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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rowth rate and the optimal stocking density of sea cucumbers. Grow-out 

was studied in situ by conducting a follow-up survey using visible implant elastomer (VIE) tags. The rearing systems were 

made of polypropylene pipe for the frames and netting. The experiment ran for 70 days near Yeosu, Korea in the water 

depth of about 7 m. A total of 576 sea cucumbers which have three groups of body sizes (small: 5.15, medium: 12.34 

and large: 23.26 g) were used. The five groups of stocking densities (150, 300, 450, 600 and 850 g/m2) in rearing system 

for sea cucumber were considered. Sea cucumbers were fed a mixed diet (mud, mineral, fish meal, etc.). The feed was 

supplied to 10% of their body wet weight once every 7 days. The survival rate (73%) of sea cucumber in 850 g/m2 was 

lower than those of other density groups (150 g/m2: 89%, 300 g/m2: 84%, 450 g/m2: 78% and 600 g/m2: 86%). The survival 

rate of medium size group was higher than those of small and large groups regardless of the density (P<0.05). Most of 

density groups have no significant difference except for 850 g/m2 (P>0.05). The growth rate of small size group (0.63% 

day-1) was higher than those of medium (0.38% day-1) and large (0.34% day-1) group regardless of the density (P<0.05). 

The threshold water temperature was 11.0℃ for sea cucumber growth in wint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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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삼 (Apostichopus japonicus, Selenka)은 위도 

35°N에서 44°N의 아시아 연안에 주로 분포하며 

(Levin, 1982), 외해수의 영향을 받는 한국의 전 연안에 

서식하는 수산 무척추 동물이다 (MIFAFF, 2012). 또한 

해삼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수산 자원으로 취급되어져 왔으며 (Sloan, 

1984), 개체군 보존 관리 보호종에 속하는 고부가가치 

품종이다. 특히, 해삼은 중화권 시장에서 고가로 판매

되고 있는 판매자 수요 품목으로 정부의 10대 수출 전

략 품종으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MIFAFF, 2012).

한국의 해삼 생산량은 2002년도에 833 MT으로 가장 

작았으나, 2007년에는 2,936 MT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후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2,789 MT이었고, 2012년에는 1,935 MT으로 감소하였

다가 2014년에는 2,139 MT으로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

였다 (KOSIS, 2015). 이에 배해 해삼의 수출량은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해삼 소비량이 

가장 많은 중국 현지에서 양식된 해삼의 대량 공급으로 

인해 한국의 해삼 수출량이 감소하였을 뿐 여전히 수요

에 비해 생산량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연산 해삼만으

로는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해삼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서는 해상의 환경 조건에서도 해삼을 안정적으로 양성

할 수 있는 해삼 양성 기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삼 양성 기구 개발에 관한 연구는 전세계적

으로 비교적 많이 시도되지 않았다. Kim (2005)은 통발

형 해삼 양성 기구를 제작하여 그것의 성능을 조사하였

으며, Qin et al. (2009)은 못에서 해삼 은신처의 재료를 

달리하여 해삼의 생존율 및 성장률을 조사하였다. 그리

고 Dong et al. (2010a)은 해삼의 성장에 적절한 은신처

를 개발하기 위하여 원형 수조에서 은신처의 재료 및 

색깔을 달리하여 해삼의 행동을 조사하였다. Oh (2013)

는 침하식 해삼 양성 기구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치 모델링에 의한 해삼 양성 기구의 구조 역학적 성능

을 분석하고 튜브형 셸터로 구성된 침하식 해삼 양성 

기구를 해상에 설치한 후 먹이 지급 및 미지급 조건에 

따른 해삼의 생존율 및 성장률을 조사하였다. Kim et 

al. (2015)은 전산 유체 역학을 통해 해삼·전복 복합 양

성 기구 내부의 용존 산소 농도를 해석한 후 실내 수조

에서 해삼과 전복의 생존율과 성장률을 조사하였다.

