 위해 연역지수 (MI)의 월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용
가자미 암컷의 연역지수는 4월에 0.45로 가장 낮았으며, 
2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컷의 경우 3월에 0.4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월에 0.48로 낮게 나

타났으며, 2월에 0.67로 높게 나타났다. 암수 모두 3월과 

4월에 가장 낮았고, 2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

서 용가자미 윤문의 형성 시기는 연 1회 3~4월임을 확인

하였다 (Fig. 6).
용가자미 암컷의 월별 생식소 발달과정을 분석한 결

과, 미숙 (immature) 개체는 연중 내내 나타났으며, 4월
에 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서서히 감소하여 8월
에 28%의 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숙 (maturing) 
상태의 개체도 마찬가지로 연중 내내 분포하였는데, 4월
에 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8월에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완숙 (mature) 상태의 

개체는 1월에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2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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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미 암컷의 연역지수는 4월에 0.45로 가장 낮았으며, 
2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컷의 경우 3월에 0.4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월에 0.48로 낮게 나

타났으며, 2월에 0.67로 높게 나타났다. 암수 모두 3월과 

4월에 가장 낮았고, 2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

서 용가자미 윤문의 형성 시기는 연 1회 3~4월임을 확인

하였다 (Fig. 6).
용가자미 암컷의 월별 생식소 발달과정을 분석한 결

과, 미숙 (immature) 개체는 연중 내내 나타났으며, 4월
에 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서서히 감소하여 8월
에 28%의 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숙 (maturing) 
상태의 개체도 마찬가지로 연중 내내 분포하였는데, 4월
에 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8월에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완숙 (mature) 상태의 

개체는 1월에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2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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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nthly changes in the maturity stage of female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caught by gill net in Gyeongbuk coasts 
of the East Sea from April 2015 to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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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nthly changes in the mean marginal index (MI) of
female and male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caught by gill 
net in Gyeongbuk coasts of the East Sea from April 2015 to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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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nthly changes in the mean gonadosomatic index (GSI) of 
female and male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caught by gill net 
in Gyeongbuk coasts of the East Sea from April 2015 to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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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otolith surface of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overlayed with the sectioned otolith (SO) under the same 
magnification. OR and rn indicate otolith radius and ring radii,
respectively. The location of the r1 was compared with the 
references of Tominaga et al. (1996) and Choe et al. (1999).

3월에 각각 41%와 24%의 비로 나타났으며, 방후 

(spent) 개체는 5월과 6월에 각각 6%, 4%로 나타났다 

(Fig. 7).
용가자미의 평균 생식소숙도지수 (GSI)는 암컷이 2월

에 49.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월이 

46.21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았던 2월 이후 3월에 

26.54로 서서히 감소하여 5월에 가장 낮게 8.89로 나타

나 (Fig. 8), 생식소의 발달과정 및 생식소숙도지수의 월 

Female

Ring Group No. of specimen OR*
Ring radius (mm)

r1 r2 r3 r4 r5 r6 r7 r8

3 2 2.44 0.90 1.49 2.13 　

4 39 2.89 0.94 1.66 2.24 2.69 　

5 220 3.24 0.92 1.58 2.19 2.70 3.06 　

6 179 3.63 0.91 1.53 2.15 2.71 3.16 3.46 　

7 90 4.01 0.92 1.52 2.14 2.72 3.21 3.60 3.85 　

8 25 4.34 0.92 1.56 2.13 2.69 3.18 3.62 3.96 4.21

Total　 555
Mean 0.92 1.56 2.17 2.71 3.13 3.51 3.88 4.21
S.D. 0.11 0.24 0.289 0.31 0.32 0.32 0.34 0.25

Male

Ring Group No. of specimen OR
Ring radius (mm)

r1 r2 r3 r4 r5 r6 r7 r8

3 8 2.47 0.86 1.53 2.25 　

4 48 2.87 0.92 1.59 2.21 2.64 　

5 89 3.05 0.92 1.51 2.08 2.54 2.86 　

6 14 3.37 0.90 1.49 2.07 2.59 2.94 3.29

Total 159
Mean 0.91 1.53 2.13 2.58 2.87 3.29
S.D. 0.12 0.19 0.25 0.26 0.27 0.18

Sex Combined

Ring Group No. of specimen OR
Ring radius (mm)

r1 r2 r3 r4 r5 r6 r7 r8

3 10 2.46 0.87 1.52 2.23 　

4 87 2.88 0.93 1.62 2.22 2.66 　

5 309 3.18 0.92 1.56 2.16 2.66 3.00 　

6 193 3.61 0.91 1.53 2.15 2.70 3.15 3.44 　

7 90 4.01 0.92 1.52 2.14 2.72 3.21 3.60 3.85 　

8 25 4.34 0.92 1.56 2.13 2.69 3.18 3.62 3.96 4.21

Total　 714
Mean 0.92 1.55 2.16 2.68 3.08 3.50 3.88 4.21
S.D. 0.11 0.23 0.28 0.31 0.33 0.33 0.34 0.25

Table 2. Mean otolith ring radius (rn) at each ring group for female and male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caught by gill net 
in Gyeongbuk coasts of the East Sea from April 2015 to July 2017

Sex
Mean distance between adjacent annual rings (mm)

r1 ~ r2 r2 ~ r3 r3 ~ r4 r4 ~ r5 r5 ~ r6 r6 ~ r7 r7 ~ r8

Female 0.64 0.61 0.54 0.42 0.39 0.36 0.36
Male 0.62 0.59 0.45 0.29 0.34

Table 3. Mean distance between adjacent annual rings for female and male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caught by gill net in
Gyeongbuk coasts of the East Sea from April 2015 to July 2017

