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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 사는 많은 종처럼 인간은 유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크기만 커진다. 머리 크기 대 신

체 크기의 비율이나 사춘기가 되면 나타나는 뚜렷한 변

화와 같이 일부 식별 가능한 변화가 일어난다. 바다에

서 사는 많은 동물의 경우에는 성체가 되는 과정에서 몇

몇 단계를 거친다. 유생은 성체가 되어 나타날 생김새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띨 수 있다. 과학자들은 동일 종들

의 유생과 성체가 전혀 다른 모습을 하는 이유를 완전

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모습의 변화를 

겪는 수백 종의 해양 동물 중 일부를 살펴본다. 마치 카

멜레온과 비슷하게 말이다. 카멜레온은 위장과 방어를 

위해, 그리고 포식자를 위협하거나, 짝에게 구애를 하거

나, 혹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색상을 오락가락 급속

히 변화시킬 수 있지만, 여기서 소개하는 해양 종들에서 

색상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 

많은 어종의 유생이 색상 면에서 성체와 근본적으로 다

르다. 일부 종의 경우에 이러한 색상 변화는 성숙을 나

타낼 뿐만 아니라 성전환도 알릴 수 있다. 캘리포니아 

쉽헤드(California Sheephead, Semicossyphus pulcher)
는 암컷으로 태어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한 수컷 

개체로 변한다. 이를 자성선숙 자웅동체 현상(雌性先熟 

雌雄同體 現象, protogynous hermaphroditism : 암

As humans grow from infants to adults, like many terrestrial 

species, we basically just increase in size. Yes, there are a few 

observable changes like the ratio of head size to body size and 

the obvious changes brought about by puberty. For many 

animals living in our oceans the path to adulthood goes through 

several iterations. Juveniles may look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their appearance will be as adults. Why juveniles and 

adults of the same species might look entirely different is not 

fully understood by scientists. Here we take a look at just a 

few of the hundreds of marine species that undergo a change 

their appearance–much like chameleons. While chameleons 

can change color rapidly, back and forth, for camouflage and 

defense and to intimidate predators or court a mate or even 

for the thermoregulation of their bodies, for the marine species 

discussed here, the color change is irreversible.

The juveniles of many fish species are radically different in 

color, from adults. For some, this marks not only maturity, 

but can even announce a sex change. California Sheephead, 

Semicossyphus pulcher, are born as females but overtime  male 

individuals. This is referred to as protogynous hermaphroditism. 

Species born as males, later morphing into females are called 

protandric hermaphrodites. As seen here, juveniles are orange 

California Sheephead begin life as small striped females but overtime undergo a sex change. This results in three color phases. Young adult females are pink, but then become large 

banded males.

캘리포니아 쉽헤드(California Sheephead)는 줄무늬가 있는 작은 암컷으로 태어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환을 거친다. 이에 따라 색상은 3단계로 바뀐다. 젊은 성체 암컷은 핑크색이나, 나중

에 띠를 두른 큰 수컷이 된다.

수중동물의 감쪽같은 성형술
유생 보고는 성체 상상하기 힘들어
일부 종은 성전환까지… 생존전략인가
Text by Dave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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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white stripe and five seven black 

spots. Young females and older males, have 

extremely different appearances. Females 

are pink and grow dog-like teeth, while the 

males are black with a red saddle, and of 

course, big teeth.

수한몸인 생물에서 자성이 웅성보다 먼저 발달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수컷

으로 태어나 나중에 암컷으로 변하는 종은 웅성선숙 자웅동체(雄性先熟 雌雄

同體, protandric hermaphrodite)라고 한다. 사진에서 보듯이 캘리포니아 

헤드의 유생은 오렌지색이고 1개의 흰 줄무늬와 5∼7개의 검은 점이 있다. 

젊은 암컷과 나이 든 수컷은 모습이 아주 다르다. 암컷은 핑크색이고 개 이빨

과 비슷한 이를 하고 있는 반면, 수컷은 검정색이면서 등 부분이 빨간색이고 

물론 큰 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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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Sheephead, juvenile Garibaldi, Hypsypops rubicundus, 
look radically different in color than adults. This color 

change is not related to any physiological situation and is 

largely unexplained. The common name of this fish, which 

incidentally is the marine State fish of California, USA is a 

reference to the Italian patriot, Giuseppe Garibaldi, whose 

army wore characteristic red shirts.

