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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어목(Clupeiformes) 청어과(Clupeidae) 어류에 속하는 청
어(Clupea pallasii)는 한국, 일본, 오호츠크해, 베링해, 북태평
양, 서태평양의 연근해에 널리 서식하는 표층성 어류로 작은 
어류와 갑각류, 요각류를 섭이한다(Chyung, 1977; Kim et al., 
2005; Nelson, 2006). 이들은 수심 150 m 이내, 수온 2-12℃
에 주로 서식하며, 산란기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1-2월, 일본 북
해도에서 3-5월로 해조장에 알을 붙이는 습성을 가진다(Ku-
watani et al., 1978; NFRDI, 2013). 우리나라 동해가 청어의 주
요 어장으로 소형선망, 연안자망, 정치망 어업에서 주로 어획된
다(NFRDI, 2013). 국내 청어의 연간 어획량을 살펴보면, 2000
년에 13,473톤, 2003년에 3,571톤으로 급감하였으며, 2006년
에는 12,496톤, 2009년에는 37,514톤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
에는 28,013톤이 어획되고 있다(NFRDI, 2013). 최근 연안의 
오염과 서식처 파괴, 남획에 의해 연간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가 공동으로 이용
하는 주요 상업종으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Pear-
son et al., 1999; Kobayashi, 2002; Hershberger et al., 2005; 
Sweetnam, 2008). 이처럼 상업어종들의 자원증강 또는 지속유
지를 위해 체포금지체장, 금어기 설정, 인공종묘생산 등을 실시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2008년 약 700만 마리의 청어 종묘방
류를 실시하였으며(NAPPS, 2008), 국내의 경우 경북 수산자
원연구소에서 종묘생산을 실시하여 10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
한 바 있다(GyeongSangBuok-DO PFRDI, 2007). 자치어기 생
태와 초기생활사에 대한 이해는 성어 자원관리와 해양생물 다
양성을 보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이용된다. 청어의 
초기생활사에 대한 연구로 국외에서는 우리나라 동해산 청어
의 난발생과 자치어 형태발달(Uchida et al., 1958), 일본산 청
어의 난발생 및 형태발달(Kuwatani et al., 1978; Kawakami et 
al., 2011), 수온 염분 변화에 따른 청어의 난발생(Alderdice and 
Velsen, 1971), 청어의 생식생물학적 연구(Hay, 1985)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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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에서는 Han et al. (2011) 등이 청어 친어를 인공 성숙
유도하여 난발생과 부화 후 20일까지의 자치어 형태특징을 보
고한 바 있으나, 20일 이후의 중기자어 및 후기자어의 형태발달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어 산란기인 
1-2월 부산 다대포 연안에서 삼중자망에 부착된 부화직전 청어 
어란을 실험실로 옮겨 부화 후 청어를 45일까지 사육하여 발생
단계별 식별형질을 제시하고, 지느러미 분화, 상대성장 등 형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채집 및 사육 환경

2015년 1월말에서 2월초 부산광역시 다대포항 인근 해역인 
목도와 북형제도에서 삼중자망에 부착된 부화직전 9-10일차 
수정란을 실험실로 가져와 부화시켰다. 부화장의 수온은 9℃였
으며, 수정일은 어업을 목적으로 삼중자망을 설치 후 몇 시간 뒤 
부착한 청어 어란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부화직전인 자치어의 
사육조건으로 수온은 자연수온과 동일하게 9-10℃로 일정하게 
유지시켰으며, 사육 용수는 매일 3분의 1씩 환수하였다. 먹이는 
부화 3일 후부터 클로렐라(Chlorella sp.)로 영양강화 시킨 로
티퍼(Brachionus plicatilis)를 8-10개체/mL를 유지시켜 매일 2
회 급이하기 시작하였으며, 부화 15일부터 알테미아(Artemia 
nauplii)와 혼합 급이하였다. 부화 20일부터 45일까지는 알테
미아만 급이하였다.  

자치어의 형태특징 분석

자치어의 성장과 형태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매일 무작위로 추
출하여 얼음에 마취시켜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하였다. 자
치어의 발생단계 및 각 부위의 측정은 Okiyama (1988)의 방법
을 따라 입체현미경(Olympus SZX-16, Japan) 아래에서 0.01 
mm 단위까지 측정하였으며, 사진촬영 하였다. 지느러미 분
화를 관찰하기 위해 Alizarin red 시약으로 염색하여 계수하였
다. 표본은 국립수산과학원 난자치어 분석실(Ichthyoplankton 
laboratory)에 보관하였다. 

