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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식 어류에 손실을 초래하는 에드워드병(edward-
siellosis)은 체색흑화, 지느러미와 복부 발적, 충혈, 

복부팽만, 탈장, 간, 장, 복부 궤양 등의 임상증상

을 보인다(Li et al, 2020). 에드워드병 원인균인 

Edwardsiella tarda는 gamma-proteobacteria에 속하

는 그람음성 간균, 통성혐기성 장내세균이며, 넙
치(Paralichthys olivaceus) 양식 과정에서 폐사를 

야기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Park et 
al., 2012; Park et al., 2017). 현재 넙치의 에드워드

바이오플락 환경에서 넙치(Paralichthys olivaceus)의 

에드워드병에 대한 항생제 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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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iofloc culture for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the possibility of antibiotics treatment 
was investigated against edwardsiellosis. After inducing edwardsiellosis by immersion in Edwardsiella 
tarda 1.2 × 105/mL suspension, the survival trends on various biofloc water management and some 
physiological changes were observed. For biofloc water management, six types of water treatments 
were carried out, which were no exchange without antibiotics as negative control, the exchange to 
stored biofloc water, the exchange to stored biofloc water with 20% flow-through, the exchange to 
fresh biofloc water, half fresh biofloc water and half sea water, and the complete flow-thr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physicochemical change on water qualities in any type. The exchange to fresh 
biofloc water was shown the highest survival ratio as 72.3%, and in case of stored biofloc water 
with 20% flow-through, the survival ratio was also significantly high as 62%. Plasma glucose, choles-
terol, total protein, calcium, and magnesium were analyzed as physiological index. Mostly,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but plasma cholesterol showed an initial decrease in low survival group, and 
an initial increase with high survival group. Consequently, antibiotic treatment against a bacterial 
disease during biofloc culture is possible as long as the biofloc water management follow along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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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대책으로는 백신과 항생물질이 사용되고 있

다(Liu et al., 2018; Wang et al., 2009). 
바이오플락(Biofloc Technology, BFT) 양식시스

템은 사육수의 교환 없이 증발하는 수량만큼 물을 

보충한다. 그리고 BFT 미생물을 이용하여 양식과

정에서 발생하는 배설물과 사료찌거기, 양식어류

에 유해한 질소화합물인 암모니아, 아질산을 분해

한다(Kim et al., 2018). 이러한 이유로 고에너지 이

용방식인 기존의 양식 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

으로 주목받고 있다(Mamdoh et al., 2020; Har-
greaves JA, 2013). BFT를 이용하면 어류 사료 효

율을 높이고 사육수를 환수하지 않고 양식 생물을 

사육할 수 있어 에너지절감, 친환경고밀도 양식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BFT를 이용한 어류양

식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질병 통제가 

가능하다는 다수의 연구보고가 있으며, 이는 BFT 
양식방법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되어 있다(Bar-
bara et al., 2019; Diana et al., 2019).

그러나 BFT 사육 중 사육수 보충과정, 기구 등

에서 병원체가 유입될 수 있고, 세균성질병으로 

발전했을 경우, 항균물질 처리가 BFT 사육수 중 

질화 세균들에 영향을 주어 질소화합물 제어에 부

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FT 넙치 양식 과정에서 세균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현장 대응의 일환으로 BFT 
양식 사육수에 항생제 사용 가능성 검토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어 및 감염

BFT 사육수 만들기는 넙치 입식 30일 전에 염

소 소독 및 중화한 해수에 사료를 20 g/ton 넣어 

미생물 성장을 유도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넙

치는 평균 체중 약 7 g인 치어를 5개월 동안 BFT 
환경에서 양성한 평균 204 ± 5.7 g, 1,200마리를 실

험에 사용하였다. 감염 실험에 사용 E. tarda (2010 
0235) 균주는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균주는 영양 배지(Nutrient 
Broth)에 25℃, 24시간 배양하였다. 침지 감염은 넙

치가 사육되어 있는 7 m × 7 m (49 m2) BFT 수조

에 배양된 E. tarda 균주를 1.2 × 105/mL로 바이오

플락 사육수에 현탁하여 72시간 침지 감염시켰다. 
72시간 침지 감염 이후 일부 어체에서 복부팽만, 
탈장과 같은 임상증상이 확인되었고, 항생제 처리

구는 주사 후 감염어는 6개의 원형수조(19.6/m2)로 

이동 수용하였다. 침지 사육조 및 사육수는 차아

염소산칼슘 성분의 수산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

독 처리 하였다.