While the larvae of almost every species of fish are 

transparent after hatching from the egg, the larvae 

of flatfish species show a most amazing anatomical 

change as they move into adulthood. All species 

of flatfish, whether halibut, flounders, turbot, 

tonguefishes or sole, hatch from the egg with their 

eyes positioned like all other fishes – one on each 

side of the head. Soon after hatching from the egg, 

the eye on the side of the fish that will face, in 

adulthood, the bottom, migrates across the skull to 

the top side. While the juveniles have an eye on each 

side of the head, depending of the group, flatfish end 

up with two eyes on the same side, whether left or 

right side.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pectoral 

fin does not migrate with the eye, away from the 

blind side, in any of these species.

쉽헤드처럼 가리발디(Garibaldi, Hypsypops rubicundus)의 

유생도 색상 면에서 성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색

상 변화는 생리적 상황과 관련이 없고 이유는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 주를 상징하는 어종이기도 한 이 어

류의 일반명은 이탈리아의 애국자 주세페 가리발디에서 따

온 것인데, 그의 군대는 특유의 빨간색 셔츠를 착용했다.

거의 모든 어종의 유생은 알에서 부화한 후 투명하지만, 

광어류(flatfish) 종의 유생은 성체기로 넘어가면서 가

장 놀라운 해부학적 변화를 보여준다. 광어류의 모든 종

은 넙치, 가자미, 터봇(turbot, 유럽산 가자미의 일종), 

참서대 혹은 납서대이든, 기타 모든 어류처럼 머리의 양

측에 눈이 위치한 채로 알에서 부화한다. 하지만 알에서 

부화한 후 곧, 성체기에 바닥을 향할 측면에 있는 눈이 

두개골을 가로질러 위쪽으로 이동한다. 유생은 머리의 

양측에 눈이 있지만, 종에 따라 광어류는 결국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쪽에 2개의 눈을 갖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광어류의 어느 종에서도 가슴지느러미가 눈과 함께 보지 

못할 측면의 반대쪽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Depending of the group, adult flatfish end up with two eyes on the same side, like this 
left sided flounder.

종에 따라 광어류의 성체는 결국 사진에서 눈이 좌측에 있는 넙치처럼 한쪽에 2개의 눈을 갖게 된다.

Garibaldi lose the bright blue spots when they enter adulthood. 가리발디는 성체기로 접어들면 밝은 청색 점들이 사라진다.

Juvenile Hexabranchus resemble chromodorid nudibranchs, and not their parents.

스페니시 댄서(Hexabranchus)의 유생은 그 모체가 아니라 크로모도리드 나새류(chromodorid nudibranchs)와 비슷하다.

Newly hatched flatfish larvae have eyes on both sides of the 
head like all other fish groups.

갓 부화한 광어류의 유생은 기타 모든 어종처럼 머리의 양측에 눈이 있다.

Some invertebrates play the color changing chameleon 

game, with age, as well. Juvenile Spanish Dancer, 

Hexabranchus sanguineus, confuse divers often looking like 

a small speckled chromodorid nudibranch. It takes close 

examination to see that the gill protrudes separately out 

of six separate holes of the dorsum surface, rather than 

on gill opening. With age, juveniles develop huge rolled 

mantles which can be unfurled revealing a series of 

bright color bands, used to scare off predators. The body 

also becomes mottled red in color. Ecologically speaking, 

why the juveniles look so different is unknown. Maybe 

they don’t need the protection used by the adult flash 

coloration as both juveniles and adults have acid 

secretion defense systems for protection.