결   과 

자치어의 형태적 특징

부화 20일째 자어는 전장 10.8-12.2 mm (n=13, 11.7±0.77)
로 항문전장은 전장의 82.4-86.1%로 항문이 몸의 후반에 위치
하며, 등지느러미앞길이는 전장의 61.8-68.5%로 항문보다 다
소 전방에 위치하였다. 두장은 전장의 11.7-14.4%, 안경은 두장
의 27.8-34.4%였다. 몸 전체에는 막지느러미가 관찰되며, 척색
말단은 일직선이다. 가슴지느러미는 막상으로 분화하였으며, 
등지느러미 담기골은 9-11개가 관찰되며 연조가 분화하기 시
작하였다(Figs. 1A, 2A). 두정부에 별모양의 흑색소포가 분포

하며, 머리 뒤쪽으로 나뭇가지 모양의 흑색소포가 빽빽히 소화
관의 등쪽을 따라 1열로 소화관 중앙까지 나 있고, 소화관 중앙 
이후부터는 등쪽과 배쪽에 항문앞까지 1열로 나 있다. 별모양 
또는 나뭇가지 모양의 흑색소포는 가슴지느러미 기부와 복강
의 배쪽에 각각 1개가 나있고, 항문의 등쪽과 배쪽 아래, 척색말
단 주변의 등쪽과 배쪽에 짙게 분포한다(Fig. 1A). 
부화 25일째 자어는 전장 11.5-12.8 mm (n=12, 12.4±0.59)
로 항문전장은 전장의 76.9-84.7%, 등지느러미앞길이는 전장
의 63.1-67.6%로 이전과 유사하였으며, 두장은 전장의 13.1-
15.6%로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등지느러미 연조수는 10-13개
로 이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Fig. 2A). 별모양의 흑색소포는 
새롭게 두정부와 뺨에 분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전과 달리 
소화관 중앙 이전의 흑색소포는 점모양 또는 별모양으로 1열
로 나 있으며, 항문 주변에는 여전히 짙은 흑색소포가 분포한
다(Fig. 1B)   
부화 30일째 자어는 전장 12.2-13.5 mm (n=14, 13.0±0.43)
로 항문전장은 전장의 78.6-84.5%, 등지느러미앞길이는 62.3-
66.9%, 두장은 14.4-15.4%, 안경은 두장의 25.0-31.6%로 이

Fig. 1. Larval development stages of Clupea pallasii reared in the 
laboratory. A, 20 days after hatching, 12.2 mm TL; B, 25 days after 
hatching, 12.8 mm TL; C, 30 days after hatching, 13.5 mm TL; 
D, 35 days after hatching, 14.1 mm TL; E, 40 days after hatching, 
14.8 mm TL; F, 45 days after hatching, 15.6 mm TL. TL, total 
le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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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유사하였다. 두부의 골격이 더욱 두드러진다. 유영능력이 
상당히 빠르며 섭이활동이 더욱 적극적이다. 등지느러미 연조
수는 13-14개로 이전보다 증가하였으며, 마지막 연조 뒤쪽으
로 막지느러미와 분리되었다(Figs. 1C, 2A). 이시기에는 가슴
지느러미는 연조가 6-8개 출현하였으며, 꼬리지느러미 연조가 
12-14개로 척색말단 아래부터 분화하기 시작하였다(Fig. 2B, 
2C).
부화 35일째 자어는 14.0-14.7 mm (n=7, 14.3±0.24)로 항문
전장은 전장의 81.6-83.6%, 등지느러미앞길이는 62.6-65.0%, 
두장은 14.8-15.6%, 안경은 두장의 26.1-31.6%로 이전과 유사
하였다. 등지느러미 연조수는 14-15개로 이전보다 증가하고 더
욱 뚜렷하게 분화하였다(Figs. 1D, 2A). 가슴지느러미 연조수
는 10-11개, 꼬리지느러미 연조수는 15-16개로 이전보다 증가
하였다(Fig. 2B, 2C). 이 시기에는 척색말단이 등쪽으로 만곡
되기 시작한다(Fig. 1D). 흑색소포 분포는 이전과 유사하였다. 
부화 40일째 자어는 14.8-15.3 mm (n=3, 15.1±0.21)로 항문
전장은 전장의 79.5-80.4%, 등지느러미앞길이는 64.1-65.5%, 
두장은 14.9-16.3%, 안경은 두장의 24.0-27.3%로 이전과 유사
하였다. 등지느러미 연조수는 15개로 이전과 유사하였으며, 가
슴지느러미 연조수는 13-14개, 꼬리지느러미 연조수는 19-20
개로 이전보다 증가하였다(Fig. 2B, 2C). 이시기에는 뒷지느러
미 원기가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7-9개의 연조가 관찰되었다

