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종자생산 분야

감 성 돔 ······························································11
은

어 ······························································17

황

복 ······························································23

동남참게 ······························································31
보리새우 ······························································37

2021년 수산자원 종자생산 실적
(단위: 천마리)

품종별
계

생산량

전장(갑폭)

생산 기간

5,502

감성돔

182

5㎝ 이상

2. 22. ~ 5. 18. (약3개월)

은 어

158

5㎝ 이상

′20. 11. 5. ~ ′21. 2. 10. (약3개월)

황 복

52

5㎝ 이상

5. 16. ~ 7. 27. (약2개월)

동남참게

220

0.7㎝ 이상

4. 22. ~ 6. 2. (약2개월)

보리새우

4,890

1.2㎝ 이상

9. 1. ~ 10. 15. (약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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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성 돔
민 병 희

서

론

· 학명 : Acanthopagrus schelegeli
농어목 Order Perciformes
도미과 Family Sparidae
· 영명 : Black seabream, Black porgy
· 일명 : 구로다이(クロダイ)
· 방언 : 감성어, 감상어, 감성도미, 감셍이

감성돔(Acanthopagrus schlegeli)은 농어목(Perciformes), 도미과(Sparidae), 감성돔속(Acanthopagrus)
에 속하며, 우리나라 서·남해, 일본 홋카이도 이남, 발해, 황해 및 동중국해에 널리 분포한다. 감성돔
속에는 감성돔(Acanthopagurs schlegeli)과 새눈치(Acanthopagrus latus)가 속한다.
감성돔은 지방에 따라 감성어, 감상어(전남), 감성도미(경북), 감셍이(부산), 맹이, 남정바리(강원도)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으며, 몸 빛깔은 금속 광택을 띤 회혹색으로 배쪽부분은 연하다. 몸은
타원형으로 측편되어 있으며, 주둥이는 약간 돌출되어 있다. 양턱의 앞쪽에는 각각 3쌍의 앞니 모양
의 송곳니가 있고, 그 뒤쪽에는 어금니가 발달하여 위턱의 옆쪽으로 4~5줄, 아래턱에는 3~4줄이
있다. 비늘은 빗비늘이며, 두 눈 사이와 아가미뚜껑 밑부분에는 비늘이 없다. 등지느러미 가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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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짧고 11~12개의 강한 가시와 11개의 줄기를 갖고 있으며, 뒷지느러미는 3개의 강한 가시와 8
개의 줄기를 가지고 있고, 가슴지느러미는 15개의 줄기로 되어 있다.
감성돔의 서식 장소는 바닥에 해조류가 있고 모래질이나 암초로 된 수심 50m 이내의 연안에 주
로 서식한다.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는 강어귀 등에서 발견되기도 하며, 어린 고기는 갯벌의 물이
괴어 있는 곳에도 들어간다. 정착하여 생활하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무리도 있지만 큰 이
동은 없으며, 겨울철에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잡식성으로서 조개류, 갯지렁이 등을 먹는다.
산란기는 봄철인 4~6월로서 바닥이 자갈이나 펄 또는 모래 등으로 해저지형이 비교적 복잡한 곳
에 산란한다. 성숙체장은 수컷 체장 17㎝, 암컷 20㎝으로 성숙하게 되면 산란기 동안에 수십회 산
란한다.
부화 후 만 1년이면 체장 15㎝, 2년이면 21㎝, 3년이면 26㎝, 4년이면 30㎝ 전후로 자란다. 감
성돔의 성비를 보면 1년생의 경우 대부분 수컷이지만 2~3년생은 암수한몸으로 수컷의 기능을 가지
며, 3~4년생에서는 암·수로 분리되기 시작하고, 4~5년생부터는 암수로 완전히 분리되며 대부분이
암컷으로 성전환한다.
부산 연안 자원조성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2021년도 감성돔 종자생산 및 방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수정란 수용 및 관리
종자생산에 사용된 수정란은 경남 통영시 일원 민간업체에서 2021년 2월 22일에 60만립을 확보
하여 수조에 입식하였다.
수정란은 입식 전 계량 용기에 담아 사란을 제거한 부유란의 용량을 측정한 후 충분히 세란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정란을 비닐 주머니에 수용 후 아이스박스에 포장하여 연구소로 운반하였다.
사육 수조 내 공기공급은 수조 당 20개의 에어 스톤을 설치하여 최대한 약하게 포기하였다. ∅
6m×1.2m 원형수조 2개에 수정란을 나누어 수용하였으며, 수용밀도는 약 30천개/㎥ 이하로 하였다.

2. 자ㆍ치어 사육
초기 사육수온은 18℃ 내외를 유지하였고, 2일령부터는 수온을 서서히 올려 22~24℃로 유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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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화 후 1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해수산클로렐라(Chlorella ellipsoidea)를 50만
cells/mL 농도로 유지되도록 사육수에 첨가하였다. 부화 후 1일부터 4일까지는 로티퍼(Brachionus

rotundiformis)를 에스프레소(INVE)로 4시간 이상 영양강화 시킨 후 5~10개체/㎖, 5일부터 25일
까지는 15∼50개체/㎖로 2회/일 공급하였다. 알테미아(Artemia sp.)는 부화 후 20일부터 23일령까
지 영양강화를 하지 않은 갓 부화한 nauplius를 0.5∼1개체/㎖로 하여 1∼2회/일 공급하였으며,
24일부터 40일령까지 DHA 셀코(INVE)로 4시간 이상 영양강화 시킨 후 2~4개체/㎖로 2회/일 공
급하였다. 냉동요각류는 부화 후 35일령부터 50일령까지 20톤 수조당 1회에 0.5~1kg을 공급하였
다. 부화 후 22일부터 30일까지는 초기 미립자사료(250㎛)를 2~4회/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자·치
어의 성장에 따라 350~1,200㎛까지 사료의 크기를 조절해가며 6~8회/일 공급하였다(표 1).
사육수 공급은 섬유여과기와 자외선 살균기를 거친 해수를 카트리지필터(1㎛)로 여과하여 사육 수
조로 공급하였으며, 부화 후 2일경부터 0.1회전/일 정도로 유수하기 시작하여 서서히 유수량을 증
가시켜 최종 8~10회전/일까지 증가시켰다. 사육 수조 내 수질 안정 및 유해 미생물의 번식을 막기
위하여 수정란이 입식된 직후부터 25일령까지 수질개선제(MIC)를 수조당 1ppm 첨가하였다. 사육
시기에

따른

성장의

측정은

5∼10일

간격으로

30마리씩

무작위로

체포하여

해부현미경

(SZX16/M2500, Motic Image Plus 2.0)과 vernier caliper로 전장(㎜)을 측정하였다.