일부 무척추동물도 나이가 들면서 카멜레온처럼 색상을 바꾸

는 게임을 한다. 나새류인 스페니시 댄서(Spanish Dancer, 

Hexabranchus sanguineus)의 유생은 흔히 반점이 있는 작은 크

로모도리드 나새류(chromodorid nudibranch)와 비슷해 다이

버들을 혼동시킨다. 자세히 살펴봐야 아가미가 아가미구멍이 

아니라 등의 표면에 있는 별개의 구멍 6개에서 따로따로 돌출

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유생은 말린 큰 

외투막이 생기며, 이 외투막은 펼쳐지면 일련의 밝은 색 띠를 

드러낼 수 있어 포식자를 겁주어 쫓아버리는 데 사용한다. 몸

도 색상이 알록달록한 빨간색이 된다. 생태학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유생이 그리도 다른 모습을 하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유생과 성체가 모두 보호를 위해 산 분비 방어체계를 보

유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유생은 성체의 경우처럼 눈부신 색

상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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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mollusk whose juvenile and adult appearances are 

quite different is the Egg Cowry, Ovula ovum. The adult is 

readily distinguished by its pure white shell and black mantle. 

The juvenile, however, is quite differently shaped and colored. 

The mantle of the juvenile rarely exposes the shell and have 

a few large tubercles, which are white, tipped in yellow. It is 

hypothesized that this morphology is to mimic the similarly 

colored toxic nudibranch, Phyllidia sp. This mimicry makes 

good sense as the shell of the juvenile is quite thin and easily 

crushed by wanton predators; unless the predator thinks the 

snail is actually a nasty tasting, acid secreting nudibranch. When 

specimens grow larger than the maximum size of the nudibranch, 

and their shells are stronger, they no longer need protection by 

the similarity, and morph over to the adult coloration.

유생과 성체의 모습이 매우 다른 또 하나의 연체동물은 

개오지인 에그 카우리(Egg Cowry, Ovula ovum)다. 성

체는 순백색 껍데기와 검정색 외투막으로 쉽게 구분된

다. 그러나 유생은 형태와 색상이 아주 다르다. 유생의 

외투막은 껍데기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흰색이면서 끝부

분이 노란색인 몇 개의 큰 돌기가 나 있다. 이러한 형태

는 비슷한 색상의 독성 나새류인 필리디아(Phyllidia sp)

를 흉내 내기 위함이라는 가설이 있다. 유생의 껍데기는 

매우 얇고 포악한 포식자에 의해 쉽게 으스러지므로(이 

달팽이가 실제로는 맛이 고약한 산 분비 나새류가 아니

라고 포식자가 생각하는 한), 이와 같은 흉내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개체들이 이 나새류의 최대 크기보다 더 커

지고 자신의 껍데기가 더 강해지면, 더 이상 흉내로 보호

할 필요가 없어 성체 색으로 바뀐다.

While the shell of Ovula ovum 

strengthens, their mantle tissue bears 

tall tubercles mimicking a nudibranch.

에그 카우리(Ovula ovum)의 껍데기가 

강해지는 동안, 그 외투막 조직은 나새

류를 흉내 내어 길쭉한 돌기를 지닌다.

Young Egg Cowries seem to mimic 

poisonous Phyllidid nudibranchs, 

using a similar body shape to take 

protective advantage of the slugs 

acidic secretions.

에그 카우리의 유생은 독성이 있는 필

리디디 나새류(Phyllidid nudibranchs)를 

흉내 내는 듯한데, 비슷한 몸 형태를 이

용하여 이 바다 민달팽이의 산 분비를 

방어 전략으로 활용한다. The sea cucumber, Bohadschia graeffei changes color radically after mimicking a Phyllidid 
nudibranch no longer provides protection for it.

해삼(Bohadschia graeffei)은 필리디드 나새류를 흉내 내는 것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

하면 색상을 현격히 바꾼다.

A similar situation exists with the sea cucumber, Bohadschia 
graeffei. Again juveniles and adults look nothing alike. Adults 

are beige with black spots and short, white-tipped tubercles. 

The juveniles grow through a series of colorations each having 

large tapered tubercles, and longitudinal stripes along the 

body, lacking in the adults. The juveniles of this species too 

are thought to mimic toxic Phyllidid nudibranchs, including 

Phyllidia coelestis and P. varicosa. Like the juvenile egg cowries, the 

juvenile cucumbers change to the adult coloration when the 

cucumber exceeds the maximum size of the nudibranch, and 

the mimicry is no longer effective.

