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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수가 임하호에 서식하는 수종 어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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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Muddy Water on the Fishes in Imha Reservoir. Myung Ja Shin, Jong Eun Lee and Eul
Won Seo*. Dept. of Biological Sci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760-749, Korea - In the present
study, the effects of muddy water were compared and examined on the fish inhabiting Imha reser-
voir, E. erythropterus, H. labeo and Z. platypus in Cypriniformes, S. asotus in Siluriformes and S. scher-
zeri in Perciformes. In the gills of fish in muddy water, the secondary lamellae of fish in
Cypriniformes showed more irregular gaps and more winding than those in Siluriformes and
Perciformes. Also, the edema and detachment of epithelial cells was more detected in the gills in
Cypriniformes, but clubbing was frequently detected in Perciformes and Siluriformes. Also, we found
that muddy debris and minute particles attached to lamellae were frequently detected in Perciformes
and Cypriniformes. The glomerulus in the kidney was much more constricted in Z. platypus in
Cypriniformes. As a result, it is proposed that fish in Cypriniformes are more affected by muddy
water. In the changes of blood components, which might be affected by muddy water, the concen-
trations of TP, ALB, TG, CHOL and A/G ratio, were high in Cypriniformes, and inorganic matters
were abundant in Siluriformes. In addition, AST activity was relatively higher than ALT and both ac-
tivities were higher in Cypriniformes than in Siluriformes. Taken together, the change in blood plas-
ma may be caused by the reduction in voracity in the wake of muddy water, which results in tissu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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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강수량의 계절적 편중과 집중호우에 의한 환경적 피

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탁수에 의한 수질문제는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여름철을 전후하여 전국적인 규모

의 광역화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탁수는 집중

강우가 발생한 후 수일 내로 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탁수가 지속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하천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17]. 탁수가 가장 심각했던 임하호의 탁수

유발물질은 주로 상류하천 유역 암석의 풍화물인 미립의 점

토광물과 조암광물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미세입자

는 콜로이드성으로 입자크기가 0.1～10 μm 부근의 미세입자

로 활성도가 작아 다른 입자들과의 결합력이 약해 침강이 잘

되지 않는다[6].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고농도의 탁수가

호수에 유입되면 수계내 빛 투과량 감소, 호소내의 용존산소

결핍, 추가적 정수처리, 수생태계의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키

게 된다[1,14]. 이중 수계내 빛 투과량 감소는 수생식물이 성

장할 수 있는 유관층을 얕아지게 함으로써 수생식물이 생장

할 수 있는 수심을 얕아지게 하고 이러한 수생식물의 감소는

저생동물과 어류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어류도 부유토사

가 증가하면 생리적 장애, 성장률 저하, 질병 저항력 약화 등

으로 인하여 현존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는다. 더불어 플랑

크톤의 발생 및 부착성 어란의 폐사와 부화 자어의 서식환경

을 악화시켜 결국에는 하천 생태계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3].

수질오염이나 탁수와 같은 요인으로 수환경이 급격하게 악

화 되면 어류는 호흡율이 감소하게 되고[10],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사구체 신염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여 어류의 2차 병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

할 경우 어류 폐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8]. 또한 탁수는 어류

에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혈액 내 혈구 및 혈액 성분에도 커다

란 영향을 받게 된다[3,15]. 국내에서도 환경오염에 의한 수생

태계의 변화를 수생생물의 형태․생리학적 측면에서 조사한

바 있는데, Kim 등[8]은 오폐수 등에 의해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만경강에 서식하는 수생생물 중 어류는 오염물

질과 오염수역의 원생생물 및 세균 등에 의해 아가미 조직이

병리적으로 형태의 변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탁수역인 임하호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잉어

목(Cypriniformes)의 강준치(Eryghroculter erythropterus), 누치

(Hemibarbus labeo), 피라미(Zacco platypus)와 메기목

(Siluriformes)의 메기(Silurus asotus), 농어목(Perciformes)의

쏘가리(Siniperca scherzeri)의 조직과 혈장을 통해 탁수가 어류

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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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 어류

실험에 사용된 실험어는 임하호 4개의 지점을 선정하여 집

중 호우 후 탁수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시기인 2005년 5월,

7월, 9월과 2006년 8월, 9월, 10월에 걸쳐 채집하였다(Fig. 1).