표 1. 감성돔 자ㆍ치어 사육 기간 중 먹이 종류
먹 이

사육일수

해수산
클로렐라
로티퍼

알테미아

냉동요각류
배합사료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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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부화 0∼25일 (매일 50만 cells/mL 공급)
- 부화 2∼4일 : 5~10개체/mL 유지, 1∼2회/일 공급
- 부화 5∼25일 : 15∼50개체/mL 유지, 2회/일 공급
- 부화 20∼23일 : 0.5∼1개체(갓 부화한 알테미아)/mL, 2회/일 공급
- 부화 24∼40일 : 2∼4개체(영양 강화한 알테미아)/mL, 2회/일 공급
- 부화 35∼50일 : 0.5∼1kg/회/수조, 2회/일 공급
- 부화 22일 이후 : 250∼1,200㎛의 미립자사료 공급시작 (2∼8회/일 공급)

90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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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수정란 부화
수정란은 수온 17.7℃, 염분 35.0 psu에서 약 35시간 경과 후 부화가 시작되었고, 부화율은 평
균 86.7%로 수정란 60만립 중 52만 마리의 자어가 부화하였다(그림 1).

2. 자ㆍ치어 성장과 생존
감성돔 자어는 부화 직후 유영하지 않고 표층부에 가만히 떠 있었고, 입과 항문이 열려있지 않았
으며, 부화자어 크기는 평균 전장 2.1㎜를 나타내었다. 자어 성장은 부화 후 10일령 평균 전장이
4.3㎜였고, 20일령은 7.0㎜, 30일령은 12.8㎜, 50일령은 33.5㎜, 70일령은 55㎜로 성장하였다. 사
육기간 동안 수온은 18.0~23.7℃, 염분은 25.6~35.0 psu였으며, 최종 생존율은 평균 40.1%로 부
화한 자어 52만 마리 중 181.7천 마리가 생존하였다(그림 1, 2).
부화 후 30∼40일령에 감모가 발생하였으나 작년보다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전체 생존율의
약 30%가 이 시기에 감모하였고, 이 시기는 선별이나 분조가 어려운 시기로 공식이 시작되므로 성
장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먹이의 공급량 조절이 필요하고 판단된다. 30일령에 사육수와 자어를
바가지로 같이 수거하여 자어가 공기 중에 최소로 노출되도록 분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냉동 요각
류와 생물 먹이 및 사료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기형 개체가 거의 없는 양질의 우량 종자를 대량 생
산하였다.

그림 1. 감성돔 사육 기간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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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자 분양 및 방류
감성돔 치어 181.7천 마리 중 120천 마리는 4개 구ㆍ군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해역에 방류
하였고(표 2, 그림 3), 4만 마리는 한국낚시협회 및 한국조구산업경영자협회, 2만 마리는 바다살리
기 국민운동본부(부산)와 같이 방류 행사를 시행하였다. 100마리는 경북 영덕군 영해초등학교에 실
험용, 600마리는 수산과학관(기장)에 전시용 1,000마리는 부경대학교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에 연구
용으로 분양하였다(표 2, 그림 3).

그림 2. 감성돔 자·치어 발달과정

표 2. 감성돔 구ㆍ군 분양 및 방류 결과
구

분

방류지역

방류일자

방류량(마리)

구군 및 단체

합계

120,000

서 구

송도해수욕장

’21.5.13.(목)

30,000

남 구

용호항

’21.5.14.(금)

30,000

영도구

하리항

30,000
’21.5.17.(월)

기장군

두호항

30,00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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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 속
구

분

방류지역

방류일자

방류량(마리)

구군 및 단체

합계

61,700

영해초등학교
(경북 영덕군)

연구 및 실험용

’21.4.21.(금)

100

수산과학관(기장)

전시용

’21.5.11.(월)

600

한국낚시협회
한국조구산업
경영자협회

사하구 낫개항

’21.5.13.(목)

40,000

부경대학교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연구 및 실험용

’21.5.18.(금)

1,000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21.6.17.(금)

20,000

그림 3. 감성돔 치어 분양 및 방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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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
함 경 훈

서

론

· 학명 : Plecoglossus altivelis
바다빙어목 Order Salmoniformes
바다빙어과 Family Plecoglossidae
· 영명 : Sweet fish, Sweet smelt
· 일명 : アユ(아유)
· 방언 : 은광어, 은구어, 언어, 치리, 열광어

