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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spot syndrome virus (WSSV) which is the most serious threat to cultured shrimp around the world has
given enormous economic damages to shrimp culture industry every year since it was found from the shrimp ponds
in the west coast of the South Korea in 1993. WSSV has strong infectivity as well as virulence and it can be rapidly
transmitted among shrimps in ponds by cannibalism of infected ones. Polyculture of shrimps with carnivorous fish
has been applied in commercial shrimp farms to suppress or delay the viral outbreak because the fish may selec-
tively eat the moribund shrimps infected by virus. To determine the selective predatory effect of a carnivorous fish,
river puffer Takifugu obscurus on white shrimp Litopenaeus vannamei, polyculture trials in laboratory scale of
WSSV-infected and non-infected shrimps with river puffer were conducted in concrete round tanks of 28.26 m2

in surface area as followings: 1) juvenile shrimps (B. W. 0.62 g) with 5 months old puffer (B. W. 11.60 g) cultured
for 8 days, and 2) sub-adult shrimps (B. W. 6.84 g) with 16 months old puffer (B. W. 85.82 g) cultured for 5 days
in order to know the effects according to size difference of cultured animals. In polyculture of juvenile shrimp with
5 months old puffer, survival rates of infected and non-infected shrimps were 46.0% and 89.1% respectively and
in that of sub-adult shrimp with 16 months old puffer those were4% and 48%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puffer tends to selectively prey on virus infected shrimps among infected and non-infected ones in a limited
space with although there is difference in predatory rate with age and density of animals. Regardless of different
densities and ages of animals as well as health condition of shrimps, however, there were low differences in daily
biomass of shrimp consumed per kg body weight of puffer. This finding suggests that puffer preys on healthy
shrimps when moribund shrimps were not sufficient. Therefore, farmers should consider the total biomass of puffer
as well as density and stocking time when they stock puffer into shrimp ponds for poly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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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새우양식은 1990년대 이후 서해안을 중심으로 급
속하게 발달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전국 양식면적 2,600 ha
에서 3,256 mt을 생산하였으나 이후 양식생산량은 해마다 감소

하여 2004년에는 2,368톤이 생산되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2001년 1.25 mt/ha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2002, 2003, 2004
년에 각각 1.11, 1.07, 1.02 mt/ha으로 감소되었다(Jang and Jun,
2005). 이러한 생산량 감소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바이러스성 질

병, 특히 흰반점바이러스(white spot syndrome virus, WSSV)에
의한 대량폐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Heo et al., 2000;
Jang et al., 2006). 흰반점바이러스는 1992년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래(Chen, 1995) 아시아, 인도-태평양을 거쳐 1990년
대 말에는 미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새우양식장으로 확산되어

양식새우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왔다(Inouye et al., 1994;
Takahashi et al., 1994; Lo et al., 1996a, 1996b; Flegel et al.,

1997; Lighter, 1999). 우리나라에는 1993년 서해안 지역의 대
하와 보리새우 양식장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1994년 이후 현
재까지 해마다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Kim et al., 1997; Heo et*Corresponding author: jangik@nf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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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0; Jang, 2000; Kim et al., 2004b). 

축제식 양식장에서의 복합양식은 다품종에 의한 생산성 향
상 목적도 있지만 서로 다른 영양단계 혹은 생태적 특성을 이
용하여 영양염을 제거하고 수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바이러스를

포함한 질병을 억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응용된다(Brezeski
and Newkirk, 1997; Neori et al., 2004). 해조류는 가장 이상적

인 복합양식 대상종이지만 여름철 고수온에서의 생존에 문제가

있어 축제식양식장에서 적용된 예는 드물며(Yamasaki et al.,
1997; Nelson et al., 2001),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
라에서는 틸라피아, 숭어, 밀크피쉬 Chanos chanos 등의 어류

