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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recapture’ 연구는 야외현장에서 상생물의 개

체군 파악, 군집의 변화, 개체의 이동을 연구하는데 일반

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담수어류의 이동 및 개체군 평가

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기술이다. 유수 생태

계에 서식하는 동물의 이동에 관한 연구는 구미 선진국

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어류

를 상으로 한 표지 (marking)는 1653년 Izaak Walton

이 서양 연어 치어의 꼬리에 리본을 부착하여 그들의

이동을 알아보려 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Lucas and

Baras, 2001).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종류의 표

지법 (marking method)이 개발되어 이용되었으며, 현재

에도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개발, 적용되고 있다.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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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잉어과 어류의 PIT tag 적용을 위한 생존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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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al Rate on the Small Cyprinidae by 
PIT Tagg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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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sive integrated transponder (PIT) telemetry is a useful method for investigating fish
population dynamics, community structure and migration. It can be applied for small fishes (TL
⁄100 mm) because of its tiny size and light weight. The survival rate of PIT tag was inves-
tigated on 4 small size cyprindae fish species, Carassius gibelio langsdorfi (n==34, standard
length; 91.9±0.9 mm, body weight; 21.2±0.9 g), Hypophthalmichthys molitrix (n==16, SL; 75.1
±0.9 mm, BW; 6.0±0.2 g), Pseudorasbora parva (n==30, SL; 51.4±1.1 mm, BW; 2.7±0.2 g) and
Phoxinus phoxinus (n==37, SL; 70.6±1.4 mm, BW; 8.2±0.5 g) under age 1 for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We used three type tags including a small (length 11.0 mm, diameter 2.1 mm,
weight 0.088 g), middle (20 mm, 3.5 mm, 0.102 g), large (30 mm, 3.5 mm, 0.298 g) size. After 30
days of tag insertion, survival rate of 117 individuals were 58.1% (large tag, 50.0%; middle tag,
57.5%; small tag, 61.4%). Survival rates varied between three types of tags because the
abdominal cavity of each individual was different size. The death was due to surgical damage.
If we apply tagging systems on field research of the Korean freshwater fish, the PIT tag will be
effective method for analyzing fish ecology.

Key words : fish surgery, passive integrated transponder, PIT tagging, small freshwater fish,
survival rate

*Corresponding author: gjjoo@pusan.ac.kr



단순한 표지 방법에는 핀을 이용한 표지, 지느러미 일부

를 절단하는 표지 (fin clips), 염색시약을 이용한 지느러

미 염색 (methylene blue) 등을 사용하 다. 최근에는 형

광물질 표지법 (Visible Implant Elastomer, VIE),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표지, f loy anchor tag을 이용한 표지,

수중음파 (Hydroacoustic), Passive integrated transpon-

der (PIT) tag, radio tag, acoustic tag, 위성추적장치 등을

이용하여 상 어류의 생태에 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

집하고 있다 (Lucas and Baras, 2001). 

표지법을 이용한 개체군 파악 및 이동에 한 조사를

위해서는 이상적인 tag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부착에 따른 상생물의 일상적 행동에 저해를 주

지 말아야 하며, 아울러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

다 (Bubb et al., 2002; Gibbons and Andrews, 2004). 또한,

조사기간 동안 tag의 변형이나 어류로부터 이탈이 일어

나지 말아야 하며, 상 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언제

어디서든 tag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상 어

류의 크기, 운동능력, 조사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tag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ucas and Baras, 2001). 