한편, 생물의 양성 시 수용 밀도는 생물의 생존, 성장, 

행동, 건강과 섭식뿐만 아니라 수질에까지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Rowland et al., 2006)이다. Li 

and Li (2010)는 중국 융순에서 홍해삼 유생의 밀도, 수

온 및 염분에 따른 생존율 및 성장률에 대해서 조사하였

으며, Qin et al. (2009)은 지수식 양식장에서 해삼 (A. 

japonicus)의 먹이 지급 및 미지급 조건에 따른 최적 밀

도를 조사한 결과, 초기 입식 밀도가 낮을수록 해삼에 

성장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Asha and 

Diwaker (2013)는 수조에서 6가지 밀도에 따른 해삼의 

부화율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Dong et al. 

(2010b)은 해삼 (A. japonicus) 개체 크기 및 양성 밀도에 

따른 성장을 비교하였고, 그 외 밀도의 영향에 대한 해

삼 (Holothuria scabra)의 생존 및 성장 평가를 위한 연

구가 진행된 바 있다 (Battaglene et al., 1999; Pitt et 

al., 2004). Battaglene et al. (1999)은 초기 입식 밀도가 

6∼32 g/m2인 0.8∼1.5 g 사이의 해삼 (H. scabra)의 경

우 입식 밀도가 약 225 g/m2에 도달하면 성장이 감소한

다고 하였다. Slater and Carton (2007)은 초기 평균 무게

가 109.1 g인 해삼 (Australostichopus)을 대상으로 초기 

입식 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삼의 성장에 적합한 

적정 초기 밀도는 220∼550 g/m2이며, Dong et al. 

(2010b)은 초기 무게 5∼6 g 사이의 해삼 (A. japonicus)

을 사용하여 27.95∼300.5 g/0.1 m3의 초기 입식 밀도 

조건에서 성장을 비교한 결과, 104 g/0.1 m3에서 해삼의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기에서와 같이 지금까

지 해삼의 적정 수용 밀도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가 비교

적 많이 진행되었으나, 해삼 초기 무게와 초기 입식 밀

도 조건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기 입식 밀도뿐만 아니라 

해삼이 성장함에 있어 변화하는 입식 밀도의 영향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삼의 적정 입식 밀도를 구명 

(究明)하기 위하여 해상에서 해삼 양성 기구의 단위 면

적당 해삼의 초기 수용 밀도를 5종류로 달리하고 해삼

을 무게에 따라 소형, 중형 및 대형으로 구분한 후 해삼

의 표피에 엘라스토머 형광 태그 (visible implant 

elastomer; VIE) 표지표 (tags)를 주입하여 해삼의 크기

별 생존율과 성장률을 추적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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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이 실험에서 사용한 해삼은 전남 여수 연안에서 나잠 

어업에 의해 채포된 것으로, 초기 무게에 따라 소형 그

룹 (5.15 ± 1.14 g), 중형 그룹 (12.34 ± 2.29 g) 및 대형 

그룹 (23.26 ± 2.23 g)으로 나누었으며, 총 개체수는 576

마리이었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해삼 양성 기구는 Fig. 1과 같이 

길이가 0.96 m이고 폭이 0.67 m이며, 높이가 0.35 m인 

사각 프레임과 은신처용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의 총 체적은 0.23 m3이고, 해삼이 서식처로 이용

할 수 있는 면적은 양성 기구의 프레임 파이프를 포함

하여 3.3 m2이다. 또한 해삼 입식 시 최소 입식 밀도 

실험을 위해 길이가 0.96 m이고, 높이가 0.35 m이며, 

두께가 2.56 mm인 검정색 PVC판을 삽입하여 부착 가

능 면적을 4.01 m2으로 하였다. 그리고 해삼이 기구 밖

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구의 바깥쪽에 이중 그물

을 씌웠다. 이 경우 안쪽 그물은 나일론 재질의 여자 

그물감 (그물코 크기: 4.2 mm)을, 바깥 그물은 그물코의 

크기가 5 mm인 PE 재질의 그물감 (Td 380✕12)을 사

용하였다. 

