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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hionus rotundiformis (rotifera)와 Tigriopus japonicus

(copepoda; harpacticoida)의 혼합배양에 있어서 광주기
변화가 두 동물먹이생물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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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zooplankton species Brachionus rotundiformis (rotifera) and Tigriopus japonicus (copepoda; harpacticoida)

were commonly used as live food organisms in the marine larval rearing centers. The combination culture method

of two live food organisms (B. rotundiformis and T. japonicus) was well known as very valuable for stable and

mass cultur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hotoperiod exchanges on the growth and interspecific

relationship in the combination culture of two species. The results showed that, photoperiod condition can change

copepod (and rotifer) density under the two species combination cultures. There is 200% higher maximum rotifer

density on the 24L:0D photoperiod culture condition compare to 12L:12D condition. However, maximum density

of copepod is observed highest on the 0L:24D photoperiod culture condition. In addition, it’s differ in the culture

densities of nauplii, copepodites and female carrying eggs on the each three photoperio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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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산어의 종묘 생산 과정에서 이용되는 동물먹이생물의 성공

적인 배양 방법의 개발을 위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시

간과 연구 인력이 투자되어 괄목할 연구 성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로티퍼의 경우에는 대량 배양에 관한 기본 정보로서 밝혀

져야 하는 생물학적 연구 내용은 물론 이미 10년 전에 20,000

ind./mL 이상의 고밀도 배양 기술이 개발되어 지금은 상용화되

어 있다(Yoshimura et al., 1997). 그러나 로티퍼 다음 단계의 먹

이생물로 이용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해산 코페포다의 배

양은 아직 대량 배양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Omori, 1973)가 진

행되고 있을 뿐 성공적인 대량 배양 기술은 물론 고밀도 배양

이나 안정 배양에 관한 연구(Jung et al., 1999; Jung et al., 2000;

Jung and Hagiwara, 2001)는 아직 현재 진행 중으로 1960년대

부터 거의 반세기가 다 되어가지만 코페포다의 경우 계획적이

고 안정적인 대량 배양 기술 개발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아

여러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코페포다의 안정배양을 목적으로 로티퍼

Brachionus rotundiformis와 코페포다 Tigriopus japonicus를 혼

합 배양하면서 배양 조건으로서 주어져야 하는 광주기의 변화*Corresponding author: jungmin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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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두 동물먹이생물의 증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배양 조건 중 광주기의 변화가 혼합 배양되는 두 종의 동물

먹이생물의 증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두 종간의 종간 관

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2L:12D(이하 반

일 광주기 조건), 24L:0D(이하 전일 광주기 조건) 그리고 0L:24D

(이하 전일 암주기 조건)의 세 가지 광주기 조건하에서 두 동물

먹이생물, 로티퍼 B. rotundiformis와 코페포다 T. japonicus를

혼합 배양하면서 광주기 변화 실험구간의 증식 양상과 배양 용

기내에서 형성되는 종간 관계를 관찰, 비교하였다. 실험에 이용

한 로티퍼 B. rotundiformis와 코페포다 T. japonicus는 종묘 생

산 현장에서 채집하여 실험실내에서 순수 분리하고 스트레인

배양한 것이다. 

실험 기간 중 광주기 조건을 제외한 그 밖의 배양 조건은 수

온 25oC, 염분 22 ppt, 50 mL의 비이커를 배양 용기로 배양수

량은 40 mL 이었고, 실험 개시시 각 동물먹이생물의 접종 개체

수는 단성란을 포란중인 로티퍼 B. rotundiformis 20 ind./40 mL와

포란중인 난낭이 붉게 성숙되어 있는 코페포다 T. japonicus의

성숙한 암컷 3 ind./40 mL를 각각의 광주기 조건에 혼합 수용하

였다. 관찰은 2일마다 실험 용기 안에 있는 로티퍼 B. rotundiformis

와 코페포다 T. japonicus의 전 개체수를 계수하면서 16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계수 후의 로티퍼 B. rotundiformis

와 코페포다 T. japonicus는 새로운 용기의 배양 해수에 이동하

였다. 아울러 2일 간격으로 새로운 용기의 배양 해수에 옮길 때

마다 7×105 cells/mL의 Nannochloropsis oculata를 먹이로 급이

하였다. 급이한 먹이 N. oculata의 잔존량은 혈구계수판을 이용

하여 실험기간 중 2일 간격으로 계수, 관찰하였다. 한편, T.

japonicus의 계수는 노플리우스(nauplii), 코페포디드(copepodites)

그리고 포란 암컷(female carrying eggs)의 각 발생 단계별로 분

리, 계수하였다. 각 광주기 조건별 배양 실험은 3반복으로 실시

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 값을 산출하였으며, 실험구간의 결과

는 student-t test로 유의성 검정하였다.

