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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는 Mori (1935)에 의해 신종

으로 기재된 한국 고유속, 고유종 (endemic species)으로, 잉어

과 (Cyprinidae), 모래무지아과 (Gobioninae)에 속하는 일차 담

수어이다 (Kim et al., 2005b). 본 종의 분포는 우리나라 한강과 

금강, 섬진강, 낙동강 등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대부분의 하천

과 삼척오십천 등 일부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와 중류

의 여울에 서식한다 (Choi et al., 1990). 한편 최근 외부형태 및 

유전적 차이를 기반으로 섬진강과 낙동강에 서식하는 집단은 

참쉬리 C. aeruginos로 기재하였다 (Song and Bang, 2015).
성적이형 (sexual dimorphism)은 자웅이체의 동물에서 성

에 따라 외부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Yang et al., 
1999) 어류의 경우 외부형태적으로 암수 간에 신체적인 변이

와 혼인색 (nuptial color) 등으로 나타나며, 이를 활용하여 성 

선택, 세력권 형성, 생식 행동 등 산란과 연관된 생태학적 이

론을 검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Baek and Song, 2006).
성적이형이 잘 나타나는 모래무지아과 (Gobioninae), 납자루

아과 (Acheilognathinae) 및 피라미아과 (Danioninae) 등의 잉

어과 (Cyprinidae) 어류는 산란시기가 되면 수컷개체의 혼인색

이 현저해지고, 추성 (nuptial tubercles)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

이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납자루아과 어류와 중고

기속 (Sarcocheilichthys) 어류의 경우, 수컷은 화려한 혼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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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띠며 암컷은 산란관이 길게 신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Kim 
et al., 2005b). 이러한 이차성징 및 성적이형은 종 특유의 분류

학적 형질뿐만 아니라 산란시기와 생식주기를 알려주는 대표

적인 생물학적 표징이 된다. 한편 본 연구 대상종인 쉬리의 이

차성징 및 성적이형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뒷지느러미의 길이

와 혼인색에 차이가 있다고 간략하게 언급하였지만 (Song and 
Bang, 2015), 해당형질에 대한 계측형질 분석과 발생시기 및 

연령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어류의 연령을 사정하는 방법으로 작업의 편리성과 샘플 

수집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비늘 (scale)과 체장빈도분포법 

(length frequency distribution, Ricker, 1971)을 이용하여 수행

되어 왔으나, 이 중 비늘을 이용한 연령사정은 비늘탈락과 재

생성의 문제, 채취부위에 따른 모양과 크기 차이에 의한 오차

발생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ecor et 
al., 1995).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류의 이석 (otolith)을 이용한 연령사정 방법이 이용되고 있

다 (Campana and Nelson, 1985; David and Robert, 2003; Li et 
al., 2009; Ma et al., 2010; Kang et al., 2015 ).

성적이형, 산란시기, 성숙연령 및 생식소 숙도지수 (GSI) 등 

개체군 생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기초생물학적 지식에 대한 

기반자료를 축적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어류의 자원 보

존과 증식 등에 다각도로 이용 가능하다. 최근 국민 소득 증대

와 여가생활 영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본 

어종 역시 국내 소비자에게 친숙한 새로운 관상어 품종으로

도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Kim et al., 
2006) 유전체 연구에 유용한 새로운 실험동물로서 개발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Kim et al.,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유속, 고유종인 쉬리의 

기초생물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체장빈도분포법과 이석 분석

을 통해 추정된 연령을 기준으로 쉬리의 성적이형과 산란기 

생식소 숙도지수를 비교 분석하여 본 종의 생물학적 특징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쉬리의 대량종묘생산과 효율적인 친어 

관리를 위한 기반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어의 확보

1) 성적이형 및 연령사정

본 연구에 사용된 쉬리는 북한강의 지류인 경기도 가평군 

가평천 일대에서 체색변화와 혼인색의 발현 및 추성의 발달

시기를 고려하여 비산란기인 2016년 9월과 월동기인 2017년 

2월, 혼인색이 뚜렷하게 발현되는 4월 말에 족대 (망목 4 × 4 

mm)와 투망을 이용하여 당년생 개체가 포함된 총 245개체를 

채집하였다. 성적이형 분석은 이석을 이용한 연령사정 결과를 

기준으로 만 1년생부터 최소성성숙연령인 만 2세 개체 (Song 
and Kwon, 1993)와 만 5년생까지의 233개체 (암컷 107개체, 
수컷 126개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개체의 

성별은 성적이형 형질과 생식소 감별을 통해 성별을 구분하였

다.