은어(Plecoglossus altivelis)는 분류학적으로 바다빙어목(Salmoniformes) 바다빙어과(Plecoglossidae)
에 속하는 담수어류이다. 몸길이는 약 15㎝ 내외로 성장하고, 몸은 가늘고 길게 측편되어 있다. 몸
빛깔은 어두운 청록색을 띤 회색으로, 배쪽에 이를수록 그 빛깔이 연해진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의
경우 머리와 등쪽은 검은색, 배쪽은 오렌지색의 세로줄이 생긴다.
우리나라 전역과 중국, 대만, 일본 등에 분포하며, 물이 맑은 하천과 그 하구에 서식하는데, 강 밑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는 곳을 좋아한다. 자라면서 식성이 변하는 어류이며, 그에 따라 이빨의 모양
도 변하는데, 바다에서 생활할 때는 각종 동물플랑크톤 및 작은 먹이를 이용하지만 하천으로 올라오
면서 부착조류를 먹기위하여 빗모양의 넓적한 이빨을 가지게 된다.
산란기인 9~10월에는 돌과 자갈이 많은 하천의 중하류지역으로 내려와 점착성의 난을 산란한다.
암컷 은어 1마리는 1~5만개의 점착성란을 산란하는데 산란한 은어는 산란 후 폐사하는 1년생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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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산란된 은어의 난은 부화 후 하천을 따라 연안으로 내려와 성장 및 월동을 하고 4~5월경에
다시 하천으로 소상하는 강하성 어류이다.
은어는 과거부터 깨끗한 물에 서식하는 대표적 어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낙동강수계에서는 하굿둑
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은어의 재생산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낙동강수
계의 은어 자원은 대부분 인공 종자생산 및 방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내수면 주요 어류품종이면서 환경 표종으로서 유용한 은어 자원의 유지 및 회
복을 위하여 매년 은어 종자생산 및 방류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종자생산 및 방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1. 수정란 수용 및 관리
수정란은 2020년 11월 5일 전라남도 광양시에 위치한 민간양식장에서 구입하였다. 구입한 수정
란은 발안란 상태로 부착 기질에 부착된 상태로 활어차를 이용하여 충분한 산소공급을 하며, 안정적
인 상태로 연구소 내로 이송하였다. 이송한 수정란은 담수로 채워진 20톤 원형 콘크리트 수조(지름
6m, 수심 1m) 2개소에 적절히 배분하여 입식하였으며 입식시의 수온은 18℃ 내외였다.
수정란의 부화를 위하여 매일 약 10% 정도의 담수를 환수하였고 수온은 매일 0.5℃ 정도를 상승
시켰다.

채란 및 수정

수정란 확보

그림 1. 수정란 채란 및 연구소 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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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어 사육
부화가 시작된 이후 24시간이 지난 후 약간의 클로렐라를 첨가하여 물만들기를 실시하였고, 매일
10%정도의 해수를 첨가하여 서서히 사육수의 염도를 증가시켰다.
부화 개시 후 48시간후에 부착기질을 제거하여 주었으며, 바닥의 폐사체와 찌거기들을 사이펀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부화 이후에는 사육수의 염도를 지속적으로 서서히 상승시켜주었으며, 환수량
은 30psu의 해수를 이용하여 0.5회전/일 수준으로 유수시켜 주었다. 사육수로 공급되는 해수는 생
태연못으로 취수된 해수를 섬유여과기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자외선 살균을 거쳤다. 자어 초기에는
1㎛ 규격의 카트리지필터를 이용하여 최종 여과한 사육수를 공급하였다.
부화 후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100~350㎛ 크기의 로티퍼(Brachionus calyciflorus)를 1일 2회
공급하여 하루 중 10개체/㎖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로피터 섭식개시 때의 사육수온은 19.1℃였다.
물 만들기를 위하여 농축 해산 Chlorella sp.를 2회/1일 간격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루 중
10~20만 cell/㎖이 되도록 투입하였다.
알테미아는 17일차경에 급이하기 시작하여 41일차까지 유지하였고, 알테미아 급이기간 중에는 하
루 중 0.5개체/㎖이상의 알테미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였다.
사료는 부화 후 21일차부터 소량씩 공급하였고, 성장에 따라 적정크기의 사료를 급이하였는데, 부
화 후 25일차부터는 자동사료급이기를 이용하여 사료붙임에 활용하였다.
로티퍼는 24일차까지 알테미아는 41일차 까지 급이하였는데, 34일차 부터는 냉동요각류를 병행
급이 및 대체하여 방류시까지 공급하였다.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10일 간격으로 중층을 유영하는 자․치어를 무작위로 10마리를 선별한 후
해부현미경(SZX16/M2500, Motic Image Plus 2.0)과 버어니어 캘리퍼스 및 자를 이용하여 전장
(㎜)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정란 수용 및 부화
발안란 상태로 입식된 은어 수정란의 부화는 입식 후 4일이 경과한 2020년 11월 9일 시작되었으
며, 부화량은 약 22만마리로 부화율은 약 14.7%였다. 은어의 경우 친어의 성숙정도를 파악하여 일
시에 채란 및 인공수정으로 난을 확보하며, 성숙도의 정도에 따라 부화율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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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율은 10~20% 정도로 낮은 편이며, 생산량을 감안하여 목표량의 10배 이상의 수정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은어 자ㆍ치어 사육 기간 중 먹이 종류
먹 이

사육일수

해수산
클로렐라
로티퍼
알테미아
냉동요각류
배합사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비 고

- 부화 0∼24일 (매일 50만 cells/mL 공급)
- 부화 1∼22일 : 10개체/mL 유지, 2회/일 공급
- 부화 17∼41일 : 0.5∼1개체(갓 부화한 알테미아)/mL, 2회/일 공급
- 부화 34∼80일 : 0.5∼1kg/회/수조, 2회/일 공급
- 부화 21일 이후 : 250∼1,200㎛의 미립자사료 공급시작 (2∼8회/일 공급)

2. 자ㆍ치어 성장과 생존
부화 시 은어의 크기는 약 6.9㎜였으며 10일차에는 10~11㎜, 30일차에는 18~21㎜였다. 방류 직
전인 80일차에는 50~70㎜까지 성장하였다(그림 1, 2). 부화 후 80일까지 사육하여 평균 5~7㎝이
상의 은어 치어 15.8만마리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은어 치어의 생존율은 70% 이상으로 은어의 경우
부화율은 낮은 편이나 치어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타 어종에 비하여 영양요구량이
까다롭지 않고, 기형 발생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어종 특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림 1. 은어 사육 기간별 성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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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은어 자․치어 발달과정

3. 종자 분양 및 방류실적
은어 치어 15.8만 마리는 낙동강 하구역인 사하구 다대포 일원, 기장군 장안천/좌광천 하구역 및
자체 낙동강 하구 수역 방류를 실시하였다(표 2, 그림 3).

