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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수산물의 소비 증가와 함께 고급 단백질원으로 알려진 
연어과 어류는 eicosapentaenoic acid와 docosahexaenoic acid
가 풍부하고 성인병 예방을 돕는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약 6
만 2,000여톤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KATI, 2022). 국내에 
수입되어 소비되는 연어과 어류 중 대서양연어는 전세계적으로 
양식생산량이 가장 많은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약 190만여 톤
이 생산되고 있다(Mowi, 2019). 세계적인 연어 소비량의 확대
와 대기업의 대서양연어 양식이 가능함에 따라 국내 양식 산업
화를 위하여 일부 발안란을 수입하여 양식을 시도하고 있으나 
어종 고유의 생태적인 특징 때문에 smolt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어과 어류의 smolt화 타이밍과 속도는 일반적으로 봄

철에 크게 변하는 광주기와 수온 같은 계절요인에 의해서 영향
을 받게 되며(McCormick et al., 2002; Suzuki et al., 2020), 특
히 대서양연어의 smolt화는 겨울철 낮의 길이와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Duston and Saunders, 1995; Duncan 
and Bromage, 1998). 자연산 대서양연어는 부화 후 1–4년간 
담수에 머무르며 성장하고 장일주기인 봄철에 주로 smolt화 되
는데, 프랑스나 스페인의 남쪽 지역에서는 3–4월에 강의 하구
를 향해 이동하면서 smolt화가 시작되고, 이보다 더 북쪽 지역
은 6월 정도로 다소 늦게 시작된다(Utrilla and Lobon-Cervia, 
1999; Davidsen et al., 2021). 대서양연어가 일정 크기에 도달
하면 바다로 이동하기 1개월 전부터 smolt가 진행되는데 이
때는 형태학적, 생리학적, 행동학적 변화가 나타난다(McCor-
mick and Saunders, 1987; Boeuf,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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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연어를 주로 양식하는 노르웨이는 북반구에 치우쳐 있
어 여름과 겨울에는 극단적인 광주기 변화를 보이는 독특한 자
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연중 수온이 낮아 담수에서의 
smolt 생산 시기는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연에서는 부화한 
당년(0+세어)에 smolt화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듬해(1+세

어) 장일주기인 봄철에 주로 smolt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양식환경에서는 부화 후 집중 관리로 빠르게 성장하여 0+세어

에 smolt가 가능한 크기에 도달하게 되지만, 이 시기는 주로 가
을이나 겨울로 광주기가 극단적으로 감소하는 단일주기이므로 
smolt화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대서양연어의 대량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한편, 대서양연어는 주로 해상가두리에서 생산되었으나 최근 
환경오염 및 자연산 연어의 보호 정책으로 신규면허가 금지되
거나 면허기간 종료로 육상에서 순환여과양식시스템(recircu-
lating aquaculture system, RAS)으로 생산하려는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엄격한 환경통제가 가능한 RAS는 연어과 어
류 사육시 성장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RAS 내에서 
smolt화 과정을 거치는 사육 방법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Ham-
ilton et al., 2022). 또한, 유럽에서는 smolt와 post-smolt를 생
산하는 대서양연어 육상수조식 양식장에 RAS를 도입하여 상
품 크기까지 생산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초
기 산업화단계에 있다(Bergheim et al., 2009; Dalsgaard et al., 
2013; Davidson et al.,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덴
마크, 미국 등에서 RAS를 활용한 대서양연어의 양식 생산이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망 때문이다. 국내에서
도 친환경적인 양식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연
어과 어류의 최적 성장을 위한 수온 등의 양식환경이 다소 불리
하여도 산업적 타당성이 맞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대량생산을 위한 RAS의 도입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서양연어 발안란을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여 사육한 parr를 대상으로 RAS 내에서 광주기 조절과 
어체 크기에 따른 parr-smolt의 성장과 혈액성상의 변화를 조사
하고, 해수에서 post-smolt의 성장도를 비교하여 RAS를 활용
한 smolt 생산 효율을 비교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Parr-smolt 사육(담수) 시설