(Fig. 1E). 흑색소포 분포는 이전과 유사하였다.
부화 45일째 자어는 전장 15.6-15.9 mm (n= 3, 15.7±0.12)
로 두장은 전장의 16.3-17.6%로 이전에 비해 약간 커졌다. 등지
느러미 연조수는 15-16개로 성어의 정수에 달하였다(Figs. 1F, 
2A). 가슴지느러미 연조수는 16-17개, 꼬리지느러미 연조수는 
19-20개로 이전보다 증가하였으며, 꼬리지느러미는 분화가 완
료되어 연조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Fig. 2B, 2C). 뒷지느러미 
연조수는 12-13개로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흑색소포는 별모양
으로 두정부에 더욱 크게 발달하며, 새롭게 머리 뒤부터 몸의 등
쪽 측면에 1열로 꼬리지느러미 앞까지 나 있다(Fig. 1F). 별모양
의 흑색소포는 꼬리지느러미 전체에 넓게 분포한다. 
청어의 부화일수에 대한 등지느러미 발달을 살펴보면, 부화 

20일차부터 부화 25일차까지는 9-12개로 발달양상이 완만하
고 개체간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부화 30일 이후부터는 13-14
개로 증가하였으며, 부화 35일차에는 14-15개, 45일차에는 
15-16개로 성어의 정수에 달하였다(Fig. 2A). 가슴지느러미는 
부화 30일차에 6-8개가 출현하였으며, 35일차에 10-11개, 40
일차에 13-14개, 45일차에 16-17개로 증가하였다(Fig. 2B). 꼬
리지느러미는 부화 30일차에 12-14개로 분화되었으며, 35일차
에는 15-16개, 부화 40-45일차에 19-20개로 분화가 완료되었
다(Fig. 2C). 
청어의 부화일수에 대한 상대성장은, 부화 후 20일부터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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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number of dorsal fin rays of Clupea pallasii larvae (A), the number of pectoral fin rays (B), the number of caudal fin rays (C), 
and total length (D) with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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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성장율이 완만하고, 개체간 전장 차이가 컸으며, 30일 
이후부터는 성장율이 빨라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2D). 
체장(BL)에 대한 백분비로 두장과 체고는 성장하면서 점차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항문장과 두장에 대한 안경은 개
체간 변이만 관찰되었다(Fig. 3).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부산 다대포 인근 연안에서 삼중자망에 부착
된 부화직전 청어 어란을 실험실로 운반하여 부화 후 20일부
터 45일까지 자어의 형태발달을 관찰하였다. 다대포산 청어는 
전장 14.0 mm 이상부터 척색말단이 만곡되기 시작하였는데, 
Han et al. (2011)에 의하면 전장 15.8 mm에서 만곡되어 약간
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육환경에 따른 사육수온(본 연
구에서는 9-10℃ vs. 동해산 청어 13-14℃)과 먹이(본 연구에
서는 14일차부터 알테미아 급이 vs. 20일까지 로티퍼만 급이)
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Han et al., 2011). 유사종과의 
척색말단 만곡시점을 비교하면 전어(Konosirus punctatus)는 
전장 13.9 mm, 정어리(Sardinops melanostictus)는 전장 14.3 
mm, 샛줄멸(Spratelloides gracilis)은 전장 12.8 mm에서 척색
말단이 만곡되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다(Uchida, 1958). 한편, 눈퉁멸(Etrumeus teres)과 밴댕이
(Sardinella zunasi) 자어는 각각 전장 9.9 mm, 11.6 mm 에서 
척색말단이 만곡되어 청어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Uchida, 

