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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근해 갯장어(Muraenesox cinereus)의 생식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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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reproductive biology of the daggertooth pike conger, Muraenesox cinereu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samples 
from August 2015 to December 2017 in Korean waters. A total of 2,328 samples was collected (1,593 females and 735 
males) during the study period. The mean anal lengths (AL) were 33.5 ± 9.2 cm in females and 26.2 ± 7.3 cm in males 
respectively. The females were larger than males in AL (p < 0.05). Sex ratio was 2.2:1 in female to male (p < 0.05). 
The gonadosomatic index (GSI) varied monthly. GSI of female reached the maximum in July 2016 and June 2017 and 
the minimum in October 2016 and September 2017 respectively. The spawning period was from June to October. The 
size at sexual maturity (L50) of females was estimated at 24.9 cm in AL (63.5 cm in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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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갯장어(Muraenesox cinereus)는 뱀장어목(Order 
Anguilliformes) 갯장어과(Family Muraenesocidae)에 속

하며, 일본 중부 이남, 황해, 동중국해 및 인도·서태평양

해역에 분포한다(Yamada et al., 2007). 우리나라에 분포

하는 갯장어는 제주도 서남방해역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중국 연안 또는 우리나라 남ㆍ서해안으로 이동하

다가 가을에 다시 북상 또는 남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1994; NIFS, 2017a). 갯장어는 우리나

라, 일본 및 중국의 트롤 및 연승 어업에서 매우 중요한 

저서 상업어종이다(Ji et al., 2015).

우리나라 갯장어 어획량은 1978년 9,852톤으로 최고

치를 기록하였으나, 1988년 4,209톤으로 최고치의 43%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2년에는 833톤으로 처

음으로 갯장어 어획량이 1,000톤 이하로 떨어졌으며, 
2006년에는 672톤으로 최저치를 나타내었다. 최근 어획

량은 어획이 가장 많았던 시기의 11% 수준이다(KOSIS, 
1970~2017).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세토 내해를 중

심으로 갯장어의 분포와 회유(Okazaki et al., 2012), 연
령과 성장(Watari et al., 2013), 생식생태(Kobayashi et 
al., 2015), 유전자 구조(Kitanishi et al., 2013), 자원량 

및 관리방안(Watari et al., 2014)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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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중국에서는 동중국해에 분포하는 갯장어의 식성

(Tang and Wu et al., 1992), 유전자 다양성(Li et al., 
2013), 자원량 추정(Zhou and Xu, 2007) 등에 대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와 남해연안을 중

심으로 분포 특성(Ji et al., 2015; Park et al., 1998), 연령

과 성장(Kim et al., 1998), 생식 생태(Kang et al., 1998l; 
Cha et al., 2012), 성호르몬의 변동(Kim et al., 2009), 
식성(An et al., 2012), 자원량 및 관리방안(Zhang et al., 
1998) 등이 연구되어 왔다. 

갯장어는 여름철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높은 이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하

고 높은 미성어 어획율(전체어업 어획량의 약 81%)을 

나타내는 등 뚜렷한 남획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NIFS, 2017b). 갯장어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는 생식생

태연구를 기반으로 한 포획금지체장 및 포획금지기간 

등 자원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자원이 적정수준으로 회복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근해 갯장어 성비, 생식

소 발달단계 및 생식소숙도지수의 변화, 군성숙체장 등

을 파악하여, 갯장어의 생식생물학적인 자원관리를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료 및 방법

표본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우리나라 

Year Month Total inds.
No. of inds. Mean AL (cm)

Sex ratio (F:M)
Female Male Female Male

2015 Aug.   35   9  26 32.9 30.7 0.3 : 1
Sep.  104  83  21 27.7 20.3 4.0 : 1 
Oct.   86  71  15 32.9 27.6 4.7 : 1 
Nov.  370 285  85 35.4 30.4 3.4 : 1 
Dec.  167 127  40 34.3 25.0 3.2 : 1 

2016 Jan.   28  19   9 30.7 27.6 2.1 : 1 
Feb.    9   9   0 39.2 - -
Mar.   15  12   3 42.9 27.3 4.0 : 1 
Apr.   48  33  15 32.6 27.6 2.2 : 1 
May   88  36  52 27.6 22.5 0.7 : 1 
Jun.   42  18  24 32.8 23.2 0.8 : 1 
Jul.   81  58  23 32.5 26.8 2.5 : 1 

