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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입이 작은 부화자어의 먹이생물로 유용한 초소형 윤충 및그 배양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입이 작은 부화자어의 먹이생물로 유용한 초소형 윤충 및 그 배양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60∼80

㎛ 크기의 초소형 윤충을 16∼24℃의 온도조건 및 10∼15‰의 염분조건에서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를 먹이생물로하여

대량 배양시킴으로써, 입과 인후의 크기가 작아 통상적인 먹이생물로는 양식이 불가능했던 부화자어의 양식을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갑장이 60∼80㎛ 이고 갑폭이 37∼50㎛인 초소형 윤충을 포함하는 배양액을 16∼24℃의 온도조건과

10∼20‰의 염분조건에서,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를 먹이생물로 하여 배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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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부화자어 먹이로 사용되는 동물 플랑크톤으로, 갑장이 60∼80㎛ 이고 갑폭이 37∼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이 작은

부화자어의 먹이생물로 유용한 초소형 윤충.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초소형 윤충은 16∼24℃의 온도조건, 10∼20‰의 염분조건에서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를 먹이생물로 하여 배양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이 작은 부화자어의 먹이생물로 유용한 초소형 윤충.

청구항 3.

갑장이 60∼80㎛ 이고 갑폭이 37∼50㎛인 초소형 윤충을 포함하는 배양액을 16∼24℃의 온도조건과 10∼20‰의 염분조

건에서,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를 먹이생물로 하여 배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이 작은 부화자어의 먹이생물로 유용한 초소형

윤충의 배양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초소형 윤충의 보조먹이로서 아이소크라이시스 갈바나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이 작은 부화자어의 먹이생

물로 유용한 초소형 윤충의 배양방법.

청구항 5.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배양은 20℃의 온도조건과 15‰의 염분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이 작은 부화자어의 먹이생물로

유용한 초소형 윤충의 배양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입이 작은 부화자어의 먹이생물로 유용한 초소형 윤충 및 그 배양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60∼80

㎛ 크기의 초소형 윤충을 16∼24℃의 온도조건 및 10∼20‰의 염분조건에서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를 먹이생물로하여

대량 배양시킴으로써, 입과 인후의 크기가 작아 통상적인 먹이생물로는 양식이 불가능한 부화자어의 양식을 가능토록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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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나라의 주요 양식 대상종은 넙치, 조피볼락, 돌돔, 대하, 보리새우 등에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이러한 종들은 중

국에서 싼 가격으로 대부분 수입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에 있어 국내산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국내 양식 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의 대상종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바, 이러한 현실 속에

서 고부가가치의 대상종 양식이 산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묘의 계획적인 수급이 성공적이어야 하며, 양식생물의

인위적인 번식제어기술과 더불어 적절한 먹이의 질적, 양적 확보가 시급하다. 즉 이러한 인공 종묘를 효과적으로 생산하려

면 적절한 먹이가 되는 동물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필요로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수에는 많은 소형 동물 플랑크톤들이 존재하는바, 예를 들면 해면동물, 강장동물 및 무척추동물의 유생, 윤

충류(rotifer), 요각류의 노플리우스(nauplius) 유생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연계의 먹이 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 플랑크톤들 중 어류 종묘생산을 위한 먹이생물로서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몇 되

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초기 자어 단계에서 입의 크기가 작은 어류의 종묘생산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로

요각류의 노플리우스 단계 유생과 원생 동물(protozoa)이 후보 생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요각류의 노플리우스는 이

들을 생산하기 위해 전 단계의 요각류를 배양하여야 하며 배양밀도가 극히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원생동물은 유프

로테스(Euplotes sp), 파브라 살리나(Fabra salina)와 같은 유망종이 배양되기도 하였지만 병원성이나 기생성의 원생동물

로써 종묘생산에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래 우리 나라 양식장에서 절대적으로 이용되어지는 먹이 생물인 블라키오누스 플리카틸리스(Brachionus

plicatilis, 대형 윤충, 130∼140㎛)와 중형종인 블라키오누스 로턴디포미스(B. rotundiformis, 소형 윤충, 100∼210㎛)의

윤충류도 입과 인후가 작은 고급어종으로 분류된 능성어류 등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먹이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입과 인후가 특히 작은 능성어류는 열대 및 아열대성 종으로 우리 나라 제주연안에서 분포하고 있는바, 육질이 부드