2) 연령에 따른 생식소 숙도 비교

산란시기로 알려진 4월 중순부터 (Song and Kwon, 1993) 
10~12일 간격으로 5월 초까지 총 3회 (1차, 2017. 04. 13; 2차, 
2017. 04. 25; 3차, 2017. 05. 04), 150개체를 채집하여 생식소

숙도 지수를 분석하였다 (암컷 76개체, 수컷 77개체). 이 중 2
차 (2017. 04. 25)와 3차 (2017. 05. 04)에서 측정한 계측결과와 

연령사정 결과는 앞서 수행한 성적이형 분석 계측결과와 연령

사정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2. 개체군의 연령사정

연령사정은 체장빈도분포법 (Ricker, 1971)과 이석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2016년 9월과 2017년 2월 및 2017년 4월에 

채집한 당년생 개체를 포함하는 245개체를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계측을 끝낸 시료에서 좌, 우 1쌍의 이석을 꺼낸 후 표면

에 붙어있는 이석낭과 이물질을 제거하여 70% 알코올에 보관

하였으며, 이석 분석을 통한 연령사정은 시료의 통일성을 위

해 우측 이석만을 선택하여 연령사정에 이용하였다. 이석의 

윤문은 불투명대에서 투명대로 이행하는 경계를 연륜으로 판

독하여 연령을 사정하였다.

3. 성적이형

1) 계측형질 분석

계측형질은 참갈겨니 (Kin et al., 2008), 모래무지아과 어류 

(Kotusz and Witkowski, 1998; Lin et al., 2007; Takacs, 2012) 
및 해산송사리 성적이형 연구 (Im et al., 2016)에서 측정한 형

질을 참고하여 digital caliper로 0.1 mm까지 측정하였으며, 지
느러미 길이와 생식소의 현미경을 관찰을 통해 정확한 성 판

별이 가능한 만 1년생부터 만 5년생 개체까지 총 233개체를 

대상으로 계측을 수행하였다. 계측형질로는 체고 (body depth), 
체폭 (body width), 등지느러미 기점거리 (pre-dorsal length), 배
지느러미 기점거리 (pre-pelvic length), 가슴지느러미 기점거리 

(pre-pectoral length), 뒷지느러미 기점거리 (pre-anal length), 미
병장 (caudal peduncle length), 미병고 (caudal peduncle depth), 
등지느러미 기저장 (dosal base length) 및 뒷지느러미 기저장 

(anal base length) 등을 측정하여 체장 (standard length)에 대한 

백분비로 나타내었고, 두폭 (head width), 문장 (snout length), 
안경 (orbital diameter)은 두장 (head length)에 대한 백분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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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특히 성적이형이 나타나는 뒷지느러미 (anal fin)
는 뒷지느러미 폭 (width of anal fin)과 뒷지느러미 높이 (depth 
of anal fin)를 측정하였고 지느러미를 구성하는 3번째 불분지

연조 (unbranched soft ray)부터 1~6번 분지연조 (branched soft 
ray)의 길이를 측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Fig. 1). 통계분석

은 SPSS 12.0.1 program을 이용하여 성별을 기준으로 채집일

과 연령에 따른 계측형질의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을 위해 만 

1년생부터 만 5세 개체를 대상으로 t-test를 통해 실시하였다. 
또한 뒷지느러미의 성적이형 형질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12가

지 계측형질을 대상으로 산란기 (2017. 04)와 월동시기를 포함

하는 비산란기 (2016. 09, 2017.02)를 비교하여 성적이형 형질

의 유지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때 뒷지느러미에 성적이형이 나

타나지 않는 만 1년생 계측자료는 제외하였다. 통계자료의 유

의성 파악을 위해 P-value는 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2) 체색 및 추성

외부형질인 체색, 혼인색 및 추성을 비교하기 위해 비산란

기 (2016년 9월, 2017년 2월)와 산란기인 2017년 4월 말에 암

수 개체를 채집 즉시 현장에서 마취 없이 SLR digital camera 

(canon, EOS5D, Japan)와 macro lens (Canon Macro Lens EF 

Fig. 1. Morphometric measurements between each landmark for Coreoleuciscus splendidus used in this study. For abbreviations, see Table 3 and 
3-1: TL, total length; SL, standard length; BD, body depth; BW, body width; DCP, depth of caudal peduncle; LCP, length of caudal peduncle; 
PDL, pre-dorsal length; PAL, pre-anal length; PPL, pre-pectoral length; PVL, pre-pelvic length; LDB, length of dorsal fin base; LAB, length of 
anal fin base; WAF, width of anal fin; DAF, depth of anal fin; 3AFUSR, 3rd anal fin unbranched soft ray; 1AFSR, 1st anal fin branched soft ray; 
2AFSR, 2nd anal fin branched soft ray; 3AFSR, 3rd anal fin branched soft ray; 4AFSR, 4th anal fin branched soft ray; 5AFSR, 5th anal fin branched 
soft ray; 6AFSR, 6th anal fin branched soft ray; HL, head length; HW, head width; SL, snout length; OD, orbital d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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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m 1 : 1.28 USM, Japan)를 사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비

교하였다.