Aug. - - - - - -
Sep.    4   2   2 62.3 31.1 1.0 : 1 
Oct.  132  85  47 34.1 28.4 1.8 : 1 
Nov.  178 121  57 32.8 24.3 2.1 : 1 
Dec.  149 121  28 34.0 26.9 4.3 : 1 

2017 Jan.   61  44  17 32.8 24.1 2.6 : 1 
Feb.   46  33  13 31.7 25.7 2.5 : 1 
Mar.   32  13  19 34.0 21.0 0.7 : 1 
Apr.  108  65  43 31.9 23.0 1.5 : 1 
May   58  20  38 26.0 21.8 0.5 : 1 
Jun.  108  33  75 34.7 25.2 0.4 : 1 
Jul.   17  14   3 31.9 42.2 4.7 : 1 

Aug.    1   0   1 - - 0.0 : 1 
Sep.   55  43  12 34.0 34.3 3.6 : 1 
Oct.   96  71  25 36.1 29.9 2.8 : 1 
Nov.   80  61  19 37.1 27.6 3.2 : 1 
Dec.  130 107  23 32.9 29.2 4.7 : 1 

Total 2,328 1,593 735 33.5 26.2 2.2 : 1

Table 1. Sampling data of Muraenesox cinereus by sex in Korean waters from August 2015 to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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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에서 대형트롤과 외끌이기선저인망으로 어획되

어 부산공동어시장에 양륙된 어획물을 크기별로 구입한 

것이다(Fig. 1). 표본은 전장(Total length; TL)과 항문장

(Anal length; AL)은 0.1 cm, 전중량(Total weight; TW)
은 0.1 g, 생식소중량(Gonad weight; GW)을 0.01 g까지 

계측하였다(Table 1).
평균 항문장(AL)은 t-test를 통해 암ㆍ수간 차이 검정

하였다. 성비(Sex ratio)는 수컷(M)에 대한 암컷(F)의 개

체수비(F/M)로 계산하였으며, 암ㆍ수간 월별 성비 차이

는 chi-square test를 통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상대

성장식은 항문장(AL)에 대한 전장(TL)과 전중량(TW)
의 환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구하였으며(Fig. 2), 암ㆍ수

간 차이는 공분산분석(ANCOVA)으로 검정하였다. 항
문장과 전장간 상대성장식(식 (1))은 암ㆍ수간 유의한 차

이가 보이지 않아(p>0.05) 암ㆍ수를 구별하지 않고 합하

여 계산하였다. 항문장과 전중량간의 상대성장식(식 (2), 
(3))은 암ㆍ수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Total TL=2.0664AL+12.034 (R²=0.98)     (1)  
Female TW=0.0284AL2.9525 (R²=0.96)     (2)  
Male TW=0.0249AL2.9870 (R²=0.95)            (3)  

생식소 숙도는 생식소의 외부 형태, 색조, 난의 크기

와 투명 상태 등을 기준으로 성숙 단계를 육안으로 관찰

하였다. 성숙 단계는 미숙(Immature), 중숙(Maturing), 
성숙(Mature), 완숙(Ripe), 방중 및 방후(Spawning and 
Spent)의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의 월별 비율을 

구하였다.
생식소숙도지수(Gonadosomatic Index; GSI)는 다음

의 식으로 구하였으며, 월별 변화를 확인하였다.

GSI = GW/TW × 102                        (4)
  
군성숙체장은 산란 시기에 중숙 이상 개체의 출현빈

도가 해당 체급(1 cm 간격)의 50% 이상인 크기로, 로지

스틱식에 베이지안 회귀모형이 적용된 sizeMat package 
(Torrejon-Magallanes J, 2017)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R 
v.3.4.3). 50% 군성숙체장은 다음 식으로 추정하였다.

 

Fig. 1. The sampling area of Muraenesox cinereus in Korean 
waters from August 2015 to December 2017 (●). Number means
fishing block.

