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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changes in growth, digestive enzymes activities, nucleic acids contents and RNA/DNA ratio

of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larvae (C for Paracyclopina nana, A for Artemia, and M for Mix of C and A)

for 14 to 28 DAH. Body length of flounder larvae showed the best in the C trial at 28 DAH. The change of nucleic

acids contents showed faster in C and M trials than A trial. And RNA/DNA ratio showed the significantly faster

changes in C trial than A trial. High metamorphosis rates were also observed in C and M trial. α-amylase activities

increased gradually up to 28 DAH in all trials. Total alkaline protease (TAP) activities of A trial showed the highest

value to 9 mU/larvae at 26 DAH. But others trials showed lower to 5~6 mU/larva than A trial. TAP: α-amylase

activity ratio did not significantly changed to 0.025~0.053 in A trial during the experiments. But, C and M trials

tended to gradually decrease from 0.078~0.083 (initial) to 0.013~0.018 (final). Therefore, it shown the ratio grad-

ually decreased of TAP: α-amylase activity, stability of TAP activity, and rapid change of nucleic acids in trials

grown positively. Thus, because P. nana could continuously supply the optimal nutrients for flounder larvae, we

suggested the supplement of the copepod to an efficient feed of the flounder larvae.

Keywords: Paralichthys olivaceus larvae, Paracyclopina nana, Artemia, Digestive enzyme, Nucleic acids, Total

alkaline protease:α-amylase ratio

서 론

수산 양식에 있어 해산 어류 자어의 초기먹이로써 요각류의

사용은 rotifer와 Artemia nauplii를 초기먹이로 사용했을 때 보

다 자어의 성장과 생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Toledo et al.,

1999), 넙치의 비색소침착률 감소(McEvoy et al., 1998)와 어류

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증강시키는 것(Kraul et al., 1993)

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해산어류 종묘생산에서 요각류를 자어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대량배양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Støttrup and Norsker, 1997; Payne et al., 2001). 그 중에

harpacticoid 요각류, Tigriopus sp.는 이러한 목적으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반부착 저서성 요각류로 영양적으

로는 우수하지만, 어류 자어가 부유생물을 섭취하는 특성을 갖

고 있어서 먹이 섭취가 용이하지 않음으로 종묘생산 시 여러 문

제점 들을 갖고 있다(Park et al., 1998). 그리고 부유성 요각류

는 calanoid와 cyclopoid에 속하는 것들로 calanoid 요각류는 크

기가 크고 주로 육식성 식성을 갖기 때문에 배양과 먹이로 공

급함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cyclopoid

요각류의 일부는 부유 특성을 가지며, 식물플랑크톤을 섭식하

는 초식성 요각류들이 많이 있다. Cyclopoid 요각류 중 Su et

al. (1997)은 Apocyclops royi의 이용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기

수산 cyclopoid 요각류인 P. nana는 우리나라의 기수지역에서

흔히 출현하는 종으로 부유성이며 배양밀도도 비교적 높기 때

문에 해산어와 갑각류의 먹이생물로써 충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Lee, 2004), Lee (2004)는 A. royi보다 Paracyclopina

nana의 가능성을 보다 높이 평가 할 뿐만 아니라, 소형 먹이생*Corresponding author: onamkwon@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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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이용할 수 있는 nauplii의 생산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먹이를 섭취한 어류는 먹이의 량과 질에 따

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먹이의 양과 영양조건에

따라 소화효소 활성이 변화한다(Benitez and Tiro, 1982; Alarcón

et al., 1998).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먹이를 공급받았을 경우

TAP 활성/ α-amylase 활성 비와 같은 지수가 변화하며(Hidalgo

et al., 1999), 이들의 건강상태는 RNA/DNA ratio의 비교를 통

해 평가되기도 한다(Buckley, 1979; Nakano and Shirahata,

1988; Kimura et al., 2000; Fukuda et al., 2001).

