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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에 출현하는 독가시치 Siganus fuscescens의 생식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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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ductive ecology of rabbit fish, Siganus fuscescens                  
in the coastal waters off Jeju Island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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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ductive ecology of rabbit fish, Siganus fuscescens were investigated from samples collected monthly in the coastal 
waters off Jeju Island of Korea from February to December 2014. In male and female of S. fuscescens, the values of 
GSI were reached high values between July to August in which the water temperature was high, and then decreased until 
December. The occurrence of individuals which have mature eggs in ovary were higher from July to August. Therefore, 
a main spawning season was estimated from July to August, with the highest peak in July. Throughout histological observation 
of the ovary in the spawning period, S. fuscescens belong to an group-synchronous and has a one spawning season a year. 
Fecundity of ovary ranged from 380,000 to 2,600,000 during the spawning period. Size at 50% sexual maturity, determined 
from logistic equation, were 25.1 cm TL which is over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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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독가시치(Siganus fuscescens)는 농어목(Perciformes), 
독가시치과(Siganidae)에 속하는 아열대성 해산어로서,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제주도와 남해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생태적인 특성상 주로 연안 암반

이나 해조장 부근에서 무리를 이루며 섭이활동을 하고 

있다(Kim et al., 2005). 제주 연안에서 독가시치는 주로 

자망과 정치망 그리고 낚시 등에 의해 어획되고 있는데 

최근의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인해 제주 연안

에 아열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독가시

치를 유용 수산자원으로서 이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

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독가시치류의 생태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로

는 우선 일본산 독가시치의 경우 성숙, 식성 등 자원생태

학적 특성(Naganuma, 2009), 연령과 성장(Katayama et 
al., 2009), 이석 성분조성 변화(Yamada and Shib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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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독가시치류의 

일종인 흰점독가시치(S. canaliculatus)의 생식생태학적 

연구(Hwang et al., 2004)와 독가시치에 대한 연령과 성

장(Lee et al., 2014)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독가시치

의 생식생태학적 특성들을 조사하여 독가시치 자원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자원생태학적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재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된 독가시치는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 연안 4개 지역(Fig. 1)에서 정치망과 자망에 의해 

어획된 것으로서 총 581개체를 이용하였다(Table 1). 채
집된 독가시치는 실험실로 옮긴 후 각각 암수로 구분하

여 전장(TL)은 0.1 cm, 체중(BW)은 0.1 g 단위까지 측정

하였고, 생식소숙도지수(GSI)를 구하기 위해 생식소의 

무게(GW)는 0.01 g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생식소숙도

지수는 다음 식으로 구하였다.

               


×

여기서 GW는 생식소 중량(g), BW는 체중(g)을 각각 

나타낸다.
포란수(Fe)를 조사하기 위해 산란 직전 독가시치 44

개체의 난소를 대상으로 난괴를 Gilson액에 넣어 분리

한 후 현미경하에서 계수하였다. 포란수(Fe)는 다음 식

으로 구하였다.

Fig. 1. Location of the sampling area (●) in the coastal waters
off Jeju Island of Korea.

Year Month
Female Male

Range Mean n Range Mean n

2014

Feb. 25.0~38.8 33.7 13 24.1~37.1 32.9 6

Mar. 23.7~35.1 32.8 19 20.5~34.3 30.5 8

Apr. 24.8~37.4 31.2 11 23.6~35.8 29.8 15

May 22.3~38.9 30.8 54 18.3~37.8 28.5 72

Jun. 19.2~37.5 29.8 52 20.1~32.9 31.3 39

Jul. 18.8~39.6 32.2 35 19.3~37.4 29.9 30

Aug. 19.1~38.2 29.0 62 18.6~36.2 29.8 88

Sep. 18.4~35.8 31.9 16 20.0~34.6 31.9 10

Oct. 20.2~33.2 28.7 10 19.7~32.8 28.3 14

Nov. 23.8~34.4 31.8 9 26.8~34.0 30.0 5

Dec. 22.7~36.4 31.0 5 20.3~36.1 30.9 8

Total 18.4~39.6 31.2 286 18.3~37.8 30.4 295

Table 1. Number of individuals and size range (total length, cm) of the rabbit fish, S. fuscesens in the coastal waters off Jeju Island 
of Korea from February to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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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w는 난소의 일부중량, W는 난소 전체중량, 
w`는 난소 일부중량의 난수를 각각 나타낸다. 