럽고 맛이 좋아 세계 활어시장에서 가장 고가로 거래되는 해산어이고, 능성어류의 자연산 종묘는 수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

기 때문에 이를 양식하기 위해서는 인공종묘의 생산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능성어류는 알에서 깨어난 자어(仔漁)의 입이 작고 인후(咽喉)가 협소하여 넙치, 참돔, 돌돔 등 일반적인 어류 종묘

생산시 먹이생물로 사용되는 윤충(대형 윤충 및 소형 윤충)을 먹을 수가 없어 종묘생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입과 인후가 각은 어류들의 종묘생산을 위하여, 크기가 작고 손쉽게 대량 배양할 수 있는 먹이생물용 동물플랑크톤

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종래 자어시기의 먹이생물이 갖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60∼80㎛ 크기의 초소

형 윤충을 16∼24℃의 온도조건 및 10∼20‰의 염분조건에서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를 먹이생물로하여 대량 배양시킴으

로써, 입과 인후의 크기가 작아 통상적인 먹이생물로는 양식이 불가능했던 부화자어에 적합한 초소형 먹이생물을 개발하

여 인공 종묘생산의 산업화와 안정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입이 작은 부화자어의 먹이생물로 유용한 초소형 윤충 및 그 배양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입이 작은 부화자어의 먹이생물로 유용한 초소형 윤충은,

부화자어 먹이로 사용되는 동물 플랑크톤으로, 갑장이 60∼80㎛ 이고 갑폭이 37∼50㎛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초소형 윤충은 16∼24℃의 온도조건, 10∼20‰의 염분조건에서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를 먹이생물로 하여 배

양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입이 작은 부화자어의 먹이생물로 유용한 초소형 윤충의 배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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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이 60∼80㎛ 이고 갑폭이 37∼50㎛인 초소형 윤충을 포함하는 배양액을 16∼24℃의 온도조건과 10∼20‰의 염분조

건에서,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를 먹이생물로 하여 배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초소형 윤충의 보조먹이로서 아이소크라이시스 갈바나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배양은 20℃의 온도조건과 15‰의 염분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초소형 윤충(LSynchaeta sp.)은 대형동물문(袋形動物門, Phylum Aschelminthes), 윤충강(輪忠綱, Class

Rotifra)에 속하는 것으로, 갑장이 60∼80㎛ 이고 갑폭이 37∼50㎛인 동물 플랑크톤으로써, 입과 인후가 작은 부화자어의

먹이로서 이용 가능한 것이다.

본 발명의 초소형 윤충은, 동해안 인근 호수 지역에서 채집된 것으로, 채집된 표본들 중 60∼80㎛ 급 초소형 윤충을 분리

하고, 이것의 형태학적 특성과 생태학적 특성을 규명하였으며, 이 종의 순수 대량 배양기법을 개발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채집된 초소형 윤충은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체 크기가 60∼80㎛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윤충류 중 가장

작은 종이며, 도 1의 광학현미경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갑장이 60∼80㎛이고, 갑폭이 37∼50㎛ 범위로서 입이

작은 부화자어의 먹이로 이용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와 같은 크기의 동물 플랑크톤은 입과 인후가 작은 붉바리, 쥐치, 능성어(gouper) 등의 부화자어 중 특히 능성어류의 부

화자어 증식을 위해 적합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초소형 윤충은 부화자어를 증식시키기 위한 이료(餌料)로 제조되어

능성어류를 비롯한 각종 해수어 및 담수어의 부화자어 증식용 이료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인 바, 그 초소형 윤충의 배양 조건

으로는 16∼24℃의 온도조건, 10∼20‰의 염분조건에서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를 먹이생물로 하여 배양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20℃의 온도조건, 15‰의 염분조건에서 배양하는 것이 좋다.

