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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무항생제 넙치(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양식기술 산업화 연구: 스쿠티카충

(scuticociliates) 구제기법을 중심으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무항생제 넙치(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양식기술 산업화를 위한 

기반연구로, 양식넙치의 주요 질병폐사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스쿠티카증(scuticociliatosis)

을 유발하는 원인생물인 스쿠티카충을 구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양식현장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양식넙치의 스쿠티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생물인 스쿠티카충을 기생충 구제

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광물질 혼합제(mineral 

compound) 및 천연 미생물 고초균(Bacillus subtilis) 등을 이용하여 구제실험을 

하고,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식현장 적용 가능한 스쿠티카충 구제방안 제시

○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효과 조사

-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에 대한 스쿠티카충의 반응

-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에 대한 넙치의 반응

○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효과 조사

-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 LST 요오드수지에 노출된 스쿠티카충의 반응

- 요오드(I3) 농도에 따른 스쿠티카충의 반응

○ 광물질 혼합제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효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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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질 혼합제의 농도별 시간에 따른 스쿠티카충의 반응

○ 광물질 혼합제의 농도별 시간에 따른 넙치의 반응

○ 천연 미생물 고초균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효과 조사

- 천연 미생물 고초균의 농도별 시간에 따른 스쿠티카충의 반응

- 천연 미생물 고초균의 농도별 시간에 따른 넙치의 반응

○ 상기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양식넙치의 스쿠티카증 원인생물인 스쿠티카충의 

구제기법을 개발하고, 이의 양식현장 적용 방안 마련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는 무항생제 넙치(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양식기술 산업화를 위한 

기반연구로, 양식 넙치(P. olivaceus)의 스쿠티카증(scuticociliatosis)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생물로 알려져 있는 스쿠티카충의 구제실험을 하였다. 양식 넙치의 사육수에

서 스쿠티카충을 구제하기 위한 실험으로 각기 다른 네 가지 종류의 실험 즉, 기

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을 이용한 구제실험,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

한 구제실험, 광물질 혼합제(mineral compound)를 이용한 구제실험, 그리고 천연 미

생물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이용한 구제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스쿠티카

충은 Miamiensis avidus로(이하 스쿠티카충이라 함) 제주대학교 수산백신연구센터에

서 순수 배양된 cell을 분양 받아 배양한 것이다.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에서 실험생물이 

사멸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해수의 전기분해로 발생한 잔류염소 영향이 배제된 

실험조건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스쿠티카충 사멸 원인은 기생충 구제용 정

보에너지 파동이 아닌 해수의 전기분해로 발생한 잔류염소의 독성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에 스쿠티카충에 오염된 해수를 통과시킨 결과, 여과된 

해수에서 스쿠티카충이 관찰되지 않아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가 스쿠티카충 구제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물질 혼합제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에서는 500 ppm과 1000 ppm에서 실

험개시 20분 만에 사멸하였고, 400 ppm에서는 20분 만에 개체수가 실험 개시 이전

의 40%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300 ppm, 250 ppm, 200 ppm에서는 20분 만에 실험 

개시 이전의 40-7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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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미생물 고초균(B. subtilis)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에서는 고초균 농

도 5 × 105 cells mL-1에서는 1시간 만에, 4 × 105 cells mL-1와 3 × 105 cells mL-1에

서는 2시간 만에, 그리고 2 × 105 cells mL-1에서는 4시간 만에 모두 사멸하였으며, 

1.5 × 105 cells mL-1이하에서는 최장 64시간까지 활력도나 사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자료로부터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와 광물질 혼합제, 그리고 천연 미생

물 고초균(B. subtilis)은 양식넙치의 주요 질병폐사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스쿠티카

증 유발생물인 스쿠티카충을 구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의 결과는 

무항생제 넙치 양식기술 산업화의 기반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무항생제 양식넙치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

○ 병원성 수서기생충 구제기술 개발에 활용

○ 타 양식어종의 기생충 구제를 위한 대응기술 개발에 활용 

○ 친환경 순환여과 양식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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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Scuticociliates are regarded as serious pathogens in tank-based aquaculture systems in 

Korea. They cause mass-mortalities in cultured fish, such as the economically important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extermination 

of scuticociliates for industrialization of antibiotic-free aquaculture technique for the 

flounder P. olivaceus. We used four types of treatments for the extermination of 

scuticociliates: (1) using an information energy wave (IEW), (2) using LST-iodine 

filter, (3) using mineral compound (MC), and (4) using natural microorganism Bacillus 

subtilis. The scuticociliates did not die in IEW. In the LST-iodine filtration treatment, 

scuticociliates were not found in the filtered seawater. The scuticociliates died within 

20 min in the 500-1000 ppm MC treatment, and they decreased to less than 40% and 

40–70% of its original number within 20 min in the 400 ppm and 200–300 ppm 

MC treatments, respectively. The extermination time of the scuticociliates with B. 

subtilis was 1 h at 5 × 105 cells mL-1, 2 h at 3 × 105 and 4 × 105 cells mL-1, and 4 h 

at 2 × 105 cells mL-1, but they did not die until 64 h at 1.5 × 105 cells mL-1 of B. 

subtilis. These findings may be useful for removing scuticociliates in land-marine 

aquaculture systems.

KEYWORDS : 양식(Aquaculture),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무항생제양식(Antibiotic-free 

aquaculture), 스쿠티카충(Scuticociliates), 구제 기법(Relief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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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제1절 연구개발 필요성

우리나라의 넙치양식업은 1985년 제주도에서 육상수조식양식을 시작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연평균생산량과 연평균생산액이 각각 42,476

톤/년과 4,551억 원/년으로 같은 기간 전국 대비 어류양식업 연평균생산량(85,710톤/

년)의 49.6%, 연평균생산액(8,248억 원/년)의 55.2%를 차지하여 국내 해산양식업 중

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그림 1-1-1). 특히, 제주도 넙치양식업은 2016년도 생산량과 

생산액이 각각 24,317톤과 2,604억 원으로 전국 대비 양식넙치 생산량의 62.7%, 생

산액의 62.0%를 차지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넙치양식업이 최근 질병폐사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제주 

넙치양식업에서 질병으로 인한 폐사량은 2010년 5,601톤에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6,928톤과 7,889톤으로 증가 추세이다. 양식넙치의 질병 폐사량은 입식에서 

출하까지의 기간 동안에 마리 수 기준으로 약 65.6%로 알려져 있다(국립수산과학원, 

2016). 양식넙치의 폐사 원인질병으로는 세균성 질병, 기생충성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등 다양하지만(표 1-1-1), 주요 원인질병으로는 스쿠티카병으로 알려져 있는 

기생충성 질병 중 하나인 스쿠티카증(scuticociliatosis)이다(국립수산과학원, 2016). 

이로 인한 폐사율은 질병폐사율(65.6%)의 61.0%로 스쿠티카증에 의한 양식넙치 폐

사율은 39.4%에 이른다(그림 1-1-2). 

스쿠티카증은 채찍섬모충목(Order Scuticociliaitda)에 속하는 조직섭이성(histophagous) 

섬모충에 의한 감염증을 일컫는 기생충성 질병으로, 해산양식업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강 등, 2014). 스쿠티카증 원인생물인 스쿠티카충(scuticociliates)은 대부분의 섬

모충과는 달리 감염된 후 신장이나 혈관은 물론 뇌 조직까지 침투하여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는데(Harikrishnan et al., 2010; Iglesias et al., 2002; Bae et al., 2009; 강 등, 2014),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양식넙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 2016).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양식넙치의 스쿠티카증 유발생물로는 Uronema marinum, 

Pseudocohnilembus persalinus, Miamiensis avidus 등 3종이 알려져 있으나(Jee et al., 

2001; Kim et al., 2004a, 2004b; Jung et al., 2007), 어체의 조직이나 내부 장기, 신경

과 혈관 그리고 뇌 조직까지 침투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종은 Miamiensis avidus로 

알려져 있다(Harikrishnan et al., 2010; Iglesias et al., 2002; Bae et al., 2009; 강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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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최근 10년간(2007-2016년) 국내 양식업의 생산량 및 생산액 연간변동

(위: 전국 어류양식생산, 중간: 전국 넙치양식생산, 아래: 제주 넙치양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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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제주 양식넙치의 질병폐사 원인별 비율.

표 1-1-1. 양식넙치에 발생하는 질병의 종류와 발생 시기

 구분 질병 종류 주 발생 시기

세균성 질병

장관백탁증 종묘 생산 시

활주세균증 3-9월

비브리오증 연중

연쇄구균병 6-10월

에드와드병 7-10월

기생충성 질병

백점병 7-9월

익티오보도병 연중

트리코디나병 7-9월

스쿠티카병 연중

바이러스성  질병

이리도바이러스병 종묘 입식 후

해산버나바이러스병 종묘 입식 후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종묘 입식 후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종묘 입식 후

바이러스성 상피증생증 종묘 생산 시

림포시스티스병 종묘 입식 후

랍도바이러스병 11-2월

* 자료근거: 양식장 폐사 현황 및 폐사체 처리방안 연구(국립수산과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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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넙치의 스쿠티카증 질병 치료에 양식현장에서는 화합물 약욕에 의존하고 있

다(강 등, 2014). 그러나 스쿠티카충이 체내에 침투할 경우, 아직까지 백신을 이용

한 치료 외에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乙竹 松理‚ 1986; 吉水 

等, 1993; 강 등, 2014). 이로 인해 양식장에서 항생제를 남용함으로써 식품안전성

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되고, 연안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Jin et al., 2003; Lee, 2003; Jin et al., 2007; 지 등, 2014; 강 등, 2015). 스쿠티카증

에 대한 대책으로는 포르말린이 거의 유일하게 스쿠티카충 구제제로 승인되어 사

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포름알데히드의 독성으로 인한 식품안전상의 문제가 대

두되고 있는 현실이다(강 등, 2014). 스쿠티카충 구제물질에 관한 연구로 항생제, 

기생충 구제제 등 화학요법제 그리고 resveratrol과 같은 천연유래물질 등을 이용한 

in vitro 항스쿠티카충 효과에 관한 보고가 있으나(Lamas et al., 2009; Harikrishnan 

et al., 2010; 강 등, 2014), 양식현장 규모에 적용 가능한 효과는 거의 보고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스쿠티카증에 의한 양식넙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개발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양식넙치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질병인 스쿠티카증

(scuticociliatosis)을 유발하는 스쿠티카충(scuticociliates)의 구제기법을 개발하여 친환

경 무항생제 넙치 양식기술 산업화를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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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양식넙치의 질병과 대책

양식넙치의 질병은 원인생물에 따라 크게 3가지 부류 즉, 바이러스성 질병, 세균

성 질병 및 기생충성 질병으로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양식넙치에서 발생하는 질

병의 종류별 증상과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1. 바이러스성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가. 상피증생증

부화 10-25일령 넙치 자어가 헤르페스바이러스(Herpesvirus)에 감염되어 대량폐사

하는 질병이다. 상피증생증에 감염된 넙치 자어는 지느러미 가장자리가 불투명해

지고 복부 함몰, 소화관 위축, 성장불량, 체색흑화 증상이 나타난다. 넙치 자어가 

힘없이 유영하거나 수조바닥에 가라 앉아 있으며 지느러미 가장자리가 불투명하게 

보이고 지느러미와 표피의 상피세포가 둥글게 이상 증생되어 있으면 상피증생증으

로 진단한다.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증인 상피증생증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없으

므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미감염 수정란을 이용하고 자외선으로 살균한 사

육수로 종묘를 생산해야 된다. 종묘생산 중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병어와 부화용수를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으로 소독하고 사육수조 및 부화기구 

등을 소독해서 사용해야 된다.