따라서 Lee (2004)에서 보고 하였듯이 본 연구는 부유성

cyclopoid 요각류 중 개체 배양밀도가 높은 종인 P. nana 성체

의 먹이생물로써의 우수성을 넙치 자어의 핵산 함량과 소화효

소적 반응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한 넙치는 강원도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수산

Chlorella와 영양강화제(Rotiselco®, Belgium)로 영양강화 시킨

rotifer를 공급하여 사육한 부화 후 14일된 자어이다. 실험은 사

육 수조 내 골고루 분포하는 P. nana와 표층에 주로 분포하는

Artemia nauplii의 특징을 고려하여, P. nana만 공급한 구(C), P.

nana와 Artemia nauplii를 1:1로 공급한 실험구(M) 및 Artemia

nauplii 만 공급한 실험구(A)로 나눠서 실시하였다. 부화 14일

된 넙치 자어는 25 L 사육 수조(배양수 10 L)에 130마리씩 수

용하여 3회 반복 실험하였다. 사육수는 18~19oC를 유지하였으

며, 먹이는 P. nana의 nauplii를 제거한 미성체 이상의 개체 및

Artemia nauplii를 5~10 개체/mL를 유지하기 위해 1일 1회 먹

이 잔존량을 조사하고 공급하였다. 2일마다 무작위로 5 마리씩

을 취하여 전장과 건조중량을 측정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실험

시작 후 2일째부터 2일 간격으로 각각의 수조에서 15 마리의

자어를 3차 증류수로 세척 후 분석 시까지 -80oC에 보관하였다.

이 냉동시료는 1,800 rpm에서 1분간 균질화하여 원심 분리 전

핵산 분석을 위해 1 mL씩 나누어서 담았으며, 소화효소 활성

분석을 위해 나머지 균질액을 6,000 rpm에서 30 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조효소액으로 사용하였다. 

핵산 분석은 Fukuda et al. (198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소화효소 활성 분석에서 α-amylase 활성은 soluble starch를 기

질로 이용한 Somogyi-Nelson 방법(Somogyi, 1952)을 이용하

였으며, total alkaline protease (이하 TAP) 활성은 Kunitz (1947)

의 casein 가수분해법을 따랐다. 그리고 RNA/DNA 비와 TAP/

α-amylase 활성 비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는 One-way ANOVA test를 실시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uncan, 1955)로 처리한 후 평균간의 유의

성(P<0.05)을 SPSS program (Ver., 12.0)으로 검정하였으며,

TAP/α-amylase ratio는 Excel program (Ver., 12.0.4518.1014)

을 이용하여 직선회귀방적식(P<0.05)으로 나타내었다. 

결 과

넙치 자어의 전장은 부화 28일째, C 실험구가 16.0±1.11 mm

로 가장 크게 조사되었으나(P<0.05), M 실험구와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P>0.05). 그리고 A 실험구에서 13.7±0.50 mm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P<005) (Table 1). 건조중량은 24일까

지 각 실험구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6일부터 C 실험구

와 A 실험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P<0.05).

부화 28일째 C 실험구와 M 실험구가 각각 4.9±0.79 mg/larva,

4.9±0.52 mg/larva로 A 실험구의 3.4±0.23 mg/larva보다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사육된 넙치 자어의 개체당과 건조중량당 핵산 및 RNA/DNA

ratio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개체당 RNA 함량에서 C와 M

실험구는 24일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A 실험구는 24

일 이후 증가하지 않았다. 자어당 DNA 함량은 꾸준히 증가하

여 C, M 및 A 실험구는 각각 4.13±0.045, 3.14±0.079 및

1.82±0.048 ug/larva의 함량을 보였다. 특히, C 실험구에서 자

어당 DNA 함량의 증가는 빨랐다. 실험 시작 후 18일에 모든

실험구에서 건조중량 당 RNA 함량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C와

M 실험구에서는 24일에 감소하였으며, A 실험구는 보다 늦은

26일에 감소하였다. 그러나 C와 M 실험구는 실험 종료시인 28

일에 증가 양상을 보였다. 건조중량 당 DNA 함량은 C와 M 실

Table 1. The somatic growth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larvae reared with the different diets1

Length Day After Hatching

16 18 20 22 24 26 28

C 10.1±0.13 11.3±0.18b 12.2±0.08b 12.5±0.13b 13.3±0.21b 14.1±0.27b 16.0±1.11b

M 10.0±0.33 11.3±0.09b 12.0±0.08b 12.5±0.14b 13.2±0.24 13.8±0.09ab 14.9±0.35b

A 10.0±0.19 10.8±0.05a 11.5±0.32a 11.7±0.58a 13.0±0.12 13.1±0.27a 13.7±0.50a

Weight

C 0.9±0.03 1.0±0.04 1.4±0.06 2.0±0.22 2.6±0.10 3.4±0.56b 4.9±0.79b 

M 0.9±0.15 1.0±0.10 1.3±0.19 2.0±0.08 2.3±0.19 3.2±0.16ab 4.9±0.52b 

A 0.8±0.05 1.1±0.07 1.5±0.27 1.9±0.22 2.5±0.28 2.6±0.16a 3.4±0.23a 
1Values (mean±s.d. of triplication)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 M and
A indicate P. nana, Mix and Artemi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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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구는 22일까지, A 실험구는 24일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이후 상승하는 경향은 건조중량 당 RNA 함량의 경향과

