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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퍼 Brachionus rotundiformis (rotifer) 배양수조에서 관찰되는 

섬모충 Euplotes (Ciliate, Protozoa)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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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co-existing organism Euplotes (Ciliate, Protozoa) well often observed in the rotifer mass culture tank

of marine fish larval rearing stations. Ciliate protozoa (Euplotes) competed to condensed food (micoralgae, Nan-

nochloropsis oculata) with rotifer (Brachionus rotundiformis). As results, rotifer density was rapidly decrease, and

what is more, the rotifer was wiped out by dominant bacteria species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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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산어의 종묘생산과정에서 부화된 자어의 초기 동물먹이생

물로서 로티퍼의 필요성은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해산어

종묘생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티퍼의 안

정적인 대량배양 기술 확립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한편 로티

퍼의 대량배양과정에서는 혼재생물로서 원생동물 섬모충의 한

종인 Euplotes가 자주 관찰되는데, 로티퍼 대량배양수조에서

Euplotes가 갑자기 높은 밀도로 증식한 경우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로티퍼의 갑작스런 밀도 급감 또는 전멸 현상이 자주 관

찰된다. 한편 Euplotes는 연안생태계에서 detritus와 같은 생물

및 비생물 유래의 고형물을 먹이로 이용하는 식성(Maeda, 1985)

을 가지는 대표적인 섬모충의 한 종류로서 특히 로티퍼의 먹이

로서 원심분리기로 농축하거나 냉동 보관한 미세조류를 로티퍼

의 먹이로 첨가한 경우 혼재생물 Euplotes의 증식은 더욱 뚜렷

해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로티퍼의 배양수조에서 관찰되는 박테리아는 로티퍼의

배양밀도 급감 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는 박

테리아가 단순하게 로티퍼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우보다는 로티

퍼의 배양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로티퍼, 원생

동물, 미세조류 등)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반되

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로티퍼의 배양밀도가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Hirata et al., 1982; Ogawa, 1977).

이와 같은 현상은 해산어의 종묘생산 시설에서 관리하는 로티

퍼 배양수조에서만 발생하는 사실이 아니고 해양이나 호수와 같

은 수서미소생태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가능한 현상이다(Anja,

1997; Graham, 1991; Pace and Orcutt, 1981) 

이 연구에서는 로티퍼의 대량배양과정에서 혼재생물로서 자

주 관찰되는 원생동물 섬모충의 한 종인 Euplotes가 해산어의

종묘생산 과정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로티퍼 종인 Brachionus

rotundiformis의 안정배양을 어떻게 저해하는지를 관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로티퍼 B. rotundiformis와 섬모충 Euplotes는 해산어류 종묘

생산 현장의 로티퍼 대량배양수조에서 직접 분리하여 250 mL

크기의 멸균 처리한 유리병을 배양용기로 이용하여 단일종 스

트레인 배양하였다. 한편 단일종 배양된 B. rotundiformis와*Corresponding author: jungmin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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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lotes는 광학현미경하에서 외부형태를 기준으로 종 수준까

지 동정하였다(Carey, 1992; Dehority, 1993; 前田, 1987). 

우선 Euplotes와 B. rotundiformis의 종간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두 종을 각각 단일종 배양한 경우와 두 종을 혼합 배양하

면서 각각 실험생물(로티퍼와 섬모충)의 증식에는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종간 관계 실험은 50 mL의 비이커를 사용하여 수온 25℃, 자

연해수를 여과 멸균 처리한 40 mL의 배양수에 20 개체의 B.

rotundiformis와 5 개체의 Euplotes를 실험을 시작할 때 단일종

또는 두 종을 혼합 수용하고 3반복하였으며 먹이로는 순수 배

양된 활력이 높은 미세조류(Nannochloropsis oculata)를 첨가하

면서 16일 동안 배양하고 2일 간격으로 전 개체 수를 계수하였다.