나. 랍도바이러스병

원인 바이러스는 Rhabdovirus olivaceus이며 병어의 외관증상은 지느러미 발적이 

주증이나 간혹 복부 팽만도 나타난다. 내부증상은 복수가 차거나 근육 내 출혈 또

는 울혈이 특징적이다. 랍도바이러스병 진단은 세포배양법을 사용하며 병어의 장

기를 마쇄하여 RTG-2 세포에 접종한 후, IHNV와 같은 세포변성 효과를 관찰하여 

진단한다. 랍도바이러스병은 육상수조식으로 넙치를 양식할 경우에는 사육수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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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상으로 가온시켜 주면 치유가 되고, 해면 가두리에서 양식할 경우에는 수

온이 상승하면 자연치유 된다.

다. 해산버나바이러스병

Birnavirus 감염에 의한 질병으로 주로 5 cm 크기의 치어기에 발생되며 체색이 

검어지고 두부와 척추 부위의 출혈 증상과 복부 팽만 및 복수 충만 증상이 나타난

다. 해산버나바이러스병은 RTG-2, EPC, CHSE-214 세포 등에 복수나 장기 마쇄여

과액을 접종하여 IPN과 유사한 세포변성효과를 관찰하거나 유전자증폭법으로 정확

한 진단이 가능하다. 해산버나바이러스 감염은 오염된 사육수나 감염어를 통해 이

루어지며 특히 18-20℃일 때 바이러스의 증식이 빨라 넙치가 방어력이 생기기 전

에 어체 내에서 증식되므로 폐사율이 높아진다. 해산버나바이러스는 13℃ 이하에

서는 증식속도가 느려 폐사율이 낮아지므로 이 질병의 발생 징후가 나타날 때 수

온을 13℃ 이하로 유지시키면 폐사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발병하면 큰 

피해를 일으키므로 해산버나바이러스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인 바이러스가 넙치 

양식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이리도바이러스병

넙치이리도바이러스(FLIV: Flounder Iridovirus)에 의한 감염 질병으로 주로 10 cm 

크기의 치어기에 발생된다. 이 병에 감염되면 체색이 검어지고, 복수 충만 및 내부 

장기의 출혈로 인한 빈혈이 발생한다. 넙치이리도바이러스병은 혈구세포염색을 통

한 이형비대세포의 관찰과 PCR법 및 전자현미경 관찰로 진단이 가능하다. 감염은 

오염된 사육수나 감염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전염성이 매우 강하나 치어기를 벗어

나면 대량폐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수온기에서 수온이 떨어질 때 주로 발생하며 

15℃ 이하에서는 보균상태로 폐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리도바이러스병을 예방하

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양식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림포시스티스병

림포시스티스바이러스(lymphocystis disease virus, LDV)에 의한 감염 증상으로 주

로 종묘 입식 직후에 발생되며, 병어는 지느러미나 체표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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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림포시스티스세포(lymphocystis cells)가 만들어져 종양이 형성되고, 세포 내부

에는 다량의 바이러스가 관찰된다. 감염된 세포는 비정상적으로 커지며 세포질 내

에 강한 호염기성의 큰 봉입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림포시스티스병의 진단은 

넙치 입식 후 종양 형성 여부를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림포시스티스바이러스에 

감염 된 병어는 지느러미, 체표, 입 주위에 종양을 형성하여 빈혈로 인하여 서서히 

폐사하거나 세균의 2차 감염으로 폐사하기도 한다. 종양이 형성된 후 일정 간격(15

일)으로 종양 제거를 해주면 이후 발생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때 종

양 제거 작업을 하지 못하면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 종양 제거 작

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노다바이러스(nodavirus)에 의한 감염 질병이다. 노다바이러스는 외막이 없고 정

20면체의 모양을 가지며 직경 25-30 ㎚의 크기로 단일가닥 RNA바이러스이다. 돔

류, 넙치, 능성어, 범가자미류에서 발병하는 질병으로 병어가 힘없이 유영하거나 

선회 등의 비정상적인 유영행동을 보이며, 쇠약해지면 양식장 바닥에 가라앉아 폐

사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PCR법으로 진단한다. 노다바이러스는 어미로부터 난

을 통하여 자 치어에 수직감염되기 때문에 친어로 사용할 어미에서 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확인하여 원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어류를 친어로 사용하는 것이 가

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종묘생산장에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부분 전멸하므로 이 증상이 확인되는 즉시 배양수조의 소독을 실시하고 폐사어

는 소각 또는 매몰하여 이 바이러스가 인근 해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노다바이러스는 해수에서 최장 60일 가량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바이

러스에 오염된 배출수를 통하여 원인 바이러스가 다시 양식장으로 유입될 수 있으

므로 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해수가 양식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노다바이러스는 자외선에 의하여 불활성화되므로 종묘생산장에서는 유입수

를 자외선으로 살균하여 사용하는 것도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사.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원인 바이러스는 50 × 180 nm 크기의 총알모양의 랍도바이러스이다. 병어의 증상

은 체색흑화, 복수저류로 인한 복부 팽만과 탈장, 아가미 퇴색 등이 관찰되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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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증상은 복강 내 맑은 복수가 차 있고 간이 충혈 되며, 개체에 따라 신장이 증대

되어 있거나 회백색으로 퇴색되어 있고, 비장이 비정상적으로 증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EPC 세포주를 이용한 세포배양법과 RT-PCR법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로 

진단한다.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는 1-3 × 103 μW/s ㎝2의 자외선 처

리 에도 불활성화되며, chlorine, hypochlorite, iodophore 등과 같은 소독제에도 쉽게 

불활성화되므로 양식장에서 기구와 수조를 소독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2. 세균성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가. 연쇄구균증

연쇄상 구균인 Streptococcus sp. 감염에 의한 질병으로 병원체는 그램 양성 단구

균으로 연쇄상이며, Lactococcus garvieae 와 Streptococcus iniae 등이 있다. 연쇄구균

증은 고수온성 질병으로 증식 가능 조건은 수온 10-45℃, 염분농도 0-7%, pH 3.5-10

이고, 발병 시 폐사율은 0.1-8% 정도이다. 연쇄상 구균에 감염된 병어는 먹이 섭취가 

불량하고 바닥에 흩어져 있으며 완만한 유영을 하거나 몸체를 반대로 뒤집고 머리

를 올려 입을 열고 있기도 한다. 체색 흑화, 안구 돌출 백탁 충혈, 두부 및 상하턱의 

발적, 아가미 뚜껑 및 아가미 뚜껑 내측의 발적 그리고 아가미와 체표에 점액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부해 보면 넙치는 간장의 울혈이나 퇴색, 장관

의 발적, 복수가 차는 현상이 나타난다. 신장이 비대하고, 아가미의 빈혈, 부분적인 

괴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연쇄구균증이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은 사육환경의 악화 

및 부적절한 사육관리라고 할 수 있다. 치어에서 성어까지 발병하고 여름철 고수

온기에 질병 피해가 심하므로 밀식방지, 사육수의 청정화, 병어의 신속한 제거 등 

사육관리가 중요하다. 평소 양질의 사료를 적당량 공급하고 비타민제 또는 면역 

증강제를 투여하도록 하며 약제투여 시 최소 5일간 절식 후 5-7일간 경구 투여한다.

나. 장관백탁증

넙치 종묘생산 시 부화 후 2주일 무렵 착저기에 들어간 치어가 체색이 검어지고 

장관이 백탁되거나 위축되어 90% 이상의 폐사율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비브리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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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백탁증이라 하며 원인균은 Vibrio ichthyoenteri 이다. 원인균이 사료에 의해 장

상피로 침입하여 장이 괴사되어 폐사하는 것으로 부화 후 27-30일령일 때 자주 발

병되며 발병 수온은 18℃ 전후의 범위이다. 병어는 먹이를 잘 먹지 않고 힘없이 

유영하며 육안적으로 소화관이 흰색으로 혼탁되어 보인다. 백탁의 정도는 소화관 

전체가 희게 되어있는 것에서 일부만 희게 되어있는 것까지 여러 가지 있으며, 장

기간 사료를 먹지 못해서 몸통 근육이 얇게 되고 복부가 함몰하는 개체도 있다. 

장관백탁증이 나타나면 항생제에 의한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다. 클로람페니콜이나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의 약액에 1-2시간 정도 노출시킨 알테미아를 먹이면 치

료효과가 있다.

다. 비브리오병

비브리오병은 Vibrio anguillarum 또는 Vibrio sp. 감염에 의해 발생하고 비늘의 탈

락, 지느러미의 붕괴, 결손이 국소적으로 일어나 점차 확대되면서 궤양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체색이 검게 되거나 비늘이 탈락한 부위는 체색이 퇴

색된다. 비브리오병은 고수온기에 발생이 쉽고, 겨울철에는 발생이 잘 되지 않는

다. 비브리오병 진단은 체표나 지느러미 환부 부위를 슬라이드글라스에 놓고 검경

하여 운동성 단간균을 확인하면 가능하고 정확한 진단은 세균배양을 하여 원인균

을 확인해야 한다. 비브리오균 감염초기에는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경구 투여하면 

유효한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증단계에서는 병어가 사료를 잘 먹지 않으

므로 경구 투여 보다는 약욕법이 더 효과적이다.