실험은 Kim et al. (2011)과 동일한 RAS으로 FRP 사육수조
(1.0 m×1.0 m× H 1.0 m, 수량 약 800 L 규격, 5 EA)와 살수식 
미세비드 여과조(PP재질, ∅1.6 m×H 2.0 m, 약 4,000 L 규격, 
1 EA), 거품분리장치(PVC 재질, ∅0.3 m×H 2.8 m, 약 200 L 
규격, 1 EA), 냉각기(3 Hp/220 V, 1 EA; Daeil Co. Ltd., Busan, 
Korea)로 구성한 담수용 RAS 2 모듈을 이용하였다. 일간 시
스템의 내부순환율은 40 회/일을 유지하였고, 사육수의 재순환

율은 약 98% 수준을 유지하였다. 거품분리기의 사육수 체류시
간(hydraulic retention time, HRT)은 약 2.5분을 유지하였다. 

실험 어류 및 사육 조건

Off-season smolt 생산 시기인 2018년 11월 26일부터 대서
양연어 parr-smolt (담수)의 성장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80일간 
자연광(natural light regime, NL; 12L:12D)과 연속조명(24 h 
continuous light regime, LL; 24L:0D) 조건의 2가지 광주기 하
에서 평균 체중 30 g (NL-30, LL-30)과 50 g (NL-50, LL-50)
으로 나누어 2 반복으로 수조를 배치하고 실험하였다. 24시간 
연속 조명 LL실험구의 4개 수조는 암막 커튼을 설치하여 빛
을 차단하였으며, 수조에는 표면을 기준으로 약 1,000 lux가 되
도록 LED 등으로 조명하였다. 자연광 NL실험구는 자연광의 
영향을 받는 실내 환경이었다. 실험어류는 각 수조에 총무게 8 
kg씩 방양하였으며, 약 11.4 kg/m3의 사육 밀도를 유지하였다. 
실험 어류는 대서양연어(Salmo salar) 발안란을 노르웨이로 부
터 수입하여 폐쇄식 사육시설에서 부화시켜 사육한 뒤 parr 상
태의 어류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수질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
준(MOMAF, 2013)과 APHA (2005)를 기준으로 매주 측정하
였다. 총 암모니아성 질소(total ammonia nitrogen, TAN)와 질
산성 질소(NO3

--N)는 각각 Phenate Method와 Cadmium Re-
duction Method를 채택한 연속흐름분석기(SAN++Continuous 
Flow Analyzer; Skalar, Holland, Netherlands)로 측정하였으
며, 아질산성 질소(NO2

--N)는 Diazotization Method로 분광광
도계(GENESYS 5 UV-Vis Spectrophotometer; Thermo, East 
Lyme, CT,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부유고형물(sus-
pended solids, SS)은 유리섬유여과법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Smolt의 해수 순치 능력 평가

해수 순치

순치 실험은 담수 사육한 RAS 시설에서 진행되었으며(Fig. 
1), 순치 기간은 총 4일간 매일 8 psu씩 상승시켜 완전한 해수
인 약 32 psu 수준에 맞추었으며, 염분을 상승시키는 동안 사
료는 공급하지 않았다. 해수 순치 후 대서양연어의 스트레스와 
안정성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20일간 사료를 공급하면서 사육
하였다. 

Fig. 1. Experimental 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for Atlan-
tic salmon Salmo salar parr-smolt. 1, Culture tank; 2, Sump; 3, 
Settling chamber; 4, Circulating pump; 5, Foam fractionators; 6, 
Venturi pump for foam fractionators; 7, Trickling biofilter; 8, Drain 
pipe; 9, Outlet pipe; 10, Inlet pipe; 11, Circulation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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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채취 및 분석