4. 연령에 따른 산란기 생식소 숙도 (GSI)

채집한 개체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생식소성숙도지수 

(gonadosomatic index, GSI = gonad weight/body weight × 100) 
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개체는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모든 개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분석은 이석을 이용하여 

각 개체의 연령을 추정하였으며, 체중과 생식소 무게는 0.01 g
까지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개체군의 연령사정

체장빈도분포법 (Ricker, 1971)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쉬리 개체군의 전장 조성과 연령을 추정한 결과 Fig. 2에

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전장 범위에 따라 전장 40 mm 이하는 

당년생, 45~65 mm는 만 1년생, 65~85 mm는 만 2년생, 85~ 

115 mm는 만 3년생 그리고 115 mm 이상은 만 3년생 이상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이석 분석을 통해 확인된 쉬리 개체군의 

연령과 전장 조성은 당년생 26.5~47.1 mm, 만 1년생 41.8~ 

67.1 mm, 만 2년생 53.6~86.8 mm, 만 3년생 68.5~117.9 mm, 
만 4년생 74.7~125.4 mm, 만 5년생 94.2~130.2 mm로 확인되

어 (Fig. 3, Table 1) 만 4년생과 5년생 개체의 구분이 없었던 체

장빈도분포법을 통한 연령사정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현재까지 보고된 쉬리의 연령과 연령에 따른 전장 조성에 

관해 Song and Kwon (1993)은 체장빈도분포법 (Ricker, 1971)
을 이용하여 전장 45~70 mm를 만 1년생, 70~90 mm를 만 2
년생, 90 mm 이상은 만 3년생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 Uchida 

(1939)는 만 1년생을 전장 50~60 mm, 만 2년생을 80~90 

mm, 만 3년생을 100 mm 이상이라고 구분하여 체장빈도분포

법을 이용한 Song and Kwon (1993)의 결과와 최대 연령과 연

령군의 전장 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Uchida (1939)의 

Fig. 2. Histograms showing total length (TL) frequency distribution of Coreoleuciscus splendidus at Gapyeong stream from September in 2016, 
and February to April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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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graphs of right sagittal otoliths for first annuls, FA ~5-
ring of Coreoleuciscus splendidus (scale bar,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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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Table 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란기 및 비산란기에 채집한 한정

된 개체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추후 월별 샘플확보를 통해 

윤문의 형성시기와 형성회수를 추정하기 위한 월별 연역지수 

(Marginal Index, MI)의 조사와 함께 쉬리 개체군의 성장매개

변수 추정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였다.

2. 이차성징 및 성적이형

담수어류의 이차성징은 추성, 생식공돌기 (genital papilla) 및 

혼인색 등으로 발현되며, 추성과 혼인색 등의 이차성징은 잉

어과 어류의 수컷에 흔히 나타나는 이차성징이다 (Son, 2000; 
Kim et al., 2005). 또한 쉬리와 같이 성염색체를 가지는 (Kim 
et al., 2007) 어류에 대해서는 핵형분석 (Arkhipchuk, 1995; 
Devlin and Nagahama, 2002)에 의한 성적이형의 확인 등과 같

은 방법으로 어류의 성별을 감별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염색

체 핵형분석을 통한 방법은 성별판별을 위해 실험개체의 손실 

또는 장기간 실내사육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

이 있다.
쉬리는 외형상으로 암수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정확한 성

의 감별을 위해서는 복강 해부를 통해 난소 및 정소의 확인

을 통해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Song and Kwon, 
1993), 장기간의 실내사육을 통해 추성 발현 여부와 포란에 

의한 복부팽창에 따라 개체의 성별을 구분하였다 (Kim et al., 
2009, 2010). 그러나 최근 Song and Bang (2015)은 수컷개체의 

뒷지느러미의 크기와 폭이 비산란기에도 암컷개체보다 큰 성

적이형이 있으며, 이와 같은 외부형태적 차이를 이용하여 성

별구분이 가능함을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성적이형 분석에 이용한 23개의 계측형질 중 

표준체장 (SL, standard length)에 대한 체고 (BD, body depth), 
체폭 (BW, body width), 뒷지느러미 기점거리 (PAL, pre-anal 
length), 배지느러미 기점거리 (PVL, pre-pelvic length), 뒷지느

러미 기저부 (LAB, length of anal base), 뒷지느러미 폭 (WAF, 

width of anal fin), 뒷지느러미 높이 (DAF, depth of anal fin)의 

7가지 형질과 두장 (HL, head length)에 대한 두폭 (HW, head 
width), 안경 (OD, orbital dimeter)의 두 가지 형질은 연령에 따

른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P<0.000~0.039) 
있는 성적이형 형질로 나타났다 (Tables 2, 3). 이 중 뒷지느러

미 기저부, 뒷지느러미 폭과 뒷지느러미 높이, 안경의 4가지 

형질은 성적으로 성숙하는 만 2년생부터 유의한 (P<0.000~ 

0.005) 차이가 나타나는 성적이형으로 나타났으며 (Table 2), 
이 중 뒷지느러미를 구성하는 불분지연조 (unbranched soft 
ray)와 분지연조 (branched soft ray)의 길이가 만 2년생 수컷