라. 에드와드병

에드와드병은 장내세균의 일종인 Edwardsiella tarda 감염에 의해 발병하며 치어

에서부터 성어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며, 병원균의 증식가능 조건은 수온 15-42℃, 

염분농도 0-4%, pH 5.5-9.0로 수온 20℃ 이상 되는 6-10월에 발생이 쉽고 고수온기

에 피해가 크다. 에드와드병의 주된 증상은 많은 양의 복수가 고이며, 발적한 장이 

항문에서 탈장하는 것이다. 감염된 병어는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체색이 흑화되어 

표층을 완만히 유영하며, 안구돌출, 안구백탁, 안구농양 증상을 일으키며 지느러미

나 구강 내 발적이 보이는 경우도 흔히 있다. 에드와드병은 고수온기에 환수량이 

적은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환수량을 높여 주고, 바닥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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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예방할 수 있다. 감염된 병어는 식욕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감염 초기단계에서 감수성 있는 약제를 선택하여 경구 투여하면 

치료효과가 있고, 질병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병어는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마. 활주세균증

활주세균인 Flexibacter maritimus가 체표에 감염되어 발병하며, 주둥이 부식과 지

느러미 부식증상 및 아가미 부식증상이 나타난다. 주둥이 부식과 지느러미 부식증

상은 주로 5 cm 이하의 치어에 많으며 지느러미 결손과 피부 문드러짐이 주된 증

상이다. 일반적으로 환부이외의 체색은 검게 되며 환부 및 주위 비늘이나 지느러

미 끝을 검경하면 활주세균이 모여 있는 것이 관찰된다. 아가미 부식증상은 주로 

육상수조에 양성중인 넙치에 발생하기 쉬우며 아가미가 부식되는 것으로 환부에 

접하고 있는 아가미 뚜껑 내 측면에도 궤양성 환부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활주

세균증 예방은 밀식을 피하며, 환수량을 높여 주어야 하고 선별 시에는 상처가 생

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발병 시에는 병어는 신속히 제거하여 다른 어류에 감

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감수성 있는 약제를 선택해서 아가미 부식 시에는 약욕법

으로, 지느러미 부식이나 주둥이 부식 시에는 약욕법 또는 경구 투여법으로 치료

하면 효과가 있다.

3. 기생충성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가. 스쿠티카증

스쿠티카증(scuticociliatosis)은 채찍섬모충목(Order Scuticociliaitda)에 속하는 조직

섭이성(histophagous) 섬모충에 의한 감염증이다. 스쿠티카증을 유발하는 스쿠티카

충(scuticociliates)으로는 Uronema marinum, Pseudocohnilembus persalinus, Miamiensis 

avidus 등이 있으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종은 M. avidus로 알려져 있다. 스쿠

티카충에 감염된 넙치는 체표 염증, 지느러미 연조 및 꼬리자루 노출, 두부손상(주

둥이 출혈, 안구 백탁 및 돌출, 구강점막 울혈)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다. 병든 넙치

를 해부해 보면 감염 부위에 따라 뇌조직의 액화성 괴사, 결합조직의 융해 및 괴

사를 나타낸다. 스쿠티카충은 어체 부위별 기생율이 체표 기생환부, 뇌, 아가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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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러미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현미경으로 쉽게 관찰이 가능하다. 스쿠티카증은 스

쿠티카충이 감염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종묘장의 경우 먹이

생물 배양조 내 스쿠티카충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육시

설의 철저한 소독과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로티퍼를 세척 후 공급하고 착저

기 이후에는 환수량의 증대 및 자치어의 주기적 검사가 필요하다. 스쿠티카충이 

체표 또는 아가미에 기생된 상태는 감염정도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를 처리해야 하

며 처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욕 후 수조를 청소하고 맑은 해수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뇌를 비롯한 내부기관에 기생한 스쿠티카충은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

다. 따라서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로 뇌나 내부기관에 이 기생충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감염 시 기생충 구제제 처리로 대량 확

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백점병

백점병은 섬모충류인 백점충(Cryptocaryon irritans)이 넙치의 체표나 아가미의 피

하조직에 기생하여 발병한다. 백점충은 넙치 피하조직 내에서 서서히 성숙한 후 

수계로 방출되어 토몬트(Tomont)가 된다. 방출된 토몬트는 일정 기간 동안 분열하

여 세론트(Theront)라는 감염자충을 형성하여 다시 넙치에 기생하여 성숙한다. 백점

충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흔히 표피나 아가미에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흰 점은 

소위 이 기생충의 성숙한 영양체이다. 백점병은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감염된 병어는 체표와 지느러미에 미세한 흰점이 관찰

되며 심한 경우 아가미뿐만 아니라 안구 등에서도 흰 점이 나타난다. 이들 병어는 

과도한 점액 분비와 빈혈 증상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부에 심한 궤양을 나

타내고, 먹이를 잘 먹지 않으며 서서히 쇠약해져 사육수조 가장자리에 힘없이 떠

있는 경우가 많다. 백점충은 숙주의 표피 아래에 기생하여 구제가 쉽지 않으므로 

감염자충을 형성하기 전 단계에서 포르말린 250 ppm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약욕

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또한 표피내의 충체는 충체가 성숙하면 숙주에서 

이탈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환수율을 증가시킨다든가 수조바닥을 청소하여 씻겨 내

려가도록 하는 등 사육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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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익티오보도병

익티오보도병은 편모충류인 Ichthyobodo sp.가 체표, 지느러미, 아가미 표면에 기

생하여 발병한다. 익티오보도충은 두개의 편모를 갖고 있으며 자유 유영 시에는 

타원형이고 기생 시에는 방추형이다. 익티오보도충에 감염된 병어의 체표는 점액

이 많이 분비되어 흰구름과 같이 얼룩이 생기며, 병이 진행되면 기생부위의 표피

세포가 괴사하여 체색은 검게 되고, 병환부는 출혈과 궤양증상을 나타낸다. 익티오

보도병은 체표의 궤양환부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쉽게 진단할 수 있으며, 

병어를 포르말린으로 약욕시키면 쉽게 치유할 수 있고, 사육수조 바닥에 모래를 

깔아 두면 자연치유가 되기도 한다.

라. 트리코디나증

트리코디나증(Trichodinosis)은 아가미나 지느러미 밑의 표피에 기생해서 상피세포

를 갉아먹는 트리코디나충(Tricodina sp.)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Trichodina, 

Trichodinella, Tripartiella 등의 기생충에 의한 감염증을 트리코디나증이라 한다. 육

상수조식 양식장에서 봄과 가을에 자주 발병하고 병어는 급이 상태가 불량해지며 

유영력도 떨어진다. 트리코디나증으로 인한 급성적인 폐사는 없지만 2차적인 세균

감염으로 인해 만성적인 폐사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병어는 점액과잉 분비로 체

표가 백탁되며, 간혹 지느러미에 찰과상이나 가벼운 출혈이 나타나기도 한다. 트리

코디나증으로 의심되는 병어의 아가미, 체표의 검은 반점부분을 현미경으로 관찰

하면 쉽게 진단할 수 있고, 감염초기에는 병어를 포르말린으로 약욕시키면 치료효

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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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식넙치의 스쿠티카증 제어를 위한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내

스쿠티카증(scuticociliatosis)은 치어에서부터 성어에 이르기까지 발병하며, 발병 

시 집단 폐사의 양상을 갖기 때문에 폐사율이 높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제주 

양식넙치의 경우, 스쿠티카증에 의한 폐사율은 약 39.4%(질병폐사율(65.6%)의 61.0%)

에 이른다(국립수산과학원, 2016). 현재까지 스쿠티카충에 감염된 양식넙치의 치료

를 위해 양식장에서는 화합물 약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스쿠티카충이 체

내에 침투한 경우에는 백신을 이용한 치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乙竹 松

理‚ 1986; 吉水 等, 1993; 강 등, 2014). 현재 스쿠티카증에 대한 대책으로는 포르말

린이 유일하게 스쿠티카충 구제제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농도가 100-200 ppm

으로 높아 어체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식품안전상의 문제도 대두

되고 있는 현실이다(강 등, 2014). 따라서 천연물질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살충제 등

과 같은 포르말린 대체용 스쿠티카충 구제 약욕 제제를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하

며, 스쿠티카증 감염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이의 산

업적 이용에는 경비문제와 같은 한계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넙치양식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쿠티카증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 포르말린(화공약품) 약욕 

○ 과산화수소 약욕  

○ 케토코나졸(항생제) 경구 투여 

○ 염산 터비나핀(항생제) 경구 투여

○ 부틸알데하이드(유기화합물) 조성물 경구 투여

○ 알긴산염 올리고당 유도체 조성물 약욕 

○ 키토산올리고당 약욕

○ 모로우붉은실(Polysiphonia morrowii Harvey)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경구 투여

○ 메벤다졸(구충제) 함유 조성물 경구 투여 또는 약욕

○ 제주도산 천연물질 2종을 함유한 살충제 살포

○ 면역보조제를 첨가한 스쿠티카충 백신 조성물 투여

○ 넙치 기생충(스쿠티카충) 예방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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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 국외 해산양식에 있어 피해사례(미국 해산어 수족관, 호주 bluefin tuna, 스페

인 turbot)가 보고되어 있지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큰 피해를 입은 일

본(양식넙치)에서도 과학적인 연구가 보고되지 않는 실정임. 

○ 일본, 노르웨이 등에서는 양식 수산물에서의 항생제 잔류 모니터링 및 어종

별 휴약 기간 설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

○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저오염 배합사료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양식수산물의 항생제 사용량 억제 수단으로 백신 개발이 활발함. 

3. 기타 선행연구 분석

○ 국내에서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무항생제 양식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지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음.

○ 수산 양식업과 관련하여 스쿠티카충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상 생물을 죽이

기 위한 살충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유효한 수산용 

약제는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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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1. 연구개요

본 실험은 ㈜제이앤씨에서 실시한 소규모 예비실험에서 얻은 “기생충 구제용 정

보에너지 파동이 양식넙치의 사육수에서 스쿠티카충을 구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림 3-1-1)에 대하여 실증실험과 검증을 통하여 스쿠티카충 구제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 하여 양식현장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 3-1-1. ㈜제이앤씨에서 예비실험으로 수행한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광경(좌)과 결과(우).