표 2. 은어 방류 내역
구 분

방류지역

방류일자

방류량(마리)

구군 및 단체

합계

사하구

낙동강 하구 수역(장림)

’21.2.9.(화)

57,000

연구소 7. 사하구 3,
어업인 2

좌광천 하류 수역

’21.2.8.(월)

56,000

연구소 9, 기장군 4,
어업인 4

장안천 하류 수역

’21.2.9.(화)

40,000

연구소 9, 기장군 4,
어업인 4

낙동강 하구 수역(진목)

’21.2.10.(수)

5,000

연구소 9

158,000

기장군

자체방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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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은어 종자생산 및 방류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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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복
함 경 훈

서

론

· 학명 : Takifugu obscurus
복어목 Order Tetraodontiformes
참복과 Family Tetraodontidae
· 영명 : River Puffer
· 일명 : メフグ(메후구)
· 방언 : 강복

황복(Takifugu obscurus)은 복어목(Order tetraodontiformes), 참복과(Family Tetraodontidae)
에 속하는 어류로 참복 등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배에 선황색의 넓은 세로띠가 특징적으로 나타나
황복으로 이름 붙여졌다.
주요 분포지역은 우리나라의 서해안 및 남해안, 중국의 동해 및 남해안 등에 서식한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의 산란기는 4∼5월인데 하천의 중상류까지 소상하여 자갈이 깔린 강바닥에 점착성란을
산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산란이 끝난 황복은 다시 바다로 회귀하는 생태를 가진 소하성 어
류이다.
복어류는 종에 따라 다르지만 피부, 내장기관, 생식소 등 다양한 부위에 맹독성의 독소인 테트로도톡
신(Tetrodotoxin)을 가지고 있으며, 황복도 난소, 간, 장 그리고 피부에 이러한 독소를 가지고 있다.
황복은 일본어로는 메후구(メフグ) 영명으로는 River Puffer이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하돈(河豚)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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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불린다. 중국 북송 시대의 명시인 소동파는 ‘죽음과도 바꿀만한 맛’이라고 극찬하여 유명해진
어류이다.
황복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만 일부 볼 수 있는데, 서해와 남해안의 대부
분의 강들이 하구둑으로 물길이 막힘으로써 강을 따라 소상하여 산란하는 황복의 특성상 산란이 불가
능해졌고, 자원의 남획, 그리고 하천 환경의 악화 등으로 황복의 국내 자원량은 급감한 상황이다.
부산 낙동강에서는 1987년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황복의 자연 산란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낙동
강과 부산 연안에서는 황복 자원이 완전히 절멸된 상태이다.
황복은 산란을 위하여 소상하는 산란생태 특성상 염분 변화에 강한 내성을 가진다. 일생의 대부분
을 해수에서 지내지만 거의 완전한 담수에서도 단기간은 큰 문제없이 적응한다. 부화된 자어와 치어
의 염도에 대한 적응 능력도 우수하여 자연적으로 산란이 가능한 환경만 충족이 된다면 자원복원
후 자연적인 자원의 증가가 기대되는 종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산란과 치어의 성육을 위
한 환경이 파괴되어 현재 휴전선 바로 이남의 한강과 임진강 외에서는 그 자원량이 거의 없어진 상
태이다.
부산시는 낙동강 기수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하굿둑 개방을 추진해왔다. 2019년
에는 실증 개방을 통하여 염분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도 도출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는 일부
하굿둑 수문을 상시 개방을 추진하는 등 기수생태계 복원 정책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황복은 낙
동강 하굿둑 개방이 실현될 경우 낙동강에서 다시 복원해야 할 중요한 수산자원이면서, 기수생태계
의 복원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낙동강의 황복 자원을 복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황복 종자생산 실
시하여 현재까지 총 154,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1. 친어 관리 및 자어 확보
2021년 황복 종자생산에 사용된 황복 친어는 자연산 친어 14마리(암컷 9미, 숫컷 5미, 0.5∼1.1kg/
마리)로 2021년 5월 14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민간 업체로부터 구입한 개체들을 사용하였다.
황복 친어는 수컷의 경우 가벼운 복부 압박을 통하여 정액이 흘러나오는 개체를 선별하였고, 암컷
의 경우 충분히 복부가 부푼 상태에서 정액이 흘러나오지 않는 개체로 성숙한 개체를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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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복의 운송은 운반 수조 약 300L, 수온 약 18∼21℃ 정도의 수온에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상
태로 이송하였다.
연구소 내로 이송된 황복 친어는 염분(5 psu)의 사육수에 입식하였으며 약 2일간 먹이를 공급하
지 않은 상태로 차광막을 덮어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였다.
친어의 성숙 유도를 위하여 2021년 5월 16일부터 성숙한 친어 암컷 및 수컷에 대하여 HCG를
어체중 kg당 500IU씩을 2회에 걸쳐 24시간 단위로 복강에 주사하였다. 호르몬 2회 주사 후 24시
간 경과하여 복부압박법으로 성숙란을 채취하였다. 난 채취 이후 즉시 수컷으로부터 복부압박법으로
채취한 정액을 성숙란에 뿌려 건식법으로 약 5~7분간 수정을 실시하였다. 수정이 완료된 수정란은
별도 제작한 유리판을 설치한 바닥에 고르게 뿌려주었다. 수정란 부착 시 사육조의 수온은 21.7℃,
염도 2.5psu였다. 뿌려진 수정란은 유리판에 강하게 부착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양식산 황복 친어확보

