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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로티퍼 대량 배양 수조에서 관찰되는 코페포다의 혼재 양상
Observation of Co-Existing Copepods in the Marine Rotifer
Mass Culture T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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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croorganisms are contained filtered sea water that is why we often observed co-existing
copepod species in the large-scale rotifer culture tank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bout taxonomical study of co-existing copepods in Brachionus rotifer mass culture tanks of several seafarming centers at Jeju-do and Pusan, Korea by microscope. Also, we counted number of copeods
and density in 10 mL of cultured sea water and distinguished growing patterns and sex. As results,
we can identified 4 species copepods, 2 species of Tisbe, 1 species of Tigriopus and 1 species
of Apocyclops.
Keywords : Apocyclops, Brachionus, Co-existing organism, Copepod, Mass culture, Rotifer,
Tigriopus, Tisbe

서 론

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1 m 3의 수조에서부터
100 m3 이상의 배양 수조에서 대량 배양되고 있

로티퍼는 해산어의 종묘 생산 과정에서 어린

다. 이와 같이 로티퍼의 대량 배양은 대규모의 배

자치어의 초기 먹이 생물로 널리 이용되는 동물

양 수조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플랑크톤인데, 대량의 해산 부화 자어를 사육하
기 위해서는 대량의 로티퍼가 계획적으로 공급되

고온 고압 멸균 처리와 같은 실험실내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배양용 해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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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현장에서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 요인들

분 모래 여과 시스템을 통과시킨 후 사용하였다.

이 있으므로, 바다에서 직접 양수되고 있는 대형

또한 위와 같은 로티퍼 배양 환경에서 코페포다

의 옥외 고압 여과조나 또는 옥외 모래 여과조

의 혼재 양상 실험은 조사 대상 지역인 남해안과

등에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형물들이 여과

제주 지역의 넙치와 조피볼락 및 돌돔의 인공 종

되어진 해수를 바로 로티퍼의 배양수로 공급하여

묘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로티퍼의 배양수를 관

사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로티퍼의
배양 수조에 사용되는 해수에는 여러 가지 다른

찰하여 배양 과정 중에서 배양수 중에 혼재가 관
찰되는 코페포다를 10 ml씩 계수하여 분리한 후,

미소 생물들이 혼재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로티

해부 현미경하에서 관찰 하였으며, 동일종임을

퍼의 배양 수조에서 가장 잘 관찰되는 혼재 생물

확인하기 위하여 암수가 교미중인 개체를 대상으

로는 육안으로는 관찰이 어려운 해양 유래의 혼

로 하였다. 한편, 동일 시료를 대상으로 그때의

재 세균 [14]과 현미경이나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

로티퍼의 배양 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체수를

한 원생 동물의 섬모충류와 코페포다류가 있다

파악하였으며, 조사한 모든 결과의 자료 값

[7, 13]. 이와 같은 혼재 생물은 어류의 종묘 생산

(mean±SD) 사이의 유의차 유무는 SAS 통계 패키

과정에서 동물 먹이 생물로 이용되는 로티퍼의

지(ver.9.1)에 의한 One-way ANOVA test를 실시

배양 수조에서 뿐만 아니라 [5], 이매패류의 종묘

하여 최소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생산용 초기 치패 사육 수조나, 로티퍼나 패류 유

결 과

생의

먹이로

이용되는

식물

먹이

생물

(Nannochloropsis)의 배양 수조에서도 빈번히 관
찰된다고 하였다 [1, 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티퍼 배양 수조에서 코페포다의 혼재 밀도는

로티퍼 대량 배양 수조에서 자주 관찰되는 혼재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혼재 생물로서 관찰된

생물중 비교적 대형의 혼재 생물인 코페포다류의
생물학적 특징을 검토하기 위한 일환으로 먼저

코페포다류의 총 개체수가 124.7±22.8(mean±SD)
개체/10 ml로 매우 높은 밀도로 혼재되고 있는

혼재 생물로서 관찰되는 코페포다류의 혼재 양상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먹이 생물로 이용하기

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위하여

배양중인

로티퍼의

배양

밀도는

429±46.2(mean±SD) 개체/10 ml로, 1 ml의 배양 밀

재료 및 방법

도로 환산하면 1 ml당 50개체도 안 되는 매우 낮

로티퍼 배양 수조에서 혼재하고 있는 코페포다의

합적으로 배양 수조 내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 관

은 밀도였다(Fig. 1). 또한 동일한 로티퍼 배양 수
조에서 관찰한 결과, 2종 이상의 코페포다류가 복

양상은 대규모 해산 어류의 인공 종묘 생산 양식
장에서 콘크리트 재질의 사각 수조나 원형 수조

500

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로티퍼 배양 수조에서 조
사하였는데, 모든 조사 대상의 양식장에서 초기
는 농축된 식물 플랑크톤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조사 대상 수조의 크기는

400
350
Numbers/10ml

동물 먹이 생물인 로티퍼의 생산을 위한 먹이로

450

200

100

수량은 각 수조의 80% 전후였으며, 조사 대상 수
조의 로티퍼 배양 환경은 수온 20～28℃의 범위

50
0
rotifer

에서 자연 해수(염분 농도 28-32)를 담수 처리와
용 해수는 특별한 여과 공정을 거치지 않고 대부

250

150

보통 50 m3 전후의 크기였고 배양을 위한 해수의

같은 염분 조절 없이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배양

300

copepod

Figure 1. The numbers of rotifer and co-existing copepod
in the rotifer mass cultur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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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었는데, 이들 혼재 코페포다류의 발생 단계별 개

을 포란 중인 암컷 개체는 3.3±0.47(mean±SD) 개체/10

체

개체가

ml로 각 발생 단계별로 비교한 결과, 노플리우스나

14.7±3.3(mean±SD), 개체/10 ml이고, 코페포다 단계

포란 암컷이 차지하는 비율 보다는 코페포다의 개체

의 개체가 106.7±25.5(mean±SD) 개체/10 ml이며, 난낭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Fig. 2).