실험 방법

이 실험은 수온, 염분 등 해양 환경 조건에서 양성 

기구의 구조와 수용 밀도에 따른 해삼의 생존율과 성장

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70일간 Fig. 2와 같이 전라남도 여수시 신

월동 신해양수산 가두리 양식장에서 수행하였다. 실험

에서는 수심이 약 7 m인 해역의 저층에 총 5개의 해삼 

양성 기구를 연승 수하식 방식으로 설치하였다. 또한 

수온, 염분 등 해상의 환경 조건과 개체 크기 및 수용 

밀도에 따른 해삼의 크기별 성장 특성을 구명하기 위하

여 초기 무게에 따라 총 세 그룹으로 나눈 해삼의 표피

에 Fig. 3과 같이 VIE 표지표를 실험실에서 주입한 뒤 

7일간 실내 순치 후 해상에 설치된 양성 기구에 입식하

였다. 그런데 해삼은 어류나 갑각류와는 달리 코드화된 

와이어 표지 (coded-wire tag; CWT)와 같이 표피에 삽

입하는 표지의 경우 탈락되기가 쉽고 (Battaglene and 

Bell, 1999), 해삼의 표피에 상처를 내거나 표식을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표피의 상처 부위가 

회복이 되므로 이들 표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실험 기간에 매우 제한을 받는다 (Purcell et al.,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기간 표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VIE 표지를 사용하였다 (Kirshenbaum et al., 2002; 

Purcell et al., 2006). 

한편, 해삼의 초기 입식 밀도의 경우 Slater and Carton 

(2007)의 220∼550 g/m2와 Dong et al. (2010b)의 20 

ind./100 L (102∼122 g/0.1 m3)를 기준으로 하여, 본 실

험에서는 초기 수용 밀도를 (a) 150 g/m2 (개체 크기별 

15마리씩 총 45마리), (b) 300 g/m2 (25마리씩 총 75마

리), (c) 450 g/m2 (35마리씩 총 105마리), (d) 600 g/m2 

(48마리씩 총 144마리) 및 (e) 850 g/m2 (69마리씩 총 

207마리)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였다. 실험에서는 펄, 해

조분 (감태분, 모자반분, 미역분, 다시마분), 미네랄 등으

로 구성된 해삼 양성용 건식 혼합 사료 (단백질 13%, 지

방 2%, 조섬유 5%, 조회분 50%, 칼슘 1∼4.5%, 인 0.8%)

를 7일 간격으로 지급하였으며, 먹이 지급량은 해삼 습중

량의 약 10%이었다 (Yang et al., 2005).

실험 시 약 23일 간격으로 해삼의 습중량을 측정하였

으며, 이 경우 저층에 설치된 해삼 양성 기구를 들어 

올려 각 기구에 들어 있는 해삼의 개체수를 확인한 후 

전체 해삼의 30%를 약 1분 동안 타월로써 해삼의 몸에 

묻어 있는 물기를 닦아내고 체내에 있는 물이 충분히 

빠지도록 한 후 전자저울 (SW-1, CAS, 0∼600 g, 

China)을 사용하여 해삼의 습중량을 측정하였다. 해삼

의 습중량 측정이 완료되면 각 양성 기구에 해삼을 다

시 넣고 양성 기구를 재설치하였다.

한편, mini-CTD (CTD-Diver, Eijkelkamp Soil & 

Water, Netherlands)를 양성 기구에 부착하여 매 10분 

간격으로 실험 해역의 수온 및 염분을 연속으로 측정하
Fig. 1. Rearing system for sea cucumber grow-out used in the
experiment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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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다항목 측정기 (YSI-556MPS, YSI, USA)를 사용하

여 용존산소 (DO, 감도: 0∼50 mg/L) 및 수소이온농도 

(pH, 감도: 0∼14)를 약 3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해삼의 생존율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생존율   ×           (1)

(1) 식에서 는 해삼의 초기 개체수이고, 는 해삼

의 최종 개체수이다.  