연구소 내 황복 입식

인공수정

부화조 입식

그림 1. 황복 친어 및 수정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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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어 성장
수정란의 부화 이후 부터 사육수의 염도를 서서히 상승시켜주었으며, 환수량은 25 psu의 해수를
이용하여 1회전/일 수준으로 유수시켜 주었다. 사육수로 공급되는 해수는 생태연못으로 취수된 해수
를 섬유여과기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자외선 살균을 거쳤다. 자어 초기에는 1㎛ 규격의 카트리지 필
터를 이용하여 최종 여과한 사육수를 공급하였다.
부화 후 72시간 경과 후 최초 로티퍼 공급을 시작하였는데 100∼350㎛ 크기의 로티퍼(Brachionus
calyciflorus)를 1일 2회 공급하여 하루 중 10개체/㎖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로피터 섭식개시 때의
염도는 약 10.4 psu였으며, 사육 수온은 23.3℃였다. 물 만들기를 위하여 농축 해산 Chlorella sp.
를 2회/일 간격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루 중 10∼20만 cell/㎖이 되도록 투입하였다.
부화 후 11일차 부터는 소량의 알테미아(Artemia)를 첨가하기 시작하였으며 42일차까지 유지하
였고, 알테미아 급이 기간 중에는 하루 중 0.5개체/㎖ 이상의 알테미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였다.
사료는 부화 후 14일차부터 소량씩 공급하였고, 성장에 따라 적정 크기의 사료를 급이하였는데,
부화 후 20일차부터는 자동사료급이기를 이용하여 사료붙임에 활용하였다.
로티퍼는 13일차까지 알테미아는 42일차까지 급이하였으며, 황복의 공식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냉동요각류는 21일경부터 방류 직전까지 공급하였다. 부화 후 63일간 사육하여 평균 45.0~55.0㎜
의 황복 치어를 생산 방류하였다.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10일 간격으로 중층을 유영하는 자ㆍ치어를 무작위로 10마리를 선별한 후
해부현미경(SZX16/M2500, Motic Image Plus 2.0)과 버어니어 캘리퍼스 및 자를 이용하여 전장
(㎜)을 측정하였다.

표 1. 황복 자ㆍ치어 사육 기간 중 먹이 종류
먹 이

사육일수

클로렐라

로티퍼

알테미아
미립자사료,
배합사료

0

10

20

30

40

50

- 부화 직후 ∼ 13일 (40∼80만cells/㎖ 유지)
- 매일 오전 농축 해산 클로렐라로 Green water 만듦
- 부화후 3일령부터 로티퍼를 첨가, 3일령에는 5개체/㎖, 5일령∼13일령까지는
20 개체/㎖ 유지, 하루 2∼3회 급이
- 부화 후 11일령∼42일령이내 알테미아 공급(1∼3개체/㎖)
- 부화 후 14일령∼방류시까지 미립자사료 공급(어체중의 8∼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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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친어 및 자어 확보
황복 친어 암컷 총 9마리 중 4마리에서 456,000립의 수정란을 확보하였다. 수정란을 고르게 깔
아둔 10톤 콘크리트수조에서는 에어레이션을 충분히 하여 수정란의 부화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였
으며, 수정률은 95% 이상 부화율은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적절한 난질 이하
의 수정란이 제대로 부화하지 못한 결과로 예상된다.
수정란은 수정 직후 대단히 많은 유구를 포함한 난황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정 후 약 72시간 이후
에는 척추가 형성되고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수정 후 약 96시간 이후에는 인두형성기로 안구(안점)
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그림 1).

그림 1. 황복 발생과정 및 성장

2. 자·치어 성장
수정 후 약 120시간 경과 후 부화가 시작되었으며 크기는 전장 3.1~3.2㎜가량이었으며 부화시의
염도는 2.5 psu, 수온은 22.2℃였다. 자어의 크기는 10일령에서 6.0~6.3, 20일령에서 11.0∼13.0㎜,
40일령에서 23∼30㎜로 성장하였다. 방류 직전에 60일령에서는 평균전장 45∼55㎜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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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복은 담수에서 산란하여 부화한 이후부터 서서히 해수역으로 이동하여 성장하는 특수한 생리적
특성을 가진 어류로, 기타 해산어에 비하여 난의 크기가 다소 큰편에 속한다. 그래서 먹이생물의 섭
식이 양호한 특성을 보여주었고 염도의 변화에도 강한 저항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호르몬주사 및
인공수정을 통한 수정란의 부화는 개체에 따라 다양한 부화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난질의 차이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대량의 황복 종자생산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친어군
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황복은 자·치어의 알테미아 섭식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식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관찰하였기에 이
시기 충분한 양의 알테미아를 공급하여 공식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황복의 폐사를 일으키는
공식현상은 40일 이후부터 방류 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공식현상은 복어류의
이빨 형성이 완성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사육수조내의 수류의 속도를 높이거나
별도 생먹이를 제공함으로써 다소 완화 시킬 수 있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육밀도를 최소화하
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황복의 성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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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자 분양 및 방류
생산 완료된 황복 치어 52,000마리는 낙동강 하구의 진목항 및 장림항 등에 방류를 실시하였다(표 2,
그림 3).

표 2. 황복 구ㆍ군 분양 및 방류 결과
구 분

방류지역

방류일자

방류량(마리)

비고

구군 및 단체

합계

사하구

장림항 해역

7. 26(화) 10:30

25,000

항내 방류

강서구

진목항 해역

7. 27(수) 10:30

27,000

항내 방류

52,000

황복 포획

무게 계측

강서구 진목 방류

사하구 장림항 방류

그림 3. 황복 방류 자료 사진

29

30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2021 연구 및 지도 사업보고서

참고문헌
1. 강희웅, 2005. 민물고기 양식기술 교육 Ⅲ. 황복의 종묘생산 및 양성.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
42~66.
2. 국립수산과학원, 2006. 황복종묘생산매뉴얼. 197 pp.
3. 김용억 외, 2001. 한국해산어류도감. 한글그라픽스, 382.
4. 이완옥, 1993. 한국산 참복과(복어목) 어류의 계통분류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
원. 171 pp.
5. 장선일·강희웅·한형균, 1996. 황복의 난발생과 자치어 발달. 한국양식학회지, 9, 11~18.
6. 해양수산부, 1998. 황복종묘생산. 47 pp.