수는

노플리우스

단계의

150

Numbers/10ml

100

50

0
nauplii

copepodites

egg carrying females

Figure 2. The numbers of co-existing copepods on the each developmental stages.

로티퍼 배양 수조에서 주로 관찰되는 혼재 코
페포다는 주로 harpacticoida와 cyclopoida가 관찰

자주 관찰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cyclopoida
의 Apocyclops sp.가 로티퍼의 대량 배양 수조에서

되었는데, 2종의 Tisbe sp.와 1종의 Tigriopus sp.가

혼재 생물로 관찰되었다(Fig. 3).

5

♀

6

♂
9

Tigriopus sp.

Tisbe sp.

Tisbe sp.

Apocyclops sp.

Figure 3. Observed four co-existing copepo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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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onicus를 대량으로 채집하여 유용 해산 어류의
종묘 생산 과정에서 로티퍼와 함께 먹이 생물로

로티퍼의 대량 배양 수조는 세균이나 부산물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15]. 그러나 로티퍼의 대량

풍부하게 존재하는 미소 생태계(micro-eco-sys-

배양수조에서 관찰되는 혼재 코페포다의 모든 종

tem)를 형성한다고 하였고 [4, 6], 이 미소 생태계

이 로티퍼의 배양 또는 해산어의 종묘 생산에 과

내에서 주로 관찰되는 혼재 생물로는 원생 동물

정에서 이로운 결과만을 초래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로티퍼의 배양 수

이나 코페포다가 있다고 하였다 [5, 7]. 이 연구에
서는 우리 나라에서 해산어의 종묘 생산이 비교

조에 혼재되어 로티퍼의 증식 밀도를 감소시키거

적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남해안과 제주 지

나 심지어는 배양중인 로티퍼와 먹이 경쟁 또는

역의 육상 양식 시설을 대상으로 로티퍼의 대량

피포식 관계를 형성하여 먹이로 이용하고자 배양

배양 과정에서 혼재 생물로서 관찰되는 코페포다

중인 로티퍼를 전멸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의 종류를 검토한 결과, 4종의 코페포다류가 로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산 자치어의 먹이로서

퍼 배양조 내에서 혼재 생물로서 관찰되는 것을

로티퍼와 함께 코페포다를 공급하였을 때 사육중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로티퍼의 배양 과정이

인 자치어에게 병원성 생물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나 패류 유생 사육 과정 그리고 로티퍼나 패류의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혼재된

먹이로 이용하기 위하여 식물 먹이 생물을 배양

코페포다는 로티퍼와 동일 배양 용기에서 경쟁

하는 과정에서는 수조 바닥이나 파판을 기어 다

관계를 형성하여 결국 로티퍼의 안정 배양을 저

니거나, 수중을 부유하는 코페포다는 대부분

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Tigriopus japonicus로 인식되어 있었다. 이는 T.

[7, 10, 11], 로티퍼와 코페포다의 혼합 배양의 다

japonicus가 연안에서 서식하는 것이 자주 관찰될

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많이 알려진 종이기 때문에 유발된

[2, 3, 9]. 그러므로 연구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오인인 것을 이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을 뿐

로티퍼 배양수조에서 코페포다의 혼재 현상이 해

만 아니라,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관찰된 결과로,

산어의 종묘 생산 과정에서 로티퍼의 배양 또는

로티퍼의 배양 수조에서 관찰되는 포복성이 강한
혼재 코페포다는 대부분 Tisbe에 속하는 종이

해산어의 사육에 있어서 이로운 결과를 초래할지
아니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구체적

Tigriopus속의 종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관찰

으로 알아 보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되었으며, 때로는 이 두 종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혼재가 관찰되는 코

경우도 있었다. 혼재 생물 중 T. japonicus와 같이

페포다를 분류하여 이들 코페포다의 먹이 습성

세균 식성을 띠는 코페포다류 [8]가 로티퍼 배양

또는 증식 환경 등을 반드시 알아 보아야 할 뿐만

수조 내에 혼재되었을 때는 로티퍼 배양 수조 내

아니라 이들 코페포다는 결국 로티퍼의 배양과
해산어의 종묘 생산에 이로운 혼재 생물인지, 해

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유기물이나 혼재 세균을
직접,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육안적으로도 쉽게
관찰이 가능할 정도로 대증식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때 혼재된 코페포다는 로티퍼의 배양 수조
에서 먹이로 이용하기 위하여 배양 중인 로티퍼
의 증식 과정에 배양 밀도의 급격한 감소와 같은

로운 혼재 생물인지를 판단하는 후속 연구가 계
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생태 변화 요인으로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소 생태계의 한 구성원

해산어의 종묘 생산 과정에서 초기 먹이 생물
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로티퍼의 대량 배양 수조

으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에는 다양한 혼재 생물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로티퍼 배양 수조 내에서 코페포다가 혼재 생물

는 Brachionus속의 로티퍼를 대량 배양하면서 관

로서 자주 관찰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로티퍼 배

찰되는 코페포다의 혼재 양상과 종을 분류하였

양 수조 내에서 증식한 코페포다류의 일종인 T.

다. 그 결과, 2종의 Tisbe, 1종의 Tigriopus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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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의 Apocyclops, 모두 4종의 코페포다가 로티퍼
배양 수조에서 혼재 생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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