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 두기】

1. 본 매뉴얼의 대상종인 Haliotis discus hannai는 한국패류학회에서 

공식적인 국명으로 “북방전복”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식어업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참전복”으로 통칭되고 있

어 본 매뉴얼에서는 “참전복”으로 기재한다. 

2. 본 매뉴얼은 GSP의“수산종자 관리 기준 개발 및 인증제 연구”

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산 양식 생산물에 적용되고 있는 외국의 

국제적 인증제도(ASC, GAP, BAP 등)를 분석하여 종자 배양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성(commonality)과 전복의 종자 생산 연구결과 및 문헌 자

료로부터 생산 과정별 종자 생산 관리 사항을 도출하고 국내 종자 생산 

관리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수산종자 관리 기준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점

검 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로서 “참전복 종자 생산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이론적 근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3. 참고한 주요 자료는 GSP 과제 「육종 참전복 배수체 종자개발과 

국내․외 산업화(2017∼2020)」및 「전복 교잡 신종자 개발과 국내․
외 산업화(2017~2020)」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들과 GSP사업을 통

해 발간된 「한국의 전복 Ⅱ(이정식 등, 2016)」와 「전복 사육관

리매뉴얼(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2019)」, 「전복 양식생

산 표준지침서(국립수산과학원, 2008)」「전복 종묘생산 및 양성

관리(해양수산부, 1998)이며, 이외에 국내 및 국외의 연구논문, 보

고서, 기타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4. 본문 중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책자의 뒤편에 “용어 해

설”을 두었으며, 본문 중에는 용어에 어깨글자※로 표시하였다.  

5. 본 매뉴얼은 현재까지 전복 종자 생산에 대하여 보고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양식 기술의 발전 및 현장의 상황과 조

건 등에 따라서 적용의 범위나 기술의 적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이해의 측면에서 참고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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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복 종자 생산관리 매뉴얼

Ⅰ. 전복의 개요

  전복은   전복은 연체동물문(軟體動物門, Phylum Mollusca), 복족강(腹足綱, Class 

Gastropoda), 원시복족목(原始腹足目, Order Archaeogastropoda) 전복과

(Family Haliotidae)에 속한다. 전복의 영명은 Abalone, 일명은 アワビ 전복의 영명은 Abalone, 일명은 アワビ

(awabi), 중국명은 鮑(포) 또는 鰒(복)이다. (awabi), 중국명은 鮑(포) 또는 鰒(복)이다. 

  전복속(Genus Haliotis)에는 100여 종 이상이 알려져 있었으나, 아종의 

많은 종들이 유효 종으로 잘못 간주되었으며, 많은 수의 동종이명을 제외

하면 전복속에는 약 74종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Owen, 2012). 

전복류의 주산지는 동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북미의 태평양 연안이다.  

그림 1. 세계 주요 전복 종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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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전복류는 참전복(Haliotis discus hannai)을 비

롯하여 둥근전복(H. discus discus), 말전복(H. gigantea), 왕전복(H.  

madaka), 오분자기(H. diversicolor supertexta), 마대오분자기(H. 

diversicolor diversicolor)의 6종이다. 

  이전에는 시볼트전복이 포함되었으나, Reeve (1840)가 Conchologia 

Iconica에 기재한 시볼트전복(H. sieboldii)은 말전복(H. gigantea)의 기형표

본으로 밝혀져, 해양생물의 세계적 데이터 베이스인 WoRMS (World 

Register of Marine Species)에서도 말전복의 동종이명(synonym)으로 기재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복류는 2월의 25  우리나라의 전복류는 2월의 25 m 수층이 12℃되는 등온선을 경계로 북m 수층이 12℃되는 등온선을 경계로 북

쪽에는 한류계인 참전복과 왕전복이, 남쪽에는 난류계인 둥근전복과 말전쪽에는 한류계인 참전복과 왕전복이, 남쪽에는 난류계인 둥근전복과 말전

복이 주로 분포한다. 전복은 산소 포화도가 높고, 염분의 변화가 적은 외복이 주로 분포한다. 전복은 산소 포화도가 높고, 염분의 변화가 적은 외

양성 도서나 암초가 발달된 곳, 수류가 빠르고 해수의 혼탁도가 낮은 곳양성 도서나 암초가 발달된 곳, 수류가 빠르고 해수의 혼탁도가 낮은 곳

에 서식하며 해조류, 특히 갈조류가 많이 번무하는 곳이 주 서식장이다. 에 서식하며 해조류, 특히 갈조류가 많이 번무하는 곳이 주 서식장이다. 

  참전복은 한류계로 패각은 엷고 긴 타원형으로서 어릴 때는 껍질에 3~4

조의 줄을 나타낸다. 껍질 바깥쪽은 암녹갈색 내지 갈색을 띄며 내면의 

진주광택은 특히 녹색을 띈다. 호수공은 3~4개 정도 열려 있고 각장은 최

고 18 cm에 달하는 것도 있으나 보통은 각장이 12 cm정도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16년에 참전복의 유전체(genome)를 세계 최초

로 해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전복의 유전체는 총 

29,449개의 유전자로 구성돼 있으며, 극한의 바다 환경을 견디고 적응하

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군을 확장하고 복제해 온 진화의 결과, 지금까지 

밝혀진 복족류 중에서 유전체가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전복은 약 5억 년 전 같은 복족강에 속하는 삿갓 조개와 유전적으로 분

리됐으며, 화석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전복은 약 1억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참전복은 둥근전복(까막전복)의 지역적 

아종으로, 연구진은 유전체 속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을 분석해 100만 년 

전쯤에 두 전복이 유전적으로 갈라져 독립적으로 진화했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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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 학 명 외국명 비  고

참전복(북방전복)
Haliotis discus 
hannai Ino, 1952

エゾアワビ 
Ezo Abalone

皱纹盘鲍

둥근전복의 북
방 아종, 동일 
종이라는 설.
서식 수심은
0~15 m(4~5 m)

둥근전복
Haliotis discus 
discus Reeve, 1846 

クロアワビ 
Disk Abalone

盘鲍

黑鰒, 黑鮑, 
까막전복
경사면에 
나선맥이 없다. 
서식 수심은
30 m까지

말전복
Haliotis gigantea
Gmelin, 1791 

メガイアワビ 
Giant Abalone

西氏鲍

H. sieboldii 
Reeve, 1846,
H. gigas Röding, 
1798은 동종이명
최대 크기 각장
250 mm, 
남해안과 제주도

왕전복
Haliotis madaka
(Habe, 1977)

マダカアワビ
日本大鲍 

독도 특산종
공열은 굵고
높으며, 앞쪽의
4-5개만 
열려 있다. 
한국 남부 및
일본에 분포

오분자기
Haliotis diversicolor
supertexta 
Lischke, 1870

トコブシ
九孔鲍 

H. diversicolor 
aquatilis
공열은 7-8개가 
열려 있고
나선맥이
거칠지 않음. 

마대오분자기
Haliotis diversicolor 
diversicolor Reeve, 
1846

フクトコブシ
杂色鲍

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
공열은 7-9개
정도가 열려 
있다. 제주도에  
주로 분포.

※ Norditis속은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속명으로 세계적으로는 Haliotis로서 통용 

표 1. 우리나라산 전복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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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의 인공 종자 생산에 관하여는 1968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기

술 개발을 시도하여 1972년에 제주도 한림종묘배양장(북제주종묘배양장)

이 시설되어 1973년부터 종묘생산 기초기술 개발시험(1973∼1975년)을 시

작하여 1974년도부터 양산에 성공하였다.

  1976년에 처음으로 전복 치패 16만 6천 마리를 생산하여 방류하였다. 

이어서 강릉, 여수, 포항종묘배양장이 각각 1979년, 1980년, 1981년부터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여, 점차 국립수산과학원 12개 종묘배양장 중 11개 

배양장에서 전복 치패를 대량 생산하여 종묘배양장의 기능이 없어진 2003

년까지 분양 및 방류를 하였다. 

표 2. 국립수산과학원 전복 치패의 분양, 방류실적(1976~2003)

(단위; 천마리)

분양 및 
방류 연도

계 유상 분양 무상 분양 방류

참 전 복 1976∼2003 37,648 14,261 17,116 6,271

둥근전복 1999∼2003 500 100 0 400

오분자기 1990∼2003 2,200 350 1,076 774

  우리나라의 전복 양식은 완도군이 우리나라 전체 전복의 70~80%가 생

산되는 전복 양식의 중심지로, 가두리 양식 시설이 밀집되어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전복의 먹잇감으로 공급되는 미역, 다시마의 찌꺼기와 전

복의 배설물들이 양식장 주변 수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

름철 고수온 및 사육밀도의 문제로 인하여 폐사량이 증가하며, 전복의 면

역기능 저하로 여름철 벽오름 현상으로 인한 폐사도 빈번하다. 

  육종을 위한 모패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동일 지

역에서 양식한 어미 전복의 반복된 교배 등으로 인하여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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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량 

  우리나라의 전복 양식 생산량은 1990년에 2톤에서 2002년 85톤에 지나

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 가두리식 전복 양식의 면허 처분이 시작되고 

2003년부터 해상 가두리 양식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육상에 비해 

시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드는 이점이 있어 해조류 및 어류를 양식하던 어

가들이 전복 양식으로 많이 전환하는 등 해상가두리 양식 면적이 2002년  

약 201 ha이었던 것이 2003년에 1,337 ha로 6.7배 급증하였다. 

그림 2. 전복 양식 생산량 및 양식 생산액 추이(1990~2018) (출처: Kosis) 

  이와 함께 초기에는 목제 가두리를 사용하였으나 산업화 규모가 커지자 

내파성 가두리가 보급되고, 작업 선박에 다용도 작업용 호이스트 크레인

(hoist crane)을 장착하여 먹이 공급 및 생산 등의 양식 과정을 기계화하

면서 양식 생산량은 2002년 85톤에서 2003년에 1,065톤으로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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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20,053톤으로 급성장하여(그림 2),  

2018년도 천해양식 총생산액 중 1위인 약 21%로 종래의 김 양식, 넙치 양

식을 앞지르고 있다(그림 3). 또한 2018년 전복류는 패류 양식 총생산량의 

4.9%에 불과하나 생산액은 65.0%를 차지하여, 총생산량의 약 74%를 차지

한 굴 생산액 2,112억 원의 3배인 6,071억 원을 거두었다(그림 4).    

그림 3. 2018년도 천해양식 생산액 (출처: Kosis)

그림 4. 2018년도 패류양식 생산량 및 생산액 중 전복양식의 비중 (출처: Kosis)

  국내의 전복 수출량 및 수출액은 2010년에 1,026톤(36,820천 달러)에서 

2018년에 2,379톤(62,936천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변동이 심하여(그림 5), 

일본 의존적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의한 수출 다변

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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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복의 연도별 수출 실적

2. 형태적 특징 

 가. 외부 형태

  참전복의 패각은 암녹갈색 내지 갈색을 띄며, 내면의 진주 광택은 특히 

녹색을 띈다. 난원형 또는 귀 모양이고 편평하며 각구는 대단히 커서 육

질의 대부분을 노출하고 있으며 잘 발달된 발(足)을 가지고 암석 위를 

포복한다. 호수공(呼水孔 또는 呼吸孔)은 각장 2 mm 정도에서부터 각정 

부근에서 시작하여 좌측으로 성장해 가면서 새로운 호수공이 생기고 기

존의 호수공은 막혀 버린다. 참전복은 호수공이 3∼4개 열려있다. 

  패각은 나층과 체층으로 되어 있으나, 나층은 작고 체층은 일단 편재되

어 있으며 체층은 대단히 크고 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생기에는 

덮개(operculum)를 가지고 있으나 몸이 편평해짐에 따라 필요 없게 된다.

  발은 대단히 크고 근육질로 되어 있고, 두부의 전방에는 1쌍의 가늘고 

긴 두부촉각이 있다. 외투막열의 주변에 있는 몇 개의 짧은 촉각은 패

각의 호수공을 통해서 외부에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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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복의 외부 형태 

 나. 내부 형태

  아가미(gill)는 1쌍으로 호흡실 속에 있으며 좌측의 아가미는 우측의 것 

보다 크다. 호흡실의 좌측 및 우측은 폐쇄되어 있어도 머리 윗부분 및 우

측에서 해수가 유입되어 아가미에서 가스교환을 하고 있다. 이 해수는 항

문 및 신문(腎門)에서 나온 배설물을 포함한 모든 잡물과 함께 섬모운동

으로 패각의 호수공에서 배출된다.

  소화 기관은 입에서 시작하여 식도, 위, 창자, 직장을 지나 항문에 이른

다. 인두(咽頭)에는 2개의 악치 및 치설(齒舌)※이 있어 이것으로 암석상의 

해조나 부착 규조류를 갉아먹고 구강에는 2쌍의 침샘이 있다.

  심장은 1개의 심실과 2개의 심방으로 되어 있고 몸에서 돌아 나오는 혈

액은 아가미에 유입할 때까지는 한번 우측의 심장을 통과하여 배설물을 

제거한다. 아가미에서 호흡작용을 한 혈액은 심방을 지나 심실에 오고 다

음 동맥에 의하여 몸의 각 부분으로 간다. 우측의 심방은 외투막에서 청

결하여진 혈액을 수용한다. 전복의 혈색소는 헤모시아닌(hemocyanin)※으

로 구리를 함유하며,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를 운반하는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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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생리적 특성

일반적으로 참전복 양식에 있어 수질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 수소이온농도(pH), 암모니아 등을 들 수 있다.

  가. 수온

양식 수산생물은 외부의 수온에 따라 체온이 변화하는 변온생물이므로, 

대사 능력은 수온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즉 수온의 변화에 따라 성장 및 

사료계수가 크게 변화하며, 일반적으로 생존 가능 수온 내에서는 어느 정

도 높은 수온일수록 성장 및 사료효율이 높다. 그러나 적온 범위를 넘어 

고온으로 되면 신체 기능의 저하로 먹이 활동은 급격히 떨어지고 때로는 

폐사에 이르게 된다. 

일본수산자원보호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참전복의 산란 수온은 도후쿠

(東北)지방의 아오모리현(靑森縣)에서는 17~24℃, 미야기현(宮城縣)에서는 

16~22℃라 하였고, 부화 수온은 11~28℃ (13.5~24.5℃), 치패 사육 적수온

은 15~20℃, 성장 수온은 10~25℃라 하였다. 

참전복의 고수온 조건에 따른 생존율은 수온 20℃와 23℃에서 6일동안 노

출된 치패(각장 약 3 ㎝)와 성패(각장 약 6 ㎝)의 생존율은 모두 100%였으며, 

수온 29℃에서 치패와 성패의 생존율은 각각 15%와 30%였다. 

참전복의 저수온 조건(12℃, 9℃, 6℃ 및 3℃)에 따른 생존율은 수온 9℃ 

이상에서는 치패(각장 약 3 ㎝)와 성패(각장 약 6 ㎝) 모두 80% 이상의 생존율

을 나타내었으나, 수온 6℃에서는 치패 20%, 성패 40%, 수온 3℃에서는 

치패와 성패 모두 20% 이하의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나. 염분

염분은 단일 영향 요인으로서 생물체에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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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주고 있다. 해양에서 염분 1 psu※의 변화는 삼투

압으로 2/3기압에 해당하므로 염분 변화는 해양동물의 삼투압 조절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골어류와 달리 해양 무척추동물은 삼투순응

형(osmoconformer)으로 삼투압 조절 능력이 없으므로 체내의 삼투질 농도

를 체외의 삼투질 농도와 비슷하게 변화시키게 된다. 

  참전복의 부유기와 치패기의 염분 최적치는 24~33 psu, 한계치는 22.5

psu이다. 다양한 염분 조건 (3.3, 6.7, 13.4, 20.1 및 26.8 psu)에 노출시킨 참

전복 치패(각장 약 3 ㎝)의 생존율은 염분 13.4 psu 이하에서 노출 2일 이

내에 모두 사망하였으며, 염분 20.1 psu에서는 노출 2일째 모두 사망하였

다. 성패(각장 약 6 ㎝)의 경우, 20.1 psu에서는 노출 5일째 모두 사망하였

으며, 13.4 psu 이하에서는 노출 1일 경과 후 모두 사망하였다. 

 다. 용존산소

용존산소(DO, dissolved oxygen)란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2가의 분자산

소로, 용존산소의 농도는 온도와 염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참전복의 산소 소비량은 일몰 전후부터 한밤중에 걸쳐서 약 20% 증가

하는 일주변화를 나타낸다. 대사기능의 생리적 굴곡점은 20~24℃의 범위

에 있으며, 24℃ 이상에서는 산소소비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참전복의 용존산소에 대한 환경 내성은 DO 3.5 mg/L, 4.5 mg/L의 조건

에 6일간 노출된 참전복 성패(각장 약 6 ㎝)의 생존율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5 mg/L와 1.5 mg/L의 조건에 6일간 노출된 참전복의 생존율은 

성패에서는 각각 70%와 55%로 감소하였으며, 치패(각장 약 3 ㎝)에서는 

65%와 50%로 감소하였다.

고밀도 양식에서는 전복에 적절한 용존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것은 필수

적이다. 용존산소 농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이 곤란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

게 되어 먹이를 잘 안 먹으며, 결국 조직에 저산소증(hypoxia)이 나타나면

서 폐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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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소이온농도

수소이온 농도(pH)는 용액 1L 속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의 몰(mole)수를 

의미하며, 용액의 산성,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수소이온

농도의 범위는 0에서 14까지로 7 이하이면 산성, 이상이면 염기성이 된다.

참전복의 수소이온농도에 대한 성패(각장 약 6 ㎝)와 치패(각장 약 3 ㎝)

의 생존율은 대조구인 pH 8.0의 조건에 6일간 노출된 경우 각각 100%와 

95%였다. 그러나 성패와 치패 모두 pH 7.5, 7.0과 6.5의 조건에서 생존율

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pH 6.0의 조건에서는 모두 사망하여 농도 의

존형 반응 양상을 보였다.

 마. 암모니아

암모니아(NH)는 질소와 수소의 화합물로서 아미노산의 분해에 의해 생

긴다. 물에서는 대체로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미생물의 작용으로 무

기화 과정(mineralization)을 거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암모니아이다.

암모니아는 암모늄이온(NH
 )라 불리는 이온화된 암모니아와 비이온화 

암모니아(NH)의 2가지 형태를 가진다. 이들이 합해진 것을 총 암모니아 

또는 간단히 암모니아라고 부른다. 총암모니아성 질소(NH
+NH)-N, 즉 

TAN의 독성은 비이온화된 암모니아가 훨씬 유독하여 두 가지의 형태 중 

어느 것이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pH가 높고 온도가 높을수록 총암모니아 중 비이온 암모니아의 구성비

가 높아지는데, 특히 온도보다 pH가 알카리쪽으로 기울수록 암모니아의 

독성이 강해져, pH가 1단계 높아질수록 암모니아의 독성은 약 10배 정도 

강해진다.

대부분의 양식 생물들이 약 2.5～9.5 mg/L의 암모니아 질소 농도에서 

심각하게 성장이 저해되는데, greenlip abalone (Haliotis laevigata)는 2.7～

6.2 mg/L에서 만성적으로 노출될 때 각장과 무게 성장이 느려진다.

암모니아는 전복의 배설 물질, 사료 찌꺼기, 수중 유기 오염물질의 분해 

등으로 수중에 유출되며, 사육밀도가 높으면 자연계에서의 분해속도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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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수중에 암모니아가 높게 용존되어 있으면, 전복이 배설하는 암모

니아가 줄어들어 전복 체내의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하여 성장이 둔화되고,

생식소의 성숙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므로 암모니아

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4. 전복 수산종자의 개량

  수산분야의 GSP (golden seed project) 사업으로서 수산종자사업단에서

는 우량 수산종자 개발 및 해외 수출을 위하여 ‘육종 참전복 배수체 종

자 개발과 국내외 산업화’와 ‘전복 교잡 신종자 개발과 국내외 산업

화’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가. 참전복의 3배체 생산

  1) 목적

  육종 연구를 통해 개발한 속성장 육종 참전복의 수출 종자로 비승인된 

재생산 및 기술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화를 통한 불임 형질의 획득

  2) 개요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에서는 참전복 배수체 종자 개발과 국내외 

산업화의 과제로 4세대에 걸쳐 선발한 속성장 육종 참전복으로 3배체의 

생산을 하였다. 

  생산 방법은 환경조절 시스템(아쿠아트론)을 이용하여 전년도 12월부터 

해수를 가온하여 필요한 적산수온을 조기 달성하고, 성숙된 모패의 간출

과 자외선 조사 해수 자극으로 인공산란을 유도하여 산란, 수정시킨다. 

  수정 후 2분간 세란한 수정란은 카페인 처리까지 난할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20℃ 항온을 유지하고, 수정 12분 후에 CF (Cafeine) 7 mM 농도로 

16분간 처리하였다. CF 처리 종료 후 여분의 약품에 신선한 해수를 10분 

공급하여 잉여 카페인 용액을 세척하고 부화 용기에 분주하여 

부화조(17℃)에 띄워서 인공부화를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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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육종전복 계통 선발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2019b) 

  수정 18시간 후에 첫 부화가 관찰되었고 23시간 후에 대부분의 수정란

이 부화를 마쳐 유생 수조에 사육을 시작, 5일 후에 유생을 채집하여 규

조류가 배양된 파판에 채묘를 하였다. 유세포 분석을 통한 부화 유생의 

배수체 유도율은 99%였다. 

  채묘 후 치패 양성은 시험 생산 업체의 양성 방법에 따라 일반 전복 치

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 생산 업체에 일임하였고, 채묘 후 140일째 일

반 전복 대조구 이배체와 배수체 육종 참전복의 성장 형질을 측정한 결과 

이배체의 평균 각장은 12.93±1.07 mm, 배수체 육종 참전복의 평균 각장

은 14.43±1.32 mm로 나타났으며, 유세포 분석 결과 배수체 육종 참전복

은 97.1%의 높은 확률로 배수체가 유도되었음을 재확인하였다. 

  3) 특징

  배수체 전복은 불임으로 인한 생식소 발달 억제를 3년간 개체 추적 모

니터링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생식소 성숙에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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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에너지가 성장으로 전환되어 일반 참전복 2배체와 비교하여 빠른 성

장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 빠른 성장

  일반 참전복과 배수체 참전복의 성장도 조사결과, 48개월령에는 배수체

가 평균 각장 111.21±0.73 mm, 중량 194.03±4.61 g으로 2배체의 평균 각

장 108.69±0.38 mm, 중량 147.15±2.69 g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성장 형

질을 나타냈으며 특히 중량에서는 30 % 이상의 높은 성장 속도를 보였다. 

   나) 고수온 내성

  22℃ 자연 해수를 1일 1℃ 상승시켜 최고 수온 31℃에 도달시키고 동일 

수온에서 항온 조건으로 고수온 노출 실험을 한 결과, 일반 참전복 이배

체 그룹은 고수온 노출 9일째부터 폐사가 시작하여 지속적인 폐사가 진행

되어 26일째 50% (77마리) 폐사가 관찰된 반면에 배수체 육종 참전복 그

룹은 18일째에 처음으로 폐사 개체가 나타났고, 이후로도 이배체 대조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적은 폐사율을 보였다. 이배체 그룹의 50%가 폐사하

는 시점까지 배수체 그룹은 오직 7% (11마리)만 폐사하여 이배체 그룹보

다는 고수온에 대한 높은 내성을 보였다. 

   다) 불임

  배수체 전복 암컷은 산란 자극에 의해 일반 참전복과 같은 수준의 정상

적인 산란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배수체 수컷에서는 실험 종료 시까지 방

정이 일어나지 않아, 배수체 전복은 수출용 불임 종자로서 안정성(불임 

기능)이 확인되었다.  

 나. 교잡 전복의 생산

  1) 목적

  수온내성, 속성장의 특성을 갖는 교잡 전복의 종자 개발에 의한 수정란 



- 15 -

및 치패 분양으로 수출형 종자 생산 및 수출을 통한 양식어가의 소득증대

  2) 개요

  모패의 종 판별은 칼모듈린(Calcium-modulated protein) 인트론 다형성

과 제한효소를 이용한 전복류의 종 판별법을 이용하여 분자적 수준에서 

구분하였다. 교잡종 치패(2019)는 참전복♀×왕전복♂(슈퍼왕전복1호), 참

전복♀×둥근전복♂(슈퍼왕전복2호), 둥근전복♀×참전복♂(용봉전복)에 대

해서 생산하였다. 

  교잡종에서 생식세포의 분화는 관찰되었으나 생식소는 전체적으로 미분

화 발달상을 보였다. 

구 분 참전복(♀) 둥근전복(♀) 왕전복(♀)

수

정

률

참전복(♂) 75.46±4.54 72.92±4.70 79.18±4.11

둥근전복(♂) 73.72±4.46 74.69±4.81 47.32±4.71

왕전복(♂) 82.75±1.22 83.32±5.12 60.28±4.25

부

화

율

참전복(♂) 84.00±4.54 82.24±3.97 82.35±3.46

둥근전복(♂) 81.95±4.43 84.30±4.07 58.29±3.91

왕전복(♂) 86.66±1.68 81.27±4.81 71.11±3.85

표 3. 교잡에 따른 수정 및 부화율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2019a) 

   가) 슈퍼왕전복 1호

  전복 순종과 교잡종 치패의 월별 평균 중량을 측정한 결과, 종별로 뚜

렷한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성장한 것을 확인하였다.

   나) 슈퍼왕전복 2호

  2018년도에 생산된 교잡종인 왕전복♀×참전복♂(A), 왕전복♀×둥근전

복♂(B), 둥근전복♀×참전복♂(C), 둥근전복♀×왕전복♂(D), 참전복♀×

둥근전복♂(E)을 해상가두리에 입식하여 250일 후 성장 조사 결과, 참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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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전복♂(E)의 각장과 중량의 성장이 다른 교잡종의 성장보다 치패 

출하 시, 모두 높은 성장 및 생존율(고수온에 강함)을 보여 슈퍼왕전복 2

호를 출원 대상종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8. 2018년도 생산 종자의 해상가두리 입식 후 250일간 성장 조사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2019a) 

왕전복♀×참전복♂(A), 왕전복♀×둥근전복♂(B), 둥근전복♀×참전복♂(C), 둥근

전복♀×왕전복♂(D), 참전복♀×둥근전복♂(E) 

   다) 용봉전복

    (1) 교잡 신종자의 먹이 조건에 따른 생물지표 평가 

  둥근전복 H. discus discus♀×왕전복 H. madaka♂의 교잡종에 대하여 

천연 먹이(김)와 배합사료의 먹이 조건에 따른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그림 9. 먹이조건에 따른 교잡종의 생존율 그림 10. 먹이조건에 따른 교잡종의 성장

  16주 경과 후 각각 97.0%, 83.0%로 천연 먹이(김)를 급이한 실험구에서 

약 14%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그림 9). 각장의 성장도 각각 2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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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로 천연 먹이구에서 약 10% 빠른 각장 성장을 보였다(그림 10). 