개체부터 신장됨에 따라 뒷지느러미 폭과 높이가 암컷에 비

해 길게 신장되며 (Figs. 4, 5), 산란기 및 비산란기에도 연중 나

타나는 성적이형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따라서 쉬리의 대

표적인 성적이형은 수컷개체의 뒷지느러미를 구성하는 연조

의 길이가 암컷에 비해 더 길게 신장되어 뒷지느러미의 폭과 

길이에서 성적이형이 발생하는 피라미속 (Zacco) 어류의 성적

이형 (Kim et al., 2005a, 2008; Chae and Yoon, 2006)과 유사 

하였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차성징에 의한 특정 형질의 강조를 통

해 이성 간 성 선택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며 (Zahavi, 1975; 
Andersson, 1984), 특히 지느러미에서 혼인색 및 길이의 신장 

등의 형질변이로 표현되는 성적이형은 다양한 어류 종에서 

성 선택과 번식행동에 이용되고 있다. 밀어는 혼인색이 나타

난 화려한 지느러미를 활짝 펴는 과시행동 (Song et al., 2005)
을 통해 구애행동 (courtship)을 하며, 쉬리와 유사한 성적이형

을 가지는 피라미속 (Zacco) 어류의 경우 길게 신장된 수컷의 

뒷지느러미와 배, 가슴지느러미를 이용하여 산란장 조성과 관

리, 구애행동에 사용함을 밝힌 바 있다 (Wang et al., 1995; Kim 
et al., 2008). 한편 망둑어과 어류와 같이 어버이양육 (parental 
care)을 번식전략으로 선택하는 종에서 수정란관리와 부화자

어의 보호를 위해 수컷개체의 가슴지느러미, 배지느러미 및 

입의 크기가 암컷개체에 비해 크게 발달하는 성적이형을 가

지고 있다 (Berg, 1932; Nakamura, 1963; Goto, 1984; Kim and 

Table 1. Result comparisons of measurement method for age and length range of Coreoleuciscus splendidus

Age
Method Reference

0 years 1 years 2 years 3 years 4 years 5 years

26.5~47.1a 

(21.3~37.9)b
41.8~67.1a 

(30.1~54.3)b
53.6~86.8a 

(42.7~72.0)b
68.5~117.9a 

(56.5~97.8)b
74.7~125.4a 

(72.8~99.2)b
94.2~130.2a 

(76.6~107.8)b Otolith analysis This study

~ 40a 45~65a 65~85a 85~115a 115 overa Length frequency distribution 

(Ricker, 1971) This study

- 50~60a 80~90a 100a - Uchida (1939)

-
45~70a 

(33~55)b
70~90a 

(55~70)b 90 overa (70 over)b Length frequency distribution 

(Ricker, 1971)
Song and Gwon 

(1993)

*a, Total length (mm); b, Standard lengt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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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Characters

Coreoleuciscus splendidus
t-Test (probability, P)

2016.09 2017.02 2017.04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Age

1 2 3 4 5

No. samples 52 64 35 31 20 31
TL 42.3~117.9 41.8~125.4 53.6~124.0 45.4~118.8 63.2~126.3 59.1~114.5
SL 33.7~97.8 35.1~89.9 43.4~104.1 37.3~97.9 51.8~104.8 48.4~94.8