* OR : Otolith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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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부터 용가자미의 산란기는 1~3월로 추정되었다.
용가자미 이석의 최초 윤문인 초륜 (first ring : r1)은 

초점 (focus)과 초점 주위의 위륜 (false ring)으로 판독되

는 윤의 다음에 나타나는 윤문을 초륜으로 판독하였다 

(Fig. 9). 본 연구에서 연령사정의 기준으로 정한 투명대

에서 불투명대로 이행되는 경계가 연 1회 형성되는 주기

성이 있으므로 각 경계까지를 연륜으로 판단하여 연륜

별 평균 윤경을 계산하였다. 초점에서 초륜 (r1)까지의 

평균 거리는 암수 각각 0.92 mm와 0.91 mm였으며, 두 

번째 윤문 (r2)까지의 거리는 각각 1.56 mm과 1.53 mm, 
세 번째 윤문 (r3)까지의 거리는 각각 2.17 mm과 

2.13mm이었다 (Table 2).
본 연구에서는 윤문 (rn)과 다음 윤문 (rn+1) 간의 거리

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초륜 (rn)에서 두 번째 윤문 

(r2)의 거리는 암수 각각 평균 0.64 mm와 0.62 mm로 

나타났고, 두 번째 윤문 (r2)에서 세 번째 윤문 (r3) 간의 

거리는 각각 0.61 mm, 0.59 mm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화에서 용가자미 이석에 나타나는 윤문이 형성될수록 

거리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1~r2의 거

리와 r2~r3의 거리는 비교적 비슷한 윤문 간 거리를 두었

지만, r3의 윤문 형성 후 거리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3).
이석경 (OR)과 전장 (TL) 간의 관계식은 암컷은 

TL=7.142OR+0.769 (r2=0.793), 수컷은 TL=6.498OR+1.706 
(r2=0.652)였으며, 암수 간 관계식의 차이는 없었다 

(ANCOVA test, F=2.039, p=0.15) (Fig. 10). 또한 각 연령별 

평균 윤경을 이석 반경과 전장 간의 관계식으로부터 역

계산 (Back-calculated)하여 연령별 평균 전장을 역추정

하였다 (Table 4).
또한 연륜으로부터 계산된 연령별 전장을 이용하여 

Walford 정차도법 (Walford, 1946)으로 추정된 각각의 

매개변수 값들을 사용하여 von Bertalanffy 성장식 

(Bertalanffy, 1938)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성장식은 암컷은 
Lt=43.59(1-e-0.15(t+0.007)), 수컷은 Lt=28.13(1-e-0.26(t+0.006))이었으며, 암
수 전체는 Lt=48.81(1-e-0.12(t-0.001))였다 (Fig. 11). 성장계

수 (k)는 암컷 0.15/year와 수컷 0.26/year로 산정되었으

며, 이론적 최대전장 (L∞)은 암컷 43.59 cm와 수컷 

28.13 cm였다. 체장이 0일 때 이론적 연령 (t0)은 암컷, 
수컷 각각 -0.007세와 -0.006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수 전체의 이론적 연령은 0.001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암수 간 추정된 성장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ANCOVA test, F=12.54, p < 0.001).

To
ta

l l
en

gt
h 

(c
m

)

Age (t, year)

Lt = 48.81(1-e-0.12(t-0.001)) 
Lt = 28.13(1-e-0.26(t+0.006)) 
Lt = 43.59(1-e-0.15(t+0.007)) 

Fig. 11. The von Bertalanffy growth curve estimated by the 
nonlinear regression method for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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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ships between otolith radius (OR) and total length
(TL) of female and male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caught
by gill net in Gyeongbuk coasts of the East Sea from April 2015
to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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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부터 용가자미의 산란기는 1~3월로 추정되었다.
용가자미 이석의 최초 윤문인 초륜 (first ring : r1)은 

초점 (focus)과 초점 주위의 위륜 (false ring)으로 판독되

는 윤의 다음에 나타나는 윤문을 초륜으로 판독하였다 

(Fig. 9). 본 연구에서 연령사정의 기준으로 정한 투명대

에서 불투명대로 이행되는 경계가 연 1회 형성되는 주기

성이 있으므로 각 경계까지를 연륜으로 판단하여 연륜

별 평균 윤경을 계산하였다. 초점에서 초륜 (r1)까지의 

평균 거리는 암수 각각 0.92 mm와 0.91 mm였으며, 두 

번째 윤문 (r2)까지의 거리는 각각 1.56 mm과 1.53 mm, 
세 번째 윤문 (r3)까지의 거리는 각각 2.17 mm과 

2.13mm이었다 (Table 2).
본 연구에서는 윤문 (rn)과 다음 윤문 (rn+1) 간의 거리

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초륜 (rn)에서 두 번째 윤문 

(r2)의 거리는 암수 각각 평균 0.64 mm와 0.62 mm로 

나타났고, 두 번째 윤문 (r2)에서 세 번째 윤문 (r3) 간의 

거리는 각각 0.61 mm, 0.59 mm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화에서 용가자미 이석에 나타나는 윤문이 형성될수록 

거리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1~r2의 거

리와 r2~r3의 거리는 비교적 비슷한 윤문 간 거리를 두었

지만, r3의 윤문 형성 후 거리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3).
이석경 (OR)과 전장 (TL) 간의 관계식은 암컷은 

TL=7.142OR+0.769 (r2=0.793), 수컷은 TL=6.498OR+1.706 
(r2=0.652)였으며, 암수 간 관계식의 차이는 없었다 