PIT tag은 외부 안테나로부터 전기신호를 받아 고유

번호를 안테나가 인식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tag자체의

전력소비가 없어, 전지교환과 같은 번거로움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Morhardt et al.,

2000). PIT tag의 크기는 동물에게 생리적, 행동적 장애

를 주지 않을 만큼의 작은 크기로서, 생물체 내 삽입이

가능하다 (Bubb et al., 2002). PIT tag을 이용한 담수어류

나 가재류의 개체군 및 이동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

발히 수행되어왔다 (Morhardt et al., 2000; Roussel et al.,

2000; Zydlewski et al., 2001). 어류의 경우 연구 상 어

종이 경제성이 높은 연어과 (Salmonidae) 어종에 국한되

어 왔으나, 최근, 종 다양성 보존이 곧 자국의 자원을 유

지한다는 인식으로 각 국가에서 자국의 보호종을 설정

하고, 이들에 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어과 이외의 어

류의 이동에 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 다 (Lucas

and Baras, 2001; Jang et al., 2004; Jang and Lucas,

2005). 

국내에서 표지법을 이용한 어류 연구는 매우 제한적

으로 이루어졌다. 해산어의 경우 참돔과 조피볼락의 행

동연구를 위해 acoustic tag을 이용한 신 등 (2004; 2005)

의 연구가 있으며, 담수어의 경우는 Jang et al. (2005)이

VIE 표지법을 이용하여 보에 의해 형성된 소하천의

pool지역에서 투망을 이용한 어로행위가 어류군집의 체

장분포에 향을 준다는 연구가 유일하다. 국내에 서식

하는 토착종과 고유종은 중∙소형어류로 이들 중 부

분이 잉어과 어류이다. 토착종 및 고유종들의 복원 및

보존을 위해서는 각 종의 미소서식지에서의 분포양상,

행동 및 이동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내

담수 소형어류에 한 연구를 위해서는 PIT telemetry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형담수 어류

의 PIT telemetry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PIT tag의

적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1년생 이하

의 Carassius gibelio langsdorfi (일본산 은붕어)와 Hypo-

phthalmichthys molitrix (백련어), 소형 잉어과 어류인

Pseudorasbora parva (참붕어)와 Phoxinus phoxinus

(minnow, 연준모치류) 4종을 상으로 PIT tag을 각 어

류개체 내에 삽입 후, 생존율을 평가하 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H. molitrix와 C. gibelio

langsdorfi는 일본 사이다마현 (Saidama Prefecture)의

농림종합연구센터 수산연구소에서 분양받아, 일본국립환

경연구소 수생생물연구실에서 8개월 정도 사육한 체장

(standard length) 13 cm 이하의 개체들이며, P. parva와

P. phoxinus는 일본국립환경연구소 동 연구실에서 부화

후 1년생인 체장 10 cm 이하의 개체들이다. 각 어류는

빛 (light: 14; dark: 10 h)과 온도 (20�C)가 조절되는 실내

플라스틱 수조 (용량: 100 L)에 담아 사육하 다. 탱크 내

산소농도를 7~8 mg/L로 유지하기 위하여 염소가 제거

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물의 흐름 (circulation)을

유지하 다. 초식성 어류인 H. molitrix는 일본국립환경

연구원 연구실에서 순수 배양한 녹조류인 Scenedesmus

를 먹이로 하 고, 그 외의 어종들은 인공사료 (Crumble

4C, Nihon-Haigou-Shiryou Co. Ltd, Yokohama, Japan)

를 먹이로 하여, 평균 체중의 최소 3%정도의 양으로 1

일 1회 동일시간 (09 : 00~09 : 30)에 공급하 다. 

사용된 PIT tag은 그 크기에 따라 소형 tag (길이 11.0

mm, 직경 2.1 mm, 약 0.088 g), 중형 tag (길이 20 mm,

직경 3.5 mm, 무게 0.102 g), 형 tag (길이 30 mm, 직경

3.5 mm, 무게 0.298 g)으로 각각 구분하여 각 실험 상

어류 체중의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 포함되는 어류

만을 선택하여 tag을 삽입하 다 (1개체만 8.8%). 각 tag

의 고유번호는 어류 체내 삽입 전 작동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니 포터블 리더 (MPRHS5900L, Digital Angel,