2. 연구방법

가. 실험 스쿠티카충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넙치(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의 스쿠티카증(scuticociliatosis) 

유발 생물종으로는 Uronema marinum, Pseudocohnilemdus persalinus, Miamiensis avidus 

등 3종이 있다(Jee et al., 2001; Kim et al., 2004a, 2004b; 강 등, 2014). 이 종들 중

에서 양식넙치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종은 M. avidus로 알려져 있어(Harikrishnan 

et al., 2010; Iglesias et al., 2002; Bae et al., 2009; 강 등, 2014), 이 종을 본 연구의 

실험 대상 종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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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양 

Miamiensis avidus를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수산백신연구센터에서 분

리/동정하여 무균배양실에서 배양된 것으로 약 2 mL (100,000 cells mL-1)를 분양받

았다. 분양받은 M. avidus를 플라스틱 용기에 일정량의 해수(용기 용적의 20-30% 

수준)를 채우고 접종한 다음 먹이를 공급하면서 배양하였다. 배양은 계대배양법(繼

代培養法)으로 하였다. 해수는 멸균해수를 사용하였고, 먹이는 넙치 육질부를 10

0℃의 끓는 물에 20분간 삶아 살균 처리하여 공급하였다. 정상적인 배양 상태인가

를 알아보기 위하여 배양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활력도와 밀도 그리고 형태 등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다.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

본 실험에 사용된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는 명진생활건강기술

㈜에서 개발 제작한 것으로, 이 장치의 설계도면과 내외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각각 그림 3-1-2와 그림 3-1-3과 같고, 이 장치를 이용한 실험방법은 그림 3-1-4와 

같으며, 제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외함 규격: 450 ㎜ (w) × 900 ㎜ (h) × 350 ㎜ (d)

○ 사용 전원: AC 220 V/1 Ø/60 Hz

○ 자체 소비 전력: 20 VA 이내

○ 에너지 출력 전력: 1 KVA 이내

○ 정보신호출력: Max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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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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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의 내외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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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를 이용한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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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험설계

본 실험은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을 이용하여 스쿠티카충을 구제하는 

실험으로 임의의 용기(chamber)에 스쿠티카충을 접종한 다음, 기생충 구제용 정보

에너지 파동발생장치(Vital Generator, 명진생활건강기술㈜)를 이용하여 정보에너지 

파동을 주입하고 실험 대상생물인 스쿠티카충의 활력도(vitality) 변화나 사멸(死滅) 

여부로 구제효과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은 1 L들이 비이커 두 개에 각각 지

하염수 180 mL씩을 채우고 스쿠티카충 Miaminensis avidus를 접종하여 실험구와 대

조구를 만들었다. 그 다음 실험구에는 그림 3-1-5에서와 같이 정보에너지 파동발생

장치의 정보신호출력단자에 연결한 정보신호 송출선 끝에 전극봉을 연결하여 이 

전극봉 끝부분이 스쿠티카충이 접종된 비이커 안의 실험 수에 잠길 수 있도록 설

치한 다음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를 가동시켰다. 이 때, 정보에너지 파동 송출선

의 전류는 20 ㎃이었다.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 가동 후 30분 간격으로 광학현

미경을 이용하여 스쿠티카충의 활력도 또는 사멸 여부를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개시 시에는 실험구와 대조구 모두에서 스쿠티카충의 활발한 움

직임이 관찰되었으나, 30분경과 시점과 60분경과 시점에 대조구에서는 활력도에 

전혀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던 반면에 실험구에서는 대부분은 움직임이 없었고 유

기물에 붙어 있는 개체나 유기물의 내부에 침투한 일부 개체들만이 미약하나마 움

직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 반복된 실험에서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

험결과에서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

험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 즉, 정보에너지 파동에 의해 스쿠티카충이 사멸에 이르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그림 3-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험기간 중 

실험구에서는 대조구와는 달리 전극봉에 흐르는 전류(20 ㎃)에 의한 전기분해(그림 

3-1-7 참조)로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염소가스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 스쿠티카

충의 사멸 원인이 정보에너지 파동의 효과인지 전기분해로 인해 발생한 잔류염소

의 독성 영향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정보에너지 파동이 스쿠티카충의 사멸

에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험조건에서 잔류 염소의 영향을 배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실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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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을 위한 

예비실험 광경.

먼저, 가로 15 ㎝, 세로 240 ㎝, 높이 15 ㎝인 직사각형 아크릴용기에 3개의 실험

구(용량 20 mL 바이엘로 옆면의 60% 정도는 망목 20 ㎛의 망지로 처리됨)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실험구와 실험구 사이에는 정보에너지 파동의 전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물의 유동은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구멍(직경 2 ㎝)이 뚫린 격벽

을 두 개씩 설치하였다. 정보신호 전달 전극봉은 (+)극과 (-)극을 각각 실험수조의 

한쪽 끝에 설치하였다(그림 3-1-8). 그 다음 지하염수(약 41 L)를 채우고 각 실험구

에 동일한 밀도로 스쿠티카충을 접종하여 5분 정도 방치하였다가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를 가동시켰다. 이후 30분 간격으로 스쿠티카충의 활력도 

변화와 사멸 여부 그리고 수질(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잔류염소 등) 변화를 파

악하였다. 스쿠티카충의 반응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수질자료 중 

수온과 염분 그리고 용존산소와 pH는 YSI Professional plus(YSI Inc., USA)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고, 잔류염소는 Poket colorimeterTM Ⅱ(HACH Com.,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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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을 

위한 예비실험에서 시간에 따른 실험구와 대조구의 실험 수 모습(좌측 위: 

실험 개시 시; 우측 위: 실험 개시 후 30분; 우측 아래: 실험 개시 후 60분).

 그림 3-1-7. 해수의 전기분해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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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모식도

(위)와 실험광경(아래).



무항생제 넙치 양식기술 산업화 연구: 스쿠티카섬모충 구제기법을 중심으로

－ 30－

3. 연구결과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결과를 표 3-1-1

에 제시하였다.

가. 수질 환경 요인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 가동 후 각 실험구별 시간에 따른 수질

변화는 그림 3-1-9와 같다. 수온은 실험구 간에 차이는 없었다. 모든 실험구에서 19

시간이 경과한 시기에 실험 개시 시의 수온(평균 17.6℃)에 비하여 약 6.6℃ 낮은 

11℃를 보였는데, 이는 밤낮의 기온 차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염분은 수온과 마

찬가지로 실험구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시간에 따라서는 약간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연증발의 효과로 판단된다. 용존산소도 실험구 간에 차이가 없었다.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수온이 낮아지면서 산소의 용해도가 높아진 결과

로 판단된다. pH는 수온과 염분 그리고 용존산소와는 달리 실험구 간에 뚜렷한 차

이를 보였다. 실험구 2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실험구 1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실험구 3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잔류염소도 pH와 

마찬가지로 실험구 간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양극에 가장 가까운 실험구 1에

서는 실험시작 후 잔류염소의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실험구 1 다음으로 양극

과 가까운 실험구 2에서는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양극에서 가장 

먼 실험구 3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양극에 가까운 실험구 1

에서는 시간에 따라 pH가 감소하고 잔류염소는 급격히 상승한 반면에 음극에 가

까운 실험구 3에서는 pH가 증가하였지만 잔류염소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험수의 전기분해에 의한 효과로 판단된다. 실험구 1은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의 전극봉 중 양극 가까이 설치된 실험구로, 해수의 전기분해 시 양

극(+)에서는 물 분자(H2O) 2개가 전자(e-)를 잃고 4H+와 O2로 분해되며, 2NaCl이 

2Na+와 Cl2로 분해된다. 이때 용해된 Cl2가 H2O와 결합하여 HCl과 HClO를 형성한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pH는 하락하게 된다. 반면에 음극(-) 가까이에 설

치된 실험구 3에서는 2H2O가 전자(e-)를 공급받아 2OH-와 H2로 분해되며, 분해된 

2OH-는 2NaCl과 결합하여 2NaOH와 2Cl-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NaOH의 생성으로 

pH는 점차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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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시 실험 

수의 수질 환경 요인(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및 잔류염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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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쿠티카충 반응

실험 시작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실험구별 스쿠티카충의 반응(활력도)은 차이가 

있었다(그림 3-1-10). 실험구 1은 4시간 30분 만에 모두 사멸하였고, 실험구 2에서

는 19시간 만에 모두 사멸하였다. 이에 비하여 실험구 3에서는 실험 종료 시까지 

활력도에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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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0.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 가동에 따른 실험구별 

스쿠티카충의 활력도.

4. 고찰 및 결론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에 의해 발생한 파동은 이론적으로는 본 실험과 같은 

구조에서는 각각의 실험구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임의의 실험 수조

에 스쿠티카충을 구제할 수 있는 정보에너지 파동이 주입된다면, 그 안에 있는 스

쿠티카충은 어느 위치에서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

러나 본 실험에서 길이가 240 cm,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5 cm인 직사각형의 

긴 수조에 세 개의 실험구를 설치하고, 전극봉을 수조의 장방향 양쪽 끝에 설치한 

후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를 가동하여 스쿠티카충의 반응을 관찰한 실험을 수행

한 결과, 스쿠티카충의 반응은 실험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음극에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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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 3에서는 실험 종료 시까지 활력도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양극에 가

장 가까운 실험구 1에서는 4시간 30분 만에 모두 사멸하였고, 두 전극봉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실험구 2에서는 모두 사멸하는데 19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이 

스쿠티카충의 활력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갈수록 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실험 개시 후 실험수의 전기분해로 양극에 가까운 실험구 1에서는 시간에 

따라 pH가 감소하면서 잔류염소가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반해 음극에 가까운 실험

구 3에서는 pH가 증가하면서 잔류염소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해수의 전기분해 시 

양극(+)에서는 물 분자(H2O) 2개가 전자(e-)를 잃고 4H+와 O2로 분해되며, 2NaCl이 

2Na+와 Cl2로 분해된다. 이때 용해된 Cl2가 H2O와 결합하여 HCl과 HClO를 형성한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pH는 하락하게 된다. 반면에 음극(-) 가까이에 설

치된 실험구 3에서는 2H2O가 전자(e-)를 공급받아 2OH-와 H2로 분해되며, 분해된 

2OH-는 2NaCl과 결합하여 2NaOH와 2Cl-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NaOH의 생성으로 

pH는 점차 증가한다. 해수의 전기분해 시 발생한 Cl2 (gas)가 Cl2 (dissolved)로 용해

될 때 HCl과 HClO를 형성하는데, HClO는 염소계 살균제의 원료로 강력한 살균능

력이 있는 물질이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동발생장치를 이용한 스쿠

티카충 구제실험에서 스쿠티카충의 사멸은 정보에너지 파동에 의한 효과가 아닌 

실험수의 전기분해로 기인된 잔류염소의 독성 영향으로 판단된다.