생식소의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 적출된 생식소(Fig. 
2)는, Bouin액에 고정한 후 파라핀 절편법에 의해 두께 

5~6 ㎛의 절편을 제작하였고, Hansen’s haematoxyline과 

0.5% eosin으로 비교염색을 실시하였다. 생식소의 조직

학적 검경 결과로부터 생식소 발달단계를 초기성장기

(early-growing stage), 성장기(growing stage), 성숙기(mature 
stage), 완숙 및 산란․방정(spawning stage)기, 휴지기

(resting stage) 등 총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산란기 중인 

암컷을 전장별로 성숙한 개체의 비율을 조사하여 logistic 
식에 의해 50%가 성숙하는 군성숙체장을 구하였다.  

결 과

암ㆍ수별 전장조성

이번 조사에 이용된 독가시치의 전장범위는 암컷 

18.4~39.6 cm, 수컷 18.3~37.8 cm였고, 평균전장은 암컷 

31.2 cm, 수컷 30.4 cm로 나타났다(Fig. 3). 

생식소숙도지수 월변화

독가시치의 산란기를 추정하기 위해 암수의 생식소숙

도지수(GSI)의 월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암컷과 수컷 

모두 5월 이후부터 생식소숙도지수 값이 급격히 증가하

기 시작하여 7월에 15 이상의 최대값을 보인 후 감소하

기 시작하였고 10월 이후부터는 2 이하로 낮은 값을 나

Fig. 2. External morphology and gonadal shape of S. fuscescens (left, female; right, male).

Fig. 3. Size frequency distribution of S. fuscescens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f Jeju Island of Korea from February
to December, 2014.

Fig. 4. Monthly changes in the gonadosometic index (GSI) of S.
fuscescens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f Jeju Island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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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었다(Fig. 4). 
  

포란수

산란기간 동안 독가시치의 포란수를 알아보기 위해 

성숙한 암컷 44개체를 대상으로 전장과 체중에 따른 

포란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포란수가 많았던 개체의 

전장과 체중은 각각 39.6 cm, 806.6 g이었으며 최대 포

란수는 2,600,000개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포란수가 가

장 적었던 개체의 전장과 체중은 각각 19.8 cm, 137.1 
g이었으며 최소 포란수는 380,000개를 나타냈다. 포란

수와 전장, 체장과의 관계식은 각각 Fe=320.94TL2.3465 
(R2=0.749), Fe=3247.4BW0.9285 (R2=0.737)로 나타나고 

있어 전장과 체중이 증가할수록 포란수도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Fig. 5).

난소 발달의 조직학적 변화

성장기 난소에서는 난경이 10~20 ㎛의 염색인기 난모

세포와 50~100 ㎛의 주변인기 난모세포들이 관찰되었

으며, 일부에서 150~200 ㎛ 범위의 유구기 단계의 난모

세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Fig. 6A, B). 난모세포가 

성장함에 따라 방사선대가 형성되고, 세포질에는 난황

구와 유구들이 축적되기 시작하여 난경 250∼400 ㎛에 

달하였으며, 난경 450∼600 ㎛의 완숙란은 세포질에 다

수의 난황구들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핵이 동물극쪽으

로 이동하였다(Fig. 6C). 산란시기 난소에서는 산란 흔

적을 나타내는 여포세포층과 퇴화중인 난모세포가 소수 

관찰되었으며, 산란 후 난소 생식상피는 재배치되었고, 
생식상피를 따라 30∼60 ㎛ 되는 어린 난모세포들이 

분포하였다(Fig. 6D).