USA)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각 어류들은 종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16개체의 H. molitrix (체장: 75.1±0.9

mm, 체중: 6.0±0.2 g), 34개체의 C. gibelio langsdorfi (체

장: 91.9±0.9 mm, 체중: 21.2±0.9 g), 30개체의 P. pa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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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 51.4±1.1 mm, 체중: 2.7±0.2 g), 37개체의 P. pho-

xinus (체장: 70.6±1.4 mm, 체중: 8.2±0.5 g)를 선별하여,

외과적 수술과정 및 주입기를 통해 tag을 체내에 삽입

하 다. 수술을 위해, 각 개체들은 2-phenoxyethanol

0.03% (v/v)하에서 마취 후, 각 개체의 크기에 따라, 형

tag을 삽입하는 경우 (총 20개체: H. molitrix 1개체, C.

giobelio langsdorfi 14개체, P. phoxinus 5개체)는 메스를

이용하여 복부에 4 mm 길이로 배를 가른 후, tag을 삽입

하여 자연적으로 봉합되게 하 다. 반면, 중∙소형 tag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마취시킨 각 개체를 크기별 PIT tag

용 주입기를 이용하여 체내에 삽입하 다. 생존율을 파

악하기 위하여 30일 간 매일 각 종별 개체의 생존여부

를 관찰하 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각 크기별 tag을 삽입한 개체

들의 체장과 체중은 Fig. 1과 같다. P. phoxinus를 제외

하고는 각 종별 체중과 체장은 tag의 크기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OVA, P¤

0.05). C. gibelio langsdorfi에 형 및 중형 tag이 각각

14개체와 18개체에서 수행되었으며, 사용된 개체의 체

중은 각각 15~35 g (22.8±1.58 g)과 15~27 g (20.2±

0.98 g)의 범위를 나타냈다. 체장은 형 및 중형 tag에

각각 102.4~129.2 mm (114.2±2.1 mm)와 106.7~126.3

mm (113.1±1.4 mm)의 범위를 나타냈다. 소형 tag은 체

중 20.0±4.0 g과 체장 110.0±5.1 mm인 2개체에만 사

용했다. 각 크기의 tag을 삽입한 개체들은 양상태가

양호하며 유사한 체장과 체중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H. moritrix는 중형 및 소형 tag에 각각 5개체와 10개

체가 사용되었으며, 형 tag에는 한 개체만이 이용되었

다. 중형 tag을 위해 사용한 개체의 평균체중은 5.6±0.2

g (5~6 g)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체장은 94.0±2.4 mm

(86.1~98.6 mm)로 나타났다. 소형 tag에 이용된 개체는

5�8 g (6.1±0.4 g)과 65.5~105.8 mm (92.2±3.6 mm)의

범위를 나타냈다. 형 tag을 삽입한 H. molitrix는 체중

7 g과 체장 99.3 mm인 개체가 이용되었다. H. molitrix는

C. gibelio langsdorfi와 비교했을 때 체장에 비해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먹이원으로 사용

된 녹조류인 Scenedesmus가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1A, C). 

P. phoxinus는 형 tag에 모두 5개체가 사용되었으

며 체중과 체장은 각각 9~14 g (11.6±0.9 g)과 90.1~

101.2 mm (94.2±1.9 mm)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중형

tag에는 평균 8.3±0.9 g과 83.0±2.9 mm인 10개체가

사용되었고, 소형 tag에는 7.4±0.6 g, 81.4±2.1 mm인

22개체가 사용되었다. 이들 3종류의 tag에 이용된 개체

들의 체중과 체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체중, P==0.017; 체장, P==0.031; Fig. 1). 이는 형

tag을 체내에 삽입할 때 복강의 여유를 고려하여 개체

를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개체별 크기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P. parva는 중형 및 소형 tag

에 각각 7개체와 23개체를 사용하 으며, 체중은 2.6±

0.2 g과 2.7±0.2 g을 체장은 61.5±1.5 mm와 61.8±1.5

mm를 각각 나타냈다. 