Fig. 2. Relationship between anal length and total length or total
weight of Muraenesox cine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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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1/[1+EXP{-(A+B×AL)}]             (5)

여기서, AL은 항문장(cm), Y는 군성숙도이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 사용된 갯장어의 평균 항문장은 암컷 

33.5±9.2 cm, 수컷 26.2±7.3 cm로 암컷이 수컷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t-test, p<0.05; Table 1). 이는 제주 주

변해역에서 조사한 Cha et al. (2012)의 암ㆍ수간 평균 

항문장 차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비는 총 2,328개체 

중 암컷:수컷 개체수 비가 2.2:1로 암컷이 수컷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χ2-test, p<0.05; Table 1), 이

러한 성비의 불균형은 다른 뱀장어목에서도 발견된다

(Kotake et al., 2007; Correia et al., 2009). 
Ueta (2008)에 따르면 갯장어는 수심이 30~70 m인 

기이 수도(Kii Channel)에서는 작은 수컷의 비율이 높으

며, 수심 60~120 m인 태평양에서는 대형 암컷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Okazaki et al. (2012)의 연구에

서는 갯장어의 분포와 회유가 수온 또는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획 

수심이 비교적 깊은 저인망 어장에서 어획된 갯장어의 

암·수간 평균 항문장 및 성비 차이로, 암컷이 수컷보다 

크고 성비에서 우세한 결과는 수심과 성장 단계에 따른 

회유의 차이로 추정할 수 있다.

암컷 생식소 미숙 단계는 난소가 빈약하고 육안으로 

난립이 관찰되지 않았다. 중숙 단계는 난의 크기가 매우 

작거나 크기가 다른 난이 혼재되어 있었다. 성숙 단계는 

난소가 크고 난의 크기가 균일하나 투명난이 거의 보이

지 않았다. 완숙 단계는 난소가 비대해지고, 투명 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중 및 방후 단계는 난소의 크기가 

줄고 난의 일부가 배출된 빈 공간이 보이거나 소량의 

잔존 난이 확인 되었다.   
생식소 발달 단계의 월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미숙 

개체는 9~10월, 중숙 개체는 10~12월, 성숙 개체는 1~7
월, 완숙 이상(완숙, 방중, 방후) 개체는 7~10월에 비율

이 높았다(Fig. 3). 
생식소숙도지수(GSI)의 월별 변화는 년도에 따라 

1~2달 정도 차이가 있었다(Fig. 4). 암컷 생식소숙도지수

는 2016년 7월, 2017년 6월에 가장 높고 2015년과 2017
년 9월, 2016년 10월에 가장 낮았다. 수컷은 2016년 7월
과 2017년 6월에 가장 높고 2015년 9월과 2016년과 

2017년 11월에 가장 낮았다. 따라서 갯장어 생식소의 

발달단계와 생식도숙도지수의 월별 변화로부터 갯장어

의 산란기는 6~10월로 추정된다. 
갯장어의 산란기는 동중국해에서 7~9월(Ji et al., 

2015), 일본 세토 내만에서 6~9월(Ueta, 2008; Kobayashi 
et al., 2015),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6~7월(Kang et al., 
1998) 또는 4~9월(Cha et al., 2012)로 보고되었다. 채집

Fig. 3. Monthly changes in gonadal maturity stages of Female Muraenesox cinereus in Korean waters from August 2015 to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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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7~8월이 주 산란기로 

추정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2017년 7월은 6월보다 완숙 개체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식소숙도지수가 낮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암컷 생식소숙도지수가 7월에 가장 높

은 것과 차이를 나타냈다(Kim et al., 2009; Cha et al., 
2012; Kobayashi et al., 2015). 이러한 이유는 2017년 

7월의 표본이 17개체로 매우 적으며, 중숙개체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기 때문에 생식소숙도지수의 편차가 크고 

그 값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16년과 2017년 

8월 표본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분포해역과 어법의 차이

로 판단된다. 갯장어는 여름철에 주로 남해 연안해역에

서 연안복합(연승)어업으로 어획되지만, 연중 채집이 

어려운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저인망 어획물을 표본으

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갯장어의 해역별·시기별 생태

학적 비교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산란기 동안 완숙이상(완숙, 방중, 방후) 

개체가 주로 출현한 해역은 234와 110해구로 제주 주변

해역이 산란장으로 추정된 Cha et al. (2010)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갯장어의 산란장은 동중국해 근해, 중국 저

장성에서 푸젠성 연안, 일본 도쿠시마 외해역 및 세토 

내해 등으로 알려져 있다(Yamada et al., 2007; Ji et al., 
2015). 따라서 갯장어의 산란장은 수온이 높은 쿠로시오

와 대마난류의 경로인 동중국해부터 제주 근해를 포함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암컷 군성숙체장은 항문장 24.9 cm로(Fig. 

