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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하고 새로운 

유전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Trait details: 
 GENOTYPE: C  
 PHENOTYPE: Incomplete dominant  

Heterozygous form = Cappuccino 
Homozygous or complete form = Super Cappuccino or Mel 

 Non-allelic with any other known 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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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잔틱(axanthic)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코를 식별하고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카푸치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잔틱 모프를 입양하거나 사육한 적이 없지만 수년 동안 외관이 매우 유사한 게코들을 번식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메인 사업은 게코들을 애완동물 가게에 공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레드와 쿼드 이외의 특정한 특징을 위해 사육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품종끼리 교잡을 통해 계속 교배되었지만 결코 "아잔틱(axanthic)같은" 게코끼리 교배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유전자는 저희 브리딩 그룹에 여러 세대를 걸쳐 교배되어 매우 다양한 

유전자 풀 속에 발현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표현형(phenotypes)품종과 교배되었던 것 외에도 고의적이지 않게 비 

표현형(phantom)유전자와도 교배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태어난 게코들은 최근에 

차콜이라고 불리는 게코들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콜이랑 너무 흡사해서 개인 

기록에 차콜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했으나 차콜을 입양하거나 사육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차콜들도 다크 팬텀과 마찬가지로 단순열성(simple recessive)유전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희가 최초의 카푸치노 조합인 카푸치노 

팬텀(Cappuccino Phantom)의 교배 를 성공 했습니다. 
 
저희가 아잔틱 같은 게코를 증명하기로 결정했을 때 카푸치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 그룹을 만들었고 더 분리하기 위해 카푸치노 라이트 (hypos 가능성 있음) 와 카푸치노 다크 

그리고 이제 다크 팬텀으로 불리는 차콜로 분리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 저희의 첫 번째 카푸치노와 카푸치노가 교배하여 알을 낳았지만 첫 

번째 새끼는 나오는 과정에서 알에서 끼어 죽었으나 같이 나온 다른 알은 다음 날 부화했습니다(아래 

사진). 물론, 이제 이 새끼가 카푸치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021년 2월에 우리는 11월에 첫 번째 알 들을 낳은 그룹이 아닌 다른 카푸치노와 

카푸치노 그룹에서 멜라니스틱 새끼를 부화했습니다. 
 

 
부화된 새끼는 살아 있고 건강해 보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새끼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흔적이나 패턴은 없었고 꼬리는 정상보다 길고 크레스트 부분은 작았습니다. 눈 알 전체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새끼는 활동적이었고 먹이 반응도 훌륭했으며 강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2021년 3월 11일에 저희가 원래 차콜로 표시한 그룹에서 한 쌍의 알을 부화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끼는 둘 다 멜라니스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그룹이 열성 팬텀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카푸치노 유전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팬텀 유전자는 카푸치노의 이미 

어두운 베이스를 덮고 어둡게 하여 (항상 어둡진 않지만) 핀과 꼬리 패턴을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발견 전까지 우리는 교잡 그룹의 새끼 게코들을 판매했으나 첫 번째 멜라니스틱 새끼 

부화한 후 카푸치노의 모든 분양을 중단했고 카푸치노가 있다고 믿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중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까지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점으로부터 몇 주 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 카푸치노를 1.2그룹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또 다른 번식가가 멜라니스틱 새끼 한 

쌍을 부화시켰습니다. 이 시점에서 네 곳의 카푸치노 번식가의 다른 번식 그룹에서 동일한 

멜라니스틱 아기를 부화되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유전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수많은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거거의 비슷한 시기에 카푸치노와 카푸치노 번식그룹 말고도 카푸치노와 릴리 번식 그룹도 

준비했습니다. 

 2월에 첫 멜라니스틱 새끼 부화 전에 우리는 

카푸치노와 릴리그룹에서 다소 독특해 보이는 릴리와 

몇 주 후에 같은 그룹에서 팬텀 릴리를 부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거치면서 저희보다 유전학에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했습니다. 

릴 몬스터(Lil monsters)와  안토니 바스케스(Anthony 

Vasquez)는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까지 부화된 

카푸치노들을 기반해서 이 유전자를 불안전한 

우성유전자(incomplete dominant gene,릴리 

화이트와 동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멜라니스틱(Melanistic)은 카푸치노 유전자의 완성된 

형태 (카푸치노 + 카푸치노)입니다. 왼쪽 위 사진의 

새끼는 두 개의 유전자 조합(카푸치노 + 릴리 

화이트)이며 두 개의 유전자는 다 불안전 우성 비 

대립형질 (incomplete dominant non-allelic 

traits)입니다. 인스타그램( Instagram )친구 

@reptilectrix_exotics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조합 

품종을 "프라푸치노(Frappuccino)"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아래 개체는 세가지 유전자 조합(카푸치노 + 릴리 화이트+ 팬텀)입니다.  

