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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optimum salinity and temperature conditions for mass culture of ultra-small rotifer Syn-

chaeta kitina. In the salinity experiment of ranging within 5 and 30 psu, the population growth of S. kitina

increased continuously up to 20 psu, and then decreased over 20 psu. Their maximum density showed 390.1 inds./

mL at 5 psu. A pre-reproductive phase was shortened in low salinity than high salinity. Also, the maximum off-

springs and maximum lifespan and lifespan of the female were 13.4 inds. and 5.9 days, respctively at 5 psu. In

the temperature experiments of ranging within 16 and 32oC, the population growth of S. kitina increased con-

tinuously up to 24oC, and then decreased over 24oC. The highest maximum density showed 492.8 inds./mL at

16oC. Their offspring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emperature decrease, and the maximum number of offsprings

per female was 9.2 females. at 16oC. Their lifespan increased with temperatures decrease and the longest lifespan

was to 5.5 days at 16oC. From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optimum culture conditions of S. kitina is 5 psu

and 16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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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해산어류의 종묘생산에 있어 초기 먹이생물로는 크기가

비교적 작고, 대량배양이 가능하며, 영양 가치가 높은 rotifer

Brachionus plicatilis 및 B. rotundiformi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Lubzens, 1987; Lubzens et al., 1989; Hagiwara et al.,

2001). 그러나 비교적 고부가 어종인 쥐치 Stephanolepis cirrhifer,

붉바리 Epinephelus akaara, 독가시치 Siganus fuscecsens 및 능

성어류 등은 난의 크기가 다른 해산 어류에 비해 매우 작아 부

화 후 입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B. plicatilis (140~320 µm, L-

type으로 총칭함)와 B. rotundiformis (100~240 µm, S-type으로

총칭함)를 정상적으로 섭취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그로 인해 이들 자어에게 공급할 먹이생물의 확보가 어려워 지

금까지도 인공종묘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Duray et

al., 1997; Kohno et al., 1997; Suchar and Chigbu, 2006). 

최근 이런 입의 크기가 작은 어류의 종묘생산을 위해 전 세

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로 nauplius 단계의 요각

류 유생과 원생동물이 후보 먹이 생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Schipp et al., 1999; Nagano et al., 2000; Toledo et al., 2002;

Yoo and Hur, 2002). 그러나 요각류의 nauplius는 이들의 배양

밀도가 낮아 대량생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Payne

and Rippingale, 2001; Lee et al., 2006), 원생동물은 Euplotes

sp. 및 Fabra salina와 같은 유망종이 배양되기도 하였지만 유

해한 박테리아를 섭취하는 특성과 체내에 독성을 유발하는 색

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어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어 널리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다(Yoo, 1992; Lawrence and

Snyder, 1998).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B. plicatilis 및 B. rotundiformis를 대

체할 수 있는 rotifer Synchaeta 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 Rotifer Brachionus 속과 같은 단생식강(Monogononta)인*Corresponding author: hgpark@kangn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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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aeta 속은 기존의 Brachionus 속과는 달리 피갑(lorica)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Synchaeta cecilia (123-188 µm), S. oblonga

(225-250 µm), S. hutchingsi (165-200 µm), S. littoralis (192-290

µm), S. neapolitana (109-213 µm) 및 S. grimpei (400-520 µm)

등과 같이 크기가 비교적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Egloff,

1986, 1988; Brownell, 1988; Shiel and Koste, 1993; Oltra and

Todol, 1997; Rougier et al., 2000). 그러나 지금까지 Synchaeta

속에 연구는 주로 종 동정을 위한 분류학적인 연구이거나 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에만 치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먹이

생물의 개발을 위한 배양 연구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상

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초소형

rotifer Synchaeta kitina는 성체의 크기가 80 µm 전후로 기존

의 다른 어떠한 Synchaeta 속의 종들에 비해 작은 형태적 잇점

을 가지고 있어 적정 환경규명을 통한 대량배양만 이루어진다

면 입의 크기가 작은 자어에게 새로운 먹이생물로서 공급 가능

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입이 작은 고급어종의 종묘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초소형 먹이생물 개발을 위해서 강원도 지역의 염호에서 채

집된 S. kitina (60~80 µm) 종의 대량배양을 위한 환경 규명 실

험으로 염분 및 수온에 따른 성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초소형 rotifer S. kitina의 최적 염분 및 수온을 규명하기 위

한 실험은 개체배양과 밀집배양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S. kitina

는 2004년 3월경에 강원도 강릉시 경포호(25 psu)에서 채집하

여 순수 분리한 뒤 20oC 및 15 psu 조건하에서 계대 배양한 후

사용하였다. 