와 가리맛조개, 바지락, 해만가리비 등의 패류가 주로 새우와

복합양식 되고 있다(Liu et al., 1992; Yue and Liu, 1992;
Hopkins et al., 1993; Wang et al., 1998; Yang et al., 1998; Zhang

et al., 1998). 이와 같이 수질 향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질병

을 억제시키는 방법과는 달리 육식성 어류를 이용하여 질병을

억제하는 방법도 알려져 있다. 실제로 새우양식장에서의 바이

러스 전염은 감염된 새우 혹은 기타 중간숙주와의 공존 혹은

감염새우의 공식에 의해서 빠르게 확산되며 이러한 감염새우

및 숙주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경우 바이러스의 발병은 억제 혹
은 지연될 수 있다(Flegel et al., 1995; Soto and Lotz, 2001).
육식성어류인 농어 Lateolabrax japonicus는 적절한 밀도로 새
우와 함께 양식할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활력이 약하거나

성장이 떨어진 새우를 선택적으로 잡아먹음으로써 바이러스 발
병의 억제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Wang
et al., 1997). 이와 유사하게 일부 새우양식어가에서는 황복

Takifugu obscurus을 축제식 새우양식장에 함께 사육함으로써

흰반점바이러스 발병 억제에 효과를 거두었다는 사례들이 알려

져 있으나 황복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새우의 선택적인 포식 정
도나 효과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종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새우양식의 주

종을 이루고 있는 흰다리새우Litopenaeus vannamei를 대상으

로 육식성 어류인 황복과 함께 실내사육을 통하여 황복에 의한

흰반점바이러스 감염새우의 선택적인 포식 효과를 조사하고 복
합양식시 사육생물의 적정 밀도와 크기 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구 및 실험기간

새우와 황복의 크기(연령)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사육실험은 2차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 실험은

postlarva 후 3개월 사육한 중형 새우와 16개월산 황복을 사용

하여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새
우양식장의 입식시 종묘크기와 비슷하게 수행한 2차 실험은

postlarva 30기의 치하와 5개월산 황복을 이용하여 2006년 10
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다. 모든 사육실험에

는 콘크리트 원형수조(Ø 6 m, 28.26 m2)가 사용되었다. 중형새

우와 16개월산 황복의 실험(1차 실험)에서는 3개의 수조에 table
1과 같이 각각 바이러스 비감염 건강새우(high health shrimp,
HHS) 100 마리(tank 1), 황복 5마리와 건강새우 100 마리(tank
2), 황복 5 마리와 건강새우와 감염새우(virus-infected shrimp,
VIS)를 각각 50마리씩(tank 3)과 같이 수용하였다. 치하와 5개
월산 황복을 이용한 사육실험(2차 실험)에서는 실험구를 4개로

구분하여 새우와 황복을 Table 2와 같이 수용하였으며 황복과

새우의 평균 입식밀도는 각각 0.53, 42.5 마리/m2였다. 

실험생물

실험에 사용된 새우는 2006년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립수산

과학원 서해특성화연구센터의 방역사육 시설에서 종묘생산 및
중간육성을 거친 바이러스 비감염(specific pathogen free, SPF)
흰다리새우 L. vannamei로서 1차 실험에 사용된 중형새우의 평
균 체중과 체장은 각각 6.84±2.03 g, 80.27±8.35 cm이며 2차
실험에 사용된 치하는 각각 0.62±0.32 g, 39.28±6.98 cm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새우는 특정병원체(WSSV)를 완전 차단한 방
역구역(bio-secured area)에서 사육되던 SPF 상태이지만 사육실

험은 방역구역을 벗어나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강새우(high health shrimp, HHS)로 기
술하며(Briggs et al., 2004), 바이러스에 인위감염 시킨 새우는

감염새우(virus-infected shrimp, VIS)로 구분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수조 내에서의 감염새우와 건강새우의 구분을 위하여 각
각 우측과 좌측 미지(uropod)의 일부를 절단하였다. 1차 실험

에 사용된 황복은 2005년 5월에 부화되어 16개월 사육된 것이

며, 2차 실험에 사용된 황복은 2006년 5월에 부화되어 5개월

사육된 것으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 민간양식장의 실내순환여과

시설에서 5 psu의 저염분 조건에서 유지되었다. 양식장에서 분
양받은 황복은 본 사육실험에 앞서 10일 동안에 걸쳐 서해특성

화센터의 실내 수조에서 32 psu까지 서서히 염분을 상승시키며

순치하였다. 1, 2차 실험에 사용된 황복의 평균 체중과 체장은

각각 85.82±15.91 g, 133.53±6.75 cm 및 11.60±2.39 g, 73.87±3.71
cm이다. 

