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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ietary lipid sources on growth performance and body composition 
of juvenile far eastern catfish, Silurus asotus. Three replicate groups of fish (average weight 3.6 g) were 
fed with one of the following experimental diets containing 10% beef tallow (BT), 5% BT plus 5% corn 
oil (CO), 5% BT plus 5% linseed oil (LO), or 5% BT plus 5% squid liver oil (SO) as the lipid source 
for 5 week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survival among groups. The weight gain of 
fish fed the LO (high in 18:3n-3) and SO (high in n-3 highly unsaturated fatty acid) die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fish fed the CO (high in 18:2n-6) and BT diets (P<0.05). The feed efficiency 
of fish fed LO and SO die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fish fed the BT diet (P<0.05), but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fish fed the CO diet. The protein efficiency ratio of fish fed 
the SO die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fish fed the CO and BT diets (P<0.05), but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fish fed the LO diet. The 18:1n-9 of whole-body polar lipid fraction in fish fed 
the BT diet increased compared to that of fish fed the other diets. Fish fed the CO and LO diets had 
significantly higher contents of 18:2n-6 and 20:4n-6, and 18:3n-3, than the fish fed the other diets in polar 
and non-polar lipid fractions, respectively (P<0.05). Significantly higher contents of 20:5n-3 and 22:6n-3 
were observed in the whole-body polar lipid fraction of fish fed the SO diet compared with fish fed the 
other diets (P<0.05).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linseed oil and squid liver oil containing n-3 fatty 
acids are good dietary lipid sources for the growth of far eastern cat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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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류 양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사료비는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양식 경영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양식 대상종에 적합한 배
합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상 어종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
소 및 영양소별 요구량을 규명하는 연구가 가장 먼저 수행되
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양소 균형을 고려하면
서 그 어종이 이용할 수 있는 원료의 선택과 이용성을 규명하
여야 한다. 어류가 요구하는 필수영양소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으나, 이 중에서 지질은 사료의 에너지원으로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에너지가가 높아 값비싼 사료 단백질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수지방산의 공급원으로 양식어의 정상
적인 성장과 체내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영양소
이다 (Kim et al., 2002). 그러나 어류는 그들이 요구하는 필수지
방산의 종류와 양이 어종 및 수온과 같은 서식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Sargent et al., 1989).

메기목 메기과에 속하는 메기 (Silurus asotus)는 우리나라의 
전 하천과 일본, 중국 및 대만에 널리 서식하고 있는 어종이다 
(Chyung, 1996). 메기는 특히 매운탕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좋아 담수 양식종으로 가치가 높은 어종이다. 현재 국내에서
는 상업적으로 개발된 메기 배합사료들이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메기용 배합사료 개발을 위한 연구로는 대두박 이용
성에 관한 연구 (Kim et al., 2009)가 일부 수행되었을 뿐, 사료
중의 지질원 이용성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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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는 사료의 지질원이 메기 치어의 성장 및 체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실험사료

실험사료의 단백질원으로는 카제인과 클로로포름 및 메탄
올 혼합액으로 지질을 추출한 탈지 어분을 사용하였다. 사료
의 지질원으로는 1번 사료에는 우지 (beef tallow) 만을 10% 
첨가하였으며, 2, 3 및 4번 실험사료에는 5%의 우지를 첨가한 
후, 옥수수유, 아마인유 및 오징어간유를 각각 5%씩 첨가한 
총 4종류의 실험사료를 설계하였다 (Table 1). 이와 같이 설계
된 원료들을 분말형태로 잘 혼합한 후, 원료 100 g 당 물 40 
g 내외를 첨가하여 펠렛제조기로 압출 성형하였다. 제조된 
실험사료는 상온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25℃에 보관하면
서 사료공급 시 마다 사용하였다. 실험사료의 지방산 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1. Ingredients and nutrient contents of the experimental 
diets