미세조류(N. oculata)의 배양은 Erd-Schreiber(EV) 개선배지

(Hagiwara et al., 1994)를 사용하였으며 순수 배양된 활력이 높

은 미세조류(N. oculata)를 첨가하였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배양한 N. oculata를 원심분리 후 냉동보관하면서 Live 상태의

활력이 높은 N. oculata 첨가 실험구와 원심분리(3,000 rpm/min,

10분) 후 냉동보관(-20oC 급속 동결) 과정에서 활력이 저하된

상태의 N. oculata를 먹이로 첨가하면서 Euplotes의 증식을 관

찰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N. oculata의 냉동보관 기간은 1개월

전후였다. 그리고 2일 간격으로 먹이로 첨가한 N. oculata의 남

은 세포수를 계수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배양조건하에서 먹이

를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자연해수만의 조건에서 Euplotes는

어떻게 증식하는지도 관찰하였다.

그리고 로티퍼의 대량배양수조에서 관찰되는 박테리아가 B.

rotundiformis와 Euplotes의 증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B. rotundiformis의 증식이 높은 시기와

Euplotes의 증식이 높은 시기에 배양수중의 박테리아를 분리하

였다. 박테리아의 분리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양 박테리

아의 분리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배지는 marine agar

2216E 개선배지를 사용하였다(Zobell, 1963). 그리고 분리한 박

테리아가 B. rotundiformis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분리된 박테리아가 로티퍼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

는 실험은 50 mL의 비이커를 사용하여 수온 25oC, 자연해수를

여과 멸균 처리한 40 mL의 배양수에 20 개체씩의 B. rotun-

diformis를 수용하고 N. oculata를 먹이로 첨가하면서 배양수조

에서 B. rotundiformis의 증식이 높은 시기와 Euplotes의 증식

이 높은 시기에 분리된 두 그룹의 박테리아 혼합주를 실험개시

시 1회 첨가하였다. 실험구간의 결과는 student-t test로 유의성

을 검정하였다.

결 과

로티퍼의 배양과정에서 관찰되는 대표적 혼재생물인 Euplotes

가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로티퍼 B. rotundiformis의 증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배양수조내에서 관찰되는 섬모충 Euplotes

는 어떠한 방법으로 생존과 증식을 유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실시된 두 종간의 종간관계와 일련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티퍼 대량배양수조에서 분리 후 단일종 배양된 Euplotes는

분류 결과 Euplotes cf. avana로 동정되었다. 한편 실험기간 중

배양수조에서 분리된 박테리아는 모두 117주이며 그 중에서 B.

rotundiformis가 안정적이고 양호한 증식을 보일 때 15주가 분

리되었고 Euplotes가 급격하게 증식하면서 로티퍼의 증식은 크

게 감소될 때 16주의 박테리아를 분리하였다. 

두 종간의 종간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연구 결과, B.

rotundiformis와 Euplotes의 증식은 각각을 단일종 배양한 결과

에 비교하여 Euplotes를 혼재생물로 첨가하여 혼합배양한 경우,

로티퍼, B. rotundiformis의 증식은 크게 억제되었으나(Fig. 1,

P<0.05), Euplotes의 증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Fig. 2, P<0.05). 

Fig.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로티퍼만을 단일종 배양한 경우에

는 실험 개시 시 수용한 20 개체/40 mL의 로티퍼가 매우 안정

적으로 증식하여 실험 종료일인 배양 개시 후 16일째에 1,298±112

개체/40 mL로 증식하였다. 그러나 B. rotundiformis의 배양수조

에 혼재생물로서 Euplotes가 첨가된 경우에는 배양 개시 후 8

일째부터 로티퍼의 증식은 정체되기 시작하고 실험 종료일인

Fig. 1. Growth of rotifer Brachionus rotundiformis in the single cul-

ture (black circles) and mixed culture with Ciliate Euplotes (white

circles).

Fig. 2. Growth of Ciliate Euplotes in the single culture (black cir-

cles) and mixed culture with rotifer Brachionus rotundiformis (white

cir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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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째에는 로티퍼 단일종 배양에 비교하여 매우 뚜렷한 개체

수 감소가 관찰되었는데 실험 개시 후 8일째부터 현격한 증식

억제 현상이 관찰되어 실험 종료일인 16일째 B. rotundiformis

의 개체 수는 869±155 개체/40 mL에 불과하였다. 

