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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tribution and occurrence of swimming crab, Portunus trituberculatus larvae were investigated in the  
western coast waters of Korea in the Yellow Sea. Swimming crab larvae were collected in July and 
August from 2015 to 2016. As a results ZoeaⅡ(ZⅡ) densities were highest in all sampling months. Then 
densities of later larval stages decreased dramatically. The frequency of juvenile larvae that appeared during 
the survey period varied greatly according to peak, monthly, year, and life stages. In 2016, the emergence 
density of juvenile larvae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2015 in the Zoea(Z) and Megalopa(M) pha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arvae density was higher in the ZoeaⅠ period and the lower density of the 
larvae in the ZoeaⅡ period. There was Emergence density of temperature and salinity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did not show a correlation

Key words : Swimming crab, Larvae development, Western coast 

†Corresponding author : 032-745-0620, mhsohn@korea.kr
※ 본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연구사업(R2018029)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Ⅰ. 서 론

꽃게(Portunus trituberculatus)는 우리나라를 비

롯해서 일본, 중국 및 대만 등의 극동지역에만 

분포하며 황해 지역에서 대량으로 출현하는 종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에서 특히 많이 나며, 
남해에는 서부 쪽 연안지역에 많고, 동해 중부이

남 및 제주도에서도 소량으로 출현한다. 서해안

은 수심이 20∼30m정도이고 저질은 모래질 또는 

진흙질로 되어 있어 꽃게의 서식처로 매우 적절

한 곳이다(Oh, 2006).
꽃게는 절지동물문(Phylum Arthropoda), 갑각아

문(Subphylum Crustacea), 십각목(Order Decapoda), 
꽃게과(Family Portunidae)에 속하며, 유영지를 가

지고 장거리 회유를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식

용종이다(Kim, 1973). 꽃게는 우리나라 서해를 중

심으로 두 개의 계군이 있는데 하나의 계군은 겨

울외양에 분포하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연안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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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는 계군과 동중국해에서 월동하고 봄부터 가

을까지는 우리나라 연안으로 회유하는 두 개의 

계군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FRDI, 
2010). 꽃게의 유생은 성체가 우리나라 서해 연안

에 분포하는 시점인 4월부터 9월에 주로 분포한

다(Yeon, 1997; NFRDI, 2010).
꽃게는 중요한 산업종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많

은 연구가 되어왔다. 꽃게 유생과 성체에 황화수

소에 대한 독성연구(Kang, 1997), 꽃게의 종묘생

산과 유생 및 치하의 성장연구(Pyeon, 1970; Seo 
et al, 2009; Ma et al., 2009), 꽃게의 생존과 섭이

활동 및 자원생물학적 연구(Kang et al., 1995; An 
et al., 2012). 그리고 꽃게의 유전학적 연구(Kim 
et al., 1989; Yeon et al., 2010; Yoon, 2006)등이 

수행되어왔다. 하지만 서해안이 꽃게의 주요산란

장임에도 불구하고, 개체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유생의 분포에 대한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외국에서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꽃게 자원의 효

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 평가 및 

관리의 한정된 주제에 관해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일본의 경우 자원생물학적 연구로는 꽃게의 서식

지, 산란에 관한 연구(Oshima, 1938)와 표지방류

실험(Katsutomi et al., 1971; Takada ＆ Hirata, 
1979), 소형트롤에서 잡힌 꽃게의 갑폭조성(Ukida 
＆ Karakawa, 1988)이 있으며 기초연구로는 꽃게

의 탈피연령, 갑각장 그리고 부화 후 경과일수간

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가 있을 뿐이다. 중국에

서는 꽃게의 생물학적 특성 (Deng et al., 1986)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Oh, 2006).
본 연구는 경기, 인천, 충남 그리고 전북, 전남

해역을 포함한 서해안에 분포하는 꽃게 유생의 

시공간적 분포를 연구함으로서 우리나라 서해안

에 분포하는 꽃게 유생의 출현시기와 분포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유생의 출현밀도와 

수온·염분의 관련성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수산과

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꽃게자원 회복사업의 일

환으로 꽃게유생이 채집되었다. 채집방법은 7월, 
8월에 인천, 충남 및 전북, 전남연안의 꽃게 자원 

조사정점([Fig. 1])에서 330㎛ 크기 망목의 네트가 

부착된 봉고네트를 사용하여 경사채집방법으로 

채집되었다. 시료 채집 시 유량계(General 
Oceanics Co.)는 봉고네트 두 개 중 한 개의 네트

에 직경의 3분의 1지점에 장착하였고, 네트 인망 

시 1.5 ~ 2 Knot의 속도로 인망하였다. 2015년, 
2016년에 49개 정점으로 시료를 채집하였으며, 
채집된 꽃게유생은 선상에서 중성포르말린으로 

즉시 고정한 후 실험실로 옮긴 다음 현미경

(Olympus – SZX12)으로 동정·계수하였으며, 계수

된 개체수는 단위 체적 당 1000㎥ 개체수로 환산

하였다.

