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9 –

ISSN 1225–827X (Print)
ISSN 2287–4623 (Online) 
J Kor Soc Fish Technol, 51 (2), 179―187, 2015
http://dx.doi.org/10.3796/KSFT.2015.51.2.179

<Original Article>

볼락(Sebastes inermis)치어의 성장에 미치는 LED 광파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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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LED light wavelength on the growth of finge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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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s designed to measure the effect of LED (light–emitting diode) light wavelength on the growth of fingerling 

rockfishes (Sebastes inermis) were conducted. Fingerling rockfishes (average body weight of individual: 1.13g)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y wavelength of the LED light [light power: 1,620 mW; wavelength: 518 nm (green color), 622 nm (red 

color)]. Triplicate groups of 180 individuals were reared over 7 weeks. Lighting duration was 14 hours from 06:00 to 20:00. 

A water tank exposed on the natural light in a room through the windows was used as a control. At results of the first 

experiment [initial average body weight (BW) of individual: 1.13 g; standard deviation (SD): 0.13 g], the final individual 

BW exposed on the green color was increased 0.39 g than the red color, and decreased 0.12 g than the natural light in the 

room. At results of the second (initial individual BW: 5.07 g; SD: 0.70 g) and the third experiment (initial individual BW: 

10.67 g; SD: 0.67 g), the final individual BW exposed on the green color was increased 1.07 g and 2.55 g than the red 

color, respectively, and increased 0.57 g and 0.84 g than the natural light, respectively. The relative growth rate of the green 

color was higher about 8% significantly (p<0.05) than the natural light. In the case of the red color the relative growth rate 

was lower significantly (p<0.05) than the natural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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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볼락 (Sebastes inermis)은 우리나라의 동해, 남해 및 

서해 연안에 분포하며, 일본 북해도 이남의 수심 20~50 

m 암반 해역에 주로 무리지어 서식한다. 몸이 방추형

으로 측편되어 있고, 몸의 빛깔은 서식 장소 및 수심에 

따라 변화가 심하지만 회갈색이 많다 (Chyung, 1977). 

볼락은 산출에서 성어기까지를 연안에서 보내는 연안 

정착성 어류로서, 연안의 천해생물군집에서 중요한 생

태학적 지위를 차지하는 종이다 (Hatanaka and Iizuka, 

1962). 볼락은 우리나라의 주요 양식 어종 중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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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상남도 통영지방에서 특히 선호되는 어종이다. 

우리나라의 2013년도 통계청 자료 중 어류양식동향조

사에서 시도·시군구별 양식방법별 어종별 양식현황 자

료에 의하면, 2013년도 어류양식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은 각각 73,108 M/T 및 749,139백만원이며, 이 중 조피

볼락을 포함한 볼락류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전체 어

류양식 대비 각각 32.8% 및 24.3%로 나타나 있다. 이

와 같이 산업적 가치가 높은 볼락류는 오염물질의 연안

유입과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

고 있다 (KORDI, 1997). 볼락의 급격한 자원량 감소를 

완화시키고 나아가 자원량 회복을 위하여 바다목장화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볼락을 종묘 방류사업의 주요 

어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면서, 근년에 들어서는 그 방

류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MOMAF, 2004, 2006; 

NFRDI, 2007). 

볼락과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볼락의 섭식 생태 

(Kim and Kang, 1999), 성장단계별 차등발현 유전자 

탐색 (Jang, 2011), 양식산 볼락의 성장 특성 (Choi et 

al., 2005), 볼락의 초기 생활사 (Kim et al., 1993) 등이 

있었다. 인공광 노출에 따른 어류의 성장에 관한 국외 

연구로는 광강도에 따른 어류의 성장 (Puvanendran and 

Brown, 2002; Karakatsouli et al., 2010; Liu et al., 

2012; Sykes et al., 2014; Woolley et al., 2014), 광파장

에 따른 어류의 성장 (Luchiari et al, 2009; Heydarnejad 

et al., 2011; Volpato et al., 2013), 광주기에 따른 어류

의 성장 (Handeland et al., 2013; Taylor and Migaud, 

2009) 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광파장에 따른 볼락의 

성장에 관한 보고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볼락 양식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목적으로, 볼락의 성장을 촉진하는 최적의 광파장을 