Diets
BT CO LO SO

Ingredients (%)
 White fish meal1 40 40 40 40
 Casein 13 13 13 13
 Beef tallow 10 5 5 5
 Corn oil 5
 Linseed oil 5
 Squid liver oil 5
 Dextrin 27 27 27 27
 α-Cellulose 5.5 5.5 5.5 5.5
 Vitamin premix2 2 2 2 2
 Mineral premix3 2 2 2 2
 Choline chloride 0.5 0.5 0.5 0.5

Nutrient contents (% of dry matter basis)
 Crude protein 43.9 43.8 44.0 43.5
 Crude lipid 9.5 9.2 9.8 9.6
 Ash 6.0 6.3 6.1 6.2
1 Defatted with chloroform-methanol mixture (2:1, v/v).
2 Vitamin premix contained the following amount which were 

diluted in cellulose (g/kg premix): L-ascorbic acid, 121.2; 
DL-α-tocopheryl acetate, 18.8; thiamin hydrochloride, 2.7; 
riboflavin, 9.1; pyridoxine hydrochloride, 1.8; niacin, 36.4; 
Ca-D-pantothenate, 12.7; myo-inositol, 181.8; D-biotin, 
0.27; folic acid, 0.68; p-aminobenzoic acid, 18.2; menadione, 
1.8; retinyl acetate, 0.73; cholecalciferol, 0.003.

3 Mineral premix contained the following ingredients (g/kg 
premix): NaCl, 43.3; MgSO4·7H2O, 136.5; NaH2PO4·2H2O, 
86.9; KH2PO4, 239; CaHPO4, 135.3; Ferric citrate, 29.6; 
ZnSO4·7H2O, 21.9; Ca-lactate, 304; CuCl, 0.2; AlCl3·6H2O, 
0.15; KI, 0.15; MnSO4·H2O, 2.0; CoCl2·6H2O, 1.0.

Table 2. Fatty acids compositions (% of total fatty acids) 
of the experimental diets

Diets
Fatty acids BT CO LO SO

C14:0 2.6 1.4 1.4 3.4 
C16:0 23.8 18.6 15.2 19.2
C16:1n 3.5 1.9 1.8 6.5
C18:0 12.9 7.4 8.3 8.6
C18:1n-9 43.3 35.2 30.9 33.8
C18:2n-6 9.7 30.8 13.3 7.9
C18:3n-3 0.8 1.4 26.0 7.3 
C20:0 0.9 0.9 0.8 4.4
C20:5n-3 1.1 1.1 1.1 5.4
C22:5n-3 0.4
C22:6n-3 1.2 1.3 1.3 3.4 
SFA1 40.3 28.3 25.6 35.6
MFA2 46.8 37.1 32.7 40.2
n-3 HUFA3 2.3 2.4 2.4 9.2

1 Saturated fatty acids.
2 Monounsaturated fatty acids.
3 Highly unsaturated fatty acid (C≥20).

실험어 및 사육관리
사육실험은 순환 여과식 사육시설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어는 2주간 실험수조에 순치 시킨 후, 외형적으로 건강한 
평균체중 3.6±0.07 g 의 메기 치어를 선별하여 총 12개의 400 
L 수조에 각각 30마리씩 3반복으로 수용하여 5주간 실시하였
다. 실험사료는 1일 2회 (09:00, 17:00) 실험어가 먹을 때까지 
손으로 만복 공급하였다. 사육수는 각 실험수조에 분당 10 
L 내외로 조절하여 흘려주었으며, 각 수조마다 산소를 공급하
였으며, 사육기간 동안의 평균수온은 23.8±1.5℃이었다. 