한편 Fig. 2에 나타낸 결과와 같이 Euplotes의 경우에는 실

험개시 시 수용한 5 개체/40 mL의 배양밀도는 Euplotes를 단일

종 배양한 경우 16일째에 13,993±241 개체/40 mL가 관찰되어

매우 폭발적인 증식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Euplotes를 B.

rotundiformis와 혼합 배양한 경우에도 12,700±1,135 개체/40 mL

까지 증식하여 Euplotes의 단일종 배양과 비교하여도 그 증식

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산어 종묘생산시설에서 자어의 초기 동물 먹이생물로 이용

되고 있는 로티퍼의 대량배양을 위하여 먹이로 이용되는 미세

조류의 상태에 따른 Euplotes의 증식 상태를 관찰한 연구 결과,

생리활성이 높아 매우 증식력이 좋고 건강한 미세조류(N. oculata)

를 먹이로 Euplotes의 배양수조에 첨가한 실험구에서 실험 개

시 시 5 개체/40 mL이었던 Euplotes는 배양 기간 중 지속적으

로 증식하여 실험종료일인 16일째에는 2,964±263 개체/40 mL

로 증식하여 실험을 시작할 때 첨가한 배양밀도(5 개체/40 mL)

에 비교하면 약 600배의 증식이 관찰되었다. 한편, 앞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활력이 좋았던 N. oculata를 원심분리기로 농축

후 냉동보관하면서 활성을 저하시킨 후 Euplotes의 먹이로 첨

가한 실험구에서는 보다 뚜렷하고 빠른 Euplotes의 증식이 관

찰되었는데 실험 개시 시 5 개체/40 mL이었던 Euplotes는 실험

개시 후 2일째에 80±10 개체/40 mL로 증가하고 실험 개시 후

4일째에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배의 급속한

증식이 관찰되어 개체 수는 1,009±148 개체/40 mL로 증식하였

고, 실험 개시 후 8일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활성이 좋은 미세

조류를 먹이로 첨가한 비교구와 뚜렷하게 증식 차이를 나타내

었고(Fig. 3, P<0.05) 실험 개시 후 16일째에는 13,993±241 개

체/40 mL로 매우 빠르게 증식하여 실험 개시 시 접종밀도와 비

교하면 약 2,800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증식이 관찰되었다(Fig. 3)

Euplotes의 먹이로 배양수조에 2일 간격으로 7×105 cells/mL

의 농도로 첨가된 활력이 높은 live 상태와 농축과 냉동보관과

정을 거치면서 활력이 크게 저하된 N. oculata가 먹이로서 이

용된 후 잔존 밀도를 측정한 결과, 활성이 높은 live 상태의 N.

oculata를 첨가한 실험구에서는 첨가한 먹이가 거의 이용되지

않고 누적된 반면에 농축 후 냉동 보관된 N. oculata를 먹이로

첨가한 실험구에서는 배양개시 후 6일째 이후부터 먹이로 첨가

한 N. oculata를 Euplotes가 전부 이용하면서 배양수조내에서

남는 먹이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Fig. 4, P<0.05).

한편 여과 멸균처리하지 않은 자연해수만을 첨가한 상태에

서도 Euplotes의 양호한 증식이 관찰되었다. 실험 개시 시 5 개

체씩 3반복 수용한 Euplotes는 2일째부터 85±66 개체/40 mL의

증식이 관찰되었으며 16일간의 배양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증식

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3반복 구간에 편차가 매우 커 실험 종

료일인 배양 개시 후 16일째에 가장 높은 증식을 보인 실험구

가 1,747 개체/40 mL 이었으나 가장 낮은 증식을 보인 실험구

에서는 271 개체/40 mL에 불과하였다(Fig. 5). 