% of SL

BD 17.7±1.7 

(14.6~22.0)
17.5±1.1 

(14.4~19.7)
17.5±1.5 

(12.5~19.5)
16.6±1.4 

(11.8~19.6)
18.6±2.4 

(13.8~21.8)
18.0±0.9 

(15.6~20.1) 0.313 0.754 0.445 0.418 0.006**

BW 11.3±0.8 

(9.2~13.6)
11.3±1.5 

(9.9~12.3)
12.4±0.8 

(9.5~13.7)
11.8±0.9 

(9.6±13.6)
12.9±1.6 

(10.6~14.5)
11.8±0.5 

(10.6~13.1) 0.871 0.461 0.001** 0.039** 0.000***

DCP 9.6±0.6 

(7.9~12.1)
9.6±0.6 

(7.4~10.9)
9.7±0.5 

(8.4~10.9)
9.4±0.6 

(8.0~11.9)
9.8±0.6 

(8.4~10.5)
9.3±0.5 

(8.4~10.1) 0.287 0.723 0.093 0.365 0.090

LCP 20.1±1.1 

(16.2~22.3)
20.1±1.2 

(17.4~23.6)
19.8±0.9 

(17.9~21.7)
19.9±1.6 

(14.6~23.6)
20.0±1.2 

(17.6~22.1)
20.0±1.3 

(15.1~21.8) 0.089 0.042 0.603 0.988 0.330

PDL 50.2±1.3 

(47.1~54.1)
49.9±1.4 

(47.1~53.7)
50.2±1.7 

(47.6~52.1)
49.9±1.4 

(47.6~55.1)
50.4±0.8 

(48.4~51.1)
48.8±1.3 

(46.4~51.2) 0.924 0.222 0.113 0.100 0.077

PAL 74.1±1.5 

(70.3~78.9)
73.3±1.5 

(70.2~77.4)
74.8±1.4 

(71.5~78.9)
74.4±1.9 

(71.0~82.1)
74.0±0.9 

(71.7~75.5)
72.2±1.3 

(67.9~73.9) 0.528 0.519 0.039* 0.000*** 0.001**

PPL 23.3±1.9 

(16.2~26.9)
23.2±1.6 

(18.6~27.0)
24.1±0.9 

(22.3~26.5)
24.1±1.1 

(21.6~26.5)
23.2±1.2 

(21.7~26.6)
22.7±0.8 

(21.1~24.9) 0.148 0.073 0.470 0.077 0.447

PVL 51.1±1.3 

(48.0~54.2)
50.3±1.5 

(47.7~54.0)
52.0±1.4 

(49.0~56.5)
51.3±18 

(48.6~55.4)
50.3±1.2 

(47.2~53.6)
49.1±1.3 

(45.8~52.8) 0.529 0.805 0.301 0.200 0.000***

LDB 10.9±0.8 

(8.6~13.6)
11.3±0.7 

(9.3~13.4)
11.2±0.7 

(9.1~12.6)
11.7±0.8 

(9.8~13.5)
11.3±1.2 

(7.4~13.7)
11.9±0.6 

(10.6~12.8) 0.148 0.071 0.082 0.118 0.319

LAB 7.9±0.8 

(6.4~10.5)
8.7±0.8 

(6.6~10.4)
8.2±0.6 

(6.7~9.8)
9.4±0.9 

(6.8~10.4)
8.21±0.7 

(7.1~9.6)
9.6±0.7 

(7.6±10.8) 0.073 0.005** 0.000*** 0.000*** 0.001**

WAF 14.5±1.4 

(11.0~19.5)
17.6±2.1 

(13.1~21.7)
14.7±1.3 

(11.9~20.7)
19.6±1.3 

(15.8~21.9)
14.9±1.8 

(12.4~19.6)
18.9±1.9 

(10.9~21.1) 0.138 0.000*** 0.000*** 0.000*** 0.000***

DAF 17.9±1.9 

(14.2~21.7)
19.7±2.2 

(14.8~25.0)
19.6±1.8 

(16.4~24.0)
21.9±2.1 

(17.0~24.6)
19.6±2.4 

(13.0~22.6)
22.6±1.8 

(17.9~25.0) 0.056 0.000*** 0.000*** 0.000*** 0.000***

% of SL

3AFUSR 19.2±1.5 

(15.8~22.1)
19.9±1.8 

(15.4~23.7)
19.8±1.1 

(16.2±21.8)
20.7±1.6 

(17.7~24.5)
19.2±0.7 

(17.6~20.5)
20.2±0.9 

(18.3~22.1) 0.661 0.008** 0.008** 0.005** 0.039*

1AFSR 19.4±1.4 

(15.8~22.1)
20.7±2.0 

(16.0~23.9)
20.2±1.1 

(17.9~23.3)
21.7±1.9 

(17.8~25.1)
19.7±1.4 

(15.9~22.5)
21.6±0.9 

(19.8~23.5) 0.531 0.003** 0.000*** 0.000*** 0.018*

2AFSR 18.8±1.4 

(16.2~21.3)
20.5±2.1 

(14.8~24.3)
19.6±1.2 

(15.8~23.3)
21.6±1.9 

(17.8~25.1)
19.1±1.9 

(12.0~21.6)
21.5±1.2 

(18.9~24.3) 0.111 0.000*** 0.000*** 0.000*** 0.005**

3AFSR 16.0±1.4 

(12.3~19.0)
17.8±2.2 

(12.3~22.6)
16.3±1.2 

(13.7~19.3)
18.8±1.8 

(14.5~23.1)
16.1±1.2 

(14.4~18.4)
18.6±1.0 

(16.1~21.2) 0.361 0.000*** 0.000*** 0.000*** 0.000***

4AFSR 13.2±1.3 

(10.9~15.9)
14.8±1.8 

(10.5~17.9)
13.3±1.6 

(10.9~15.3)
16.0±1.6 

(12.1~19.9)
12.8±0.8 

(10.9~14.8)
15.4±1.1 

(13.1~18.1) 0.156 0.000*** 0.000*** 0.000*** 0.000***

5AFSR 10.8±1.1 

(8.1~15.3)
13.0±1.8 

(8.8~16.5)
10.8±1.2 

(9.2~13.9)
14.2±1.7 

(10.4~18.4)
10.2±0.8 

(9.1~12.6)
13.9±1.2 

(11.0~16.2) 0.073 0.000*** 0.000*** 0.000*** 0.000***

6AFSR 8.7±1.1 

(6.2~13.9)
11.1±2.1 

(6.3~15.5)
8.6±1.1 

(7.1~11.9)
12.4±1.7 

(8.8~17.3)
7.4±0.9 

(5.9~9.7)
11.0±1.2 

(6.4~12.2) 0.163 0.000*** 0.000*** 0.000*** 0.000***

HL 23.8±1.7 

(20.1~28.1)
23.±1.5 

(19.3~27.0)
23.3±1.3 

(17.7~26.4)
23.2±1.9 

(156~26.2)
23.0±1.1 

(20.1~25.5)
22.8±0.7 

(21.6±24.5) 0.185 0.837 0.338 0.140 0.940

Table 2. Comparison of the biometric characters between males (n = 126) and females (n = 107) of Coreoleuciscus splendidus at Gapyeong 
stream from September in 2016, and February to April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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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01; Song et al., 2005).
그러나 쉬리의 산란생태는 세력권 및 특징적인 산란장을 조