같았다. 그리고 이들의 RNA/DNA ratio는 24일까지 C 실험구,

26일까지 M과 A 실험구에서 증가하였으며 이후 각각 감소하

여 시기적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A 실험구는 M 실험구

보다 이 비의 상승폭도 적었으며 감소의 폭 또한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 종료 시 넙치자어의 생존율, 비색소침착률 및 변태율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생존률은 모든 실험구에서 55.1~62.3%

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비색소침착률은 C

실험구에서 가장 낮은 3.2%로 나타났으며, A 실험구에서 18.2%

로 가장 높은 비색소침착률을 보였다(P<0.05). 변태율은 C 실

험구에서 86.7%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M 실험

구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그리고 A 실험구는 M

실험구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65.2%로 가장 낮았다

(P<0.05).

넙치의 먹이종류별 α-amylase 활성은 초기 0.05~0.08 U/larva

의 활성을 보였다(Fig. 1). A 실험구에서 부화 후 22일째 0.24

U/larva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실험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또한 모든 실험구에 있어서 꾸준히 증

가하여 실험종료 시인 부화 후 28일째 0.34~0.44 U/larva의 활

성을 보였다. TAP 활성은 실험시작 2일째 4.39 mU/larva의 활

성을 보였다. 이 후 M 실험구에서 부화 후 18일째 2.08 mU/

larva으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다른 실험구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모든 실험구에 있어서 부화 후 24일째까지

2.08~4.39 mU/larva 사이의 활성을 보였지만, 24일 이후에는 A

실험구에서 26일째 이후 8.63 mU/larva의 활성으로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다른 실험구에서는 4.35~6.04 mU/larva으로 낮았

다(P<0.05). 넙치 자어의 TAP/α-amylase 활성의 비에서 A 실

험구는 전 구간에 있어서 0.025~0.053으로 비의 변화는 유의적

인 변화가 없었으나(P>0.05), C와 M 실험구에 있어서는 모든

실험구에 있어서 0.078~0.083으로 시작하여 실험 종료 시에는

0.013~0.018의 범위로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P<0.05).

고 찰

종묘생산 되는 어류의 성장은 공급되는 먹이의 영양조성과

Table 2. RNA and DNA contents (µg/larva and µg/mg dry matter) and RNA/DNA ratio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larvae
cultured with the different diets1

Day After Hatching

16 18 20 22 24 26 28

RNA contents (µg/larva)

C 1.54±0.118a 2.86±0.125b 3.47±0.125a 5.61±0.163c 9.61±0.668c 10.54±0.311b 12.64±0.618c

M  1.67±0.023ab 2.40±0.078a 4.14±0.124b 4.31±0.228a 8.61±0.150b 12.18±0.154c 10.49±0.211b

A 1.22±1.063b 2.57±0.012a 4.17±0.227b 5.17±0.196b 6.68±0.148a  6.36±0.197a 6.83±0.041a

DNA contents (µg/larva)

C 0.60±0.055a 0.81±0.031b 0.86±0.008a 1.75±0.015c 2.14±0.167b 3.09±0.070c 4.13±0.045c

M 0.73±0.014b 0.78±0.015b 1.30±0.015b 1.62±0.024b 2.17±0.030b 2.53±0.232b 3.14±0.079b

A 0.58±0.013a 0.72±0.022a 0.94±0.013a 1.25±0.041a 1.56±0.006a 1.53±0.093a 1.82±0.048a

RNA contents (µg/mg Dry matter)

C 1.81±0.139b 2.73±0.119b 2.53±0.091a 2.75±0.080b 1.75±0.122a 1.54±0.045a 2.57±0.126c

M 1.87±0.026b 2.35±0.077a 3.11±0.093b 2.10±0.111a 1.78±0.031a 1.66±0.045b 2.16±0.044b

A 1.44±1.251a 2.38±0.011a 2.76±0.150a 2.71±0.103b 2.66±0.059b 1.83±0.057c 1.43±0.009a

DNA contents (µg/mg Dry matter)

C 0.71±0.065a 0.77±0.029b 0.63±0.006a 0.86±0.007c 0.39±0.030a 0.45±0.009b 0.84±0.009c