실험동물의 사육관리와 수질환경 조사

모든 사육수는 3 μm 여과해수를 사용하였으며 본 실험에 앞
서 약 10일 동안에 걸쳐 사육수에 인공배양된 규조류를 접종하

고 시비를 하여 규조류를 충분히 번식시킴으로써 축제식 새우

양식장의 사육수와 비슷하게 투명도를 약 50 cm (사육수 수심

1 m)로 유지하였다. 각 수조에는 30개의 에어스톤을 설치하여

충분하게 폭기시켰다. 본 실험과는 별도로 황복의 새우 포식행

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투명한 사육수에서 황복과 새우

를 수용하고 황복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새우의 먹
이로서 새우전용 EP사료(CP 38%)를 새우 총중량의 5-8%의 비
율로 하루 2회 공급하였으며 황복의 먹이는 별도로 공급하지

않았다. 사육수의 수온은 수조별 1 KW 전기히터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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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였다. 사육수의 수질환경 조사는 매일 수온, 용존산소, 염
분, 투명도, pH, alkalinity, TAN, NO2를 측정하였으며, 일반 수
질항목은 portable 수질측정기(YSI 85, U.S.A.)를, 영양염과 알
칼리도는 간이수질분석키트(Merck Co., Germany)를 이용하였다. 

새우의 흰반점바이러스 인위감염

본 실험에 사용된 감염새우는 건강새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white spot syndrome virus (WSSV)를 감염시켜 만들어졌다. 즉
건강새우의 인위감염을 유도하기 위하여 WSSV로 인해 폐사된

새우의 육질(30%), wheat gluten(10%), 새우 배합사료(60%)를
분쇄, 혼합하여 pellet으로 제조하여 냉동건조 처리한 후 1일간

3회에 걸쳐 새우체중의 약 5%를 건강새우에 공급하였다. pellet
을 섭취한 새우는 별도의 5톤 수조에서 3일간 방치하여 병리적

증상(유영력과 반응의 저하, 부속지와 체색의 적화현상, 갑각의

흰반점 형성 등)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한 후 본 실험에 사용되

었다. 실험에 사용된 새우는 감염 전과 후에 nested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실시하여 WSSV 감염여부를 재차 확
인하였다. 

PCR reaction

건강새우와 인위감염새우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각 10개체로부터 1-2개의 복지(pleopod)를 분리한 후
genomic DNA extraction kit (Qiagen Co., U.S.A.)를 이용, genomic
DNA를 추출하여 PCR의 template로 사용하였다. WSSV의

primer는 서해특성화연구센터에서 제작한 1F/1R 및 4F/4R을 사
용하여 nested PCR을 실시하였다(Jang et al., 2006). PCR
reaction solution (1.0 unit Taq polymerase, 250μM dNTP, 10 mM

Tris-HCl, 40 mM KCl, 1.5 mM MgCl2)에 template로서 1.0 μL
의 genomic DNA와 2.5 pmol의 primer을 첨가하여 총 반응액

이 20 μL/tube가 되게 하였다. PCR은 1차(94oC 5 min pre-
reaction, denaturation 94oC×30 s, annealing 52oC×60 s, DNA

extension 72oC×60 s), 2차 (94oC 5 min, 94oC×30 s, 55oC×45 s,
72oC×45 s)의 조건으로 DNA thermal cycler (Uno-II, France)
를 이용하여 각각 30 cycle 반응시켰다. PCR product는 1.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후 UV transilluminator 하에서 관찰

하여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 과

새우의 바이러스 감염 조사

건강새우와 인위감염새우의 WSSV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
하여 광학현미경에 의한 갑각의 흰반점 형성을 관찰하였으며

genomic DNA를 추출하여 PCR을 실시하였다. 각각 10개체의

갑각을 관찰한 결과, 건강새우에서는 흰반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인위 감염새우의 갑각에서는 10마리 중 8마리에서 흰
반점이 관찰되었다(Fig. 1). PCR 결과는 건강새우의 경우 10개

체 모두 negative로 나타났으며, 감염새우는 10개체 모두 positive
로 나타나 확실하게 WSSV에 인위적으로 감염된 것이 확인되

었다(Figs. 2, 3). 