사육환경 및 사육수

E. tarda에 감염된 넙치는 6개의 19.6/m2 수조에 

200 마리씩 10마리/m2 밀도로 수용하였다. 6개 수

조는 항생제 무처리에 기존 BFT 사육수를 그대로 

유지시킨 수조 1개를 대조구로 하였다. 나머지 5
개 수조는 항생제 (아쿠아AF, 대성미생물, Co. 
Korea)를 주사하고 사육수를 무교환, 일부 교환 또

는 전부 교환, 유수식 전환하였다. 주사는 항생제 

(아쿠아AF : 아목시실린수화물 100 mg, 플로르페

니콜 100 mg, 파라옥시밴조산메틸 2 mg/ml)를 30 
μl/마리 주사하였다 (대한민국 특허 10-1092599, 
2011; Lee et al., 2015; Kim et al., 2012). 항생제 

주사구 5개 수조는 기존 BFT 사육수, 기존 BFT사
육수에 살균 해수로 20% 환수, 신규 BFT 사육수, 
신규 BFT 사육수 (50%)와 소독 해수 (50%), 완전 

유수식 전환구로 세팅 하였다. 실험 기간 중 일반 

수질은 휴대용 수질분석기 (YSI-Professional plus, 
YSI Inc., Ohio, USA)를 이용하여 수온, pH, 용존산

소, 염분을 매일 측정하였으며,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을 분석 키트 (Merck&Co., Inc., Kenilworth, 
NJ,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액채취 및 혈장성분 분석

감염어의 혈장 성분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1, 2, 4, 8주차에 각 수조별로 5마리씩 ran-
dom 샘플 하여 혈장 성분을 분석하였다 (2019-동
물실험-15). 혈액은 MS-222 (Sigma Chemical,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마취시킨 후 헤파린 

(Sigma, USA)을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하여 넙치

의 꼬리 정맥에서 채취하였다. 혈장 성분 분석을 

위해 혈액은 4°C에서 3000 × g로 15분간 원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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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혈장을 분리하였다. 혈장 내 유기성분(glucose, 
cholesterol, total protein), 혈장 효소 성분(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alkaline phosphatase, ALP), 무
기성분(Calcium, Magnesium)을 측정하였다. Glu-
cose는 GOD (Glucose oxidase)/POD (Peroxidase)법, 
cholesterol은 비색법, total protein은 Biuret법에 따

르는 임상용키트(Asan Pharm.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간의 지표효소인 GOT (glu-
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glutamic pyr-
uvic transaminase) 및 ALP (Alkaline phosphatase)는 

임상용키트(Asan Pharm. Co., Ltd, Korea)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칼슘은 OCPC법, 마그네슘은 Xy-
lidyl blue-I 법에 따르는 임상용 키트 (Asan Pharm.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실험구별 넙치의 생존율 

감염 후 회복 기간 동안 수조의 수질 환경은 평

균 수온은 약 20°C, pH는 7.3~7.8, 염분 농도는 31~ 
33 ‰, 용존산소는 6.7~7.7 mg/L 범위를 나타내었

다. 암모니아는 0.1~0.5 mg/L를 유지되었으나, 신
규 BFT 사육수(50%)와 소독 해수(50%) 실험구에

서 1.2 mg/L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아질산은 대부

분 0.1~0.9 mg/L를 유지하였으나, 신규 BFT 사육

수(50%)와 소독 해수(50%) 실험구에서 평균 약 

4.9 mg/L를 나타내 다른 실험구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질산(NO3)의 경우, 유수식으로 전환한 경우 

0.1 mg/L로 가장 낮았고, 신규 BFT 사육수(50%)와 

소독 해수 (50%) 실험구에서 가장 높아 약 9.2 mg/ 
L의 값을 나타냈다. 