(ANCOVA test, F=2.039, p=0.15) (Fig. 10). 또한 각 연령별 

평균 윤경을 이석 반경과 전장 간의 관계식으로부터 역

계산 (Back-calculated)하여 연령별 평균 전장을 역추정

하였다 (Table 4).
또한 연륜으로부터 계산된 연령별 전장을 이용하여 

Walford 정차도법 (Walford, 1946)으로 추정된 각각의 

매개변수 값들을 사용하여 von Bertalanffy 성장식 

(Bertalanffy, 1938)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성장식은 암컷은 
Lt=43.59(1-e-0.15(t+0.007)), 수컷은 Lt=28.13(1-e-0.26(t+0.006))이었으며, 암
수 전체는 Lt=48.81(1-e-0.12(t-0.001))였다 (Fig. 11). 성장계

수 (k)는 암컷 0.15/year와 수컷 0.26/year로 산정되었으

며, 이론적 최대전장 (L∞)은 암컷 43.59 cm와 수컷 

28.13 cm였다. 체장이 0일 때 이론적 연령 (t0)은 암컷, 
수컷 각각 -0.007세와 -0.006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수 전체의 이론적 연령은 0.001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암수 간 추정된 성장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ANCOVA test, F=12.54,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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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 48.81(1-e-0.12(t-0.001)) 
Lt = 28.13(1-e-0.26(t+0.006)) 
Lt = 43.59(1-e-0.15(t+0.007)) 

Fig. 11. The von Bertalanffy growth curve estimated by the 
nonlinear regression method for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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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ships between otolith radius (OR) and total length
(TL) of female and male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caught
by gill net in Gyeongbuk coasts of the East Sea from April 2015
to July 2017.

고 찰

일반적으로 어류의 연령형질로는 비늘, 이석, 척추골, 
새개골 등이 형질로 이용되며, 특히 이석은 고령어의 

성장이 정체되었을 때도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 (Choe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용가

자미의 연령을 분석하기 위해 어류의 형질 중 이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선행된 연구 (Tominaga et al., 1996; 
Choe et al., 1999)와 비교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윤문

을 판독했던 방식으로 이석 윤문을 투명대에서 불투명

대로 이행되는 경계를 이용하여 판독하였다.
이밖에 투명대에서 불투명대의 경계를 윤문으로 판독

한 사례는 문치가자미 (Solomon et al., 1987; Kim et 
al., 1991; Kooka et al., 2000; Kim et al., 2015; Yang 
et al., 2017), 돌가자미 (Jun and Im, 2004), 범가자미 

(Jun et al., 1996), 기름가자미 (Lee, 2008; Yang et al., 
2012) 등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

에서 투명대에서 불투명대로 이행되는 경계가 윤문으로 

판독하기에 명확했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윤문을 판독하기 위해 표면연마

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Tominaga et al. (1996)의 연구

에서 용가자미의 이석은 저연령일 때는 연마를 거치지 

않고 판독이 가능하나, 1세 이후의 경우 명확한 윤문을 

판독하기 위해 사포로 연마를 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저연령의 윤문이 고연령의 윤문보다 선

명하게 판독되었으며, 특히 5세 이상의 고연령으로 갈수

록 이석의 구성 성분인 탄산칼슘 (CaCO3)과 기타 유기

물질의 밀집도가 높아 사포로 연마 한 후에 명확히 판독

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용가자미의 산란기는 1~3월이었고 첫 

윤문의 형성 시기는 이듬해 3~4월로 1.13년 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1회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석의 윤문 형성 시기는 산란 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Choe et al., 1999; Jun and Im, 
2004; Lee et al., 2006; Yang et al., 2008; Kim et al., 

Total length (cm)

Female
Ring Group L1.13 L2.13 L3.13 L4.13 L5.13 L6.13 L7.13 L8.13

3 7.2 11.4 16.0
4 7.5 12.7 16.8 20.0
5 7.3 12.0 16.4 20.1 22.6
6 7.2 11.7 16.1 20.1 23.4 25.5
7 7.3 11.7 16.0 20.2 23.7 26.5 28.3
8 7.3 11.9 16.0 20.0 23.5 26.6 29.0 30.8

Mean 7.3 11.9 16.2 20.1 23.3 26.2 28.7 30.8

Total length (cm)

Male
Ring Group L1.13 L2.13 L3.13 L4.13 L5.13 L5.13 L7.13 L8.13

3 7.3 11.7 16.3
4 7.7 12.0 16.1 18.9
5 7.7 11.5 15.2 18.2 20.3
6 7.6 11.4 15.1 18.5 20.8 22.6

Mean 7.6 11.7 15.7 18.5 20.5 22.6

Total length (cm)

Sex Combined
Ring Group L1.13 L2.13 L3.13 L4.13 L5.13 L5.13 L7.13 L8.13

3 6.0 10.9 16.1
4 6.5 11.6 16.1 19.4
5 6.4 11.2 15.6 19.3 21.9
6 6.3 10.9 15.5 19.7 22.9 25.1
7 6.4 10.9 15.5 19.8 23.4 26.3 28.2
8 6.4 11.2 15.4 19.5 23.2 26.5 29.0 30.8

Mean 6.4 11.1 15.7 19.5 22.9 26.0 28.6 30.8

Table 4. Back-calculated total length (Lt) at the formation of each otolith ring group of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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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Lee et al., 2016),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산란 시기와 

윤문 형성 시기 패턴과 유사하게 Choe et al. (1999) 연구

에서도 해당 연구의 용가자미 산란기인 2~3월에서 이듬

해인 5월인 약 1.25년 후에 첫 윤문인 초륜이 형성된다

고 주장하였다. 반면, Tominaga et al. (1996)의 연구에서 

일본 이시가리만산 (Ishikari Bay, 石狩湾) 용가자미는 

주 산란기가 6~7월이었고, 최초의 윤문인 초륜 (first 
ring)의 형성 시기가 3~4월인 것으로 나타나, 산란시기

가 지나고 0.75년 후에 첫 윤문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첫 윤문의 형성 시기의 차이는 용가자미의 

산란기가 서식환경에 따라 산란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는 것과 저층 트롤로 성숙한 개체들이 머무는 저층을 

채집한 방법의 차이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Tominaga et 
al., 2000).