여기서는 열성팬텀(recessive phantom)유전자와 두 가지의 불완전 특성(incomplete dominant traits) 

이 포함됩니다. 

저희가 아직 이 세가지 유전자가 섞인 품종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팬텀 프라푸치노라고 

부르지만 지금까지는 매우 멋진 패턴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두 개체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다른 크레스티드 게코와 마찬가지로 세가지 유전자가 섞인 품종의 식별 및 발색 변화는 다양하며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카푸치노의 경우 일반적으로 크면서 발색은 점점 흐려지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은 등 쪽 패턴이 많이 사라집니다.  

핀스트라이프는 등 쪽과 함께 넓어지고 퍼지며 노란색과 흰색 모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로 회색과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의 발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크레스티드게코의 발색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되는 교잡을 통해 이런 점은 특징이라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발색도 있습니다. 많은 

다크 카푸치노와 팬텀 카푸치노는 또한 검은색에 가까운 혀를 가지고 있지만 밝은 색으로 비교적으로 

빠르게 변합니다. 새끼 카푸치노는 의외로 구별하기 매우 쉽습니다. 꼬리의 기부는 더 밝고 선명한 

흰색이며 꼬리의 끝은 일반적으로 패턴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매우 어둡습니다. 물론 릴리처럼 품종의 

특징들이 많이 보이는 게코는 특징이 많이 없는 게코보다 구별하기 쉽습니다.  

의심스러울 때 성장 과정을 통해 유전자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팬텀 카푸치노같은 경우에 

멜라니스틱을 부화 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 빠를 것 같습니다. 
  



 
 
 
 
이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 

빠를 것 같습니다.  
 
 
 
 
 

 
 
 
 
 
 
 
 
 
 
위가 카푸치노 아래가 비 카푸치노형제입니다. 이 경우 둘 

다 팬텀입니다. 
 
 
 
 
 
 
 
 
 

 
 
 
 
 
왼쪽이 카푸치노 오른쪽이 비 카푸치노남매. 
 
 
 
 
 
 
  



비교를 위해 다른 개체가 옆에 없어도 이 개체는 카푸치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준성체 시절과 성체 된 카푸치노 수컷이며 이 경우 핀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 캡 라이트라고 불렀습니다. 회색 계열의 발색을 지닌 개체이며 성체 되어서는 상당히 노랗지만 

새끼는 핀과 꼬리 밑부분은 밝은 흰색 이였습니다.  

이 모양은 카푸치노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꼬리 시작부분이 밝은 흰색을 가진 새끼를 낳는 것은 카푸치노 유전자만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카푸치노 부모가 적어도 한 마리 이상 있는 한 쌍이 낳은 카푸치노 새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꼬리 끝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훨씬 더 어둡습니다.  

그러나 카푸치노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지 의심되고 카푸치노 구별 방법 중에 확실한 특징 없거나 

증명된 카푸치노 그룹에서 낳은 새끼가 아니라면 교배를 통해 멜라니스틱(melanistic)을 부화해 증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라푸치노(Frappuccino)는 카푸치노( Capp)과 릴리(Lilly)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 팬텀 

푸라푸치노(phantom fapps)의 경우 앞의 그림과 같이 세가지 유전자 특성 모두를 나타냅니다. 새끼 때는 

카푸치노와 마찬가지로  "더 희게" 보이게 됩니다. 
 
 
 
 
 
왼쪽 새끼는 프라푸치노 오른쪽 새끼는 릴리 화이트. 
 
 
 
 
 
 
 
 
 

 
RCK 멜라니스틱은 카푸치노 유전자의 최종(super) 또는 

완성된(complete) 형태입니다. 이 새로운 품종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의문 중 하나는 피부가 반투명한 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피부색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려면 이 분야에 훨씬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피부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축소된 비늘과 크레스트 때문에 피부의 한 층이나 구성 요소가 

사실 없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현재 다양한 번식 그룹에서 부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외형의 차이 있었을 것을 예상되는데 개인적인 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카푸치노 유전자가 미끈한 피부를 가진 유전자(silky 

back super form)를 만드는 미끈한 피부를 가진 비어디드 

드레곤(leatherback bearded dragon) 유전자와 매우 유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실키백(Silky back)은 발색과 패턴을 유지한다는 사실 외에 

다른 점은 표현 발색은 매끄럽고 비단 같은 느낌이며 태어날 

때부터 검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면서 검은 눈은 우리가 

뱀의 눈(snake eyes)라 부르는 눈으로 변합니다. 
 