해삼(Bohadschia graeffei)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하다. 여

기서도 유생과 성체는 비슷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 성체

는 베이지색이고 검정색 점들과 짧고 끝부분이 흰 소돌

기들이 있다. 유생은 일련의 착색을 거쳐 성장하고 각각

의 단계에서 크고 끝이 뾰족한 돌기들과 몸에 세로로 난 

줄무늬들을 지니는데, 성체에는 없는 모습이다. 이 종

의 유생 역시 독성 필리디드 나새류(Phyllidia coelestis, P. 
varicosa 등)를 흉내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에그 카우리

의 유생처럼 이 해삼의 유생도 위와 같은 나새류의 최대 

크기를 넘어서고 흉내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성체 색

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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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more difficult to explain ecologically, there are a 

number of fish species where juveniles change to the adult 

color with age. One group is the frogfishes. Making things even 

more difficult with this family of fishes is the fact that the color 

variation within a single species of adults is so great they, 

themselves, are very difficult to identify. Now layer this with the 

difficulty to identify the juveniles and we have a real dilemma.

One species that is fairly straight forward is the Painted 

Frogfish, Antennarius pictus. The juveniles, while variable 

themselves, are always in complete contrast to the adults. The 

examples shown here exemplify that.

Lobsters are another group that goes through a huge transformation 

from juvenile to adult. After coming out of the transparent 

planktonic phyllosome phase, the larvae of a lobster are called a 

‘puerulus’ larvae. At this stage in development the juvenile lobster 

looks more like a shrimp than an adult lobster. These young lobsters 

hide amongst surf grass and within the confines of coral reefs for 

protection. The puerulus larvae settle, in waters down to about 15m. 

생태학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기가 보다 어렵지만, 유생

이 나이가 들면서 성체 색으로 바뀌는 여러 어종이 있

다. 하나가 씬벵이류(frogfishes)다. 이 과의 어류에서 

이해를 한층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단일 어종의 성체들 

내에서도 색상 변동이 너무 커서 그들 자체도 식별하

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유생들을 

식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 정말 딜레마에 빠진다.

꽤 확연한 하나의 종이 페인티드 씬벵이(painted 

frogfish, Antennarius pictus)다. 이 종의 유생은 자체

들 내에서도 변동이 있지만 항상 성체와 완전한 대조

를 이룬다. 다음 사진이 이를 예시한다.

Some frogfish species display dramatic variation with age. 일부 씬벵이 종은 나이가 들면서 현격한 변화를 나타낸다.

Within a week or so, it molts into a fully recognizable 

miniature lobster, about 25mm long.

Blacksmith, Chromis punctipinnis, are one of many 

damsel fish species changing color with maturity. 

Here the juvenile has an orange tail and lack the 

black spots found on the adult.

생은 약 15m 깊이의 바다에 정착한다. 그러면 1주일쯤 이내에 약 

25mm 길이의 완전히 식별 가능한 미니 바닷가재로 탈피한다.

블랙스미스(Blacksmith, Chromis punctipinnis)는 성숙하면서 색상

을 변화시키는 많은 자리돔 어종의 하나이다. 사진의 유생은 꼬리

가 오렌지색이고 성체에 있는 검정색 점들이 없다.

바닷가재는 유생에서 성체가 되면서 큰 변태를 거치는 

또 다른 종이다. 투명한 부유성 필로소마(phyllosoma) 

유생 단계를 벗어난 바닷가재의 유생은 ‘푸에룰루스

(puerulus)’ 유생이라고 한다. 발달과정에서 이 단계

의 바닷가재 유생은 성체 바닷가재보다는 새우와 더 

비슷하다. 이러한 바닷가재 유생은 보호를 위해 해초

류 사이 및 산호초 범위 내에 숨는다. 푸에룰루스 유

The juvenile lobster looks more like a shrimp than an adult lobster. 

바닷가재의 유생은 성체 바닷가재보다는 새우와 더 비슷하다.