해수 순치에 따른 광주기 및 어체 크기 실험구의 스트레스 반
응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해수 순치 직전(0일), 해수 순치(4일 
소요) 포함 6일(해수 순치 후 2일째), 12일(해수 순치 후 8일째), 
24일(해수 순치 후 20일째)째에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 지표의 
변동 및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혈액은 Kim et al. (2005)의 방법
에 각 실험구마다 10마리씩 무작위 추출 후 미부동맥에서 채혈
하여 냉장고에서 3시간 방치하고 응고시킨 뒤 원심분리(3,000 
rpm, 10 min)하여 상등부의 혈청(serum)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환경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cortisol과 혈당(glu-

cose), 그리고 간의 건강도 지표인 glutamic oxaloacetic trans-
aminase (GOT)와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의 분
석은 Jeon et al. (2000)의 방법으로 하였다. 삼투압과 관련된 전
해질 지표로 혈중 삼투질 농도(osmolality)는 micro osmometer 
(μ OsmetteTM; Precision System Inc., Natick, MA, USA)로 
측정하였으며, sodium (Na+), chloride (Cl-), potassium (K+)은 
혈액 자동분석기(Cobas Integra 800 analyzer; Roche Diagnos-
tics, Indianapolis, IN, USA)로 측정하였다.
Post-smolt(해수)의 성장

실험구별로 담수에서 parr-smolt의 사육 실험을 실시한 후 연
이어 해수 순치하여 post-smolt의 성장도를 평가하였다. 각 수
조마다 10–19 마리에(n=반복구) 개체 인식 ID chip을 삽입한 
후 4일간의 해수 순치 기간을 거쳐 34 psu 해수에서 실험구의 
모든 어류를 같은 시스템에서 무지개송어용 상품사료를 1일 2
회 만복 공급하면서 약 120일간 공동 사육하면서 성장도를 조
사하여 smolt 생산 조건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사육시스템은 원형수조(PP기반, ∅4 m×H 1 m, 1 EA)에 생
물여과조(살수식, ∅ 1.6 m×H 2 m, 1 EA), 거품분리기(∅0.4 
m×H 2.5 m, 1 EA), 자외선살균기(40 W 6구, 1 EA), 냉각기
(대일 3 HP/220V, 한국, 1 EA)로 구성된 총 수량 약 12 m3의 
RAS을 활용하였으며, 사육수의 재순환율은 약 98% 수준을 유
지하였다. 이 기간 동안 광주기는 NL 조건을 유지하였으며, 수
질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본 실험에 대한 결과는 mean±S.D.로 나타내었고, SPSS Ver. 
16.0 프로그램을 사용해 ANOVA로 검증한 후, P<0.05 수준에
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Parr-smolt (담수)의 성장

자연산 대서양연어는 주로 장일주기가 시작되는 봄철에 
smolt로 진행되지만 양식산 대서양연어는 빠른 성장으로 하지 
이후 단일주기인 계절에 해수로 이동이 가능한 크기에 도달하
지만 해수 적응력에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연어양식의 주요 국
가인 노르웨이의 주변 해역에서 양식된 대서양연어 smolt는 주
로 가을이나 겨울이어서 극단적으로 줄어든 광주기 조건 때문
에 해수 적응이 순조로운 smolt로 잘 진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할 수 없이 off-season smolt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공조명
으로 smolt화를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Handeland and Ste-
fansson, 2001; Suzuki et al., 2020).
대서양연어의 주 서식지인 북유럽의 환경과 다른 우리나라
의 환경에 이식하여 off-season smolt 생산에 미치는 인공조
명과 크기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80일간 24시간 인공조
명을 실시하였다. 80일간 크기별로 광주기를 조절하면서 담수 
RAS 시설에서 사육한 결과 LL 실험구에서 시작시 평균 체중 
30 g 급과 50 g 급 모두 NL 실험구보다 유의적으로 사료계수
가 우수하였고 일간성장율(specific growth rate, SGR)이 높았
다(P>0.05, Table 2). NL 실험구의 30 g (NL-30)과 50 g (NL-
50) 크기의 사료계수는 각각 1.61±0.18, 1.74±0.07, 일간성장
률은 평균 0.463–0.529 %/day, 일간사료섭취율은 0.803–0.849 
%/day으로 나타났다. 반면 LL 실험구(24시간 연속 광주기)에
서는 30 g (LL-30)과 50 g (LL-50) 크기의 사료계수는 각각 
1.02±0.2와 0.97±0.15, 일간성장률은 각각 0.764±0.062 %/
day와 0.760±0.034 %/day, 그리고 일간사료섭취율은 각각 
0.770±0.104 %/day와 0.732±0.079 %/day로 성장결과가 우
수하였다.
일반적으로 NL에서 키운 대서양연어의 성장율은 봄~여름까
지 증가하고, 가을–겨울은 감소하는 계절 변동을 보이고, 비만
도(condition factor, CF) 또한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Stefans-
son et al., 1991; Oppedal et al., 1999). 나아가 Oppedal et al. 
(2006)은 해수로 순치시킨 0+ 대서양연어를 가을부터 다음해 
여름 중반까지 LL 하에 사육하였을 때 NL보다 성장율이 더 좋
았으며, 가식부로 사용되는 근육의 지방과 astaxanthin 함량 역
시 NL보다 연속 광주기에서 사육한 실험어가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어, 연속 광주기가 대서양연어의 성장을 