채집은 3중자망(망목 10×10 mm, 25×25 mm)을 사용하여 설치

48시간 정치 후 수거하였다. 채집된 어류 중 강준치(E. eryth-

ropterus), 누치(H. labeo), 피라미(Z. platypus), 메기(S. asotus)

및 쏘가리(S. scherzeri)는 현장에서 Kim과 Park [7]을 참조하여

동정하였다. 동정 후 즉시 실험실로 운반하여 외부 형태적 손

상이 나타나지 않은 개체를 확인하여 각 15 마리씩 실험에

사용하였다.

조직관찰

광학현미경적 관찰을 하기 위하여 탁수역인 임하호에 서식

하는 강준치, 누치, 피라미, 메기, 쏘가리의 아가미와 신장을

절취하여 FAA로 24시간 고정하였다. 이 후 수세, 탈수 과정의

단계를 거쳐 일반적인 조직 제작 방법에 따라 파라핀 포매하

였다. 파라핀 블럭은 4～6 μm 두께의 절편 리본을 제작하여

헤마톡실린과 에오진에 이중염색한 후 광학현미경하에서 관

찰하였고, 사진 촬영은 디지털카메라(DP-71, Olympus)을 사

용하여 실시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은 공시 어류의 아가미를 절취하여

glutaraldehyde (2.5%)에서 2시간 전고정 후 0.1 M 인산완충용

액(pH 7.0)로 15분씩 3회 세척하였다. 후고정은 1% osmium

tetraoxide (OSO4)에 1～2시간 고정시켜 탈수 과정을 거친 후

냉동건조기에서 완전히 건조하였다. 완전히 동결 건조된 시료

는 표면에 금 코팅을 하여 주사전자현미경(S-2500C, Hitachi)

하에서 아가미 표면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s in Imha reservoir.

혈액 성분의 분석

강준치, 누치, 메기 혈액 내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는 심장에

서 직접 채혈한 전혈상태의 혈액을 hemocytometer에 도말하

여 측정하였다. 채혈한 혈액 중 일부는 혈장만을 분리한 후

혈장내의 총단백질(total protein, TP), 알부민(albumin, ALB),

중성지방(triglyceride, TG), 콜레스테롤(cholesterol, CHOL),

아미노산 전이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무기질(Na, Cl, Pi, K)를 혈액분석기

(7600, Hitachi)에서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각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하여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

(SPSS Inc., ver 12.0K)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Anova test를

사용하여 평균값들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P<0.05), 모

든 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mean±SD)로 표시하였다.

결 과

아가미와 신장의 미세구조

강준치(E. erythropterus)의 아가미 조직은 일차새변의 표면

이 매끄럽지 않으며, 이차새변은 굽어 있거나 꺾여 있고 이차

새변 사이의 공간이 다소 불규칙하였다. 또한 이차새변의 끝

부분이 팽대되어 있는 곤봉상을 이루고 있으며, 이차새변의

상피세포가 분리되어 있거나 두꺼운 다층의 상피세포로 비대

해진 부종도 확인되었다. 신장 조직은 괴사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신장내 사구체가 수축되고 보우만 주머니 안의 공간이

넓은 형태로 나타났다(Fig. 2). 누치(H. labeo)는 아가미 주름에

탁수의 미세입자들이 다량으로 침적되어 있으며, 일차새변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드문드문 부풀어 올라 있다. 이차새