제2절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1. 연구개요

본 실험은 스쿠티카충 구제에 LST 요오드수지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과 LST 요오드수지

에 노출된 스쿠티카충의 반응실험 및 요오드(I3) 농도에 따른 스쿠티카충의 반응실

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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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실험 스쿠티카충 및 배양 

본 실험에 사용한 스쿠티카충은 Miamiensis avidus이며, 이 종의 출처와 배양과정

에 대해서는 본 장 제1절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다. 

나.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본 실험에 사용된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는 명진생활건강기술㈜에서 개발 제작

한 것으로, 여과제로 LST 요오드수지를 사용한 여과장치이다(그림 3-2-1). 이 장치

의 구성은 모터펌프, 1차 여과장치 및 2차 여과장치로 구성되며, 1, 2차 여과장치

는 원통형의 관에 직경 300-600 ㎛의 구형인 LST 요오드수지를 가득 채우고 관의 

양쪽 끝단은 망목 250 ㎛인 망지로 마감 처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다. 실험 내용 및 방법

(1)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통과 전 후의 요오드(I3) 농도 비교

LST 요오드수지로부터 용출되는 요오드(I3)가 스쿠티카충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통과 전과 후의 요오드(I3) 농도를 비교하

였다. 요오드(I3) 농도 측정은 HI 718 Iodine (Hanna instruments Inc., USA)을 이용하

여 ppm 단위로 측정하였다. 이때, 비색시약은 HI718-25 Iodine reagent (Hanna instruments 

Inc., USA)를 사용하였다.

(2)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한 구제실험

본 실험은 배양 스쿠티카충을 해수에 접종하여 실험 수를 만들어 실험 수내의 

스쿠티카충 활력도를 관찰한 다음, 이 실험 수를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에 부착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1, 2차 여과장치를 차례로 통과시킨 후 여과수 내에 스쿠티

카충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였다(그림 3-2-2). 여과장치 통과 전 후의 실험 수의 수

질(수온(℃), 염분(psu), 용존산소(DO, ㎎/L), pH)를 YSI Professional plus(YSI I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은 2회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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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모식도.

그림 3-2-2.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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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ST 요오드수지 노출 실험

LST 요오드수지에 대한 스쿠티카충의 직접적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LST 요

오드수지에 스쿠티카충을 노출시켜(그림 3-2-3) 그 반응을 관찰하였으며, 실험 방법

은 표 3-2-1과 같다.

(4) 요오드(I3) 농도별 스쿠티카충의 반응

요오드(I3)가 스쿠티카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오드 농도에 따른 

스쿠티카충의 반응을 실험하였다. 실험 요오드 농도는 0.3 ppm, 0.4 ppm, 8.2 ppm, 

12.5 ppm이었으며, 0.3 ppm과 0.4 ppm은 각각 LST 요오드수지 여과장치 통과 전과 

후의 요오드 농도이며, 8.2 ppm과 12.5 ppm은 일반 고체요오드(그림 3-2-4)를 해수

에 용해시켜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요오드 용액에 스쿠티카충을 접종

한 다음, 4시간 동안 시간에 따른 스쿠티카충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스쿠티카충의 

관찰은 도립광학현미경(AXIO Imager M2, Carl Zeiss, German)을 이용하였으며, 관

찰은 1시간 간격으로 하였다. 

그림 3-2-3. LST 요오드수지에 노출시킨 스쿠티카충의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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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LST 요오드수지에 대한 스쿠티카충의 반응 실험 방법

실험 유형 시료 분취 관찰 방법

20 mL 바이엘용기
(스쿠티카충
원액 500 ㎕ + 
고체요오드 다량)

대조 시료: 
스쿠티카충 원액

분취 후 홀 슬라이드에서 관찰함

개시 직후 분취
스쿠티카충과 LST 요오드수지를 같이 
분취 후 홀 슬라이드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함

30분 경과 후 분취
스쿠티카충과 LST 요오드수지를 같이 
분취 후 홀 슬라이드에서 바로 관찰함

홀 슬라이드
(스쿠티카충
원액 50 ㎕ +
고체요오드 일정량)

-
홀 슬라이드에 스쿠티카충 원액만을 놓
고 관찰하다가 LST 오요드수지 일정량
을 추가로 투입 후 지속적으로 관찰함 

* 실험에 사용한 스쿠티카충은 제주대학교에서 분양 받은 것으로 별도의 배양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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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4. LST 요오드수지(위)와 일반 고체요오드(아래) 사진.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한 LST 요오드수지는 입자의 크기가 직경이 300-600 ㎛ 범위이고, 

일반 고체요오드는 입자의 크기가 1500-3000 ㎛ 범위임. LST 요오드수지와는 

달리 일반 고체요오드는 자체 방출되는 요오드로 바닥의 흰색 종이가 

누렇게 갈색으로 변하였음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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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가.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통과 전･후의 요오드(I3) 농도 비교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통과 전과 후의 요오드(I3) 농도를 비교하였다(표 3-2-2).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통과 전과 후의 요오드(I3) 농도(평균)는 각각 0.2 ppm과 0.3 ppm

으로 통과 후 약간 증가하였다. 18시간 동안 순환 여과시켰을 경우, 요오드(I3) 농

도는 약 0.8 ppm까지 증가하였다. 

나.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한 구제실험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결과를 표 3-2-3에 정리

하였다. 

여과장치 통과 전의 실험 수에서 스쿠티카충은 활발한 상태였으나, 여과기를 통

과한 실험 수에서는 스쿠티카충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 수의 수질 환경 요

인 중 용존산소만이 여과장치 통과 후 약 1 ㎎/L 증가하였고, 나머지 요인들(수온, 

염분 및 pH)은 여과장치 통과 전과 후 간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LST 요오드수지 여과장치를 통과한 실험 수에서는 스쿠티카충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나, 수질은 용존산소가 약간 증가한 것 외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2-2.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통과 전과 후의 요오드(I3) 농도 비교

실험
차수

LST 요오드수지 통과 전 후 요오드(I3) 농도(ppm)
비고

통과 전 통과 후

1차 0.1 0.3 18시간 
순환 

여과하였을 
경우, 

요오드(I3) 
농도는 0.8 
ppm으로 
확임 됨

2차 0.1 0.3

3차 0.1 0.3
4차 0.2 0.3
5차 0.2 -

6차 0.2 -

평균(표준편차) 0.2(0.05) 0.3(0.0)

* ‘-’는 미측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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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결과

실
험
차
수

구분

수질 환경 요인 시수 내
스쿠티카충 
반응 또는 
존재 유무

비고수온
(℃)

염분
(psu)

용존
산소

(㎎/L)
pH

1
차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통과 전 시수
18.0 30.4 4.52 7.77 매우

활발함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통과 후 시수
19.5 30.6 6.05 7.70 스쿠티카충

없음

2
차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통과 전 시수
- - - - 매우

활발함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통과 후 시수
- - - - 스쿠티카충

없음

다. LST 요오드수지 노출 실험

LST 요오드수지에 노출하여 스쿠티카충의 반응을 관찰한 결과(표 3-2-4), LST 요

오드수지에 노출된 스쿠티카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활력을 잃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활력도 저하나 사망시간은 LST 요오드수지 첨가량이나 노출 

시간에 비례적이었다. 

표 3-2-4. LST 요오드수지에 노출된 스쿠티카충 반응

실험 유형 시료 분취 스쿠티카충 반응 비고

20 mL 바이엘용기
(스쿠티카충 원액 500 ㎕
+ 고체요오드 많은 양)

대조 시료: 스쿠티카충 원액 매우 활발함

개시 직후 분취
시간경과에 따라 

활동성을 잃고 거의 
사망함

30분경과 후 분취 모두 사망함

홀 슬라이드
(스쿠티카충 원액 50 ㎕
+ 고체요오드 일정량)

-

LST 요오드수지를 넣기 
전 스쿠티카충은 매우 
활발하였으나, LST 
요오드수지 투입 후, 
서서히 활력을 잃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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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오드(I3) 농도별 스쿠티카충의 반응

요오드(I3)가 스쿠티카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오드(I3) 농도에 따

른 스쿠티카충의 반응 실험 결과, 요오드(I3) 농도 12.5 ppm에서는 실험 개시 후 1

시간 만에 모든 스쿠티카충이 사멸하였으나, 8.2 ppm 이하에서는 농도에 관계없이 

실험시간 4시간 동안 활력도 저하나 사멸한 개체는 확인되지 않았다(표 3-2-5).

표 3-2-5. 요오드(I3) 농도별 시간에 따른 스쿠티카충의 반응

요오드(I3)
농도
(ppm)

요오드(I3) 농도별 시간에 따른 스쿠티카충의 활력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0.3 1 1 1 1
0.4 1 1 1 1
8.2 1 1 1 1
12.5 0 0 0 0

※ 활력도 기준: 0: 사멸; 1: 활발함.

4. 고찰 및 결론

LST 요오드수지에 노출된 스쿠티카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력을 잃고 사망에 

이른 점,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통과한 실험 수에서는 스크티카충이 관찰되지 

않은 점, 요오드(I3) 농도 8.2 ppm 이하에서 스쿠티카충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점,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통과 시 요오드의 증가 농도는 약 0.1 ppm으로 낮았고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에 18시간 동안 순환 여과 시에도 요오드 농도가 약 0.8 

ppm 정도로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스쿠티카충은 LST 요오드수지에서 용출된 

요오드의 독성이 아닌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의 여과기능이나, 요오드수지 표면의 

음전하 대전으로 인한 인력을 이용하는 살균능력으로 제어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LST 요오드수지 여과장치를 넙치 양식장의 스쿠티카충 제어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ST 요오드수지가 해수에 노출되었을 때 용출되는 요오드

(I3)가 일반 고체요오드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스쿠티카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이지만, 이의 생물학적 독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즉, 넙치 양

식장의 사육수에서 스쿠티카충 구제에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할 경우, 여

과 장치를 통과한 물이 넙치의 생존 및 생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생산된 넙치

의 식품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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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광물질 혼합제(mineral compound)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1. 연구개요

본 실험은 해록석 외 21종(해록석 13%)의 암석으로부터 추출된 광물질 혼합제

(mineral compound)가 양식넙치의 사육수에서 약욕 침지 방식으로 스쿠티카충을 구

제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광물질 혼합제의 농도별 시간에 따른 스

쿠티카충의 반응과 광물질 혼합제의 농도별 시간에 따른 넙치의 반응과 수질환경 

변화를 파악하였다.  