어체측정 및 성분분석
어체측정은 사육실험 시작시와 종료시에 측정 전일 절식시

킨 후 각 수조에 수용된 모든 실험어의 전체무게를 측정하였
다. 어체 성분분석을 위하여 실험 종료시 각 실험수조에서 
10마리의 실험어를 시료로 취하여 냉동 (-75℃) 보관하였다. 
실험사료와 어체의 조단백질 (N×6.25)은 Auto Kjeldahl system 
(Gerhardt VAP50OT/TT125, Germany)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조지방은 조지방추출기 (Veop SER148, Italy)를 사용하여 
ether로 추출한 후, 측정하였으며, 수분은 135℃에서 2시간 
동안 건조 후 측정하였고, 조회분은 600℃ 회화로에서 4시간 
동안 태운 후 측정하였다. 지방산 분석을 위하여 Folch et al. 
(1957)의 방법에 따라 클로로포름과 메탄올 혼합액 (2:1)으로 
총 지질을 추출하였고, Juaneda and Rocquelin (1985)의 방법에 
따라 Silica cartridge (Sep-pak, Waters Co., USA)를 사용하여 
극성지질과 비극성지질로 분리하였다. 이렇게 분리된 극성지
질과 비극성지질을 14% BF3-methanol로 지방산을 methylation 
시킨 후, capillary column (HP-INNOWAX, 30 m × 0.32 mm 
i.d., film thickness 0.5 um, USA)이 장착된 gas chromatography 
(HP-6890Ⅱ, USA)로 지방산을 분석하였다. Carrier gas는 헬륨
을 사용하였으며, Oven 온도는 최초 170℃에서 2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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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in 증가시켰고, inlet 온도는 270℃, detector (FID) 온도는 
270℃로 각각 설정하였다. 

통계처리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One-way 

ANOVA-test를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uncan, 1995) 로 평균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실험사료의 지방산 분석 결과, 우지 첨가 사료는 18:1n-9가 

가장 높았으며, 옥수수유와 아마인유 첨가 사료는 18:2n-6과 
18:3n-3이 높았으며, 오징어간유 첨가 사료는 20:5n-3 및 
22:6n-3과 같은 n-3 고도불포화지방산이 높게 나타났다. 사료
실험 종료시 모든 실험구에서 생존율은 97% 이상이었으며 
실험구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증체량은 아마인유 및 오
징어간유 첨가구가 우지 및 옥수수유 첨가구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다 (P<0.05). 사료효율은 아마인유 및 오징어간유 
첨가구가 우지 첨가구에 비하여 높았으나 (P<0.05), 옥수수유 
첨가구와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단백질효율은 오징어간유 
첨가구가 우지 및 옥수수유 첨가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
나 (P<0.05), 아마인유 첨가구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Growth performance of juvenile far eastern catfish 
fed the diets containing various lipid sources for 5 weeks

Diets

BT CO LO SO

Initial mean weight (g/fish) 3.6±0.05a 3.6±0.03a 3.6±0.06a 3.6±0.04a

Final mean weight (g/fish) 33.8±0.58a 34.0±0.97a 36.5±0.35b 36.9±0.46b

Mean weight gain (g/fish) 30.2±0.55a 30.3±0.98a 32.9±0.27b 33.2±0.43b

Feed efficiency (%)1 111±2.9a 114±6.2ab 124±2.3b 126±1.2b

Protein efficiency ratio (%)2 2.54±0.07a 2.61±0.14a 2.82±0.05ab 2.89±0.03b

Survival (%) 97±1.9a 98±1.1a 100±0.1a 100±0.1a

Values (mean ± SE of three replications) in each row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Fish wet weight gain × 100/feed intake (dry matter).
2 Fish wet weight gain × 100/protein intake.

Table 4. Proximate composition of the whole body in juvenile 
far eastern catfish fed the diets containing various lipid sources 
for 5 weeks

Diets

BT CO LO SO

Moisture (%) 77.7±0.74a 75.4±0.65a 76.3±0.45a 77.0±0.23a

Crude protein (%) 16.5±0.01a 16.4±0.61a 15.9±0.85a 16.4±0.27a

Crude lipid (%) 4.6±0.46a 5.4±0.62a 4.6±0.35a 5.4±0.22a

Ash (%) 2.4±0.33a 3.0±0.10a 2.9±0.19a 2.8±0.29a

Values (mean ± SE of three replications) in each row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Major fatty acids composition (% of total fatty acids) 
of polar lipid from whole body in juvenile far eastern catfish 
fed the diets containing various lipid sources for 5 weeks