5), 이를 식 (1)로 환산하면 전장 63.5 cm이다. Kang et 
al. (1998)은 군성숙체장을 전장 70.6 cm로,  Cha et al. 
(2012)은 전장 55.5 cm(항문장 21.9 cm를 식 (1)로 환산)
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군성숙체장을 

Kim et al. (1998)의 연령-성장식으로 환산한 군성숙연

령은 본 연구에서 2.9세, Kang et al. (1998)에서 3.4세, 
Cha et al. (2012)에서 2.4세로, 2010년대와 1990년대 후

반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성숙체장은 7~15 cm, 성숙연

령은 0.5~1.0세 정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성숙체장 차이를 결

정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획특성, 성장, 해양

Fig. 4. Monthly changes in gonadosomatic index (GSI) of female and male Muraenesox cinereus in Korean waters from August 2015
to December 2017. Vertical lines indicate the 95% confidence intervals.



358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 고은혜·권대현·장충식

환경 차이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갯장어를 고급 수산물로 이용

하는 일본의 경우 갯장어의 주 판매 크기는 300 g 이상

으로 알려져 있다(Ueta, 2008).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남해 연안에서는 대(300 g 이상), 중(150~250 g), 
소(150 g 이하)로 비교적 작은 크기도 판매 대상이 된다. 
전중량 300 g인 갯장어의 크기를 식 (2)와 (1)로 환산하

면 전장 60 cm로, 남해 연안에서 어획되는 대(大) 크기 

이하 갯장어의 대부분이 미성어로 추정된다. 즉, 현행 

포획금지전장 40 cm 이하(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
조 2항, 2016.2.3.)는 본 연구에서 추정된 50% 군성숙체

장 보다 약 20 cm 이상 작게 설정되어있으며, 상업적으

로 판매되는 크기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감소하는 갯장어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반영하여 금지체장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는 갯장어

(Muraenesox cinerues)의 생식생태학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328개
의 표본을 이용하여 성비, 생식소 발달과정 및 생식소숙

도지수의 월 변화, 군성숙체장 등을 분석하였다. 평균 

체장은 암컷이 수컷보다 컸으며(p<0.05), 암ㆍ수간 성비

는 암컷이 수컷보다 2배 이상 높았다(p<0.05). 암컷 생식

소 숙도 비율은 완숙 이상(완숙, 방중, 방후) 개체가 

7~10월에 높게 나타났다. 암컷 생식소숙도지수는 6~7월
에 가장 높고 9~10월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갯장어의 산란기는 6~10월로 추정된다. 산란기

동안 재생산에 참여하는 암컷 군성숙체장은 항문장 

24.9 cm, 전장 63.5 cm로 추정되었다.

사 사

본 연구는 2018년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사

업(R2018033)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비 지원

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An YS, Park JM, Kim HJ and Baeck GW. 2012. Feeding habits 
of daggertooth pike conger Muraenesox cinereus  in the 
coastal waters off Goseong, Korea. Kor J Fish Aquat 
Sci 45, 76-81. (DOI:10.5657/KFAS.2012.0076)

Cha HK, Seo YI, Oh TY, Kim HY, Lee SG and Choi MS. 
2012. Reproductive ecology of the sharp toothed eel in 
the southern Korean waters. J Korean Soc Fish Technol  
48, 217-226. (DOI:10.3796/KSFT.2012.48.3.217)

Correia A, Manso S, Coimbra J. 2009. Age, growth and 
reproductive biology of the European conger eel (Conger 
conger) from the Atlantic Iberian waters. Fish Res 99, 
196-202. (DOI:/10.1016/j.fishres.2009.06.002)

Ji HS. 2015. Larval distribution pattern of Muraenesox cinereus 
(Anguilliformes: Muraenesocidae) leptocepahli in waters 
adjacent to Korea. J Ocean Sci 50, 537-545. (DOI:10.1007/  
s12601-015-0049-6)

Kang YJ, Jeon BS and Zhang CI. 1998. A study on the stock 
management of the sharp-toothed eel, Muraenesox 
cinereus (FORSKAL) in Korean Waters Ⅲ. Maturation 
and Spawning. J Korean Soc Fish Technol 1, 18-24.

Kim DJ, Kim YC, Son MH, Lee JU, Son SG and Han CH. 
2009. Profile of plasma Estradiol-17β according to 
ovarian development of the pike eel, Muraenesox 
cinereus. J Life Sci 19, 1851-854.