2. 연구방법

가. 실험 생물

(1) 실험 스쿠티카충 및 배양

실험에 이용한 스쿠티카충은 Miamiensis avidus였으며, 이 종의 배양 과정은 본 

장 제1절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다. 

(2) 실험 넙치

실험에 이용한 넙치는 태안군 소재 양식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양식장에서 실험

실로 운반하여 일반해수(염분 36.18 psu, 수온 22.8℃)에 순치시킨 후 실험에 사용

하였다. 

나. 광물질 혼합제

본 실험에 사용한 광물질 혼합제는 해록석 외 21종의 암석으로부터 추출된 광물

질 혼합제(해록석 13%)이다. 스쿠티카충 구제실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에서 정하는 해양환경기준에 준하는 용수기준에 따라 일반수질, 영양염류, 유기물, 

무기물 및 중금속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 및 시험에 사용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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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이온농도(pH)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306.1b

○ 시험장비: Thermo orionversastar pro

□ 전기전도도(EC)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310.1b

○ 시험장비: Thermo orionversastar pro

□ NO3-N, PO4-P, NO2-N, Cl, SO4, Br, F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350.1b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 시험장비: Ion chromatography/Metrohm IC 881 Compact pro

 

□ NH3-N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355.1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 시험장비: 흡광광도계(UV spectrophotometer)/GBC Cintra 202

□ Total N/Total P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363.4b 연속흐름법(Total N)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362.2b 연속흐름법(Total P)

○ 시험장비: BLTEC SYNCA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359.1c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 기기조건: GBC Cintra 202/정량한계 0.02 ㎎/L (650 nm)

□ 유기인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503.1b 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

○ 기기조건: GC/NPD, Agilent 7890A GC, NPD

□ BTEX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603.2b HS-GC-MS법

○ 기기조건: Agilent 6890MSD, 헤드스페이스(Teledyne H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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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E, PCE, 1.1.1 TCE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603.6b 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

○ 시험장비: GC/NPD, Agilent 7890A GC, ECD

□ Ca, Mg, K, Fe, As, Cr6+, Zn, Na, S, Cu, Ni, B, Pb, Si

○ 시험방법: EPA Standard method 3120 (Metals by plasma emission spectroscopy)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400.3b 금속류-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

발광분광법에 준하여 시료 분해 후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장비를 사용하여 각 원자들이 방출한 복사선의 세기를 측정하였으

며, 분석원소별 분석 파장과 시험 방법은 표 3-3-1과 같다.

○ 시험장비: Inductively coupled plasma/Perkin Elmer Optima 8300 ICP-OES

표 3-3-1. ICP 장비로 정량분석 한 분석 원소별 분석 파장과 시험 방법

 분석 원소 분석 파장 시험 방법

 Ca 317.933 nm Standard method 3120

 Mg 285.213 nm Standard method 3120

 K 766.490 nm Standard method 3120

 Fe 238.204 nm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412.3a

 As 257.610 nm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406.3a

 Cr6+ 357.900 nm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415.3a

 Zn 206.200 nm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409.3a

 Na 589.000 nm Standard method 3120

 S 180.669 nm Standard method 3120

 Cu 327.413 nm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401.3a

 Ni 231.604 nm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403.3a

 B 249.772 nm Standard method 3120

 Pb 220.353 nm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402.3a

 Si 251.611 nm Standard method 3120

□ 시안, 페놀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353.3b 시안-연속흐름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365.2b 페놀-연속흐름법

○ 시험장비: SKALAR Analytical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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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OC, IC, NPOC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311.1c 총 유기탄소-고온산화법

○ 시험장비: Analytikjena multi N/C

□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701.1c 총대장균군-막여과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702.1c 분원성대장균군-막여과법

□ 알칼리도

○ 시험방법: Standard method 2320 titration method

○ 시험장비: GBC Cintra 202

□ 클로로필 a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312.1a

○ 시험장비: GBC Cintra 202

□ SS(부유물질)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303.1b

□ 수은

○ 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408.1b 냉증기-원자흡수분광광도법

○ 시험장비: Direct Mercury Analyzer NIC 3060C

다. 실험 방법    

(1) 광물질 혼합제에 대한 스쿠티카충의 반응

본 실험은 광물질 혼합제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효과 실험으로, 먼저 스쿠티

카충을 멸균해수 20 mL가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접종하고 익힌 생선살을 먹이원으

로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스쿠티카충의 배양은 광물질 혼합제의 처리농도와 처리

시간을 고려하여 고밀도로 배양하였다. 그 다음 광물질 혼합제의 스쿠티카충 구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스쿠티카충 배양 플라스크에 광물질 혼합제의 농도가 200 ppm, 

250 ppm, 300 ppm, 400 ppm, 500 ppm, 1000 ppm이 되도록 광물질 혼합제를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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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스쿠티카충의 반응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

였다. 스쿠티카충의 반응 관찰 시간은 실험 개시 후 20분, 50분, 80분, 120분, 240

분이었으며, 스쿠티카충의 반응은 실험 개시시의 활력도와 밀도(개체 수)에 대한 

관찰 시점의 활력도나 밀도 변화 정도로써 파악하였다.

(2) 광물질 혼합제에 대한 넙치의 반응

광물질 혼합제에 대한 넙치의 반응을 파악하고자 광물질 혼합제의 농도별 시간

에 따른 넙치의 사망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40 L들이 사각형 용기(chamber) 

5개에 해수 20 L씩을 채우고 전동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용기 내 해수에 공기가 

주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 각 실험 용기에 넙치 10 마리씩을 입식하여 1일

간(약 23시간) 순치시킨 후, 4개의 실험 용기는 각각 광물질 혼합제의 농도가 200 ppm, 

400 ppm, 600 ppm, 800 ppm이 되도록 광물질 혼합제를 첨가한 다음 넙치의 상태

를 관찰하였다(그림 3-3-1). 실험 시작 후 넙치의 관찰은 최초 6시간까지는 한 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실험 시작 후 18시간, 20시간, 24시간, 26시

간, 42시간, 46시간, 50시간, 그리고 66시간 경과 시점에 관찰하였다. 매 넙치 관찰 

시에 수질을 조사하였다. 수질 조사는 수온(℃), 염분(psu),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DO, ㎎/L), pH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에는 YSI professional plus(YSI Ins., 

USA)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가. 광물질 혼합제(mineral compound)의 일반성분 및 유해성분 분석

광물질 혼합제의 일반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3-2와 같다. 수소

이온농도(pH)가 2.12로 낮았고, S(황) 성분이 739.11 ㎎/L로 높은 특성을 보였으나, 

유해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나. 광물질 혼합제(mineral compound)의 농도에 따른 스쿠티카충의 반응 

스쿠티카충 배양 플라스크에 광물질 혼합제를 농도를 달리하여 첨가한 후 시간

에 따라 스쿠티카충의 반응(활력도 및 개체 수)을 관찰한 결과는 표 3-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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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질 혼합제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에서는 시험시간 최대 240분 동안 스쿠티카

충의 활력도나 개체 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던 반면에 500 ppm과 1000 ppm에

서는 실험개시 20분 만에 사멸하였으며, 400 ppm 이하의 모든 실험구에서도 활력

도나 개체 수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광물질 혼합제 400 ppm에서 스쿠티카충의 밀

도(개체 수)는 20분 만에 실험 개시 이전의 40%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4시간 경과 

시점에는 크기가 작아지고 활력이 급격하게 저하된 1-2개체만이 관찰되었다. 300 ppm

과 250 ppm에서는 실험개시 50분 만에 개체 수가 실험개시 전 대비 40% 이하로 

감소하였다. 가장 낮은 200 ppm의 경우는 실험 개시 후 20분 만에 스쿠티카충의 

개체 수가 40-7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활용한 광물질 혼합제는 스쿠티카충의 활력 

저하나 사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1. 광물질 혼합제에 대한 넙치(Paralichthys olivaceus)의 반응실험 모식도(위)와 

실험광경(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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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스쿠티카충 구제실험에 사용한 광물질 혼합제의 일반성분 및 유해성분 함량

구분  성분 함량(단위) 구분  성분 함량(단위)

수

질

일

반

pH(수소이온농도) 2.12

유

기

물

Toluene(톨루엔) 불검출/㎎/L

EC(전기전도도) 6.497 dS/m Ethylbenzene(에틸벤젠) 불검출/㎎/L

T-N(총질소) 1.044 ㎎/L Xylene(자일렌) 불검출/㎎/L

T-P(총인) 0.317 ㎎/L 1.1.1 TCE(1.1.1-트리클로로에탄) 불검출/㎎/L

Cl-(염소이온) 0.86 ㎎/L

무

기

물

Br-(브롬이온) 불검출/㎎/L

ABS(음이온계면활성제) 불검출/㎎/L F(불소) 불검출/㎎/L

Alkalinity(알칼리도) 측정불가 Ca(칼슘) 3.69 ㎎/L

C(탄소) 57.42 ㎎/L Mg(마그네슘) 7.37 ㎎/L

Total coliforms(총대장균군) 불검출 Na(나트륨) 0.14 ㎎/L

Fecal coliforms(분원성대장균) 불검출 K(칼륨) 불검출/㎎/L

Chlorophyll-a(클로로필-a) 불검출/㎎/㎥ CN(시안) 불검출/㎎/L

SS(부유물질) 1.4 ㎎/L S(황) 739.11 ㎎/L

영

양

염

류

NH3-N(암모니아성질소) 불검출/㎎/L IC(무기탄소) 11.11 ㎎/L

NO3-N(질산성질소) 불검출/㎎/L B(붕소) 불검출/㎎/L

NO2-N(아질산성질소) 불검출/㎎/L Si(규소) 0.36 ㎎/L

PO4-P(인산염인) 불검출/㎎/L

중

금

속

Hg(수은) 불검출/㎎/L

SO4
2-(황산이온) 2588.5 ㎎/L As(비소) 불검출/㎎/L

유

기

물

OP(유기인) 불검출/㎎/L Cr(크롬) 불검출/㎎/L

Phenol(페놀) 불검출/㎎/L Cr6+(6가크롬) 불검출/㎎/L

TOC(총유기탄소) 46.32 ㎎/L Zn(아연) 불검출/㎎/L

NPOC(비휘발성유기탄소) 50.78 ㎎/L Fe(철) 130.74 ㎎/L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불검출/㎎/L Cu(구리) 0.282 ㎎/L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불검출/㎎/L Ni(니켈) 0.027 ㎎/L