도출하고자 3회 반복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어

실험어는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에서 분양 받은 볼

락(Sebastes inermis) 치어로 2013년 1월 중순에 산출한 

것이다. 2013년 3월 30일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에서 

뜰채로 잡아 낸 약 200마리의 실험어는 각각 33리터 정

도의 해수를 채운 2개의 비닐주머니 (용량: 100 ℓ)에 

나누어 담고, 50∼60 ℓ의 액체산소를 주입하여 비닐

주머니를 충분히 부풀리고 입구를 고무밴드로 단단히 

묶은 다음,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볼락 치어의 자세를 

안정화시켰다. 이 스티로폼 박스는 에어컨으로 18∼1

9℃로 실내 온도를 낮춘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경대학

교 LED–해양융합기술연구센터의 실험실로 운반하였

다. 실험어는 비닐주머니에 담긴 채로 실험수조의 물 

(수온: 18℃)에 대략 5분간 넣어 비닐주머니 속의 수온

과 수조의 수온이 비슷하게 되었을 때 작은 플라스틱 

바가지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수조로 분산 수용하였다. 

이들 실험어는 1개월 이상 실험실 환경에 순치시킨 후 

사용하였다.

사육수조 및 사육조건 

사육수조는 FRP수지를 입힌 직사각형의 목재수조 

(내부크기: L1,050×W600×H600 mm; 수위 50 cm)로 

순환여과식 구조이고, 수온은 온도조절기 (801H, Ami 

Corp., Korea)가 붙은 침수형 티타늄 히터 (2 kW)와 냉

각기 (DBM–250, 1/3 HP, Daeil, Korea)를 이용하여 

18±1℃로 유지시켰다. 수조에는 살모렐라균에 대한 살

균까지 가능한 소형 광·화학 병용 살균기를 설치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해수는 물차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실험에 사용하기 전에 해수용 탱크 (용량: 2톤)에 넣어 

살균한 다음 사용하였다 환수는 1주일에 50%씩 1회 실

시하여 2주마다 100% 환수되도록 하였다. 볼락 치어의 

사료는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

은 배합사료를 사용하였으며, 먹이공급량은 개체어 평

균 체중의 약 2%에 해당하는 양을 1일 2회 (오전 9∼

10시, 오후 4∼5시)로 나누어서 공급하였다. 실내 조명 

(백색 형광등)은 먹이 공급할 때에는 켜고, 먹이 공급이 

끝나면 껐다.

광원 및 광 조건

실험에 사용한 광원은 본 실험을 위하여 주문 제작한 

평판형 (L500×W500 mm) LED (light emitting diode) 

광이었다. 수조에 노출하는 광의 강도, 주기, 파장 및 

광원의 ON/OFF는 실험실 내에 설치하여 둔 개인용 컴

퓨터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LED 광원

의 광강도는 실험실 내에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에서 

RGB 각각에 대한 LED 설정값 (0∼255)에 따라 조절



볼락(Sebastes inermis)치어의 성장에 미치는 LED 광파장의 영향

– 181 –

할 수 있도록 하였다. LED 광파장은 RGB의 LED 설정

값을 조합하여 원하는 탁월 파장 (dominant wavelength)

을 발생할 수 있었다.  

적색계열 (광파장: 622 nm)의 LED 광에 노출한 실험

구–A와 녹색계열 (518 nm)의 LED 광에 노출한 실험구

–B의 광강도는 1,620 mW로 일정하게 하였다. 대조구

는 실험실 창문을 통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자연광에 노

출되도록 하였다. 실험구에는 합판과 암막 커튼을 이용

하여 가능한 한 외부로부터의 광이 수조내부로 유입되

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조 내에 노출되는 LED 

광이 외부로 유출되어 타 수조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LED 광의 조명주기는 1일 14시간 (ON: 06:00∼

20:00)으로 하였다. 실험실 내에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

에서 RGB에 대한 LED 설정값은 정하면 이 값이 무선

으로 송신되고 각 수조에 설치된 LED광원은 무선수신

기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에 따라 광강도와 광파장이 정

해진다. 각 수조의 LED광원의 강도 및 파장은 동시에 

조절된다. 광자극의 시작과 종료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

하여 자동제어 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는 실험수조

실 중앙부 천정 부근에는 20W의 3파장 전구 1개를 매

일 14시간 (ON: 06:00∼20:00) 켜두었다.