    (2) 교잡 신종자의 양식 현장에서의 생물지표 평가 

  육상수조에서의 참전복과 교잡종의 생존율, 고수온 내성을 조사한 결

과, 8주 동안의 생존율은 참전복은 92.5%, 교잡종 92.6%로 유사하였다. 고

수온에 대한 내성으로서 참전복의 생존율은 26℃와 28℃에서 각각 87.8%, 

61.0%였으며, 30℃에서는 1주 이내에 모든 개체가 사망하였다. 반면, 교잡

종의 생존율은 26℃와 28℃에서 모두 90% 이상이었으며, 30℃에서도 

53.7%로 참전복에 비해 높았다. 성장 지표로서 평균 각장은 참전복이 

24.6±3.5 ㎜, 교잡종 27.7±3.6 ㎜으로 개시기에 비해 성장률이 참전복 

23%, 교잡종 24%로 교잡종이 더 높았다. 

  해상가두리에서의 교잡종의 생물 지표를 참전복과 비교한 결과, 40주

(2018. 11~2019. 9) 동안의 생존율은 참전복 84.9%, 교잡종 91.4%로 참전복

에 비해 교잡종이 약 6.5% 높은 값을 보였다. 성장은 참전복 50.2±11.1

㎜, 교잡종 59.6±11.8 ㎜로 교잡종이 참전복에 비해 약 15.7% 성장이 빨

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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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자 생산 

1. 종자 생산 과정

  계획적인 종자 생산을 위해서는 모패 구입과 동시에 성숙 관리부터 시

작하여 유생 관리와 채묘, 부착 규조류 배양, 치패 사육, 분양에 이르기까

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종자 생산 과정에 따른 주요 단계별 과정

을 그림 11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그림 11. 종자 생산 흐름도 (출처: 해양수산부, 1998) 

 가. 모패의 선택

  참전복 종자 생산에 사용되는 모패는 동일한 지역에서 암컷과 수컷을 

가져와 수정시키면 근친교배에 의한 열성화가 우려되므로 가능한 멀리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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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모패의 크기

생식에 참여할 수 있는 개체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군성숙도※(생물학적

최소형)가 50% 이상이 성숙되는 개체군의 크기로  결정되며, 성숙 여부는 

주로 생식소의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결정한다.

참전복 암컷은 각장 40.1~50.0 mm 구간에서 50%, 50.1~60.0 mm 구간에

서 88.9%의 성숙도를 보이며, 각장 60.1 mm 이상의 구간에서는 100%의 

성숙도를 보인다. 수컷은 각장 40.1~50.0 mm 구간에서 76.5%, 각장 50.1

mm 이상에서는 100%의 성숙도를 보여 군성숙 크기는 암컷과 수컷 모두 

각장 40.1 mm 이상으로 나타났다.

  참전복은 각장 4∼5 cm(2년생)에서 성숙하고 산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크기의 산란 수는 수만 개로서, 대량의 좋은 난을 얻으려면 많은 수의 

모패를 확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또 각장 12 cm 이상의 연령이 

많은 개체를 사용하면 1개체당 산란량은 많으나, 노화에 인해 수정률이나  

산란 유발에 대한 반응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양질의 수정란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3∼6년산의 각장 9~11

cm로서 1 kg당  6~8마리(중량 120∼160 g) 크기의 참전복을 모패로 사용하

는 것이 좋으며, 각장이 작더라도 연체부가 비대한 개체를 선발한다. 암

컷과 수컷의 비율을 3:1로 하여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양식산을 사

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육 집단 모패 가운데 성장률이 상위 10% 이상의 

것을 선택한다.

  2) 모패의 수량

  현지에서 자연 산란기에 자연 성숙된 것을 구득 사용할 때는, 구득한 

모패가 전부 산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가 산란하고, 산란된 

것 중에서도 성숙도의 차이에 의하여 건전한 유생을 얻기 위하여 모패를 

가급적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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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패의 준비량은 종자 생산의 양과 채란 방법에 따라 다르다. 종자 생

산에 필요한 암컷 모패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암컷 모패 필요량 =  
생산 계획량/0.01(개체수에 대한 최종 생존율)

× 2
1,000,000 (1개체당 산란량) 

  3) 성숙 모패의 구입 요령

  전복의 생식소는 쇠뿔 모양(牛角狀)으로 각정의 밑에 있다. 성숙하여 산

란기가 가까워지면 암컷의 난소는 짙은 녹색을, 수컷의 정소는 담황색 또

는 유백색을 띈다. 그러므로 전복의 종류를 확인하고, 외관적으로 생식소

가 비대한 것으로 활력이 좋고, 연체부에 상처가 없는 것을 선택한다. 

그림 12. 성숙한 참전복 암컷(좌)과 수컷(우)의 생식소 (출처: 육종연구센터)   

 나. 모패의 성숙 관리 

  1) 가온 사육

  참전복은 자연 상태에서 연중 2회(봄과 가을) 산란한다. 인공 종자의 생

산 시기는 이전에는 주로 5~6월었지만, 최근에는 3월부터 채란을 하여 11

월까지 각장 약 3 cm의 치패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전년의 11월경부터 성

숙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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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류의 산란 유발 향상 및 조기 채란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숙 관리 방법은 가온(加溫) 해수 사육에 의한 성숙 유효 적산수온

(effective accumulative temperature)을 증가시키는 성숙제어 기술이다. 

성숙 관리를 위한 가온 사육 기간 중에 원하는 수온과 수질 유지로 성숙 유

효 적산수온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순환여과식 사육 방법을 택한다. 

  전복의 성 성숙은 수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생물학적 영도(성숙 유효 

하한 수온, biological zero)라고 하는 특정 수온을 기준으로 성숙이 진행

된다. 참전복의 생물학적 영도는 7.6℃로 성숙 유효 적산수온의 기초 수

온이 된다. 적산수온은 일간 사육 수온에 생물학적 영도 수온인 7.6℃를 

뺀 수온을 매일 더해서 나타내는 수온이다. 

  참전복은 적산수온 500∼1,500℃ 사이가 성숙기이며 인위적 자극에 의

하여 성숙한 알이나 정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범위에서는 적산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산란 유발률, 산란량 및 방정량이 증가한다. 적산수온이 

500℃에 달하면 산란 유발 자극에 반응해서 생식소를 방출하는 개체를 볼 

수 있고, 적산수온의 증가와 함께 산란 유발률도 높아져서, 1,300℃ 이상

에서 실용적으로 채란이 가능하며, 1500℃이상이 되면 생식소는 성숙기에 

달해 모든 개체는 방란, 방정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다.  

  따라서 전복의 성 성숙을 조절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리방법

은 적산수온을 이용하여 해수 가온을 통한 성숙 및 산란 제어 방법이다. 

즉 산란 후 회복기에 있는 참전복을 11월부터 15~20℃로 가온하여 사육하

면 산란 시기를 앞당겨 3~4월에 조기 산란시킬 수 있다. 이렇듯 이 방법

을 통해 산란 유발 향상 및 조기 채란을 위한 산란기 조절이 가능하다.

  성숙 조절을 위해서는 사육 수조에 모패를 수용하고 자연 해수 사육에

서 가온 해수 사육으로 전환되는 기간에는 하루 0.5∼1.0℃ 범위 내에서 

서서히 상승시켜 수온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며, 일정의 설정 

수온이 되면 정온 사육을 한다. 늦어도 채란을 목표로 하는 시기의 2개월 

전에는 18∼20℃의 수온을 유지한다. 3월의 채란을 위해서는 2월경에 성

숙을 확인하여 완전 분리 사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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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먹이 관리

  산란용 모패는 우선 좋은 먹이를 충분히 먹여야 한다. 먹이로는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체중의 20~30% 정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한다.  

  먹이를 단일 해조류로 공급해도 양식 환경 내에서 정상적인 발생 및 성

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독 먹이 공급에 대한 피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먹이 섭취량은 생식소의 양적 발달뿐만 아니라 산란 유발에도 영

향을 미친다. 특히 수컷보다 암컷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패

의 경우 일정 먹이 공급량이 보장되어야 한다. 적산수온을 이용한 모패의 

성숙 관리 기간 중에는 먹이 섭취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일일 먹이 

섭취율은 전중량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생식소의 양적 발달은 먹이 섭취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산란기

에는 섭취량이 떨어지지만 산란기에 먹이를 안 먹는 모패는 정상 개체가 

아니다. 사육 수온 17℃일 때 모패는 일간 먹이 섭취율이 5% 이상 유지되

어야 정상적인 성숙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섭취량이 저조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채란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성숙 모패의 확보 방안, 

수정란 구입 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한다.

  3) 기타 환경 관리

  수온 17∼20℃ 내외의 조건에서 사육실의 조도는 200~500 Lux (수조 저

면 조도 150 Lux)를 유지하고, 통기를 강하게 시키면서 충분히 유수시켜 

사육하며, 주 1~2회의 사육 수조 청소도 병행해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

다. 조도가 높으면 스트레스로 성숙이 지연될 수 있다. 

  산란용 모패의 사육밀도를 낮추어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육조 청소는 

자연 해수 사육 기간에는 7∼8월의 고수온기에 2∼3일에 1회, 나머지 기간은 4

∼5일마다 계속하여 청소를 하고 새로운 먹이로 교체해준다. 최대한 모패가 공

중에 노출되는 것을 줄인다. 모패의 사육밀도 및 사육 환경은 표 4와 같

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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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수조 형태 수조의 크기 사육밀도 환수량

콘크리트 수조

FRP 사각 수조

3.0×1.5×0.8m

: 4.5㎥(3.6㎥)

30~40마리/㎡

(3~4kg)
10~12회전/일

표 4. 모패의 사육밀도 및 사육 환경  (출처: 현, 2009)

 다. 산란 

자연에서의 참전복은 산란기에 태풍의 접근, 통과에 따라 대규모적으로 

바다가 거칠어지면 방란, 방정이 일제히 일어나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

나 전복의 인공 종자 생산을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암컷의 방란과 수

컷의 방정을 동시화 시키는 것이 수정에 불가결하다.

수온 경과나 먹이 환경은 산란기나 산란량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참전복에서는 난질이 초기 치패의 기아 내성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1) 산란기

  자연에서 전복류의 산란기는 종류,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며, 해양 환경

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 수계에서 한류계인 참전복은 지역

에 따라서 봄, 가을 연 2회, 즉 5∼6월과 9∼10월의 수온 20∼22℃에서 

산란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인공 종자 생산을 하기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된 모패에서 동일 개체가 연중 2회의 산란 유발이 가능한 

것과 자연에서 봄, 가을에 수집된 모패로부터 가각 수정란을 얻을 수 있

었던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나 참전복 종자배양장에서는 가능한 조기에 채란, 채묘하여 당년에 

큰 치패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히트펌프나 보일러를 시설하여 가온한 

후 3월부터 채란하여 종묘를 생산하는 배양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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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란 시기 산란 성기
산란 수온

(℃)

부화 수온

(℃)
참고 문헌

주문진 7월∼10월 8월 17∼23 14∼24 백 등(1990) 

여 수 5월∼7월 6월 17∼20 12∼27 노·박(1988)

표 5. 참전복의 산란기 및 산란 

  2) 산란 유발

   가) 산란 유발 시기

  산란 유발의 적정 시기는 성숙도 지수, 성숙 유효 적산수온, 규조류 발생 

상황에 따라 산란 유발 일자를 결정하도록 한다. 참전복의 종자 생산의 경우 

보통 수온 20℃ 내외인 5월 하순경과 9월 하순경이 가장 알맞으나, 조기 

종자 생산을 목표로 11월부터 가온 사육한 경우 모패의 성숙 관리가 종료

되는 시기는 보통 3월 하순경으로, 성숙 관리가 종료됨과 동시에 산란 유

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산란 유발 준비

  산란 유발에 필요한 중요한 장치로는 자외선 살균기 1대, 현미경, 자외

선 조사 해수 저장조(1톤 규모) 1개, 채란통(35 cm×25 cm×20 cm) 15개 

내외, 세란통(직경 30 cm 내외 원형 물통), 소형 여과기 3개, 공기 공급 장

치 등이다.

  산란 유발 장치 및 기구가 준비되면 유생 사육 수조를 포함한 사용 기

구는 반드시 살균을 한다. 살균용 소독약으로서는 시판되고 있는 차아염

소산나트륨 용액을 100 ppm의 농도로 1일간 기구를 침지시키면 충분한 

살균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➀ 살균용 FRP수조는 염소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시키도록 

한다.

   ➁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변질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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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살균 이외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절대로 유생 사육수조 속에 들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➃ 살균된 수조 및 기구는 잔류 염소가 없도록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산란 유발 시작 전에 미리 자외선 살균등은 분해하여 램프를 보호하는 

석영 유리 표면을 깨끗이 닦아내고, 램프의 성능도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살균등은 사용 후 반드시 담수로 씻어내어 깨끗이 건

조한 뒤 보관한다. 

   다) 산란 유발 자극

  가장 좋은 산란 유발 방법은 자연 방란이지만 전복의 경우 자연 방란이 

잘되지 않으므로 간출, 자외선 조사 해수 및 수온 자극을 복합적으로 사

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 보다 앞서 전복의 성숙도가 가

장 중요하고, 성숙도만 좋으면 수온 조절에 의한 방란이 가능하다. 

  성숙도는 미숙, 완숙, 과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숙의 경우 강한 자극

을 주면 산란은 되나 알들이 뭉쳐서 나오고, 산란된 알의 난황(egg yolk)

이 부족하여 수정은 되나 채묘 후 변태※가 되지 않아 대량 폐사가 일어

나는 경우가 있다. 

  완숙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산란이 잘되나 산란이 시작되고 1~3회가 지

나고 나면 후반부에 알들이 뭉쳐서 나오며, 이러한 알들은 미숙이라고 판

단하면 된다. 과숙의 경우는 육안으로 보면 생식소가 볼록한데 복합적인 

자극 방법으로도 산란이 잘되지 않을 때 과숙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전

복의 생식소 전체가 완숙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졌

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란이 시작되고 정상적으로 1~3회 채란된 후에는 채란을 마무

리하고, 모패를 약 1주일 정도 회복시킨 후 다시 산란 유발을 하면 완숙

된 알들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패류를 인공 채란하려고 할 때는 모패에게 어떤 자극을 주

어 방란 또는 방정을 하도록 하는데, 전복류의 산란 유발 자극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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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온, 간출(干出), 자외선紫外線) 조사 해수, 정자 해수 첨가법, 신경절 

현탁액, 오존(O3) 통기 해수, 과산화수소수(H2O2) 첨가, 프로스타그란딘

(prostaglandin※), pH 상승 등이 있으나 아래의 수온 자극법, 간출 자극, 

자외선 조사 해수, 과산화수소수 첨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느 방법이나 충분히 생식소가 성숙된 모패는 산란이 쉽게 일어난다.

  ❍ 수온 자극법: 수온 자극은 0.2~0.5℃/min정도로 성숙 모패의 사육 수

온보다 3∼5℃ 높은 수온을 유지하거나 또는 수온 상승 및 하강을 

반복하여 산란을 유발시키는 방법이다. 수온 자극의 방법은 해수를 

가열하기 위한 히터(heater) 또는 버너(burner), 해수 가온통, 산란 

수조, 비닐호스 등을 준비하여 성숙된 모패를 산란 수조에 수용하여 

가온을 시작한다. 가온 방법은 가온 통의 물을 끓여서 그 속에 호-

스를 넣어서 해수를 통과시켜 산란 수조에 주수(注水)하거나 직접 

산란 수조에 가열기(히터)를 넣어 가온한다. 

  ❍ 간출 자극: 공기 중에 노출시킴으로써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음건과 

양건이 있다. 음건은 수조 내에서 기르던 모패를 30분∼1시간 정도 

통풍이 잘되는 음지에 노출 방치하였다가 산란 수조에 다시 넣어서 

서서히 물을 넣으면 방정·방란을 하는데 일종의 온도 자극이라고

도 할 수 있다. 기온 26℃

에서 노출 시간은 대략 50

∼60분이 적합하다. 

       양건은 직사광선 아래에

서 패각에 습기가 없을 정

도로 노출시키는 것으로 주

로 음건한 모패를 통풍이 

잘되는 직사광선하에서 30

분 정도 건조시킨다.  

  ❍ 자외선 조사(UV) 해수: 성

숙한 전복 모패에 시판용 자외선 유수 살균기(15W, 2537Å)를 통과

그림 13. 전복 모패의 간출자극

(출처: 육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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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수를 흘려줌으로써 방란·방정을 유발할 수 있다. 방란·방정

에 이르는 소요 시간은 자외선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단축되었으며, 

800 mWh/L의 조사량일 때 수컷은 평균 2시간 42분, 암컷은 3시간 

18분 소요되었다. 자외선 해수의 효과에 의해 방출된 전복의 생식소

는 정상이며 유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외선 해수 자극법은 소라, 가리비, 국자가리비, 새조개, 꼬막 등에

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4. 모패 수용 및 자외선 해수 자극 처리를 통한 방란, 

방정 유도

  ❍ 과산화수소수(H2O2) 첨가: 과산화수소 첨가에 의한 채란법은 그 유발

효과가 종래의 채란 방법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간출의 

필요가 없고, 시간적으로 단축되며, 가온이나 자외선 조사의 필요가 

없이 과산화수소만을 해수에 첨가하면 된다. 즉 실용적인 면에서 각

종의 기구가 필요 없어 작업처리가 쉽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채

란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히 정자는 과산화수소에 약하여 저농도에

서도 수분 내에 폐사하기 때문에 모패를 과산화수소 첨가 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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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 침적 후에는 그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잔류 과산화

수소를 씻어내어 빠르게 신선한 해수로 옮길 필요가 있다. 

     과산화수소의 해수에의 첨가 농도는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모패

의 반응은 나빠서 시판 H2O2 35% 액으로는 해수 1L당 0.26 mL(약 4

mM)이 적당하고, 모패의 H2O2 첨가 해수에의 침지 시간도 60~90분

간으로 침지 후 신선한 해수로 교환해야 한다. 

  산란 유발 간출 자극 중 음건은 일시적으로 생식공을 수축시키고 양건

은 자외선이 전복의 생식 생리 기작에 자극을 준다. 자외선 조사 해수나 

과산화수소 및 오존(O3) 통기 해수는 물 분자의 광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

되는 옥시던트(oxidant)※가 성숙에 관한 일련의 생화학적 반응인 

prostaglandin (PG) endoperoxide※ 합성 효소 자체 또는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방란·방정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복류의 산란 유발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단독 자

극보다는 간출과 자외선 조사 해수 자극을 병행한 방법으로서 거의 확실

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방법에 의해 산란이 되지 않으면 미숙이

거나 과숙으로 판단되므로 모패를 바꾸어 산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산란 유발 작업

  산란 유발은 계획된 시간 내에 필요한 수정란을 일시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산란 유발 당일에는 모든 작업이 시간대별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초의 산란 시간, 수정 시간, 세란에 필요한 시간 등은 철저

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전복의 산란 유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간출과 자외선 조사해

수 자극을 병행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전복의 산란 유발에 

있어서 시간대별 주요 작업 과정을 예시로 표 6에 나타내었는데 자극 방

법 및 시간대별 처리 과정은 산란 상태 등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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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공정 작업 내용

①

￮ 자외선 조사  

  해수의 

  유수량 조절

- 자외선 역가가 1.0~1.5 W/L가 되도록 유수량을 

조절하고 조사된 해수를 저장하기 시작한다(보통 

40W×5개인 램프의 경우 09:00부터 모패를 자외

선 조사 해수에 수용하기 전 17:00까지 500 L 정

도를 받을 수 있는 유수량을 유지하면 된다, 60

L/hr 유수량 유지). 

②
￮ 간출 자극

  (1차 자극)

- 산란 유발시킬 암컷을 건조 타월 및 여과지를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음건 및 양건을 

각각 30분 정도 실시하고 수컷은 1시간 후 동일

한 방법으로 간출시킨다.

③

￮ 자외선 조사 

  해수 자극

  (2차 자극)

- 채란통을 차례로 놓고 미리 준비해둔 자외선 조

사 해수를 채워둔다.

- 각 채란통 마다 적당한 양의 aeration을 실시하

여 방란된 알이 가라앉지 않도록 한다.

- 2차 자극은 보통 산란이 처음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자외선 조사 해수는 유수식 또는 

지수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편의상 지수 방

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자외선 조사 해수 자극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산

란 유발실은 어둡게 해주고 산란이 이루어질 때

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 방정 및 방란이 시작되면 수컷에는 자외선 조사

해수가 아닌 일반 해수를 넣어 준다. 

표 6. 산란 유발 작업 공정 

  3) 산란   

  충분히 성숙 사육시키고 산란 자극을 한 암·수 모패를 분리하여 1마리

씩 20 L용 소형 채란 수조(염화비닐 또는 포리카보네이트 수조 등)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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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3 ㎛ 정도의 카트리지 필터(cartridge filter)로 여과시켜서 유수식 자

외선을 통과시킨 해수를 흘려보내면 보통 2시간 내외에서 암수가 각각 방

란, 방정을 시작한다.

  방란(放卵)과 방정(放精)은 생식소에 있는 난이나 정자가 새실(鰓室)로 

나와 뒤쪽에 열려있는 제2, 3 호수공을 통하여 해수 중에 방출되는 과정

이다. 산란 유발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컷이 먼저 유발되어 방정을 

하고 암컷이 따라서 방란을 하게 된다. 수컷의 방정은 출수공(出水孔)으로

부터 유백색의 정액을 마치 굴뚝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듯 맹렬하게 방출하

고, 암컷은 녹색의 알이 1개씩 분리되어 호수공을 통하여 방란을 한다. 

난이 미숙하거나 과도한 산란 유발 자극을 주어 방란 시켰을 때는 난이 1

개씩 분리되지 않고 막대기 모양의 덩어리로 되어 배출되는데 이러한 난

은 대부분 비정상 개체로서 수정과 발생이 되지 않는다. 

그림 15. 참전복의 방정 및 방란의 모습

  해수 중에 방출된 난은 짙은 녹색으로 점착성이 없고, 서로 분리되어 

가라앉는 분리침성란(分離沈性卵)이다. 수정란의 크기는 약 0.22 mm(난황 

0.18 mm)로 0.4∼0.5 mm되는 두터운 한천질(寒天質)로 쌓여 있다. 방정 수

는 5억 개 내외로 정자의 두부는 약 8 ㎛, 미부(꼬리)는 50 ㎛ 정도로 해수 

중에 방출되면 활발히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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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참전복의 방란 및 방정

   가) 산란 행동과 산란 시각

  산란조에 수용한 모패는 산란 시각이 가까워 오면 생식소가 팽출되어 

수조의 수면 가깝게 올라와서 힘차게 호수공을 통하여 몸 밖으로 알과 정

액을 품어낸다. 참전복의 산란 시각은 점등 시간에 해당되는 18:00∼20:00

시에 가장 많은데 이것은 전복의 일주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추측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자연광을 차단시키고 인공 광선에 의

한 조명과 타임스위치에 의한 주․야간 시간을 바꾸어서 장시간 육성함으

로써 주간에도 편리하게 산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나) 산란량

  산란량은 모패의 크기와 성숙 상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참전복

의 경우 성숙한 모패 1마리가 가지고 있는 난의 수는 일반적으로 각장 

8~9 cm (10마리/kg)일 때 150만 개 정도, 각장이 10~12 cm (8마리/kg)일 경

우 300만 개 정도이다. 그러나 대형 모패인 각장 13 cm 이상의 참전복은 

산란량은 많으나 노쇠하여 산란 반응이 잘되지 않고 수정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참전복의 경우 성숙한 난소 1 g이면 알이 약 20만 개 정도 

되며, 각장 8 cm 크기에서 평균 산란량은 20∼50만 개 정도가 된다. 

 라. 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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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수조에서 암컷과 수컷이 산란 행위가 끝나면 모패를 밖으로 들어내

고 암컷이 산란하여 둔 수조의 알에 별도로 채정(採精)하여 둔 정자를 넣

어 수정시킨다. 너무 많은 양의 정자를 사용하게 되면 난막의 소실을 가

져오게 되어 부화율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수정 

시간의 준수와 사용하는 정자의 양은 수정률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산란 유발 과정 중 산란 행위가 장시간 계속 이루어지고 수정란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 시간을 60분 단위로 3회 이내로 나누어 수

정을 시키고, 이때 반드시 용기마다 수정 시간을 기록하여 구분한 뒤 부

화 시간 산정 시 참고로 해야 한다. 

  높은 수정률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성숙한 모패로부터 건전한 난의 방

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② 정확한 수정 시간의 조절과 ③ 사용한 정자 

농도 등에 따라 수정률은 좌우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1) 정자 및 난질 평가

  난질의 평가는 수정률, 부화 유생의 생존율 등에 관계하는 알의 건전성

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난질은 난의 유전적 자질, 모패의 상태, 난의 

성분, 난의 숙도 등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산란 유발 현장에서 이와 같은 

난질 평가는 불가능하며, 육안 및 현미경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해 

난질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① 산란 개시 후 모패의 산란 동작이 크고, 짧은 시간 내에 방정, 방란

이 이루어지면 알은 대부분 정상적이다.

  ② 알은 분리침성란으로서 해수 중에 방출되는 덩어리 모양의 알은 비

정상적인 알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원인은 미성숙 개체 및 무리한 

자극에 의해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③ 산란된 정상적인 알은 대부분 동시에 밑으로 가라앉지만, 비정상적

인 알은 가라앉는 속도가 느리다(이러한 현상은 세란 작업 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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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며 늦게 가라앉는 알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다).

  ④ 방출된 알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알의 크기 및 형태로서 알 수 있

다. 정상적인 참전복 알의 크기는 220~250 ㎛으로 200 ㎛ 이하인 경우

는 미숙란으로 판단한다.

  ⑤ 수중에 방출된 정자는 진한 우유빛 색으로 확인이 되는데, 현미경으

로 관찰하여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직진 운동을 하면 건강한 정자로 

평가할 수 있다.