사육수 수질환경

1, 2차 사육실험기간 동안의 모든 실험수조의 사육수 수질환

경변화의 전체 범위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사육수 수온은

Fig. 1. Photomicrograph of white spots on the carapace of white
spot syndrome virus (WSSV) infected shrimp (X 100).

Fig. 2. Gel electrophoresis of nested poymerase chain reaction
(PCR) products amplified for white spot syndrome virus (WSSV)
with high health shrimps(HHS). No 1-10, high health shrimps; +,
positive control; -, negative control. 

Fig. 3. Gel electrophoresis of nested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products amplified for white spot syndrome virus (WSSV) with
virus-infected shrimps. No 1-10, artificially virus-infected shrimps;
+, positive control; -, nega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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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9oC로서 흰다리새우의 성장 적정범위(23~30oC)를 유지

하였으며 염분은 31.2~34.9 psu를 유지하였다. 용존산소(DO)
농도는 6.39~6.70 ppm으로서 최저 요구농도인 4.0 ppm 이상

을 유지하였다. TAN은 0.1 ppm 이하로서 비이온화암모니아로

환산시 0.03 ppm 이하로 나타났다. NO2-N은 모두 0.1 ppm 이
하였으며 pH는 1차 실험시 적정범위(7.5~8.5)보다 약간 높은

8.8~9.0을 나타냈다. 알칼리도는 120~140 ppm으로 전 사육기

간 동안 최저요구농도인 80 ppm 이상 유지되었다. 

황복의 포식율과 새우의 생존율

중형 새우(B.W. 6.84 g)와 2년생의 황복(B.W. 85.82 g)을
Table 1과 같이 3개의 수조에 넣고 5일간 사육한 결과(1차 실
험), Tank 2, 3에 수용한 황복은 100%의 생존율을 보였다(Table 3).
건강새우만 수용한 새우(Tank 1)의 생존율은 75%였으며, 황복

과 HHS(건강새우)를 함께 넣은 수조(Tank 2)의 새우 생존율은

41%였다. 황복과 HHS, VIS(감염새우)를 함께 사육한 수조(Tank
3)에서는 HHS는 48% 생존한 반면 VIS는 4%의 생존율을 보
여주었다. 동 사육기간 동안 황복 1 마리가 포식한 새우의 수
는 황복과 HHS만 수용한 Tank 2의 경우에는 11.8 마리였다(Table
4). 반면 황복과 HHS, VIS를 함께 수용한 경우(Tank 3)에는 평
균 9.6 마리의 새우가 피식되었으며 HHS와 VIS가 각각 0.4,
9.2 마리로 감염새우는 건강새우에 비해 23배 높게 피식되었다.

Tank 2와 3에서 황복 한 마리가 섭식한 새우의 총 중량은 80.7,
65.7 g이며 황복단위체중(kg) 당 1일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88.1,
151.3 g/kg/day이다(Table 4). 본 실험과는 별도의 수조에서 황
복과 새우를 수용하고 새우 포식활동을 관찰한 결과, 황복은 유
영력이 떨어지거나 약한 새우만을 선택하여 측면 혹은 후방에

서 매우 신속한 동작으로 잡아먹는 것이 관찰되었다. 
흰다리새우의 치하와 당년생 황복을 4개의 수조에 수용하고

8일간 사육한 결과(2차 실험) 각 생물의 생존율은 Table 5과 같
다. Tank 3과 4에 수용한 황복의 생존율은 100%였다. HHS만
수용한 Tank 1의 생존율은 93.3%였다. HHS와 VIS만 수용한

Tank 2의 생존율은 각각 92.8%, 88.5%로서 실험기간 동안 감
염새우의 바이러스 발병에 의한 대량폐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황복과 HHS를 함께 사육한 Tank 3의 새우의 생존율은 76.4%
였으며, 황복과 HHS, VIS를 함께 사육한 Tank 4의 경우 새우

의 생존율은 각각 89.1%, 46.0%로서 감염새우가 건강새우에

비해 43.1% 낮은 생존율을 나타냈다. 동 사육기간 중 황복에게

포식된 새우의 평균 개체수와 총 중량은 Table 6에 나타나 있
다. 황복과 HHS가 함께 사육된 Tank 3의 경우 황복 1 마리가

평균 18.8 마리(11.7 g)의 새우를 포식하였며 황복과 HHS, VIS
를 함께 사육한 Tank 4에서는 20.2 마리(12.5 g)의 새우를 포
식하여 새우의 평균 피식 개체수는 Tank 2와 3에서 큰 차이를

