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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의 수정란 부화 및 자어 생존에 미치는 염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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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eawater salinity on hatching rate of 
fertilization eggs and larval survival of walleye pollock, Gadus chalcogrammus. The following water 
salinity was considered: 10, 15, 20, 25, 30 and 34 psu for the control (natural seawater). Survival of eggs 
maintained at 34 psu was greater than that of eggs maintained at different salinities for 12 days. The 
highest hatching rate was observed for larvae maintained at 34 psu, and higher than other salinity 
treatments. Time to first hatch of eggs maintained at 10, 15 and 20 psu was longer than at 25, 30 and 34 
psu. However, time to 50% and 100% hatch of eggs maintained at 10 psu was shorter than those of eggs 
maintained at 25, 30 and 34 psu. Survival of larvae at 34 psu was greater than larvae at all other salinity 
treatments. Therefore, the best results of hatching rate of fertilization eggs and larval survival were 
obtained when eggs and larvae were reared in the salinity of 34 p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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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0년대 국내 명태의 어획량은 약 16만톤 이

상으로 높았으나, 199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

여 2010년대에는 약 10톤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

하였다(KOSIS, 2019). 이러한 급격한 어획량 감소

에 따라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명태의 방류를 통

한 자원량 회복과 양식기술 개발을 위하여 영양

(Park et al., 2018; Choi et al., 2020), 생태(Yoo et 

al., 2015), 질병(Kim et al., 2017) 등의 몇몇 연구

가 수행된 바 있다. 
어류 종자생산에 있어서 발달 초기 단계인 수

정란과 부화 자어 시기에는 다른 성장단계에 비

하여 염분과 같은 외부적 및 화학적 요인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olliday, 1969; 
Lehtonen et al., 1996; Varsamos et al., 2005). 특히 

사육수의 염분 농도의 변화는 어류가 삼투압 및 

이온 조절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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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성장에 적은 에너지가 이용되기 때문에 생

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Febry and Lutz, 
1987; Wootton, 1990). 

명태는 한해성 어종으로 수온 5-7.5℃에서 수

정란의 부화와 자어 생산에 안정적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Yoo et al., 2015). 그러나 겨울철을 제

외한 다른 계절에는 명태의 생육에 알맞은 수온

으로 냉각이 필요하나 수온을 유지하기 위한 많

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교

적 자연 해수보다 일정하게 낮은 수온(18℃)을 

유지하는 지하 해수를 이용한 효율적인 양식기술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하 해수의 경우 자연 해수보다 수온이 일정하

게 유지되는 반면에 염분이 낮고 강우량에 따라 

염분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m 
et al., 2012). 

따라서 명태 종자 생산에 있어 염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명태의 안정적인 종자 생산기술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염분이 수정

란 부화 및 자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수정란 생존율 및 부화율 조사

염분이 명태 수정란의 생존율과 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국립수산과

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양성 중인 인공 1세대 

어미 명태의 자연 산란을 통해 수정란을 확보하

였다. 수정란은 담수와 자연 해수를 이용하여 설

정한 염분 농도가 10, 15, 20, 25, 30 및 34 psu 
(자연해수)인 실험구별 1 L 비이커에 각각 100립

씩 수용한 후  평균 수온이 7.9℃로 유지되고 있

는 1 ton 사각 FRP (fiber-reinforced plastic) 수조

(수량: 900 L)에 두고 3반복구로 실험을 진행하였

다. 또한 각 비이커내 에어레이션을 통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였다. 생존율은 가라앉은 사란을 

계수하여  12일간 평가하였고, 부화율은 첫 부화

시점부터 완전(100%) 부화시점까지 6시간 간격으

로 수정란의 부화를 관찰하면서 조사하였다. 

2. 자어 생존율 조사

염분별 명태 부화 자어의 생존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9년 3월에 인공 1세대 어미 명태가 자

연 산란한 수정란을 확보하였으며, 수정란을 18
개의 40 L 유수식 플라스틱 사각 수조(수량: 30 
L)에 각각 800립씩 스포이드로 계수하여 수용한 

후 부화를 관찰하였다. 사육수는 자외선살균기와 

마이크로필터(ø 50 μm)로 살균 및 여과한 34 
psu 해수를 공급하였다. 부화 후 1주 동안 34 psu
에서 설정한 염분 농도구(10, 15, 20, 25, 30 및 

34 psu)에 맞게끔 자연 해수와 담수를 이용하여 

염분을 점차적으로 조절하였으며, 실험은 3반복

구로 진행하였다. 사육실험 개시 전 각 실험수조

의 자어 수를 계측하여 동일한 사육밀도(400마리

/30 L 수조)로 맞춘 후 염분에 따른 생존율을 평

가하였다. 총 관찰 기간은 5일이었으며, 사육기간 

동안 먹이 공급은 S. presso (INVE, Dendermonde, 
Belgium)로 영양강화한 rotifer를 3-5 개체/ml 밀도

로 공급하였으며, 실험기간동안 수온과 용존산소

량은 각각 평균 7.8℃ 및 8.24 mg/L이었다. 