  2) 정자 농도와 수정률

  수정률은 난질 외에도 난에 대한 정자의 농도, 수정 시간, 수정 방법 등

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정된 정자는 1시간 이내에 수정시켜야 하며, 수컷 수조에 거품이 생

기기 시작하면 해수를 교체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작은 수조에 밀도가 

높으면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가능하면 정자를 수용하는 수조는 큰 

수조를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는 것이 활력을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다. 특히 수컷 수조의 정자는 자외선 조사 해수로 인해 정자 활력이 저

하되므로 일반 해수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은 산란 유발이 시작된 후 최소한 1시간 이내에 수거하여 수정시키는 

것이 수정률이 높게 나타나고, 정자는 해수 중에 방출된 직후에는 꼬리가 

구부려져 있어 활력이 매우 약하므로, 방정 직후보다 약 10분 경과 후 꼬

리가 펴지고 활력이 좋을 때 수정하는 것이 수정률이 높다. 

  특히 수정률은 정자의 활력에 따라 좌우되므로 정자의 관리가 매우 중

요하다. 예를 들어 활력을 1~10 정도 수치로 환산하면 방출 직후에는 1 

정도이고, 10분경과 후에는 10에 가까우며, 30분경과 후에는 5 정도로 활

력이 떨어진다. 활력이 5 정도 되는 일반적인 경우에 정상적인 수정을 위

한 정자 수는 10~20만 개/mL가 필요하나, 활력이 10인 경우 1~2만 개/mL 

정도면 수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활력이 좋

은 정자를 낮은 밀도에서 수정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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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산란 유도에 의해 방출된 난은 수온이 높을수록 수정 능력

이 빨리 상실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정자 용액과 섞어서 수정시키는 것이 

좋다. 즉 수온 26.2℃와 22.7℃에서는 1시간 10분까지는 수정률이 96%이

나, 그 이후에는 급격히 저하되며 수온 17.3℃에서는 3시간 10분 이후에 

수정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산란 당시의 수온 조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빠

른 시간 내에 수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자 농도의 계산

◦ 수컷의 정자를 잘 혼합해서 수정용 정자 해수를 만든다. 

◦ 피펫으로 시험관에 5 mL의 정자 액을 취해서 루골-에오신액 0.5

mL로서 염색하고 토마 혈구 계수판(Thoma's hemacytometer)으로 

정자 농도를 구한다. 

◦ 단, 이때에 별도로 정자 해수를 검경하고 정자가 활발히 움직이는

가를 확인하도록 한다.

 

【혈구 계수판 읽는 방법】

◦ 1 mm 사방 깊이 100 ㎛ 가 20×20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는 4구획

을 세어서 100만 배를 하면 1 ㎖중의 정자 수를 알 수 있다.  

그림 17. 혈구 계수판에 의한 세포 계수(Source: Çiftci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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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시 고농도의 정자 현탁 해수를 사용하면 알의 표면에 남아있는 정

자들로 인하여 난막이 용해되고 정상적인 발생이 저해되며 기형이 발생한

다. 기형의 참전복 유생은 견인근(牽引筋)의 탈락 및 면반(面盤)※ 이상 현

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유생은 수정 및 발생은 되나 부착 후 변태 과정에

서 대량 폐사가 일어난다. 또한 정자 농도가 높을수록 많은 세란 작업을 

필요로 하고 수정 후 불필요한 정자는 수질을 악화시켜 부화 유생의 정상

적인 발생에 지장을 준다. 그러나 정자 농도가 너무 낮으면 미수정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자 농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산 참전복의 정상적인 수정을 위해서 정자 수는 7~10만 개/mL가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계측 오차 등을 생각하면 적어도 20만 개/mL~30만 

개/mL가 적당하다. 정자 수가 1,000개/mL 이하이면 수정률 2∼3%, 200만 

개/㎖ 이상이면 난막 용해 현상이 발생한다. 

  3) 수정 방법

  수정 방법은 채란 수조 내에 정자를 넣어 수정하는 방법과 네트에서 수

정 및 세란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양을 수정할 때에는 네트에서 수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네트를 이용하여 수정할 경우 정자 밀도는 방정된 수컷 수조에서 1~2 

L(약 1천만 개/mL 추정 시)를 바로 떠서 채란 망 바깥쪽 해수에 넣어 주

면 정자 밀도가 약 10~20만 개/mL로 희석되므로 편리하다. 따라서 희석된 

정자를 떠서 5~6번 정도 반복하여 투입하면 적절한 정자가 투입되고 고르

게 수정이 이뤄진다. 예를 들면 활력이 5 이상인 정자를 10~20만 개/mL 

밀도로 수정시키면 수정란(현미경상)에 50~100개의 정자가 난막에 박히는

데 이 정도는 입체적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500~1,000개 정도이다. 

  이 상태는 난막을 훼손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정이 이뤄지나 직접 정자

를 투입할 때에는 일부 알에 편중되어 정자가 박힘으로써 기형 발생의 원

인이 된다. 기형의 유생은 수정 및 발생은 되지만 부착 후 변태 과정에서 

대량폐사가 일어나므로 정자의 밀도를 조절하여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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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은 정자 투입에서부터 3~5초에서 완료되기 때문에, 바로 곧 세란 

용기로 옮겨서 세란을 하는 것이 좋다. 5분이나 10분 동안 고농도의 정자

에 노출은 난막이 녹거나 기형률이 높아지거나 할뿐이어서 의미가 없다. 

 마. 세란 

  세란(洗卵, 알씻기)은 수정되고 남은 정자를 제거하여 난막의 용해, 다

정현상(多精子受精, polyspermy)※이나 산란 시에 암컷 모패가 분비한 배

설물에 의한 수질의 악화 등을 방지하고, 동시에 밑바닥의 오물에서 번식

된 원생동물(原生動物)을 제거하는 데 있다.  

  세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➀ 난과 정자를 혼합한 후 1∼2분간 방치

하여 수정시킨 후 수정된 알을 비커 등으로 해수와 함께 채란 용기에서 

꺼내어 망목 95 ㎛ (xx13, 직경 30 ㎝의 제작품)의 뮐러가제(Müller gauze)
에 적당량을 부어 넣는다. ➁ 그다음에 뮐러가제에 수용된 수정란을 미리 

준비해 둔 세란 용기(직경 30 cm  내외, 15 L 크기)에 수용한다. ➂ 정상적

인 수정란은 분리침성란으로 수정란이 침강하는 시간은 10~15분이므로, 

아직 부유하고 있는 난이 있어도 과감하게 상층부의 해수를 2/3 정도 버

리고 새로운 깨끗한 여과 해수를 용기 내에 채운다. 

➃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해수 교환을 최소한 

3회 이상 반복한다. 

  수정할 때 정자 농도가 너무 진하거나 매정 시간이 너무 길면 난막이 

녹아 세란 중에 거품이 일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다.

  세란 용기 내의 해수 교환은 16세포 이상의 발생 배에서는 해수의 보충

과 같은 물리적 충격에 난이 손상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란은 수정 후 

바로 실시하여 8세포기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1분 정도 세란을 해 주

면 정자는 깨끗하게 된다. 

  세란이 끝나면 부화까지 약 10∼12시간이 소요된다. 부화까지 수용밀도 

1,500개/㎠를 기준으로 분산하고, 수정란이 이중으로 겹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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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조사 해수 자극 방란 및 방정

뮐러가제에 의한 세란 부화

그림 18. 참전복의 산란 유발~부화 과정  (출처: 이 등, 2016; 육종연구센터) 

 바. 발생과 유생 사육 

  1) 발생

  부화 방법은 수조에 바로 넣는 방법과 부화통(플라스틱, 원형, 약 20 L)

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수정란을 분리하기에 편리한 후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그림 18).     

  참전복의 부화 시간은 수온 20℃에서 발생 유효 적산수온에 의한 부화

까지 소요 시간은 약 13시간이 소요된다. 부화가 시작되고 한 시간 후에

는 정상적으로 부화가 완료되는데, 이 시점에 부화 유생을 수조에 넣어준

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닥의 부화되지 않은 수정란이나 기형의 유생이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러한 바닥의 유생은 원생동물 및 곰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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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의 발생을 촉진하여 대량 폐사를 일으키므로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전복류의 발생, 유생 사육 및 채묘 과정에는 유생을 일정한 수온 조건

에서 사육하면 외부 형태의 변화 속도는 수온에 의해서 그 출현 시기가 

달라지며, 생물학적 영도(biological zero)인 7.6℃를 기준으로 유생의 발생

유효 적산온도(積算溫度)에 따라 발생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다. 

  関·菅野(1977)는 참전복의 초기 발생과 수온에 따른 발생 속도에 대한 

연구를 하여 난의 수정에서 피면자※ 유생이 형태 변화를 완료하기까지 

초기 발생기의 41항목의 형태 변화(표 7)와 외부 형태의 특징(그림 19)을 

제시하였고, 각 발생 단계까지의 적산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20). 이는 종자 생산에 있어서의 수정란이나 유생의 정확한 처리의 공정

화에 응용할 수 있다.

  수정란은 제1 극체, 제2 극체를 방출한 후 제1 난할, 제2 난할 등 난할

을 거쳐 포배 → 낭배 → 원장배가 되어, 동물극의 축 방향으로 긴 타원

구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윽고 정관(頂冠)에 위치한 세포에 섬모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이 구전섬모(口前繊毛), 정모(頂毛)가 된다. 구전섬모는 성

장하면서 운동을 시작한다. 섬모가 신장하면, 섬모 운동에 의해 배와 난

막 안에서 단속적으로 회전하는 형태가 된다. 이어서 원구가 나타나게 되

어 원구함(原口陥, stomodaeum))이 형성되고, 긴 섬모를 가진 24개의 구전

섬모세포가 나란히 구전섬모환(口前繊毛環, prototrochal girdle)※을 형성하

여 담륜자(擔輪子, trochophora)※ 유생이 된다. 담륜자 유생은 난막 속에

서 단속적으로 활발하게 회전한다.

  담륜자 유생은 난막 안에서 회전을 계속하는데, 이윽고 난막은 팽윤(膨
潤, swelling)하여 얇아지고, 정모가 접하고 있는 부분의 난막이 찢어져 부

화된다. 부화된 유생은 회전하면서 부상한다. 부화 시간은 부화 유생의 

수온과 발생 속도를 적용한 계산식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부화 소요 시간 

계산식은 1/t=0.00640T-0.0502(T, 사육 수온)이다.

  참전복을 사육 수온 20.0℃에서 유생 사육을 했다고 가정하면 부화까지 

소요 시간은 1/(0.00640×20)-0.0502=12.5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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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조건에서 부화 후 1∼2시간에 몸의 배쪽에 유각(幼殼, larval shell)

의 분비가 시작되고, 정상부에 길고 큰 섬모를 가진 면반(面盤, velum)이 

완성되어 피면자(被面子, veliger, 浮游子貝) 유생이 된다. 유각은 곧 배쪽

을 향해 펼쳐져 면반 아래쪽의 몸을 감싸게 된다. 유생 견인근이 나타나

고, 이어서 내장낭의 외피가 유각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명확해진다. 

족부 근육괴(足部筋肉塊)가 유각의 앞 끝으로 융기하고 유각이 완성된다. 

이어서 두족부가 90°회전하여 외투막 끝이 유각의 앞 끝에서 떨어진다.

  몸의 회전은 면반과 두족부괴(頭足部塊)가 유각에 의해 싸여 있는 몸의 

아래쪽과 잘록한 부분에서 흔들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장차 입이 되는 부

분과 족부가 원래의 위치에서 180° 회전하면, 족부 뒤끝에 긴 강모가 생

기기 시작하고, 뚜껑(蓋)이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두족부괴를 껍질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족부의 장래 족척(足蹠)이 되는 부

분에 섬모가 생기기 시작해 운동하게 된다. 

  면반이 양분되기 시작하고, 안점이 나타나게 되어 전족부(前足部)가 형

성된다, 면반 상에 두부촉각(頭部触角)이 팽출되어, 전족부를 덮는 섬모가 

길어진다, 면반 후배부(後背部)에 이어지는 외투강에 섬모가 생겨 운동을 

시작하고, 전족부가 옆으로 잘록해 돌기가 생기고, 족부의 양쪽, 뚜껑의 

아래쪽에 한 쌍의 상족촉각(上足触角)이 돌출하면, 족척을 기물에 접하여 

포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나중에는 족부를 활발하게 움

직여 포복 행동을 나타내는데, 착저※에 적합한 기질이 없는 동안에는 부

유 행동이 약해지지 않는다. 이윽고 평형포(平衡胞)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

고. 두부 촉각에 짧은 강모가 생긴다. 면반의 아래쪽이 돌출되어 주둥이

(吻)의 돌출이 시작된다. 두부 촉각에 두 개의 소돌기가 형성되어, 아가미

의 제1엽이 되는 섬모가 밀생한 융기가 외투강 안쪽에 생긴다.

  두부 촉각에 제3의 소돌기가 생기고, 유생 견인근의 유각과의 부착부가 

외투강의 체 후방 확장으로 연체부에 감싸진다. 그리고 두부 촉각에 제4

의 소돌기가 생기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유기 유생으로서 형태 변화는 종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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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참전복의 초기 발생기의 형태 변화 

(출처: 関·菅野,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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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현 
번호

발생 단계 형태상의 특징

A 1 난 수정
B 2 제1극체(polar body) 방출
C 3 제2극체 방출

4 제1난할(卵割)
D 5 제2난할
E 6 제3난할

7 제4난할
8 상실기(桑實胚)
9 포배(胞胚)
10 원장배(原腸胚)

F 11 구전(口前) 섬모의 출현
12 담륜자(膽輪子) 원구함(原口陥, stomodaeum)의 출현

G 13 구전 섬모환(prototrochal girdle)의 완성
14 난막의 찢어짐 (부화)
15 유각(幼殼, larval shell) 분비 개시

H 16 피면자(被面子) 면반(面盤, velum) 완성
I 17 유생 견인근(牽引筋)의 출현
J 18 내장외피의 유각 부착부의 출현
K 19 족괴(足塊, foot mass)의 융기

20 유각(幼殼)의 완성
21 몸의 비틀림, 두족부 90〬 의 회전

L 22 족부(足部) 180〬 의 회전 
M 23 족부 후단부 강모(剛毛)의 출현

24 뚜껑(蓋, operculum) 출현
N 25 족척(足蹠, footsole)상에 섬모 출현

26 면반의 2분 개시
27 안점(眼點)의 출현

O 28 전 족부의 출현
29 두부 촉각(cephalic tentacle) 출현

P 30 전족부 섬모(propodium cilia)의 신장
31 외투강(外套腔) 내에 섬모 출현
32 전족(前足, propodium)에 돌기 형성
33 제1상족촉각 형성(포복 가능)

Q 34 평형포(otolith)의 출현
35 두부 촉각상에 강모(spine) 출현
36 주둥이(snout, 吻)의 돌출
37 두부 촉각상에 2개의 소돌기 출현

R 38 외투강에 섬모 융기의 형성
39 두부 촉각에 제3소돌기 출현
40 외투강의 확장
41 두부 촉각에 제4소돌기 출현

표 7. 참전복 초기 발생기에 있어서 외부 형태의 특징과 행동

                                                     (출처: 関·菅野,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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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참전복의 발생 단계와 적산 온도 (출처: 関·菅野,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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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온 13~23℃의 범위에서 참전복의 41개 항목의 각각의 외부 형태에 도

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생물학적 영도를 넘은 온도의 시간적인 적산

치에 의해 그림 20과 같이 나타내었다.

  자연 산란기의 수온 조건인 20℃의 경우에는 부화(No. 14)까지 소요되

는 시간은 12.6시간, 유각 완성 후 두족부 90°의 회전(No. 21) 32.1시간, 

포복 행동을 나타내는 제1상족 촉각의 형성(No. 33) 64.9시간, 형태 변화

를 종료(No. 41)까지는 99.0시간이다.

  2) 유생 사육

   가) 유생 사육 환경 

    (1) 수온과 초기 발생

  알의 발생 속도나 부유 생활을 하는 기간은 수온 조건이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참전복은 3∼4일 내외에서 부유생활을 마친다. 그러

나 사육 조건이 나쁘면 10여 일이 소요된다.

  유생 발달에 적당한 수온을 부화 유생의 기형률 50% 이하인 수온을 정

상 부화 수온으로 가정했을 경우, 적정 수온 범위는 13.5∼24.5℃이다. 

  부화까지 필요한 적산온도는 약 156℃, 두족부 90° 회전까지는 398℃, 

제1상족 촉각까지는 805℃, 채묘 시까지 1,030℃, 제4소돌기 출현까지 

1,228℃의 적산온도가 필요하다. 

  온도에 따른 참전복의 초기 발생은 자연에서 산란기의 수온 조건인 

20℃의 조건에서 참전복의 수정란 및 유생관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산온도 방법에 의한 발생 단계별 소요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화까지 소요시간: 156℃ ÷ (20-7.6℃) = 12.6시간

     ② 두족부 90°회전까지 소요시간: 398℃ ÷ (20-7.6℃) = 32.1시간

     ③ 제1상족 촉각까지 소요시간: 805℃ ÷ (20-7.6℃) = 64.9시간

     ④ 채묘시기까지 소요시간: 1,030℃ ÷ (20-7.6℃) = 83.1시간

     ➄ 제4소돌기 출현까지 소요시간: 1,228℃ ÷ (20-7.6℃) = 99.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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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부화까지 12.6시간, 유각 완성 후 두족부가 90°로 꼬이기

까지 32.1시간, 포복 행동을 나타내는 제1상족 촉각의 형성까지 64.9시간. 

부유기 유생으로서 마지막 형태가 완성되기까지 99시간이 소요된다.

    (2) 염분과 초기 발생

  유생 발달에 가정 알맞은 염분은 28∼34 psu (15℃ 환산 비중 = 1.0220

∼1.0260)로서, 23.8 psu에서는 발생이 늦어지며, 16.2 psu 이하에서는 이상 

개체가 생기면서 내장이 붕괴한다.

    (3) 부유 유생의 사육밀도

  부유 유생의 사육밀도는 저서 초기 치패의 생잔율과 관계가 크다. 현재

까지 보고된 적정 사육밀도는 취급 방법과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나 대체

로 1 L당 100∼200개체가 알맞다.

   나) 부유 유생의 관리

  유생의 안전한 발생을 위하여 각 발생 단계에 대응한 주요 처리(그림 

21)로서 부화 유생 확보, 유생 사육수의 교환 및 채묘 시기의 판정을 정

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수정에서 부화 직전 담륜자 유생기

  이 기간에는 수정란 관리 측면에서 수온 및 수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

는데 가급적 심한 변동이나,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않고 담륜자 유생으

로 부화될 때까지 물을 갈아 주지 않고 정치하여 두고 조용히 기다린다. 

  시간대별로 일정 간격으로 수온 측정을 하여 부화 소요시간 산정 시 참

고가 되도록 하며, 현미경으로 발생 이상 여부를 수시 확인하도록 한다.

   (2) 부화

  부화는 유생이 난막을 뚫고 나오는 과정을 말하며, 20℃ 수온 조건에서 

부화까지의 소요시간은 수정 후 약 13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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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참전복 부유 유생의 중요 관리 단계 (출처: 關, 1997)

(1): 부화 직후의 담륜자 유생→별도 깨끗한 용기에 옮긴다.

(2): 유각 완성 이전의 피면자 유생→망(網)을 사용하여 사육수를 교환

할 수 없음

(3): 유각 완성 직후의 피면자 유생→망을 사용하여 사육수를 교환할 

수 있다.

(4): 제1상족 촉각을 형성한 후기 피면자 유생→채묘가 될 수 있는 부

착 시기 

at: Apical tuft(정모, 頂毛), f: Foot(발, 足), fet: First epipodial 

tentacle(제1상족촉각, 上足触 角), m: Mantle(외투, 外套), mcc: 

Mantle cavity cilia(외투강섬모, 外套腔纖毛), o: Operculum(뚜껑, 

蓋), p: Propodium(전족, 前足), pa: Propodium apophysis(전족

융기, 前足隆起), pg: Prototrochal girdle(구전섬모환, 口前繊毛

環), rm: Retractor muscle(견인근, 牽引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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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화율이 70% 이상 나올 때까지 4~5시간 정도 대기한 후 그림 21-(1)

의 부화된 담륜자(担輪子, trochophore) 유생은 부화조 밑바닥에 남아있는 

알의 껍질(卵膜)이나 미수정란, 기형 정자 등과 분리하여 부화 유생만을 

깨끗한 새로운 사육조로 분리 수용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유생을 분리하는 시기를 놓치면 부화 유생이 수조의 표, 저층으로 

분산되어 격리가 어렵게 되고, 부화 후의 난막과 수정 후 사망한 정자가  

분해되어 건전한 유생 관리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담륜자 유생의 부화

시간을 예측하면서 수시로 확인하여 신속히 분리 작업을 하여야 한다.

  부화 직후의 유생은 강한 추광성을 가지고 섬모운동에 의해 수표면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때 부유 유생을 조심스럽게 싸이폰 등으로 다른 수조

로 옮겨주든지, 소형 채란조일 경우 표층의 유생만 사육조로 부어서

(decantation) 격리시키면 된다.  

   (3) 부화에서 유각 형성 완료

  부화한 담륜자 유생은 다른 사육 수조에 옮기는데 밀도를 1마리/mL가 

되도록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부유 유생의 유영력은 극히 미약하여 작은 물의 흐름에 의해서도 유생

이 일정한 부분에 과밀하게 모이게 된다. 유생 관리에 있어 깨끗한 수질

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과 네트 등을 이용한 전체 사육수의 환수가 바람직

하지만 부유 유생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림 21의 (3)의 유각이 완성되

기 이전에는 연체부를 유각 속으로 넣지 못하는 상태로 물리적 충격에 약

하므로 기계적인 압력이나 충격에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다든지 그 부위가 

기형적으로 발육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온 20℃ 조건에서 부화 후 약 13시간 정도 되어 유각 형성

이 완료되기까지는 소량의 주수나 포기(曝氣, aeration)를 하지 않고 지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각 형성이 완료되면 유생을 회수하

여 새로 준비한 사육조에 옮겨 소량의 주수와 함께 포기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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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각 형성에서 채묘 직전

  유각 형성 완료 이후 채묘 직전까지는 수질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

수를 시작하기 전에 부유 유생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직경 150 mm 

내외의 환수통을 제작하여 주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부화 유생 사육 기간 중에 포기는 산소를 공급하는 목적 외에, 상족 촉

각이 형성되면서부터는 저면으로 가라앉는 유생이 다수 출현하여 감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반부터는 다소 강하

게 포기를 한다.

  유생의 부유 기간은 수정 후 부화에서 부터 채묘 직전까지로서 이후부

터는 일정한 부착 기질에 부착하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유 기간은 

수온에 따라 달라진다. 

  부유 유생의 사육밀도는 저서 초기 치패의 생존률과 관계가 크며 적정 

밀도는 L당 100~200개체가 적당하다. 

   (5) 부착기 유생

  참전복은 수정 후 발생 유효 적산수온 1,230℃의 시기에 24개의 면반

(velum) 세포와 부속되어 있는 섬모의 탈락으로 유영 기능을 잃어버리고 

포복(匍腹) 피면자 유생으로 저서생활에 들어가서 부착 기질의 저면이나 

벽면을 탐색, 착저, 정위 이런 순으로 행동을 한다(그림 22).    

  유생이 면반 세포를 탈리(脫離)해서 변태를 시작한 후, 주둥이와 치설로 

이루어진 구기를 완성하기까지 소화기관, 순환기관, 감각기관이 발달해 

주구각※이 분비된다. 이러한 성체 기관의 발달은 외부로부터의 먹이 섭취 

없이 이루어지며, 면반의 탈리를 계기로 하여 진행된다.

  착저한 유생의 정위 행동은 유생이 기질상에 정지하여 유각 후부를 들

어 올려 유각 가장자리와 두부 촉각 선단부를 기질에 접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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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참전복 유생의 저서 이행 시의 행동 (출처: 関·菅野, 1981) 

1. 탐색(探索) 행동, 족척(足蹠) 후단부를 기질에 접촉하여 일시적 포복을 개시
2. 탐색(探索) 행동, 기질에서 떨어져 다시 유영
3. 착저(着底) 행동, 면반의 섬모를 단속적으로 움직여 연속적으로 포복
4. 정위(定位) 행동, 유각(幼殼) 후부를 들어올려 두부촉각 선단부를 기질에 접하여 정지
5. 변태(變態) 개시, 정지한 상태로 면반(面盤)세포를 떨어뜨림
6. 변태(變態), 외투막이 유각 가장자리로 신장
7. 포복(匍匐) 재개, 주구각(周口殼)이 분비되어 포복을 재개
8. 색이(索餌) 행동, 각장 350 ㎛, 규조류를 활발히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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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란

(직경0.23mm)
제1극체 출현 제1, 2분열

제3분열 낭배기
담륜자(트로코포라)

(부화 후 19h)

면반 완성
초기 피면자 유생

(유각 형성, 부화 후 29h)

유영 피면자유생

(족부 형성, 부화 후 2.5일)

초기 포복기

(5일 경과, 각장 0.29 mm)

주구각을 형성한 포복 
유생(13일 경과)

부착규조를 먹는 초기 

치패

그림 23. 참전복의 난 발생 및 유생 발생  (출처: 이 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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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채묘

  수정란에서 부화한 유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형태 변화가 일어나고 

발생 후기에는 포복 능력을 갖는다. 이 포복 능력을 갖춘 후, 유생은 부착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포복 능력을 갖는 시기에 부착 기질에 유생을 

부착시키는 과정을 채묘라 한다. 이 시기의 유생을 부착기 유생 또는 포

복기 유생이라 한다. 

부유 유생은 착저 기질을 선택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천연의 해저

에서는 홍조류의 일종인 무절산호조(無節珊瑚藻)※에 선택적으로 착저하여 

변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그림 24), 무절산호조를 종묘 생산 현장에

서 계획 배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교적 배양이 쉬운 규조나 

녹조를 사용하여 채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적합한 착저 기질

로서 Cocconeis 등의 부착규

조, 전복조(藻)라는 녹조의 

Ulvella lens, 또한 전복의 

종자 생산 시설에서 유생의 

채묘에 이용하고 있는 “족

적판(足跡板)”이라는 것이 

있다. 전복 유생의 착저※와 

변태※에는 그러한 특정의 

기질에서 나온 화학물질에 

잘 유도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전복의 종자 생산 과정에는 아주 알맞은 착저 기질을 제공해주는 것이 

초기의 생잔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뛰어난 기질의 하나로 “족적

판”이 알려져 있다. 이것은 플라스틱의 판상에 자연 번무한 규조를 각장 

1~3 cm의 전복 치패가 먹게 해서 만드는 것이다. 전복 치패의 섭식에 의

해서 그때까지 우점하고 있던 입체적인 군락을 만드는 규조나 부착력이 

약한 규조는 먹어져 감소하고, 비교적 먹기 어려운 Cocconeis속 규조나 전

그림 24. 무절산호조에 착저한 초기 치패(변태

           직후: 각장 약 0.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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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조(Ulvella lens) 등의 강하게 고착하며 평면적인 군락을 형성하는 미세

조류가 남게되고, 전복이 기어 돌아다닌 후에 남는 점액 물질(포복 점액, 

mucus trail)이 상호 작용하여 유생을 효율적으로 착저·변태시키고, 동시

에 변태 직후의 초기 치패의 이료가 된다.