Table 1. Ranges of selected parameters of water quality during culture experiments
Parameters WT (oC) Salinity(psu) DO(ppm) TAN(ppm) NO2-N(ppm) pH Alkalinity(ppm)
1st culture 23.3-25.8 31.2-31.9 6.39-6.60 <0.1 <0.1 8.8-9.0 120-140
2nd culture 22.9-25.9 32.5-34.2 6.49-6.70 0.05-0.18 <0.1 8.0 132-135

Table 2. Survival rate of sub-adult shrimp and 16 month-old puffer
after 5 days culture

Animal Initial No. Final No. Survival(%)
Tank 1 HHS 100 75 75

Tank 2
Puffer 5 5 100
HHS 100 41 41

Tank 3
Puffer 5 5 100
HHS 50 24 48
VIS 50 2 4

HHS, high health shrimp; VIS, virus-infected shrimp.

Table 3. Number and body weight of shrimps preyed by one puffer
during culture of sub-adult shrimp and 16 month-old puffer for 5 days

Tank 2 Tank 3
No. of HHS 11.8 0.4
No. of VIS -0 9.2
Total No. of shrimp 11.8 9.6
Total B.W.(g) of shrimp 80.7 65.7
B.W.(g) of shrimp/kg of puffer/day 188.1 151.3
HHS, high health shrimp; VIS, virus-infected shrimp; B.W., body
weight.

Table 4. Survival rate of juvenile shrimp and 5 month-old puffer
after 8 days culture

Tank Animal Initial No. Final No. Survival(%)
Tank 1 HHS 1200 1119 93.3

Tank 2
HHS 400 371 92.8
VIS 800 708 88.5

Tank 3
Puffer 15 15 100
HHS 1200 917 76.4

Tank 4
Puffer 15 15 100
HHS 800 713 89.1
VIS 400 184 46.0

HHS, high health shrimp; VIS, virus-infected shrimp.

Table 5. Number and body weight of shrimps preyed by one puffer
during the culture of juvenile shrimp with 5 month-old puffer for 8
days

tank 3 tank 4
No. of HHS 18.8 5.8
No. of VIS - 14.4
Total No. of shrimp 18.8 20.2
Total B.W.(g) of shrimp 11.7 12.5
B.W.(g) of shrimp/kg of puffer/day 126.1 134.7
HHS, high health shrimp; VIS, virus-infected shr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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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다. 이것을 황복의 단위체중당 1일 포식률로 환산

하면 Tank 2와 3에서 각각 126.1, 134.7 g/kg/day이다(Table 6).

고 찰

감염새우에 대한 황복의 선택적 포식활동

흰반점바이러스(WSSV)에 감염된 새우와 건강한 새우가 실
내 수조에서 황복과 함께 사육될 때 황복은 건강한 새우보다는

감염새우를 선택적으로 포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형의 건
강새우(HHS)와 감염새우(VIS)를 16개월산 황복과 함께 사육할

경우(Table 3), 건강새우의 생존율은 48%인 반면 감염새우의

생존율은 4%로서 대부분의 감염새우는 황복에 의해 포식되었

다. 이러한 감염새우에 대한 황복의 선택적 포식활동은 치하와

5개월산 황복을 함께 사육한 실험에서도 관찰되었다(Table 5).
즉 건강새우의 생존율은 89.1%인 반면 감염새우의 생존율은 이
것의 절반 정도인 46.0%로서 16개월산 황복의 경우보다 심하

지는 않지만 황복의 감염새우에 대한 포식률이 여전히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실험에서 감염새우에 대한 황복의 포
식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건강한 중형새우는 포식자에

대한 도피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감염새우에 대한 포식이 더욱

강해졌으며, 치하의 경우는 황복에 대한 도피행동이 상대적으

로 느리기 때문에 감염새우에 대한 선택적 포식강도가 중형새

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황복의 감염새우에 대한 선택적 포식활동은 새우양식장에서의