성하지 않으며, 하상이 자갈로 이루어진 여울에 집단적으로 

산란하고 별도의 양육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ng, 1976; Song and Kwon,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

된 쉬리의 성적이형이 단순한 성별에 따른 변이의 범주에 속

하는 것인지 또는 Darwin (1888)과 Andersson (1994)의 성적

선택 (sexual selection) 중 동성개체 간의 경쟁에 의한 성내 선

택 (intra-sexual selection) 결과에 의한 변이 여부와 같은 생태

적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산란행동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

하였다.
체색의 경우 산란기가 되면 수컷개체는 측선 위쪽으로 노란

색, 보라색, 파란색의 순서로 구성된 혼인색이 암컷개체에 비

해 진하게 착색되었으나 비산란기에는 암수 간 체색의 차이가 

없어 납자루아과 (Kim, 1997)의 담수어류와 같이 혼인색과 체

색을 기준으로 정확한 성별을 판별할 수 없었다 (Fig. 6). 그러

나 산란기에 수컷개체에서 흰색의 추성이 뒷지느러미 연조를 

따라 선형으로 배열되는 뚜렷한 성적이형이 나타나 산란기에

는 추성을 기준으로 성별이 구분되었다 (Fig. 7).
따라서 쉬리는 뒷지느러미의 폭과 넓이가 성별에 따라 차이

가 나타나는 성적이형을 기반으로 최소성성숙연령인 만 2년

생 개체부터 산란기와 비산란기를 포함하여 외부형질을 이용

한 성 판별이 항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쉬리의 대량종묘생산

을 위한 친어 선별과 육종에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였다.

3. 연령에 따른 생식소 성숙

쉬리의 산란기는 수온 범위가 10~18℃에 이르는 4월 초에

서 5월 말로 산란 성기는 5월 초 (15℃ 내외)로 알려져 있다 

(Song and Kwon, 1993). 또한 암수 모두 체장이 약 50 mm 이
상인 개체에서 생식소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만 2년생으로 추

측되는 55 mm 이상이 되어서야 성적으로 성숙하여 산란에 참

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Song and Kwon, 1993).
본 연구에서 산란기에 채집한 개체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

령에 따른 생식소 성숙도를 조사한 결과 암컷과 수컷 모두 만 

2년생인 전장 53 mm 이상의 개체군에서 성숙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최소성성숙연령인 만 2년생의 최대 생식소 성

Table 2. Continued

Characters

Coreoleuciscus splendidus
t-Test (probability, P)

2016.09 2017.02 2017.04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Age

1 2 3 4 5

% of HL

HW 47.7±5.5 

(39.0~59.7)
47.6±3.9 

(41.1~57.1)
51.2±4.1 

(39.6~57.0)
48.8±6.0 

(31.8~59.5)
52.6±4.7 

(43.5~59.6)
50.0±2.4 

(43.8~53.2) 0.042 0.525 0.062 0.002** 0.001**

SL 33.6±2.9 

(28.1~39.2)
34.1±2.5 

(29.4~39.4)
37.6±3.8 

(27.8~44.7)
36.7±3.5 

(26.8~43.6)
36.6±3.5 

(30.2~45.0)
37.1±2.3 

(31.3~41.5) 0.141 0.539 0.110 0.150 0.508

OD 24.1±2.8 

(18.7~30.9)
24.1±2.1 

(20.0~28.6)
21.3±2.2 

(17.4~26.1)
23.1±2.3 

(19.5~28.1)
20.8±2.9 

(17.6~29.1)
22.6±1.7 

(19.1~26.3) 0.369 0.008** 0.001** 0.022* 0.000***

*TL, total length; SL, standard length; BD, body depth; BW, body width; DCP, depth of caudal peduncle; LCP, length of caudal peduncle; PDL, pre-dorsal length; 
PAL, pre-anal length; PPL, pre-pectoral length; PVL, pre-pelvic length; LDB, length of dorsal fin base; LAB, length of anal fin base; WAF, width of anal fin; DAF, 
depth of anal fin; 3AFUSR, 3rd anal fin unbranched soft ray; 1AFSR, 1st anal fin branched soft ray; 2AFSR, 2nd anal fin branched soft ray; 3AFSR, 3rd anal fin 
branched soft ray; 4AFSR, 4th anal fin branched soft ray; 5AFSR, 5th anal fin branched soft ray; 6AFSR, 6th anal fin branched soft ray; HL, head length; HW, head 
width; SL, snout length; OD, orbital dimeter. For abbreviations, see text. *P<0.05, **P<0.01, ***P<0.001

Table 3. t-Test of major sexual dimorphism between male and fe-
male individuals in breeding (2017. 04) and non-breeding season 

(2016. 09 and 2017. 02) of Coreoleuciscus splendidus in Gapyeong 
stream, Korea.