  그러나 족적판은 족적판을 제작하기 위한 대량의 치패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8~9개월 동안 치패에 섭이 활동을 

진행시켜 작성될 뿐 아니라, 채묘 전에는 

치패를 박리하는 작업이나 또한 판의 완

성 기간 중에 대량으로 부착하는 관서 다

모류(管棲多毛類) 등의 제거 작업이 필요

하다. 그러한 점에서 참전복 이외의 전복

류의 종자 생산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되

지 않고 있다.

  1) 채묘 시기의 결정

  채묘의 적정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채묘

시기가 너무 빠르면 채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때의 유생은 군집성

과 주광성이 있기 때문에 채묘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으며, 너무 늦으면 

부착기 유생의 감모가 일어난다. 

  부유 유생이 저서기로 이행할 때에는 포복 능력을 가지기 시작한 유생

을 형태상의 특징적인 변화로부터 판정하여 미리 부착 조건을 충분히 갖

춘 채묘판을 투입하여 유생을 단시간 내에 부착 변태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채묘의 적정 시기는 부착기 유생의 발생 유효 적산수온을 적용시켜 판

단하는 방법이 가장 손쉽고 정확한 방법으로 참전복의 발생에 관여하는 

생물학적 영도인 7.6℃를 상회한 온도의 시간적인 적산치(발생 유효 적산

수온)를 기준으로 유생의 채묘 시기를 결정한다. 

  참전복의 종자 생산에 있어 부착규조가 배양된 채묘판의 투입 시기는 

그림 25, 참전복의 초기 치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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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의 착저에 앞서서 포복과 유영을 반복하며, 착저 기질의 탐색 행동을 

개시하는 시기이다. 

  착저는 적산온도 925℃기에 족근(足筋)의 발달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며, 

변태는 두부 촉각상에 제3소돌기가 생기는 적산온도 1,030℃기 이후의 유

생에서 시작된다. 변태 개시 능력을 갖춘 시기의 유생의 족척면과 두부 

촉각 선단부는 정위 시에 기질에 접하고 있으며, 이들이 기질 선택에 있

어서 화학적 수용기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의 형태상의 특징은 포복이 가능하게 되는 제1상족 촉각(第1上
足觸角) 형성 시기(그림 19의 33), 주둥이를 형성하는 돌기가 출현하는 시

기(그림 19의 36)와 두부 촉각 선단부의 제3소돌기가 형성되는 시기(그림 

19의 39)로 적산온도가 각각 805℃, 925℃ 및 1,030℃가 되는 시간이다. 

  그러나 제1상족 촉각 형성 시에 채묘판의 투입은 수온이 20℃인 경우 

2.7일 〔64.9시간 = 805 ÷ (20-7.6℃)]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채묘 시기가 

빠른 단점이 있다. 물론 제1상족 촉각 형성이 완료된 후에도 부착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일찍부터 먹이가 부착한 채묘판을 채묘조

에 투입하면 수질 악화에 의한 유생 감모가 많을 우려가 있다. 이 시기는 

부착기 유생의 탐색기로서 역할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달리 関·菅野(1977)에 의하면 채묘에 필요한 유생의 발생 유효 

적산수온은 1,030℃(두부 촉각에 제2, 제3소돌기 출현 시기)이기 때문에 

20℃의 수온 조건에서 채묘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수정 후 약 3.5일 [83.1

시간 = 1,030 ÷ (20-7.6℃)] 이라 하였다.

  그러나 부착기 유생의 착저 유도를 위해서는 20℃의 수온 조건에서 주

둥이를 형성하는 돌기의 출현 시기인 3.1일 [74.6시간 = 925 ÷ (20-7.

6℃)]을 기점으로 하여 수정 후 3일째 되는 날 유생이 부착할 수 있는 채

묘판을 투입하는 것이 개인적 의견으로 적절할 것 같다. 이 또한 수온이 

낮아 발생이 늦은 경우 4~5일까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항시 유생의 발달 

상태를 관찰하여 채묘 시기를 판정해야 한다.

  채묘 후 부착까지는 유생, 수질 및 부착 규조류의 상태에 따라 수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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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여 부착이 되고 부착 후 변태까지는 2~3일이 소요된다. 

  채묘 개시 후 1시간 내 39%, 9시간 내 98%의 유생이 착저한다. 포복 

피면자 유생은 알맞은 기질을 만나면 곧 정착, 변태하지만, 조건이 갖추

어지지 않으면 유영 포복기를 연장하여 변태를 지연한다. 이후 유각 주위

에 주구각(周口殼)을 형성하고 참전복 특유의 기관인 치설(齒舌)을 이용하

여 10 ㎛ 이하의 규조류를 먹게 되며 점차 성장한 후 제1호수공을 형성하

여 전복으로서 특징을 갖추게 된다.

  2) 채묘 방법

  우선 채묘하기 하루 전에 채묘판에 부착 규조류를 배양하던 수조와 채

묘판을 깨끗이 청소를 해두고 채묘 직전 지수상태로 한다.

  종자 생산 현장에서는 유생이 착저 및 변태가 가능한 상태가 된 후 채

묘 수조로 유생을 이송하여 채묘판이라 불리는 미세조류가 번무한 플라스

틱판 위에 유생을 착저시킨다.

  채묘 수조로서는 시멘트 탱크도 사용되고 있으나 수질 관리 및 원생동

물 등의 발생을 막기 쉬운, 면이 고르고 세척이 용이한, 2∼4톤 정도의 

FRP 수조나 캔버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리고 채묘 수조의 유생이 특정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포기나 주배수구의 위치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용 해수는 물이 

깨끗한 지역이면 그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일단 모래로 여과시킨 깨끗한 

해수를 사용한다.

  채묘 시기가 결정되면 채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사육 중인 유생

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뮐러가제를 이용하

여 유생을 채집하게 되는데 보통 사이펀 방식으로 유생을 채집하거나 오

버플로우(overflow) 방법을 이용하여 유생을 분리 채집할 수 있다.

  유생을 채묘 수조에 옮긴 뒤 채묘 파판수와 수조 등의 크기를 감안하여 

밀도를 정확히 계산한 뒤 수면 위로 유생을 골고루 뿌려 준다. 이때 규조 

배양을 위해 공급했던 해수를 채묘가 완료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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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묘 방법(14~16℃ 기준, 최종 생산량 채묘판 한 장당 5~6마리)은 아래

의 설명과 같다.

   ① 채묘 당일: 유생을 수거하여 정확하게 계수하고 각 채묘판당 100마

리를 계산하여 살포한다. 일반적으로 채묘율은 기형 및 부착 규조

류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채묘율을 50% 정도로 가정하면 100마

리를 살포하면 50마리 정도가 부착한다. 

      공기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살포하고, 살포 후 약 5분간 포기하여 

유생이 수조 전면에 고르게 퍼지도록 한 뒤, 약하게 포기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복 부착기 유생이 고르게 부착되고, 채묘율

이 높아진다. 포기를 하지 않으면 부착기 유생의 부유 능력이 없어 

채묘율이 급격히 낮아져 바닥에 거의 부착이 되므로 반드시 포기를 

하여야 한다. 채묘기 유생의 부착은 부착 규조류, 수질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만에 모두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수회 반복 

후 부착이 완료되므로 야간에 포기를 중지하고 유생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채묘 1일째: 이 기간에는 부착 유생이 치패로 변태하는 과정으로 

48~72시간 정도 소요된다. 지수식으로 유지하고 공기는 밸브 1/4 

정도 열어 안정적으로 소량 공급한다. 이 기간에 변태에 성공하는 

비율은 50% 내외이다.

   ③ 채묘 2일째: 채묘 후 48시간에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유수를 시작

한다. 유수량은 하루에 1/4회전 정도로 하며, 공기는 밸브를 1/2 정

도 열어 공급한다. 이 기간에 주의할 점은 초기 부착 규조류 배양 

시 가능하면 배양수를 여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래

여과 방식은 50 ㎛ 이상만 걸러지므로 그 이하의 부니, 패류 유생, 

요각류 알 등이 통과하여 전복 초기 치패의 먹이 경쟁 및 유해 생

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소 1개월 정도라도 여과를 해준

다. 여과방식은 현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부직포 필터가 사용

에 편리하고, 필터의 여과 구경은 약 5~10 ㎛ 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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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전복의 식성 전환

  규조류를 주 먹이로 하는 착저 초기의 수개월 간은 감모가 상당히 큰 

시기로 이 시기의 감모 정도가 그 후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초기 치패의 식성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먹이생물 생육 환경이 치패

의 생존율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종자 생산의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과제이다.

  참전복의 부유 유생은 먹이를 먹지 않고 난황을 주 영양원으로 하고, 

기질에 착저하여 초기 치패로 변태한 후 1일 이내에 개구하여 먹이 섭취 

활동을 시작한다. 변태 직후 초기 치패의 각장은 약 280 ㎛로 변태 후 수

일간은 난황으로부터의 영양에도 의존하고 있어 전혀 먹이를 주지 않아도 

각장 0.4 mm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 이후 전복류에는 성장에 따라서 

3회의 큰 식성 전환기가 있다. 

  1) 전복 식성 전환기Ⅰ(변태 후 각장 0.5∼0.7 mm까지)

  전복의 첫 번째 식성 전환은 변태 시에 일어난다. 부유 유생기에는 섭

이를 하지 않고 난황을 주된 영양원으로 하지만, 변태 후에는 착저 기질

상의 규조류 등이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점액 물질을 주 먹이로 한다. 규

조류의 세포 내용물은 이 시기의 전복 치패의 성장에 불가결한 것은 아니

며, 규조류가 세포 외부에 분비하는 점액만으로도 양호하게 성장할 수 있

어, 규조류의 종에 따라 성장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점액은 부유 유생의 착저를 유인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점액 자체가 먹

이가 된다. 이 무렵의 치패의 치설은 둥글게 되어 있어 강하게 부착한 규

조는 먹을 수 없지만, 미세조류의 점액을 훑어 섭취하는 데 적합하다. 

  동종의 전복 치패(각장 약 3 cm)의 포복 점액이나 무절산호조류의 분비

점액 또는 표층 세포도 변태 초기의 참전복 치패의 양호한 성장을 보증하

는 먹이로 밝혀졌다. 치패의 탈락이나 성장 불량은 점액 물질을 이료로 

하는 이 기간에 일어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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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복 식성 전환기 Ⅱ (0.6∼0.8 mm)  

  두 번째 식성 전환은 각장 0.6~0.8 mm 경에 나타난다. 이 시기부터 치

패는 점액 물질만으로는 양호하게 성장할 수 없게 되어 규조류의 세포 내

용물 등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치패의 치설은 각장 0.8 mm 전후부터 둥글게 된 것에서 직립하고 뾰족

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규조를 기질에서 깍아내어 섭취하게 된다. 강하게 

부착된 규조를 깍아내어 섭이할 때 유리질로 된 규조의 세포각이 파괴되

어 규조각 내의 세포질을 영양으로 섭취할 수 있다. 그러나 치패가 모든 

규조류의 세포 내용물을 항상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조류의 종이나 주에 따라서 치패의 성장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 

  전복은 규조류의 세포각을 소화

관 내에서 분해, 소화할 수 없으

므로 세포각의 파괴가 쉬운 특정 

규조류가 먹이로서 가치가 높다. 

  각장 0.6~0.8 mm 이상으로 성장

하면 초기 치패는 점액 물질만으

로는 잘 성장할 수 없게 되지만, 

이 무렵부터 Cocconeis속 등의 부

착력이 강한 규조가 적합한 먹이

로 된다. 기질에 견고하게 부착하

는 규조류는 기질에 대한 부착력이 세포각의 강도보다 강하여 기질에서 

떼어낼 때 세포각이 파괴되기 쉬워 세포 내용물을 섭취할 수 있다. 실제

로 전복이 Cocconeis속 군락을 섭이한 후의 기질상에는 도시락 상자 모양

을 한 규조 세포각의 상층의 각과 중간의 몸체를 벗겨 먹을 수 있어 하층

의 각만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그림 27). 

  기질에 대한 부착력이나 세포각의 강도가 규조류의 먹이 가치를 결정하

는 큰 요인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것은 동일 주에서도 배양 조건이나 배

양 주(株)의 생리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26. 부착규조를 먹는 참전복 초기 

치패 (각장 약 0.6 ｍ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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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규조의 구조 (출처: 南雲·長田·出井, 2002)   

  전복조(Ulvella)는 유생에 대한 착저 변태 유인능이 높지만, 전복류의 치

패는 각장 3 mm를 초과할 때까지는 전복조를 기질에서 떼어내 섭이할 수 

없다. 또 전복조가 분비하는 점액 물질의 치패에 대한 이료 가치는 낮고, 

초기 이료로서는 적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전복이 섭이하기 쉽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합한 먹이로 생각되고 

있던, 부착력이 약하여 쉽게 기질에서 떼어낼 수 있는, 규조류(예를 들어 

Navicula속의 규조)의 대부분은 세포각이 깨지는 일 없이 통째로 삼키기 

쉬워 대부분이 소화되지 않은 채 소화관을 통과하여 배설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포각이 상당히 얇은 규조류, 예로는 바늘 모양의 

세포 형상을 가진 규조인 Cylindrotheca closterium (그림 28)과 일부 

Nitzschia속 등의 종(이후 침형 규조(針型珪藻))는 부착력이 약하여 각장 

0.8 mm 이하의 치패에 의해서도 섭이되기 쉽고, 세포각이 매우 약하기 때

문에 섭이될 때에 세포가 파괴되기 쉬워, 높은 소화 효율을 나타내고 치

패의 성장률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변태 직후부터 초기 치패가 규조의 세포 내용물을 이용할 수 

있어 치패들의 성장 단계와 상관없이 적합한 이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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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규조는 부착 규조이면서도 부유 규조처럼 에어레이션으로 교반함으로

써 고밀도 규조 현탁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그림 29) 대량 배양에도 

적합하다. 이 침형 규조를 변태 직후부터 계획적으로 급이함으로써 초기 

치패의 생존과 성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참전복 부유 

유생에 대한 착저와 변태 유기 효과는 매우 낮다. 

그림 28. Cylindrotheca closterium（針型珪藻）

  따라서 착저 변태 유인능과 알맞은 이료 환경을 갖춘 채묘판으로, 치패

에 대해 비교적 높은 착저·변태 유인 능력을 가진 전복조(Ulvella)를 배

양한 판에 참전복 치패를 포복시키고, 거기에 침형 규조(C. closterium)을 

이료로 부착시킨 채묘판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30).

  즉 침형 규조의 약점인 낮은 착저·변태 유인 효과를 Ulvella의 착저·

변태 유인능으로 보완하고, Ulvella의 낮은 이료 가치를 침형 규조로 보완

하는 수법이다. 포복 점액을 붙인 전복조는 안정적으로 높은 유생의 착저 

변태 유발률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침형 규조를 전복조 점액판 위에 첨가

해도 유생의 착저 변태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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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배양 중인 침형 규조(松本, 2014) 

 

그림 30. Ulvella와 침형 규조(松本, 2014) 

  참전복의 종자 생산에 통상 이용되고 있는 족적판 제작에는 8~9개월이 

필요하지만 전복조가 우점한 판 자체는 약 1개월로 제작이 가능하며, 이 

판 위를 약 4일간 치패를 포복시키는 것만으로도 90% 가까운 착저 변태

율을 얻을 수 있다. 또 500 L 판라이트(polycarbonate) 수조 등에서 대량 

배양한 침형 규조의 현탁액에 채묘판을 몇 일간 침지하는 것으로 규조를 

판에 부착시킬 수 있어서, 전복조 점액+침형 규조판은 종래의 족적판보다

도 단기간에 제작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3) 전복 식성 전환기 Ⅲ (3-5∼10 mm 이후) 

  참전복이 규조를 주된 먹이로 하는 것은 각장 5~10 mm 정도까지로 그 

이후는 해조의 유체 등이 먹이로 된다(세 번째 식성 전환). 초기 치패에 

있어서 먹이 가치가 높고 전복 초기 치패가 생식하는 무절산호조 지역 등

에서 우점하기 쉬운 Cocconeis 속 등의 규조류는 한 층의 군체(colony)밖

에 만들지 않고 세포 용적도 작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의 부착량이 적어 

성장에 따라서는 먹이 섭취 효율이 나쁜 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형 해조에 포함되어 있는 다당류에 대한 참전복 치패의 소화효소※ 

활성은 각장 2 mm 전후에 급증하여 갈조류를 비롯한 해조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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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의 식성 변화에 앞서 해조를 이용하기 위해 필

요한 소화기관의 기능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연 해저로부터 채집된 각장 5 mm의 참전복 치패의 소화관 내에서도 

규조에 섞여 녹조나 홍조 등의 해조가 있었다. 

그림 31. 참전복의 성장에 따른 식성 전환과 먹이원 

2. 부착성 규조류의 배양

  전복은 유생 시기에는 난황을 주 영양원으로 하고 먹이를 먹지 않으나 

부착 후에는 부착성 규조류를 먹으므로 채묘 예정일을 계산하여 채란 1~2

주 전부터 채묘판을 해수에 넣어서 부착 규조를 배양하여야 한다. 즉 양

질의 규조류가 적정 밀도로 부착되어야만 높은 채묘율을 기대할 수 있고 

채묘 후 치패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배양장에 사용하는 해수는 지역에 따라 수온, 염분, 조류, 영양염 등에 

의하여 수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번식 속도도 각각 다르다. 영양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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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연안의 만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7일 전후에서 적당하게 부착하고 

외양수를 많이 받는 장소에서는 10일 전후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전복 배

양장이 위치하는 장소에서는 사전에 부착 규조류의 부착 상태를 시기별로 

시험 조사하여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 채묘판 

  저서 초기 부착 치패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먹이가 되는 부착성 

규조류가 잘 번식할 수 있는 채묘판이 필요하며, 규조류가 잘 번식하기 

위해서는 빛 투과도가 좋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

는 투명 합성수지나 반투명한 판이 채묘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판되

고 있는 부착 치패용 채묘판의 재질은 경질 PVC (Polyvinyl chloride)와 

PC (Polycarbonate), PE (Polyethylene) 등이 주를 이룬다.

  부착 치패의 채묘판은 평판과 파판(波板)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평

판의 경우 파판에 비해 빛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규조류가 잘 번식될 수 

있으나, 골이 없어 전복 치패의 부착률이 낮고, 규조류와 함께 전복의 일

시 탈락률이 높다. 반면 파판의 경우 골이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규조

류 및 전복 치패 생산량이 많고 치패 부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

격이 비싸다. 

그림 32. 전복의 채묘판의 형태(평판과 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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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묘판 원판의 두께는 0.2∼0.5 ㎜ 판을 쓰고 있으나 사용 도중 파손이

나 취급 측면을 고려하여 0.4∼0.5 ㎜의 것을 많이 쓴다. 채묘판의 크기는 

채묘조에 수하시켰을 경우 광선이 미치는 깊이를 고려하여 30×40 ㎝의 

직사각형으로 재단한 다음 열을 가하여 파상의 파판을 만들거나, 또는 평

판을 만들어 찬물에서 모양이 유지되도록 식히며, 제작된 채묘판은 사용 

전에 7∼10일 정도 담수에 담구어 두었다가 사용한다. 

  채묘 시에는 채묘판의 일정 간격 유지 및 채묘판 관리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비닐코팅 철사나 PVC 등으로 만든 채묘판 홀더(holder)를 구입

하여 채묘판 10∼15장 정도씩 1set 조립시켜 사용하면 된다.

  그다음 일정 크기의 수조 속에 채묘판을 넣어 해수 공급과 함께 알맞은 

수온과 광선(조도), 영양염 등을 공급해 파판 표면에 부착 규조를 주체로 

하는 조류(藻類)를 증식시킨다(1차 부착 규조류). 또한 어느 정도 성장된 

치패를 넣어 치패가 계속적으로 부착 규조류를 섭이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 파판상의 조류를 보다 소형의 평면적인 군집으로 변화시킨 판을 부유

유생의 착저 기질로 사용하기도 한다(2차 부착규조류).  

  수개월 전부터 배양을 시작한 채묘판은 치패에 필요한 2차 규조가 탈락

한 후에 자라나는 종류 등으로 즉시 배양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묘에 사용

하는 2주 정도 전에 쓸데없는 대형 규조나 산호조 등을 깎아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 둔다. 

 나. 전복 종자 생산을 위한 부착성 규조류

  전복의 유생은 부유 생활을 마치면 저서 생활로 들어가 이때부터 먹이

를 먹기 시작한다. 먹이는 부착성 규조류를 대부분 먹게 되지만, 일반적

으로 치패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조류는 Cocconeis sp., Navicula sp., 

Nitzschia sp., Melosira sp., Licmophora sp., Amphora sp. 등이다. 

  종자 생산에 있어 부착성 규조류의 발생량과 치패 사육량은 비례하므로 

얼마나 질이 좋은 부착 규조류를 발생시키고, 많은 양을 발생시키느냐에 

따라 종자 생산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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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vella lens: 전복조(藻), 녹조 Cocconeis sp.: 세포 길이 30~100 ㎛

Navicula sp.: 규조류 중 가장 많은 종 Nitzschia sp.: 90~200 ㎛, 단독 및 군체

그림 33. 부착성 규조류의 형태  (출처: 이 등, 2016) 

  Cocconeis류의 세포는 길이 30~100 ㎛, 폭 20~70 ㎛ 크기의 종류로 해

산으로서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단독 생육을 하며 운동성이 있다. 

  부착판에서 규조의 종류가 참전복 유생의 착저 및 변태 후 성장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참전복의 유생은 Cocconeis구에서 가장 많이 착

저되었고, 그 뒤를 이어 Navicula구, 대조구, Nitzschia구 순이었다. 

Cocconeis 구의 착저 개체 수는 대조구에 비해 약 10배의 개체 수가 관찰

되었다. 또 변태 후의 성장에 대해서도 Cocconeis구가 가장 양호했다.

  Navicula류는 호소, 기수 및 해양에 주로 분포하며 규조류 중 가장 많은 

종류로서, 약 1,0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대부분 부유성의 종류는 비교적 

소형이다. 일반적으로 단독 생활을 하며, 부유성은 대부분 군체를 이루어 

단일종이 대량으로 출현하는 예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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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tzschia류는 유체가 길게 연장된 침형이 많고 그 횡단면은 사각 모양

이다. 세포의 크기는 90~200 ㎛ 정도이고 생활 형식은 단독형 또는 군체 

형성을 하며, 순수한 부유성 플랑크톤으로 출현하는 종류는 적다. 

  Melosira류의 세포는 원통형 또는 구형으로서. 이 종들은 다형성

(pleomorphism)으로 형태 변화가 매우 많다. 특히 M. italica, M. distans 등

은 형태 변화가 심한 편이다. 연안 종으로 바다에도 있으나 호소 플랑크

톤의 종류와 수량이 특히 많아서 담수 플랑크톤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다. 부착 규조의 출현 및 먹이 효율 

  부착성 규조류는 종류에 따라서 먹이 효율이 다르나 대부분 자연 상태

에서 배양이 되기 때문에 먹이 효율이 좋은 종류를 단독으로 배양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배양 초기에는 1차 규조로 불리는 Nitzschia와 Navicula 등

이 대부분 출현하여 우점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외에도 

Cocconeis, Lichmophora, Amphora 등이 혼생하여 출현한다.

  그러나 배양 후 치패의 섭이 활동이 계속된 후에는 Cocconeis 등의 2차 

부착 규조가 많은 출현율을 보여 우점종으로 나타난다. 부착 규조류에 대

한 먹이 효율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 실험에 의하

면 Nitzschia의 일간 성장량은 221 ㎛로 가장 성장이 좋고, 그다음이 

Navicula가 200 ㎛ 전후로 먹이 가치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종류 최초(mm) 완료(mm)
성장량

(mm)

일간 

성장량(㎛)

Platymonas sp. 9.61 10.29 0.68 23

Navicula sp. 9.93 15.99 6.06 202

Nitzschia pseuelohybrida 9.47 16.09 6.62 221

N. divergens 9.70 16.09 6.39 213

표 8. 부착 규조류의 종류별 참전복 치패의 성장 (출처: 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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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착 규조류의 관리 

  부착 후 3일까지는 입의 크기가 30 ㎛ 이하로서 코코네이스(Cocconeis 

sp.)와 니치시아(Nitzschia sp.)등을 먹을 수 있다. 이 부착 규조류도 파판

에 엷은 담황색으로 적당히 부착시키지 않고 너무 진한 갈색으로 부착시

키면 규조류가 막을 이루면서 떨어지므로 유생도 같이 떨어져서 죽게 된

다. 그러므로 태양 광선 조절로서 규조류의 번식 정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서 계속 번식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채묘 후 30∼40일 정도 경과하면 부착 규조류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되

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치패의 생존율 하락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경

우에 따라서는 부착 규조류의 탈락 및 감소로 종자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

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3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육 수

조에 공급되는 물이 정체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물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 

둘째는 너무 밝은 조도에서 갑자기 규조 배양을 했을 경우 일시에 많은 

양이 탈락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묘 파판에 요각류인 티그리오

푸스(tigriopus)가 대량으로 증식해 포식 내지는 탈락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먹이 부족과 함께 성장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간 계속 방치할 경우 생존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

하기 쉽다. 

  이에 따른 대책은 항상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낮은 조도에

서 장기간 배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파판의 전도(轉倒, 뒤집기) 작

업이나 규조 파판 끼우기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요각류 등의 발생에 의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조 청소 등에 신경써야 한다. 

  초기 치패의 먹이로서 부적합한 조류인 Prasinocladus marinus (녹조식

물 담록조강)의 증식 방지에는 차광을 하고, 대형 규조류인 Grammatophora 

sp.의 구제에는 배양 파판을 담수에 침지하면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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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판에 박리를 전후한 시기에는 원생동물인 섬모충류(Ciliata), 선충류

(Nematoda), 포복성의 요각류(copepoda; Tigriopus sp, Tisbe sp.)등의 발생

이 관찰된다. 이들은 치패와 먹이 경쟁이 되고 섬모충류나 선충류는 치패

의 폐사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규조류의 군집을 좋게 하

기 위해서는 배양 파판을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빨리 배양된 부착 규조류

를 탈락시켜 증식기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부착 규조류 배양 

  1) 자연 상태에서의 배양

  배양을 위해서는 수온, 광선 및 에어레이션 등이 필요하다. 규조류 배양

에 필요한 수온은 보통 16∼21℃ 범위로 참전복의 채란 시기와 비슷하므

로 별다른 조절 없이 자연 상태에서 배양을 하면 된다. 