3. 통계분석

SPSS program version 25.0 (SPSS Michigan 
Avenue,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One-way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uncan, 
1955)로서 각 실험구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 과

1. 수정란 생존율 및 부화율

첫 부화시점까지의 염분에 따른 수정란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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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12일간 관찰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냈다. 
염분별 배양 1일째에 생존율은 자연 해수(34 psu) 
실험구가 다른 모든 실험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10 psu 실험구가 25 및 30 psu 
실험구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나(P<0.05), 15와 20 
psu 실험구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사육 2일째는 15 psu 실험구의 생존율

이 10 psu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0.05), 34 psu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

나(P<0.05), 20, 25 및 30 psu 실험구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사육 3일째부터 12일째까

지는 10 psu 실험구의 생존율이 25, 30 및 34 psu 
실험구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P<0.05), 
15와 20 psu 실험구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P>0.05). 

[Fig. 1] Survival of fertilization eggs of walleye 
pollock reared at different salinity. Values 
(means of triplicate±SE) showing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elapsed time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mong the 
treatments. 

염분별 수정란 부화 결과는 [Fig. 2]와 <Table 
1>에 나타냈다. 염분별 수정란의 부화율은 34 
psu 실험구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P<0.05), 
다음으로 30, 25, 20, 15 및 10 psu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정란의 첫 부화 시점(time to first 

hatch)까지 소요시간은 25, 30 및 34 psu 실험구

가 10, 15 및 20 psu보다 유의적으로 빨랐다

(P<0.05). 50% 부화까지 걸리는 시간(time to 50% 
hatch)은 10 psu 실험구가 25, 30 및 34 psu 실험

구보다 유의적으로 빠르게 나타났으나(P<0.05), 
15 psu와 20 psu 실험구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P>0.05). 부화 100%까지 걸리는 시간(time to 
100% hatch)은 30 psu와 34 psu 실험구가 나머지 

다른 모든 실험구보다 유의적으로 느리게 나타났

다(P<0.05).

[Fig. 2] Hatching rate (%) of eggs of walleye 
pollock reared at different salinity. Values 
(means of triplicate±SE)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alinity 
(psu)

Time to 
first hatch 

(h)

Time to 
50% hatch 

(h)

Time to 
100% hatch 

(h)

10 274.0±3.46b 322.0±3.46a 438.0±3.46a

15 270.7±4.67b 325.3±4.81ab 438.7±3.53a

20 268.0±2.31b 328.0±4.62ab 448.0±3.46ab

25 253.3±1.76a 336.0±3.46bc 454.0±3.46b

30 250.7±1.76a 338.0±4.16bc 477.3±4.67c

34 250.0±1.15a 343.3±2.91bc 482.0±3.46c

Values (means of triplicate±SE) in the same column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1> Hatching time (h) for walleye pollock 
eggs at different sal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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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어 생존율

염분이 부화 자어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5
일간 평가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냈다. 염분별 

사육 1일째, 10과 15 psu 실험구에서 각각 3.0%
와 6.3%의 생존율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P<0.05), 다음으로 20 (56.9%), 25 psu (74.7%), 
30 (76.0%) 및 34 psu (87.1%) 순으로 유의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P<0.05). 그러나 사육 2일

째, 10과 15 psu 실험구는 전량 폐사하였으며, 20 
psu 실험구와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P>0.05). 사육 3일째  20 psu 실험구도 전량 폐

사하였으며, 34 psu 실험구가 72.1%의 생존율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P<0.05), 
다음으로 30 (57.1%) 및 25 psu (28.6%) 실험구 

순으로 유의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P<0.05). 실험 종료시(5일째) 생존율은 34 psu 실

험구(58.0%)가 30 (45.0%) 및 25 psu (12.5%) 실

험구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Fig. 3] Survival of hatched larvae of walleye 
pollock reared at different salinity. Values 
(means of triplicate±SE) showing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elapsed time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mong the 
treatments

 

Ⅳ. 고 찰

성공적인 해산어류의 인공 종자생산을 위해서

는 양식 대상어의 적정 사육환경(수온, 염분, 용

존산소, 광주기 등) 조성이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한해성 어종인 명태의 안정적인 

인공 종자생산을 위해서는 사육 수온이 7.5℃ 이

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Yoo et al., 2015). 
그러나 최근 국내 해수 수온 상승(27℃ 이상)으
로 인하여 명태의 안정적인 양식을 위한 수온 유

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해수를 

활용한 명태 양식생산 기술로써 냉각수 활용으로 

경제적인 장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는 지하 해수가 자

연 해수보다 염분이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한 염

분 농도 구배에 따른 명태 인공 종자생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류의 경우 다

양한 사육 환경 요인 중 염분 농도는 서식 생태

를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수정란과 부화 

자어의 삼투압 및 이온 조절능력에 관여하여 발

생, 생존 및 성장에 영향을 준다(Febry and Lutz, 
1987; Wootton, 1990; Jun et al., 2002; Okamoto et 
al., 2009).