Diets

Fatty acids BT CO LO SO

C14:0  1.5±0.23a  1.3±0.19a  1.8±0.19a  2.0±0.10a

C16:0 24.8±1.18a 23.3±1.45a 27.8±0.90a 24.3±1.04a

C16:1n  5.5±0.27b  3.1±0.04a  3.3±0.28a  3.5±0.36a

C18:0  8.5±0.42a 10.5±0.34b  8.1±0.71a  8.7±0.20a

C18:1n-9 30.4±0.67b 24.6±0.74a 27.1±1.17a 24.8±0.34a

C18:2n-6  4.8±0.19b  9.3±0.39c  5.0±0.27b  2.2±0.04a

C18:3n-3  0.2±0.01a  0.3±0.02ab  3.7±0.24c  0.7±0.16b

C20:0  1.8±0.29b  1.6±0.10ab  1.1±0.04a  2.7±0.11c

C20:1n-9  0.6±0.18a  1.8±0.06b  0.9±0.06a  1.0±0.14a

C20:2n-6  4.0±0.18c  5.0±0.44d  2.0±0.18b  1.1±0.04a

C20:4n-6  3.0±0.18b  5.5±0.63c  1.5±0.18a  1.6±0.21a

C20:3n-3  0.0±0.00a  0.0±0.00a  0.6±0.07b  0.0±0.00a

C20:5n-3  1.3±0.17a  0.6±0.09a  2.8±0.33b  4.7±0.74c

C22:2n-6  0.8±0.01a  0.5±0.04a  0.1±0.10a  0.1±0.08a

C22:3n-6  0.9±0.58ab  1.1±0.10b  0.0±0.00a  0.0±0.00a

C22:4n-6  1.6±0.20c  2.7±0.10d  0.0±0.00a  0.5±0.12b

C22:5n-3  0.9±0.09a  0.7±0.07a  1.6±0.14b  2.1±0.33b

C22:6n-3  7.7±0.90ab  6.3±0.83a 10.5±1.70b 17.4±0.70c

SFA1 38.1±0.80a 38.4±1.36a 40.6±0.91a 40.0±0.82a

MFA2 36.8±0.95a 29.6±0.68b 31.5±1.40b 29.6±0.72b

n-3 PUFA3 11.0±1.24a  9.0±1.08a 19.3±1.97b 24.9±0.72c

n-6 PUFA3 14.1±0.31b 23.0±0.93a  8.6±0.55c  5.5±0.40d

n-3 HUFA4 10.8±1.24a  8.7±1.08a 15.5±2.21b 24.2±0.59c

Values (mean ± SE of three replications) in each row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Saturated fatty acids.
2 Monounsaturated fatty acids.
3 Polyunsaturated fatty acids (C≥18).
4 Highly unsaturated fatty acids (C≥20).

사육실험 종료시, 어체의 수분, 조단백질, 조지질 및 조회분 
함량은 모든 실험구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어체
의 극성 및 비극성 지질의 지방산 조성 변화를 Table 5와 6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대부분의 지방산 함량은 사료 지질원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극성 지질의 n-3 HUFA, 
22:6n-3, 20:5n-3 및 20:0 함량은 오징어간유 첨가구가 타 실험
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P<0.05). 대두유 첨가구는 
18:2n-6, 20:2n-6, 20:4n-6 및 22:4n-6 함량이, 아마인유 첨가구
에서는 18:3n-3 및 20:3n-3 함량과 우지 첨가구에서는 18:1n-9 
및 단일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다른 실험구에 비하여 높았다 
(P<0.05). 또한 18:1n-9 및 단일불포화지방산 함량은 우지 첨가
구에서는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P<0.05). 비극성 지질의 
지방산 함량도 극성지질의 지방산 조성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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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ajor fatty acids composition (% of total fatty acids) 
of non-polar lipid from whole body in juvenile far eastern 
catfish fed the diets containing various lipid sources for 5 
weeks