Like of damselfishes, the juveniles often bare different colors than the adult.

자리돔류처럼 이 종의 유생도 흔히 성체와는 다른 색상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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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of Sweetlips undergo dramatic changes in color from 

juvenile to adults making identification of both difficult. We 

have much work to do to make identifying individuals easier.

Ribbon Eels, Rhinomuraena quaesita, are protandrous 

hermaphrodites like the Sheephead discussed above. As they 

age and change sex their body colors change. Juveniles are 

black, and then turn brilliant blue as they mature and become a 

male. Later, with the change to female the fish becomes yellow.

Spadefish juveniles have a tall slender body form with greatly 

elevated dorsal and anal fins. They resemble a floating leaf 

both in color and behavior. This shape and color changes at 

adulthood when the body becomes more compressed.

The list can go on and on. The bottom line is that some marine 

animals, act superficially like chameleons, and change in shape 

and color. While chameleons can change color rapidly, back and 

forth, the marine creatures we have discussed here cannot – 

their change is slow, and one way. Recall, chameleons change 

color for particular ecological reasons, either for camouflage and 

defense, to intimidate predators or court a mate and even to 

thermo-regulate their bodies. For the marine species discussed 

here, the color change is irreversible. We have only been able to 

speculate why they may do this, for some of the more obvious 

species like the egg cowries and sea cucumbers. Determining 

why the others find it beneficial to make these changes may 

take many years to unfurl, for sure.

스윗립류(Sweetlips)의 종들은 유생에서 성체가 되면서 

현격한 변화를 겪어 둘 다 식별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개

체들의 식별을 더 쉽게 할 수 있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리본 장어(ribbon eel, Rhinomuraena quaesita)는 앞서 소

개한 쉽헤드처럼 웅성선숙 자웅동체이다. 이 장어는 나이

를 먹고 성전환을 하면서 몸 색상이 변화한다. 유생은 검

정색이며, 그런 다음 성숙하고 수컷이 되면서 화려한 청색

으로 변한다. 나중에 암컷으로 바뀌면 노란색이 된다.

나비고기(spadefish)의 유생은 몸 형태가 위아래로 길고 

가늘며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크게 들려 있다. 이 

유생은 색상과 행동 면에서 떠다니는 잎사귀와 비슷하

다. 이러한 형태와 색상은 몸이 보다 압축되는 성체기에 

변화한다.

이상과 같은 예는 얼마든지 있다. 요컨대 일부 해양 동

물은 표면적으로 카멜레온처럼 행동하며, 형태와 색상

이 변화한다. 그러나 카멜레온은 색상을 빠르게 쌍방향

으로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 소개한 해양생물은 그럴 

수 없으며 변화가 느리고 일방향이다. 이미 설명하였듯

이 카멜레온은 위장과 방어를 위해서든지, 포식자를 위

협하거나 짝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든지, 혹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든지, 특별한 생태학적 이유가 있어 색

상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한 해양 종들의 

경우에 색상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왜 

색상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에그 카우리와 해삼처럼 

보다 뚜렷한 일부 종을 대상으로 추측만 할 수 있었을 

뿐이다. 나머지 종들이 이러한 변화가 자신에게 유익하

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알아내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이 분명하다.

Depending on the species juveniles change from bold striping to more 
delicate color patterns.
종들에 따라 유생은 굵은 줄무늬를 한 모습에서 보다 섬세한 색상 패턴으로 바뀐다.

A black, juvenile Ribbon Eel and a bright blue adult male. Later as they morph into females they will change to bright yellow.

리본 장어의 검정색 유생 및 밝은 청색 수컷. 나중에 암컷으로 바뀌면 밝은 노랑으로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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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the collection below, it was more fun for Kevin to 

photograph the awesomely flamboyant juveniles, than 

the boring adults.

아래와 같이 사진을 모아놓고 보니, 케빈이 따분한 성체들보다

는 기막히게 화려한 유생들을 촬영하면서 훨씬 즐거웠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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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are just a few examples of juvenile fishes that do not look anything like their parents.

모체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유생 어류의 예를 일부 들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