본 연구에서 용가자미의 연령별로 역계산된 전장의 

성장식에서 1세의 전장은 암컷은 7.3 cm, 수컷은 7.6 
c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해안산 용가자미의 

이석을 이용한 Choe et al. (1999)의 연구보다 1세의 전

장이 암수 각각 3.5 cm, 2.0 cm 정도 작았으나, 일본 

훗카이도의 이시가리만산 용가자미의 연구보다는 1세
의 전장이 암수 각각 약 1.0 cm 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Choe et al. (1999)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연구의 초륜의 위치와 Choe et al. (1999)의 초륜

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판독한 것으로 추정되며, 본 연구

에서의 두 번째 윤문의 거리와 Choe et al. (1999)의 초륜

의 위치 거리가 근접한 것으로 볼 때, Choe et al. (1999)
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판독한 초륜을 판독하지 않

음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된다 (Table 5). 또한 본 연구의 

초륜은 Fig. 9에서 보듯이 Tominaga et al. (1996)이 초륜

으로 판독한 것으로 보이는 초점의 테두리와 본 연구에

서 두 번째 윤문으로 판독한 Choe et al. (1999)의 초륜의 

사이의 윤문을 초륜으로 판독하였기 때문에 선행 연구

와의 역계산한 전장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정된 매개변수 값으로 von Bertalanffy 성장식

을 구하였으며, 추정된 용가자미의 성장식을 이용하여 

선행 연구와의 성장율을 비교하였다 (Table 6). 암수의 

최대 전장 (L∞)은 각각 43.59 cm, 28.13 cm였으며, 성장

계수는 각각 0.15, 0.26이었다. 선행된 연구와 비교 하였

을 때 Tominaga et al. (1996)의 연구에서 나타난 암수 

최대 전장 31.50 cm, 25.10 cm보다 컸으며, Choe et al. 
(1999)의 연구보다는 암수 각각 약 5 cm 정도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성장계수를 비교하면, 모든 연구에서 암컷

의 성장계수가 수컷보다 낮게 나타났고, 암컷은 

Tominaga et al. (1996)의 연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Choe et al. (1999)의 연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컷은 본 연구에서의 성장계수가 가장 높았으며, 
Tominaga et al. (1996)의 연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암컷의 성장율지수 (Ф)는 2.46이고, 수
컷의 성장율지수는 2.31이었으며, 성장율지수는 최대 

체장의 크기가 클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uthors Sex
Range of total

length (cm)
Mean first

ring radii (mm)
Mean second 

ring radii (mm)
Survey area

This study
Female 15.8~38.0 0.917 1.558

East Sea, Korea
Male 13.5~29.5 0.913 1.533

Tominaga et al. (1996)
Female 5.2~30.0 0.790 1.870 Ishikari Bay, 

JapanMale 5.1~26.0 0.780 1.860

Choe et al. (1999)
Female 12.7~36.9 1.482 2.461

East Sea, Korea
Male 9.1~27.6 1.619 2.278

Table 5. Comparision of mean first ring radii and mean second ring radii of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reported by different research

Authors
Female Male

Survey area
L∞ (cm) k (/year) Ф L∞ (cm) k (/year) Ф

This study 43.59 0.15 2.46 28.13 0.26 2.31 East Sea, Korea
Tominaga et al., 1996 31.50 0.22 2.34 25.10 0.26 2.22 Ishikari Bay, Japan

Choe et al., 1999 46.15 0.15 2.51 31.88 0.27 2.44 East Sea, Korea

Table 6. Comparision of growth parametes and growth performance index of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reported by differ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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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해당 연구의 용가자미 산란기인 2~3월에서 이듬

해인 5월인 약 1.25년 후에 첫 윤문인 초륜이 형성된다

고 주장하였다. 반면, Tominaga et al. (1996)의 연구에서 

일본 이시가리만산 (Ishikari Bay, 石狩湾) 용가자미는 

주 산란기가 6~7월이었고, 최초의 윤문인 초륜 (first 
ring)의 형성 시기가 3~4월인 것으로 나타나, 산란시기

가 지나고 0.75년 후에 첫 윤문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첫 윤문의 형성 시기의 차이는 용가자미의 

산란기가 서식환경에 따라 산란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는 것과 저층 트롤로 성숙한 개체들이 머무는 저층을 

채집한 방법의 차이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Tominaga et 
al., 2000).