변 사이의 간격은 매우 불규칙하며, 곤봉화와 부종이 두드러

졌고 상피세포도 분리되었다. 또한 부분적으로 이차새변과 이

차새변이 인접하여 융합한 형태도 나타났다. 신장 조직의 경

우 대부분 신장내 사구체가 보우만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 있

으며, 조직내 괴사나 공포가 거의 없는 정상적인 형태로 관찰

되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신장내 사구체가 수축되어 보우만

공간이 공포화되었다(Fig. 3). 피라미(Z. platypus)의 아가미 조

직은 일차새변의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혹처럼 부풀어 있으

며, 이차새변 사이의 간격이 매우 불규칙하고 이물질과 미세

입자가 침적되어 있다. 이차새변은 매우 굽고 부풀어져 있으

며, 이차새변이 인접하여 새변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또한 이차새변은 두꺼운 다층의 상피세포로

비대해져 있는 부종 및 새변의 끝부분이 팽대되어 있는 곤봉

상이며, 이차새변이 갈라져 상피세포가 분리되어 있다. 신장

조직내 사구체는 수축되어 보우만 공간이 공포화되었다(Fig.

4). 메기(S. asotus)의 아가미 조직은 일차새변의 표면이 비교적

매끄럽고, 이차새변 사이의 간격도 비교적 규칙적으로 배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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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crographs of E. erythropterus gill and kidney. A: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gill. Winding of secondary lamellae

and muddy debris were shown (arrows). Scale bar=100 μm; B: Micrographs of gill. Clubbing was shown in secondary lamellae

(arrows). Scale bar=20 μm; PL, primary lamella. SL, secondary lamella. C: Micrographs of kidney. Nephrosclerositic glomerulus

was shown (arrows). Scale bar=20 μm; BS, Bowman's space. DT, distal tubule. GL, glomerulus. PT, proximal tubule.

Fig. 3. Micrographs of H. labeo gill and kidney. A: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gill. Fusion and edema was shown between

secondary lamella (arrows). Scale bar=100 μm; B: Micrographs of gill. Respiratory epithelial cells were separated in secondary

lamella (arrows). Scale bar=20 μm; PL, primary lamella. SL, secondary lamella. C: Micrographs of kidney. Nephrosclerositic

glomerulus was shown (arrows). Scale bar=20 μm; BS, Bowman's space. DT, distal tubule. GL, glomerulus. PT, proximal tubule.

Fig. 4. Micrographs of Z. platypus gill and kidney. A: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gill. Fusion and muddy debris were shown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lamella (arrows). Scale bar=100 μm; B: Micrographs of gill. Respiratory epithelial cells were

separated in secondary lamella (arrows). Scale bar=20 μm; PL, primary lamella. SL, secondary lamella. C: Micrographs of

kidney. Nephrosclerositic glomerulus was shown (arrows). Scale bar=20 μm; BS, Bowman's space. DT, distal tubule. GL,

glomerulus. PT, proximal tubule.

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이차새변 사이에 이물질이 있으며,

이차새변이 굽어져 있고 팽대되어 있는 곤봉상 및 이차새변의

상피세포 분리도 있다. 신장 조직은 신장 내 사구체가 다소

수축되어 보우만 공간이 넓은 형태도 있었으나 조직내 괴사나

공포가 거의 없는 정상적인 형태였다(Fig. 5). 쏘가리(S. scher-

zeri)의 아가미 조직은 일차새변과 이차새변의 아가미 주름에

미세입자와 이물질이 침적되어 있으며, 이차새변이 굽거나 꺾

여 있고 이차새변 사이의 공간도 비교적 좁고 불규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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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icrographs of S. asotus gill and kidney. A: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gill. Fusion and muddy debris were shown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lamella (arrows). Scale bar=100 μm; B: Micrographs of gill. Clubbing and winding were

shown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lamella (arrows). Scale bar=20 μm; PL, primary lamella. SL, secondary lamella. C:

Micrographs of kidney. Nephrosclerositic glomerulus was shown (arrows). Scale bar=20 μm; BS, Bowman's space. DT, distal

tubule. GL, glomerulus. PT, proximal tubule.