정소 발달의 조직학적 변화

성장기 정소는 소엽 내 생식상피를 따라 정원세포들

이 분열 증식하였고, 정모세포군들이 출현하였다(Fig. 
7A). 이 후 정모세포들은 성숙분열을 통하여 정소 소엽 

Fig. 6. Developmental stages in the ovary of S. fuscescens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f Jeju Island of Korea from April
to September 2014. A, Ovary of the growing stage. B, Ovary 
of the mature stage; C. Ovary of the ripe and spawning stage.
D. Ovary of the degenerating and recovery stage. Scale bars 
indicate 100 ㎛. Ho, hydrated oocyte; N, Nucleus; Oc, Ovarian 
cavity; Od, Oil droplet; Pn, Peri-nucleulus; Pof, Postovulatory 
follicle; Yg, Yolk globule. 

  

Fig. 5. Relationship between fecundity and total length and body
weight of S. fuscescens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f Jeju 
Island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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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함에 따라 방사선대가 형성되고, 세포질에는 난황

구와 유구들이 축적되기 시작하여 난경 250∼400 ㎛에 

달하였으며, 난경 450∼600 ㎛의 완숙란은 세포질에 다

수의 난황구들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핵이 동물극쪽으

로 이동하였다(Fig. 6C). 산란시기 난소에서는 산란 흔

적을 나타내는 여포세포층과 퇴화중인 난모세포가 소수 

관찰되었으며, 산란 후 난소 생식상피는 재배치되었고, 
생식상피를 따라 30∼60 ㎛ 되는 어린 난모세포들이 

분포하였다(Fig. 6D).

정소 발달의 조직학적 변화

성장기 정소는 소엽 내 생식상피를 따라 정원세포들

이 분열 증식하였고, 정모세포군들이 출현하였다(Fig. 
7A). 이 후 정모세포들은 성숙분열을 통하여 정소 소엽 

Fig. 6. Developmental stages in the ovary of S. fuscescens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f Jeju Island of Korea from April
to September 2014. A, Ovary of the growing stage. B, Ovary 
of the mature stage; C. Ovary of the ripe and spawning stage.
D. Ovary of the degenerating and recovery stage. Scale bars 
indicate 100 ㎛. Ho, hydrated oocyte; N, Nucleus; Oc, Ovarian 
cavity; Od, Oil droplet; Pn, Peri-nucleulus; Pof, Postovulatory 
follicle; Yg, Yolk globule. 

  

Fig. 5. Relationship between fecundity and total length and body
weight of S. fuscescens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f Jeju 
Island of Korea.

내에 정세포로 발달하였으며, 일부 성숙한 정자들이 소

엽 내강에 관찰되었다(Fig. 7B). 산란시기의 정소에는 

소엽내 성숙한 정자무리들로 가득차 있었으며(Fig. 7C), 
방정 후, 정소 소엽 내에 방정후의 잔존 정자가 분포 

하였고, 소엽 상피를 따라 정원세포들이 출현하기 시작

하였다(Fig. 7D).

생식주기

월별로 조사된 난소와 정소의 생식세포의 발달단계 

및 특징을 조직학적으로 관찰 한 결과, 독가시치의 생식

주기는 암컷의 경우, 초기성장기(4월), 성장기(5~6월), 
성숙기(6~8월), 완숙 및 산란기(7~8월), 휴지기(8~12월)
로 구분되었고, 수컷의 경우, 초기성장기(4~5월), 성장

기(5~6월), 성숙기(7~8월), 완숙 및 방정기(7~9월), 휴지

기(7~12월)로 구분되었다(Fig. 8).

군성숙체장

재생산에 참여하는 독가시치의 성숙체장을 알아보기 

위해 주산란기로 추정되는 7~8월 사이의 암컷들을 대상

으로 체급별 중숙단계 이상의 성숙개체의 출현율을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전장 22 cm 이하에서는 성숙개체가 

출현하지 않았고, 29 cm 이상의 개체에서는 모든 개체

Fig. 7. Developmental stages in the testis of S. fuscescens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f Jeju Island of Korea from April
to September 2014. A, Testis of the growing stage. B, Testis of
the mature stage; C. Testis of the ripe and spawning stage. D.
Testis of the degenerating and recovery stage. Scale bars indicate
40 ㎛. Sg, Spermatogonia; Sc, Spermatocytes; St, Spermatid; Sz,
Spermatozoa. 