Diets
Fatty acids BT CO LO SO

C14:0  2.4±0.08b  1.6±0.02a  1.7±0.04a  3.0±0.07c

C16:0 23.3±1.07c 19.0±0.66b 15.4±1.01a 17.8±1.21ab

C16:1n  8.2±0.74b  5.6±0.54a  5.9±0.47a  9.1±0.99b

C18:0 17.8±0.96b 12.4±2.43a 10.9±2.88a  9.5±2.96a

C18:1n-9 33.0±0.94a 33.1±2.36a 31.6±2.09a 33.8±2.39a

C18:2n-6  6.4±0.16a 20.6±0.77c 11.1±0.29b  6.2±0.32a

C18:3n-3  0.6±0.03a  0.5±0.05a 16.1±0.44c  3.7±0.67b

C20:0  2.4±0.08b  2.0±0.06ab  0.9±0.49a  3.8±0.65c

C20:1n-9  0.5±0.02b  0.3±0.02ab  0.1±0.03a  0.1±0.14a

C20:2n-6  0.8±0.03d  0.6±0.02c  0.4±0.01a  0.5±0.07b

C20:4n-6  0.5±0.01ab  0.8±0.13b  0.4±0.05a  0.5±0.09a

C20:3n-3  0.1±0.01a  0.0±0.00a  0.4±0.04c  0.2±0.02b

C20:5n-3  0.7±0.03a  0.4±0.02a  1.3±0.13b  3.0±0.12c

C22:2n-6  0.1±0.02b  0.3±0.04c  0.0±0.00a  0.0±0.00a

C22:3n-6  0.2±0.02ab  0.2±0.01b  0.1±0.03a  0.2±0.05ab

C22:4n-6  0.2±0.02ab  0.3±0.08b  0.1±0.02a  0.2±0.11ab

C22:5n-3  0.4±0.01a  0.3±0.03a  0.7±0.04ab  0.9±0.25b

C22:6n-3  1.9±0.08a  1.4±0.20a  2.6±0.18ab  5.2±1.62b

SFA1 46.0±1.89a 35.4±1.74b 29.3±3.60b 34.4±3.67b

MFA2 42.2±1.65a 39.1±2.73a 37.8±2.51a 44.9±2.29a

n-3 PUFA3  3.7±0.08a  2.9±0.30a 21.0±0.84c 13.2±1.22b

n-6 PUFA3  8.1±0.16a 22.6±0.98c 11.8±0.32b  7.5±0.43a

n-3 HUFA4  3.1±0.08a  2.4±0.25a  5.0±0.42a  9.5±1.84b

Values (mean ± SE of three replications) in each row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Saturated fatty acids.
2 Monounsaturated fatty acids.
3 Polyunsaturated fatty acids (C≥18).
4 Highly unsaturated fatty acids (C≥20).

고    찰
본 연구에서 메기의 성장과 사료효율은 20:5n-3과 22:6n-3

이 많이 함유된 오징어간유와 18:3n-3의 함량이 높은 아마인
유를 첨가한 두 실험구가 우지 및 대두유를 첨가한 실험구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메기 
사료에는 n-3계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최적 성장을 위하여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Satoh et al. 
(1989a)는 지질원을 달리한 사료로 channel catfish (Ictalurus 
punctatus)를 사육한 결과, 20:5n-3 및 22:6n-3을 다량 함유한 
어유 및 18:3n-3을 다량 함유한 아마인유 첨가구가에서 가장 
좋은 성장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channel catfish는 필수지방산으로 사료내 1.0-2.0%의 18:3n-3 
혹은 0.5-0.75%의 n-3계 고도불포화지방산을 요구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열대지방에서 서식하는 African catfish 
(Clarias gariepinus)는 지질원으로 대구간유를 첨가한 사료를 
공급한 실험구가 18:2n-6이 다량 함유된 sunflower oil 및 palm 