M 0.82±0.016b 0.77±0.015b 0.98±0.012b 0.79±0.012b 0.45±0.006b 0.34±0.032a 0.65±0.016b

A 0.68±0.016a 0.67±0.020a 0.62±0.008a 0.65±0.021a 0.62±0.002c 0.44±0.027b 0.38±0.010a

RNA/DNA ratio (µg/larva)

C 2.56±0.231b 3.52±0.279b 4.04±0.176b 3.20±0.083b 4.49±0.690a 3.41±0.135a 3.06±0.180a

M 2.28±0.026a 3.06±0.140a 3.18±0.071a 2.66±0.103a 3.98±0.048a 4.82±0.342c 3.34±0.148ab

A 2.12±0.200a 3.58±0.100b 4.42±0.231b 4.13±0.052c 4.28±0.107a 4.15±0.383b 3.75±0.121b

1Values (mean±s.d. of triplication)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 M and
A indicate P. nana, Mix and Artemia, respectively.

Table 3. Survival, malpigmentation and metamorphosis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larvae cultured with the different
diets1

Survival (%) Malpigmentation (%) Metamorphosis (%)

C  58.0±3.59a   3.2±1.99a 86.7±1.94b

M  62.3±3.80a   8.9±1.03b  81.4±4.43ab 

A 55.1±1.03 18.2±2.00c 65.2±3.50a

1Values (mean±s.d. of triplication)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 M
and A indicate P. nana, Mix and Artemi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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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및 먹이종류 등의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영양

학적인 측면에서 EPA와 DHA 같은 필수 HUFA의 함량과 더

불어 필수 아미노산 조성 또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Rainuzzo et al., 1997; McEvoy et al., 1998; Estevez et al.,

1999; Aragão et al,. 2004). 

이들은 장기간의 배양실험을 통해 얻어진 어류의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긴 시간의 사육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포 내 에너지 대사 과정의 인산화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alkaline phosphatase 활성은 단기간의

측정만으로도 에너지 대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Oganesian

et al., 2003). 그렇지만 미량의 효소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 많

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많은 경

우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Nucleic acid의 분석은 어체의 세포 성장을 인지질 함

량과 더불어 DNA 함량을 통해 얻어 낼 수 있으며, 단백질 합

성량은 RNA 함량을 통해 지표화할 수 있다(Kimura et al., 2000;

Fukuda et al., 2001). 또한 α-amylase와 TAP 활성은 사육 어

류의 식성 파악에 주로 이용이 되고 있지만(Hidalgo et al., 1999),

먹이의 종류와 영양적 조성에 따라 변화하는 소화효소의 특성

으로 보았을 때 이들 각각의 활성과 비의 변화를 통해 공급되

는 먹이의 적합성 평가 및 식성 판단할 수도 있다(Hidalgo et

al., 1999). 본 연구의 경우 넙치의 개체 성장에서 부화 후 24일

된 A 실험구가 다른 실험구보다 낮은 성장을 보이는 것은 변

태 단계에 있는 넙치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에 Artemia

nauplii는 부족하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을 α-amylase

활성과 TAP 활성으로 설명을 하자면, α-amylase 활성에 있어

서는 다른 실험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TAP는 부화 24

일 이후 다른 실험구와 비교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넙치 후기 자어를 위해 적합하지 않은 영양을

가진 Artemia nauplii를 섭취했기 때문이거나, 변태하여 저면 생

활로 들어가는 이들 자어에게 부유특성을 갖는 Artemia nauplii

만을 공급해서 착저한 자어가 쉽게 섭취 가능한 먹이가 적기

때문에 많은 량의 단백질을 흡수하기 위한 자어의 소화효소적

반응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화효소가 기본적으로는 연령과

먹이의 량 및 질에 밀접한 관련을 갖지만, 먹이의 량이 극히 제

한되었을 경우에는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는 Zambonino

Infante et al. (1996)의 보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은 먹이 량이 극히 제한되었을 경우 세포 원형질체

의 성숙과 관련하여 일부 펩타이드 분해효소(leu-ala peptidase)

의 활성량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TAP와 α-amylase

활성비를 보면, Artemia nauplii 공급구를 제외한 나머지 실험

구에 있어서는 α-amylase 활성의 증가와 더불어 TAP 활성량

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인해 이들 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지

만, Artemia nauplii 공급구에 있어서는 섭식 가능 먹이의 제한

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TAP 활성으로 인해 비의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RNA/DNA 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Artemia 공급구에