Fig. 6. Micrographs of S. scherzeri gill and kidney. A: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gill. Muddy debris were attached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lamella (arrows). Scale bar=100 μm; B: Micrographs of gill. Clubbing and winding was shown in

secondary lamellae (arrows). Scale bar=20 μm; PL, primary lamella. SL, secondary lamella. C: Micrographs of kidney.

Nephrosclerositic glomerulus was shown (arrows). Scale bar=20 μm; BS, Bowman's space. DT, distal tubule. GL, glomerulus.

PT, proximal tubule.

이차새변은 두꺼운 다층의 상피세포로 비대해진 부종과 새변

의 끝부분이 팽대된 곤봉상이 관찰되었다. 신장 조직 내 사구

체는 수축되어 보우만 공간이 넓어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사

구체가 심하게 수축되어 있다(Fig. 6).

탁수역에 서식하는 어류 중 잉어목 어류의 아가미 조직은

메기목이나 농어목 어류보다 이차새변 간격이 불규칙하였고

이차새변의 만곡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부종과 상피세포의 분

리도 잉어목의 어류에서 매우 높은 빈도를 나타났다. 그러나

곤봉화는 농어목과 메기목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새변

사이에 이물질과 미세입자의 부착은 농어목과 잉어목에서 높

은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신장 조직 내 사구체 수축은 잉어목

의 어류에서 훨씬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혈구 수와 혈액 성분의 분석

탁수역인 임하호에 서식하는 강준치(E. erythropterus), 누치

(H. labeo), 메기(S. asotus)의 평균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를 확인

한 결과 적혈구 수는 33.3×106 cell/μl였으며, 백혈구 수는

42.7×103 cell/μl이었다(Fig. 7). 어류의 혈액 중 단백질 성분인

TP와 ALB의 평균 함량은 ALB가 1.2±0.05 g/dl이며, TP는

3.42±0.27 g/dl이었다. 또한 ALB와 TP의 함량은 잉어목의 강

준치가 가장 높은 함량으로 ALB가 1.6 g/dl와 TP는 5.33 g/dl

이며, 누치가 1.92 g/dl로 같은 잉어목 간의 함량차이가 컸다.

글로불린(globulin, G)의 양은 TP에서 ALB 함량을 뺀 것이라

할 때, 알부민과 글로불린의 비(A/G ratio)는 강준치가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Fig. 8A). TG와 CHOL의 평균 함량은

TG가 316.92±3.85 mg/dl이며, CHOL은 67.17±1.65 mg/dl이

었다. 또한 강준치는 TG가 574.75 mg/dl이고 CHOL은 171.5

mg/dl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어류간의 함량 차이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Fig. 8B). 아미노산 전이효소의 평균 활성

은 AST가 579.75±3.51 u/l이고, ALT는 239.75±2.44 u/l이었

다. 또한 잉어목의 누치는 AST가 1153 u/l이며 ALT는 480

u/l로 가장 높은 활성으로 어류에 따라 활성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Fig. 8C). 무기질의 평균 함량은 Na이

11.67±0.37 mmol/l이며, Cl은 74.92±0.18 mmol/l이었다.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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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blood cell number of E. erythropterus, H.
labeo and S. asotus in Imha reservoir. The number of red

blood cell and white blood cell were shown higher in

E. erythropterus. ■; Blood cells in E. erythropterus . ▨;

Blood cells in H. labeo. □; Blood cells in S. asotus. RBC:

Red blood cell, WBC: White blood cell, The values are

mean±SD (n=3).