본 연구에서 용가자미의 연령별로 역계산된 전장의 

성장식에서 1세의 전장은 암컷은 7.3 cm, 수컷은 7.6 
c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해안산 용가자미의 

이석을 이용한 Choe et al. (1999)의 연구보다 1세의 전

장이 암수 각각 3.5 cm, 2.0 cm 정도 작았으나, 일본 

훗카이도의 이시가리만산 용가자미의 연구보다는 1세
의 전장이 암수 각각 약 1.0 cm 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Choe et al. (1999)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연구의 초륜의 위치와 Choe et al. (1999)의 초륜

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판독한 것으로 추정되며, 본 연구

에서의 두 번째 윤문의 거리와 Choe et al. (1999)의 초륜

의 위치 거리가 근접한 것으로 볼 때, Choe et al. (1999)
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판독한 초륜을 판독하지 않

음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된다 (Table 5). 또한 본 연구의 

초륜은 Fig. 9에서 보듯이 Tominaga et al. (1996)이 초륜

으로 판독한 것으로 보이는 초점의 테두리와 본 연구에

서 두 번째 윤문으로 판독한 Choe et al. (1999)의 초륜의 

사이의 윤문을 초륜으로 판독하였기 때문에 선행 연구

와의 역계산한 전장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정된 매개변수 값으로 von Bertalanffy 성장식

을 구하였으며, 추정된 용가자미의 성장식을 이용하여 

선행 연구와의 성장율을 비교하였다 (Table 6). 암수의 

최대 전장 (L∞)은 각각 43.59 cm, 28.13 cm였으며, 성장

계수는 각각 0.15, 0.26이었다. 선행된 연구와 비교 하였

을 때 Tominaga et al. (1996)의 연구에서 나타난 암수 

최대 전장 31.50 cm, 25.10 cm보다 컸으며, Choe et al. 
(1999)의 연구보다는 암수 각각 약 5 cm 정도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성장계수를 비교하면, 모든 연구에서 암컷

의 성장계수가 수컷보다 낮게 나타났고, 암컷은 

Tominaga et al. (1996)의 연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Choe et al. (1999)의 연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컷은 본 연구에서의 성장계수가 가장 높았으며, 
Tominaga et al. (1996)의 연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암컷의 성장율지수 (Ф)는 2.46이고, 수
컷의 성장율지수는 2.31이었으며, 성장율지수는 최대 

체장의 크기가 클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uthors Sex
Range of total

length (cm)
Mean first

ring radii (mm)
Mean second 

ring radii (mm)
Survey area

This study
Female 15.8~38.0 0.917 1.558

East Sea, Korea
Male 13.5~29.5 0.913 1.533

Tominaga et al. (1996)
Female 5.2~30.0 0.790 1.870 Ishikari Bay, 

JapanMale 5.1~26.0 0.780 1.860

Choe et al. (1999)
Female 12.7~36.9 1.482 2.461

East Sea, Korea
Male 9.1~27.6 1.619 2.278

Table 5. Comparision of mean first ring radii and mean second ring radii of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reported by different research

Authors
Female Male

Survey area
L∞ (cm) k (/year) Ф L∞ (cm) k (/year) Ф

This study 43.59 0.15 2.46 28.13 0.26 2.31 East Sea, Korea
Tominaga et al., 1996 31.50 0.22 2.34 25.10 0.26 2.22 Ishikari Bay, Japan

Choe et al., 1999 46.15 0.15 2.51 31.88 0.27 2.44 East Sea, Korea

Table 6. Comparision of growth parametes and growth performance index of pointhead flounder H. pinetorum reported by different research

6). Yang et al. (2017)의 연구에서 동해안산 문치가자미

가 남해안산 문치가자미에 비해 성장율이 높았으며, 문
치가자미의 성장은 고위도로 갈수록 성장이 좋은 경향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가 있다.
반면, 용가자미의 연구 결과에서 성장율은 문치가자

미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식하는 서식지의 수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차가운 수온에서 서식하는 냉수성 

저어류인 대구의 성장율도 위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

며 (Choi et al., 2011), Heo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울릉도 및 독도, 통영 근해, 일본 아오모리 (Aomori, 靑
森) 해역, 일본 니가타 (Nikata, 新潟) 해역에 서식하는 

불볼락을 비교하였을 때, 통영 해역에 비해 고위도상의 

울릉도 및 독도 근해와 니가타현 해역 및 아오모리 해역

에서의 성장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위도상

의 울릉도 및 독도 근해와 니가타현 해역, 아오모리 해역

에서의 성장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하였

다. Heo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울릉

도 및 독도 주변에 서식하는 불볼락이 조사 주변 해역의 

낮은 수온으로 인해 어종의 성장율이 타 해역에 비해 

높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가자미는 가자미

류 중에서도 연안의 비교적 수심이 깊은 해저에 서식하

는 소형 냉수성 어류이며 (Xiao et al., 2011, Kojima et 
al., 2014), Tominaga et al. (1996)의 시료 채집 지역이 

내만인 것과 이시가리만의 조사 지역이 대부분 50 m 
내외인 것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 해역에서 채집된 용가

자미의 75% 이상이 수심 60 m 이상 해역에서 채집되었

다. 본 대상어종의 주 서식 수심인 100~250 m (Kim et 
al., 2005)에 가까운 수심에서 채집된 용가자미의 성장 

환경이 보다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성장율이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이석

의 윤문 판독은 표면연마법과 절단법으로 검증을 거쳐 

비교하며 판독을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판독한 초륜의 

거리는 암수 각각 0.92 mm와 0.91 mm으로 Tominaga 
et al. (1996)의 연구와 Choe et al. (1999)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윤문에서 첫 번째 윤문 판독을 일치시키는 것