  광선은 부착 규조가 자라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광선의 강약에 따라 

부착 규조류의 배양 속도나 종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광선 조절을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착 규조류를 배양하기에 알맞은 광선은 대략 

25,000 Lux 이하이지만 수시로 관찰하면서 투명 채묘판에 옅은 갈색으로 

골고루 부착될 수 있도록 광선 조절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종자 생산 현장에서는 50∼70%의 차광막 2겹을 이용해 흐린 날과 

맑은 날에 따라 차광막을 걷어 주기도 하고 열어 주기도 한다. 여기서 광

선 밝기를 조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광선 밝기가 너무 강한 경우에는 

규조류가 빨리 번식하고 대형 규조류 등의 웃자람, 그리고 증식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채묘 후에도 일시에 대량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수온기에 광선이 너무 강하면, 질산염 등 영양염류가 부

족하여 체내에 지방을 많이 축적하게 되어 치패 생존율이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배양 후기에 25,00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면서 부착 규조류가 부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부착 규조 인공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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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참전복의 종자 생산을 위하여 3∼4월에 조기 채란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 종을 빠르게 증식시키기 위해 인공 배양한 규조류를 치패 수조

에 접종하여 배양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부착성 규조류 종의 조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초

기 먹이로 알려져 있지 않는 규조류가 번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

조량, 해수 염양염 등의 부족으로 부착 규조류 발생이 저조한 경우에는 

미리 배양해둔 부착 규조류를 믹서 등으로 잘게 갈아서 배양 중인 수조에 

골고루 뿌려주는 방법이 좋은 효과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크기가 15∼20 ㎛ 이하인 Navicula sp., Amphora sp. 등의 먹이 

효율이 좋은 규조류를 분리해 3,000∼5,000 Lux의 실내 조명 아래서 유리 

용기에 영양 배지 등으로 미리 배양시켜 두었다가 초기 배양 시나 먹이가 

부족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규조류 배양에 필요한 수온은 보통 16~21℃이지만 참전복 종자 생산의 

산업화로 채묘 시기가 앞당겨져 10℃ 내외의 수온에서 규조류 배양이 이

루어지고 있어 빠른 배양을 위해 질산칼륨이나 인산염 비료 등의 화학비

료나 영양염을 공급하는 수도 있다. 

  영양염류가 부족할 때는 해수 1톤당 질산카리(potassium nitrate, KNO3) 

100 g, 2인산나트륨(Na2HPO4) 10 g,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 5 g, 비타민 

B1 0.2 g을 녹여 시비한다. 그리고 배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20∼25 

L/mim의 적당한 주수량과 강한 에어레이션을 필요로 하며, 여기에 사용되

는 배양수는 여과 해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조건에

서는 산란 유발을 기준으로 약 10∼15일 전에 규조류 배양을 시작하면 채

묘하기에 알맞은 상태가 된다.

  5~6월에 부족한 부착 규조류를 최대한 배양하기 위해서는 영양염류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제주도와 동해안의 경우와 같이 외

해성 해수에서는 DIN(총 질소), DIP(총 인)이 부족한 사례가 있으므로 부

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채묘 후 간접 공급 방식(저장 탱크나 

인수로에서 공급)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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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농도는 농업용 비료인 요소를 사육수 1 ㎥당 50 g (50 ppm) 정도로 

하고 저장 탱크나 인수로에 넣을 수 없는 경우는 사육 수조에 작은 비닐

봉지를 이용하여 10 ㎥ 당 500 g을 주수구에 걸고, 하단부에 작은 구멍을 

내어서 서서히 녹아 들어가게 한다. 이러한 방법은 5월 하순부터 6월 하

순까지 장마가 오기 전에 하면 효율적이고, 장마철 이후에는 육지로부터 

영양염류가 다량 공급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림 34. 치패 사육 수조에 인공 접종을 위한 부착성   

    규조류의 고밀도 대량배양 (출처: 이 등, 2016) 

 

  3) 부착 규조류의 현장 배양 기술

  전복 종자 배양 현장의 부착 규조류 배양에서 수온, 광선 및 공기 공급 

등이 중요한 조건들이다. 부착 규조류의 증식 속도는 부착 규조류의 종

류, 영양염 농도, 수온에 따라 달라지지만, 남해안의 일반적 주기는 30일 

내외이며, 부착 규조류의 군집은 정상기에 이른 후 탈락되는데 밑에 있는 

세포는 빛이 약하기 때문에 폐사하고 그 위의 개체도 점차 기질로부터 탈

락된다. 따라서 부착 규조류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판 혹은 

평판을 주기적으로 뒤집어 주는 전도(轉倒)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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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부착 규조류를 배양하고 관리하는 실용기술은 아래와 같다.

   가) 수온

  종자 생산에 이용되는 부착 규조류는 5~35℃에서 서식이 가능하며, 규

조류 배양에 필요한 수온은 보통 16~21℃ 범위로 참전복의 채란 시기와 

비슷하므로 자연 상태에서 배양을 하면 된다. 부착 규조류는 배양 가능한 

수온 범위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배양속도는 빨라진다.

   나) 광 조절

  광선은 부착 규조류가 자라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광선의 강약에 따

라 부착 규조류의 배양 속도나 종류, 크기가 달라진다. 광원은 주로 자연

광에 의존하고 광량은 차광막을 이용하여 조절한다. 3~4월 초기 부착 규

조류를 배양하기에 알맞은 광선은 오전 10시경 3,000 Lux에서 오후 1시경 

6,000 Lux 정도이지만 수시로 날씨를 관찰하면서 광량 조절을 해줘야 한

다. 10,000 Lux 이상에서는 직립형이나 녹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도의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종자 생산 현장에서는 50~70%의 차광막 3겹을 이용해 흐린 

날과 맑은 날에 따라 걷어 주기도 하고 열어 주기도 한다. 여기서 광선 

밝기를 조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광선 밝기가 너무 강한 경우에는 초

기 종자 생산에 부적합한 부착 규조류가 빨리 번식하고 대형 규조류 등의 

웃자람이 발생하며, 생활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채묘 이후에도 일시에 

대량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수온 시기는 질산염 등 영양염류가 부족한 시기로 광선이 너무 강하

면 체내에 지방을 많이 축적하게 되어 치패 생존율이나 성장에도 큰 영향

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초기 부착 규조류 배양 시에는 가능하면 

10,000 Lux 이하로 조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대로 배양 초

기에 광선을 너무 어둡게 해주면 부착 상태가 나빠 채묘율이 낮아지기 때

문에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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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도 조절 방법은 종묘 배양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차광막을 사용하며 

차광률 50%, 75%, 90%, 95%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조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초기 배양 시 50% 차광막 3겹을 사용

하면 약 3,000~5,000 Lux 정도가 나오며, 75% 두겹을 사용하면 비슷한 조

도가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조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하우스의 경우 PC, PE, 비닐 등이 오래되면 

백탁이 일어나 조도는 유지가 되는데 필요한 가시광선(적색광 700 nm 내

외)이 차단되므로 비닐의 경우 매년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

   다) 유수 및 통기

  초기 부착 규조류 배양 시 유수(물 교환) 방법은 각 지역마다 해수의 

영양염류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을 결정하기가 어려우나 너무 많은 

유수를 할 필요가 없으며, 남해안의 종자 생산 수조(사각 콘크리트 수조 

10 ㎡)의 경우 1일 0.5~1회전이 적절하다. 유수량을 많이 하면 유속이 빨

라지고, 너무 빠른 유속은 부착 규조류 배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포기는 해수의 교반을 위해서 비교적 강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공기 방

울이 광선을 차단하여 평판 혹은 파판의 하단부에 부착 규조류 발생이 느

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기 밸브를 50~60%로 조절하여 배수로 쪽까

지 고르게 통기가 될 수 있는 정도면 적정하다.

   라) 여과 방법

  여과 방법은 현장의 해수에 따라서 다르나 초기 부착 규조류를 배양할 

때에는 반드시 여과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부착 규조류가 착생하

기 전에 부니가 평판(파판)에 붙으면 부착 규조류 및 전복 부착기 유생의 

부착에 장애 요인이 된다. 둘째, 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초기 치패

가 잘 먹지 못하는 녹조류 및 대형 조류가 발생하여 초기 치패의 대량 폐

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셋째, 파판에 요각류(tigriopus 등) 및 달팽이류

가 대량으로 증식해 부착 규조류를 대량 섭식하여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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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과 방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만 흔히 사용하는 고압 모래 여과기 

및 모래 여과는 50 ㎛ 내외로 걸러진다. 여기서 통과되는 50 ㎛ 이하의 생

물로는 녹조류, 대형 조류, 요각류 알, 패류 유생(40~50 ㎛)이 있으며, 이들

이 여과가 되지 않아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초기 부착 규조

류 배양 시 최소 한달 정도는 10 ㎛ 필터로 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초기 배양 시점이 4~5월로 패류 및 요각류의 산란 시기와 일치하

므로 여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과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카트리

지 필터를 사용하였으나 종자 생산이 대량화됨에 따라 사용하기에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백필터(bag filter, 코팅된 부직포, 5~10 ㎛)를 종묘배양장

의 실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부유 유생의 착저 저해나 부적합한 착저 후 생육 환경, 먹이 부족 등은 

각 성장 단계에 있어서 생존율의 저하를 초래한다. 착저의 주된 저해 요

인은 착저 기질의 파판 상에 부적합한 규조 종이 우점하는 것이므로 착저

를 저해하지 않는 착저의 유인 작용을 갖는 초기 이료량의 조절이 중요하

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평면적인 군락을 형성하는 소형 규

조 종인 Navicula속, 침형 규조(Nitzschia속, Cylindrotheca속), Cocconeis속

이 우점종이 되는 파판의 작성이 필요하다.

파판 부착 규조의 속명 크기, 부착 형태(growth form）

Navicula spp. 소형, 평면적（일부 입체）

Nitzschia spp. 소형, 평면적（일부 입체）

Cylindrotheca spp. 소형, 평면적

Cocconeis spp. 소형, 평면적

Amphora sp. 소형, 평면적

Bacillaria sp. 대형, 입체적

Synedra spp. 대형, 입체적

Acnanthes sp. 대형, 입체적

Licmophora sp. 대형, 입체적

Melosira spp. 대형, 입체적

표 9. 참전복 파판상에 출현한 부착 규조 (출처: 櫻井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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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필터 시험구(공경 3 ㎛, 5 ㎛, 10 ㎛), 필터 없는 대상구를 설정하

여 시험한 결과, 3개의 필터 시험구 모두 필터 사용 시에는 대형 규조 종

의 생육을 막을 수 있었다. 필터 제거 후에는 대형 규조가 파판 위에 출

현하기 때문에 여과 필터의 탈부착을 통해 소형 규조 종, 대형 규조 종의 

피도의 조정이 가능해져 참전복 치패의 각 성장 단계에 적합한 규조 종의 

배양이 가능하다.

   마) 수조, 쉘터 방향 및 수심

  부착 규조류 배양 시 수조의 방향에 따라 규조류 배양량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조의 위치가 남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에 광선이 차단되어 배양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측면의 차광막을 올려서 측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절할 필요

가 있다. 전복 종자 배양장 설립 시 수조의 방향을 가능하면 동서로 배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조의 위치에 따라 파판의 방향도 동서 방향으로 

놓아 파판과 파판 사이에 광선이 고르게 투사되도록 한다. 

  그리고 파판과 수표면과의 수심도 매우 중요하다. 광선이 수표면을 지

나면서부터 광선의 일부가 차단되고 수심이 깊은 경우 필요한 광선이 파

판에 도달하지 못하여 부착 규조류의 배양이 잘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파판과 수표면의 수심은 가까울수록 좋으나 노출이 우려되므로 

5~10 ㎝가 적절하다. 특히 수조의 형태상 주수구와 배수구 쪽에 수심이 달

라 규조의 배양이 고르지 않을 경우 수평을 유지하여 고르게 배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전도 작업

  초기 부착 규조류 배양 시 채묘판의 상부 1/3 정도에 부착 규조류가 배

양되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면 한 달쯤 지나서 부착 규조류가 부족하기 시

작하여 치패의 대량 폐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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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묘판 전체를 활용하여 부착 규조류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뒤집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도(轉倒)하는 방법은 채묘 완료 후 15일 경과 시 채묘틀을 180° 뒤

집어 주고, 다시 15일 후 90° 전도한 뒤 마지막에 180° 돌려주는 방법

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전도 작업은 부착 규조류의 웃자람을 막아주

고, 채묘판 전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효율적 방법이다.

   사) 영양염류

  일반적으로 해수에 무기 영양염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부착 규조

의 배양이 잘되는 지역에서는 영양염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

주도와 동해안과 같이 외해성 해수에는 영양염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해 줘야 한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는 질소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이는 

부착 규조류의 분열 및 성장을 좌우하므로 필요 시 영양염류(비료)를 공

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양염류로 사용되는 배지는 고가이므로 이를 대체하여 농업용 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공급 방식은 전복 채묘 전까지는 직접 살포 방식이 가능

하고, 채묘 후에는 간접 공급 방식(저장 탱크나 인수로에서 공급)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급 농도는 농업용 비료인 요소를 사육수 10 ㎥ 

당 500 g (50 ppm) 정도를 공급하는데, 하루 중 오전에 포대 하단부에 작

은 구멍을 내어서 서서히 녹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시

에 공급하면 요소로 인해 치패가 일시적으로 마취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인 경우 육지로부터 영양염류가 

다량 공급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3. 치패 사육

 가. 초기 치패 사육

  일반적으로 초기 치패는 채묘 이후부터 해조류를 공급하여 사육하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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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의 치패를 말하며 각장 크기는 대략 0.5~5 ㎜로 부착 규조류를 주요 

먹이원으로 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초기 치패 사육에는 부착 규조류의 관

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는 여름철의 고수온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초기 치패의 폐사가 

비교적 많으며, 또한 장마나 홍수 등의 영향에 의한 저염분 해수 유입으

로 초기 치패뿐만 아니라 중간육성중인 치패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1∼2㎜의 치패는 공기중의 노출

에 약하여 2∼3분의 노출에도 폐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의 사육 환경은 강한 햇빛과 높은 사육 수온에서 치패가 성장하

기 때문에 이들 두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치패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

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부착성 규조류의 발생이 부족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차광막을 이용하여 최대한 어둡게 해주고 주수량을 증가시켜 치패의 

폐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1) 저서 초기 치패의 사육

  채묘판에 부착이 확인되면 채묘조로부터 사육조로 분산시켜 사육한다. 

이때부터 치패는 채묘판에 번식하거나 사육조 벽면에 착생한 소형의 부착 

규조를 먹고 자라게 된다. 만일 먹이가 너무 대형으로서 부적합하든지 모

자라는 경우에는 성장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폐사

체가 생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육 중의 폐사율은 저서 초기의 주구각이 생길 무렵과 제1

호수공이 생기기 직전 (각장 2 ㎜ 정도)의 2회에 걸쳐서 높고 2∼3 ㎜ 이

상으로 성장한 다음에는 폐사율이 낮다.

   가) 사육 수온

  참전복의 치패는 10℃ 이하에서는 거의 성장하지 않고 치패의 생리적 

허용 온도의 상한은 22.5℃ 부근이다. 따라서 수온이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자 생산을 착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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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광 조절

  광 조절은 오전 10시경 3,000 Lux에서 오후 1시경 6,000 Lux 정도이고, 

최대 10,000 Lux 이하로 조도를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초여름의 사

육 환경은 치패가 성장하기에는 강한 광선과 사육 수온이 높아 이들 두 

요인의 상승효과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부착

규조류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광망 등을 이용하여 어

둡게(3,000~6,000 Lux) 해주고 물 공급량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치패의 스

트레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다) 공기 공급

  공기 공급은 해수의 교반을 위해서 비교적 강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공

기 방울이 광선을 차단하여 평판 혹은 파판의 하단부에 부착 규조류 발생

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기 밸브를 50~60%로 조절하여 배수로 

쪽까지 고르게 통기가 될 수 있는 정도면 적정하다. 

   라) 유수 방법

  유수 방법은 초기 치패 사육 시 지역마다 해수의 영양염류 조성이 다르

므로 그 양을 결정하기가 어려우나 너무 많은 유수를 할 필요가 없으며, 

남해안의 종자 생산 수조(사각 콘크리트 수조 10 ㎡)의 경우 1일 0.5~1회

전이 적절하다. 유수량을 많이 하면 유속이 빨라지고, 너무 빠른 유속은 

부착 규조류의 배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착 규조류의 해수 영양염류 흡수는 유수량에 비례하지 않으며, 필요

시 영양염류(비료)를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 여과 방법

  여과 방법은 현장의 해수에 따라서 다르나 초기 치패 사육 시 여과를 

해야 한다. 첫 번째 이유는 부니가 평판(파판)에 붙으면 부착 규조류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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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초기 치패가 부니를 기피하여 이동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 두 번째

는 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초기 치패가 잘 먹지 못하는 녹조류 및 

대형 조류가 유입되어 종의 천이가 바뀌어 부적절한 먹이가 대량 발생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이 시기가 패류(고둥, 담치 류)의 산란기로 알 및 

유생이 유입되어 먹이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기간

에 요각류가 유입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어도 6월 중순까지 여과하는 것

이 유용하다. 여과하는 방법은 종자 생산이 대량화됨에 따라 백 필터(부

직포, 10~20 ㎛)를 사용하여 각 종자 배양장의 실정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 유용하다.

  요각류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사업체에서는 수시로 발생 여부를 관찰하

여 채묘 후 5일 이후 부터는 청소를 통해 파판을 씻어주는 방법으로도 많

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바) 먹이

  저서기에 이행한 초기 치패의 먹이로서 현재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는 

종류는 규조 중에 코코네이스류(Cocconeis sp.), 나비큐라(Navicula sp.), 니

치시아류(Nitzschia sp.) 등과 대황, 감태, 미역, 미역쇠 등의 포자와 배우

체 등이 알려져 있다.

  부착 초기 치패는 부착 후 3일경까지는 입(口徑)이 30 ㎛ 이하로 작기 

때문에 이때에는 나비큐라나 니치시아류 등은 먹지 못한다. 따라서 초기 

먹이로서 코코네이스와 같은 소형의 규조가 좋으나 이 종은 기질 위에 단

층으로 번식하므로 그 위에 다른 종이 정글(jungle)상으로 밀생하여 덮어 

버리기 때문에 부착초기 치패가 섭식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채묘판은 일단 대형 치패를 이용하여 윗부분을 덮고 있는 대형 

규조를 먹이고 난 다음, 밑바닥의 코코네이스를 우점종으로 만들어 이것

을 이용하여 치패를 채묘하는 것이 좋다.

  초기 치패 사육 시 주요 먹이원인 부착 규조류를 배양할 때에는 전도 

작업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부착 직후 초기 치패(각장 0.5 ㎜)가 부착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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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를 500~1,000개를 먹는다면, 각장 크기가 1 ㎜일 경우 먹이량이 2배가 

아니라 4배인 2,000~4,000개의 부착 규조류를 먹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개

체의 크기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먹이량을 요구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6월 중순 각장 3~4 ㎜ 정도가 되면 부착 규조류가 부족해진다. 

  따라서 채묘 15일 후 웃자란 부착 규조류를 청소하면서 전도 작업을 실

시하여 한달 후의 먹이 부족 현상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전도 방법은 

채묘 완료 후 15일 경과 시 채묘판을 180° 뒤집어 주고, 다시 15일 후 

90° 전도한 뒤 마지막에 180°를 돌려주며, 이러한 방법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전도 작업은 부착 규조류의 웃자람을 막아주고, 채묘판 전체를 활용하

게 되므로 장마철 및 고수온 시기에 대량 폐사를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적정량(변태 후 25개 이내)을 채묘하는 

것이 종자 생산의 승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치패량이 너무 많

다면 떨어주거나, 분조를 하여 적정량으로 조절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

다.

 나. 후기 치패 사육

  후기 치패는 각장 0.5 ㎝의 치패를 6월 중순부터 배합사료 공급을 개시

하여 11월 초 종자(각장 2.5 ㎝ 내외)를 수확하기까지의 치패이다. 

  그러나 배합사료만 의존하여 치패를 사육할 때에는 치패의 성장은 좋으

나 필수 아미노산 등의 영양 성분이 부족하여 건강한 종묘를 생산하기에

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부착 규조류 배양

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공급하여 건강한 종묘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사육 환경 관리

   가) 공기 공급 

  참전복 치패의 경우 5 mg/L 이하에서는 호흡이 곤란하고 먹이활동이 떨

어진다. 후기 치패 사육은 하절기에 주로 이뤄지므로 고수온 시기를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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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넘기는 것이 관건이다. 참전복의 성장 적수온은 20~24℃ 범위이므로 

수온이 25℃를 넘을 때 용존산소를 높여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공기 공급은 용존산소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는 가능하면 에어스톤 등

의 입자가 작은 공기 방울을 사용하여 용존산소가 잘 녹아 들어가게 설치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공기 밸브의 90~100%로 조절하여 강한 통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고수온 시기에 액화 산소나 벤츄리를 사용하여 용존산소

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나) 광 조절

  여름철 고수온 시기의 광 조절은 오전 10시경 6,000 Lux에서 오후 1시

경 10,000 Lux 정도이고, 최대 10,000 Lux 이하로 조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한 광선은 하절기 사육 수온의 증가에 따른 상승 작용으로 

치패는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도 후기 부착 규조

류의 발생이 부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광망 등을 이용하여 적정 조도

로 유지해주고 주수량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치패의 스트레스를 감소시

킬 필요가 있다.

   다) 유수 방법 

  유수 방법은 하절기 고수온 시기에 용존산소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가능

한 유수량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일 환수량을 10∼12회전으로 

조절하여 사육한다. 후기 치패 사육 시에는 여과보다는 유수량이 중요하

기 때문에 직수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 분산 및 선별 

  채묘 밀도가 너무 높은 경우와 치패가 각장 3-4 mm로 성장하게 되면 

수시로 사육판을 이동하면서 분산 작업을 하여 먹이 부족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조립식 사육판의 경우에는 사육 수조의 바닥에 쉘터를 설치하고 그 위



- 79 -

에 조립식 사육판을 올려 놓아 규조류와 배합사료 공급 사육을 동시에 하

는 것도 좋은 사육 방법이다.

   마) 기타 관리 

  후기 치패 사육 시 주요 먹이인 배합사료에 치중하다 보면 부착 규조류 

배양을 등한시하게 되어 소위 말하는 백판(부착 규조류가 탈락되어 없어

진 판)이 되는데 이때에도 조도는 최대 10,000 Lux를 넘지 않게 관리하여

야 하며, 상태에 따라 전도 작업을 하여 전면적으로 부착 규조류를 배양

하여 치패에 영양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시기에 치패의 양이 너무 많다

면 떨어주거나 분조를 하여 적정량으로 조절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배합사료 공급

참전복의 배합사료 내 단백질 요구량은 치패 시기에는 약 30% 전후로

서 많으나 성장하면서 단백질 분해효소(protease)가 적어져 단백질 요구량

이 감소한다.

가) 단백질 요구량

규조류의 조단백질 함량은 30∼36%(건중량)로 높다. 천연 성패의 주 먹

이인 다시마목 식물의 조단백질 함량은 8～20%로 낮다. 전복의 단백질 

소화 효소의 활성은 식성의 이행에 대응하여, 성장에 따라 갈수록 저하하

는 것으로 추측된다.

크기
적정 단백질 

요구량
사육 일수 주 단백질원 참고 문헌

182.7±7.8 mg 35.6% 100
카제인

&젤라틴
Mai et al.(1995)

31.6±1.4 mm 20-30% 50
카제인
&어분

Uki et al.(1986)

표 10. 참전복의 적정 단백질 요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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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복은 카제인을 단백질원으로, 덱스트린, 알긴산나트륨을 탄수화물원

으로, 5%의 지질, 4%의 미네랄 혼합물을 포함한 사료를 잘 섭이하고 성

장한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탄수화물원으로서 알긴산나트륨은 우수하고,

한편 셀룰로오스는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단백질원을 비교한 

결과, 카제인이 유효하다고 밝혀졌다.

한편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인공 이료는 갈조의 분말 및 알긴산 및 어분

을 포함하여 투이 후에 유실하기 어렵고, 먹기 쉽도록 판상으로 성형되고 

있다. 이 이료는 전복의 갈조 식성 및 투이했을 때의 성장 효율에 근거한 

것이지만 전복 자신의 실제의 소화 능력 혹은 소화 효소의 종류와 대응시

킨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성장 효율이 보다 뛰어난 이료를 개발하려면 

전복의 이료 소화 능력과 소화 효소의 성질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응시킨 

새로운 이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이료가 개발되면 전복의 

중간 육성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먹이 공급

  배합사료 공급 방법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나 6월 중순에 미립자사

료로 해조분을 공급한다. 이때 공급하는 방법은 평판이나 파판 아래에 쉘

터를 설치하여 수조 전면에 뿌려준다. 미립자사료(2~4 ㎛)의 경우 평판 10 

만 장당 1 ㎏ 정도를 공급하나 미립자의 특성상 부상하여 유실되는 경우

가 있으므로, 공기 공급을 중단하고 뿌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부

착 규조류 양이 충분하면 굳이 미립자사료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 

  이후 6월 하순쯤 치패 각장이 0.5 ㎝에 도달하면 먹이원이 부족하므로 

배합사료 공급을 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수조 10 ㎥(15,000장)

에 평판당 치패(각장 0.5 ㎝, 0.1~0.2 g)가 20마리 정도, 치패 수량을 약 

200,000마리로 계산하여 수조당 100 g 정도로 공급하나, 이 시기 치패의 

활동 반경이 매우 좁으므로 200 g 정도 고르게 뿌려서 초기 먹이 붙임을 

유도하여야 한다. 먹이붙임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통상 1호 사료(2~3 ㎜)를 

공급하는데 각 회사마다 조성 및 영양 성분이 다르므로 초기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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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는 고급 사료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것이 먹이붙임에 좋다. 