결 과

로티퍼 B. rotundiformis의 증식

로티퍼 B. rotundiformis의 증식은 반일 광주기 조건(12L:12D)과

전일 암주기 조건(0L:24D)에서보다는 전일 광주기 조건(24L:0D)

에서 현격하게 높은 증식을 보였고(p<0.05), 반일 광주기 조건

에서보다는 전일 암주기 조건하에서 약간 높은 로티퍼의 증식

이 관찰되었다(p<0.05). 특히 배양 개시 후 12일째부터 반일 광

주기 조건과 나머지 두 광주기 조건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세 가지 광주기 조건하에서의 최고 밀도

는 가장 좋은 증식 양상이 관찰된 전일 광주기 조건하에서는

배양 개시 후 16일째에 5,787.67±905.21 ind./40 mL로 가장 높

았고, 전일 암주기 조건하에서는 배양개시 후 14일째에 최고 밀

도인 4,252±422.52 ind./40 mL로 증식하였고, 반일 광주기 조

건하에서는 배양 개시 후 16일째에 2,858.67±90.74 ind./40 mL

로 가장 높았다. 

결국 로티퍼 B. rotundiformis와 코페포다 T. japonicus의 혼

합 배양에서는 배양 환경 조건 중 광주기 조건에 따라서 혼합

배양수조내 로티퍼의 증식 양상이 매우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증식율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난 경우에는 반일 광주기 조건의

최고 밀도에 비하여 전일 광주기 조건하에서 로티퍼의 최고 밀

도는 200% 이상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

른 광주기 실험 조건에 비교하여 전일 광주기 조건하에서 매우

빠른 초기 증식 양상이 관찰되었다(Fig. 1). 

코페포다 T. japonicus의 증식

세 가지 광주기 조건하에서 실시한 로티퍼 B. rotundiformis와

코페포다 T. japonicus의 혼합 배양에서 코페포다 T. japonicus

의 증식은 12L:12D<24L:0D<0L:24D의 순으로 전일 암주기 조

건하에서 비교적 높은 증식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반일 광주기

조건과 전일 암주기 조건의 배양조건하에서는 유의차가 인정되

었으나(p<0.05), 반일 광주기 조건과 전일 광주기 조건 그리고

전일 광주기 조건과 전일 암주기 조건 실험구간의 비교 결과에

는 유의차를 관찰할 수 없었다. 로티퍼와 혼합 배양 기간 중 코

페포다 T. japonicus의 최고 밀도는 전일 암주기 조건의 광주기

조건하에서 배양 개시 후 8일째에 281.67±31.63 ind./40 mL로

가장 높았고 세 가지 광주기 조건 모두에서 배양 개시 후 8일

째를 최고 밀도로 원만한 증식 양상이 관찰되었다(Fig. 2).

로티퍼 B. rotundiformis와 코페포다 T. japonicus의 혼합 배

양 과정에서 코페포다의 증식과정을 각 발생 단계별로(nauplii,

copepodites 그리고 female carrying eggs) 계수한 결과, nauplius,

copepodid, female carrying eggs의 증식 양상은 매우 큰 차이

를 보였다(Figs. 3-5). nauplii의 증식 양상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Fig. 1. Growth of rotifer, Brachionus rotundiformis on the three

photoperiod conditions (■; 12L:12D, □; 24L:0D, ; 0L:24D) with

the combination cultures of copepod, Tigriopus japo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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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광주기 조건과 전일 광주기 조건에서보다는 전일 암주기

조건하에서 매우 높은 증식이 관찰되었다(Fig. 3). 그러나

copepodites의 증식 양상은 그와 정 반대의 증식 양상이 관찰되

어 12L:12D>24L:0D>0L:24D 순의 증식 양상이 관찰되었다

(Fig. 4). 포란 암컷 개체(female carrying eggs)의 증식 양상은

광주기 비교구간에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배양 개시

후 16일째에 반일 광주기 조건의 실험구에서 30±10.44 ind./40 mL

의 개체수가 관찰되어 다른 두 실험구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증식이 관찰되었다(Fig. 5). 가장 높은 nauplii의 증식 양상을 보