해삼의 습중량을 이용하여 해삼의 일간 성장률

(specific growth rate; SGR), 즉 SGR (% day⁻1)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day    ln  ln×   (2)

(2) 식에서 는 해삼의 초기 무게 (g)이고, 는 

해삼의 최종 무게 (g)이며, d는 실험 일수이다.

측정한 자료에 대한 결과 분석은 모두 통계 분석을 

통해 유의함을 증명하였다. 즉 밀도 (5개 그룹)와 해삼 

크기 (3개 그룹)별 해삼의 생존율 및 성장률에 대해 일

원 배치 분산 분석 (ANOVA test)을 이용하여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였고, 이 경우 통계 분석에 사용

된 소프트웨어는 SPSS v.21이었다. 또한 해삼의 성장에 

대한 수온 및 밀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 해

석 소프트웨어인 EViews 4.0 (Quantitative Micro 

Software Corporation)을 이용해 회귀 분석을 하였다. 

이 경우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Fig. 2. In situ test area.

Fig. 3. Application of VIE tagging to sea cuc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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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각 다음의 식과 같은 회귀 모형을 설정하였다.

    ×   ×
  εt (3)

        ×

 ×
 

  

(3) 식은 해삼이 성장 (SGRt)함에 있어 수온 (Temp.)

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이고, (4) 식은 해삼

의 성장에 대한 입식 밀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

귀 모형으로 해삼의 개체 크기 [전체 (A), 대형 (L), 중형 

(M), 소형 (S)]별 최종 성장률 (SGRf)을 종속 변수로 하

고 최종 입식 밀도에서 초기 입식 밀도의 차이 

(D_density)를 독립 변수로 두었다. 또한 (3), (4) 식에서 

ε는 오차항(error term)이고, 는 측정 시간이다.

결 과

해양 환경 조건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70일간 

1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한 시험 해역의 수온과 염분 

자료는 Fig. 4와 같다. 이것에서 보면, 이 기간 동안 최

고 수온은 19.75℃이었고, 최저 수온은 5.43℃이었으

며, 평균 수온은 12.01℃이었다. 또한 염분의 경우 최고

치는 33.34 psu이었고, 최저치는 28.73 psu이었으며, 평

균은 30.06 psu이었다. 실험 기간 동안 측정한 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를 월별로 측정한 결과, 용존 산소는 

7.32∼11.79 ppm이었고, 수소이온농도는 7.77∼8.0의 

범위로 나타났다.

생존율과 성장률

생존율

수용 밀도에 따른 해삼 개체 크기별 생존율은 Fig. 

5와 같다. Fig. 5에서 밀도 (a)와 밀도 (e) 외의 다른 

실험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P>0.1). 개체 크기별 해삼의 생존율은 평균 89%로 

높게 나타났고, 중형 (M) 개체에서 해삼의 생존율이 

100%로 가장 높았으나, 소형 (S) 개체의 경우 생존율이 

58%로 가장 낮았다 (P<0.1). 그리고 수용 밀도를 고려

하는 경우 밀도 (e)에서 해삼의 생존율이 평균 73%로 

다른 실험구의 생존율 (a: 89%, b: 84%, c: 78%, d: 

86%)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입식 밀도와 관계 없

이 전체적으로 중형 (M) 개체에서 해삼의 생존율이 높

게 나타났다 (P<0.05).

성장률

해삼 양성 기구 내 수용 밀도 및 해삼 개체별 해삼의 

성장률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a)∼(d)의 밀도 

그룹은 성장률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P>0.05), (e)에서는 다른 그룹보다 성장률이 평균 0.3% 

Fig. 4. Time serie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in situ.