성장 실험

제 1차 실험은 2013년 4월 6일에서 2013년 6월 28일

에 걸쳐 83일간 실시하였다. 실험구–A, 실험구–B 및 대

조구에는 실험어인 볼락 치어를 20마리씩 수용하였다. 

실험 시작 초기의 개체어의 체중은 평균 1.13 g 이었으

며,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SD)는 0.13 g 이었다. 

제 2차 반복 실험은 2013년 7월 15일에서 2013년 9월 

2일에 걸쳐 49일간 실시하였다. 실험구–A, 실험구–B 

및 대조구에는 제 1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볼락 치어를 

20마리씩 수용하였다. 실험 시작 초기의 개체어의 체중

은 평균 5.07 (SD: 0.70) g 이었다. 제 3차 반복 실험은 

2013년 9월 12일에서 2013년 11월 25일에 걸쳐 74일간 

실시하였다. 실험구–A, 실험구–B실 및 대조구에는 제 1

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볼락 치어를 20마리씩 수용하였

으며, 실험 시작 초기의 개체어의 체중은 평균 10.67 

(SD: 0.19) g 이었다. 볼락 치어의 체중은 5마리 전후를 

한번에 측정함으로써 측정시 물방울의 혼입에 따른 어

체중의 변화 및 볼락 치어에 대한 handling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 2차 실험 및 제 3차 실험은 제 1차 실험과 광조건 

및 사육조건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실험이 끝난 볼락 

치어는 반복실험에 사용하지 않았다. 

성장률 (specific growth rate: SGR)은 SGR=[ln(Wf)–
ln(Wi)]×100/t으로부터 구하였다. 여기서, Wf 및 Wi는 

각각 최종 및 최초의 실험어 개체의 평균 체중 (g)이며, 

t는 실험기간 (day)이다. 대조구 대비 성장률은 (SGRA–
SGRC)/SGRC로부터 구하였으며, SGRA 및 SGRC는 각

각 비교대상 실험구 및 대조구의 성장률이다. 

결 과

광원의 방사조도

실험수조 바닥에 노출되는 LED 광원의 방사조도 및 

그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모델 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델 실험은 Fig. 1의 (a)와 같이 설계하였으며, 이 실험

을 통하여 구한 실험수조 바닥에서의 LED 광의 방사조

도 분포는 Fig. 1의 (b)에 나타내었다. 설계 조건은 평

판형 LED (L500×W500 mm) 광원을 2개로 하였으며, 

광원으로부터 직하방의 수조 바닥까지의 거리는 0.9 m

로 하였다. 또한, 광원에서 발생하는 빛은 수조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모델 실험 결과, 수

조바닥 중심부에서의 방사조도 (irradiance)는 5.1×10-4 

이었으며, 수조바닥에서의 평균 방사조도는 

4.2×10-4 이었다.

수조 내의 수중조도

수중조도계를 사용하여 사육 수조 바닥에서의 수중

조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수중조도는 볼

락 치어 20마리씩 수용한 상태에서 직사각형 수조의 네

모서리와 중앙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실험구–A 및 실

험구–B에서 LED 광원의 광강도를 모두 1,620 mW로 

일정하게 하였을 때, 실험구–A, 실험구–B 및 대조구의 

수조바닥 (이격거리: 0.9 m)에서의 평균 수중조도는 실

내 형광등을 ON했을 때에 각각 187.7, 457.2 및 27.3 lx

이었으며, 실내형광등 OFF시에는 각각 185.9, 443.6 및 

0.2 lx이었다.

성장 실험 (제 1차∼제 3차) – 체중 변화

2013년 4월 6일부터 2013년 11월 25일까지 3회에 걸

쳐 파장을 달리하는 LED 광자극에 노출시킨 볼락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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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체어 평균 체중 변화는 Table 2와 Fig. 2에 나타내

었다. 