1958). 다대포산 청어는 전장 13.5 mm 이하에서 척색말단이 일
직선인 전기자어, 전장 14.0-15.3 mm에서 척색말단이 만곡되
는 중기자어, 전장 15.6-15.9 mm에 이르러 척색말단이 완전히 
만곡되는 후기자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대포산 청어의 발육단계별 등지느러미 형성은 전장 10.8-

12.2 mm에서 9-11개, 전장 12.2-13.5 mm에서 13-14개로 증
가하였으며 전장 15.6-15.9 mm에서 성어 청어의 등지느러미
수(15-19개)와 일치하여 정수에 달하였다(Fig. 2A). 한편, 남
해산 청어의 등지느러미 출현시기는 전장 15.8 mm로 5-6개의 
연조가 분화하였는데, 본 연구와 전장에서는 유사하였으나 지
느러미 발달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Han et al., 2011). 
이는 사육수온과 사육일수에 따른 차이일 것으로 판단된다. 발
육단계별 가슴지느러미 형성은 전장 12.2-13.5 mm에서 6-8개
로 출현하였으며, 전장 14.0-14.7 mm에서 10-11개, 전장 14.8-
15.3 mm에서 13-14개, 전장 15.6-15.9 mm에서 16-17개로 증
가하였다(Fig. 2B). 본 연구의 45일차 청어 자어(전장 15.6-15.9 
mm)의 가슴지느러미 연조는 약하게 분화하였으며, 일본산 청
어의 경우 전장 20.0 mm자어에서 뚜렷하게 형성되어 치어기에 
이르러 분화가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Uchida, 1958). 발육
단계별 꼬리지느러미 형성은 전장 12.2-13.5 mm에서 12-14개, 
전장 14.0-14.7 mm에서 15-16개, 전장 15.6-15.9 mm에서 20
개로 연조가 뚜렷하게 분화완료 되었다(Fig. 2C). 일본산 청어
는 전장 16.8 mm에서 꼬리지느러미 연조수가 20개로 본 연구
와 유사하였다(Uchida, 1958).

Fig. 3. Relative growth of various body parts in larvae of Clupea pallasii. A, Preanal length (PAL) as a pecentage of body length (BL) versus 
BL. B, Body depth (BD) as a percentage of BL versus BL. C, Head length (HD) as a percentage of BL vs BL. D, Eye diameter (ED) as a 
percentage of HL vs.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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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부화 40일차 청어 자어(전장 14.8-15.3 mm)에서 
처음 뒷지느러미 원기가 출현하였는데, 일본산 청어(전장 16.8 
mm)의 뒷지느러미 출현시기와 서로 유사하였으며, 유사종인 
전어(전장 13.9 mm), 정어리(전장 13.3 mm), 눈퉁멸(전장 11.6 
mm) 보다 약간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Fig. 1E; Uchida et al., 
1958). 다대포산 청어 자치어의 지느러미 발달은 등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가슴지느러미, 뒷지느러미 순이었으며, 배지느
러미의 경우 45일차 청어 자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일본
산 청어 전장 25.3 mm 에서 발달하여 가장 늦게 생성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Uchida, 1958).
한편, 부화 45일차 청어 자어(전장 15.6 mm)에서 몸의 등쪽 
나뭇가지 모양의 흑색소포가 1열로 꼬리지느러미 앞까지 새롭
게 분포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산 청어(전장 16.8 mm, 25.3 
mm)의 형태 스케치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Uchida et al., 
1958; Okiyama, 1988). 한편, 남해산 전어를 인공사육한 연구
에서 전장 11.6 mm까지는 몸의 등쪽에 흑색소포가 없다가 전
장 16.8 mm 부터 새롭게 1열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Kim et al., 2007). 따라서, 청어 또한 후기자어로 성장하면서 
체측 등쪽의 흑색소포가 발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대포산 청어 자어의 발육단계별 계측형질 변화를 살펴보면, 
전장에 대한 두장, 체고는 양의 상대 성장을 나타내었으나 전장
에 대한 항문장, 두장에 대한 안경은 성장에 따른 차이 없이 개
체간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3). 본 연구는 부산 다대포 인근 해
역이 청어의 산란장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월말에서 
2월초에 집중 산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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