ε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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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1가 낮게 나타났다 (P<0.05). 또한 전체적으로 소형 

(S) 개체 해삼의 성장률 (SGR)이 평균 0.63% day-1로 

중형 (M)의 0.38% day-1과 대형 (L)의 0.34% day-1보다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수온의 영향

해삼의 성장에 있어 수온의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5) 식 및 Fig. 6과 같다. 먼저 실험 기간인 70일

간 측정한 수온인 19.75∼5.43℃의 범위에서 회귀 분석

을 해 보면, 수온 11℃에서 0.58% day-1로 겨울철 해상

에서 해삼이 성장 가능한 임계 수온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결정 계수 (R-squared)의 값이 0.2로 매우 낮아 

F-statistic의 값은 5% 유의 수준 (significant level)에서 

기각시켰기 때문에 회귀 모델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

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
  (5)

입식 밀도의 영향

전기한 바와 같이 Fig. 5와 Table 1에서 초기 입식 

밀도에 대한 해삼의 생존율 및 성장률에 대한 영향을 

통계 분석한 결과, 수용 밀도 (a)∼(d)인 150∼600 g/m2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Stocking density (g/m2) Body size group Initial wet body weight (g) Final wet body weight (g) SGR (% day-1)

150 (a)

Small 5.15 ± 1.14 8.41 ± 0.85 0.70

Medium 12.34 ± 2.29 17.43 ± 2.28 0.49

Large 23.26 ± 2.23 34.50 ± 5.07 0.56

300 (b)

Small 5.15 ± 1.14 9.00 ± 1.00 0.79

Medium 12.34 ± 2.29 17.54 ± 2.29 0.50

Large 23.26 ± 2.23 32.08 ± 3.49 0.46

450 (c)

Small 5.15 ± 1.14 8.00 ± 0.10 0.63

Medium 12.34 ± 2.29 15.94 ± 2.61 0.37

Large 23.26 ± 2.23 30.83 ± 6.38 0.40

600 (d)

Small 5.15 ± 1.14 7.55 ± 0.38 0.55

Medium 12.34 ± 2.29 15.55 ± 1.83 0.33

Large 23.26 ± 2.23 29.90 ± 3.58 0.36

850 (e)

Small 5.15 ± 1.14 7.19 ± 0.82 0.48

Medium 12.34 ± 2.29 14.08 ± 1.08 0.19

Large 23.26 ± 2.23 21.85 ± 1.92 -0.09

(a)~(e) : The sea cucumber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on the stocking density. 

Table 1. Specific growth rate (SGR) of sea cucumbers by stocking density and body sizes in situ test

Fig. 5. Survival rates of sea cucumber by body size (S: small, M: 
medium and L: large) and stocking densities (a-e).

Fig. 6. Estimation of growth of sea cucumber as function of 
water temperature in E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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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삼이 성장함에 따라 변화하는 입식 밀도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Fig. 7과 8 및 Table 2와 

같다. 이들에서 보면, 해삼 개체 크기의 구분 없이 전체

적 (A)으로 초기 입식 밀도 (a)∼(e)에서 각각 80∼100 

g/m2 만큼 증가한 경우, 해삼의 SGR이 0.56% day-1로 

성장 임계 입식 밀도로 나타났다 [Fig. 6, Table 2 (Eq. 

6)]. 또한 개체 크기별로 구분하여 입식 밀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형 (S)과 중형 (M)개체는 초기 입식 밀

도에서 80 g/m2 만큼 증가한 경우 SGR이 각각 0.71과 

0.46% day-1로 성장 임계 입식 밀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형(L) 개체의 경우 입식 밀도가 100 g/m2 만큼 증가한 

경우 해삼의 SGR이 0.51% day-1로 성장 임계 밀도로 

나타났다 [Fig. 8, Table 2 (Eqs. 7∼9)].