실험에 사용된 총 117개체에 한 30일 이후까지의

생존율은 58.1%로 나타났다. 각 tag의 크기에 따른 상

어류의 생존율은 형 tag의 경우 30일 이후까지 생존

한 개체는 20개체 중 10개체 (생존율 50.0%)로 나타났으

며, 중형 tag을 삽입한 어류는 총 40개체 중 23개체가

생존하 다 (57.5%). 소형 tag을 삽입한 어류는 57개체

중 35개체가 30일 이후까지 생존하여 61.4%의 생존율

을 나타냈다. 각 종에 따라 tag의 크기별 생존율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생존율은 tag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

었고 형 tag의 경우 중∙소형 tag보다 생존율이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소형 tag을 삽입한 개체

의 생존율이 높은 것은 복강의 여유 공간에 따른 차이

인 것으로 생각된다. 

형 tag을 부착한 C. gibelio langsdorfi는 tag부착 당

일 또는 3일 이내에 4개체가 폐사하여 28%의 치사율을

나타냈으며, 3일이 지난 후에는 한 개체도 폐사하지 않

았다. 소형 tag을 부착한 2개체가 30일 이후까지 한 마

리도 폐사하지 않아 100%의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중형

tag의 경우도 20일간 단 3개체만이 폐사하여 생존율

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C. gibelio langsdorfi 개체

들은 형 tag을 삽입하기에 적지 않은 크기임에도 이

렇게 초기 폐사율이 높은 이유는 인위적인 봉합을 하지

않고 자연 봉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술용 봉합사를 이용하

여 봉합하고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초기 폐사율은 낮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개체만을 형 tag에 이용한 H. molitrix는 부착

당일 폐사하 으며, 중형과 소형 tag한 개체들 역시

부분이 7일내에 폐사하 다. 중형 tag은 4개체가 3일째

폐사하 으나 한 개체가 30일 이후까지 생존하여 20%

의 낮은 생존율을 나타냈다. 소형 tag을 부착한 H. moli-

trix는 2일째에 5개체가 폐사하여 50%의 생존율을 나타

내었고 6일째에 2개체가 더 폐사되어 최종 생존율은

3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H. molitrix 개체들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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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비해 낮은 체중을 나타내어 tag을 삽입할 만큼 복

강에 여유가 없었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상태가

충분하지 못해 감염에 한 저항력이 낮아 폐사율이 높

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복강에 여유가 없는 상태

에서 tag 주입기가 복강내부에 있는 장기를 손상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형 tag을 부착한 5개체의 P. phoxinus는 한 개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첫날 폐사하여 최종 생존율은 20%로

낮았으나, 남아있던 한 개체가 30일 이상을 생존하 다.

중형 tag을 부착한 P. phoxinus 개체 중 5개체가 4일만

에 폐사하여 50%의 생존율을 보이다 4일째 한 개체가

더 폐사되어 최종 생존율은 40%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

형 tag을 부착한 22개체들 중 1, 2, 4, 6, 8, 20일에 각각

1개체씩만 폐사하여 72.7%의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다.

실험에 사용된 P. phoxinus는 산란을 하고 있던 개체들

이어서 복강 내부가 생식기관으로 채워져 있어 tag 주입

374 장민호∙윤주덕∙도윤호∙주기재

(A)

0

10

20

30

40
(B)

40

60

80

100

120

140

(C)

B
od

y 
w

ei
gh

t (
g)

0

10

20

30

40
(D)

S
ta

n
da

rd
 le

n
gt

h
 (m

m
)

40

60

80

100

120

140

(E)*

0

10

20

30

40
(F)*

40

60

80

100

120

140

(G)

Tag size

S M L
0

10

20

30

40
(H)

S M L

40

60

80

100

120

140

Fig. 1. Body weight and standard length of the fish in each type of tags (A & B, C. gibelio langsdorfi; C & D, H. molitrix; E
& F, P. phoxinus; G & H, P. parva).



기가 생식기관에 손상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

러 형 및 중형 tag은 C. giobelio langsdorfi와 H. mol-

itrix와 같이 미생물 감염에 의해 폐사율이 높았던 것으

로 생각된다. 