상기 배양조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하기의 배양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초소형 윤충의 배양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본 발명에 사용되는 배양액은 해수, 담수 또는 기수(汽水; brackish water)등의 액체를 들 수 있는 데, 배양액의 종류

는 배양하는 동물 플랑크톤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배양하는 동물플랑크톤의 종류에 따른 배양액은 당업자에 의해 적절

하게 선택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배양조건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며, 배양할 동물플랑크톤에 따라서 적절한 조건이 당업자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

지만, 본 발명에 따른 초소형 윤충을 포함하는 배양액은 16∼24℃의 온도조건과 10∼20‰의 염분조건에서 배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20℃의 온도조건과 15‰의 염분조건에서 배양되는 것이 우수한 증식률을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동물플랑크톤의 먹이 또한, 동물플랑크톤의 성장 및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양할 동물플

랑크톤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는 것인 바,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초소형 윤충에 가장 적합한 먹이는 약 10㎛ 범위

의 세포크기를 갖는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Tetraselmis suecica)가 가장 적절하며, 보조먹이로서 아이소크라이시스 갈

바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먹이의 양은 배양할 동물플랑크톤의 종류에 따라서, 당업자에 의해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은 하기의 실시예를 통해 상세히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하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예시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보호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초소형 윤충의 채집 및 분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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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윤충(Synchaeta sp.)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집하고 분리하였다.

초소형 윤충은 강릉시 경포호 지역에서 채집하였다. 채집 장소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지점으로 당시 염분은 25‰,

수온은 10℃였다. 채집은 망목 50㎛, 망구 30㎝, 길이 1m의 플랑크톤네트을 이용하여 동물플랑크톤을 채집하였고, 채집

된 시료는 500㎖ 채수병에 넣은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실험실로 운반되어진 시료는 즉시 캐플러리

피펫으로 뽑아내어 동물플랑크톤 배양기(5㎖ x 12chamber)의 1 챔버(chamber) 당 1개체씩 수용하여 단일배양하였다.

초기의 배양수 염분은 채집 장소의 25‰ 조정하였으며, 먹이는 소형 식물 플랑크톤인 아이소크라이시스 갈바나

(Isochrysis galbana)와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Tetraselmis suecica) 혼합액을 20,000세포/㎖이 되도록 희석한 뒤 공급

하였다. 그리고 초소형 윤충의 개체가 늘어나면 새로운 챔버에 수용하여 종 보존과 동시에 대량배양 실험에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였다.

초소형 윤충(Synchaeta sp.)의 생물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초소형 윤충의 형태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는 바,

배양용기에서 캐플러리 피펫을 사용하여 초소형 윤충을 1 개체씩 채취하여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놓고 광학현미경하에

서 형태학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크기 측정은 슬라이드 그라스에 5% 중성 포르말린 1방울을 떨어뜨려 시료를 고정한 다음

현미경 대안렌즈에 장착된 눈금자로 초소형 윤충의 갑장과 갑폭을 ±1 ㎛까지 측정하였다.

광학현미경 사진인 도 1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초소형 윤충(Synchaeta sp.)은 나사 모양으로 갑장과 갑폭은 각각

60~80㎛ 및 37~50㎛의 범위이고, 초소형 윤충(Synchaeta sp.)은 기존의 윤충(rotifer)들이 가지고 있는 피갑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몸의 중상단 부위에 안점(눈)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또한 몸의 양쪽 측면에는 작은 항아리 모양의 돌기와

미세한 섬모가 연결이 되어 있어 유영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몸의 중상단부위에는 저작기(이빨)가 있어 먹이 섭취기능을

수행하며, 몸 하단부위에는 발톱(2개)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초소형 윤충의 생태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는 바,

초소형 윤충의 유영속도는 기존의 다른 윤충(rotifer)들과 비슷하며, 움직임은 원운동보다는 직선운동을 하였다. 다만, 환

경이 나쁠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원운동을 하다가 가라앉고, 빛이 있는 곳보다는 약간 어두운 곳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였

다.

그리고 초소형 윤충의 번식방법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환경이 좋을 경우 난생을 통해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암컷의 배 부위에서 엠브리오(배아, embryo)가 형성되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 밑쪽으로

빠져나와 발 부위에 알을 달고 다니게 되는 것이고, 엠브리오(배아, embryo)형성 시간과 엠브리오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

알로 되는 시간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알을 달고 다니는 암컷에서 갓 부화한 초소형 윤충은 제자리에서 원운동

을 하나 그 범위는 크지 않았으며 점차 시간이 지나 성장함에 따라 그 움직임의 폭이 빨라지면서 활동범위가 넓어졌다. 그

러나 기존의 윤충(rotifer)들처럼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에 내구란을 형성하는 과정은 관찰할 수 없었다.