  사료 공급 시간은 오후 3~4시경에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급량은 

바닥을 수시로 점검하여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과다 공급은 사

료 손실 및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급량을 조절하여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사육 수조 청소는 2~3일마다 하는 것은 치패에 과다한 스트레스를 주므

로 4~6일에 1회 정도 청소를 하고, 1~2일은 절식시켜 치패의 장을 비우게 

하는 것이 사료의 절감은 물론 사료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 절식 기

간에 부착 규조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여름철 고수온 시기에는 사료의 부패에 의한 폐사

를 막기 위해서는 청소 간격을 2~3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3) 부착 규조류 공급

  전복 치패가 점차 성장하게 되면 부착 치패는 많은 양의 먹이를 먹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먹이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

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치패의 사육 수조의 밝기는 점차 더 밝게 해주든

지 자연광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옥외 사육조로 옮겨준다. 또한 지금까

지의 유수량보다 점차 많은 양을 유수시켜 각장 3 ㎜ 정도에서는 사육수 

총량은 8∼10배 정도로 환수하여 채묘판에 착생된 먹이의 번식량과 치패

의 먹이량과의 균형이 맞도록 한다. 

  부착 규조의 번식이 빠를 경우에는 차광 시설 등으로 규조의 번식 속도

를 늦추고 반대로 부착 규조의 번식 속도가 늦을 경우에는 광선을 밝게 

하여 관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규조류 배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소비

료 등으로 시비를 해주기도 한다.

  전복은 야행성이므로 밤에는 파판에 부착한 규조를 먹고 있다가 낮이 

되어 밝아지면 전부 바닥에 깔아둔 PVC 원통의 구멍을 통하여 들어가고 

낮에 태양 광선을 받아서 규조류가 번식하면 밤에는 다시 파판으로 기어 

올라와서 규조류를 먹고 자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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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규조 배양을 위한 화학비료의 시비(국립수산과학원, 2019) 

  후기 치패 사육은 치패가 4~5 mm 이상으로 성장하면 파판에 부착한 규

조류만으로는 충분한 먹이 공급 곤란하게 된다. 이때에는 부착기로부터 

치패를 박리하여 채롱에 수용한 후 갈파래, 쇠미역, 미역 등의 부드러운 

엽체를 공급하면서 각장 2∼3 ㎝까지 사육한다.

  4) 해조류 공급

각장 약 25 mm의 참전복에 있어서는 다시마류 및 미역, 대황을 먹이로 

했을 때 가장 잘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갈조류 외에는 홍조의 

방사무늬김(Porphyra yezoensis), 빈참지누아리(Grateloupia filicina), 녹조의 

파래속(Ulva spp.), 청각(Codium fragile)을 섭이했을 때 잘 성장한다.

치패의 위 내용물에 갈조 이외에 홍조가 포함된 보고도 있어 전복은 대

형 갈조류와 함께 일부의 홍조를 먹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

적으로 해조 종류에 따른 선택성은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의 순으로 알

려져 있는데 갈조류를 많이 섭취하는 이유는 갈조류 속에 함유된 알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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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영양분으로 이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복은 야행성으로 주야에 따라 섭식량이 달라 일몰 후 2~3시간과 일

출 후 2~3시간은 이동이 활발하고 왕성하게 먹이를 섭취한다. 또한 계절

에 따라 10~11월경에 체중이 줄고 5~6월경에 비만한다. 전복류의 해조류

의 사료전환율은 5% 전후이다. 먹이로 하는 해조량은 성장이 왕성한 

11~4월의 기간에 전복 1㎏의 증중(增重)에 대황 15.2㎏ 정도가 소요된다.

   가) 해조류의 공급 시기 및 효과

 저서 후기 치패는 부착성 규조만으로는 충분한 먹이 공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장 3∼5 ㎜이상으로 되면 갈파래, 미역쇠 등의 부드럽고 소형인 

해조류를 먹이게 된다. 

  참전복 치패(각장 약 14.5㎜)를 대상으로 수온 20℃에서 33일 동안 미

역, 갈파래, 대황의 부드러운 유엽을 준 것과 부착 규조를 먹였을 때의 사

육결과는 표 11과 같다.

해 조 
처음의 크기  각장 증가 

(㎛ /일) 
중량 증가 
(㎎/일)

섭식량(g)
일간 

섭식율(%) 
전환효율 

(%)각장(㎜) 중량(g)  

미 역 14.50 0.380 123.0 15.8 5,820 27.6 8.94

갈파래 14.55 0.395 110.0 15.2 3,525 16.6 14.18

대 황 14.40 0.396 98.7 10.6 2,640 14.2 13.25

부착규조 14.45 0.375 118.3 12.4 - - -

표 11. 참전복의 먹이에 따른 성장 (출처: 국립수산진흥원, 1986)

  즉 미역을 주었을 때의 성장이 가장 빨랐고 그다음 갈파래, 부착 규조 

대황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9월에 채묘한 참전복은 1년 동안 사육하면서 

다음해 1월까지는 부착 규조를 먹인 후 갈파래, 대황을 먹인 것과 계속하

여 부착 규조만을 먹인 것을 비교한 결과 부착 규조만을 계속 먹이는 것

보다 해조류로 바꾸어 주었을 때 성장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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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장 13 mm 체중 0.27 g되는 치패 1,930마리를 대상으로 150일간 구멍

갈파래, 미역, 대황 등을 혼합 투이하여 각장 30 ㎜까지 사육하면서 먹이

의 선택성과 섭식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월 별 

종 류
1 2 3 4 5 6 계 비율(%)

구멍
갈파래 

2.8 3.4 6.3 2.0 0.6 - 15.1 21

미역 4.7 8.65 9.4 13.65 13.2 2.4 52.0 72

대황 2.2 0.5 2.7 - - - 5.4 7

계 9.7 12.55 18.4 25.65 13.8 2.4 72.5 100

표 12. 참전복 치패의 먹이의 선택성과 섭식량 (출처: 국립수산진흥원, 1986)

 단위 :㎏ 

.

  3종류의 해조 중에서는 미역의 기호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구멍갈파

래, 대황의 순이었으며, 이때의 증육계수는 25.9로서 이 기간 중의 1개체

당 먹이량은 73 g이었다. 

  각장 13 ㎜의 치패 10만 마리를 각장 30 ㎜까지 육성시키는 데는 사육 

기간 중(150일간)의 폐사율을 10%로 볼 때 73 g×(100,000×생존율 90%)마

리=6,570 ㎏의 해조가 필요하게 된다.

   나) 수온과 섭식량

 참전복의 섭식량은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7℃ 이하에서는 거의 먹

이를 먹지 않고, 10℃에서는 미역을 주어 사육한 경우 하루에 체중의 

7.5%, 20.3℃에서는 17.6%를 먹게 된다. 그리고 평균 각장 2.5 cm되는 참

전복에 미역쇠를 주면서 탱크 내에서 분당 2.2 L의 유수량으로 수온 12.7

∼17.0℃인 조건에서 28일간 사육한 결과, 섭식량이 증가하면 체중, 육중

량이 각각 직선식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체중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에 

체중의 0.61%, 체중을 1 g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4.48 g을 필요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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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장에 따른 효소 활성의 변화

갈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 해조류 전반에 포함된 셀룰로오스, 녹

조와 홍조에 포함되는 녹말에서 활성의 크기는 해조류를 주식으로 하는 

전복류의 식성을 반영한다.

참전복에서는 각장 0.97 mm(착저 후 17일째)에서 알긴산 분해효소

(alginate lyase), 라미나린 분해효소(laminarinase) 및 셀룰라아제(cellulase)

가 검출되면서 각장 1.59 mm(착저 후 37일째) 이상이 되면 이들 효소 활

성이 현저하게 증대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유전자 해석의 결과, 둥근전복은 키모트립신(chymotrypsin, 단백질 

분해를 일으키는 소화 효소) 상태 효소가 각장 0.54 mm, 알긴산 분해 효

소(alginate lyase)가 각장 1.02 mm, α-아밀라아제가 각장 1.26 mm, 만나

나아제(mannanase, mannan 가수분해 효소) 및 셀룰라아제가 각장 1.55

mm 이상이면 발현되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전복은 성장에 따른 다양

한 소화 효소를 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화효소 활성이 높은 만나나아제의 기질 mannan은 홍조인 김이나 녹

조인 청각 속의 조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전복류 치패의 단백질 요

구량이 30% 정도로 높으므로 단백질 함량이 갈조류보다 높은 김이나 꼬

시래기, 청각 등을 먹이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가치가 있다. 

표 13. 해조류의 단백질 함유량(생체)

가식부 100g당

해조 단백질 양 해조 단백질 양

참김 3.3 참우뭇가사리 4.2

꼬시래기 1.8 청각 1.7

다시마 1.1 톳 1.9

모자반 1.8 납작파래 3.3

자료: 國立水産振興院(1995) 韓國水産物成分表. p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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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하와이의 Big Island Abalone Corporation (BIAC)은 코나 연안

(Kona Coast)에서 해양 심층수를 사육수로 참전복(Haliotis discus hannai)

을 양식하고 있는데 Pacific dulse (Palmaria mollis)라는 홍조류의 일종을 

먹이로 공급하여 상품 크기까지 양성하고 있다. 

 다. 치패의 박리 및 선별

  채묘판에 착생한 치패가 해조류를 먹을 수 있는 크기인 각장 5 ㎜ 내외

로 자라게 되면 부착 규조류의 증식량과 치패의 성장에 따른 섭식량이 불

균형을 이루어 채묘판에 번식하고 있는 부착성 규조만으로는 먹이를 해결

하기 어렵다. 또한, 이때부터 해조류를 먹여서 빨리 성장시켜야 하므로 

채묘판(사육판)에서 치패를 때어내어 비슷한 크기별로 선별하여 별도의 

은신처를 만든 수조나 일정 용기에 수용해서 기르는 것이 좋다.

  1) 치패의 박리

  치패의 박리에는 여러 종류의 마취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법이나 수온 

처리 등의 물리적인 방법이 있다. 

   가) 물리적 방법에 의한 박리

  물리적 방법으로 갑작스러운 고수온 자극(30℃)으로 채묘판에서 떨어지

게 하는 방법과 손으로 직접 떼어내는 도수박리법(徒手剝離法)이 있다. 도

수박리법의 경우 많은 인력과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박리 시 족부나 

패각 등에 많은 상처로 폐사율이 높으므로 박리 후 약욕이 필요하다. 또

한, 야간에 활동이 많은 전복의 습성을 이용한 야간 박리법 등이 있다. 

   나) 화학적 방법에 의한 박리

  종자 생산 현장 상황이나 효율성을 고려하여 화학적 방법을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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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염화칼슘(calcium chloride), 파라아미노 안식향산 에틸

(ethyl-p-aminobenzoate), 2-페녹시에탄올(2-phenoxyethanol), 알코올, 탄산

가스, 요소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2-페녹시에탄올올 사용하여 전복류에서의 적정 마취 농도를 구하였는

데, 90% 박리 시간이 10분 이내, 회복 시간이 30분 이내의 최저 농도를 

편의적으로 적정 마취 농도로 정하였을 때, 둥근전복 치패(평균각장 

23.4±1.1mm)는 200ppm, 말전복 치패(평균각장 22.5±1.4mm)는 350ppm이

었다.

  파라아미노 안식향산(benzoic acid) 에틸을 이용한 적정 마취 농도는 마

대오분자기 치패(평균 각장 22.9±0.9 mm)는 75 ppm, 둥근전복의 치패(평

균 각장 22.5±1.1 mm)에서는 50 ppm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파라아미노 안식향산 에틸에 의한 마취 방법은 간편하고, 박리

율과 회복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보급

되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성이 매우 높다. 

그림 36. 전복 치패의 박리 및 선별 작업 (출처: 육종연구센터)

  최근 연구 결과에서 구연산이나 포도산, 개미산 등의 유기산을 이용한 

박리가 독성이 없고 박리 효과가 뛰어나며, 회복도 빠른 것으로 밝혀졌

다. pH 2.6의 유기산(사과산, 구연산, 젖산 및 개미산)을 분무기를 사용하

여 쉘터에 붙은 참전복 치패(각장 2.6-3.7 ㎝)에 10초간 분사하여 박리율을 

조사한 결과, 67.6% 이상이 쉘터로부터 박리되었고, pH 2.3 이하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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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는 91.7% 이상이 박리되었다. 유기산의 노출 시간(10-30초)에 따른 

참전복의 영향은 pH 2.3의 유기산 (개미산 제외)에 10초간 침지된 참전복

은 5분 이내에 회복되었으나 30초간 침지된 경우 12분 이내에 회복되었

다. 더욱이 pH 2.1에서 30초간 침지된 경우, 회복하는데 최소 15분 45초 

이상이 소요되어 유기산의 pH가 낮아질수록 또는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

록 회복 시간이 늦어졌다. 

  현재 구연산(citric acid), 허브(herb), 니코틴아미드(nicotinamide) 등의 주

요 성분이 첨가된 전복 박리제도 시판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정에 따라 사

용하여야 한다.

  2) 치패의 선별

  치패가 성장함에 따라 개체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먹이가 부족할 수 있

기 때문에 치패들을 채묘판에서 박리하여 성장 속도에 따라 크기별로 선

별하여 사육하면 개체 수를 보존할 수 있고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선별 작업은 보통 고수온기에 접어들기 전과 후에 약 2-3회 실시하는데 

일정한 크기의 구멍이 뚫린 용기에 박리한 치패를 넣고 천천히 흔들어서 

용기에 남는 치패는 선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구멍을 통과하는 치패는 후

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사육한다.

  3) 선별 후의 육성 관리

  채묘판에서 떼어낸 치패는 중간 육성 시설이나 은신처(shelter), 보호망 

등이 설치된 양성 수조로 옮기고, 이 때부터 해조류(갈파래, 미역 등)의 

연한 유엽이나 시판되는 2-3호의 사료를 매일 공급하여 사육한다. 

  은신처의 규격은 치패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직경 10∼16 cm 

내외의 PVC 반원 파이프나 스카이라이트(skylight) 등을 사용한다. 

  전복의 치패가 낮에는 파이프의 안쪽 어두운 곳에 숨고, 밤에는 위로 

나와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파이프의 위쪽은 직경 3 cm 내외의 구멍을 

적당한 간격으로 뚫어서, 수조 내에 설치된 치패 사육용 그물 가두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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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한 겹으로 깔아준다. 이때 가두리 저면은 먹이의 찌꺼기나 치패의 

배설물 등이 쌓여 있는 탱크 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20 cm 내외의 간격

을 두고 수중에 매달리게 설치한다. 수조 청소도 주 3회 이상하여 해조나 

사료 찌꺼기들이 쌓여 부패하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4. 종자의 수송

 가. 육상 수송

  1) 종자의 공중 활력

  전복 종묘를 수송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중 활력인데 참전복의 생존

시간은 온도가 높을수록 짧고 낮을수록 길다. 평균 온도와 생존 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평균온도℃ 27.9℃ 20.7℃ 10.6℃ 5.8℃ -0.78℃

생존 시간 16시간 35시간 74시간  140시간 120시간

표 14. 참전복 종자의 공중 활력 (출처: 국립수산진흥원, 1979)

  공중 활력은 수송 방법, 노출 중의 기온, 습도, 노출 전의 억제 등과 관

계하는 동시에 종묘의 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평균 각장 2 ㎝의 소형 참전복은 습도 83∼89%, 기온 5.0∼16.0℃의 수

송함 중에서 70시간 방치하여도 사망 개체는 240개 중 4개체였다. 또한 

소요 시간 30.5시간으로서 99.7%, 78.7시간에 34.8% 120.7시간에 2.5%의 

생존율이었으나 사망 개체는 각장 2 ㎝ 이하의 소형 개체가 대부분이었다.

  2) 수송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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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치패의 수송은 활어차 등을 이용하는 어류와는 달리 공기 중에 노

출된 상태로 수송하는 게 일반적이다. 수송 용기로서의 구비 조건을 보면 

운반에 편리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내부에 수용된 종묘의 생존

이 가능하도록 보온성과 충분한 습도의 유지, 그리고 전복의 부착 면적이 

커야한다.

  일반적으로 수송 용기는 견고하고 보습력이 우수한 재질의 스티로폼

(styrofoam) 상자를 사용하면 좋다. 또 특별한 보온 수송 용기가 아니더라

도 수용한 전복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출발 전이나 

도착 직후에 수송 용기를 그대로 수중에 매달아 둘 수 있는 구조도 좋을 

것 같다. 

 나. 해상 수송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육상 수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무로 만든 수송 용기 내에 굴 껍질이나 돌, PVC판 등 고형물에 치패를 

착생시킨 후 직사광선을 피하여 그늘진 곳에 놓고, 영하의 추운 날씨가 

아닐 때는 물뿌리개 등으로 전복의 체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포화 습도 상

태를 유지시켜 수송하는 방법이다.

  봄, 가을철 기온이 10∼15℃일 경우, 60×40×20 cm의 나무상자 1개에  

1∼2 cm 치패를 5,000∼10,000마리 수용하면 15시간 정도의 수송이 가능

하다. 그러나 영하의 날씨나 20℃ 이상의 고온에서는 무리가 예상되므로 

육상 수송에서와 마찬가지로 10℃ 이하의 온도 조절과 포화 습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스티로폼 수송 상자의 사용이 바람직하며 영하의 날씨라면 동

해(冬害)를 막을 수 있는 보온 상자에 포화 습도만 유지시켜 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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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 육성

  중간 육성은 11월 초에 육상수조 양식장에서 후기 치패 사육을 한 각장 

3 cm 내외의 종자를 해상가두리에서 본 양성 시작 시기인 이듬해 4월까지 

각장 약 4 ~6 cm까지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사육 시설은 해상가두리 양식 1칸을 2분할(2.4×1.2 m)하여 사용하며, 먹

이는 규조류나 배합사료를 먹고 성장한 치패가 해조류에 먹이 순치가 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해조류를 가두리 내에 공급한다.

 가. 중간 육성의 필요성

  각장 3 cm 전후의 어린 전복을 해상가두리에 입식하여 사육할 경우, 환

경 변화에 의한 폐사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은 육상수조 양

식장에서 사육 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결 가능성이 높으므로 육상과 해상

가두리에서의 사육 조건이 충족된다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육상수조에서 어린 전복을 중간 육성한 후 해상가두리에 입식하여 사육

하는 것은 양성 기간을 단축(30개월→18개월)시키고, 생존율을 향상시켜 

양식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양성 기간 단축에 따른 어가 경영 효

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복 양식 과정을 종자 생산, 중간 

육성 및 가두리 양식으로 분업화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  

  나. 수용밀도

  종자의 입수 및 수송이 끝나면 먼저 비슷한 크기의 것끼리 선별을 해야 

하는데, 플라스틱이나 아연철사 망 등으로 만든 선별기에 수용하여 일정 

크기의 개체만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양식 참전복의 수용밀도는 치패의 크기와 사육 환경 여건 등에 따라 다

르나 보통 m2당 2∼3 ㎏를 기준으로 한다. 전복은 각장이 2배로 성장하면 

체중은 8배로 증가하여 호흡에 따른 산소의 소비량도 약 5배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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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한 사육밀도에서는 성장이 저하하거나 개체 간의 성장 차이가 커지

므로 성장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분산 처리를 하여 수용밀도를 낮추어 준

다. 일반적으로 사육 전복의 중량이 2배로 증가될 때 전복이 부착해 있는 

가두리 내의 쉘터의 수를 보충시켜 가두리 내의 서식 공간을 넓혀준다.

 치패의 초기 사육 과정에서의 사육밀도에 대하여 일본 야마구치현(山口
県)의 실례를 보면 각장 7 ㎜ 치패는 4,000마리/㎡, 각장 10 ㎜ 치패는 

3,000마리/㎡, 각장 20 ㎜ 치패는 2,500마리/㎡를 기준으로 사육하고 있다.

 다. 먹이

  1) 먹이의 확보

  대규모로 양식을 할 경우 양질의 먹이를 1년 내내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연중 계속적인 먹이 공급을 위해서는 양

식어장 주변에 서식하는 해조의 종류와 계절별 생산량의 자료 수집과 해

조류의 비생산 시기에 있어 대체 먹이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해조류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서는 전복 양식장 주위에 미역이나 다시마 

등의 양식시설을 겸비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미역이나 다시마의 비생

산 시기인 여름철의 대체 먹이로서 마른 미역이나 염장 미역, 배합사료를 

사용한다.

  2) 먹이의 공급 횟수 및 투이량

  전복 치패의 섭식량은 수온이 높을수록, 또 각장이 소형일수록 높고 반

대로 수온이 낮거나 대형으로 성장함에 따라 낮아진다.

  양식 전복의 먹이의 투여는 여름철은 3∼5일 정도의 간격으로, 겨울철

은 약 10일 정도에서 조금 남을 정도로 준다. 투여량은 섭취량의 2∼3배

로 하여 항시 먹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먹이 투여 시 미

역이나 다시마는 30 cm 정도로 잘라서 주는 것이 좋으며, 이들의 뿌리 부

분이나 갈파래 등의 경우 전복을 식해하는 게류의 혼입이 쉬우므로 잘 제

거한 후 주는 것이 좋다.



- 93 -

6. 전복의 질병

  전복에 나타나는 생물성 원인체에 의한 질병에는 바이러스, 세균(리케

치아 포함), 기생충, 조류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병원체

들도 특정 상황(부화, 치패 생산, 출하 단계 등)이었을 때를 제외하면 폐

사의 1차적 질병 원인체로 작용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 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스트레스하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은 이후 방어력이 저하되었을 때 

2차적 질병 원인체에 의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전복이 자연산으로 또는 양식되고 있으며, 각각의 

숙주에 대하여 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감염되어 영향을 미치는 병원체

는 다양하다. 전복에서 보고된 주요 질병과 국내 발생 여부를 표 15에 나

타내었다.  

  그러나 종자 생산이나 치패 단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는 근위축증, 

패각괴사증을 포함한 소수의 증상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질병 분류 질병명 
국내 

보고 
비고

바이러스성 

질병

전복 허피스바이러스 감염증(Abalone 

herpesvirus, AbHV)

 = Abalone viral ganglioneuritis(AVG) 

× 호주, 대만

근위축증(筋萎縮症) ×

세균성 

질병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

(Xenohaliotis califiniensis) 감염증 

 = Withering syndrome(WS)

×

미국, 멕시코, 

일본, 남아프리

카, 중국(?), 프

랑스, 스페인

비브리오(Vibrio harveyi) 감염병 ○

비브리오(V. fluvialis biotype 2) 감염증

 = Vibrio furnissii 감염 
× 중국

비브리오(Vibrio alginolyticus) 감염병 × 중국(치패)

표 15. 전복에서 보고된 주요 질병과 국내 발생 여부 (국립수산과학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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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복의 종자 생산 단계에서의 질병

  1) 근위축증

  근위축병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으며, 대량 폐사는 

사육 수온이 13℃를 넘는 4월 하순~5월 상순부터 시작되며 발생 시기의 

수온은 13~25℃로, 수온이 25℃ 이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각장 16mm 이상부터 사망률이 낮다 . 

  보통 파판에서 박리된 치패(0년 패)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리 

전에도 발생한다. 따라서 연령적으로는 대부분 0년패에 발생하지만, 0년 

패의 폐사 시기와 같은 시기에 1년패도 같은 증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 

  쇠약, 사망하는 치패의 증상은 먹이를 먹지 않거나(먹이 섭취 불량), 파

판에 부착하는 힘이 약해지고(부착력 저하) 움직임이 둔해진다. 치패의 생

곰팡이성 

질병

난균병(Atkinsiella sp.가 원인) × 축양 시 발병

Haliphthoros milfordensis 감염증 ○ 일본(축양 시)

Halocrusticida spp. 감염증 × 축양 시 발병

기생충성 

질병

퍼킨수스(Perkinsus olseni, P. marinus) 

감염병 
×

섬모충감염증(Mantoscyphidia sp. 감염증)

 = Scyphidia-like and Sphenophrya-like 

ciliates 

× 
영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편모충감염증(Cryptobia infection/C. 

abalonesis 감염증)
× 남중국(해)

요각류 감염증 ○ 
규조류 파판에 

대량 번식
남조류에 

의한 질병 

패각괴사증-Mastigocoleus sp.에 의한 패

각 기생 
○ 

수질 또는 차

광 문제

기타 

벽오름증 ○ 
원인 미상, 

유패(幼貝) 
천공성 다모류(Polydora sp.)의 기생

 = Shell-boring polychaetes 
○

가스병(Gas bubble disease) ○ 산소 과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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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율은 평균 약 50%, 즉 반수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중에는 

95%가 사망했다는 사례까지 있다. 그리고 발의 근육부가 위축되기 때문

에, 근위축증이라는 가칭을 일본어병학회에 제창했다. 보통 건강한 전복

은 낮 동안 그늘에 은신하고 어두운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대량 

폐사 사례에서는 주간에도 노출되는데, 명암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근위축증의 병리조직은 복족 내의 신경간(神経幹) 및 복족 표층부의 말

초신경이 발생빈도가 높은 부위로, 기타 외투막, 아가미, 소화관, 신장 등 

거의 전신에 관찰되는 이상 세포괴(細胞塊)의 형성이 특징적이다. 숙주의 

폐사는 이들 이상 세포괴의 형성에 기인하는 신경 장애로 추측된다.

　원인에 대해서는 먹이가 원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았지만, 수온이 

25℃ 이상으로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므로 먹이가 대량 폐사의 직

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침지 공격법(20분간 침지)에 의한 인

위 감염으로 치패들이 사망하였으며 쇠약, 사망 중에 있는 치패군의 사육

배수에 의해서도 감염이 성립되어, 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질병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마쇄여액에 의한 침지 공격으로 감염이 이루어짐에 따

라 0.22 ㎛의 멤브렌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미세한 병원체(여과성 병원

체)에 의한 질병으로 밝혀져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그림 37. 전복의 근위축증 (국립수산과학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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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류의 복족 근육 위축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는 미국 캘리

포니아 연안에서 black abalone (Haliotis craoherodii)의 천연 자원 조락(凋
落)의 주 요인으로 생각되는 withering syndrome이 알려져 있다. 

Withenng syndrome은 모든 크기의 전복에서 자원의 감소가 나타난다는 

점, 리케치아 모양 원핵생물의 소화관 상피세포 내 기생이 원인으로 생각

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위축증과는 다르다.

  이 병의 방제 대책으로서 자외선 살균 장치로 사육수를 살균한 결과, 6

월까지 치패의 폐사가 거의 없었다. 수돗물과 수영장의 물을 살균하는 데 

사용되는 염소제에 약하고, 열과 자외선에 약하다. 소독제로는 에탄올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패 등의 감염 패와의 격리가 필요하다.  