제 1차 실험 결과, 녹색계열 (518 nm, 1620 mW)의 

LED 광에 노출한 실험구–B가 적색계열 (622 nm, 1620 

mW)의 LED 광에 노출한 실험구–A보다 개체어 평균 

체중이 0.39 g 증가하였으나 실내 자연광에 노출시킨 

대조구보다는 개체어 평균 체중이 0.12 g 감소하였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 2차 반복실험 결과에서는 녹

색광 (518 nm)에 노출한 볼락 치어는 적색광 (622 nm)

이나 자연광에 노출한 것보다 개체어 평균 체중이 각각 

Fig. 1. Modeling design (a) for calculating the irradiance distributed on the bottom of a test tank used in experiment and its results (b). Light source 
was plane type LED (size: L500×500 mm; light power: 1,620 mW).

Table 1. Illuminance measured on the bottom of the raring tank. Each tank contains 20 individuals of Sebastes inermis

Raring tank Room light
Illuminance (lx)

Coner_1 Coner_2 Coner_3 Coner_4 Center Mean SD

Test–A
(622 nm)

ON 184.6 188.2 171.8 174.8 218.9 187.7 18.7
OFF 184.0 182.5 176.0 168.5 218.4 185.9 19.2

Test–B
(518 nm)

ON 490.0 420.0 415.0 449.0 512.0 457.2 42.8
OFF 460.0 391.0 402.0 455.0 510.0 443.6 48.2

Control
ON 21.0 20.7 22.1 25.1 47.6 27.3 11.5
OFF 0.2 0.2 0.2 0.2 0.3 0.208 0.1

Table 2. Change of individual mean body weight of Sebastes inermis

No. of exp. Date Duration
(day)

Mean body weight (g)
Test–A

(622 nm)
Test–B

(518 nm) Control

1st
2013/04/06 0 1.09±0.23 1.09±0.06 1.20±0.04
2013/06/28 83 3.26±0.66 3.65±0.30 3.88±0.59

2nd
2013/07/15 0 5.18±0.70 5.12±1.06 4.90±0.38
2013/09/02 49 8.52±0.84 9.53±0.21 8.74±1.23

3rd
2013/09/12 0 10.58±0.09 10.56±0.40 10.88±1.24
2013/11/25 74 15.01±0.88 17.54±1.82 17.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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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individual body weight of fingerling Sebastes inermis 
exposed on the LED light stimuli (a) from 6 April to 28 June 2013, 
(b) 15 July to 2 September 2013 and (c) 12 September to 25 November 
2013. Dominent wavelengths of LED light in Test–A and Test–B were 
622 nm and 518 nm, respectively. Light intensity was commonly same 
as 1620 mW.

1.07 g 및 0.57 g 증가하였다. 제 3차 실험 결과에서는 

제 2차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녹색광 (518 nm)에 노

출한 볼락 치어가 적색광 (622 nm)이나 자연광보다 개

체어 평균 체중이 각각 2.55 g 및 0.84 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ver. 21, IBM Co., U.S.A)

를 사용하여 대응표본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여 LED

광에 노출시킨 볼락 치어의 체중 변화에 대한 통계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SPSS로 실험 데이터의 정규성을 

‘Shapiro–Wilk’로 검정한 결과, 실험 데이터는 정규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p>0.05). 1차, 2차 및 3차

에 걸쳐 실시한 성장실험 각각 (n=4)에 대해서는 녹색

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의 개체어 평균 체중이 적색광보

다 증가한 것에 대하여 통계적 의미를 부여할 순 없었

으나 (p>0.05), 1차∼3차의 성장실험 결과의 전체 (n= 

12)에 대해서는 녹색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가 적색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보다 개체어 평균 체중이 유의하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적색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는 실내 자연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보다 개체어 평

균 체중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성장 실험 (제 1차∼제 3차) – 대조구 대비 성장률

2013년 4월 6일부터 2013년 11월 25일까지 3회에 걸

쳐 파장을 달리하는 LED 광자극에 노출시킨 볼락 치어

의 대조구 대비 성장률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Relative growth rate of Sebastes inermis refer to control

No. of exp.
Relative growth rate

Body 
weight (g)Test–A

(622 nm)
Test–B

(518 nm) Control

1st –0.066 0.030 0.000 1 to 5

2nd –0.140 0.074 0.000 5 to 10

3rd –0.218 0.134 0.000 10 to 15

Mean –0.142 0.079 

제 1차 실험에서는 녹색계열 (518nm)의 LED광에 노

출한 실험구–B의 성장률은 실내 자연광에 노출한 대조

구나 적색계열 (622 nm)의 LED광에 노출한 실험구–A

보다 성장률이 약 3.0% 높았다. 제 2차 반복실험에서는 

녹색광 (622 nm)에 노출한 볼락 치어는 적색광 (518 

nm)이나 실내 자연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보다 성장률

이 약 7.4% 높게 나타났다. 제 3차 반복실험에서도 제 

1차 및 제 2차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녹색광 (622 nm)