염분별 밀집배양 실험은 5, 10, 15, 20, 25 및 30 psu로 한

250 mL 삼각플라스크(배양수 150 mL)에 초기 접종밀도를 10

개체/mL로 하여 20oC로 설정된 다채널배양기(EYELA, MTI-

202, Japan)에서 행하였다. 먹이는 rotifer 1,000 개체당

Tetraselmis suecica를 1일 1회 1.5×106 cells로 공급하였으며, 실

험 종료일까지 환수하지 않은 채 7일간 3회 반복하였다. 개체

배양 실험은 밀집배양과 동일한 염분구로 행하여 24 cluster

chamber (배양수 1 mL)에 갓 부화한 S. kitina의 neonate를 한

마리씩 접종한 후 발달단계, 산란수 및 수명을 조사하였다. 먹이

공급량은 T. suecica를 개체 당 3×103 cells로 공급하였다. 

수온별 밀집배양 실험은 16, 20, 24, 28 및 32℃로 조절된 다

채널배양기(EYELA, MTI-202, Japan)에서 250 mL 삼각플라

스크 (배양수 150 mL)에 15 psu의 배양수를 준비하여 개체밀

도가 5개체/mL가 되도록 접종한 뒤 행하였다. 먹이는 rotifer

1,000 개체 당 T. suecica를 1일 1회 8.0×105 cells로 공급하였

으며 실험은 10일간 2회 반복하였다. 개체배양 실험은 밀집배

양과 동일한 실험구로 행하여 24 cluster chamber (배양수 1

mL)에 갓 부화한 S. kitina의 neonate를 한 마리씩 접종한 후 발

달단계, 산란수 및 수명을 조사하였다. 실험 조건은 15 psu에서

T. suecica를 개체당 3×103 cells로 공급하였다.

밀집배양에서의 S. kitina는 Rico-Martinez and Dodson (1992)

의 방법에 따라 성장률(Specific growth rate, r)을 계산하였고

[r= (1/T) In(NT/N0) (T= 접종 이후 S. kitina가 최고밀도에 도달

하기까지의 배양일수; NT= T days의 S. kitina 개체밀도; N0=

S. kitina의 접종밀도)], 매일 개체수와 포란수를 조사하여 mL

당 개체수 및 포란율로 나타내었다.

개체배양 실험은 계대 배양되던 S. kitina 중 난을 달고 다니

는 암컷을 따로 분리 수용하여 30분 간격으로 갓 부화된 개체

를 확인한 뒤, 24 cluster chamber에 한 마리씩 접종하여 폐사

할 때까지 관찰하였다. 실험기간은 각각의 암컷이 폐사하는 시

기까지로 하여 부화 시부터 첫 번째 알을 달게 되는 시간까지

를 생식 전 단계(Pre-reproductive phase), 첫 번째 알을 달 때

부터 생존기간 내에 마지막 알이 부화할 때까지를 순 생식 단

계(Reproductive phase), 마지막 알이 부화한 후부터 개체가 폐

사하기까지를 생식 후 단계(Post-reproductive phase), 암컷의 수

명(Lifespan) 및 생존기간 내의 총 산란수(Offspring)로 각각 구

분하여 관찰하였다. 생식 전 단계는 1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였

으며, 이 후부터는 12시간 간격으로 조사를 하였다.

실험결과는 one-way ANOVA-test를 실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uncan, 1955)를 실시하여 처리 평균 간의 유의성

(P<0.05)을 SPSS Version 12 (SPSS, Michigan Avenue, Chicago,

IL, USA) program으로 검정하였다.

결 과

염분에 따른 S. kitina의 밀집배양에서 개체 성장 및 포란율

은 Table 1과 Fig. 1에 나타내었다. 최고밀도는 5 psu에서 390.1

개체/mL로 다른 실험구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그 뒤로 10 psu이 272.2개체/mL로 높게 나타났으나 15 및 20

psu 실험구와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반면

에 비교적 고염분인 25 및 30 psu의 실험구는 각각 133.3, 122.7

개체/mL로 다른 실험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1.  Maximum density, fecundity and specific growth rate of
Synchaeta kitina Gyeongpoho strain cultured at the different
salinities*

Salinity (psu)
Maximum 

density (inds./mL)
 Fecundity 

(%)
Specific 

growth rate (r) 