과 연령 비교를 위해 수심을 고려한 동일한 채집 방법으

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해역의 

서식지의 수온, 먹이생물, 저질 환경과 같은 성장에 영향

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

한 것들을 고려해 향후 연구에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우리나라 

경북 연안에서 채집된 용가자미 714개체의 이석을 이용

하여 연령 및 성장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석의 투명대에

서 불투명대로 이행되는 경계를 윤문으로 판독하였고, 
윤문은 1년에 한번 3월과 4월 사이에 형성되었다. 주 

산란기는 1~3월로 첫 번째 윤문의 형성되는 시기까지 

약 1.13년으로 추정되어, 용가자미의 선행 연구인 Choe 
et al. (1999)의 1.25년을 첫 번째 윤문 형성 시기보다 

2개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용가자미 윤문 

형성은 암컷이 3∼8개 형성되었으며, 수컷은 3∼6개 형

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반경 (OR)과 전장 (TL) 간의 

관계식은 암컷은 TL=7.142OR+0.769 (r2=0.793)으로 나

타났으며, 수컷은 TL=6.498OR+1.706 (r2=0.652)로 나타

났으며, 암수 간 관계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문이 처음 형성되는 초륜까지의 거리는 암수 각각 평

균 0.92 mm와 0.91 mm였다. 비선형 회귀방법으로 추정

한 용가자미의 von Bertalanffy 성장식을 통해 산출된 

이론적 최대 전장 (L∞)은 암컷이 43.59 cm로 Choe et 
al. (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46.15 cm보다 작게 나타났

으며, 수컷도 28.13 cm로 Choe et al. (1999)의 연구에서

의 이론적 최대 전장인 31.88 cm보다 작게 나타났다. 
암컷의 성장계수 (k)의 값은 0.15/year, 체장이 0 cm일 

때 이론적 연령은 -0.007세였다. 수컷은 각각 0.26/year, 
-0.006세로 나타났으며, 암수 간 추정된 성장식에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사

본 연구는 2017년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연구사

업(R2017029)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입니다.

References

Bertalanffy L von. 1938. A quantitative theory of organ growth 
(Inquiries on growth laws II). Hum Biol 10, 181-213.

Campana SE. 2001. Accuracy, precision and quality control 



374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 정연규·김성태, 윤상철·양재형·정경미·오택윤·최광호

in age determination, including a review of the use and 
abuse of age validation methods. J Fish Biol 59, 197-242.

Cha HK, Park KY, Lee SI, Park HW, Kwon HC and Choi 
SH. 2006. Maturity and spawning of brown sole, 
Pleuronectes herzensteini (Jordan et Snyder) in the East 
Sea of Korea. Korean J Ichthyol 18(4), 363-367.

Cha HK, Kwon HC, Yang JH, Chand DS and Chun YY. 2008. 
Maturity and spawning of Korean flounder, 
Glytocephalus stelleri (Schmidt) in the East Sea of 
Korea. Korean J Ichthyol 20, 263-271.

Chang YJ, Lee JY and Chan YJ. 2004. Reproductive cycle 
of the brown sole, Limanda herensteini in the eastern 
waters of Korea. J of Aquaculture 17(2), 128-132.

Choe SH, Chun YY, Gong YG and Son SJ. 1986. Studies on 
the age, growth and maturity of the flounder Limanda 
herensteini Jordan et Snyder in Yong-il Bay of the 
eastern sea of Korea. Bull Nat Fish Res Dev Agency 
39, 43-51.

Choe SH, Hur YH, Chun YY and Zhang CI. 1999. Growth 
and maturity of pointhead flounder, Cleisthenes 
pinetorum herzensteini (Schmidt) in the East Sea. J 
Korean Soc Fish Res 2, 1-13.

Choi BE and Gwak WS. 2011. Age determination and growth 
pattern of Pacific cod Gadus microcephalus (Tilesius, 
1810) in Jinhae Bay Korea. Korea Journal of 
Ichthyology, 23(4), 269-277.

Heo YW, Lee JB, Yang JH, Cha HK, Kim JJ and Zhang CI. 
2015. Age and growth of the goldeyes rockfish Sebastes 
thompsoni in the Ulleungdo and Dokdo areas. Korean 
J Fish Aquat Sci 48(8), 929-939.(DOI:10.5657/KFAS.22015.0929)

Hiraoka Y, Takatsu T, Kurifuji A, Imura K and Takahashi T. 
2005. Feeding habits of pointhead flounder Cleisthenes 
pinetorum larvae in and near Funka Bay, Hokkaido, 
Japan. Bull Jpn Soc Fish Oceanogr 69(3), 156-164.

Huh SH and Baeck GW. 2003. Feeding habits of 
Hippoglossoides pinetorum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 Kori, Korea. Korean J Ichthyol 15(3), 157-161.

Huh SH, Nam KM, Park JM, Jeong JM and Baeck GW. 2012. 
Feeding habits of the marbled flounder, Pluronectes 
yokohamae in the coastal waters off Tong-yeong, Korea. 
Korea J Ichthyol 16, 173-180.

Jun BS, Park BH, Jun IK, Kang YJ. 1996. Age and growth 
of spotted halibut, Verasper variegatus. Korean J 

Ichthyol 9(1), 56-63.
Jun JC and Im YJ. 2004. Age and growth of stone flounder, 

Kareius bicoloratus, in western coastal waters of Korea. 
Korean J Ichthyol 16(2), 173-180.

Kang YJ. Lee TY and Lee BD. 1985. Reproduction and 
population dynamics of marbled flounder Limanda 
yolohamae 2. Population dynamics. Bull Korean Fish 
Soc 18, 261-265.