그리고 B. rotundiformis가 비교적 양호한 증식을 보인 시기

와 Euplotes의 급격한 개체 수 증가와 함께 로티퍼의 증식이 크

게 둔화된 두 시기에 분리된 박테리아가 해산어 종묘생산과정

에서 초기 동물 먹이생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B. rotundiformis

의 증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티

퍼의 증식이 양호할 때와 억제되었을 때 각각 분리된 박테리아

혼합주를 배양수조에 첨가한 결과, B. rotundiformis의 증식이

Fig. 3. Growth of Ciliate Euplotes under two types microalgae food

add condition, high activity live cells (black circles) and concen-

trated low activity cells (white circles).

Fig. 4. Remaining cell numbers under two types microalgae food

condition, add to lived cells (black bars) and concentrated cells

(white bars).

Fig. 5. Growth of Ciliate Euplotes under no fee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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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할 때 분리된 박테리아 혼합주 첨가구에서는 실험 개시 시

20 개체씩 수용한 3반복구의 로티퍼 증식은 20일 이후부터 1,000

개체/40 mL 전후의 매우 안정적인 증식이 관찰되었지만 B.

rotundiformis의 증식이 크게 둔화된 시기에 분리된 박테리아 혼

합주를 첨가한 경우의 B. rotundiformis는 배양개시 후 3일째에

219 개체/40 mL, 6일째에 203 개체/40 mL와 313 개체/40 mL

의 최고밀도를 보인 후 급격하게 증식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

여 결국 배양 개시 후 11일째, 10일째 그리고 12일째 모두 폐

사하였다(Fig. 6). 

이상의 연구 결과, 로티퍼의 대량 배양수조에서 혼재생물로

관찰되는 Euplotes는 로티퍼의 먹이로 첨가한 미세조류의 활성

에 따라 그 증식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원심분리 또는 냉장

(냉동) 보관을 통하여 활성이 낮아진 미세조류가 로티퍼의 먹이

로 첨가된 경우에는 로티퍼 보다 Euplotes가 더 적극적으로 미

세조류를 먹이로 이용하면서 로티퍼와의 먹이경쟁관계에서 우

위를 차지하고 로티퍼의 밀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왕성하게 증식한 Euplotes는 로티퍼 배양수

조내에서 박테리아의 조성을 변화시키며 변화된 박테리아 조성

은 배양을 목적으로 하였던 B. rotundiformis의 배양밀도를 또

다시 크게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해산어의 종묘생산 현장에서 초기 동물 먹이생물로 널리 이

용되고 있는 2종의 로티퍼, B. rotundifromis(S와 SS형 로티퍼)

와 B. plicatilis(L형 로티퍼)는 대량 배양기술 개발에 대해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로티퍼의 안정배양에 대한 연구는 매

우 적다. 특히 먹이생물로 이용하고자 하는 바로 그 날, 갑작스

럽게 감소되는 현상은 로티퍼의 일반 배양법이나 고밀도 배양

법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때 로티퍼의

급감 또는 전멸 현상이 관찰된 로티퍼 대량 배양수를 현미경으

로 관찰하면 다양한 원생동물이 관찰된다. 이들 원생동물을 Jung

et al. (1997)은 혼재생물이라고 칭하면서 혼재생물로 관찰되는

원생동물은 로티퍼의 대량배양과 안정배양에 매우 다양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중에서도 로티퍼의 대량배양과정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혼재생물인 Euplotes와 같은 섬모충은 미세조류, 박테리아,

detritus와 같이 수중에 존재하는 현탁 입자를 주로 먹고 산다

(Sugita et al., 1986). 특히 대부분의 해양성 원생동물 그 중에

서도 섬모충류는 수중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덩어리도 먹이원으

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일종의 세균을 먹이로 첨

가한 경우보다는 여러 종류의 세균을 혼합하여 먹이로 첨가한

경우 섬모충의 증식은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eda, 1985). 