Characters
t-Test (probability, P)

2016.09 2017.02 2017.04

% of SL
BD 0.050 0.014* 0.190
BW 0.944 0.010* 0.000***
LAB 0.000*** 0.000*** 0.000***
WAF 0.000*** 0.000*** 0.000***
DAF 0.000*** 0.000*** 0.000***
3AFUSR 0.005** 0.001** 0.000***
1AFSR 0.000*** 0.000*** 0.000***
2AFSR 0.000*** 0.000*** 0.000***
3AFSR 0.000*** 0.000*** 0.000***
4AFSR 0.000*** 0.000*** 0.000***
5AFSR 0.000*** 0.000*** 0.000***
6AFSR 0.000*** 0.000*** 0.000***

*SL, standard length; BD, body depth; BW, body width; LAB, length of anal 
fin base; WAF, width of anal fin; DAF, depth of anal fin; 3AFUSR, 3rd anal 
fin unbranched soft ray; 1AFSR, 1st anal fin branched soft ray; 2AFSR, 2nd 
anal fin branched soft ray; 3AFSR, 3rd anal fin branched soft ray; 4AFSR, 4th 
anal fin branched soft ray; 5AFSR, 5th anal fin branched soft ray; 6AFSR, 6th 
anal fin branched soft ray. For abbreviations, see tex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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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도 값은 4월 25일 암컷 9.32%, 5월 4일 수컷 8.44%로 나타

났다 (Tables 4, 5). 조사기간 중 만 3년생 개체부터 암컷과 수

컷개체의 생식소 성숙도 값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높게 

유지되었고 생식소 숙도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개체는 암컷

이 4월 13일 만 5년생으로 14.91%였으며, 수컷은 5월 4일 만 

5년생으로 8.96%였다 (Tables 4, 5). 그러나 만 2년생 연령 그

룹의 경우 난소와 정소의 발달이 미약하여 산란에 주로 참여

하는 개체들의 생식소 성숙도에 미치지 못하는 개체의 수가 

약 반 수 이상 나타나 만 2년생 개체군 내에서도 생식소 성숙

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Tables 4, 5). 따라서 쉬리는 만 3년생 

개체군이 산란에 참여하는 주연령군으로 분석되었으며 (Fig 
8), 이 중 만 2년생 개체군은 성장과 영양상태가 비교적 양호

한 개체들이 성숙하여 생식활동에 참여하고 성숙이 느린 만 2
년생 개체들은 만 3생이 되는 다음해에 성적으로 성숙하여 생

식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조사기간 중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샘플 수와 생식소 성숙도의 편차가 크고 

Fig. 4. The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 length and (A) width of anal fin (WAF) and (B) depth of anal fin (DAF) for male (black circle, ○) and 
female (red circle, □) of Coreoleuciscus splendidus all age groups (The yellow background is 1-age individuals, and the blue background is 2 to 
5-age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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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lationship among standard length and direct distance (A) the 3rd anal fin unbranched soft ray (3AFUSR), (B) the 1st anal fin 
branched soft ray (1AFSR), (C) the 2nd anal fin branched soft ray (2AFSR), (D) the 3rd anal fin branched soft ray (3AFSR), (E) the 4th anal fin 
branched soft ray (4AFSR), (F) 5th anal fin branched soft ray (5AFSR), (G) 6th anal fin branched soft ray (6AFSR) in Coreoleuciscus splendidus. 
*Male, black circle (○); Female, red squ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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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이 5월 초까지 한정되어 있어 동일한 연령군에서도 

성숙이 느린 개체들의 후기 산란 (Mills, 1987, 1988)의 참여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쉬리는 만 2년생부터 성적으로 성숙하여 산란에 참

여하는 다른 잉어과 어류인 돌상어 (Choi et al., 2001), 왜매치 

(Son, 2000), 꾸구리 (Ko et al., 2012) 등과 동일한 연령대에서 

Fig. 6. Body and nuptial coloration of fresh specimens of Coreoleuciscus splendidus. Non-breeding season (NB: 2016.09, 2017.02), Breeding 
season (BS:2017.04.23, 2017.05.04) in Gapyeong stream.

Non-breeding season (2017.02)

Breeding season (2017.04.23) Breeding season (2017.05.04)

NB, male NB, male

NB, female

BS-1, male

Fig. 7. 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s (nuptial tubercles) of Coreoleuciscus splendidus (A: male, B: female).