P. parva는 형 tag을 부착하지 못하 고 중∙소형

tag만 부착하 다. 총 7개체에 중형 tag을 부착하 고,

이 중 1일과 2일에 각각 1개체씩 폐사하 으며 4일째 2

개체가 폐사하여 최종 생존율은 42.9%로 나타났다. 소

형 tag을 부착한 23개체들 중 하루만에 6개체가 폐사하

여 73.9%의 생존율을 보 으나, 6일째까지 추가로 4개

체가 폐사되어 56.5%의 최종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각 종내에서 체장과 체중의 분포는 변이

가 크지 않았다. 다만 개체의 크기에 따른 tag 크기의 차

이는 있었다. Tag의 크기가 클수록 무겁고 길이 역시 길

기 때문에 개체의 크기가 작은 어종에는 유 에 향을

줄 수 있으며 치사율 또한 높게 나타나 적용에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H. molitrix, P. phoxi-

nus, P. parva에는 주로 중∙소형 tag을 삽입하여 현장

및 실험실 실험에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복강 내의 공간이 좁은 종들은 이러한 tag을

이용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최 한 크기가 큰 개체를

사용해야 폐사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

Cobitidae나 Coreoleuciscus splendidus와 같은 몸이 길

고 가는 종). 하지만 Quintella et al. (2005)에 따르면 체

장이 125~181 mm의 Petromyzon marinus 치어에 본

실험에서 사용한 소형 tag과 유사한 크기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따라서 복강의 크기가 작은 종들은 기존의

복강 주입법과는 다른 외과적 수술을 통해 tag을 이용

한 실험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PIT telemetry를 이용한 방법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

서는 어류의 생태 파악을 위해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

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류의 생태 파악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았다. 향후 PIT tag을 이용한 방법

으로 어류 조사를 실시한다면 어류의 서식처 파악, 이동

성 파악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며, 국내 고유의 어족 자원 보호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적 요

Passive integrated transponder (PIT) telemetry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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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vival rate of 4 species in different type of tags (A, C. gibelio langsclorfi; B, H. molitrix; C, P. phoxinus; 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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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개체군 동태와 군집 구조, 이동을 연구하는데 유용

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가볍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한

국에 서식하는 소형 어류 (TL⁄100 mm)의 연구에도 적

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PIT tag을 소형 잉어과

어류에 삽입한 후 생존율을 파악하여 tag의 적용성과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 다. 생존율 실험에 사용된 어류

는 모두 잉어과 어류 4종으로 Carassius gibelio langs-

dorfi (n==34, 체장: 91.9±0.9 mm, 체중: 21.2±0.9 g),

Hypophthalmichthys molitrix (n==16, 체장: 75.1±0.9 mm,

체중: 6.0±0.2 g), Pseudorasbora parva (n==30, 체장: 51.4

±1.1 mm, 체중: 2.7±0.2 g)와 Phoxinus phoxinus (n==37,

체장: 70.6±1.4 mm, 체중: 8.2±0.5 g)이며, 1년생 이하의

작은 개체들만 이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tag은 소형

(길이 11.0 mm, 반경 2.1 mm, 무게 0.088 g), 중형 (길이

20 mm, 반경 3.5 mm, 무게 0.102 g), 형 (길이 30 mm,

반경 3.5 mm, 무게 0.298 g)의 3종류를 사용하 다. 어류

복강에 tag을 삽입한지 30일 이후 실험에 사용된 총

117개체의 생존율은 58.1% 다 ( 형, 50.0%; 중형, 57.5

%; 소형, 61.4%). Tag의 크기에 따라 생존율은 다양하

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된 개체마다 복강의 크기다 달랐

기 때문이다. 또한 외과적 수술과정에서 내부 장기의 손

상으로 생존율이 감소하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실

험결과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소형 담수어류에도 PIT

tag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이후 현장에서

적용한다면 어류 생태 연구에 있어 효율적일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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