Table 1. Water qualities of Atlantic salmon Salmo salar parr-smolt rearing tank in seawater RAS for 120 days after seawater acclimatization

Values WT (°C) Salinity (PSU) DO (mg/L) pH TAN (mg/L) NO2
--N (mg/L)

Av.±S.D 14.48±1.15 35.6±0.2 7.83±0.94 7.69±0.22 0.135±0.112 0.123±0.109
Max. 20.30 36.4 10.27 8.04 0.450 0.396
Min. 10.31 35.3 5.66 6.83 0.009 0.012
n 84 29 84 81 13 13
RAS, 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WT, Water temperature; DO, Dissolved oxygen; TAN, Total ammonia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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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는 측면에서는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담수의 RAS 시설에서 대서양연어를 대상으로 광주기 조건에 
따른 성장을 연구한 결과, 역시 짧은 광주기보다 연속 광주기에
서 성장이 빠르고, 성숙시간을 줄인다는 본 연구와 동일한 결
과를 보고하였다(Stefanesson et al., 1991; Endal et al., 2000; 
Oppedal et al., 2006; Fjelldal et al., 2011). 
그러나 생존율은 NL 실험구와 LL 실험구 모두 95% 전후를 
보여 큰 차이 없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따라서 양식 환경에
서 단일주기인 겨울철에 담수에서 smolt를 생산할 경우 NL이 
아닌 LL하에서 사육한다면 성장 촉진은 물론 사료계수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 담수에서 연속 광주
기 처리를 2주 간격을 늘려 실험한 경우 처리시간이 길어질수
록 폐사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수에서 LL 하에 8
주를 사육한 후 해수로 옮긴 대서양연어에서 폐사가 거의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Van Rijin et al., 2021). 본 실험에
서 연속 광주기하에서 80일간 담수에서 사육하였지만 생존율
의 특별한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어의 성숙 시작과 발달은 광주기, 수온과 염분도와 같은 여
러가지 수질환경 요인과, 그리고 사료섭취, 성장율, CF, 지방전
환율과 유전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등에 의해 복잡하고 다양
한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Davidson et al., 2021). 연속 광주
기하에서 저수온(8.3–12.7°C)으로 유지하였을 경우 조기성숙
을 억제하여 성장율이 향상되지만(Davidson et al., 2021), 연
속 광주기 하에서 수온을 16°C에서 사육하였을 경우 수컷 대서
양연어의 조기 성숙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Fjelldal et 
al., 2011). 또한, parr-smolt 생산 시기의 사육 수온과 관련하여 