각 실험구별 생존율은 Fig. 1에 나타내었는데, 
항생제를 처리하지 않고 기존의 BFT 사육수를 그

대로 사용했던 대조구의 최종 생존율은 32.7%로 

가장 낮았다. 반면, 항생제 처리 후 기존 바이오플

락수를 계속 사용한 경우 46.7%, 기존 바이오플락

사육수에 20% 소독해수로 환수한 경우 62.0%의 

생존율을 나타냈다. 신규로 준비한 BFT 사육수로 

완전 환수한 경우 72.3%의 최종 생존율을 나타냈

으나, 신규 BFT 사육수와 여과해수(50:50)로 실험

구에서는 42.1%로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완전 유수식으로 전환한 경우는 54.7%의 최종 생

존율을 보였다(Fig. 1). 

실험구에 따른 넙치의 혈장분석

혈장 분석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Glucose
는 대부분의 실험구에서 초기 감소하였다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항생제처리와 관련 없이 

기존 BFT 사육수를 사용한 경우인 (a), (b)는 혈장

포도당의 증가가 약 1주일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

로 나타났다. Cholesterol의 경우 항생제 무처리구 

(a), 항생제 처리 후 기존 BFT 사육수를 계속 사용

한 경우 (b), 유수식으로 전환한 경우 (f)에서 항생

제 접종 1주차까지 감소 후 이 후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고, 기존 BFT 사육수에 20% 여과해수로 

환수한 경우 (c), 신규 BFT 사육수로 환수한 경우 

(d), 신규 BFT 사육수 (50%)와 소독 해수 (50%) (e)
는 약간 증가한 후 감소하거나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생존율이 낮았던 실험구

에서 초기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고, 생존율이 높

았던 실험구에서는 초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1. Survival ratio of olive flounder Paralichtys oli-
vaceus with edwardsiellosis by various water manage-
ment with antibiotics treatment. ■ No water exchange 
without antibiotics; ● exchange to stored BFT water 
with antibiotics; ▲ exchange to stored BFW with 20% 
filtered sea water with antibiotics; ▽ exchange to fresh 
BFW with antibiotics; ◇ fresh BFW with 50% and fil-
tered sea water 50%; ◁ flow-through with antib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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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protein은 항생제 처리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실험구에서 감소한 후 증가하였으며, ALP의 경우 

혈장 콜레스테롤에서와 유사한 경향으로 (a), (b), 
(f)에서 감소 후 증가하는 경향을, (c), (d), (e)에서

는 증가한 후 유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GOT와 GPT에서는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

았다. 혈장 무기 성분인 칼슘과 마그네슘의 경우

는 5 mg/dL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BFT 양식 과정에서 세균성 질병발생 

시 항생제 처리 이후 사육 수질 환경의 변화를 관

찰하고, BFT 사육수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처리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구를 설정

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

하였다. 
BFT 사육수에서 항생제 처리 후의 수질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항생제를 처리하면 BFT 
미생물군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 수질 환경 분석 결과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

염이 특정 실험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넙

치 성장이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암모니아의 경우, 실험구에서 

가장 높았던 1.2 mg/L은 8 mg/L에서도 생장에 영

Fig. 2. Blood plasma components from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with edwardsiellosis by various water 
management with antibiotics treatment. (a), No water exchange without antibiotics; (b), exchange to stored BFT 
water with antibiotics; (c), exchange to stored BFW with 20% filtered sea water with antibiotics; (d), exchange 
to fresh BFW with antibiotics; (e), fresh BFW with 50% and filtered sea water 50%; (f), flow-through with 
antib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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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없었다는 보고(Kim et al., 2017b)에 따라 정