5  390.1±32.58c  9.0±0.70a  1.142±0.1386ab

10  272.2±30.37b  14.9±1.83b  1.388±0.0308c

15  258.8±11.87b  18.9±1.29bc  1.378±0.0117bc

20  224.9±8.81b  15.6±0.76b  1.013±0.0544a

25  133.3±5.08a  23.0±2.14c  1.203±0.0100ab

30  122.7±5.79a  20.4±1.18c  1.071±0.0978a

*Values (Mean±SE)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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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최고밀도까지의 평균 포란율은 25 psu에서 23.0%로

높게 나타났으나 15 및 30 psu 실험구와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P>0.05). 최고밀도까지의 개체 성장률(r)은 10 psu

실험구에서 1.388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15 psu 실험구와의 유

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염분에 따른 S. kitina의 개체배양에서 발달단계, 산란수 및

수명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생식 전 단계는 염분이 낮을수

록 유의적으로 단축되는 경향을 보여 5 psu에서 18.2시간으로

가장 단시간에 포란을 하였다(P<0.05). 순 생식 단계는 5 psu

에서 3.9일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염분 상승과 같이

유의적으로 짧아져 30 psu에서 1.6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0.05). 생식 후 단계는 모든 실험구에서 각각 22.9~30.5시간

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염분에

따른 암컷 당 산란수 및 수명은 5 psu에서 13.4개체와 5.9일로

높게 나타나 다른 실험구와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수온에 따른 S. kitina의 밀집배양에서 개체 성장과 포란율은

Table 3과 Fig. 2에 나타내었다. 최고밀도는 16oC 실험구에서

492.8개체/mL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유의적으로 낮아져 28oC에서 72.0개체/mL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한편 32oC 실험구는 접종 2일 만에 모

두 폐사하였다. 최고밀도까지의 평균 포란율은 16oC에서 17.8%

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 및 28oC 실험구와의 유의

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또한 최고밀도까지의 개

체 성장률은 24oC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고온인

28 및 32oC에서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수온에 따른 S. kitina의 개체배양에서 발달단계, 산란수 및

수명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수온별 개체배양에서의 생식 전

단계는 수온이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단축되는 경향을 보여 28oC

에서 15.3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P<0.05). 순 생식 단계

는 16oC에서 3.6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수

온 상승과 더불어 유의적으로 짧아지는 경향을 보여 28oC에

서 0.9일로 낮게 조사되었다(P<0.05). 생식 후 단계는 모든

실험구에서 각각 20.0~28.3시간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05). 수온에 따른 암컷 당 산란수 및 수명은

저온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16oC에서 9.2개체와

5.5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반면에

28oC에서는 0.8개체와 2.2일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32oC 실험구는 군집배양과 마찬가지로 접종 2일 만에 모두

폐사하였다. 

고 찰

염분별 배양실험 결과, 5~30 psu에서 생존 및 성장이 가능했

던 초소형 rotifer S. kitina는 광염성 종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고염분인 30 psu에서 낮은 성장률을 보여 순수한 해수산 종은

아니며, 단지 염분에 대한 내성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Miracle and Serra (1989)의 보고에 의하면 B. plicatilis의

염분에 대한 내성력은 채집 시 환경에 영향을 받아 석호와 같

은 기수 지역보다 연안 근처에서 채집된 것이 더 강하다고 하

였다. 또한 Gmez et al. (1995)는 S. littoralis가 채집된 곳은 연

중 염분변화가 5~64 psu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지역으

로서 이러한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염분변화에 따른 내성력이

강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S. cecilia valentina 및 S. cecilia

는 각각 13, 18 psu의 기수역 습지에서 채집되어 염분에 대한

내성력이 약하여 고염분에서는 배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Egloff, 1988; Oltra and Todol, 1997). 본 연구에서 사

용된 경포호 S. kitina도 염분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석호 지역

에서 채집된 종이며, 또한 연중별로 보게 되면 비교적 저염(5~10

psu)일 때 출현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Egloff (1988) 및

Oltra and Todol(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으

로 판단된다.

Yin and Zhao (2008)에 의하면 B. plicatilis에 있어 염분 상

승은 포란율 및 성장률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본 염분

별 밀집배양에서도 저염분인 5 psu에서 성장이 좋았던 반면 염

분이 증가할수록 최고밀도, 포란율 및 성장률은 유의적으로 낮

아지는 경향을 보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B.

plicatilis의 경우 10~20 psu의 기수역 염분에서 생식률 및 성장

률이 가장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Miracle and Serra, 1989), 이

Fig. 1. Population growth of rotifer, Synchaeta kitina Gyeongpoho

strain cultured at the different salinities.