[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area by in 
coastal of Yellow Sea 



우리나라 서해연안의 산란철 꽃게유생 분포 및 출현량

- 1925 -

꽃게유생의 분포와 해양학적 특성과의 관련성

을 이해하기 위해 꽃게유생의 채집 시 표층수온

과 표층염분CTD, Sea-Bird SBE 21을 동시에 측정

하였다.
수온과 염분이 유생의 출현밀도와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Ⅲ. 결 과

1. 환경

조사해역에서 수온 분포를 조사한 결과, 평균 

표층수온은 2015년 7월에 21.04℃(±1.6) 이었고, 
표층염분은 31.71 psu(±0.5)이었다. 2015년 8월에

서 표층수온은 23.96℃(±1.8)이었고, 표층염분은 

31.32 psu(±0.8)이었다. 2016년 7월에 표층수온은 

28.20℃(±1.7)이었고, 표층염분은 32.30 psu(±2.1)이
었다. 2016년 8월에 표층수온은 25.70℃(±2.4)이었

고, 표층염분은 31.20 psu(±1.4)이었다([Fig. 2]).
평균 저층수온은 2015년 7월에  18.26℃(±3.0)

이었고, 저층염분은 32.0 psu(±0.5)이었다. 2015년 

8월에 저층수온은 20.18℃(±5.0)이었고, 저층염분

은 31.69 psu(±0.9)이었다. 2016년 7월에 저층수온

은 19.30℃(±4.0)이었고, 저층염분은 31.43 
psu(±1.9)이었다. 2016년 8월에서는 저층수온은 

25.70℃(±4.9)이었고, 저층염분은 31.60 psu(±1.3)으
로 나타났다([Fig. 3]).

[Fig. 2] Temperature during the survey period in 
coastal waters of Yellow Sea

[Fig. 3] Salinity change during the survey period in 
coastal waters of Yellow Sea

2. 유생 출현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꽃게유생의 빈도는 정점

별, 월별, 연도별, 그리고 생활사 단계별 차이가 

컸으며, 2016년 유생의 출현밀도는328,617 
inds/1000㎥, 2015년 유생 출현밀도는 78,954  
inds/1000㎥로 2016년도의 유생 출현개체수가 높

았다(<Table 1>).
조사시기별로 살펴보면 2015년의 꽃게 유생 출

현 양상은 7월보다 8월에 출현밀도가 높았으며, 
2015년 7월 ZⅠ유생단계는 남부정점에 낮은 출현

밀도가 나타났다. ZⅡ기는 2015년 7월 조사기간 

중 높은 출현밀도가 나타났으며, 정점별 균등하

게 나타났다. ZⅢ기는 연안 쪽 정점에 출현하여 

조사기간 중 낮은 출현밀도가 나타났다. ZⅣ와 

Megalopa시기는 비슷한 출현밀도가 나타났으며, 
성장하면서 중부정점에 주로 출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15년 8월 ZⅠ유생단계는 북부정점에 

주로 출현하였다. ZⅡ유생단계는 2015년 7월과 

같이 조사기간 중 높은 출현밀도를 나타났다. Z
Ⅲ기는 북부정점에서 주로 출현하였으며, 2015년 

8월 조사기간 중 가장 낮은 출현밀도가 나타났

다. ZⅣ기는 북부정점에서 출현하였으며, 
Megalopa기는 전체정점에 균등한 분포를 나타냈

다([Fig. 4]).
2016년 7월보다 8월에 출현밀도는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7월 ZⅠ유생단계는 북부정점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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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였다. ZⅡ기는 2018년 7월 조사기간 중 높

은 출현밀도가 나타났다. ZⅢ기는 연안 쪽 정점

에 출현하여 외양에서 나타났으며, 주로 북부정

점에서 출현하였다. ZⅣ와 Megalopa기는 출현량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Megalopa기는 중부