 2) 패각 괴사증 

  참전복의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1~3월 양성 과정 중 각장 15 mm의 치

패 단계에서 주로 발생된다. 정상적인 참전복의 패각은 녹색을 띠고 있으

나, 감염된 참전복의 패각은 회백색으로 탈색되고, 4~6번째 호수공 부근

의 패각 괴사가 특히 심하여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하나의 호수공

에 발생된 패각 괴사증 부위는 점차 이웃 호수공까지 확대되어 큰 구멍을 

형성한다. 성장이 늦어지며 폐사에 이를 수도 있다. 

  대부분 수량이 적고 폐쇄형으로 가온을 실시한 곳에서 많이 발생되며, 

지하 해수를 사용하는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주로 괴사 현상이 계속 발

생된다. 이 증상의 원인은 염분과 pH의 불균형, 남조류 (Mastigocolues 

sp.)의 발생, 수질 악화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방 대책으로

서 지하 해수 사용 시 자연 해수와 혼용하여 활용하고, 수조 내 전복의 

밀도를 낮추고 차광막을 설치하면 도움이 된다.

  3) 패각 천공성 다모류 감염증

  국내 전복 양식장에서 출현하는 천공성 다모류는 긴얼굴갯지렁이속

(genus Polydora※)에 속하는 P. aura, P. haswelli, P. uncinat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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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염 확인

  다모류 성충이 확인된 전복의 패각 외측 또는 내측에 다모류의 감촉사

(palps) 운동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측은 황색부터 흑색에 이르는 색소의 

침착이 확인된다. 전복 패각에 다모류가 감염되었을 때 2개의 천공이 생

성된다(그림 38, 39). 장기간에 걸쳐 다모류의 기생이 이루어진 부위의 패

각 내부에 이형 구조물이 형성되며 내부에 성충이 확인된다. 경우에 따라 

유충의 무리가 천공굴의 입구 주변에 다수 기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0).

그림 38. 참전복의 다모류 감염증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2019) 

그림 39. 다모류 천공 흔적(좌)과 다모류의 기생(우) (국립수산과학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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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다모류 감염에 의한 이형 구조물 형성(좌)과 어린 다모류의 기생(우)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2019)   

   나) 치패 생산장의 다모류 감염

  2015년에 완도, 진도 및 해남 지역에 소재한 18개 육상 양식장의 치패

를 대상으로 다모류 감염을 확인하였을 때 10개 양식장에서 감염이 확인

되었으며, 전체 조사 시료의 평균 감염률은 5.4%이었다. 이들 감염이 확

인된 참전복 패각당 1개체의 다모류가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

대 4개체가 감염된 경우도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패류의 크기 및 나이에 비례하여 Polydora 감염 빈도 및 감

염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다모류 피해 대응

  다모류의 감염이 전복의 폐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

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양성 3년차의 대형 전복 양식어가에서 다모

류 감염이 폐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여전하므로 천공성 다모류를 

제어 및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다. 

  농업용, 축산용 및 수산용 살충제 및 소독제 10개 약품을 이용한 다모

류 구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각 약품의 사용 허용 용량 내에서는 구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다모류의 생활사 중 대부분의 시기를 패각 

내 구멍에서 보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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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모류 감염률 증가의 주요 원인은 물 흐름의 저하, 밀식, 펄이나 저질 

성분의 부유 증가, 치패 시기의 감염률 등을 들 수 있다. 즉 가두리망 내 

물 흐름을 높여주고, 전복의 사육밀도를 낮춤과 동시에 크기나 입식 시기

가 다른 전복 가두리망 사이의 거리를 늘려주며, 다모류에 감염된 치패를 

가능한 입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질병의 방제

  종묘 생산 단계에서의 질병 방제 대책은 사육 기구·장비 및 시설의 위

생 관리, 병원체 프리 사육 용수의 확보, 건강 모패의 확보 또는 선별, 난

세척 및 난 소독, 치패의 건묘성 확인을 위한 병원체 검사, 사육 수온 관

리, 사육 배수의 살균 등이다. 

　방제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채란, 채정에 이용하는 모패는 전용의 모패실에서 격리 사육할 것.

  ‚ 수정란만을 모패 격리사육실에서 오염에 충분히 유의하여 반출하고, 

수정란을 충분히 청정 해수(자외선 살균 해수)로 세척할 것.

  ƒ 세척한 수정란을 소독한 사육 시설 내의 수조에 수용하여 자외선 살

균 해수 중에서 부화시킬 것.

  „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류는 모두 사전에 소독해 둘 것.

  … 유생이나 치패를 수용하는 시설이나 수조 등도 사전에 소독해 둘 

것.

  † 전복 생산 시설 내 출입 시에는 손 등을 철저히 소독할 것. 시설 내

의 장화나 앞치마, 장갑 등은 소독이 끝난 전용 물건만을 사용할 것.

  ‡ 전복 생산 시설 내의 작업원은 한정하고, 그 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

할 것.

  ˆ 시설 내에서의 작업 후에는 작업에 이용한 기구류는 소독할 것.

  ‰ 전년생의 전복 1년패는 전복 생산 시설과는 가능한 한 떨어진 곳에

서 중간 육성(격리 사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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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육 기구・장비 및 시설의 위생 관리

  작업자의 손이나 장화를 비롯해, 육상 시설에서는 사육 수조, 사육 기

구·장비의 미생물 관리가 병원체의 전파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사육 수

조, 가두리 등의 사육 시설은 종묘의 반입 전에 병원체를 살균 또는 제거

해야 하며, 사육 기구 및 장비는 평소 상시 소독하고 방역에 힘써야 한다.　

소독약은 종류가 많고, 그 작용 메커니즘도 다르고, 또 병원체에 따라 감

수성도 다르다. 더욱이 수서 생물은 종마다 사육 온도나 염분 농도도 다

르므로 병원체별로 적절한 소독약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산란 유발 장치 및 기구가 준비되면 유생 사육 수조를 포함한 사용 기

구는 반드시 살균을 하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구 소독은 시판되고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을 100 ppm의 농도

로 1일간 침지시키면 충분한 살균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살균용 FRP수조는 염소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시키도록 한다. 

살균 이외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절대로 유생 사육 수조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살균된 수조 및 기구는 잔류 염소가 없도록 세척해야 한다.

  2) 병원체 프리 사육 용수 확보를 위한 살균

　사육 용수의 살균은 물 자체의 물리화학적 성상을 바꾸지 않고 대량의 

물의 살균 처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는 자외선, 오존 혹은 전해에 의한 살균이 일반적이다. 

   가) 자외선 조사

　자외선 살균 등은 사용 후 반드시 담수로 씻어 깨끗이 건조한 뒤 보관

한다. 한 번쯤 사용했던 것이라면 자외선 살균기를 분해하여 램프를 보호

하는 석영유리 표면을 깨끗이 닦고, 램프 성능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을 이용하는 경우, 병원체의 자외선 감수성을 구해 안전율을 10

배 정도로 하여 조사 선량을 정한다(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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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어류 병원 미생물의 자외선 감수성 (출처: 吉水, 2016)

바이러스는 감염가를 99% 이상, 세균은 생균 수를 99.9% 이상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선량, 진균은 균사의 신장을 저지하는 선량과 유주자를 죽이는 선량, 

원충은 살충에 필요한 선량 

  어패류의 병원체는 자외선 감수성에서 고감수성 그룹과 저감수성 그룹

으로 나눌 수 있다. 

  외피(envelope)를 가진 각종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 및 그램 음성 세

균이 고감수성 그룹에 포함되어 104μW·sec/cm2(=10 mJ)의 자외선 조사

에서 99.9% 이상의 살균 혹은 99% 이상의 감염성 바이러스의 불활화가 

가능하다. 한편 2가닥 RNA 바이러스나 그램 양성 세균, 곰팡이, 원충은 

감수성이 낮아 106μW·sec/cm2 정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수심은 자외선의 투과율(5 cm에서 10% 감쇠)을 고려하여 가급적 얕게 

잡고, 그림자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수중의 대형 입자를 제거해야 한다. 

현재의 자외선 램프의 출력은 8,000시간 경과에 약 20% 저하되므로 연 1

회의 교환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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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존 처리

　해수를 오존 처리하면 해수 중의 브롬 등의 할로겐과 반응하여 옥시던

트(oxidants)가 생성되고 이것이 살균 효과를 나타낸다. 물론 사육 생물에

도 독성을 나타낸다. 살균 효과는 오존 가스의 산화력과 옥시던트의 효과

가 거의 1:1이다. 담수에서는 포기에 의해 오존 가스를 제거한 후 사육용

수로 사용 가능하지만, 해수에서는 먼저 오존 처리 수조에서 살균 후 활

성탄 조를 지나 잔류 옥시던트를 제거하고 사육수로 한다.

  어류 병원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9% 이상 살균 또는 불활화시키는 잔

류 옥시던트 농도와 처리 시간은 0.5 mg/L로 1분 정도이며, 안전율을 고려

하여 보통 0.5 mg/L로 5분간 처리되고 있다. 이 경우 사육수 중 일반 세균

의 생균 수는 99.9% 이상 감소한다. 

   다) 전기분해 해수

　해수를 전기분해하면 식염이 분해되어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생성되어 살

균 효과를 나타낸다. 해수를 백금 코팅 티타늄(titanium) 전극 사이를 흘려

보내기만 하는 간단한 구조로 장치가 단순하고 가장 저렴하다. 사육에는 

오존 살균과 마찬가지로 활성탄을 이용한 탈염소 처리가 필요하다. 

목적
유효염소농도와 

작용 시간
처리법

어류 사용 용수의 살균
0.5 mg/L․5분간 

(1.0 mg/L․1분간)
탈염소 후에 사용

사육 배수의 살균 0.3 ~0.5 mg/L
0.5 mg/L에서는 탈염소 

후에 방류
굴의 정화 0.3 mg/L 한번 사용후 버림 

어선․어구의 살균 세정 0.5 mg/L 세정

시장의 좌판, 해안벽의 살균 세정 0.5 mg/L 세정

식품 가공 공정의 살균․세정 0.5 mg/L 식염전해수를 사용

가공품의 살균․세정 0.5 mg/L 식염전해수를 사용

표 16. 수산 분야에 있어서 전해수의 이용 가이드라인 (출처: 吉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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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분야의 전해수 이용 가이드라인(표 16)에서는 사육 해수의 살균에 

사용할 경우 유효 염소 농도 0.5 mg/L에서 5분 혹은 1 mg/L로 1분간 처리 

후 활성탄을 통해 탈염소를 실시하여 사용한다. 유효 염소 농도 0.5 mg/L

로 5분의 처리로 해수 중의 일반 세균의 생균 수는 99.9% 이상 감소한다. 

굴 등 패류나 성게의 정화에는 유효 염소 0.3 mg/L 이하의 전해 해수에서 

24시간 사육하면 대장균은 음성이 된다. 

  3) 사육 배수의 살균

  사육 배수는 그 양이 많아, 전술한 자외선 또는 오존에서의 살균은 비

용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어병 대책은 물론 환경 대책에서도 효과적인 배

수 살균이 필요하다. 해수를 전기 분해하면 차아염소산이 발생하는데, 이 

차아염소산은 사육 생물의 병원 미생물에 대해 0.1~0.5 ppm, 1분 처리로 

양호한 살균 및 불활화 효과를 나타낸다. 

  단백질을 응집시켜 가압부상 등의 처리를 하면 사육 배수의 COD, SS, 

TOC, 전인량, 전질소량 및 암모니아태질소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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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자 생산 시설

  전복의 종자 생산량을 고려하여 시설 규모를 결정한다. 또한 판매용 종

자의 크기를 사전에 결정하여 양식 기간의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장의 위치, 시설 배치, 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사전에 계획한다. 

 가. 종자 생산 시설 설계 시 고려 사항

  전복 종자 생산을 위한 사육 시설은 먼저 저렴한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

고 종패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사육 수조 등은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효율

적으로 기능이 발휘되도록 설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생물 사육을 위한 사육수의 공급 비용이나 모패와 먹이 구입에 필요한 

비용, 모패 사육에 필요한 연료비, 전력비, 인건비, 시설 감가상각비, 자본

비용 이자 등은 생산 종패의 원가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아주 중요하기 때

문에 사업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규모를 설정하여야 한다. 

  전복 치패 생산을 위한 배양장의 설립을 위해서는 수질, 기상, 규모, 자

연 과학적, 사회 경제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

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질 요인

  종패 생산을 위한 주변 해역의 수질 요인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수

온, 풍파, 해수 유동과 교환 등의 물리적 요인과 용존산소, 염분, 영양염

류, 유독성 물질 등의 화학적 요인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외에도 양식 대상 생물의 생태와 천연 먹이인 부착 규조, 적조 종류

와 발생 빈도 등의 생물적 요인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외양성 해역으로 연중 수온이 15∼24℃, 염분은 25∼33 psu인 곳으

로 해저 바닥이 모래와 암반 등으로 되어 있어 풍파에도 해수의 

탁도가 낮게 유지되는 해안의 인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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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여름철 장마, 홍수 시 담수 유입이 없고, 적조 발생에 따른 영향이 

적은 지역

   ③ 수질 악화 및 기타 공해 우려가 없는 지역

  2) 기상 요인

  기상 요인 중 일조량은 부착 규조류 발생에 필요한 요인으로서 일조량

이 부족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강수량 등의 영향을 받는 하천이나 

강 부근은 전복 종자 배양장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그리고 태풍, 폭풍, 해일 등과 같이 자연재해로부터 종패 생산 시설물이 

안전한 지역이어야 한다.

   3) 경제성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 종패 생산용 사육 수

조, 부대시설로 취급할 수 있는 취수 및 배수시설, 여과 설비, 저수탱크, 

배관설비 및 관리실 건립 등 기본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

에 경제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배양장은 대부분 외딴 곳에 시설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통신

시설이나 전기 시설(한전 전력선에 인접되어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

역) 및 기타 동력시설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4) 사회적, 법적 요인

  종패장 신설에 따른 환경 문제나 지역적 관습과 지역 주민과의 마찰 방

지 등 사회적 요인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부지와 관련된 용도 제한, 규제 등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며, 

종패 생산 시설이나 관리사 등 건축 허가 등의 필요 여부, 규제 또는 제

한, 지역 주민의 사전 동의에 대한 필요 여부 등은 종패장 설립 전에 충

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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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종자 생산 시설 계획 및 설계

  1) 설계의 방향

   ➀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위한 자연 상태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다.

   ➁ 전기료 절감을 위해 계약 용량은 불필요한 여유를 최소한 줄인다.

   ➂ 보온 사육을 비롯한 일반 시설은 단열 시공에 역점을 둔다.

   ➃ 각종 시설물의 배치와 건물 간의 거리를 건물의 특성과 작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거리를 최소한 줄인다.

   ➄ 각종 시설 및 장비의 구조는 가급적 단순하게 설계하여 비상시나 

고장 발생 시 수리 및 복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➅ 모든 시설은 인력을 최대한 줄이고 생력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➆ 생물의 사육 시설 중 지붕 시설은 필요 없이 견고하게 하는 것보다 

값싼 자재로 필요에 따라 구조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➇ 사육 구조는 견고하고 영구 부동적인 시멘트 탱크 수를 가급적 줄

이고 이동식 수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면 확보를 많이 한다. 

  2) 시설 내용

   ① 종패 생산 시설(사육 수조, 주배수 시설, 공기 공급 시설 등)

   ② 해수 급수를 위한 양수 시설

   ③ 안정적인 해수 공급을 위한 해수 여과 및 저장을 위한 시설

   ④ 각종 기계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동력 시설

   ⑤ 모패의 보온 사육 시설

   ⑥ 관리사 및 울타리 등 보안 시설

   ⑦ 종패의 수송 및 기타 물품 수송을 위한 도로 및 항만 시설 등

   ⑧ 생물 사육 관리에 필요한 소규모의 실험실 및 장비

  3) 시설 배치

  각종 건물의 배치는 종패 생산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의 추진 공

정에 잘 부합될 수 있는 범위에서 편리하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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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재, 경제성, 내구성 및 앞으로의 시설 확장 및 보강 계획 등을 고려

하고 가능하면 주위의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다. 종자 생산장 기본 시설

  전복 종패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로는 사육 시설, 양수 시설, 여과

시설, 동력 시설, 관리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사육 시설

  사육 시설은 크게 모패 사육 수조, 유생 사육 수조 및 치패 사육 수조

로 나눌 수 있다.

   가) 모패 사육 수조

  모패 사육용 수조는 콘크리트 직사각형 수조 내에 일정한 구획을 나누

어 여기에 일정량의 모패를 수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수조

의 형태는 치패 사육 수조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성

숙 관리 기간 중에 배설물의 제거나 청소를 위해서 전량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모패의 장시간 공기 중 노출로 성숙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조의 크기는 보통 길이 3∼8 m, 폭 1∼2 m가 적당하고, 주수구 쪽에

서 배수구 쪽으로 경사를 주어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사육수 공급용 배관 시설은 수조의 크기와 사육밀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환수율이 1일 12∼24회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수관이 필요

하며, 또한 사육 수조 내에는 에어레이션 장치를 하여 산소 공급과 물의 

유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모패 관리 수조는 주간 채란을 목적으로 일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명암 장치를 갖춘 시설과 일반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2∼3 m3의 규모의 

사각 수조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성숙 조절을 위하

여 두 가지 방법 모두 수온 조절이 가능하도록 가온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해수 가온 시설은 저수온 관리 기간 중 성숙 촉진을 위한 장치로

서 반드시 필요하며, 순환여과식 사육 장치를 운용할 수 있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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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전복 모패 관리수조 (출처: 이 등, 2016) 

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각형 모패 관리 수조, ② 수온과 광주기 

조절이 가능한 전복 관리 수조.

  원뿔형 수조는 수조 내 배설물과 찌꺼기를 사육수의 전량 교환 없이 수

조 아랫부분의 배수구를 통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수조 형태로서 수조의 

크기는 직경 1∼1.5 m, 높이 1.2 m 내외가 적당하며 아랫부분의 경사가 

급할수록 배설물이나 찌꺼기의 배출이 용이하다.

   나) 유생 사육 수조

  유생 사육 수조는 크기나 형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지만, 전복 유생은 

0.2∼0.3 mm 정도의 작은 생물이고 사육 관리 기간 중 수시로 유생 상태 

변화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수조 내부 색깔이 흰색, 회색, 연청색 

등의 밝은 계통이 편리하다. 

  유생 사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수 장치가 필요한데, 이 환수 장치는 

직경 150 mm 파이프(길이 20∼305 cm)에 양쪽 면을 뮐러가제(망목 95 ㎛)

를 사용하여 유생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 사이폰(siphon) 형식으로 환

수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환수통 아랫부분에 에어스톤을 고정시켜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유생이 뮐러가제에 붙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부화 유생을 물과 함께 넘쳐흐르게 하여 그물망으로 수조에 

옮겨 사육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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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패용 사육 수조

  치패 사육 수조로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수조를 많이 쓰고 있다. 재질

은 주로 콘크리트 또는 벽돌이나 블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동이 쉽고 편리한 FRP수조나 PP수조를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수조의 크기는 확보 부지의 면적이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길이 

6∼10 m, 폭 1∼2 m 정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경사도는 길이 10 m 수

조의 경우 1/100∼1/200 정도의 경사가 필요하다.

그림 43. 전복 치패 사육 시설  (출처: 이 등, 2016) 

① 치패 사육용 수조, ② 수조 안의 규조 배양용 파판과 쉘터

  배수관은 일반적으로 크면 클수록 좋지만 대개의 경우 직경 100∼150 

mm PVC 파이프 1개 또는 2개를 수조 뒷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특히 

배수 부분의 처리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집수부 형태를 

가진 시설을 필요로 하며, 별도로 밸브를 이용해서 잠금장치를 할 필요는 

없으며 수조 내부에 스탠드 파이프를 이용하여 물 넘기기식 및 배수 장치

를 병행해서 쓰면 편리하다. 

  수조 외부에 돌출되는 파이프는 10∼20 cm 정도 길게 처리해 두면, 전

복 치패 박리 시 그물 등을 씌울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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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대시설

  부대시설로는 해수 저장 수조, 양수 시설, 여과 시설, 액체산소 탱크나 

산소발생기, 가온 설비 등이 있으며, 형태나 규모는 배양장 환경, 자금 및 

생산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시설할 수 있다.

   가) 해수 저장 수조

  해수 저장 수조는 양수하여 여과된 물을 임시 저장하는 시설로서 크기

는 보통 50∼200톤 규모를 많이 사용한다. 이 시설은 많은 양의 물을 저

장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야 하며, 해수 저장 수조 저면이 

치패 또는 모패 사육 수조 상단부보다 2∼3 m 높은 곳에 위치하여 필요

한 물이 쉽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전에는 해수 저장 수조 상단부에 

여과조를 병행해서 사용해 왔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여과기를 별도로 부

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해수 공급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 수조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여과 시설

  치패 사육에는 여과 시설로 사육 해수를 여과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

이다. 여과 시설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현재는 양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중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고압 모래여과기를 구입해서 사

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다른 여과 시설은 필요치 않다. 

  시중에 판매되는 여과기는 시간당 처리 능력이 60∼90 m3 정도로 효율

적인 여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육상에 여과기를 설치할 때

에는 중력여과나 고속 압력여과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방식

은 여과재를 재생하여 쓰는 원리로 역세(逆洗)를 시켜주어야 한다. 

  여과재인 모래는 마모 상태가 빠르기 때문에 2∼3년마다 교체해 줘야 

하며, 해수는 여과기의 상부로 낙차하여 급수하든지 또는 펌프로 압력을 

가해서 급수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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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전복 종자 생산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  (출처: 이 등, 2016) 

① 양수용 펌프, ② 고압모래여과기, ③ 가온용 히트펌프, ④ 액체산

소탱크 

   다) 양수 시설

  양수 시설은 종자 생산 시설 중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서 그 기능 

또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양수기 위

치는 가능한 한 지형이 낮은 곳에 설치하고 바다와 가까운 위치에 해수 

저장 수조와 여과 시설이 같은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이 양수 효율이 높

기 때문에 이 점에 착안하여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수 시설 내에는 보통 양수기와 산소 공급기 등이 설치되며 정전을 대

비한 발전시설이 포함된다. 양수기는 생산 규모와 사용하는 물의 양에 따

라 다양하지만 대개 20~50마력(HP)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설치 대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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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시설 또는 사용하는 물의 양과 비례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

근에는 100 HP 이상의 대형 펌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전복 종자 생산의 경우 필요한 물의 양은 1개 수조당 환수율이 최대 

12~24회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20마력 양수기의 경우 양수 효율

이나 양정고,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당 150톤 정도의 물

을 끌어 올릴 수 있으므로 수조 크기와 숫자에 따라 양수기를 얼마나 설

치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라) 취수 시설

  취수 시설은 바다에 직접 시설되기 때문에 태풍 등의 영향을 고려하고 

수질이 좋은 장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별도의 집수정을 만들

어 사용했으나 지금은 조석 간만의 차이와 관계 없이 24시간 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취수관과 양수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취수관 중 맨 끝에 위치하는 취수부는 보호망으로 덮어씌워 이물질이 취

수관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마) 기타 장치 및 기자재

  사육 수조, 양수 시설 및 부대시설 외에 전복 종패 생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장치 및 기자재가 필요하다. 

    (1) 산소 공급기

  보통 5~10마력 규모로 2~4대 정도만 있으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2) 자외선 유수 살균 장치

  자외선 유수 살균 장치는 모패의 산란 유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장치

로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살균 장치를 쓰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제작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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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자 생산 기술 체계

 가. 종자 생산 과정에 따른 주요 관리 체계

  참전복 모패의 방란 및 방정에서 수정, 배발생, 부화, 유생 발달을 거쳐 

착저하여 치패까지의 생활사에 대하여 도시하면 그림 45와 같다.

  참전복의 종자 생산 기술 체계를 모패 사육에서 중간 육성까지 6단계 

과정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도시하면 그림 46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과정별로 각각의 생물학적 기초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비나 장

치의 준비와 중요 처리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채묘 이후의 치패 사육에

서는 채묘판에 붙어있는 대형 규조류를 어느 정도 자란 치패에게 먹이고 

그 밑의 코코네이스와 같은 소형 규조가 남도록 하여 다시 채묘에 이용할 

먹이를 생산하는 채묘판 처리 과정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림 45. 참전복의 생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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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복 발생 

및 성장 과정
      

종자 생산 

및 양식 과정    
모패 사육

산란 유발

(3월)
      유생 관리

중요 관리 

내용  

성숙도 판정

암․수 분리 

사육     

자외선 조사 

해수,

간출 등    
수정, 세란

정치사육

저면 청소

사육수 보충

   

채묘             
초기치패 사육

(4~11월. 

0.5~3 cm)
 
중간 육성

(11~4월

4~6 cm)

정치사육

저면 청소

사육수 보충

부착 판정

채묘기 투입

주수 개시

부착 규조 관리

부착판 전도

치패 탈락 조사

박리

쉘터 투입

배합사료 투여  

밀도조절 분산

해조류 투여

쉘터 및 청소

그림 46. 참전복 발생 및 성장 과정에 따른 주요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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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종자 생산 과정별 주요 관리 Point

모패의 선택과 성숙 관리

◦ 모패 선택: 3∼6년산의 각장 9~11 cm로서 1 kg당 6~8마리(중량 

120∼160 g) 크기. 각장이 작더라도 연체부(가식부)가 비대한 개체

를 선발한다. 암컷과 수컷의 비율을 3:1로 하여 준비한다. 

◦ 가온 사육: 11월경부터 15~20℃로 가온 사육한다.

  - 성숙 적산수온: 적산수온 1,500℃

   ※ 적산수온: (일일 수온-7.6℃)의 누적 수온

◦ 늦어도 채란을 목표로 하는 시기의 2개월 전에는 18∼20℃의 수

온을 유지한다. 

◦ 먹이: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체중의 20~30% 정도 공급한다.

◦ 기타: 조도 200~500 Lux, 포기 및 유수, 주 1~2회 사육 수조 청소

산란 유발 준비

◦ 준비물: 자외선 살균기, 현미경, 자외선 조사 해수 저장조(1톤 규

모) 1개, 채란통(35 cm×25 cm×20 cm) 15개 내외, 세란통(직경 

30 cm 내외 원형 물통), 카트리지 필터(cartridge filter 3 ㎛정도) 

3개, 공기 공급 장치

◦ 수조 및 기구의 살균: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100 ppm 농도(1일

간 기구를 침지)로 살균한다.

 - 살균된 수조 및 기구는 잔류염소가 없도록 깨끗이 세척한다.

 - 산란 유발 전에 자외선 살균 등은 분해하여 석영유리 표면을 깨

끗이 닦아내고, 램프의 성능도 확인한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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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 유발 자극

◦ 간출과 자외선 조사 해수 자극을 병행한다.