Fig. 2. Population growth of rotifer, Synchaeta kitina Gyeongpoho

strain cultured at the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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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이유로 지금까지도 배양은 17~25 psu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Fu et al., 1997; Lubzens et al., 1997). 본 실험에서도 5~20

psu의 기수역 염분에서 성장이 25 및 30 psu의 고염분 보다 높

게 나타나 S. kitina는 낮은 기수역의 염분으로 배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염분별 개체배양 실험에서 neonate가 성숙하여 포란하기

전까지의 생식 전 단계는 염분이 낮을수록 단축되는 경향을 보

여 5 psu에서 가장 단시간에 포란을 하였다. 또한 순 생식 단

계, 산란수 및 수명도 염분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

여 Oltra and Todol (1997) 및 Bosque et al. (2001)의 연구 자

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이들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25 psu, 20oC의 조건하에서 S. littoralis 및 S. cecilia

valentina 종들의 수명과 산란수는 각각 3.8~7.3일, 6.1~9.2개체

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는데 같은 환경조건의 본 실험에서는

각각 5.1일, 4.8개체로 나타나 이들 종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실험에서의 먹이량은 개체 당

T. suecica를 3×103 cells로 공급한 반면 S. cecilia valentina 및

S. littoralis의 실험에서는 개체 당 1.5~15×104 cells로 공급되어

먹이량에 따른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Schimid-Araya

(1991)의 보고에서도 B. plicatilis 및 Encentrum linnhei에게 먹

이량에 따른 개체배양을 행한 결과, 먹이량이 많아질수록 산란

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먹이량이 산란수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염분별 개체 및 밀집배양에서 S. kitina의 성장은 낮은 염

분인 5 psu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염분이 높아질수록 이들

의 염분에 대한 내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성장의 저하로

나타났다. 이는 곧 자연해수에서 사육되는 자어에게 공급될 경

우 이들의 활력이 저하되어 자어가 잘 섭취하지 못하는 문제점

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염분변

화에 따른 이들의 순치적응에 대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온은 B. plicatilis 및 B. rotundiformis의 성장과 생식에 많

은 영향을 미친다(Galkovskaya, 1987). Park (1998)의 자료에

의하면 B. plicatilis의 최적 성장은 20~25oC이며 B. rotundiformis

는 30oC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Kang et al. (1997)에 의하면 B.

calyciflorus의 대량배양을 위한 최적 성장 수온은 22~25oC이며

수온이 높아질수록 성장은 오히려 저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Table 2. The developmental phases, offsprings and lifespans of Synchaeta kitina Gyeongpoho strain cultured with Tetraselmis suecica at
the different salinities*

Salinity (psu)
Pre-reproductive 

phase (hour)
Reproductive 
phase (day)

Post-reproductive 
phase (hour)

Number of 
offsprings (inds.)

Lifespan (day)

5 18.2±.20a 3.9±0.21d 28.9±2.57a  13.4±0.75d 5.9±0.25c

10 19.4±0.20b 3.2±0.19c 30.5±3.06a  9.0±0.66c 5.3±0.20b

15 20.5±0.29c 3.2±0.18c 24.0±2.23a  7.3±0.89c 5.1±0.18b

20 22.2±0.24d 3.4±0.17c 22.9±2.60a  7.7±0.43c 5.3±0.16b

25 25.6±0.20e 2.6±0.14b 25.5±2.17a  5.1±0.44b 4.8±0.16b

30 26.3±0.15f 1.6±0.13a 27.4±2.88a  3.0±0.29a 3.9±0.11a

*Values (Mean±SE)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Maximum density, fecundity and specific growth rate of Synchaeta kitina Gyeongpoho strain cultured at the different
temperatures*

Temperature (oC)  Maximum density (inds./mL)  Fecundity (%) Specific growth rate (r)

16  492.8±10.40e  17.8±0.65c 0.846±0.0340c

20  392.2±40.30d  15.2±0.89bc 1.187±0.0204d

24  259.2±43.74c  12.4±0.57ab 1.372±0.0430e

28  72.0±17.26b  17.4±3.27bc 0.503±0.0146b

32  10.0±0.00a  10.0±0.00a 0.000±0.0000a

*Values (Mean±SE)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The developmental phases, number of offsprings and lifespans of Synchaeta kitina Gyeongpoho strain cultured with Tetraselmis
suecica at the different temperatures*

 Temperature (oC)
Pre-reproductive 

phase (hour)
Reproductive phase 

(day)
Post-reproductive 

phase (hour)
Offspring (ind.) Lifespan (day)