상범위로 판단할 수 있었다. Kim 등(2018)은 25 
mg/L의 아질산 농도에서의 생존율이 100%로 나

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본 실험 결과의 

아질산농도 4.9 mg/L는 생장에 영향이 없었을 것

으로 사료되었다. 각 실험구 중 가장 높았던 9.2 
mg/L의 질산염 수치는, BFT 양식의 경우 100 mg/ 
L 수준까지는 넙치 생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보고(Kim et al., 2019)에 따라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질소화합물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항생제 처리에도 BFT 사육수

의 수질 변화가 넙치 생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나

타나지 않아 질병발생 시 항생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항생제 처리 후 다양한 사육수 전환에 따른 생

존율 검토에서, BFT 환경에서 질병발생 시 항생

제 처리 후 새로운 BFT 사육수로 환수하는 방법

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새로운 BFT 사육수로 전

환시 생존율이 대조구에 비해 약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사율 경과를 종합해 보

면 항생제의 체내 유효 농도 유지 기간인 3~4주 

이후 항생제를 재접종 할 경우 기존 BFT 사육수

에 20% 소독해수를 환수하는 경우에도 폐사율을 

대조구에 비해 약 3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는 기존 사육수를 상당부분 그대로 사

용하는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혈장포도당의 경우 코르티솔(cortisol)과 함께 

어류의 스트레스반응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로 사

용되는데, 생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시상하부

-뇌하수체-간신선 축(hypothalamus-pituitary-inter-
renal axis)에 의해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 코르

티솔은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포도당 신생 과정을 

활성화시킨다. 즉, 생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중 포도당이 증가할 수 있다(Noh et al., 2017). 
결과의 모든 실험구에서 혈장포도당은 E. tarda의 

감염에 대한 스트레스반응으로 인하여 증가되어 

있던 포도당이 항생제 접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기존 바이오플락수

를 사용한 실험구에서 다른 실험구와는 다르게 포

도당 증가가 약 1주 빨라진 것은 기존 바이오플락

수의 감염원 존재에 의해 스트레스반응이 지속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혈장 콜레스테롤의 수준이 세균감염에 대한 저

항성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에 
대한 작용기작은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혈장콜레스테롤이 낮을 경우 세균감

염에 취약하며 세균감염에 저항성이 높은 개체는 

혈장콜레스테롤 수준이 높다(Maita et al., 1998). 
혈장 콜레스테롤에 대한 결과에서 보면 생존율이 

낮았던 실험구에서는 감소하고 생존율이 높았던 

실험구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본 연

구의 생존율과 관련하여 세균감염에 대한 저항성

이 높은 실험구에서 생존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

다.
혈장 총단백질, GOT, GPT, ALP 등은 어류의 건

강상태를 판단하는 유용한 지표이다. GOT, GPT, 
ALP는 독성물질, 지질산화 및 수온상승과 같은 

비정상적인환경에서 간세포 손상 시 증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Maita, 2007). 혈액 분석 결과에

서 총단백질은 항생제 처리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실험구에서 초기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세균감염

에 의해 세포손상에 대한 반응과 반하는 결과가 

나타나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GOT, GPT
는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생존율이나 폐

사율과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다만, ALP
의 경우 상기 콜레스테롤의 경우와 유사한 변화를 

보여, 생존율이 낮은 실험구에서는 감소 후 증가

하는 경향을, 생존율이 높은 실험구에서는 증가한 

후 유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역시 세

균감염 및 항생제 투여, 주변 환경변화와의 관계

에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혈장 칼슘과 마그네슘 수치는 혈장 이온 조절

에 관여하며 개체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생리적 변

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Kim et al., 2017a; 
Waagbo et al., 1988). 해산어류는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삼투압 조절 능력에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에 

혈장이온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Bruce, 
1991). 이번 연구의 경우 전 실험구에서 혈장 이온

농도는 정상범위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넙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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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세균성 질병 발생 시에 항생제 처리가 가능하

며, 항생제 처리 후 바이오플락 사육수의 수질에

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폐사율

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항생제 처리 후 새로

운 BFT 사육수로 환수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

고, 차선으로 20%의 소독해수로 환수하면서 기존 

바이오플락 사육수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음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는 BFT 양식 중 질병발생 시 항

생제 처리 및 대응에 대한 첫 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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