초소형 윤충(Synchaeta sp.)의 최적 배양조건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각각 실험을 실시하였다.

상기와 같이 채집, 분리한 초소형 윤충을 250㎖ 삼각플라스크(배양액량 150㎖)에 접종하여 염분, 수온 및 먹이생물을 달

리하여 배양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시예1)

초소형 윤충의 염분별 성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초소형 윤충(Synchaeta sp.)의 염분별 성장 실험구는 5, 10, 15, 20, 25 및 30‰로 설정하였다. 배양액의 염분은 여과기로

여과한 자연해수(33‰)와 담수(0‰)를 혼합하여 조정하였고, 250㎖ 삼각플라스크(배양액량 150㎖)에 10개체/㎖의 밀도

로 접종하고, 24℃로 유지되는 배양기(incubator)에서 8일간 배양하였다. 먹이 공급은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

(Tetraselmis suecica)를 초소형 윤충 100 개체 당 8×105세포로 1일 1회 공급하였으며, 환수는 2일 1회 전량환수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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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배양한 초소형 윤충의 성장을 표 1 및 도 3에 나타내었는 바, 표 1 및 도 3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초소형 윤

충은 15‰ 실험구에서 7일째 118.0 개체/㎖에 도달하였으며, 포란율이 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10, 20,

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5, 30‰의 경우 낮게 나타났다. 실험결과 초소형 윤충은 광염성이라 판명되며, 15‰을

기준으로 염분이 높고 낮아짐에 따라서 성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초소형 윤충은 10~20‰이 최적배양 염분

이라 판단되며, 그 중 최고밀도와 포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15‰이 이 생물의 배양 시 가장 ‰바람직한 염분농도로 판단

되었다.

[표 1]

염분에 따른 초소형 윤충(Synchaeta sp.)의 성장

염분(‰) 최고밀도(개체/mL) 최고밀도까지의 포란률(%) 개체 성장률(SGR)

5 77.0±1.41a 5.76±0.34a 0.60±0.003a

10 108.0±3.77ab 7.74±0.38b 0.65±0.005ab

15 118.0±7.54c 7.74±0.12b 0.67±0.010ab

20 105.3±7.54bc 6.91±0.67a 0.70±0.060b

25 96.3±0.47b 7.29±1.27a 0.64±0.001ab

30 77.1±14.88a 5.69±0.07a 0.60±0.030a

(각 세로줄에서 서로 같은 윗첨자 영문은 통계 처리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신뢰도 95%)가 없음.)

(실시예2)

초소형 윤충의 수온별 성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초소형 윤충(Synchaeta sp.) 수온별 성장 실험구는 16, 20, 24, 28 및 32℃로 설정하였다. 수온 16, 20, 24, 28 및 32℃로

조절된 배양기(multi-incubator)에 15‰ 배양수로 250㎖ 삼각플라스크(배양액량 150㎖)에 5개체/㎖의 밀도로 접종하고

10일간 배양하였다. 먹이 공급은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Tetraselmis suecica)를 윤충 100 개체 당 8×105세포로 1일 1

회 공급하였으며, 환수는 2일 1회 전량환수 하였다.

이렇게 배양한 초소형 윤충의 수온별 성장을 표 2 및 도 4에 나타내었으며, 표 2 및 도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배

양 5일째까지 16, 20 및 24℃의 수온구와 비슷하게 증가하였지만 배양 6일째부터 20℃의 성장률이 높아져서 배양 9일째

최고밀도가 190.3 개체/㎖로 가장 높았다. 다른 실험구의 경우 개체 성장이 낮았으며, 32℃의 경우 접종 2일만에 모두 폐

사하였다. 따라서, 초소형 윤충은 중수온종(高水溫種)으로 수온 16∼20℃에서 배양이 가능하며, 최적의 배양 수온은 20℃

로 판명되었다.

[표 2]

수온에 따른 초소형 윤충(Synchaeta sp.)의 성장

수온(℃) 최고밀도(개체/mL) 최고밀도까지의 포란률(%) 개체 성장률(SGR)

16 127.3±3.75b 9.14±0.88b 0.51±0.036c

20 190.3±11.79c 9.77±1.38b 0.62±0.050d

24 166.3±7.31b 10.05±0.60b 0.65±0.058d

28 14.3±8.96a 14.28±0.29c 0.27±0.109b

32 5.0±0.00a 0.00±0.00a 0.00±0.000a

공개특허 10-2007-0049365

- 6 -



(각 세로줄에서 서로 같은 윗첨자 영문은 통계 처리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신뢰도 95%)가 없음.)