16 23.3±0.20e 3.6±0.15d 23.2±1.98b 9.2±0.61c 5.5±0.13e

20 20.8±0.19d 2.6±0.31c 28.2±4.10b 7.6±1.05c 4.7±0.29d

24 17.8±0.13c 1.8±0.13c 28.3±2.01b 4.4±0.42b 3.7±0.15c

28 15.3±1.18b 0.9±0.07b 20.0±2.39b 0.8±0.20a 2.2±0.10b

32  0.0±0.00a 0.0±0.00a  0.0±0.00a 0.0±0.00a 0.0±0.00a

*Values (Mean±SE)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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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o-Martinez and Dodson (1992)은 수온이 높아질수록 B.

calyciflorus의 증식률이 높게 나타나 30oC에서 가장 높은 증식

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수온별 밀집배양 실험에서는

배양기간이 경과될수록 저온인 16oC에서 성장이 높았던 반면

28 및 32oC의 고수온에서는 성장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경

향을 보여 Kang et al. (199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

났다. 한편 본 밀집배양 실험에 있어 수온이 높아질수록 최고밀

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수온이 높아질수록 rotifer 증식에 악영

향을 미치는 용존산소 및 이온화되지 않은 암모니아 농도(NH3-

N)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chlter and Groeneweg,

1985; Yu and Hirayama, 1986; Yoshimura et al., 1994). 따라서

앞으로 배양수 내의 용존산소 및 NH3-N 등과 같은 화학적 요

인들에 의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수온별 개체배양에서 neonate가 성숙하여 포란하기 전까

지인 생식 전 단계와 순 생식 단계는 수온이 높아질수록 단축

되는 경향을 보여 여러 연구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wass and Kestemont, 1992; Oltra and Todol, 1997; Bosque

et al., 2001). 이러한 이유로는 수온에 따른 신진대사율의 차이

가 rotifer의 성장과 생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Miracle

and Serra, 1989). 한편 Bosque et al. (2001)의 연구에 의하면

20 psu의 염분 조건하에서 S. littoralis의 산란수와 수명은 25oC

(4.4~4.7일, 7.0~7.8개체)보다 20oC (6.3~7.3일, 8.5~9.1개체)에

서 높았으며, Oltra and Todol (1997)의 S. cecilia valentina도

24oC (3.2~4.7일, 2.1~6.2개체)에 비해 20oC (4.0~5.3일, 5.6~7.9

개체)에서 보다 높은 값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저

온일수록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여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비슷한 환경에서 실험한 본 연구의 산

란수와 수명은 S. cecilia valentina 및 S. littoralis 종에 비해 다

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기 서로 다른 종의 생리적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Oltra and Todol, 1997; Bosque et al.,

2001). 해수산 rotifer Brachionus 속에는 피갑장의 크기가 서로

다른 B. plicatilis와 B. rotundiformis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는

데(Fukusho and Okauchi, 1982; 1983), 이들은 각기 다른 종으

로 수온에 대한 서로 다른 생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

다(Gmez et al., 1995). 본 실험에 사용된 S. kitina도 S. littoralis

및 S. cecilia valentina와 전혀 다른 종으로서 수온에 대한 생

리적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온에 따른 밀집 및 개체배양 실험에서 수온이 낮을수

록 성장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초소형 rotifer

S. kitina의 대량배양을 위한 수온은 최고밀도, 생식기간, 수명

및 산란수가 가장 높았던 16oC가 최적 수온이라 판단되며, 앞으

로 냉수성 어종들의 먹이생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6oC 이하

수온에서의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초소형 rotifer S. kitina의 대량배양

에 있어 가장 안정적인 최적 염분 및 수온 조건은 저염, 저온인

5 psu, 16oC이라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입이 작은 어류들의 초기 먹이생물로 이용 가능성

이 있는 초소형 rotifer Synchaeta kitina의 대량배양을 위한 최

적 염분 및 수온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 kitina를 대

상으로 6개(5, 10, 15, 20, 25 및 30 psu)의 염분구와 5개(16,

20, 24, 28 및 32oC)의 수온구를 두어 이들의 성장을 비교해 보

았다. 이 때 모든 실험은 밀집 및 개체배양으로 나누어 행하였다.

염분 및 수온에 따른 실험결과, 밀집배양 시 최고밀도는 저

온, 저염분 일 때 높은 경향을 5 psu, 16oC에서 유의적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체배양을 통한 생식 전 단계, 순 생

식 단계, 산란수 및 수명 등의 성장요인들도 저온, 저염분 일수

록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초소형 rotifer S. kitina의 대량배양을 위한 최적 염분

및 수온 조건은 밀집배양 시 최고밀도를 보이고, 개체배양 시

생식, 평균수명과 같은 성장요인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5

psu, 16oC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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