수서생태계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 구조를 하고 있으며 생물

학적 요인과 비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단순 관계와 복잡다단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박테리아와 원생동물 등이

주체가 되는 수서미소생태계는 더욱 해석이 어려운 생태계이다

(Odum, 1969). 한편, 해양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종류가 다양

한 것처럼 먹이로 이용되는 미생물(박테리아)과 원생동물과의

종간관계도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해산어

의 인공종묘생산과정에서 초기 동물 먹이생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로티퍼의 대량배양수조를 관찰 가능한 미소생태계

(microcosm)로 정의하고 그 생태계 속에서 자주 관찰되는 섬모

충의 한 종인 Euplotes가 동일 미소생태계내에 존재하는 박테

리아와 어떠한 종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섬모충의 증식과 함께 미소생태계내 박테리아의 구성종

이 변화되었으며 섬모충이 높은 증식을 보일 때 분리된 박테리

아 혼합주는 섬모충(Euplotes)과 먹이 경쟁 관계에 있는 로티퍼

(rotifer)의 증식을 크게 억제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Euplotes의 먹이로서 대표적인 해양세균

인 Pseudomonas와 Vibrio를 먹이로 첨가한 경우 Pseudomonas

첨가구에서 보다는 Vibrio 첨가구에서 더 높은 Euplotes의 증식

이 관찰되었으며(Sugita et al., 1986), 먹이생물로 널리 이용되

는 로티퍼(rotifer)의 경우 배양수조내에서 Vitamin B12를 만드

는 것으로 알려진 Pseudomonas가 우점할때는 양호한 증식(Yu

et al., 1988)을 보이는 반면, 생물에게 노출되었을 때 치사율이

매우 높은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과 같은 독성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Vibrio (Do et al., 1996)가 배양수조에서 우점종

이 될 경우에는 로티퍼의 증식이 크게 억제되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Yu et al., 1990). 아울러 Pseudomonas와 같은 색소생성

박테리아가 만드는 색소는 일반적으로 원생동물의 증식을 크게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urd, 1977). 그리고 유용 수산

생물의 한 종인 꽃게의 인공종묘생산과정에서도 유생 사육수조

에서 관찰되는 혼재생물로서 원생동물(편모조와 섬모충)과 박

테리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꽃게 유생의 생존과 성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Maeda, 1994).

결국 이 연구에서 로티퍼의 증식이 양호하면서 아직 Euplotes

Fig. 6. Growth of rotifer Brachionus rotundiformis under add to iso-

lated two types bacteria in the culture tank. Which is rotifer density

increase time (white color three plots) and rotifer density decrease

with Euplotes rapid growth time (Black color three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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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게 증식하지 못한 시기에 분리된 박테리아는 Pseudomonas

와 같은 역할을 하며 반대로 Euplotes가 대증식을 하면서 로티

퍼의 증식이 크게 억제된 시기에 출현한 박테리아는 Vibrio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원생동물 섬모충류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100 µm 이하로 해

산어의 종묘생산 과정에서 초기 동물 먹이생물로 이용되고 있

는 SS(Super Small)형 로티퍼(150 µm 전후)로 불리는 B.

rotundiformis보다도 크기가 작아 일부 연구자들은 로티퍼로 해

결할 수 없는 입이 작은 해산어의 초기 자어에 대한 먹이생물

로서 이용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특히 Euplotes의 경우에는 로

티퍼의 대량 배양수조에서 매우 쉽게 관찰, 분리가 가능하고 배

양도 비교적 간단하여 초기 먹이생물로서 한 때 기대가 높았다

(Sugita et al., 1986). 그러나 먹이로 Euplotes를 해산어 초기 자

어에게 첨가하여도 거의 섭이하지 않으며(平野와 大島, 1963)

오히려 짧은 기간내에 사육수조에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량 증식하며 이 때 실험에 이용된 자어는 거의 전멸하였다. 

요 약

원생동물 섬모충의 한 종인 Euplotes는 해산어 종묘생산시설

의 로티퍼 대량배양수조에서 혼재생물로서 매우 자주 관찰된다.

그들은 로티퍼에게 먹이로 첨가되는 농축 상태의 먹이(미세조

류)를 중간에서 가로채어 빠른 속도로 증식하면서 로티퍼의 증

식을 방해한다. 더불어 이때 형성된 배양수조내의 세균상은 로

티퍼의 전멸을 초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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