인 전일 암주기 조건에서는 혼합 배양 개시 후 8일째에

254.67±34.82 ind./40 mL로 최고 밀도가 관찰되었으며, 반일 광주

기 조건 그리고 전일 광주기 조건하에서도 배양 개시 후 8일째에

최고 밀도가 관찰되었고(Fig. 3), 로티퍼 B. rotundiformis와의 혼

합 과정에서 copepodites의 최고 밀도는 반일 광주기 조건하에서

배양 개시 후 12일째에 110±27.07 ind./40 mL이었다(Fig. 4).

Fig. 6은 로티퍼 B. rotundiformis와 코페포다 T. japonicus의

혼합 배양 과정에서 두 동물 먹이생물의 먹이로서 급이한

Nannochloropsis oculata의 잔존량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먹이로 급이한 N. oculata는 2일 간격으로 같은 배양 용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배양한 동일량의 먹이를 급이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반일 광주기 조건에서만 배양 개시 후 2일 이후부터 잔존

량이 전혀 남지 않았다. 그러나 반일 광주기 조건하에서는 배

양 개시 후 6일째까지 급이량 이상의 높은 밀도로 급이된 식물

먹이생물 N. oculata이 잔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

가지 광주기 실험구 모두에서 배양 개시 후 12일 이후에는 급

이된 잔존 식물먹이생물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Fig. 6).

고 찰

현재 해산어의 종묘 생산 과정에서 먹이생물로서 이용 가능

한 대표적인 동물먹이생물로서는 Brachionus속의 해산 로티퍼

와 해산 코페포다의 한 종인 T. japonicus 그리고 시스트 상태

Fig. 2. Growth of copepod, Tigriopus japonicus on the three pho-

toperiod conditions (■; 12L:12D, □; 24L:0D, ; 0L:24D) with the

combination cultures of rotifer, Brachionus rotundiformis.

Fig. 3. Growth of Tigriopus japonicus nauplii on the three photo-

period conditions (■; 12L:12D, □; 24L:0D, ; 0L:24D).

Fig. 4. Growth of Tigriopus japonicus copepodites on the three pho-

toperiod conditions (■; 12L:12D, □; 24L:0D, ; 0L:24D).

Fig. 5. Growth of Tigri-

opus japonicus female carrying eggs on the three photoperiod condi-

tions (■; 12L:12D, □; 24L:0D, ; 0L:24D).

Fig. 6. Remaining cell number of food Nannochloropsis oculata on

the each photoperiod conditions (■; 12L:12D, □; 24L:0D, ; 0L:24D) in

combination culture rotifer, Brachionus rotundiformis and copepod,

T. japo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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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을 깡통의 형태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Artemia가 있

다. 이들 동물먹이생물의 배양과 이용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해

산어의 종묘 생산 분야는 매우 빠르고 탁월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식 대상 품종 다양화와 한정된 알테미아

자원량의 고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

로운 동물먹이생물을 개발하거나 지금보다 개선된 효율적인 배

양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높다. 

코페포다는 부화된 초기 노플리우스의 크기가 110~120 µm

전후로 점차 성장하면서 약 100 µm에서 1,000 µm까지의 다양

한 크기의 먹이생물로 이용 가능하고(Hirano, 1966), 영양가치

가 매우 높다는 장점이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Kuroshima

et al., 1987). 그러나 로티퍼와 같이 고밀도 배양이나 안정 배

양 기술의 개발이 매우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Hirano, 1966;

Jung et al., 1999).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코페포다를 먹이생

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배양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현재 먹이생물로서 인위적인 배양 조건하에서 코페포

다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적정 배

양 환경으로 수질 환경은 물론 인위적인 관리하에서 계획적인

안정 배양 그리고 대량 배양이 가능한 코페포다 종의 검색

(Kitajima, 1973, Omori, 1973), 코페포다 배양용 먹이생물 수

급 문제의 해결과 배양 용기의 크기 규명(Kitajima, 1973, Jung

et al., 1999; 2000) 등의 제반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코페포다의 대량 배양 및 안정 배양의 성공과 실패

를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배양수조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소생태