Virtanen (1988)은 8°C 보다 낮은 극단적인 수온은 smolt를 지
연시키거나 방해하며, 14°C 보다 높은 수온에서는 smolt가 촉
진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약 12°C 내외를 
채택하여 사육 수온이 smolt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Hamilton et al. (2022)은 Coho salmon을 RAS에서 LED 조
명을 이용하여 120일간 12L:12D와 24L:0D 조건과 염분 2.5 
ppt와 10 ppt에서 사육한 결과 연속 광주기가 실험어류의 행동
상 나타나는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해수적응 능력이 감소하는 단일주기인 off-season smolt 생산
에서는 필수적으로 24시간 연속 조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연속 광주기의 효과와 관련하여 Duston and Saunders 
(1995)는 5–8주의 연속 광주기 처리는 효과가 있는 반면, 2주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80일(11.4주) 연
속 광주기 처리는 smolt의 기능을 유발시키는데 충분한 기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Arnesen et al. (1992)는 어체 크기는 
순치 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30 g과 50 g 크기에서는 SGR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RAS에서 80일간 parr-smolt 사육을 실시한 수질환경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수질 환경은 Meade (1989)의 양식수질 
기준을 잘 유지하였다. 그러나 담수 환경에서 일정시기에 수온
이 낮아지는 경우 아질산 산화세균의 활성이 급격하게 감소하
여 아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급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연어류
의 smolt 생산에 주의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시스
템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대서양연어의 SGR을 다른 연구자

Table 3. Water qualities of Atlantic salmon Salmo salar parr-smolt rearing tanks for 80 days in freshwater RAS

Values WT (°C) DO (mg/L) pH TAN (mg/L) NO2
--N (mg/L) NO3

--N (mg/L) SS (mg/L)
Av.±S.D 12.07±1.91 11.01±1.14 6.69±.0.22 0.131±0.100 0.043±0.037 8.165±0.665 1.10±0.86
Max. 14.60 12.93 7.47 0.470 0.152 9.607 2.90
Min. 9.80 8.22 5.35 0.010 0.005 7.163 0.10
n 128 128 122 30 32 20 16
RAS, 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WT, Water temperature; DO, Dissolved oxygen; TAN, Total ammonia nitrogen; SS, Suspended 
solids.

Table 2. Growth performance of Atlantic salmon Salmo salar parr-smolt by photoperiod and sizes in freshwater for 80 days

LD cycle Weight (g) Feed conversion1 Feed efficient (%)2 SGR (%/day)3 DFR (%/day)4 Survival rate (%)

NL (12:12)
30 1.61±0.18b 62.4±7.0 0.529±0.041a 0.849±0.029 94.6±2.3
50 1.74±0.07b 57.7±2.4 0.463±0.004a 0.803±0.027 95.8±6.7

LL (24:0)
30 1.02±0.22a 100.6±21.6 0.764±0.062b 0.770±0.104 84.6
50 0.97±0.15a 104.68±15.9 0.760±0.034b 0.732±0.079 96.2

P-value 0.091 0.054 0.004 0.463 -
1Dry feed intake / wet weight gain. 2(Wet weight gain / dry feed intake)×100. 3(Ln final weight-Ln initial weight)×100/days. 4(Dry feed 
intake/ days)×100. LD, Lignt and dark regime; SGR, Specific growth rate; DFR, Daily feeding rate; NL, Natural light regime; LL, 24 h 
continuous light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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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Sigholt et al. (1998)은 약 40 g 크기의 대
서양연어를 대상으로 14주간 사육한 LL 실험구는 0.78 %/day, 
그리고 NL 실험구는 0.59 %/day를 나타냈다. 또한, Handeland 
and Stefansson (2001)은 각각 10 g과 23 g 크기의 대서양연어
를 대상으로 16주간 LD cycle을 12:12와 24:0으로 사육한 결
과 SGR은 10 g 크기에서는 각각 0.60–0.75 %/day와 0.88 %/
day로 성장하였고, 23 g 크기에서는 각각 0.40–0.44 %/day와 
0.60–0.70 %/day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크기와 
상관없이 LL 실험구에서는 0.760–0.764 %/day로, NL 실험구
에서는 0.463–0.529 %/day로 성장하여 상기한 연구와 비교하
여 비슷하거나 우수한 성장율을 나타내어 smolt 생산에 적합
한 시스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3). 따라서 국내에서 향
후 대서양연어 smolt 생산에 있어 RAS을 채택한다면 본 연구
의 사육 수질과 시설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Smolt의 해수 순치 능력 평가