지방에서 주로 출현하였다. 2016년 8월 ZⅠ유생

단계는 북부정점에 주로 출현하였다. ZⅡ기는 8
월 ZⅠ기와 같이 북부정점에서 주로 출현밀도를 

나타났다. ZⅢ기는 북부정점에서 출현밀도가 주

로 나타났으며, 2016년 8월과 달리 높은 출현밀

도가 나타났다. ZⅣ기와 Megalopa기는 ZⅣ기에서 

출현밀도 더 높았으며, 연안 쪽과 섬들이 인접한 

정점들에서 출현밀도가 높았다([Fig. 5]).
각 정점별 유생 출현밀도와 수온과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r=0.03, p=0.83)가 보이지 않았고, 
유생 출현밀도와 염분에서도 상관관계(r=0.00, 
p=0.97)는 나타나지 않았다.

Year
stage

Month 
Z-Ⅰ Z-Ⅱ Z-Ⅲ Z-Ⅳ M Total

2015
Jul. 154 14,235 23 1,916 1,391 17,719

Aug. 6,446 31,419 1,079 18,134 4,156 61,235

2016 Jul. 10,452 20,456 18,394 12,147 5,487 66,936 
Aug. 63,229 57,180 76,767 41,486 23,018 261,681 

Total
Jul. 6,600 45,654 1,102 20,050 5,547 78,954

Aug. 73,681 77,636 95,161 53,633 28,505 328,617

<Table 1> Monthly change of swimming crab larvae collected at the West coast waters of Korea
[inds./1000㎥]

[Fig. 4] Larval densities of the swimming crab, P. trituberculatus horizontal distribution of larval 
abundance (inds/1000m3) of swimming crab in July and August,2015. Roman number following 
Z indicate zoeal stages while M does megalop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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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arval densities of the swimming crab, P. trituberculatus horizontal distribution of larval abundance 
(inds/1000m3) of swimming crab in July and August,2016. Roman number following Z indicate 
zoeal stages while M does megalopal stage.

Ⅳ. 고찰 및 요약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수산과

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꽃게자원 회복사업 일환

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서해안 및 남해, 동해안 일대에 넓게 

분포하는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Miers)는 

절지동물문 갑각강 십각목에 속하는 대표적인 유

영형 게류이며, 연안 유용 수산자원 중 수출과 

경제성이 높은 고급 중요 종이다(Kim, 1973; 延, 
1997).

해양에서 서식하는 갑각류들은 탈피를 통하여 

성장을 하며, 탈피 주기와 성장은 먹이와 수온 

등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

다(Hartnoll, 1982; Sulkin et al., 1998). 해양에서 

수괴에 분포하는 먹이의 양과 질은 직접적으로 

유생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Suprayudi et al., 
2002). 수온의 변화는 대사작용에 영향을 주어 게

류 유생의 탈피와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Suh, 
2003; Kim ＆ Hong, 2004). 특히 수온은 갑각류 

유생의 성장과 생존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개

체군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lkin ＆ McKeen, 1989; Suh, 2003; Kim ＆ 

Hong, 2004).
이번 조사기간 동안 조사해역에서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하였을 때 꽃게유생의 출현밀도는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2016년 7, 8월에 더 많은 

유생들이 출현하였다.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6년에 서해 북부정점 쪽으로 많은 꽃게유생들

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ZⅡ기의 밀도가 높고 ZⅣ

기 유생의 출현밀도가 낮았는데 이것은 2010년부

터 2012년 서해중부연안 꽃게유생 분포밀도(Jo et 
al., 2013)의 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유생발달 단계는 ZⅠ기

의 유생분포가 높았고, 2015년부터 2016년에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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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기 유생분포가 높아 유생발달단계가 매년 같은 

조사기간에 조사한 결과 꽃게유생이 빠르게 발달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대한 이유는 꽃게

의 산란시기가 빨라진 것인지, 유생의 발생단계

가 빨라진 것인지의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었고, 또한 자원관리방안에서도 영향을 미치

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결

과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지속

적으로 수질환경 및 자원동태를 파악하고, 자원

량이 증가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자원의 

회복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 서해에서 꽃게의 포란 시기는 4월부터 

8월까지로 보고되었는데(Yeon, 1997), 2010년부터 

2012년 서해중부연안 꽃게유생 분포(Jo et al., 
2013) 조사에서는 7월 중순과 8월에 조사되어 이

번 연구와 조사기간이 동일한 유생의 밀도가 6월

보다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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