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해산어류의 종

묘센터와 같은 인위적인 배양시설하에서의 코페포다 대량배양

수조는 로티퍼나 알테미아와 같은 상용 동물먹이생물은 물론

자연 해수로부터 혼재되어 들어오는 원생동물 등과 같은 다양

한 미소생물이 복잡한 미소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Jung et al., 1997). 특히 해산어류의 종묘생산

시설에서는 코페포다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배양수조에 가장 잘

혼재되는 생물은 로티퍼이며 때로 혼재된 로티퍼는 코페포다의

대량 배양과 안정 배양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

음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해양에서 거대한 생산력을 유지하는 생태계 순환의 기초가

되는 것은 광(빛)이며 종묘생산시설내에 있는 코페포다의 배양

수조내에서도 광은 생물 생산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코페포다를 동물먹이생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배양 환경

을 검토하는 대상 조건으로서 광의 역할 구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로티퍼와 코페포다

의 혼합 배양 관련 연구(Fukusho et al., 1976; 1977; 1980)에

서 광 조건이 이들 동물먹이생물의 배양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거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로티퍼와 코페포다가 함께 생존 경쟁하여야만 하는 혼합배

양수조에서는 복잡 다양한 미소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

미소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배양수조나 배양시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었으나, 그 구성원을 크게 나누어보면 로

티퍼와 코페포다와 같이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과 원생동

물, 편모조류 그리고 세균과 같이 배양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

았으나 배양과정에서 배양수조내에 혼재되어 함께 배양되어지

는 생물이 있고, 로티퍼와 코페포다의 먹이로서 첨가되는 식물

먹이생물이 관찰되었다. 즉 해양과 같은 거대 생태계에서 관찰

할 수 있는 기초 생태계와 유사한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코페포다

의 대량배양수조에서의 혼재 상황을 가상하였고 그 중에서 코

페포다와 로티퍼가 혼합된 배양수조에서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먹이생물(코페포다 또는 로티퍼)의 증식 밀도를 좌우할 수

있는 배양 환경 중 광주기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그 결과 광주기의 변화에 의하여 배양을 목적으로 하

는 코페포다(또는 로티퍼)의 증식 밀도는 크게 변동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해양 생태계에서 광(빛)이 큰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로티퍼와 코페포다의 배양수조에서도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같이 광(광주기)은 배양 생태계의 천

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먹이생물의 안

정 배양과 대량 배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로티퍼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일 암주기 조

건이나 반일 광주기 조건보다는 전일 광주기 조건에서 배양하

는 것이 유리하고, 코페포다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

일 광주기 조건이나 전일 광주기 조건보다는 전일 암주기 조건

에서 배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로티

퍼보다 크기가 작은 코페포다의 노플리우스 유생을 먹이생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일 암주기 조건에서 배양하는 것

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로티퍼와 코페포다를 혼합 배양할 경우

뿐만 아니라 로티퍼나 코페포다를 단독 배양할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동물먹이생물이 혼합되어 목적으로 하는 단독 배양 먹

이생물의 갑작스런 배양 밀도 급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해산어의 종묘생산 과정에서 로티퍼 B. rotundiformis와 코페

포다 T. japonicus는 매우 대표적인 동물먹이생물이다. 그리고

이 두 종의 혼합배양 방법은 대량배양과 안정배양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

서는 로티퍼 B. rotundiformis와 코페포다 T. japonicus의 혼합

배양 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배양조건으로서 광주기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로티퍼 B. rotundiformis와 코

페포다 T. japonicus의 혼합 배양에서는 배양 환경 조건 중 광

주기 조건에 따라서 혼합배양수조내 로티퍼와 코페포다의 증식

양상이 매우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로티퍼의 증식율을 비교

하면 반일 광주기 조건의 최고 밀도에 비하여 전일 광주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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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하에서 로티퍼의 최고 밀도는 200% 이상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코페포다 T. japonicus의 증식은 12L:12D

<24L:0D<0L:24D의 순으로 전일 암주기 조건의 광주기 조건하

에서 가장 높은 증식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코페포다의 증식과

정을 각 발생 단계별로(nauplii, copepodites 그리고 female

carrying eggs) 계수한 결과, 세 가지 광주기 조건별로 각 발생

단계별(nauplius, copepodid 그리고 female carrying eggs)의 증

식 양상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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