Kim HY, Huh SJ, Kim ST and Seo YI. 2015. Age and growth 
of marbled flounder, Pleuronectes yokohamae (Günther) 
in the southern waters of Korea. J Korean Soc Fish 
Technol 51, 35-41. (DOI:10.3796/KFAS.2015.51.1.035)

Kim IS, Choi Y, Lee CY, Lee YJ, Kim BJ, Kim JH. 2005. 
Illustrated book of Korean fishes. Hwang JS, ed. Kyo 
Hak Publishing Co, Seoul, Korea, 478.

Kim YH, Kang YJ and Bae IJ. 1991. Age and growth of 
marbled flounder Limanda yokohamae (Günther). Korean 
J Ichthyol 3, 130-139.

Kojima S, Sakuma K and Yanagimoto T. 2014. Contrasting 
genetic population structures between congeneric flounder 
species, Hippoglossoides dubius and H. pinetorum. Plankton 
Benthos Res 9(2), 99-104.

Kooka K, Takatsu T, Naga T, Hayakawa Y, Kamiharako T 
and Takahashi T. 2000. Age and growth of marbled 
flounder (Pleuronectes yokohamae) in the coastal waters 
of western Aomori prefecture, Japan. Bull Fac Fish 
Hokkaido Univ 51, 121-126.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2016. 
http://kosis.kr/stati 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 ?vw 
cd=MT_ZTITLE&parentId=F#SubCont(accessed 
August 4, 2017).

Lee DJ, Kang SK, Jung KM and Cha HK. 2016. Age and 
growth of jack mackerel Trachurus japonicas off Jeju 
Island, Korea. Korean J Fish Aquat Sci 49(5), 648-656. 
(DOI:10.5657/KFAS.2016.0648)

Lee HW, Lee SJ, Yang JH, Lee JB, Cha HK and Kim JK. 2014. 
Occurrence of eggs and larvae of blackfin flounder 
Glyptocephalus stelleri (Pleuronectidae, Pisces) off 
Wangdol-cho, East Sea. Kor J Fish Aquat Sci 47(5), 654-658.

Lee JM. 2008. Age and growth of Korean flounder 
(Glyptocephalus stelleri) in the East Sea of Korea. M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Lee SI, Park KY, Kim YS, Park HW, Yang JH and Choi S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 375 

경북 동해안산 용가자미 (Hippoglossoides pinetorum) 연령과 성장의 재확인

in age determination, including a review of the use and 
abuse of age validation methods. J Fish Biol 59, 197-242.

Cha HK, Park KY, Lee SI, Park HW, Kwon HC and Choi 
SH. 2006. Maturity and spawning of brown sole, 
Pleuronectes herzensteini (Jordan et Snyder) in the East 
Sea of Korea. Korean J Ichthyol 18(4), 363-367.

Cha HK, Kwon HC, Yang JH, Chand DS and Chun YY. 2008. 
Maturity and spawning of Korean flounder, 
Glytocephalus stelleri (Schmidt) in the East Sea of 
Korea. Korean J Ichthyol 20, 263-271.

Chang YJ, Lee JY and Chan YJ. 2004. Reproductive cycle 
of the brown sole, Limanda herensteini in the eastern 
waters of Korea. J of Aquaculture 17(2), 128-132.

Choe SH, Chun YY, Gong YG and Son SJ. 1986. Studies on 
the age, growth and maturity of the flounder Limanda 
herensteini Jordan et Snyder in Yong-il Bay of the 
eastern sea of Korea. Bull Nat Fish Res Dev Agency 
39, 43-51.

Choe SH, Hur YH, Chun YY and Zhang CI. 1999. Growth 
and maturity of pointhead flounder, Cleisthenes 
pinetorum herzensteini (Schmidt) in the East Sea. J 
Korean Soc Fish Res 2, 1-13.

Choi BE and Gwak WS. 2011. Age determination and growth 
pattern of Pacific cod Gadus microcephalus (Tilesius, 
1810) in Jinhae Bay Korea. Korea Journal of 
Ichthyology, 23(4), 269-277.

Heo YW, Lee JB, Yang JH, Cha HK, Kim JJ and Zhang CI. 
2015. Age and growth of the goldeyes rockfish Sebastes 
thompsoni in the Ulleungdo and Dokdo areas. Korean 
J Fish Aquat Sci 48(8), 929-939.(DOI:10.5657/KFAS.22015.0929)

Hiraoka Y, Takatsu T, Kurifuji A, Imura K and Takahashi T. 
2005. Feeding habits of pointhead flounder Cleisthenes 
pinetorum larvae in and near Funka Bay, Hokkaido, 
Japan. Bull Jpn Soc Fish Oceanogr 69(3), 156-164.

Huh SH and Baeck GW. 2003. Feeding habits of 
Hippoglossoides pinetorum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 Kori, Korea. Korean J Ichthyol 15(3), 157-161.

Huh SH, Nam KM, Park JM, Jeong JM and Baeck GW. 2012. 
Feeding habits of the marbled flounder, Pluronectes 
yokohamae in the coastal waters off Tong-yeong, Korea. 
Korea J Ichthyol 16, 173-180.

Jun BS, Park BH, Jun IK, Kang YJ. 1996. Age and growth 
of spotted halibut, Verasper variegatus. Korean J 

Ichthyol 9(1), 56-63.
Jun JC and Im YJ. 2004. Age and growth of stone flounder, 

Kareius bicoloratus, in western coastal waters of Korea. 
Korean J Ichthyol 16(2), 173-180.

Kang YJ. Lee TY and Lee BD. 1985. Reproduction and 
population dynamics of marbled flounder Limanda 
yolohamae 2. Population dynamics. Bull Korean Fish 
Soc 18, 261-265.