 
 
 
 
 
 
 
 
 
 
 
모든 크레스티드 게코와 마찬가지로, 발색 강화(fire up)와 발색 약화(fire down)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의 따라 발색 변화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달마시안 반점이 발달한 반면 다른 

일부는 특별한 패턴 없이 흰색 또는 황갈색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다양한 표현형 품종과 다른 유전자와 교잡을 포함하여 카푸치노 유전자에 대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카푸치노, 릴리 화이트 및 팬텀 유전자로 조합된 품종을 부화했기 때문에 

아잔틱(axanthic)유전자와 새로운 품종을 구성하는 유전자를 얻었습니다. 그러한 길을(새로운 

품종개발)걷기 시작한 사람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존 프로젝트의 명확성을 돕기 위해 저희는 

아진틱(axanthic) 유전자를 우리 번식그룹에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팬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블랙 팬텀과 블랙 팬텀 카푸치노의 자체 라인을 부화했기 때문에 다른 라인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푸치노가 뭔지 알기도 전에 출시했고, 의문이 다 풀리기도 전에 계획을 공개해야 해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소문이 돌게 되었으나 이러한 소문 중 일부는 다소 기괴하고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아래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몇 가지 소문입니다. 
 
소문 - 멜라니스틱은 스스로 알에서 부화할 수 없으며 잘라 내줘야 한다? 

 
사실이 아니다 - 이 둘이 증명하듯이. 인스타그램에 멜라니스틱 부화 영상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새끼를 

제외하고는 다른 새끼 한 마리만 죽고 수십 마리가 스스로 부화했습니다. 
 
 
소문- 멜라니스틱은 모두 암컷이다? 

 
사실이 아니다 - 누가 이 소문을 퍼트렸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 시점에서 나는 암컷 보다 수컷이 약간 

더 많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너무 곱기 때문에 대퇴모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저희 수컷 중 

일부는 여전히 8-9그램에서도 암컷으로 착각했습니다. 
 
 
소문 - (두 가지 소문을 함께)… 멜라니스틱은 유전학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는 크레스티드 

게코와 수라스 게코(sarasinorum)잡종이다?  
 
사실이 아니다 - 저희는 실험실에서 하나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 않고, 이종교배를 통해 새로운 것으로 

속이려고 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소문 - 멜라니스틱은 번식능력이 없다? 
 
확실하지 않음 - 저희는 아직 멜라니스틱(melanistic)을 번식을 시작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 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소문은 진실일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으며 이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분명히 공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는 카푸치노에 불임 문제나 

결함이나 신경학적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품종을 통한 

교잡형태 번식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교배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번식가로써 우리는 다양한 유전자가 나타내거나 다른 유전자와 작용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대자연만이 이러한 일들을 결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배우는 

것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유전자의 출현으로 크레스티드 게코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밝기를 희망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Instagram 

@city.reptile로 DM을 보내주세요. 사진이 제 말보다 더 가치가 있으므로 사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래는 새끼 카푸치노의 형태의 몇 가지 예입니다 

 



저희가 교잡을 계속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크레스티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카푸치노라고 

생각하지만 새롭고 낯선 외형을 보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크레스티드들을 보류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몇 가지 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인 작업이며 이미 이 멋진 새 유전자로 작업하는 전 세계의 여러 브리더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매우 기대되며 시간을 내어 그 과정에서 우리를 도운 몇몇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Anthony Vasquez - @lm.reptiles – www.lmreptiles.com 
 
Tom Favazza - @geckological 
 
Jake @Reptilectrix_exotics 누가 우리에게 프라푸치노 이름을 지어줬나. 
 
저를 응원해주시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모든 고객님들과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  

팔로잉과 디엠이 너무 많아서 제때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의가 아닙니다. 언제나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더 많은 유전학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를 읽어보세요, https://www.lmreptiles.com/foundation-genetics/ 

https://www.lmreptiles.com/foundation-gene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