Ⅰ 우량 종자생산 분야

동 남 참 게
김 태 진

서

론

· 학명 : Eriocheir japonicus
십각목 Order Decapoda
바위게과 Family Grapsidae
· 영명 : Japanese mitten crab

동남참게(Eriocheir japonicus)는 우리나라의 남해안 및 동해안의 하천에 서식하는 민물게로 십
각목 바위게과에 속하며 갑장은 50∼60㎜, 갑폭은 60∼70㎜까지 성장하는 비교적 대형의 갑각류이
다. 참게의 종류는 동남참게 외에도 참게(E. sinensis), 애기참게(E. leptognathus) 및 남방참게(E.

rectus)가 있으나 수산자원으로서 중요한 종은 동남참게와 참게이다. 동남참게 수컷은 갑장이 약
63.5㎜, 갑폭이 약 70㎜로 이마는 앞 가장자리 가운데가 오목하고 4부분으로 나뉘는데 각 부분은
참게와 달리 뾰족하지 않다. 갑각의 옆 가장자리에 눈 뒷 돌기를 포함하며 4개의 돌기가 있고 갑각
윗면도 참게와 달리 덜 불룩하여 낮고 H자 모양 홈이 뚜렷하다. 집게다리는 대칭이고 참게에 비해
짧고 집게 바닥 안팎에 털이 무성하다.
동남참게는 전라북도 이북의 서해안 하천에서만 서식하는 참게와는 지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갑
각의 이마 앞 돌기모양이 참게와 달리 부드러운 물결모양인 것으로 쉽게 구분이 된다. 낮에는 주로 굴
을 파고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 섭식활동을 하며 잡식성이지만 여러 가지 수서생물을 주로 섭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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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성 갑각류인 동남참게는 봄철과 가을철에 염분농도가 높은 하구역까지 이동하여 산란 및 부
화한 후 조에아기를 보내고 저서 생활로 진입하는 메갈로파시기부터 서서히 담수역으로 이동을 시
작하여 어린게가 되면 담수역으로 완전히 이동하여 성장을 하게 된다. 담수역에서 2∼3년간 성장
을 하면 성체가 되고 이후 다시 산란을 위해 해수역으로 이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남참
게의 이러한 생태적 특성으로 인하여 번식과 자원량 보존을 위해서는 강과 바다사이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산의 낙동강은 동ㆍ서낙동강이 모두 하굿둑으로 단절된 상태로 자연적인 자원의
유지 보존이 어려우며 인공종자방류를 통하여 현재 낙동강 수계의 동남참게 수산자원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낙동강 수계 내수면 고급수산자원인 동남참게의 자원증강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동남참게 종자생산 시험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1. 어미 및 부화 유생 확보
종자생산에 사용된 어미는 115마리로 2021년 4월 22일 전남 광양시 해창수산으로부터 활력이
우수하고 상태가 좋은 암컷을 선별하여 연구소로 이송 후 OTC(100ppm)로 약욕을 실시하였고 여
과 해수를 충분히 공급하여 난 발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어미 관리 시 수온은 20℃ 내외였으며
난의 색깔이 흑색으로 검어진 어미는 사육 수조로 이동하였다. 부화 시 수온은 20.4∼22.4℃ 염분
은 17∼22 psu였고, 사육 해수는 섬유여과기와 자외선 살균기를 거친 해수를 카트리지필터(1.0㎛)
로 여과하였다.

선별

무게 측정

그림 1. 동남참게 어미 확보 및 수용

수조 내 수용약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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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생 및 어린게 사육
유생 및 어린게 사육 시 수온범위는 22.4∼25.2℃였고 염분은 0∼20 psu였다. 부화된 조에아 유생
은 부화 즉시 로티퍼(Brachionus rotundigormis)를 20∼30개체/㎖로 공급하였으며 농축규조, 클로
렐라로 물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조에아 2기~메갈로파기까지 알테미아를 0.5∼3개체/㎖로 공급하였
다. 인공사료는 조에아 3기부터 공급하였으며 어린게까지 크기에 따라 새우용 및 어류용 사료를 이용
하였다. 사육해수는 1∼5일차까지는 매일 20%씩 첨수하였으며 이후에는 매일 약 30%를 환수하였다.
메갈로파시기부터는 집게가 발달하고 공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공식방지를 위한 방식방지솔을 수조
내 설치하였다. 이 시기에는 알테미아를 주 먹이로 하여 3~5개체/㎖를 유지하였고, 바지락살과 마
른멸치를 잘게 분쇄하여 200g∼1kg/10톤/일의 양으로 방류 시까지 공급하였다(표 1). 메갈로파 시
기에서 약 7일 정도 경과하면 어린게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약 2일 후 알테미아 공급을 중단하였다.
바지락살은 너무 큰 덩어리가 있을 시 수질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갈로파 시기보다는
큰 덩어리로 2회/1일 공급한다. 사료는 러브라바 5호(500~750㎛) 수준의 크기로 5∼7회/일 정도
공급하고 최대한 소량씩 수조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었다. 어린게가 나온 이후에는 매일 30%씩 담수
를 첨수하여 서서히 담수로 순치시켰으며, 담수 순치가 끝난 이후에는 매일 30∼50%씩 환수하였다.
바닥 사이펀은 큰 덩어리를 제거하는 형태로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사육수로 사용되는 담수는 수돗
물에 티오황산나트륨을 소량(5∼10g/톤) 첨가하여 잔류 염소를 제거하여 공급하였다. 사육 시기별
성장 측정은 5∼10일 간격으로 20마리씩 무작위로 체포하여 해부현미경(SZX16/M2500, Motic
Image Plus 2.0)과 버니어캘리퍼스 및 자를 이용하여 전장(㎜)을 측정하였다.