Kim HY, Huh SJ, Kim ST and Seo YI. 2015. Age and growth 
of marbled flounder, Pleuronectes yokohamae (Günther) 
in the southern waters of Korea. J Korean Soc Fish 
Technol 51, 35-41. (DOI:10.3796/KFAS.2015.51.1.035)

Kim IS, Choi Y, Lee CY, Lee YJ, Kim BJ, Kim JH. 2005. 
Illustrated book of Korean fishes. Hwang JS, ed. Kyo 
Hak Publishing Co, Seoul, Korea, 478.

Kim YH, Kang YJ and Bae IJ. 1991. Age and growth of 
marbled flounder Limanda yokohamae (Günther). Korean 
J Ichthyol 3, 130-139.

Kojima S, Sakuma K and Yanagimoto T. 2014. Contrasting 
genetic population structures between congeneric flounder 
species, Hippoglossoides dubius and H. pinetorum. Plankton 
Benthos Res 9(2), 99-104.

Kooka K, Takatsu T, Naga T, Hayakawa Y, Kamiharako T 
and Takahashi T. 2000. Age and growth of marbled 
flounder (Pleuronectes yokohamae) in the coastal waters 
of western Aomori prefecture, Japan. Bull Fac Fish 
Hokkaido Univ 51, 121-126.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2016. 
http://kosis.kr/stati 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 ?vw 
cd=MT_ZTITLE&parentId=F#SubCont(accessed 
August 4, 2017).

Lee DJ, Kang SK, Jung KM and Cha HK. 2016. Age and 
growth of jack mackerel Trachurus japonicas off Jeju 
Island, Korea. Korean J Fish Aquat Sci 49(5), 648-656. 
(DOI:10.5657/KFAS.2016.0648)

Lee HW, Lee SJ, Yang JH, Lee JB, Cha HK and Kim JK. 2014. 
Occurrence of eggs and larvae of blackfin flounder 
Glyptocephalus stelleri (Pleuronectidae, Pisces) off 
Wangdol-cho, East Sea. Kor J Fish Aquat Sci 47(5), 654-658.

Lee JM. 2008. Age and growth of Korean flounder 
(Glyptocephalus stelleri) in the East Sea of Korea. M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Lee SI, Park KY, Kim YS, Park HW, Yang JH and Choi SH. 

2006. Age and growth of brown sole, Pleuronectes 
herzensteini (Jordan et Snyder) in the East Sea of Korea. 
Korean J Ichthyol 18(4), 355-362.

Moon HT and Lee TW. 1999. Age and growth of juvenile 
Limanda yokohamae in the shallow water off Gaduc-do 
as indicated from microstructure in otoliths. Korean J 
Ichthyol 11, 46-51.

Munro JL and Pauly D. 1983. A simple method for comparing 
the growth of fishes and invertebrates. Fishbyte 1, 5-6.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NFRDI). 2004. Commercial fishes of the coastal & 
offshore water in Korea (2nded.). Hanguel graphics, 
Busan, Korea, 1-250.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NFRDI). 2009. The study on fisheries regulation for 
aquatic plants and animals species. Report of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17-27.

Solomon G, Sano M, Simizu M and Nose Y. 1987. Age and 
growth of the Pleuronectid flounder Lamanda yokohamae in 
Tokyo Bay, Japan. Nippon Suisan Gakkaishi 53, 711-716.

Tominaga O, Inoguchi K, Watanabe Y, Yamaguchi M, 
Nakatani T and Takahashi T. 1996. Age and growth of 
pointhead flounder Hippoglossoides pinetorum in Ishikari 
Bay, Hokkaido. Fisheries Science 62(2), 215-221.

Tominaga O, Watanabe M, Hanyu M, Domon K, Watanabe 
Y and Takahashi T. 2000. Distribution and movement 
of larvae, juvenile and young of the pointhead flounder 
Hippoglossoides pintorum in Ishikari Bay and vicinity, 

Hokkaido. Fisheries Science 66, 442-451.
Walford LA. 1946. A new graphic method of describing the 

growth of animals. Bio Bull, 141-147.
Xiao Y, Zhang Y, Yanagimoto T, Li J, Xiao Z, Gao T, Xu 

S and Ma D. 2011. Population genetic structure of the 
point-head flounder, Cleisthenes herzensteini, in the 
northwestern Pacific. Generica (2011)139, 187-198. 
(DOI:10.1007/s10709-010-9536-y)

Yang JH, Lee SI, Cha HK, Yoon SC, Jang DS and Chun YY. 
2008. Age and growth of the sandfish, Arctoscopus 
japonicas in the East Sea of Korea. J Korean Soc Fish 
Technol 44(2), 312-322. (DOI:10.3796/KSFT.2008.44.4.312)

Yang JH, Yoon SC, Lee SI, Cha HK, Kim JB, Choi YM and 
Park JH. 2012. Age and growth of black flounder 
Glyptocephalus stelleri in the East Sea, Korea. Fish 
Aquat Sci 15(2), 169-176. (DOI:10.5657/FAS.2012.0169)

Yang JH, Lee HW, Lee JB, Cha HK, Kin ST and Yoon BS. 
2017. The Age and growth of marbled flounder 
Pseudopleuronectes yokohamae in the coastal 
waters of East Sea off Pohang. Korean J Fish 
Aquat Sci 50(3), 1-9. (DOI:10.5657/KFAS.2017.0001)

Zhang CI. 2010. Marine fisheries resource ec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s, Busan, Korea, 1-189.

2017. 09. 14 Received
2017. 10. 31 Revised
2017. 11. 02 Accep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