고 찰

수온의 영향

수온은 해삼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Dong et al.,  2006; Yang et al., 2005), 해삼

의 적수온에 대해 지금까지 비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되

었다. 해삼의 적수온에 대해 Yu and Song (1999)은 10

∼16℃, Chen (2004)은 10∼20℃, Yang et al. (2005)은 

14∼15℃, Kang et al. (2012)은 8∼15℃와 같이 연구 

결과가 매우 다양하지만, 하한 수온에 대해서는 잘 알

려져 있지 않다. 또한 해삼은 봄과 가을철에 빠르게 성

장하고 (Bao et al., 2010),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철과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성장이 감소한다고 알려

져 있다 (Chang et al., 2004). 특히, 수온이 20∼25℃ 

이상이 되는 여름철에는 하면 상태에 들어가며 (Yang 

et al., 2005; Chen et al., 2007), 수온이 3℃ 이하가 되는 

겨울철에는 동면 상태에 들어간다 (Tanikawa et al., 

1955; Yu and Song, 1999). 이와 같이 해삼이 하면 또는 

동면 상태에 들어가면 먹이 섭식을 중단하고 활동이 

줄어들며 (Bao et al., 2010), 대사율은 60∼99%로 급격

히 낮아진다 (Guppy and Withers, 1999; Buck and 

Brian, 2000; Wilz and Heldmaier, 2000; Jackson, 2002).

전기한 바와 같이, 이 실험은 수온 19.75∼5.43℃ 범

위에서 수행되었는데, 수용 밀도 그룹에 상관없이 전체

적으로 실험 46일째 해삼의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

Variable
Eq. 6 (A) Eq. 7 (L) Eq. 8 (M) Eq.9 (S)

Coefficient (SGRf)

a 0.517150*** 0.422247*** 0.434523*** 0.694644***

β1×D_density 0.000972** 0.001666** 0.000707* 0.000542*

β2×D_density2 -0.000006** -0.000008** -0.000005* -0.000005*

R2 0.47 0.96 0.88 0.80
***P<0.01, **P<0.05, *P<0.1

Table 2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effect of stocking density on growth of sea cucumbers

Fig. 7. Estimation of growth of all sea cucumbers (A) as function
of stocking density in Table 2 (Eq. 6).

Fig. 8. Estimation of growth of small (S), medium (M) and large 
(L) sea cucumber as function of stocking density in Table 2
(Eqs.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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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70일째에는 46일째에 비해 평균 SGR이 –0.13% 

day-1로 해삼의 성장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실험 기간별 

평균 수온을 비교하면 1∼23일째 평균 수온은 16.55℃

이고, 24∼46일째 평균 수온은 11.92℃, 47∼70일째 평

균 수온은 7.15℃로서 수온 11℃까지는 해삼이 지속적

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 또한 해삼

의 개체 크기별로 비교해 보면, 수용 밀도 그룹에 관계

없이 실험 후 46일째까지는 소형 그룹 해삼의 SGR은 

0.84% day-1로 중형 (0.47% day-1)과 대형 그룹 해삼의 

SGR (0.40% day-1)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46일째

부터 70일째까지 소형 그룹 해삼의 SGR은 –0.21% 

day-1로 중형 그룹 (–0.10% day-1)과 대형 그룹 (–0.07% 

day-1) 해삼보다 낮게 나타났다.