표 1. 동남참게 유생 및 어린게 사육 기간 중 먹이 종류
유생단계
먹 이
해수산클로렐라 및
농축규조류
로티퍼
알테미아
배합사료
바지락, 마른멸치

1기

2기

조에아기
3기

4기

5기

- 조에아기 : 100만 cell/㎖ 유지
- 조에아기 : 20~25개체/㎖ 유지, 2~3회/일 공급
- 조에아기 2기~메갈로파기 : 2회/일 공급
- 조에아기 5기 부터 : 새우초기사료 4~6회/일 공급
- 메갈로파기 이후 : 3~4회/일 공급

메갈로파

어린게 1기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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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화 및 유생사육
어미게는 전남 광양시에서 구입한 어미게 200마리를 종자생산에 사용하였다. 총 350만 내외의 부
화유생을 확보하였고, 각 부화유생은 2∼4만 개체/톤이 되도록 10톤 타원형 수조에 수용하였으며
조에아 상태의 유생은 즉시 먹기 시작하였다. 초기 수온은 22℃였으며 최대 23.5℃까지의 수온 범
위에서 사육하였다. 부화 후 3일에는 조에아 2기로 변태하고 이후에는 약 3∼4일 간격으로 조에가
5기까지 발달하였다. 조에아 1기에는 로티퍼를 20∼40개체/㎖가 되도록 2회/일 공급하였으며 미세
조류를 적정량 함께 공급하였다. 조에아 2기부터는 알테미아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메갈로파시기까지
공급하였으며 조에아 5기부터 미립자사료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성장과 함께 더 큰 입자의 미립자사
료를 공급하였다. 최초 수위는 전체 수위의 약 30%로 시작하여 매일 20%가량을 첨수하였고 5일
이후에는 매일 약 30%를 환수하였다.
메갈로파 유생은 7∼8일이 지나면 어린게 1기로 성장을 하고 이후 3∼4일 간격으로 1회씩 탈피
하였다. 전갑폭 7㎜ 내외로 성장했을 때 어린게를 담수역에 방류하였다(그림 2).

2. 종자분양 및 방류
부화 후 40∼45일 내외의 어린게 20.5만 마리는 총 2회에 걸쳐 강서구(서낙동강), 북구(구포) 지
선에 방류를 실시하였다(표 2, 그림 3).

표 2. 동남참게 구ㆍ군 분양 및 방류 결과
구 분

방류지역

방류일자

방류량(마리)

구군 및 단체

합계

205,000

강서구

서낙동강(서낙동강)

132,000
’21.6.24.(수)

북구

낙동강(구포)

73,00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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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아 1기

조에아 2기

조에아 3기

조에아 4기

조에아 5기

메갈로파-1

메갈로파-2

치게-1

치게-2

그림 2. 동남참게 발달과정

3. 종자생산 주요 내용
동남참게는 현재 낙동강수계에서 외포란 개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자생산 업자에 의해 수집
된 자연사 개체를 어미로 사용한다. 마리당 외포란량을 산정하기 어려워 부화 유생 확보 시 충분한
양의 어미게를 동일 수조에서 부화시켜 충분한 부화유생이 확보되면 옆 사육수조로 옮기는 방식으로
유생을 확보하였다. 20톤 수조를 기준으로 부화유생을 150~200만 개체를 입식하면 적당하다. 동남
참게의 경우 부산청게와 달리 아침에 일거에 부화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 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부
화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필요한 경우 부화 유생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남참게는 다소 낮은 염분(24~26 psu)이 적합하므로 사육수를 주입하기 전에 항상 염분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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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넣어주는 것이 좋으며 메갈로파 이후에는 염분을 20 psu이하로 낮추어도 무관하다. 치게로 완
전히 탈피한 이후에는 서서히 담수로 순치를 시켜야 한다. 이때 매일 30%의 중화한 수돗물을 이용
하여 첨수하면 된다. 하지만 첨수량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 먹이량 조절을 통하여 수질 관리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동남참게의 경우 유영각이 존재하지 않아 꽃게류에 비하여 거의 유영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봉
솔을 수면에 세우는 형태보다는 바닥에 깔아주는 방식으로 투입하는 편이 생존율에 도움이 된다.

공식방지용 솔

어린게 수거-1

어린게 수거-2

중량 측정

낙동강 방류-1

낙동강 방류-2

낙동강 방류-3

서낙동강 방류-1

서낙동강 방류-2

그림 3. 동남참게 방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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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리 새우
김 태 진

서

론

· 학명 : 보리새우 Marsupenaeus japonicus
십각목 Order Decapoda
보리새우과 Family Penaeidae
· 영명 : Kuruma prawn
· 일명 : 구루마에비(クルマエビ)
· 영명 : Japanease King Prawn