12일간의 염분별 수정란의 생존율과 부화율은 

염분 농도가 낮을수록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경

골어류의 수정란은 일반적으로 성어의 체액 삼투

도에 가까운 삼투도를 유지하며 종에 따라서 다

르지만 초기 발생동안 수정란은 삼투조절 능력이 

아주 미세하므로(Alderdice, 1988), 본 연구에서도 

낮은 염분 농도에서 수정란의 생존율과 부화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골어류의 종자

생산에 있어서 환경 요인인 염분은 수정란의 생

존뿐만 아니라 발생, 부화율 및 자어의 성장, 활

력, 난황 흡수, 먹이효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Holiday, 1969). 30 psu 미만에

서 부화한 자어들은 대부분이 기형 또는 폐사가 

관찰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rabbit fish, Sig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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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atus의 수정란 부화에 있어서도 다양한 염분 

농도구(0~72 psu)에서 부화시간은 염분 농도가 높

아짐에 따라 짧았으며, 저염분 농도구에서 부화

율이 낮게 나타났다(Yonug and Dueñas, 1993). 참

자가미, Limanda herzensteini에 있어 자연 35 psu 
(자연 해수)부터 38 psu 실험구의 수정란 발생과 

부화율은 유사하였으나, 27 psu 이하에서는 전량 

폐사하였다(Lee et al., 1997). 고등어, Scomber 
japonicus의 수정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염

분 농도가 낮을수록 부화율이 낮고, 자연 산란 

시기의 염분 농도(33~35 psu)에서 가장 우수한 부

화율을 보였다(Hwang et al., 2008). 이러한 결과

의 원인으로 Hwang et al. (2008)의 보고에 따르

면 염분이 높을수록 배체의 움직임과 심작 박동

이 빠르게 증가하고 반대로 염분이 낮을수록 배

체의 움직임과 심장박동이 미약하여 부화율이 감

소하고 기형 출현율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명태 수정란 또한 염분이 

낮을수록 배체의 활동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에 대한 발생·생
리학적 연구가 추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염

분별 명태 수정란의 첫 부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염분이 높을수록 빠르게 나타났으나, 이후 50%와 

100% 부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염분이 낮을수록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desert pupfish, Cyprinodon macularis 
(Kinne, 1964)와 Pacific herring, Clupea pallasii 
(Griffin et al., 1998)의 수정란 부화시간은 염분이 

높을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addock, 
Melanogrammus aeglefinus (Laurence and Rogers, 
1976) 수정란의 부화시간은 염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yellowtail flounder, Limanda ferruginea 
(Laurence and Howell, 1981)와 rabbit fish (Yonug 
and Dueñas, 1993) 수정란의 부화시간은 염분과 

역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산어류에 있어 수정란의 부화시간과 염분의 상

관관계는 종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몇몇 어종에 있어서 원구(blaspore)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저염분에 내한 내성이 떨어지고

(Holiday and Jones, 1967), 난할기(blastomer stage) 
보다 낭배기(gastrula stage)에 염분에 대한 내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and Menu,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명태 수정란의 발달단계에 

따라 염분에 대한 내성 조절기작이 서로 달라 부

화시간이 염분 농도구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염분별 사육실험 종료시 부화 자어의 생존율은 

30 psu 이하의 모든 실험구가 12.5% 이하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생존한 개체들 대부분이 기

형을 보였다. 자주복, Takifugu rubripes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낮은 염분 농도구인 3.5 psu에

서 사육함에 따라 기형률의 증가 또는 높은 폐사

가 나타났다(Go and Rho, 1996). 그러나 placie, 
Pleuronectes platessa와 cod, Gadus callarius의 부

화 자어는 각각 낮은 염분인 5 psu와 10 psu에서 

생존이 가능하였다(Holliday, 1965). Holliday 
(1969)는 이를 부화 자어의 외피 구조와 염분 투

과도와 밀접한 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였으

며, 염분은 부화 자어의 난황 흡수 및 이용 효율

(May, 1974; Swanson, 1996), 대사에너지 (Morgan 
and Iwama, 1991) 및 소화 능력(Ferraris et al., 
1986)에 관여하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 조건에서 

한해성 어종인 명태의 종자생산에 있어서 수정란

의 생존율과 부화 및 자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

해서는 자연 해수(34 psu)에서 사육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30 psu 이상 34 psu이하에서의 명태 수

정란과 자어의 염분 내성에 대한 세밀한 발생·생
리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어

류의 성장에 있어 염분의 영향은 어체 크기 및 

발달 시기 등에 따라 다르므로, 치어기, 미성어기 

및 성어기 명태를 대상으로 한 연구 수행을 통하

여 자연 해수보다 비교적 수온이 안정적인 지하 

해수를 이용한 명태 양식생산 기술 적용을 위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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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이고 경제적인 명태 양식생산 기술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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