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ARY 

I . Title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Inducing Artificial fish Hibernation and 

Manipulation of Fish Biorhythm 

n. Necessity and objective of the study 

- Investigation of endogenous fish rhythms and environmental factors for inducing 

artificial hibernation 

- Investigation of clock-gene of endogenous rhythms 

- Investigation of energy transformation in the fish body during the induced 

artificial hibernation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in maintaining fish survival for minimum 48 

hrs in a waterless condition during the induced artificial hibernation. 

m. Scope of the study 

Sudden changes in environmental conditions may expose aquatic organisms to 

severe stress on their physiological processes. For example, rhythmicity of oxygen 

consumption and swimming activities break down when fish are suddenly 

exposed to low temperatures. Laboratory techniques, recently developed by the 

Fish Biorhythm Research Unit for measuring long-term metabolic responses of fish, 

have made it possible to determine the effects of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on 

endogenous rhythms of marine animals. The purpose of the present work is first 

to study metabolic activities using an automatic intermittent 

flow-respirometer(AIFR), and then to carry a technological development study for 

inducing artificial fish hibernation by manipulating their biorhythms. 

1. First step 

1) First year (2000-2001) 

Proficiency development in using the automatic intermittent flow 

respirometer (A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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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of endogenous rhythm through respiratory physiological 

activities 

- Comprehension of enzyme changes in fish body 

- Extraction of genomic DNA and construction of cosmid array library in fish 

- Extraction of RNA and construction of eDNA plasmid array library before 

and after fish hibernation 

- Understanding of clock gene through peR application 

2) Second year (2001- 2002) 

- Repeated experiments on circadian and circatidal rhythm 

- Observation of energy resource (glycogen, phosphofructokinase,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changes in fish body 

- Cleaning, cloning and sequencing of clock gene controlled by biorhythm 

- Cloning of concerned genes present during fish hibernation 

2. Second step 

1) Third year (2002-2003) 

- Experiments related to between endogenous rhythm and clock gene 

- Investigation of variation in endogenous rhythm according to temperature, 

salinity, oxygen concentration, and pH 

- Gathering of pituitary hormone 

Analysis of each observed patterns concerned with fish hibernation using 

clock genes found in the first step 

2) Forth year (2003 - 2004) 

Investigation of variation in endogenous rhrthm following temperature, 

salinity, oxygen concentration, and pH 

- Experimentation on hormone mechanism 

- Protein synthesis related to biorhythm control genes using expression system 

- Gathering of Pituitary hormone 

- Interaction analysis of between each protei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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