Fig. 9. A logistic relationship between total length and 
maturation rate for female S. fuscescens during spawning period.

Fig. 8. Monthly change in frequency of gonadal developmental
stage of S. fuscescens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f Jeju
Island of Korea from February to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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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숙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체급별 성숙개체의 출현 

비율을 logistic 식에 적용시킨 결과, 암컷의 50%가 성숙

하는 군성숙체장은 전장 25.1 cm로 추정되었다(Fig. 9). 

고 찰

국내에서 독가시치는 비교적 따뜻한 수온이 유지되는 

제주도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연안에 무리를 이루어 서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5; Lee et 
al., 2014). 독가시치는 소규모 연안 어선어업에 의해 소량

으로 어획되고 있어 아직까지 어획량에 대한 공식적인 통

계가 수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의 수온 상승 영향

으로 독가시치의 출현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자원관

리를 위한 다양한 생태적 기초자료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독가시치의 

생식생태를 알아보기 위해 생식소의 성숙 경향 및 GSI
의 월변화 그리고 암수 생식소의 조직학적 발달단계를 

조사하였다. 우선 GSI값의 월변화를 살펴본 결과 암․수
컷 모두 고수온 시기인 7월에 최대값을 보인 후 8월까지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후 수온이 하강하는 10월부터 다

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월별 생식소 발달단계를 조직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산
란 직전의 완숙란을 지닌 난소를 갖는 개체의 출현비율

이 7~8월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의 연구에서 조사한 독가시치를 대상으로 

GSI값의 월변화, 조직학적 방법을 통한 암수컷 생식소 

발달단계 결과 등으로부터 추정된 제주 연안에 서식하

는 독가시치의 주산란기는 7~8월로 판단된다. 이와 같

은 독가시치의 산란기는 같은 독가시치과에 속하는 제

주 연안에 서식하는 흰점독가시치(Hwang et al., 2004)
의 산란기와 유사한 결과였다. 그런데 일본산의 경우 

제주도보다 저위도에 위치한 오키나와에 서식하는 흰점

독가시치(Hoque, 1994)의 주산란기는 4~6월로 약 1~2
개월 산란기가 빨랐고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위치한 다

테야마만에 서식하는 독가시치(Naganuma, 2009)의 주

산란기는 7~8월로 본 연구의 결과와 같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독가시치류들의 산란시기 차이는 서식 위도와 관련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어류는 수온과 광주기 변화에 따라 산란형

을 크게 춘계산란형, 춘하계산란형, 하계산란형, 추계산

란형, 동계산란형, 춘추계산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ida, 1991). 독가시치는 이중에서도 고수온기에 산란하

는 하계산란형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흰점독가시치

(Hwang et al., 2004)를 비롯하여 제주도 주변해역에 서식

하는 자리돔(Lee and Lee, 1987), 어렝놀래기(Lee et al., 
1992) 등이 하계산란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어류의 난발달 양식은 크게 동시발달형, 
난군동시발달형, 비동시발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Wallace and Selman, 1981). 이번 독가시치의 난소내 

난모세포 발달양식을 조직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주산

란 기간 동안 성숙한 난소내에는 일부 산란 흔적을 나타

내는 여포세포층과 퇴화중인 난모세포가 소수 관찰되었

지만 난경 450∼600 ㎛의 완숙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기 때문에 독가시치는 난군동시발달형에 속하면서 

산란기간 동안 산란은 일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난소 발달양식은 제주 연안에 서식

하는 흰점독가시치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Hwang et al., 2004).    
이번 연구에서 산란기간 동안 독가시치는 전장과 체중