혈액 성상의 변화

해수 순치 시 어류는 조직 탈수가 일어나고 그 결과 해수 섭취

량이 증가하여 혈중 삼투질 농도가 크게 변동한다(Kim et al., 
2005). 따라서 해수 순치 시 연어는 변화된 환경에 얼마나 효
과적으로 적응하는지를 혈액내 전해질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
정하여 연구하면 효과적으로 해수 적응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광주기와 크기를 달리하여 담수에서 off-season에 생산한 대
서양연어 smolt를 대상으로 해수 순치 전후에 나타나는 혈액의 
스트레스 반응 지표와 전해질 지표를 조사한 결과는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스트레스 지표인 혈중 cortisol 농도는 순치 전 담수에서 

NL-30과 LL-30 실험구에서 실험구별 평균 1.320–3.096 µg/
dL 범위로 안정된 값을 보였다. 그러나 4일간의 해수 순치 후 
NL-30의 cortisol 농도는 유의적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순치 
시작부터 24일째에는 모든 실험구간에서 cortisol 농도 간의 유
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그러나 LL 실험구의 
cortisol 농도가 NL 실험구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담수에서 연
속 광주기 조건으로 smolt를 생산할 경우 해수 순치 후 스트레
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어과 어류의 휴식기 cortisol 
농도는 2–4 µg/dL 범위로 알려져 있으며, 선별, 이동, 그물교체 

Fig. 2. Blood analysis (stress related) of Atlantic salmon Salmo salar parr-smolt reared at different photoperiod and sizes before and after 
adaptation of seawater. NL, Natural light regime; LL, 24 h continuous light regime. The zebra patterns of column mean 3 day of seawater 
adaptation period. The different letters of columns denote significant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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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핸들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cortisol 농도가 4배 이상 상승
하게 되며, 은연어의 경우 가두리 그물작업을 시작한지 2시간째
에 높은 값을 보인다고 하였다(Jeon et al., 2000). 
간의 건강도 지표인 GOT는 담수 사육기간동안 523.7–622.3 

IU/L 범위였고, LL 실험구의 경우 담수(해수 순치 전)와 해수 
순치 후의 GOT 값의 유의적인 상승을 나타나지 않았으며, NL 
실험구에 비해 유의성이 있게 낮은 값을 보였다. GPT 농도는 해
수 순치 전후 실험구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해수 순치 후 12일
째에 NL 실험구에서 다소 상승하였으며, 24일째에는 실험구간
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에너지 및 스트레스 지표를 
나타내는 glucose 함량은 모든 실험구에서 다소 상승하였으나, 
실험구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실험구별 어류의 혈중 삼투질 농도는 해수 순치가 막 끝난 6일
째 NL 실험구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며, 특히 NL-30의 경우 6
일째와 12일째까지 약 370 mOsm/Kg을 유지하다가 24일째에
는 해수 순치 전과 비슷한 농도를 보였다. NL-50의 경우 6일째 

평균 357.5±29.2 mOsm/Kg까지 상승한 후, 12일째에 감소하
였다. LL 실험구의 경우 개체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해
수 순치 전 담수 조건과 해수 순치 후에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해질인 Na+와 Cl- 농도는 삼투질 농도와 비슷한 경향
을 보였다. 특히, Cl- 농도는 혈액을 채취한 개체 간의 큰 편차가 
NL 실험구에 보여 각 실험구간의 유의성 판단은 검증하기 어
려웠으나, NL 실험구 특히 개체가 작은 NL-30에서 Cl-농도 변
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NL주기 조건에서 해수 순치 후에 삼
투압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24일째에 
모두 해수 순치 전 담수에서 측정한 값과 비슷한 전해질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lackburn and Clark (1987)는 CF와 
plasma chloride 농도는 smolt의 질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
였으며, Stefansson and Hansen (1998)의 보고에 의하면 충분
히 발달된 smolt는 plasma chloride 수준이 150 mM 이하로 유
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모든 실험구에서 측정된 
해수 순치 전 수치와 유사한 값을 보여 smolt화가 잘 진행된 것