서 부화 18일 후부터 높게 유지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비는 단

위세포 수에 대한 단백질 합성량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지만, 성

장의 차이를 보이는 관계로 DNA의 합성량이 상대적으로 적었

던 Artemia nauplii 공급구에서는 이 비가 높게 유지되었다. 다

른 연구자들은 이 비가 높을 경우 성장이 양호하고 정상적인

발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각

기 다른 먹이를 통해 성장을 시키며 적합한 먹이 선택을 위한

Fig. 1. The enzymatic variations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

vaceus larvae cultured with the different diets. A, á-amylase activ-

ity; B, total alkaline protease activity; C, total alkaline protease: α-

amylas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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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세포 수에 비례하는 DNA 함량이 절대적으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Gwak

and Tanaka (2002)에서는 변태개시부터 후반까지 개체당 RNA

함량이 증가하다가 착저기 전후로 낮은 함량을 유지하고, 일시

안정기를 거쳐 빠른 증가 추세를 보고 하였다. 본 연구도C, M

실험구에서22일까지 개체당 RNA 함량이 증가하였고, 일시 감

소 후 실험 종료 시까지 22일 이전 보다 빠른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A 실험구는 24일까지 증가한 후 함량의 감소를 보였고,

다른 실험구와 같은 재 상승은 실험 기간에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이 보다 늦은 시기에 상승하거나 영양부족으로 상승하지

않을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

험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한 Gwak and

Tanaka (2002)는 변태중기 이후 착저기에 이르면서 DNA와

RNA함량이 감소하여 이후 안정세를 갖는데, 본 연구에서는 C,

M 실험구에서는 22일에서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A 실험구에

서는 개체당 RNA 변화와 같이 움 함량도 다른 실험구보다 늦

은 26일에 감소하였으며, 실험 종료 시 변태율 또한 A 실험구

에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를 보았을 때, 위의 논문에

서와 같이 변태 단계를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핵산 함량의 변화

에서 착저기에 갖는 핵산 함량의 변화가 C, M 실험구에서 A

실험구보다 시기적으로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소화효

소 활성을 척도로 보면, 성장이 양호한 C 실험구에서 TAP의

활성량이 성장에 따라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 정상적인 경

향인 것으로 판단되며(Martínez et al., 1999), Artemia nauplii

공급구의 24일 이후 급격한 TAP 활성의 상승으로 인한 이들의

소화효소 활성비의 경향은 정상적인 활성이 아니었다라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핵산 함량의 변화가 양적, 시기적으

로 A 공급구에서 느린 것으로도 같은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로 인해서 수조 내 넙치 자어와 Artemia nauplii의 입

체적인 위치와 같은 생태적인 측면을 배제한 조건에서, Artemia

nauplii를 먹이로 공급하는 것은 영양적으로 우수한 요각류를

공급하는 것과 비교하여 영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성장이 다른 실험구 보다 양호한

C 실험구에서 TAP 활성이 안정되고, TAP/α-amylase 활성비의

지속적인 감소, 변태율이 높고 변태시기로 인한 핵산 함량의 감

소시기가 빠르게 나타남으로 요각류인 P. nana를 공급하는 것

이 이 시기의 성장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Paracyclopina nana의 먹이생물로써의 우수성을

핵산과 소화효소 활성을 기준으로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

자어를 대상으로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실험은 P. nana 단독

구(C 실험구), Artemia nauplii 단독구(A 실험구) 그리고 혼합

구(M 실험구)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넙치 자어의 체장은 부화 28일째, P. nana 단독 공급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건조중량당 핵산 함량은 C, M 실험구에서 A

실험구보다 함량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RNA/DNA ratio는 C

실험구가 M, A 실험구보다 감소 경향이 빨랐다. 이들 자어의

생존률은 실험구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비색소침착률은 C,

M 실험구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실험 종료 시 변태율은 C 실

험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A 실험구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α-amylase 활성은 모든 실험구에서 증가하는

활성의 경향을 보였다. TAP 활성은 A 실험구에서 26일째 이후

9 mU/larva의 활성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실험구에서는

5~6 mU/larva로 증가하지 않았다. TAP/α-amylase 활성의 비에

서 A 실험구는 실험기간 동안 유의적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C,

M 실험구는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실험구들의 성장, 핵산 함량의 변태와 관련된 시

기적 증감 현상, 그리고 C, M 실험구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

는 TAP/α-amylase 활성비를 보았을 때, 넙치 자어의 가장 높

은 성장률을 볼 수 있었던 요각류인 P. nana를 공급하는 것이

이 시기의 효과적인 사육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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