A-male B-female

BS-2, male BS-3, male

BS-1, female BS-2, female BS-3, female

NB, female

Non-breeding season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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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으로 성숙하여 산란을 시작하였으나, 이들 종 모두 체장

빈도분포를 통해 연령을 추정하였으므로 연령추정 방법에 따

른 성숙연령 차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또한 조사기간 

중 암수 모두 만 5년생까지 연령이 분포하였고, 성비의 비율이 

1 : 0.8로 (암컷22, 수컷18)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수컷이 암컷에 비해 조기에 성적으로 성숙하고 산란에 참여함

으로써 산란 후 죽는 수컷의 비율이 높고 고연령의 개체일 수

록 암컷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이전의 연구들과는 차

Fig. 8. Gonadosomatic index (GSI) for individual males (n = 77) and females (n = 76) of Coreoleuciscus splendidus at Gapyeong stream from 13 
April to 4 May in 2017. The numbers were age of each individual. The black circle (●), blue triangle (▲) and red square (■) are means to sam-
pling date from 13, 25 April and 4 May in 2017,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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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었다 (Mlls, 1987; Song, 2000; Song and Son, 2002).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란기 이후 만 5년생 개체군의 출현비

율,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망률은 확인하지 못하여 월별 개체

군 조사를 통해 쉬리 개체군의 연령과 성장에 대한 자세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였다.

요     약

경기도 가평군의 가평천 일대에서 2016년 9월과 2017년 2, 
4월에 쉬리 245개체를 채집하여 이석과 전장빈도분포법을 이

용한 연령추정과 23가지의 계측형질을 이용하여 연령에 따른 

성적이형을 조사하였다. 연령추정 결과 만 2년생부터 만 4년

생의 비율이 높았고 만 5년생이 최대연령이었다. 23개의 계측 

형질 중 9개의 형질에서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중 뒷지느러미에서 나타나는 성적이형은 수컷의 뒷지느러미 

연조가 길게 신장되어 뒷지느러미 폭과 길이가 암컷에 비해 

넓고 긴 특징을 보이는 주요한 성적이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란기에 수컷개체는 뒷지느러미의 연조에 추성이 발달하는 

성적이형을 나타내었으나 뒷지느러미를 제외한 다른 계측형

질과 외부형질에서 성별에 따른 성적이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적으로 성숙하는 만 2년생 개체부터 성적이형이 나타났으

며, 당년생 치어와 만 1년생 개체에서는 성적이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산란기는 4월에서 5월이었으며, 만 2세부터 산란에 참

여하였다. 주요 산란 연령은 만 3세부터였으며, 최대 생식소 도 

지수 (GSI)는 만 5세에서 암컷 14.91, 수컷 8.96으로 나타났다.

Table 4. Gonadosomatic index (GSI) of the ovaries of Coreoleuciscus splendidus at Gapyeong stream from 13 April to 4 May in 2017.

Sex Sample date Age No. of samples Total length (mm) Total weight (g) Ovary weight (g) GSI (%)

Female

2017.04.13

2 22 63.28~67.21 2.03~2.50 0.03 1.20~1.48
3   1 74.70 3.57 0.03 0.84
4   7   94.80~107.75   8.00~12.90 0.62~1.52   7.75~11.78
5 12 114.43~130.20 12.10~26.82 1.03~3.45   8.22~14.91

2017.04.25

2   7 64.27~75.10 3.22~6.80 0.01~0.30 0.31~9.32
3   9 73.20~85.48 3.64~6.80 0.02~0.36 0.42~7.76
4   0 - - - -
5   3 115.75~129.14 17.18~25.10 1.41~2.25 7.99~8.96

2017.05.04

1   3 55.80~56.59 1.71~1.75 0.01~0.02 0.57~1.17
2   9 60.19~65.71 1.93~4.18 0.02~0.05 1.03~1.47
3 17 69.17~85.64 2.92~6.68 0.02~0.75   0.70~11.23
4   3   92.06~108.61   8.23~13.78 0.40~1.32 4.86~9.58
5   3 104.66~129.35 12.35~24.45 0.70~1.74 5.67~8.24

Total                 76

Table 5. Gonadosomatic index (GSI) of the gonads of Coreoleuciscus splendidus at Gapyeong stream from 13 April to 4 May in 2017.

Sex Sample date Age No. of samples Total length (mm) Total weight (g) Gonad weight (g) GSI (%)

Male

2017.04.13

1   1 59.17 1.35 0.01 0.74
2   1 65.18 2.50 0.03 1.20
3   3 78.54~89.71 5.35~9.40 0.03~0.61 5.61~6.49
4 12 90.58~99.82   6.90~10.55 0.36~0.76 4.68~8.71
5 12 101.51~114.58 10.11~15.41 0.60~0.91 4.80~6.54

2017.04.25

1   1 58.51 1.83 0.02 1.09
2   6 62.1~75.8 1.35~2.42 0.01~0.03 0.72~1.24
3   2 85.59~86.97 6.30~6.33 0.48~0.51 7.58~8.10
4   0 - - - -
5   1 121.17 18.18 1.12 6.16

2017.05.04

1   1 58.47 1.83 0.01 0.55
2 17 66.40~73.02 2.60~3.64 0.01~0.28 0.38~8.44
3   4 82.29~83.64 5.68~5.94 0.10~0.31 1.68~5.46
4   7   95.14~107.04   8.60~11.62 0.56~0.60 3.65~6.27
5   9 104.33~124.80 11.65~20.42 0.44~1.10 3.43~8.96

Total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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