◦ 간출 자극

 - 음건: 모패를 30분∼60분 정도 통풍이 잘되는 음지에 노출 방치

 - 양건: 주로 음건한 모패를 통풍이 잘되는 직사광선하에서 30분 

정도 건조  

◦ 자외선 조사(UV) 해수

 - 시판용 자외선 유수 살균기(15W, 2537Å)를 통과한 해수를 흘려

줌으로써 방란·방정을 유발(800 mWh/L의 조사량일 때 수컷은 

평균 2시간 42분, 암컷은 3시간 18분 소요). 

산란

◦ 수컷의 방정은 유백색의 정액을 굴뚝에서 연기가 솟아 오르는 

모양으로 맹렬하게 방출, 암컷은 녹색의 알이 1개씩 분리되어 

호수공을 통하여 방란한다.

 - 난이 미숙하거나 과도한 산란 유발 자극을 주어 방란 시켰을 때

는 막대기 모양의 덩어리로 배출된다. 

◦ 참전복의 경우 성숙한 난소 1 g이면 알이 약 20만 개 정도로 각

장 8 cm 크기에서 평균 산란량은 20∼50만 개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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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및 세란

◦ 정상란의 크기: 난경 220~250 ㎛ (200 ㎛ 이하는 미숙란)

◦ 난 및 정자의 활력

 - 난: 수온 22~26℃에서 1시간 10분까지는 96%로 1시간 내에 수정

에 사용해야 한다.

 - 정자: 정자의 방정 후 10~30분 사이에 수정에 사용

◦ 수정 시 정자 밀도: 20만 개~30만 개/mL

 - 수정 시 고농도의 정자 현탁 해수의 사용으로 난막이 용해되고 

정상적인 발생이 저해되며 기형이 발생(견인근 탈락, 면반 이상)

◦ 수정 시간: 정자 투입에서부터 3~5초에 수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곧 세란 용기로 옮겨서 세란을 하는 것이 좋다. 5분이나 10분 

동안 고농도의 정자에 노출은 난막이 녹거나 기형률이 높아진

다)

◦ 세란 방법

 - 난과 정자를 혼합한 후 1∼2분간 방치하여 수정 후 수정된 알을 

비커 등으로 해수와 함께 채란 용기에서 꺼내어 망목 95 ㎛ 

(xx13, 직경 30 ㎝ 제작품)의 뮐러가제에 적당량을 부어 넣는다. 

 - 그 다음에 뮐러가제에 수용된 수정란을 미리 준비해 둔 세란 용

기(직경 30 cm내외, 15 L 크기)에 수용한다. 

 - 수정란은 분리침성란으로 수정란이 침강하는 시간은 10~15분이

므로 아직 부유하고 있는 난이 있어도 과감하게 상층부의 해수

를 2/3정도 버리고 새로운 깨끗한 여과해수를 용기 내에 채운다. 

 -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3회 이상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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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 유생 사육 환경

◦ 유생 사육 환경

 - 적정 수온: 13.5∼24.5℃

 - 적정 염분: 28∼34 psu(15℃ 환산 비중 = 1.0220∼1.0260)

 - 적정 사육밀도: 100∼200개체/ L

◦ 주요 단계별 경과 시간(수온 20℃ 조건)

 - 부화: 12.6시간(적산수온 약 156℃)

 - 제1상족 촉각 출현: 64.9시간(적산수온 805℃) 

 - 채묘 시기까지: 83.1시간(적산수온 1,030℃)

 - 제4소돌기 출현: 99.0시간(1,228℃) 



- 119 -

부유 유생의 관리

◦ 수정~부화 직전

 - 가급적 심한 변동이나,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 않고 부화될 때까

지 물을 갈지 않고 정치하여 둔다. 

◦ 부화:

 -  20℃ 수온 조건에서 부화까지 수정 후 약 13시간이 소요된다. 

부화율이 70% 이상 나올 때 까지 4~5시간 정도 대기한 후 유생

사육 수조에 부화해서 유영하는 개체들만 수용한다.

 - 부화된 담륜자 유생은 부화조 밑바닥에 있는 알의 껍질이나 미

수정란, 기형 정자 등과 분리하여 새로운 사육조에 수용한다. 부

화 직후 유생은 강한 추광성으로 섬모운동에 의해 수표면에 부

상하는데, 표층의 유생만 사육조에 부어 격리시킨다.

 ※ 유생의 분리 시기를 놓치면 부화 유생이 수조의 표, 저층으로 

분산되어 격리가 어렵게 되므로 부화 시간을 수시로 확인한다.

◦ 부화에서 유각 형성 완료

 - 부화 유생은 사육 수조에 1마리/㎖ 밀도로 수용한다.  

 - 부유 유생의 유각 완성 전에는 연체부를 유각 속으로 넣지 못하

여 물리적 충격에 약하므로 유각 형성(수온 20℃에서 부화 후 

13시간)이 완료되기까지는 포기도 하지 않고 지수 상태로 한다. 

◦ 유각 형성에서 채묘 직전

 - 유각 형성이 완료되면 유생을 회수하여 새로 준비한 사육조에 

옮겨 소량의 주수와 함께 포기도 실시한다.   

 - 부유 유생의 사육밀도는 저서 초기 치패의 생존률과 관계가 크

며 적정 밀도는 L당 100-200개체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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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묘

◦ 채묘 시기의 결정

 - 채묘에 필요한 유생의 발생 유효 적산 수온은 1,030℃(두부 촉각

에 제2, 제3소돌기의 출현)로 20℃의 수온에서 채묘까지 소요 시

간은 수정 후 약 3.5일이다. 

 - 그러나 부착기 유생의 착저 유도를 위해서 20℃의 수온에서 조

금 더 빠른 주둥이를 형성하는 돌기의 출현 시기(74.6시간, 적산

수온 925℃)을 기점으로 하여 수정 후 3일째에 채묘판을 투입한

다. 

 ※ 채묘 시기가 너무 빠르면 채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때의 

유생은 군집성과 주광성이 있어 채묘가 골고루 되지 않는다.  

 ※ 수온이 낮아 발생이 늦은 경우 채묘 시기는 4~5일까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항시 유생의 발달 상태를 관찰한다.

◦ 채묘 방법

 - 채묘 당일: 부착기 유생을 사이폰 방식이나 overflow 방법을 이

용하여 분리 채집한다. 파판 수와 수조 등의 크기를 감안하여 

밀도를 계산한 뒤 유생을 채묘 수조의 수면 위로 공기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살포하고, 살포 후 약 5분간 포기하여 유생이 수

조 전면에 고르게 퍼지도록 한 뒤, 약하게 포기를 한다. 

 - 채묘 1일째: 이 기간에는 부착 유생이 치패로 변태하는 과정으로  

48~72시간 정도 소요된다. 지수식으로 유지하고 공기는 밸브 1/4 

정도 열어 안정적으로 소량 공급한다. 

 - 채묘 2일째: 채묘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유수를 개시한다. 유수량은 일간 1/4회전 정도로 한다. 이 기간 

중 초기 부착 규조류 배양 시에는 부직포 필터(여과 구경 약 

5~10 ㎛)를 사용하여  배양수를 여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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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의 식성 변화

◦ 전복 식성 전환기 Ⅰ (변태 후 각장 0.5∼0.7 mm까지)

 - 부유 유생기에는 난황을 영양으로 하며, 변태 후에는 착저 기질

상의 규조류 등이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점액 물질을 먹이로 한

다. 

◦ 전복 식성 전환기 Ⅱ (0.6∼0.8 mm)   

 - 각장 0.8 mm 전후부터 치패의 치설은 둥근 형태에서 직립하고 

뾰족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Cocconeis 속 등의 강하게 부착된 규

조를 깍아내어 규조각 내의 세포 내용물을 섭취한다.

 - 부착력이 약해 쉽게 기질에서 떼어낼 수 있는 규조류(Navicula속 

등)는 세포각이 깨지는 일 없이 통째로 삼키기 쉬워 대부분이 

소화되지 않은 채 배설된다. 

 - 세포각이 아주 얇아 파괴되기 쉬운 Cylindrotheca spp, 일부 

Nitzschia 종(일명 침형 규조)은 세포 내용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전복 식성 전환기 Ⅲ (3-5∼10 mm이후) 

 - 규조를 주된 먹이로 하는 것은 각장 5~10 mm 정도까지로 그 이

후는 해조의 유엽 등이 먹이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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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규조의 배양

◦ 채묘전 부착 규조 배양

 - 영양염이 풍부한 연안의 만 내에서는 보통 7일 전후에서 적당하

게 부착하고 외양수를 많이 받는 곳에서는 10일 전후 소요된다.

 - 따라서, 전복 배양장이 위치하는 장소에서는 사전에 부착 규조류

의 부착 상태를 시기별로 시험 조사하여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 채묘판 준비

 - 재질 및 형태: 경질 PVC와 PC, PE 등/ 파판 및 평판

 - 규격: 두께 0.4∼0.5 ㎜, 30×40 ㎝의 직사각형

 - 전처리: 제작된 채묘판은 사용 전에 7∼10일 정도 담수에 침지 

◦ 부착 규조 배양

 - 배양 수온: 보통 16∼21℃(참전복의 채란 시기와 비슷)

 - 광선: 초기 배양 시 10,000 Lux 이하→ 25,000 Lux 이하→ 배양 

후기 25,000 Lux 이상

  ※ 광선 밝기가 너무 강한 경우, 대형 규조류 등의 웃자람, 규조

류의 증식 주기가 빨라져 일시에 대량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

다

 - 전도 작업: 초기 부착 규조류 배양 시 채묘판의 상부 1/3 정도에 

부착 규조류가 배양되어 치패의 성장에 따라 부착 규조가 부족

하게 되므로 주기적으로 뒤집어서 사용한다. 

 - 영양염류 공급: 전복 채묘 전까지는 직접 살포 방식이 가능하고, 

채묘 후에는 간접 공급 방식(저장탱크나 인수로에서 공급)을 사

용한다. 공급 농도는 농업용 비료인 요소를 사육수 10 ㎥ 당 500

g (50 ppm) 정도로, 오전에 포대 하단부에 작은 구멍을 내어 서

서히 녹아들어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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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초기 치패의 사육

◦ 사육 수온

 - 참전복의 치패의 생리적 허용온도의 상한은 22.5℃ 부근이다. 

◦ 광 조절

 - 부착 규조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광망 등으

로 어둡게(3,000~6,000 Lux)한다. 오전 10시경 3,000 Lux에서 오후 

1시경 6,000 Lux, 최대 10,000 Lux 이하로 조도를 유지한다.  

◦ 공기 공급

 - 공기 밸브를 50~60%로 조절하여 배수로 쪽까지 고르게 통기가 

될 수 있는 정도면 적정하다. 

◦ 유수

 - 남해안의 종자 생산 수조(사각 콘크리트 수조 10 ㎡)의 경우 1일 

0.5~1회전이 적절하다. 

◦ 여과 방법

 - 여과 필요성: 부니의 부착 방지와 부적절한 먹이의 대량 발생, 

패류(고둥, 담치 류)의 알 및 유생, 요각류의 유입을 방지한다.

 - 여과 방법: 백 필터(부직포, 10~20 ㎛)를 종자 배양장의 실정에 

맞게 사용한다.

◦ 먹이

 - Cocconeis sp., Navicula sp., Nitzschia sp. 등과 대황, 감태, 미역, 

미역쇠 등의 포자와 배우체 등이다.

 - 부착 후 3일경까지는 구경이 30 ㎛ 이하로 작아 나비큐라나 니치

시아류 등은 먹지 못하고, 코코네이스와 같은 소형 규조가 좋다. 

 - 초기 치패 사육 시 주요 먹이원인 부착 규조류를 배양할 때에는 

전도 작업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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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치패의 사육

◦ 후기 치패: 각장 0.5 ㎝의 치패를 6월 중순부터 배합사료 공급을 

시작하여 11월 초 종묘(각장 2.5 ㎝ 내외)를 수확하기까지의 치

패이다.

◦ 사육 방법

 - 공기 공급: 치패는 5 mg/L 이하에서는 호흡이 곤란하고 먹이 활동

이 떨어진다. 고수온 시기에는 액화 산소나 벤츄리를 사용한다.  

 - 광 조절: 여름철 고수온기에는 오전 10시경 6,000 Lux에서 오후 1

시경 10,000 Lux 정도이고, 최대 10,000 Lux 이하로 조도를 유지

 - 유수: 여과 보다는 유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수로 공급한다. 

◦ 배합사료 공급

 - 단백질 요구량: 치패 시기의 단백질 요구량은 약 30%로 성장하

면서 단백질 분해효소(protease)가 적어져 요구량이 감소한다.

 - 배합사료 공급: 6월 하순쯤 치패 각장 0.5 ㎝에 도달하면 먹이원

이 부족하므로 배합사료 공급을 개시하며, 오후 3~4시경에 공급

◦ 부착 규조류 공급

 - 부착 규조류 번식 조절: 부착 치패의 성장에 따라 규조가 부족해

지면 사육 수조의 밝기를 점차 더 밝게 하거나 자연광을 받을 

수 있는 옥외 사육조로 옮긴다. 또한 유수량을 늘리거나 규조류 

배양에서 사용하는 요소비료 등으로 시비를 한다. 부착 규조의 번

식이 빠르면 차광 시설로 규조의 번식 속도를 늦추어 관리한다. 

 - 치패가 4~5 mm 이상으로 성장하여 부착 규조류만으로 충분한 먹

이 공급 곤란하게 된다. 이때에는 치패를 박리하여 채롱에 수용

한 후 갈파래, 쇠미역, 미역 등의 부드러운 엽체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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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공급

◦ 섭식 습성: 전복은 야행성으로 일몰 후 2~3시간과 일출 2~3시간 

먹이 섭취가 왕성하다.

◦ 전복의 해조류 사료전환율: 5% 전후 

◦해조류의 공급 시기 및 효과

 - 3∼5㎜ 이상으로 되면 갈파래, 미역쇠 등의 부드럽고 소형인 해

조류를 먹인다. 

 - 먹이 효율: 

  ·각장 14.5 mm 치패: 미역을 주었을 때 성장이 가장 빨랐고 그다

음 갈파래, 부착 규조 대황의 순이다. 

  ·각장 13 mm 치패: 3종류(미역, 구멍갈파래, 대황)의 해조 중에서 

미역의 기호성이 가장 높다. 

 - 수온과 섭식량: 7℃ 이하에서는 거의 먹이를 먹지 않고, 10℃에

서는 미역을 주어 사육한 경우 하루에 체중의 7.5%, 20.3℃에서

는 17.6%를 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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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패의 박리 및 선별

◦ 박리 필요성: 치패가 해조류를 먹을 수 있는 크기인 각장 5㎜ 

내외로 자라면 채묘판의 부착 규조만으로는 부족하며, 해조류를 

먹여서 빨리 성장시켜야 하므로 채묘판(부착판)에서 치패를 때어

내어 크기별로 선별하여 은신처가 있는 수조에 수용한다.

◦ 치패의 박리

 - 도수박리법(徒手剝離法)

 - 파라아미노 안식향산 에틸: 50~75 ppm

 - 유기산(사과산, 구연산, 젖산 및 개미산): pH 2.3 이하, 10~30초 

침지

◦ 치패의 선별: 고수온기에 접어들기 전과 후에 약 2-3회 한다.

◦ 선별 후의 육성 관리: 채묘판에서 떼어낸 치패는 중간 육성 시설

이나 은신처(shelter), 보호망 등이 설치된 양성 수조로 옮기고, 

해조류(갈파래, 미역 등)의 연한 유엽이나 시판되는 2-3호 사료 

및 건사료를 혼합하여 공급한다.

 - 수조 청소도 주 3회 이상 해주어 사료 찌꺼기들이 쌓이지 않게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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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육성

◦ 필요성: 육상수조에서 어린 전복을 중간 육성한 후 해상가두리에 

입식하여 사육하는 것은 양성 기간을 단축(30개월→18개월)시키

고 생존율을 향상시켜 양식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육성 기간: 11월 초에 육상수조 양식장에서 후기 치패 사육을 한 

각장 2.5 cm 내외의 종묘를 해상가두리에서 본 양성 시작 시기

인 이듬해 4월까지 각장 약 4 ~6 cm까지 사육한다. 

◦ 사육 시설: 해상가두리 양식 1칸을 2분할(2.4×1.2 m)하여 사용하

며, 먹이는 규조류나 배합사료를 먹고 성장한 치패가 해조류에 

먹이 순치가 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해조류를 공급한다.

◦ 수용밀도: 단위 면적(㎡)당 2∼3㎏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

으로 사육한 전복의 중량이 2배로 증가될 때 전복이 부착해 있

는 가두리 내의 쉘터의 수를 보충시켜 가두리 내의 서식 공간을 

넓혀준다. 일본에서는 각장 20 ㎜ 치패는 2,500마리/㎡를 기준으

로 사육하고 있다.

◦ 먹이 공급

 - 값싼 먹이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서 전복 양식 시설 주위에 미역

이나 다시마 등의 양식 시설을 겸비해 두는 것이 좋으며, 미역

이나 다시마의 비생산 시기인 여름철의 대체 먹이로서 마른 미

역이나 염장 미역의 사용과 배합사료를 사용한다.

 - 먹이의 공급 횟수 및 투이량: 여름철은 3∼5일, 겨울철은 약 10

일 정도의 간격으로 투이량은 섭식량의 2∼3배로 하여 항시 먹

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128 -



- 129 -

용어 해설 

prostaglandin (PG): 동물의 장기나 조직에 미량 존재하는 일군의 생리 활

성 물질. 아라키돈산 등의 불포화 지방산에서 생합성되며, 화학 구조

상의 5원자고리 구조(五員環, five-membered ring) 부분에 의해서 십 

수 종으로 분류된다. 혈관 확장, 혈압 상승이나 강하, 자궁이나 기관

지의 근수축, 혈소판의 응집 혹은 그 억제 등의 작용을 나타낸다.

prostaglandin endoperoxide: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에서 프로스타글

란딘군과 트롬복산(thromboxane)을 생합성하는 전구물질로 이들은 생

리학적으로 활성인 화합물로 혈관이나 기도 평활근(気道平滑筋), 혈소

판 응집 등에 영향을 준다. 가장 잘 보이는 것은 프로스타글란딘 H2

이다.

psu: 염분(salinity)은 해수 1kg에 녹아 있는 고형물의 총량을 g (gram)수로 

나타낸 것으로 천분율로 표시한다. 해수 중의 고형물 총량을 직접 측

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염소이온(Cl-)의 양을 

측정한 염소도(clorinity)를 염분으로 환산하는 방법과 염분계

(salinometer)로 해수의 전기전도도(conductivity)를 측정하여 염분을 구

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실제로 해수에 녹아 

있는 고형물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염분의 단위를 천

분율로 표시하는 ppt(part per thousand)나 ‰(per mil)가 적절하지 않

으며, 실용적인 단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인 단위로 

p.s.u(practical salinity unit, 실용적 염분단위)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981년 UNESCO 보고서를 내면서 SI(국제단위계) 규정에 

따라 psu 또는 무단위(unitless)로 바꾸기로 하고 무단위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한국해양학회지 논문에서의 염분 단위 사용의 최근 경향은 무

단위보다 psu를 점점 더 많이 활용(2004년부터 2008년까지 30편의 논

문에서 24편이 psu를, 5편이 무단위)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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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섬모환(口前繊毛環, prototrochal girdle): 담륜자 유생에서 입의 위쪽과 

정판(頂板) 사이를 옆으로 달리며 돋아나와 있는 비교적 굵은 섬모의 

띠(帶域) 

군성숙도(群成速度, sexual group maturity): 생식에 참여할 수 있는 개체

의 크기에 대한 정보로 군성숙도는 50% 이상이 성숙되는 개체군의 

크기에서 결정되며, 성숙 여부는 주로 생식소의 조직학적 분석을 통

해 결정한다. 생물학적최소형이라고도 한다.  

다정현상(多精子受精, polyspermy): 한 개의 난자가 복수의 정자에 의해서 

수정되는 현상

담륜자(担輪子, trochophore) 유생: 연체동물(두족류를 제외)이나 환형동물의 

발생상의 한 단계로 원장배기(原腸胚期)이어 발달한 유생의 형태이다. 물

속을 회전하면서 부유한다. 몸은 난형, 방울형, 팽이 형태 등으로, 상단

에 긴 섬모 다발이, 중앙에 섬모열이 바퀴 모양(輪形)으로 1열부터 수열 

있으며, 하단에 짧은 섬모 다발이 각각 있다. 

면반(面盤, velum): 많은 해양 복족류의 후기 유생 단계에서 섬모를 가진 

특히 잘 발달 된 유영 기관

무절산호조(無節珊瑚藻, encrusting coralline algae): 무절산호조는 분류학

상 홍조류의 진정홍조강(眞正紅藻綱), 지누아리目, 산호조과(珊瑚藻科)

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체내에 탄산칼슘이 침적되어 엽체가 딱딱하게 

석회화되어 대표적인 석회조류(石灰藻類)로 알려져 있다. 산호조식물

은 보통 엽체의 마디에 비석회질(非石灰質)의 슬절(膝節, geniculum)의 

유무에 따라 유절산호조류와 무절산호조류로 대별된다. 무절산호조는 

덩어리 모양, 혹 모양, 비늘 모양 등의 각피상(각피상)으로 암석의 표

면 또는 패각 등에 밀착되어 무생물로서 암석 부착물 또는 패각 형성

물로 오인되기 쉽다.

배우자(配偶者, gamete)  생식세포를 의미하며, 암컷의 난자와 수컷의 정

자로 구분되는데, 배우자는 감수분열에 의하여 형성된다. 

변태: 유영기관인 면반(面盤)을 탈리하고 주구각을 분비하여 치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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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효소(消化酵素, digestive enzyme): 소화에 관여하는 효소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소화효소의 작용은 가수분해이며, 세포 외 소화와 세포 

내 소화에 관여하는 것이 있다.

옥시던트(oxidant): 해수에 오존을 불어 넣거나 전류를 흘려 산화 물질이 

생성된 해수이다. 해수에 오존을 접촉시키면 주로 해수 중의 Br- 

(brome 취소, 臭素) 이온이 BrO- (hypobromite ion) 이온으로 산화된

다. BrO-는 해수의 pH에 의해 HBrO의 형태를 취한다. 예로는 pH 7일 

떄 BrO-와 HBrO의 존재 비율은 2 : 98이며, pH 10일때 95 : 5이다. 또 

해수의 pH에 가까운 pH에서는 17 : 83이다. 따라서 해수 중에는 BrO-

와 HBrO의 2개의 형태로 생체에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해

수에 오존 등을 접촉시켜서 생성되는 옥시던트를 일반적으로 잔류 옥

시던트(total residual oxidants, TROs), 또는 오존에 의해서 생성된 옥

시던트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OPO (ozone-produced oxidants)

로 부른다. 강한 산화력에 의한 바이러스 불활화 효과가 있어 바이러

스성 신경괴사증(VNN, viral nervous necrosis) 바이러스에 감염된 친

어에서 산출된 난에 부착한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할 수 있다. 

최근에 VNN 등 어병의 수직감염 방지, 또 해수로부터의 어병 침입의 

방지책으로 난의 오존 처리 해수에 의한 살균이 유망 시 되고 있다. 

주구각(周口殻, peristomal shell): 전복은 부화한 후 1주 정도 부유 생활을 

하지만 부유 생활 후기 veliger larva(피면자, 被面子 유생)로 불리는 

시기에는 유각(幼殻)으로 부르는 패각을 형성한다. 이후 veliger larva

는 생존에 적합한 곳에 착저하면 유영 기관인 머리 부분에 섬모를 가

진 면반(面盤, velum)이 떨어지고 유각의 연변부(緣邊部)에서 두부 쪽

으로 주구각이라 하는 유각과 다른 패각을 형성하여 부착 규조를 먹

기 시작하여 우리가 평소 보는 전복으로 성장한다.

차아염소산 나트륨(次亞鹽素酸-, sodium hypochlorite): 화학식은 NaClO로, 

차아염소산 소다라고도 불린다. 식염수의 분해에 의해 생기는 염소 

가스를 가성소다 또는 소다제와 결합시키거나, 표백분 수용액에 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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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 용액을 가하거나 식염 용액을 불용성 전극을 이용하여 무격막으

로 전해하여 만든다. 무색 또는 담록황색의 액체로 수용액은 알칼리

성으로 염소 냄새가 있다. 고온이나 자외선으로 분해가 가속되기 때

문에 상온 보존으로는 농도 유지가 불가능하다. 산화작용, 표백작용, 

살균작용이 있다. 살균에는 유효염소로서 50~100μg/g 이상 함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판품은 보통 유효염소를 4% 이상 함유하고 있어 

400~500배에 희석하여 쓰면 좋다. 

착저: 유생이 기질에 부착하여 포복 행동을 하지만 유영 기관을 가지고 

있어 다시 부유 가능한 상태

치설(齒舌, radula): 이매패류를 제외한 연체동물의 입속에 보이는 큐티클

질의 기저막 위에 다수의 소치(小齒)가 무수하게 가로 배열을 하는 

줄 모양의 리본이다. 구강으로부터 돌출되어 먹이를 긁어잡는 기능을 

한다.

폴리도라(polydora): 폴리도라는 환형동물門(Annelida), 다모綱(Polychaeta), 

얼굴갯지렁이目(Spionida), 얼굴갯지렁이科(Spionidae)의 긴얼굴갯지렁

이屬(Polydora)에 속하며, 해양 패류의 패각에 천공하여 피천공 패의 

성장 저해, 폐사, 상품 가치의 저하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전복, 

오분자기, 참가리비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피면자(被面子, veliger) 유생: 두족류를 제외한 연체동물의 발달의 한 단

계로 통상, 담륜자 유생의 다음 단계로 보며 머리 부분에 섬모를 가

진 면반(面盤, velum)이 있어 수중을 부유한다. 등쪽의 각선(殻腺)에서 

패각을 분비하고 성장하면서 해저로 이동하여 다시 변태하여 성체의 

형태로 된다. 

헤모시아닌(hemocyanin); 혈청소라고도 한다. 많은 연체동물이나 갑각류의 

체액 속에서 볼 수 있는 호흡색소 단백질로서 구리를 포함한다. 헤모

글로빈과 달리 혈구 중이 아니라 혈청 속에 녹아 산소 운반을 한다. 

산소와의 결합력은 헤모글로빈보다 약하지만 결합할 때 무색에서 청

색으로 변하여 구리 2원자에 대하여 산소 1분자의 비율로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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