에 노출한 볼락 치어는 적색광 (518 nm)이나 자연광에 

노출시킨 볼락 치어보다 성장률이 약 13.4%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녹색광 (518 nm)에 노출한 볼락 

치어는 통상적으로 실내의 자연광에 노출된 대조구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약 8% 전후의 성장촉진 효과가 나

타났으며, 성장촉진 효과는 1∼15 g의 개체어 평균 체

중 범위에서 작은 어체 (체중: 1∼5 g)보다는 상대적으

로 큰 어체 (5∼10 g 또는 10∼15 g)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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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적색광 (622 nm)에 노출한 볼락 치어는 실내 

자연광에 노출한 대조구보다 성장이 둔화 (성장률: 약 

–14.2%)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둔화되는 정도는 작

은 어체 (체중: 1∼5 g)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어체 (5∼

10 g 또는 10∼15 g)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SPSS의 대응표본 T–검정에서는 1차, 2차 및 3차 성

장실험에서 얻은 각각의 성장률 에 대해서는 통계적 의

미를 부여할 수 없었으나 (p>0.05), 3배수 실험결과 전

체 (n= 12)에 대해서는 녹색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의 

성장률이 적색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p<0.05). 적색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의 성장률은 

실내 자연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5).

볼락 치어의 활동성

LED 광파장에 따른 볼락 치어의 활동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14일 적외선 CCTV카메라와 디지

털녹화장치 (H0401L, NADATEL Co., Korea)를 사용

하여 실험수조 내의 볼락 치어 (평균 전장: 8.1 cm)의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광원으로 LED광을 사용

한 실험수조의 조명시간은 1일 14시간 (06:00∼20:00)

이었다. 평상시의 연직적인 행동에서는 적색계열 (622 

nm)의 LED 광에 노출한 실험구의 볼락 치어는 수조바

닥 부근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행동이 자주 관찰되었으

며, 녹색계열 (518 nm)의 LED 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

는 주로 중층에 떠 있는 행동이 자주 관찰되었다. 실내 

자연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의 경우에는 녹색광 (518 

nm)에 노출한 볼락 치어와 유사한 연직행동이 관찰되

었다. 2014년 3월 14일 00시부터 익일 00시까지 25시

간동안 녹화한 볼락 치어의 행동을 매시간 5분씩 분석

하여 활동량의 지표로 생각한 5분간의 평균 이동거리 

(이하 ‘MD5’라 한다.)를 구하였다. 그 결과, 적색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가 가장 많이 활동한 것 (MD5: 12.26 

m)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녹색광 (MD5: 9.40 m), 

자연광 (MD5: 6.41 m)의 순이었다. 적색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의 주간 활동량 (MD5: 7.14 m)은 야간보다 

약 39.6% 많았다. 녹색광 및 자연광의 경우에는 주간의 

활동량 (녹색광의 MD5: 5.05 m; 자연광의 MD5: 3.47 

m)이 야간보다 각각 16.2%, 17.9% 많았다. 적색광, 녹

색광 및 대조구에서 최대의 활동량을 나타낸 시간대는 

각각 08:00 (MD5: 27.8 m), 06:00 (24.1 m) 및 21:00 

(20.4 m)이었으며, 최소 활동량을 나타낸 시간대는 각

각 22:00 (MD5: 2.7 m), 20:00 (3.7 m) 및 20:00 (1.7 

m)이었다.

고 찰

목표 광파장과 광파워 결정 

이번 실험에 사용한 평판형 LED 광원은 적색, 녹색 

및 청색 LED 패키지를 조합하여 목표로 하는 탁월 파

장 및 광파워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탁월 파

장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RGB (red green blue)의 

LED 패키지를 조합하여 발생시킨 파장은 특정의 고유

한 파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LED에서 발생시킨 

파장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개의 LED패키지는 1개

의 파장을 발생시키며, 발생할 수 있는 광파워도 매우 

약하다. 강한 광파워를 발생시키려면 많은 수의 LED패

키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하여야 한다. 