감염새우의 선택적인 제거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실험과는 별도로 준비된 수조에 감염새우와 건강새우를

함께 넣고 황복의 포식행동을 관찰한 경우에도 황복의 선택적

포식행동이 자주 관찰되어 실험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육식성 어류인 농어 L. japonicus도 황복과 마찬가지로 바이

러스에 감염되어 약한 새우와 성장이 저하된 새우를 선택적으

로 잡아먹어 새우양식장의 질병억제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중국에서 보고되어 있다(Wang et al., 1997). 농어는 자
연상태에서 새우 등의 갑각류와 소형어류 등을 잡아먹는 육식

성 어류로서(Chyung, 1977; Shoji et al., 2006) 적절한 밀도와

크기, 입식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새우

양식장의 질병억제 혹은 발병의 지연 및 질병 전염의 방지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마리의 황복이 잡아먹는 새우의 총 개체

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우나 건강한 새우에 관계없이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s 4, 6). 16개월산 황
복을 중형새우와 함께 사육할 경우, 건강새우만 함께 사육한 수
조에서는 황복 1 마리가 5일 동안 평균 11.8 마리를 포식하였

으며, 건강새우 및 감염새우를 함께 사육한 수조에서는 동 기
간 동안 이와 비슷한 평균 9.6 마리의 새우를 포식하여 황복은

감염새우가 있다고 해서 보다 많은 새우를 포식하지는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러한 경향은 5개월산 황복과 치하를

함께 사육할 경우에도 나타나는데(Table 6) 건강새우만 혹은 건
강새우와 감염새우를 혼합하여 황복과 사육한 수조에서 포식된

새우의 평균 개체수는 각각 18.8, 20.2 마리로서 황복은 일정

기간동안 건강새우나 감염새우에 관계없이 일정량의 새우를 잡
아먹었다. 또한 2차례의 실험에 사용된 황복과 새우의 크기, 밀
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복의 단위체중 당 포
식된 새우의 중량은 두 실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16개월산 황복(B.W. 85.8 g)과 중형새우(6.8 g)의 밀도의 비율은

1:20, 이었으며, 5개월산 황복(B.W. 11.6 g)과 치하(B.W. 0.62 g)의
밀도의 비율은 1:80으로 밀도와 체중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지만,
16개월산 황복은 5일 동안 체중 kg 당 756.6~940.3 g (1일 평
균 169.7 g/day)의 새우를 소비하였으며(Table 4) 5개월산 황복

은 8일 동안 1,008.6~1,077.6 g(평균 130.4 g/day)을 소비하여

(Table 6) 새우와 황복의 밀도와 크기에 관계없이 황복이 단위

체중 당 포식하는 새우의 총 중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황복은 감염새우를 선택적으로 포식

하기는 하지만 감염새우가 부족할 경우에는 새우의 건강상태와

는 무관하게 일정량의 새우를 포식하기 때문에 새우양식장에

황복을 넣을 때는 황복의 입식시기와 밀도, 황복의 총중량 뿐
아니라 새우양식장의 건강도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황복은 강한 육식성 어류로서 배합사료보다는 새
우를 더욱 선호하기 때문에 황복의 복합양식이 황복양식의 부
수적인 수입보다는 새우질병의 억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황복의 입식밀도와 시기 
복합양식에서 입식생물의 밀도, 크기, 시기 등의 선택은 매

우 중요하며 특히 육식성 어류를 새우와 함께 키울 경우에는

새우의 생존율, 즉 생산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신
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축제식양식장에서 어류를 새우와 복합

양식을 할 경우 어류의 적정밀도와 크기를 제안한 연구들은 많
지만(Eldani and Primavera, 1981; Wang et al., 1998; Li and
Dong, 2000; Tian et al., 2001) 대부분 숭어, 틸라피아, 밀크피

쉬 등과 같이 수질안정 혹은 부가적인 수확을 목적으로 한 연
구들이며 질병억제를 목적으로 육식성 어류를 대상으로 한 연
구는 농어(Wang et al., 1997; 2001) 외에는 보고되어 있지 않
다. Wang et al. (2001)은 농어, 새우, 틸라피아를 복합적으로