Fig. 3. Blood analysis (electrolyte related) of Atlantic salmon Salmo salar parr-smolt reared at different photoperiod and sizes before and af-
ter adaptation of seawater. NL, Natural light regime; LL, 24 h continuous light regime. The zebra patterns of column mean 3 day of seawater 
adaptation period. The different letters of columns denote significant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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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반면, 전해질 K+의 경우 평균 1.04–4.20 mM 범위로 해수 순
치 전 후 큰 차이는 없었으나, NL 실험구가 LL 실험구보다 다
소 높은 값을 보였다. Van Rijin et al. (2021)는 200 g 대서양
연어를 이용하여 smolt화를 실험 한 결과 비슷한 전해질 값을 
나타냈으며, 연속 광주기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삼투질 농도
의 급격한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LL 
실험구의 삼투질 농도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연어과 어류
의 smolt화는 형태학적, 생리학적, 생화학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hypo-osmoregulatory 능력
은 smolt화를 겪는 어류의 가장 중요한 생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Cui et al., 2022). 일반적으로 어류가 여러가지 외부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1차적으로 cortisol 등의 호르
몬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삼투질 농도나 혈당 농도 등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Mazeaud et al., 1977; Barton 
and Iwama, 1991; Park et al., 2016). 또한 폐쇄된 공간에서 연
속적으로 빛을 비추었을 때 느끼게 되는 양식생물의 스트레스
나 행동 이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Hines et al. 
(2019)와 Fang et al. (2019)는 RAS 시설내에서 광주기를 조절
하였을 경우 빛이 어류에게 미치는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24시간 LL 대서양연어의 성장이나 smolt
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Post-smolt(해수)의 성장

대서양연어는 담수에서 smolt가 진행되면 몸 표면이 은색으
로 변하고, CF는 감소하고 지느러미 연변부는 진한색으로 변
하며, 아가미 조직의 Na+, K+ ATPase 활성이 증가하고(McCor-
mick et al., 1987; Hoar, 1988), parr는 영역을 지키려는 행동이 
관찰되지만 smolt가 진행되면서 덜 공격적이고 집단 유영을 하
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Jonsson and Jonsson, 1993; Thorpe, 
1994). 본 연구에서 담수에서 80일간 parr-smolt 사육 후 연속
하여 해수에서 post-smolt를 사육하고 성장도와 CF를 조사하
여 smolt 생산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해수사육 초기와 말기
에 각 실험구의 어류를 대상으로 전장과 체중을 측정하고 ID 
chip을 삽입 후 동일한 수조에서 사육하였다. 실험시작시 담수

에서 80일간 사육한 LL 실험구에서는 NL 실험구와 달리 CF가 
유의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는데(P<0.05, Table 4), 이는 상기한 
연구 결과와 같이 정상적으로 smolt가 생산되었다고 사료된다. 
이후 약 120일간 수행된 post-smolt 해수사육에서는 NL 실험
구와 상반되게 오히려 CF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는 해수에 잘 적응하여 정상적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
고 있다. 나아가 SGR도 담수와 해수사육에서 크기와 상관없이 
LL 실험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어 80일간의 24시
간 인공조명이 담수사육 후 해수에서도 성장이 우수하다는 것
을 증명할 수 있었다.   
양식산업에서 연어과 어류의 해수 순치의 성공여부는 단순히 
생존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는 해수사육에서 삼투
압 쇼크로 인한 성장 저하로 상품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더 큰 문제가 된다(Kim et al., 2005). 그러므로, 연어를 
해수 순치한 후 이어지는 해수 사육에서도 성장을 유지하여, 기
간 내에 상품 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수 적응 능력을 갖춘 
우수한 종자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서양
연어 parr-smolt를 담수 사육기간 동안 24시간 연속 조명 하에
서 80일 이상 광주기 조절을 한 뒤 해수로 옮기면 smolt의 성장
률 향상, CF 증가 및 생리적인 변화를 크게 줄여주어 안정되게 
smolt를 생산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잘 활용하여 국내에서 대서
양연어를 단일주기인 off-season에 smolt를 생산할 경우 해수 
순치 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양식을 성공적
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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