A B

C D

Fig. 8. Comparison of plasma components of E. erythropterus, H.
labeo and S. asotus in Imha reservoir. A: The concentration

of albumin (ALB) and total protein (TP). The concntration

of ALB and TP was shown the highest in E. erythropterus.
B: The concentration of triglyceride (TG) and Cholesterol

(CHOL). The concentration of TG and CHOL was shown

the highest in E. erythropterus. C: The activities of aspar-

tate aminotransferase (AST)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The activities of AST and ALT were shown the

highest in H. labeo. D: The concentration of Na, Cl, Pi

and K, Na and Cl was shown the highest in S. asotus.

■; Plasma components in E. erythropterus. ▨; Plasma

components in H. labeo. □; Plasma components in S.
asotus. The values are mean±SD (n=3).

와 Cl의 함량은 메기목에서 높은 함량을 보여 Na는 122

mmol/l이고, Cl은 90 mmol/l로 잉어목보다 높은 함량을 보

였다. Pi는 14±0.11 mmol/l이고 잉어목의 누치가 16.2

mmol/l로 높은 함량이었다. K은 3.46±0.09 mmol/l이며, 메기

가 5.5 mmol/l의 높은 함량이었으나 잉어목의 강준치와 누치

의 함량은 거의 유사하였다. 무기질에서는 Na, Cl, Pi, K 순으

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어류 목에 따라 함량 차이를 보이

며 어류에 따른 함량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8D).

혈액의 단백질 성분인 TP와 ALB의 함량 및 A/G 비, 혈장

내 TG와 CHOL의 함량은 잉어목에서 높은 함량을 갖고 있으

며, 같은 잉어목에서도 함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LT와 AST의 활성은 잉어목에서 높고 메기목에서 낮은 활성

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AST 활성이 ALT의 활성 보다 매우

높았다. 무기질 Na, Cl, K의 함량은 메기목에서 높았고 Pi는

잉어목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Fig. 8).

고 찰

어류의 아가미는 표면의 얇은 상피세포에서 물과 혈액간의

가스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차새변이 일정한

거리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수중에 독성 물질이 함유되거

나 수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의 스트레스가 나타날 경우 이차

새변은 비대해져 곤봉화나 부종을 일으키게 되어 가스교환이

어려워지게 된다[5,18]. 또한 각 새변 세포의 초기 변화로 상피

세포 종창, 비대에서 시작하여 각 이차새변의 두께가 증가하

게 되고, 새변 표면의 점액세포에 의한 분비활동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병변이 지속되어 심해지면 새변 상피는 부종,

증생 또는 새변간 유합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

가미 상피의 병변은 환경적 요인 및 감염원에 대한 반응과정

을 조기에 반영하므로 아가미의 조직학적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는 질병의 병리조직학적 진단상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

다. Lee 등[12]과 Shin 등[16]은 탁수역에 서식하는 어류의 아

가미에서 이차새변의 만곡, 곤봉화, 부종 및 상피세포 박리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실험실 내 인위적인 사육 조건에서

탁수 노출 실험을 통한 어류 영향의 경우 탁도가 높고 사육기

간이 길어질수록 아가미 조직은 이차새변의 간격이 불규칙하

고 새변 사이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곤봉화와 부종

및 상피 세포의 박리가 나타났다[9,17]. 본 연구에서도 잉어목

의 어류가 메기목이나 농어목의 어류보다 이차새변 간격이

불규칙하고 만곡 및 부종과 상피세포의 분리 등이 높은 빈도

로 확인됐다. 이는 메기목의 메기와 농어목의 쏘가리의 경우

야행성으로 탁수의 영향을 덜 받은 반면 잉어목의 어류들은

낮에 활동을 함으로써 탁수에 의해 더 많은 아가미적 병변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즉 탁수역에 서식하는 어류의 아가

미는 곤봉화 및 부종, 상피세포 박리 등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가미의 변형된 구조는 호흡 면적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호흡기능의 약화는 어류의 건강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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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nel 와 Pardo [2]은 신장의 두꺼워진 기저막 및 사구체의

수축은 포유류의 만성 사구체 신염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

러한 사구체의 수축은 어류의 2차 병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어류의 폐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탁수역에