oil과 같은 식물성 지질원을 첨가한 실험구에 비하여 성장 
및 사료효율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여, 사료중에 n-3계 불포화
지방산의 다량 함유는 African catfish의 최적 성장을 저하시키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Na et al., 2003). 이와 같이 메기과에 
속하는 어종들 간에도 이들의 최적 성장에 필요로 하는 지방산
의 종류 및 지질원에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어류가 요구
하는 필수지방산의 종류와 양은 어종 및 서식환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무지개송어 (Oncorhynchus 
mykiss) (Castell et al., 1972a,b,c)는 18:2n-6을 필수지방산으로 
요구하지만 잉어 (Cyprinus carpio) (Takeuchi and Watanabe, 
1977)와 뱀장어 (Anguilla japonica) (Takeuchi et al., 1980)는 
18:2n-6과 18:3n-3을 모두 필요로 하며, 틸라피아 (Oreochromis 
niloticus) (Kanazawa et al., 1980)는 18:3n-3보다 18:2n-6이 필
수지방산으로서 더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 (Kim et al., 2002)와 같은 대부분의 
해산어들은 20:5n-3 및 22:6n-3과 같은 n-3계 고도불포화지방
산을 필수지방산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지질원으로 우지만을 첨가한 실험구의 증체량 
(30.2 g)은 오징어간유 첨가 실험구 (33.2 g)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기는 하였지만, 상당히 양호한 성장 결과를 보였다. Channel 
catfish의 경우에도 지질원으로 우지를 첨가한 실험구가 청어
유를 첨가한 실험구와 유사한 성장 및 사료이용률을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channel catfish가 우지에 
대한 이용성이 좋은 것은 우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포화
지방산과 단일불포화지방산에 대한 이용율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Stickndy and Andrews, 1972). 

사육실험 종료 후, 전어체의 수분, 조단백질, 조지질 및 회분 
함량은 사료 지질원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African 
catfish (Ng et al., 2003)와 channel catfish (Gatlin and Stickney, 
1982)도 사료 지질원을 달리하여 사육한 실험어의 일반 성분
은 모든 실험구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메기 어체의 극성 지질과 중성 지질에 존재하
는 지방산 중에서 16:0과 18:1n-9의 함량이 포화지방산과 불포
화지방산 중에서 각각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이 두 지방산이 
주요한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n-3 고도불포화지방산과 함께 
세포막 인지질 중에 결합되어 있는 주요 지방산이기도 하며, 
18:1n-9와 n-3 고도불포화지방산은 어체 조직내 세포막 인지
질의 불포화도 (unsaturation index)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Ideas et al., 1996). 일반적으로 양식어의 지방산 조성은 
사료 지질의 지방산 조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Silver et al., 1993; Geurden et al., 1997; Lee and Lim, 
2005), 본 연구에서도 어체의 지방산 조성은 사료 지질의 지방
산 조성과 유사한 변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18:2n-6 
함량이 높은 옥수수유 첨가구는 20:2n-6, 20:4n-6 및 22:4n-6 
함량이 타 실험구에 비하여 높았으며, 18:3n-3 함량이 높은 
아마인유 첨가구에서는 20:5n-3 및 22:6n-3 함량이 오징어간
유 첨가구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우지 및 대두유 첨가구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지질원을 달리한 사료로 사육 실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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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catfish (Stickndy and Andrews, 1972), African catfish 
(Ng et al., 2003) 및 South American catfish (Pseudoplatystoma 
fasciatum) (Arslan et al., 2008)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지방산 
변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담수어인 메기는 체내에
서 18:2n-6을 20:4n-6 및 22:4n-6으로, 18:3n-3을 20:5n-3 및 
22:6n-3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Yamada et al., 1980; Kissil et al., 1987). 하지만 넙치 (Kim 
et al., 2002) 및 조피볼락 (Lee, 2001)과 같은 해수어는 담수어
와 달리 이러한 지방산 전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필수지방산
으로 20:4n-6, 20:5n-3 및 22:6n-3과 같은 고도불포화지방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사료 중에 지질원은 메기 치어의 
성장 및 체조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메기 치어의 최적성장을 
위해서는 사료 지질원으로 n-3계의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된 
아마인유나 오징어간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금후, 경제적인 메기용 배합사료 개발을 위하여 실용
사료의 지질원으로 우지 및 돈지와 같은 값싼 지질원들의 이용
성 조사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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