Benzene(벤젠) 불검출/㎎/L Pb(납) 불검출/㎎/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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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광물질 혼합제의 농도별 시간에 따른 스쿠티카충의 반응

광물질
혼합제
농도
(ppm)

광물질 혼합제의 농도별 시간에 따른 스쿠티카충의 반응*

비고

실험구 20분 50분 80분 120분 240분

200

1 ++ ++ ++ ++ ++

2 ++ ++ ++ ++ ++

3 ++ ++ ++ ++ ++

250

1 ++ + + + +

2 ++ + + + +

3 ++ + + + +

300

1 ++ + + + +

2 ++ + + + +

3 ++ + + + +

400

1 + + + + 1-2

2 + + + + 1-2

3 + + + + 1-2

500

1 - - - - -

2 - - - - -

3 - - - - -

1000

1 - - - - -

2 - - - - -

3 - - - - -

Control

1 ++++ ++++ ++++ ++++ ++++

2 ++++ ++++ ++++ ++++ ++++

3 ++++ ++++ ++++ ++++ ++++

* 광물질 혼합제의 농도별 시간에 따른 스쿠티카충의 반응은 실험개시 전의 밀도(개체수)에 대한 밀
도의 변화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는 90-100%, ‘++’는 40-70%, ‘+’는 1-40%, ‘-’는 0%를 나타

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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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물질 혼합제(mineral compound)의 농도에 따른 수질 변동과 넙치의 반응 

(1) 수질 변동

실험기간 동안 파악된 각 실험수조별 수질 변동을 나타낸 것은 그림 3-3-2와 같

다. 수온은 1℃ 이내에서 미미하게 변동하였으나, 실험 수조 간에 수온 차이는 없

었다. 염분은 수온과 마찬가지로 수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모든 실험구에서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간에 따른 염분의 증가 추세는 

자연증발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용존산소는 미세한 변동이 있으나, 실험 수조 

간에 또는 시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pH는 수온이나 염분 또는 용존산소와

는 달리 광물질 혼합제 농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광물질 혼합제 첨가 후 pH는 

200 ppm에서 6.47, 400 ppm에서 5.69, 600 ppm에서 4.86, 800 ppm에서 4.36으로 나

타나 광물질 혼합제의 농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0 ppm과 400 ppm 농도에서는 6시간 정도 경과되는 동안에 대조구

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반면에 600 ppm 이상의 농도에서는 6시간이 경과

되는 동안에 400 ppm 이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상승폭이 

소폭으로 대조구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모든 실험구에서 실험기간 동안 

6시간 경과 후에는 pH의 변동이 0.2 이내로 미미하였다. 

(2) 넙치의 반응

체장(전장)과 체중의 범위가 각각 2.5-5.0 ㎝ 범위(평균 3.9 ㎝)와 0.2-1.0 g 범위

(평균 0.47 g)인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치어(그림 3-3-3)를 대상으로 광물질 혼

합제의 농도별 시간에 따른 생존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은 표 

3-3-4와 같다. 대조구와 200 ppm 그리고 400 ppm 수조에서는 실험 종료 시까지 모

든 개체가 생존하였다. 반면에, 600 ppm에서는 실험시작 후 5시간과 경과 시에 

60%가 사망하였고 6시간 만에 모두 사망하였으며, 800 ppm 수조에서는 3시간 경

과 후 90%가 사망하였고, 4시간 만에 모두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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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광물질 혼합제의 농도별 수온, 염분, 용존산소 및 pH의 시간에 따른 변화.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53－

Total length (mm)

20 25 30 35 40 45 50 55 60

N
o.

 o
f  

In
ds

.

0

2

4

6

8

10

12

Body weight (g)

0.0 0.2 0.4 0.6 0.8 1.0 1.2

N
o.

 o
f  

In
ds

.

0

2

4

6

8

10

12

그림 3-3-3. 실험에 사용한 넙치(Paralichthys olivaceus)의 체장 및 체중 분포.

표 3-3-4. 광물질 혼합제의 농도별 시간에 따른 넙치의 생존률 변화

Time 광물질 혼합제 농도별 시간에 따른 생존률(%)
(hr) Control 200 ppm 400 ppm 600 ppm 800 ppm
0 100 100 100 100 100
1 100 100 100 100 100
2 100 100 100 100 100
3 100 100 100 100 10
4 100 100 100 100 0
5 100 100 100 40
6 100 100 100 0
17 100 100 100
19 100 100 100
22 100 100 100
26 100 100 100
42 100 100 100
46 100 100 100
50 100 100 100
66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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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광물질 혼합제에 대한 스쿠티카충의 반응실험 결과에서 200 ppm, 250 ppm, 300 

ppm 처리구에서는 20분 만에 40-7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400 ppm 처리구에서

는 20분 만에 40% 이하로 감소하였다. 광물질 혼합제에 대한 넙치의 반응 시험에

서는 600 ppm과 800 ppm 처리구에서는 각각 실험 개시 6시간과 4시간 만에 모두 

사망하였으나, 400 ppm 이하의 처리구에서는 실험 시간 66시간 동안 모든 개체가 

생존하였다. 한편, 광물질 혼합제의 농도(200 ppm, 400 ppm, 600 ppm, 800 ppm)별 

시간에 따른 수질환경 변화는 모든 처리구에서 pH를 제외하고는 실험구 간에 차

이가 없었다. pH의 경우, 모든 처리구에서 농도에 비례하여 큰 폭으로 낮아졌다가 

서서히 높아져 최초 6시간 경과 시점에 400 ppm 이하의 처리구에서는 비처리구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600 ppm 이상의 처리구는 그 이후에도 비처리구 수

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본 실험에 이용한 광물질 혼합제는 스쿠티카충 구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넙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400 ppm 이하의 

농도로 약욕방식을 적용하면 넙치 양식장의 스쿠티카충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단, 단기적으로나마 급격한 pH 변동이 양식넙치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천연 미생물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이용한 스쿠

티카충 구제실험

1. 연구개요

본 실험은 천연 미생물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이용하여 양식넙치의 스쿠티카

증 원인생물인 스쿠티카충의 구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고초균은 토양 등

에 널리 분포하는 비병원성 호기성 간균이며, 그램양성균(gram positive bacillus)으

로 청국장 등 전통 장류와 액젓의 발효 등에 이용되는 균이다(이 등, 2002; 김 등, 

2003). 고초균의 대사물질은 단백질 분해활성 효과를 보이며(이 등, 2002), 단백질 

분해 효소는 길항작용과 용균작용(Botelho and Mendronca-Hagler, 2006)으로 식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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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균류의 생육을 억제할 수 있어 친환경 생물 농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와 박, 2004; 김 등, 2008; 이 등, 2014; 이 등, 2015). 또한 고초균을 사료첨

가제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 등, 2005; 차 등, 2012). 고초균의 쥐

에 대한 단기 경구 투여 독성 실험에서 저독성의 안전한 물질로 보고하였다(김 등, 

2015).

2. 연구방법

가. 실험 스쿠티카충 및 배양

실험에 이용한 스쿠티카충은 Miamiensis avidus였으며, 이 종의 배양 과정은 본 

장 제1절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다.  

나. 실험 고초균

실험에 이용한 고초균(B. subtilis)는 분말형 제품(제품명: GB 바실러스균, 제조사: 

선한 바이오)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그림 3-4-1). 해수에서 활성화된 고초균의 모

습은 그림 3-4-2와 같다. 

다. 실험 넙치

실험에 이용한 넙치의 출처와 실험에 사용하기까지의 처리 과정은 본 장 제3절

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다.

라. 실험 방법

먼저, 사각형 용기(chamber)에 해수 10 L를 채우고 고초균(B. subtilis)의 농도가 

용기별로 105 cells mL-1, 1.5 × 105 cells mL-1, 2 × 105 cells mL-1, 3 × 105 cells 

mL-1, 4 × 105 cells mL-1, 5 × 105 cells mL-1이 되도록 첨가하였다(그림 3-4-3). 고초

균 주입이 끝난 수조에는 50 mL 바이알의 벽면 두 곳을 각각 약 6 ㎝2 넓이만큼

씩 제거한 뒤 20 ㎛ 망목의 망지를 부착한 바이알을 해수에 잠기도록 설치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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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알 안쪽에 스쿠티카충을 접종한 후, 5시간 경과 시까지는 1시간 간격으로, 그 

이후에는 24시간, 32시간, 44시간, 64시간 경과 시점에 스쿠티카충의 활력도나 사

멸 여부를 확인하였다. 스쿠티카충의 활력도나 사멸여부는 도립광학현미경(AXIO 

Imager M2, Carl Zeiss, Germ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실험수조 내 

수질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쿠티카충의 활력도나 사멸 여부 관찰 시 수온

(℃), 염분(psu),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DO, ㎎/L) 및 pH를 측정하였다. 수질은 

YSI professional plus (YSI I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위의 실험과정 중에 양식넙치에 미치는 고초균의 영향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실험구별로 넙치 5 마리씩을 수용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행동의 이상과 사

망 여부를 관찰하였다.

  그림 3-4-1. 고초균(Bacillus subtilis)(위)과 고초균 혼합 해수(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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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분말 고초균(Bacillus subtilis)이 해수에서 활성화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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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고초균(Bacillus subtilis)의 농도에 따른 스쿠티카충과 넙치의 반응 실험 모식도

(위)와 실험광경(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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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가. 수질

실험기간 동안 각각의 실험수조별 수질을 나타낸 것은 표 3-4-1과 같다. 수온은 

수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각 수조에서의 변동 폭은 1-2℃ 범위로 미세하

였다. 염분의 경우, 실험수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자연증발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변화 폭은 1 psu 이내

로 작았다. 용존산소와 pH는 수온이나 염분과 마찬가지로 실험수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시간에 따른 변동은 미미하였다. 