목표로 하는 광파장과 광파워는 이번 실험의 광원에

서 사용한 수 많은 적색, 녹색 및 청색 LED 패키지의 

부분적인 ON/OFF와 LED패키지에 인가되는 전류를 미

세하게 조정하여 발생시켰다. LED 패키지의 부분적인 

ON/OFF와 LED패키지에 인가되는 전류는 개인용 컴퓨

터에 설치한 조명제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어하였다. 

조명제어프로그램에는 광원별로 할당된 채널 (1∼20)

을 선택하고 해당 채널에 대한 RGB의 LED값을 입력

하고 시간을 선택하여 원하는 광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목표로 하는 광파장을 발생시키기 위한 RGB의 LED 

값은 Microsoft의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든 

‘Dominant Wavelength Calculator’를 사용하여 구하였

다. ‘Dominant Wavelength Calculator’는 ① RGB 스펙

트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x, y좌표를 구한다.  ② 

적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광학적 와트와 호환되게 만

든다. ③ 각 파장별 색좌표 CIE1931을 사용하여 각각

의 단파장 좌표와 기준좌표와의 기울기를 구하고, 테스

트 좌표와의 기울기도 구한다. ④ 색좌표 상에 기울기

가 같은 곳이 2개 생기기 때문에 기울기의 차가 작은 

것을 2군데 구한 다음, ⑤ 이를 이용하여 목표로 하는 

최종 탁월 파장을 구한다.

실험에 사용한 평판형 LED광원에 대하여 적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LED값과 광파워의 관계는 Fig.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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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LED–values and light power of the light 
source used in experiment.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LED–values and light power of the light 
source used in experiment

LED–value
Light power (mW)

BLUE RED GREEN

0 0 0 0

10 113.67 80.05 58.82 

20 226.51 156.33 118.47 

30 341.14 233.54 178.01 

40 453.82 310.79 235.52 

50 565.71 385.33 294.61 

60 679.89 457.79 354.62 

70 792.65 529.97 413.65 

80 905.34 602.35 471.74 

90 1018.67 672.74 531.93 

100 1131.59 741.86 589.49 

110 1244.21 811.04 648.07 

120 1357.05 878.54 706.39 

130 1469.66 946.57 764.01 

140 1585.17 1010.90 821.94 

150 1696.49 1076.69 882.19 

160 1808.71 1139.25 938.60 

170 1920.52 1204.77 996.26 

180 2033.44 1266.80 1054.54 

190 2144.87 1328.71 1113.02 

200 2256.58 1386.35 1170.62 

210 2371.06 1448.07 1227.58 

220 2479.34 1500.58 1285.11 

230 2565.34 1576.28 1341.56 

240 2676.77 1617.07 1400.20 

250 2787.63 1660.83 1455.49 

255 2843.06 1682.71 1483.13 

나타내었다. 청색, 적색 및 녹색에 대한 각각의 LED값

을 0∼255까지 총 256단계로 나누어 부여하면서 각 단

계별 광파워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RGB의 LED값에 

대하여 측정한 광파워를 일부 추출하여 나타낸 것이 

Table 3이다. 청색 LED는 LED값이 0∼255로 변함에 

따라 발생되는 광파워가 0∼2,843.1 mW이었다. 적색

과 녹색 LED의 경우에는 LED값이 0∼255로 변함에 

따라 각각 0∼1,139.3 mW 및 0∼1,483.1 mW 의 광파

워가 발생하였다.

어류의 성장과 광파장

젤라틴 필터나 백상지 필터를 사용하여 만든 단색광

에 민물 농어를 노출시켜 실험한 Luchiari et al. (2009)

의 연구에 의하면, 민물 농어는 보다 긴 파장의 빛이 짧

은 파장보다 성장과 먹이섭취를 촉진한다고 보고하였

다. 단색광 (실험구: 청색, 녹색, 황색 및 적색 젤라틴 

필터 사용; 대조구 (n= 5): 백색 종이 필터))에 노출시킨 

민물 농어는 보다 긴 파장에서 condition factor (CF), 

feed efficiency (FE), specific growth rate (SGR) 모두 

유의한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었다. 적색광에서 사육한 

민물 농어는 백색광에서 사육한 것보다 최종 체중, 

SGR 및 CF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FE는 녹색광, 황색, 

적색이 백색보다 유의하게 좋았다 (Dunnett’s posthoc 

test, P<0.05). 반면에 청색광은 측정한 factor가 백색광

과 비슷하였다. 성장실험 후 시각수용체의 흡광도를 조

사한 결과, 530 nm에서 rods의 max가 나타났고, 2개 

cone classes에서는 355 및 603 nm에서 최대 흡광이 있

었다고 보고하였다. 