(실시예3)

초소형 윤충의 먹이별 성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초소형 윤충(Synchaeta sp.)의 먹이종류별 실험에 사용한 먹이는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Tetraselmis suecica: TET),

아이소크라이시스 갈바나(Isochrysis galbana: ISO), 해수산 클로렐라(Chlorella ellipsoidea: CHL)로 총 3 종이였으며,

실험구는 혼합구 3개(TET+ISO, TET+CHL, ISO+CHL)와 단독구 3개(TET, ISO, CHL)로 나누어 13일간 실험하였다.

실험에 있어서 먹이 공급량은 CHL, TET, ISO를 각각 초소형 윤충 1,000 개체당 먹이 건조 중량 0.4mg(3.0×107 cells/

㎖)을 기준으로 1일 1회 공급하였다. 실험시 환경 조건은 수온 20℃, 염분 15‰ 및 2일 1회 전량 환수 하였다.

이렇게 배양한 초소형 윤충의 먹이종류별 성장을 표 3 및 도 5에 나타내었으며, 표 3 및 도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

고밀도는 TET+CHL의 혼합구에서 배양 12일째 1566.7 개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TET+ISO의 혼합구와

TET 단독구가 유의적인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ISO의 단독구와 ISO+CHL의 혼합구는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CHL를 공급한 단독구의 경우 배양 2일째만에 모두 폐사하였다. 즉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가 들어가지 않은 실험구

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초소형 윤충의 배양에 적합한 먹이는 세포크기 10㎛ 범위의 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Tetraselmis suecica)이 가장

바람직하며, 아이소크라이시스 갈바나(Isochrysis galbana:)는 보조먹이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먹이에 따른 초소형 윤충(Synchaeta sp.)의 성장

먹이 최고밀도(개체/mL) 최고밀도까지의 포란률(%) 개체 성장률(SGR)

TET+ISO 991.1±131.6bc 18.97±1.23c 0.55±0.020c

TET+CHL 1566.6±464.8c 18.63±2.97bc 0.59±0.100c

ISO+CHL 33.4±12.95a 12.85±2.82b 0.23±0.010b

TET1 998.8±272.7bc 14.73±2.74bc 0.56±0.020c

ISO2 44.4±6.0a 15.65±0.29bc 0.25±0.010b

CHL3 10.0±0.0a 0.00±0.00a 0.00±0.000a

(각 세로줄에서 서로 같은 윗첨자 영문은 통계 처리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신뢰도 95%)가 없음.)

1TET:테트라셀미스 수에시카(Tetraselmis suecica)

2ISO:아이소크라이시스 갈바나(Isochrysis galbana)

3CHL:클로렐라 이립소이데아(Chlorella ellipsoidea)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하여 설명하였지만, 이를 반드시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 발명의 범

주와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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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입이 작은 부화자어의 먹이생물로 유용한 초소형 윤충 및 그 배양방법에

따르면, 100㎛ 이하의 소형 동물 플랑크톤을 분리하고 최적의 배양조건을 구명하여 대량 배양 증식 기술을 발명함으로써,

최적의 조건에 의해 최적의 먹이생물을 대량으로 증식시킬 수 있게 되어 생산원가가 저렴하면서도 단시간에 많은 양의 먹

이생물을 확보할 수 있어 고급어종의 양식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등의 유용한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종래 인공종묘의 생산이 어려웠던, 부화 후 입이 작은 어류를 종묘 생산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수산

업 종사자들의 신품종 어류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양식기술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고, 어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뿐만 아니라, 멸종 단계의 해수산 어종의 자원 복구 및 자원 조성을 가능토록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초소형 윤충의 형태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광학현미경 사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초소형 윤충과 다른 윤충과의 크기 비교를 나타내는 광학현미경 사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초소형 윤충의 염분조건에 따른 성장곡선 그래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초소형 윤충의 수온조건에 따른 성장곡선 그래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초소형 윤충의 먹이조건에 따른 성장곡선 그래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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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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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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