보리새우(Marsupenaeus japonicus)는 보리새우과(Penaeidae) 보리새우속(Marsupenaeus)에 속
하는 대형새우로서 한국 남해를 비롯하여 동해안의 영일만 등에 분포하는데 주산지는 남해안의 거제
연안 및 여수 인근 등에서 주로 어획된다. 전 세계에서는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남아프리카,
케냐 등지의 해역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몸길이는 20㎝ 내외로, 수컷은 19㎝, 암
컷은 27㎝에 이르며, 이들의 서식 수심은 0~100m 정도이고, 사니질 또는 사질에서 주로 서식하며,
곤쟁이류, 십각류 유생, 기타 무척추 동물 등을 먹는다.
보리새우의 경우 6~9월에 짝짓기와 산란을 마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산 가덕도 연안 및 거
제의 경우 주로 8~10월에 포란된 어미새우가 어획되고 있다.
산란과 수정은 암컷이 수컷으로부터 받아놓은 정낭으로부터 산란과 동시에 방정을 시켜 수정시킨
다. 대체로 야간에 산란과 수정이 발생하고 외포란은 하지 않는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70만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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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알을 낳는다. 유생시기에는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 생활하다가 점차 자라면서 깊은 바다로 이동
하며, 산란기가 되어서야 다시 연안으로 이동한다. 보통 알에서 부화하여 1년이 지나면 짝짓기를 할
수 있으며, 약 2~3년 정도를 살 수 있다.
보리새우는 대형 새우류로 맛이 뛰어나 중요한 수산자원이며 양식 대상종으로 각광받았으나 인공
사육 시 새우류에 만연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하여 최근 국내의 보리새우 양식장은 전무한 실
정이다. 자연 상태의 자원량도 고갈되어 거제 연안에서 주로 어획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가덕도 및
낙동강 하구역의 생산량이 늘어 인근 의창수협의 통계에 의하면 이 지역의 생산량이 5배 이상 증가
하는 등 종자 방류에 따른 보리새우 자원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산 연안 보리새우 자원조성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21년도 보리새우 종자생산
및 방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1. 어미 확보 및 수정란 관리
종자생산에 사용된 모하는 2021년 9월 중 가덕도 인근 해역에서 어획된 어미를 자연해수 상태(가
덕도)에서 운반 후 즉시 사육 수조에 수용하여 산란을 유도하였고, 산란 유도 시 수온은 27℃ 내외
였다.
난 발생 시 수온은 27℃, 염분은 30 psu 내외였고, 수위는 수조 내 30% 정도 유지하였으며, 사
육해수는 섬유여과기와 자외선 살균기를 거친 해수를 카트리지필터(1㎛)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2. 유생 및 치하사육
유생 및 치하 사육 시 수온 범위는 22~27℃, 염분은 30 psu 이상 유지하였고, 조에아 단계까지
는 염분이 30 psu에 이르지 못할 경우 천일염을 사용하여 30 psu 이상 유지하였다. 부화 후 1일
부터 mysis기까지는 농축규조류(새우용, IA, TP 1800)와 해산농축클로렐라를 매일 아침 톤당
10~30㎖을 각각 첨가하였으며 로티퍼(Brachionus rotundiformis)는 10~20개체/㎖로 부화 후 2
일부터 10일까지 1회/일 공급하였다. 알테미아(Artemia sp.)는 부화 후 6일부터 방류 전까지
0.5~3개체/㎖로 1회/일 공급하였다. 미립자 사료는 유생 및 치하의 구경에 맞추어 부화 후 2일부터
소량씩 공급하였고, 성장함에 따라 사료 크기 및 공급량을 증가시켰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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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기간 동안 지수식으로 관리하였고, 사육해수는 nauplius기부터 zoea까지는 매일 전체 수조
용량의 약 10%씩 수위를 높여주었으며, mysis기부터는 환수량을 조금씩 늘려 20~30% 내외 환수
하였고, post-larva기에는 30~50%까지 환수를 실시하였다.
Post-larva기에 사육 밀도가 높은 경우 분조를 실시하였다. 분조는 직경 32㎜이상의 일반 나선
호스를 이용하여 사육수와 함께 유생을 새로운 사육수조로 이동시켰다. 사육 시기별 성장 측정은
5~10일 간격으로 30마리씩 무작위로 체포하여 해부현미경(SZX16/M2500, Motic Image Plus
2.0)과 버니어캘리퍼스 및 자를 이용하여 전장(㎜)을 측정하였다.
치하 방류 1주일 전부터 방류 해역의 자연해수 수온에 맞추어 주기 위해 27℃ 이상인 사육 수온
을 서서히 낮추어 20~22℃로 순치하여 주었다.

표 1. 보리새우 유생 및 치하 사육 기간 중 먹이 종류
유
종 류

Naupius
1

농축
규조류

로티퍼

알테미아

2

3

4

생

단

Zoea
5

6

1

2

계
Mysis

3

1

2

Postlarva
3

1

5

- 부화 1~10일 (※ Zoea 변태 1~2시간 전에 농축규조 첨가)
- 매일 오전에 농축규조 및 해산클로렐라 (10~30㎖/톤)를 1회/일 급이

- 부화 2~10일 : 10~20마리/㎖, 1회/일 공급

- 부화 6~30일 : 0.5~3마리/㎖, 1회/일 공급(방류 직전까지 공급)

미립자사료
(5~30㎛)

- 부화 2~6일 : 3050g/백만 마리 (8회/일 공급)

미립자사료
(30~90㎛)

- 부화 6~10일 : 20~70g/백만 마리 (8회/일 공급)

미립자사료
(100~200㎛)

- 부화 10~20일 : 30~50g/백만 마리 (8회/일 공급)

미립자사료
(200~300㎛)

- 부화 19일 이후 : 40~90g/백만 마리 (8회/일 공급)

10

15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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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화 및 유생사육
보리새우 어미는 거제시 및 가덕도 지역에서 확보된 모하 597마리로부터 산란을 유도하였고, 수
정란은 총 약 1,680만개를 확보하여 20톤 수조 6개 및 10톤 수조 4개에 수용하였으며 수온
26.7~27.8℃에서 약 12시간 후 부화하였다. 부화 직후의 nauplius 유생(0.3㎜)은 난황을 가지고
있는 초기에는 난황을 영양으로 변태 과정을 거쳤다. 부화 후 약 36시간 후에 총 6회의 변태 과정
을 거쳐 zoea 유생(0.9㎜)으로 변태하였다.
Zoea 유생이 되면서 복안과 두흉갑이 발달하였으며, 제2악각까지의 부속지 기능이 강화되었고, 7
쌍의 부속지가 나타나며 입과 소화기관이 형성되었다. zoea 유생기부터 섭식을 시작하게 되므로 수조
내 농축규조류, 로티퍼 및 미립자사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Zoea 3기 후 크기 약 2.8㎜의
mysis기로 변태하였고, 두부, 흉부 및 복부의 발달이 분명하게 되며, 5쌍의 보각이 커져서 이를 이용
하여 유영을 하거나 먹이를 잡는데 사용하였다. Mysis기는 5일 이내 3회 탈피를 하여 post-larva기
로 발달하며, 크기는 4.9㎜까지 성장하였다. Post-larva기에는 어미의 형태를 비슷하게 갖추게 되고
부화 후 30일에는 전장 12~20㎜까지 성장하였다(그림 1).

그림 1. 보리새우 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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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자 분양 및 방류
부화 후 30~40일간 사육하여 보리새우 치하를 총 489.1만 마리를 생산하였고, 치하 479만 마리
는 강서구 진우도, 남구 용호동, 영도구 동삼동에 해상 방류하였다. 그리고 생산된 치하 10.1만 마
리는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및 서울대에 분양하였다(표 2, 그림 2).

표 2. 보리새우 구․군 분양 및 방류 현황
구 분

방류지역

구군 및 단체

합계

강서구

진우도 일원

방류일자

방류량(마리)
4,891,000
1,460,000

10. 14.
남 구

용호동 일원

영도구

동삼동 일원

10. 15.

1,800,000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9. 29.

100,000

10. 8.

1,000

서울대

1,530,000

그림 2. 보리새우 종자 분양 및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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