사육하고 입식밀도의 비율을 각각 1:(3-4):0.24, 농어의 적정밀

도는 1.52 마리/m2로 제시하였지만 배합사료 대신 생사료를 공
급하였으며 각 사육생물을 별도의 격막에 분리 수용하였기 때
문에 질병억제 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에 앞서

Wang et al. (1997)은 새우의 질병 억제를 목적으로 1995~1996
년의 2년에 걸쳐 축제식양식장에 농어를 함께 넣고 그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1.0~1.5 ha의 6개의 사육지에 대하를 농어

와 복합 혹은 단독으로 입식하여 4개월 동안 사육한 결과, 농
어를 넣지 않은 2개의 대조구에서 약 2개월 만에 대하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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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질병으로 모두 폐사된 반면 4개 복합구에서의 새우 생존율

은 22.9~31.7%로서 농어에 의한 새우의 바이러스질병 억제효

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 당시 중국 새우양식장의 바
이러스질병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1992
년 중국에서 최초로 흰반점바이러스가 보고된 이후(Chen, 1995;
Lightner, 1999), 1993년 207,000톤이었던 중국의 양식새우생산

량은 1994/1995년에 64,000톤으로 급락할 만큼 흰반점바이러

스로 인한 양식피해는 심각한 상태였으며(Briggs et al., 2004)
더구나 복합양식 실험이 실시되었던 1995~1996년 산동지방에

서의 대하양식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Wang,
L., personal communications). 이들이 입식했던 대하의 밀도는

20~25 마리/m2로서 우리나라의 평균 입식밀도인 30~35 마리/m2

보다 약간 낮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수차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입식밀도이다. 농어는 체장 8~12 cm의 크
기를 7.5~30 마리/ha의 밀도로 입식되었는데 일반 양식장에서

의 성장률을 고려할 때 Wang et al. (1997)이 입식한 크기의 농
어는 1년산 정도이며 이에 해당하는 크기의 황복은 2년산 정도

로서 황복의 입식밀도를 결정할 때 충분히 참고할 만 하다. 그
러나 농어와 황복의 섭식률, 포식습성, 성장률 등을 비교한 연
구는 되어있지 않으므로 새우와의 복합양식시 황복의 적정밀도

를 알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농어는 현재 남해안에서 산업적으로 양식이 이
루어지고 있어 필요한 크기의 개체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Kang et al., 2002) 황복과 더불어 농어도 새우질병의 억
제를 위한 복합양식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황복 Takifugu
obscurus은 우리나라 서남해안과 중국 동남해의 황해수역에 분
포하는 육식성 어류로서 현재 종묘생산과 양식기술이 개발되어

산업적으로 양식이 확산되고 있다(Lee et al., 2004; Lee and
Huh, 2004). 일반적으로 서해안에서 황복은 6월경에 종묘생산

이 이루어지는데 체중 1 g 정도의 종묘는 축제식 양식장에 바
로 입식하기도 하지만 대개 실내에서 1년간 50 g 이상 까지 중
간육성된 중간종묘가 입식된다. 새우는 5~6월에 생산된 종묘

(postlarva 10~20기, 체장 1 cm 전후)를 직접 축제식양식장에 입
식하는데 흰반점바이러스는 TSV (Taura syndrom virus) 등과

는 달리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우리나라의 경우는 7
월)에 바이러스질병이 가장 많이 발병한다(Jang, 2000; Briggs
et al., 2004). 따라서 새우와 황복의 종묘생산과 양식순기, 새우

의 도피반응이 가능한 크기까지의 성장시기, 흰반점바이러스의

발병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우양식장에 황복을 입식

하는 시기는 7월 이후가 적합하며 황복의 연령은 1년산이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우의 흰반점바이러스 인위감염과 활력

흰다리새우 L. vannamei는 원산지가 중남미의 태평양연안으

로 바이러스질병에 대한 내성과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ightner, 1999; Briggs et al., 2004). 국립수산과

학원에서는 대하의 대체종으로서 2003년 미국(하와이)으로부터

바이러스 비감염(SPF, specific pathogen free) 흰다리새우 어미

를 이식하여 종묘생산 및 축제식 양식기술을 개발, 보급한 이
래(Kim et al., 2004a, 2006; Jang and Jun, 2005) 흰다리새우