이 증가할수록 포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포
란수를 조사한 결과, 적게는 380,000개, 많게는 2,600,000
개를 갖는 개체도 있어 비교적 많은 수의 포란수를 나타

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난류성 경골어류들

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산란기간 동안 독가시치 암컷 

생식소의 체중에 대한 점유율이 32%를 차지할 정도로 

생식소가 큰 어종에 속하였다. 통상 난류성 경골어류들의 

경우 체중 대비 생식소 점유율이 고등어 17% (Cha et 
al., 2002), 갈치 20% (Cha and Lee, 2004), 전갱이 11% 
(Cha et al., 2009), 물가자미 23% (Cha et al., 2011) 등 

대부분 20 %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독가시치는 생식소가 

상당히 큰 어종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포란수가 상대적으

로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추정된다.
logistic 방정식을 통해 추정된 독가시치 암컷의 군성

숙체장은 전장 25.1 cm이었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독가시치의 2세에 해당하는 평균 전장은 24.46 cm로 보

고되고 있으므로(Lee et al., 2014) 독가시치 암컷들은 

대부분 2세 이상에서 산란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제주 연안에서 독가시치 

자원을 관리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

리라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 355 

제주 연안에 출현하는 독가시치 Siganus fuscescens의 생식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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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월변화 그리고 암수 생식소의 조직학적 발달단계를 

조사하였다. 우선 GSI값의 월변화를 살펴본 결과 암․수
컷 모두 고수온 시기인 7월에 최대값을 보인 후 8월까지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후 수온이 하강하는 10월부터 다

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월별 생식소 발달단계를 조직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산
란 직전의 완숙란을 지닌 난소를 갖는 개체의 출현비율

이 7~8월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의 연구에서 조사한 독가시치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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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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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흰점독가시치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Hwang et al., 2004).    
이번 연구에서 산란기간 동안 독가시치는 전장과 체중

이 증가할수록 포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포
란수를 조사한 결과, 적게는 380,000개, 많게는 2,600,000
개를 갖는 개체도 있어 비교적 많은 수의 포란수를 나타

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난류성 경골어류들

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산란기간 동안 독가시치 암컷 

생식소의 체중에 대한 점유율이 32%를 차지할 정도로 

생식소가 큰 어종에 속하였다. 통상 난류성 경골어류들의 

경우 체중 대비 생식소 점유율이 고등어 17% (Cha et 
al., 2002), 갈치 20% (Cha and Lee, 2004), 전갱이 11% 
(Cha et al., 2009), 물가자미 23% (Cha et al., 2011) 등 

대부분 20 %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독가시치는 생식소가 

상당히 큰 어종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포란수가 상대적으

로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추정된다.
logistic 방정식을 통해 추정된 독가시치 암컷의 군성

숙체장은 전장 25.1 cm이었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독가시치의 2세에 해당하는 평균 전장은 24.46 cm로 보

고되고 있으므로(Lee et al., 2014) 독가시치 암컷들은 

대부분 2세 이상에서 산란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제주 연안에서 독가시치 

자원을 관리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

리라 기대된다. 

결 론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독가시치(Siganus fuscescens)
를 대상으로 생식생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에 이

용된 시험어는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 연안에

서 정치망과 자망에 의해 어획된 독가시치로서 총 581
개체를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GSI값은 암․수컷 모두 고

수온 시기인 7월에 최대값을 보인 후 8월까지 높은 수준

을 보였고 이후 수온이 하강하는 10월부터 다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산란 직전의 완숙란을 지닌 

난소를 갖는 개체의 출현비율이 7~8월에 매우 높게 나

타나고 있어 독가시치의 주산란기는 7~8월로 판명되었

다. 조직학적 검사방법을 통해 독가시치 난소의 난발달

양식을 조사한 결과 난군동시발달형에 속하고 있었으며 

산란기간 동안 산란은 1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산란기간 동안 독가시치 암컷의 포란수는 

380,000~2,600,000개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logistic 방
정식을 통해 추정된 독가시치 암컷의 군성숙체장은 전

장 25.1 c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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