Chen (200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5℃ 이상의 고

수온에서는 25 g 이하의 해삼은 하면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수온이 감소

하는 겨울철에 실험을 수행한 결과, 5 g 이하의 소형 

개체는 수온 11℃까지는 중형 (12 g)이나 대형 (23 g) 

개체보다 성장률이 높았지만, 11℃ 이하의 수온에서는 

중형이나 대형 개체보다 성장에 있어 수온에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은 겨울철 

해삼의 성장에 관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지수식 양어장에서 333일간 먹

이 지급 및 미지급 상태에서 밀도에 따른 해삼의 성장

률에 대해 조사한 Qin et al. (2009)의 연구 결과, 겨울철

에는 해삼의 체중이 0.22∼0.40%로 감소하였고, 반대

로 봄과 가을철에는 해삼의 체중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해상에서 295일간 저층에 이중 튜브식 해삼 양성 기구

를 연승 수하식 방식으로 설치하여 해삼의 생물학적 

성능에 대해서 조사한 Oh (2013)의 연구 결과, 여름철

에 감소하였던 해삼의 체중이 가을철에 점차 회복된 

듯 보였으나, 겨울철에는 체중이 다시 감소하였다. 또

한 못 양식으로 해삼을 양성한 Chang et al. (2004)의 

연구 결과,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철과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의 경우 성장이 감소하였다.

입식 밀도의 영향

밀도는 생물의 생존 및 성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Rowlanda et al., 

2006). 즉 입식 밀도가 높으면 생물의 성장이 감소하고 

(Qin et al., 2009), 수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용존산

소가 낮아져서 생물의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사망의 원

인이 된다 (Beveridge, 1996; Schmittou, 1996; Wu et 

al., 2000). 반면, 입식 밀도가 낮으면 해삼의 서식 공간

이 너무 커져서 효율적인 양성이 어렵다 (Li et al., 

2007; Liu et al., 2002). 

Dong et al. (2010b)은 27.95∼300.5 g/0.1 m3의 초기 

입식 밀도 조건에서 해삼 (A. japonicus)의 성장을 비교

한 결과, 20 ind./100 L (104 g/0.1 m3)에서 해삼의 SGR

이 1.16% day-1로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밀도의 범위에서 낮거나 높은 실험구에서는 오히려 해

삼의 성장률이 낮게 나타났다. Dong et al. (2010b)의 

연구를 본 연구와 비교해 보면, 이 실험에서 사용한 양

성 기구의 총 체적은 0.23 m3로 (앞에서는 면적의 단위

로 3.3 m2이고 최대 4.01 m2로 함) 초기 입식 무게가 

239 g일 때 해삼의 성장에 최적의 밀도가 되고, 150 

g/0.23 m3에서 해삼의 평균 SGR이 0.59% day-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0∼600 g/0.23 m3의 평균 성장률과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한편, Slater and Carton (2007)은 초기 평균 무게가 

109.1 g인 해삼 (Australostichopus)을 대상으로 초기 입

식 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5∼5 ind./m2 범위에서 

해삼이 최대로 성장하였으며, 해삼의 성장에 적합한 적

정 초기 밀도는 220∼550 g/m2로 본 실험의 성장 적정 

초기 밀도 (150∼600 g/m2)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26, 130 및 260 g/m2의 초기 입식 밀도 중 26 g/m2에서 

해삼 (Holothuroidea)의 SGR이 0.6% day-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60 g/m2에서는 해삼의 성장률이 감소하

였다 (Ramofafia et al., 1997). 그리고 Battaglene et al. 

(1999)은 초기 입식 밀도가 6∼32 g/m2인 해삼 (H. 

scabra)의 경우 입식 밀도가 약 225 g/m2에 도달하면 

성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해삼 (H. scabra)은 초

기 입식 밀도 33.84 g/m2에서 밀도가 317 g/m2로 증가하

면 SGR이 0.4%로 최대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에는 점

차 성장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Pitt et al., 2004). 

Qin et al. (2009)은 먹이 지급 및 미지급 조건에서 해삼 

(A. japonicus) 성장을 위한 적정 밀도를 22.3 ind./m2 

(111.5 g/m2)와 14.1 ind./m2 (70.5 g/m2)로 제시하였다. 