의 양식은 급속하게 확대되어 2006년에 전국 양식새우생산량

의 약 40%를 점유하였다(Jang, unpublished dat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주요 새우양식종으로 예상되는 흰다

리새우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흰다리새우의 바이러스 인위감

염은 per os (Wang et al., 1999), 침지(Wu et al., 2002), injection
(Kim et al., 2004b)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인위감염원

인 바이러스의 농도와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개 인위

감염 후 2-3일부터 병리적 증상과 함께 폐사가 시작된다. Wang
et al.(1999)은 흰다리새우에게 WSSV 감염새우의 조직을 새우

체중의 10%씩 2회 공급한 결과 3일 후부터 폐사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1주일 후에는 약 70%가 죽었으며 2주일 만에 전량

폐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새우의 폐사

진행속도를 완화시키고 개체간 감염의 균등성을 높이기 위하여

WSSV 감염새우의 육질이 30% 혼합된 pellet을 체중의 5%씩

3회 공급한 후 3일 경과 후부터 사육실험에 투입하였다. 인위

감염 후 3일째 PCR에 의한 확인 결과 모든 감염새우들이 WSSV
에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8일 후까지 생존한 새우들은 WSSV의
전형적인 병리증상인 흰반점이 갑각에서 관찰되어 인위감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감염새우와 건강새우만

을 함께 8일간 사육한 결과, 각각의 생존율이 92.8%, 88.5%로

서 감염새우의 생존율이 약간 낮았을 뿐 Wang et al. (1999)의
인위감염새우에서 나타난 WSSV로 인한 대량폐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감염새우와 건강새우를 황복과 함께 사육한 실험

구(tank 4)에서의 평균 생존율은 74.8%로서 황복과 건강새우만

사육한 실험구(tank 3)의 생존율 76.4%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5). 따라서 본 실험에서 실시된 감염새우와 황복의 복
합사육구들에서 조사된 감염새우의 폐사율은 바이러스 발병에

의한 대량폐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의 인위 감염으

로 인하여 유영력이나 도피반응이 저하된 새우에 대한 황복의

능동적인 포식활동의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

된 WSSV의 인위감염 방법은 virus의 challenge 실험 등의 목
적으로 대량의 새우를 균등한 정도로 감염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흰반점바이러스(WSSV, white spot syndrome virus)는 세계

적으로 새우양식산업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우
리나라에는 1993년 서해안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해마다 축제

식 새우양식장에 반복적으로 대량폐사를 가져오고 있다. 
WSSV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서 새우양식장에 내

에서 감염된 새우들 간에 공식에 의하여 빠르게 감염이 확산될



276 장인권, 조영록, 이재용, 서형철, 김봉래, 김종식, 강희웅

수 있다. 황복과 같은 육식성 어류는 감염새우 혹은 약한 새우

를 선택적으로 포식함으로써 바이러스의 발병을 지연 혹은 억
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식현장에서 새우와 함께

복합적으로 양식이 시도되고 있지만 황복의 감염새우에 대한

선택적 포식의 정도와 효과에 대해서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WSSV에 감염된 새우와 비감염된 건강한 새

우를 대상으로 사육생물의 연령과 크기에 따른 황복의 선택적

포식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흰다리새우 Litopenaeus vannamei
의 치하와 5개월산 황복, 중형 새우와 16개월산 황복으로 구분

하여 원형수조(28.26 m2)에서 사육실험을 실시한 결과, 치하와

5개월산 황복의 복합사육의 경우 건강새우와 감염새우의 생존

율은 각각 89.1%, 46.0%였으며 중형새우와 16개월산 황복의

실험에서는 건강새우와 감염새우의 생존율이 각각 48%, 4%로

서 모두 감염새우가 건강새우에 비해 생존율이 크게 떨어져 황
복은 건강새우보다는 감염새우를 선택적으로 포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복은 크기에 관계없이 단위체중당 하루에 포식하

는 새우의 총 중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새우의 크기와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황복은 감
염새우를 선택적으로 포식하기는 하지만 감염새우가 부족할 경
우에는 새우의 건강상태와는 무관하게 일정량의 새우를 포식하

기 때문에 새우양식장에 황복을 넣을 때는 황복의 입식시기와

밀도 뿐 아니라 황복의 총중량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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