광파장과 어류 성장에 관한 다른 연구로는 Hyedamejad 

et al. (2011)의 연구가 있었다. 무지개 송어 (15.16±0.29 

cm; 32.27±1.18 g)를 실험 대상으로 하여 빛의 색깔이 

성장 및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Hyedamejad et al. (2011)의 연구에 의하면, 물고기는 

16개의 유리수조 (140×30×80 cm)에 12마리씩 수용하

여 4가지 색깔 즉, 황색 (546 nm), 적색 (605 nm), 청색 

(470 nm) 및 백색 (full spectrum, 대조구) 중 1개 색깔

의 빛에서 사육하였다. 실험은 125일간 지속되었으며, 

스트레스 반응은 코티졸 (cortisol) 수준을 측정하여 평

가하였다. 황색광에서 사육한 물고기의 사료효율은 다

른 색상의 광에서 사육한 것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체중 및 전장은 다른 색상의 광에서 사육한 것보다 좋

았다. 그러나 condition factor나 specific growth rate에

서는 빛 색깔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황색광에서 사

육한 물고기의 코티졸을 다른 색깔의 빛에 노출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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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코티졸 수준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나일 틸라피어를 실험 대상으로 하여 8주동안 

비슷한 광 수준에서 5개의 파장 즉, 백색광 (full light 

spectrum), 청색광 (452 nm), 녹색광 (516 nm), 황색광 

(520 nm) 및 적색광 (628 nm)에서 사육하면서 먹이섭

취, 먹이섭취 시작시간의 지연 (latency to begin 

feeding), 성장 및 사료효율 (feed conversion)을 4주 동

안 지속적으로 측정한 Volpato et al. (2013)의 연구에 

의하면, 적색광은 사람의 경우처럼 물고기의 먹이섭취 

동기를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분의 먹이섭취

가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Volpato 

et al. (2013)의 연구 결과는 적색계열 LED광에 노출시

킨 볼락이 녹색계열 LED광에 노출시킨 볼락보다 활발

하지만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과 일맥 상통하는 연

구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들 연구결과로부터 판단하면, 어류의 성장에 긍정

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빛의 파장은 어종마다 다른 경우

가 많으며, 다양한 양식어종에 LED와 같은 에너지 소

모가 적은 광원을 적용하여 성장 촉진이나, 사료효율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추가적인 실험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 론

볼락 치어 (연령대: 0∼1세; 체중범위: 1∼15 g)에 대

하여 적색계열 (622 nm) 및 녹색계열 (518 nm)의 LED

광 (광강도: 1,620 mW; 광주기: 일출 및 일몰을 포함한 

14시간), 그리고 실내의 자연광 (대조구)에 노출시켜 사

육하면서 성장실험을 실시한 결과, 1차 실험에서는 녹

색광 (622 nm)에 노출한 볼락은 적색광 (518 nm)에 노

출시킨 경우보다 개체어 체중이 평균 0.39 g 증가하였

으나 실내에서의 자연광에 노출시킨 볼락보다는 개체

어 체중이 평균 0.12 g 감소하였다. 2차실험 및 3차실

험에서는 녹색광이 적색광이나 자연광에 노출시킨 볼

락보다 평균 개체어 체중이 각각 1.07 g 및 2.55 g 증가

하였으며, 대조구보다는 각각 0.57 g 및 0.84 g 증가하

였다. 3반복실험 전체를 통하여 구한 녹색광에 노출시

킨 볼락 치어의 대조구 대비 성장률은 실내 자연광에 

노출시킨 경우보다도 약 7.9%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적색광에 노출한 볼락 치어는 대조구에 비하

여 성장률이 약 –14.2%로 유의하게 낮았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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