Kim MJ, Kang YJ and Park CS. 1998. A study on the stock 
management of Sharp-toothed eel, Muraenesox cinereus 
(FORSKAL) in Korean Waters Ⅱ. Age and Growth. J 

Fig. 5.  Size at sexual maturity (L50) estimated from maturity
ogives of female Muraenesox cinereus during spawning period. 
bootstrap re-sampling (n=9,999 it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 359 

한국 연근해 갯장어(Muraenesox cinereus)의 생식생태 

Korean Soc Fish Res 1, 11-17.
Kitanishi S, Hamaguchi M, Watari S, Okazaki T, Ueta Y and 

Ishitani M. 2013. Genetic structure of daggertooth 
pike-conger Muraenesox cinereus in regions of western 
Japan and Korea based on mitochondiral DNA analyses. 
Nipp Suis Gak 79, 869-871.

Kim YU, Kim UM and Kim YS. 1994. Commercial fishes 
of the coastal and offshore waters in Korea,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Yemun 
Press, Busan, 51.

Kobayashi Y, Mototani T, Murayama F and Sakamoto T. 2015. 
Basic reproductive biology of daggertooth pike conger, 
Muranesox cinereus: A possible model for oogenesis in 
Anguilliformes. Zoological Letters 1:25, 1-7. (DOI 
:10.1186/s40851-015-0025-0)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1970~2017. 
Statistic Databased for Fishery Production Survey. 
Retrieved from http://kosis.kr/, Accessed Sep 2018.

Kotake A, Arai T, Okamura A, Yamada Y, Utoh T, Oka HP, 
Miller MJ and Tsukamoto K. 2007. Ecological aspects 
of the Japanese eel, Anguilla japonica, collected from 
coastal areas of Japan. Zool Sci 24, 1213-1221. 
(DOI:10.2108/zsj.24.1213)

Li P, Xu K, Zhu W, Zhang Y. 2013. Genetic diversity of 
Muraenesox cinereus in the East China Sea revealed by 
COⅠ sequence. J Aquaculture 2013-04.

NIFS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2017a. Ecology 
and fishing ground of fisheries resources in the Korean 
waters.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Yemoon 
Publishing, Busan, 19-30.

NIFS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2017b. Status 
and recommendation on the fisheries resources under 
rebuilding pla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GMKcommunication Publishing, Busan, Korea, 66-76.

Okazaki T, Ueta Y and Hamano T. 2012. Distribution and 
migration of daggertooth pike-conger Muraenesox cinereus 

in the eastern Seto Inland Sea, Japan estimated by mark 
and recapture experiments. Nipp Suis Gak 78, 913-921. 

Park CS, Lee DW, Kang YJ, Kim YS and Zhang CI. 1998. 
A study on the stock management of the sharp-toothed 
Eel, Muraenesox cinereus (FORSKAL) in Korean waters 
Ⅰ. Distribution Patterns. J Korean Soc Fish Res 1, 1-10. 

Tang Y and Wu Changwen. 1992. Feeding habit of conger 
pike Muraenesox cinereus in Zhejiang coastal waters. J 
Zhejiang Ocean Univ 1992-2.

Torrejon-Magallanes J. 2017. sizeMat: an R package to 
estimate size at sexual maturity. CRAN  R-Project,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sizeMat/vignettes
/sizeMat.html#load-data, Accessed Sep 2018.

Ueta Y. 2008. Fishery biological informations on daggertooth 
pike-conger eels, Muraenesox cinereus around Tokushima 
prefecture. Bull Tokushima Fish Res Ins. 6, 85-90.

Watari S, Murata M, Baba T, Oda S, Ishitani M, Mishiro K 
and Uchida Y. 2014.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of 
the daggertooth pike conger, Muraenesox cinereus, using 
existing limited datasets in western Seto Inland Sea, Japan. 
Fish Manag Ecol 21, 470-479. (DOI:10.1111/fme.12096)

Watari S, Murata M, Hinoshita Y, Mishiro K, Oda S and 
Ishitani M.  2013. Re-examination of age and growth 
of daggertooth pike conger Muraenesox cinereus in the 
western Seto Inland Sea, Japan. Fish Sci 79, 367-373. 
(DOI:10.1007/s12562-013-0605-x)

Yamada U, Tokimura M, Horikawa H and Nakabo T. 2007. 
Fishes and Fisheries of the East China and Yellow Seas. 
Tokai University Press, Tokyo, 165-170.

Zhou YD and Xu HX 2007. Biomass estimates of Muraenesox 
cinereus are calculated by LCA in the East China Sea. 
J Zhejiang Ocean Univ 2007-04.

2018. 08. 20 Received
2018. 11. 01 Revised
2018. 11. 21 Accep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