Li and Li (2010)은 홍해삼 유생을 대상으로 입식 밀도 

(0.05, 0.1, 0.2, 0.4 및 0.8 larvae/mL)를 달리하여 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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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의 생존과 성장을 비교해 본 결과, 수용 밀도가 0.1 

larvae/mL에서 생존율이 93.0 ± 2.2%로 0.8 larvae/mL 

(생존율 68.3 ± 3.0%)보다 높았다. 그리고 SGR의 경우

에도 수용 밀도가 0.1 larvae/mL에서 90.5 ± 1.1%로 0.8 

larvae/mL (SGR 65.8 ± 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기와 같이 해삼의 적정 수용 밀도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초기 입

식 밀도가 낮을수록 해삼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Ramofafia et al., 1997; Pitt et al., 2004; Slater and 

Carton, 2007; Li and Li, 2010). 즉, 해삼의 성장에 요구

되는 임계 성장 밀도가 존재하였으나 (Ramofafia et al., 

1997; Battaglene et al., 1999; Pitt et al., 2004), 본 연구

에서는 밀도 그룹 150∼600 g/m2 사이에서는 해삼의 

성장률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입식 밀도 

(a)∼(e) 그룹에서 각각 80∼100 g/m2 만큼 증가하는 

경우 해삼의 성장 임계 밀도가 나타났다 (Fig. 7). 그리

고 해삼이 초기 밀도가 높거나 낮음에 상관없이 각 실

험 밀도 (150∼600 g/m2)에 적응한 이후부터는 초기 

밀도와 상관없이 해삼의 성장은 증가하는 밀도의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삼의 개체 크기별로 성장률을 분석해 보면, 대형 

개체는 입식 밀도가 100 g/m2 만큼 증가하면 최대 성장

률이 나타났으나, 소형 및 중형 개체의 경우 각 실험구

의 밀도가 80 g/m2 만큼 증가한 경우 최대 성장이 나타

났다 (Fig. 8). 이에 비해 Dong et al. (2010b)은 소형 

(3.46 g), 중형 (6.40 g) 및 대형 (9.36 g)의 해삼을 대상

으로 입식 밀도와 개체 크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소형 개체는 대형 개체와 함께 서식하면 스트레

스로 인하여 먹이 섭취량이 감소하여 성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형 개체의 

SGR이 0.63% day-1로 중형 (0.38% day-1) 및 대형 

(0.34% day-1) 개체의 SGR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형 개체의 해삼은 개체 크기 간 영향보다는 수온이나 

수용 밀도 등과 같은 요인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수온의 변화에 따른 해삼 양성 기구의 

적정 입식 밀도를 구명하기 위하여 해삼 양성 기구의 

단위 면적당 해삼의 초기 수용 밀도를 달리하고,  해삼

을 무게에 따라 소형, 중형 및 대형으로 나눈 총 576마

리의 해삼 표피에 VIE 표지를 주입한 해삼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70일간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해삼의 생존율

과 성장률을 조사하였다. 먼저, 실험 해역의 수온인 

19.75∼5.43℃의 범위 중 수온 11℃에서 해삼의 성장률

이 0.58% day-1로 나타나 겨울철 해삼의 성장에 적합한 

임계 수온이 11℃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삼이 성장

함에 따라 변화하는 입식 밀도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해삼 개체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입식 밀도 (150

∼600 g/m2)에서 80∼100 g/m2 만큼 증가하면, 해삼의 

SGR은 0.56% day-1로 증가하였다. 또한 해삼의 개체 

크기별 입식 밀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형 및 중형 

그룹 개체의 경우 초기 입식 밀도에서 80 g/m2 만큼 

증가하면 해삼의 SGR이 각각 0.71과 0.46% day-1로 증

가하였고, 대형 그룹 개체의 경우 입식 밀도가 100 g/m2 

만큼 증가하면 SGR이 0.51% day-1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형 개체의 해삼은 중형 및 대형 개체보다 수온 및 

입식 밀도 변화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으므로 금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

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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