표 3-4-1.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시 실험구별 수질 환경

고초균
농도

(cells mL-1)

실험구별 수질 변동범위 

수온(℃) 염분(psu) 용존산소(㎎/L) pH

5 × 105 22.2~22.6 30.92~30.98 6.09~6.61 7.52~7.91
4 × 105 21.8~22.1 31.06~31.07 6.21~6.35 7.57~7.90
3 × 105 22.4 31.13~31.18 6.17~6.21 7.86~7.92
2 × 105 21.5-21.7 31.13~31.31 6.35~6.46 7.65~7.90

1.5 × 105 21.5~23.6 34.64~35.05 4.45~5.85 7.59~7.92
105 21.5~23.6 34.66~35.18 4.78~5.97 7.69~7.91
0 21.5~22.7 36.09~36.63 5.47~5.80 7.81~8.02

나. 고초균(Bacillus subtilis)에 대한 실험생물 반응 

(1) 스쿠티카충

고초균(Bacillus subtilis)에 노출되지 않은 스쿠티카충은 체표에는 많은 섬모가 나 

있었으며 체장은 약 30 ㎛ 내외의 긴 쌀알모양이었으나, 고초균에 노출된 스쿠티

카충은 물방울 모양으로 변하였다(그림 3-4-4). 

고초균의 농도에 따른 스쿠티카충의 사멸 시간을 표 3-4-2에 나타내었다. 스쿠티

카충은 고초균 농도 5 × 105 cells mL-1에서는 1시간 만에, 4 × 105 cells mL-1와 3 × 

105 cells mL-1에서는 2시간 만에, 그리고 2 × 105 cells mL-1에서는 4시간 만에 모두 

사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5 × 105 cells mL-1 이하에서는 최장 64시간까지 

생존하였으며, 활력도의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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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넙치

넙치는 모든 실험구에서 호흡률이 대조구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실험기간 동안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사망하는 개체는 없었다. 

그림 3-4-4. 고초균(Bacillus subtilis) 처리구(위)와 비처리구(아래)에서의 스쿠티카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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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고초균(Bacillus subtilis)의 농도에 따른 스쿠티카충의 반응(사멸)

고초균
농도

(cells mL-1)

농도별 시간에 따른 반응(사멸)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32시간 64시간

5 × 105 ○ 　 　 　 　

4 × 105 - ○

3 × 105 - ○

2 × 105 - - - ○

1.5 × 105 - - - - - - -

105 - - - - - - -

대조구 - - - - - - -

4. 고찰 및 결론

스쿠티카충은 고초균(B. subtilis)의 농도가 3 × 105 cells mL-1 이상일 때 2시간 이

내에 사멸하였으며, 2 × 105 cells mL-1에서는 4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스쿠티카충이 

사멸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넙치에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초균을 이용하여 사육수에서 효율적으로 스쿠티카충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쿠티카충은 사육수를 상층수와 저층수로 구분하였을 때 저층수에 더 많이 분

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최 등, 1997), 저층에서 먹이 및 배설물 찌꺼기 등을 

먹고 활발하게 번식한다. 고초균은 핵으로 이용하는 배지 주변의 저층수에서 상층

수보다 개체수가 많은 경향을 보여 스쿠티카충의 구제뿐만 아니라 사육수의 수질

관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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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양식현장 적용 방안 

스쿠티카증은 채찍섬모충목(Order Scuticociliaitda)에 속하는 조직섭이성(histophagous) 

섬모충에 의한 감염증을 일컫는 기생충성 질병으로, 해산양식업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강 등, 2014). 스쿠티카증 원인생물인 스쿠티카충(scuticociliates)은 대부분의 섬

모충과는 달리 감염된 후 신장이나 혈관은 물론 뇌 조직까지 침투하여 높은 폐사

율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양식넙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Harikrishnan et al., 2010; Iglesias et al., 2002; Bae et al., 2009; 강 등, 2014). 지금

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양식넙치의 스쿠티카증 유발생물로는 Uronema marinum, 

Pseudocohnilembus persalinus, Miamiensis avidus 등 3종이 알려져 있으나(Jee et al., 

2001; Kim et al., 2004a, 2004b; Jung et al., 2007), 어체의 조직이나 내부 장기, 신

경과 혈관 그리고 뇌 조직까지 침투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종은 Miamiensis 

avidus로 알려져 있다(Harikrishnan et al., 2010; Iglesias et al., 2002; Bae et al., 2009; 

강 등, 2014). 

스쿠티카충으로부터 양식넙치를 보호하기 위한 스쿠티카충 구제기법은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양식생물이 스쿠티카충에 감염되

어 스쿠티카증이 발현된 상태에서 스쿠티카충을 구제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스

쿠티카충으로 오염된 원수가 양식장으로 유입되어 양식생물에 감염을 유발하는 상

황을 인식하여 유입 수에서 스쿠티카충을 구제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하나는 사육

수가 스쿠티카충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감염을 유발하는 상황을 인식하여 사육수와 

사육수조 내에서 스쿠티카충을 구제하는 방법이다. 

현재까지, 양식넙치의 스쿠티카증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개발동향에 의하면, 양식

넙치에 스쿠티카충이 감염될 경우, 양식현장에서는 화합물 약욕에 의존하고 있으

나 스쿠티카충이 체내에 침투하였을 때에는 백신을 이용한 치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乙竹 松理‚ 1986; 吉水 等, 1993; 강 등, 2014). 이로 인해 양식장에서 

항생제를 남용함으로써 식품안전성에 위협을 가하게 되고, 연안환경오염을 가중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Jin et al., 2003; Lee, 2003; Jin et al., 2007; 지 등, 

2014; 강 등, 2015). 스쿠티카증에 대한 대책으로는 포르말린이 거의 유일하게 스쿠

티카충 구제제로 승인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독성으로 인한 식품안전상

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스쿠티카충 구제물질에 관한 연구로 항생제, 

기생충 구제제 등 화학요법제 그리고 resveratrol과 같은 천연유래물질 등을 이용한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63－

in vitro 항스쿠티카충 효과에 관한 보고가 있으나(Lamas et al., 2009; Harikrishnan 

et al., 2010), 양식현장 규모에 적용 가능한 효과는 거의 보고되어 있지 않다(강 등, 

2014). 그러므로 스쿠티카증에 의한 양식넙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접근으로 양식현장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개발이 절

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개발을 위해 ‘기생충 구제용 정보에너지 파

동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광물질 혼합제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천연 미생물 고초균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실험’ 등 4종류의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스쿠티

카충 구제에 효과가 있는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광물질 혼합제’, ‘천연 미생물 

고초균’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기법에 관한 양식현장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1.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스쿠티카충에 오염된 해수를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로 여과한 결과, 여과 수에

서는 스쿠티카충이 관찰되지 않아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가 스쿠티카충 구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그림 3-5-1의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파

일럿 시스템 을 넙치 양식장 사육수 취수 라인에 설치하여 사육수를 통해 양식장 

내로 유입되는 스쿠티카충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양식현장에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입수의 적정 여과수량에 대

한 해결, 경제적 효용성 및 LST 요오드수지에서 용출되는 요오드(I3)에 대한 안전

성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5-1.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파일럿 시스템(㈜원생활과학기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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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물질 혼합제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광물질 혼합제에 대한 스쿠티카충의 반응실험 결과에서 400 ppm 처리구에서는 

20분 만에 스쿠티카충의 개체수가 실험 개시 이전의 40% 이하로 감소하였고, 200  

ppm, 250 ppm, 300 ppm 처리구에서는 20분 만에 40-70%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광물질 혼합제에 대한 넙치의 반응 실험에서 400 ppm 이하의 처리

구에서 실험 시간 66시간 동안 모든 개체가 생존하였다. 한편, 광물질 혼합제의 농

도(200 ppm, 400 ppm, 600 ppm, 800 ppm)별 시간에 따른 수질환경 변화는 모든 처

리구에서 pH를 제외하고는 실험구 간에 차이가 없었다. pH의 경우, 모든 처리구에

서 농도에 비례하여 큰 폭으로 낮아졌다가 서서히 높아져 최초 6시간 경과 시점에 

400 ppm 이하의 처리구에서는 비처리구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본 실험에 이용한 광물질 혼합제는 스쿠티카충 구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넙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200-400 ppm 범

위의 농도로 약욕/침지방식을 적용하면 넙치 양식장의 스쿠티카충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단기적으로나마 급격한 pH 변동이 양식넙치나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3. 고초균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스쿠티카충은 고초균(B. subtilis)의 농도를 3 × 105 cells mL-1으로 처리하였을 때, 

2시간 이내에 모두 사멸하였으며, 2 × 105 cells mL-1으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4시

간 이내에 대부분의 스쿠티카충이 사멸하였다. 그러나 고초균 2-3 × 105 cells mL-1

에서 넙치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고초균은 스쿠티카충 구제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양식현장에서 고초균 농도 2-3 × 105 cells mL-1 

범위로 하여 약욕/침지방식을 적용하면, 양식넙치 사육수에서 효율적으로 스쿠티카

충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초균이 호기성 세균임을 감안할 때, 

양식수조 내 용존산소를 낮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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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1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양식넙치의 약 40%를 폐사키는 원인생물로 알려져 있는 스쿠티카충 구제에 그

동안 적용된 적이 없는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광물질 혼합제(mineral compound), 

천연 미생물 고초균(Bacillus subtilis) 등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기법을 개발하고, 

이의 개발기술을 표준화하여 양식현장 적용 방안을 마련하였음.

성과 목표 연구 성과
최종목표 
달성도

(%)

양식넙치의 
주요

패사원인생물인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개발

○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개발
-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 광물질 혼합제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80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표준화

○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표준화

- LST 요오드수지 여과기 파일럿 시스템 제작 
○ 광물질 혼합제를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표준화

- 양식넙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서 사육수에서 스쿠
티카충 구제가 가능한 적정 광물질 혼합제 농도 제시

○ 고초균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표준화
- 양식넙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서 사육수에서 스쿠
티카충 구제가 가능한 적정 고초균의 농도 제시

15

스쿠티카충
구제기법
양식현장
적용 방안

○ 상기 3가지 개발기술의 양식현장 적용방안 제시 5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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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외 기여도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LST 요오드수지와 광물질 혼합제 그리고 천연 미생물 고

초균을 이용한 스쿠티카충 구제효과와 구제기법은 양식넙치의 주요 폐사원인질병

인 스쿠티카증 제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무항생제 넙치 양식기술 산

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내용은 양식 현장이나 연구 현장 또

는 산업계에서 수서생태계의 병원성 기생충이나 세균 등의 질병제어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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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 본 연구개발 결과는 무항생제 양식넙치 생산 및 친환경 순환여과 넙치 양식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하고자 하며, 

○ 타 양식어종의 병원성 수서기생충 구제를 위한 대응기술 개발에 활용코자 

한다. 

○ 또한, 개발기술은 특허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KIOST의 연구 

활동 홍보에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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