서식하는 어류의 신장조직에서 사구체의 크기가 작아지는 수

축 현상과 조직의 괴사 및 공포현상이 나타났다[12,16]. 본 연

구에서도 탁수역에 서식하는 어류에서 신장내 사구체 수축현

상이 확인되었으며, 잉어목의 피라미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

다. 이는 탁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탁수로 인하여

조류의 부착장소 소실과 수심에 빛 투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함으로써 조류의 서식환경에도 영향을 주어 잡식성이

지만 주로 부착 조류와 씨앗 등을 먹이로 섭식하는 피라미에

서 신장내 사구체 수축 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이러한 사구체의 수축은 신장의 기능 손실이나 노폐물 제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어류의 2차 병변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류의 적혈구 수는 종에 따라 다르고 스트레스와 환경의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5×10
6
～4×10

7
cell/μl

정도이며, 백혈구 수는 2×104～15×104 cell/μl 사이에 분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어류의 적혈구 수는

3.3×10
7

cell/μl, 백혈구 수는 4.27×10
4

cell/μl으로 모두 정상

범위에 포함되어 혈구의 수는 탁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메기에서 적혈구 수와 백혈구 수

가 다른 어류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메기의 서식환경

과 습성이 바닥하층에 서식하므로 다른 어류에 비해 산소를

더 많이 요구함으로써 더 많은 적혈구가 생성된 것으로 사료

된다. 백혈구 수 또한 높은 것은 메기는 표피에 비늘이 없음으

로써 어체 내 세균의 침입이나 기타 손상에 대해 다른 어류에

비해 더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어류는 물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이나 조사가

매우 어렵다. 또한 탁수라는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 수생물은

미세한 형태적 변화와 더불어 생리적 변화도 수반하여 대응하

게 되며, 생리적 변화는 가장 직접적으로 혈장의 여러 성분

중 혈장 단백질에서 변화를 나타나게 된다[11]. 일반적으로 어

류가 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장관의 흡수 장해, 간췌장의

손상 및 세뇨관의 재흡수 장애로 인하여 혈청 총단백질(TP)의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경골어류에서는

4～7 g/dl의 수준이다[20]. 본 연구에서도 어류의 TG의 함량

은 평균 3.42±0.27 g/dl 로 확인되어 일반적인 어류의 수치에

포함되었으나 누치의 경우 1.92 g/dl로 다른 어류에 비해 낮은

함량을 보인 것은 누치가 다른 어류에 비해 탁수의 미세입자

에 영향으로 장관의 흡수 장해, 간췌장의 손상 및 세뇨관의

재흡수 장애가 일어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중성지방(TG)과 콜레스테롤(CHOL)의 농도는

수온, 성별, 생식주기와 먹이의 지질 함량이나 섭식율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9]. 본 연구의 탁수역에 서식

하는 어류의 혈장내 TG와 CHOL은 함량이 낮으며 어류에 따

른 함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탁수로 인한

먹이 탐식 능력의 저하에 의하여 기인한 것이며, 또한 TG의

대부분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됨으로써 어류에 따른 에너지원

의 이용에 차이로 생각된다. 혈장내 전이효소인 아미노산 전

이효소도 오염수준의 판정에 널리 활용되며, 생체내에서 중요

한 당, 지질, 단백질에 관계하며 어류에서는 상태가 나쁜 경우

아미노산 전이효소 활성은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아

미노산 전이효소활성이 잉어목에서 매우 높은 활성을 나타냈

는데, 이는 탁수로 인하여 수계내 빛 투과량 감소로 먹이 상태

가 좋지 못하거나 부유토사의 증가로 생리적 장애와 질병 저

항력 약화 등으로 인해 아미노산 전이효소활성이 증가된 것으

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임하호에 서식하는 잉어목(Cypriniformes)의 강

준치(E. erythropterus), 누치(H. labeo), 피리미(Z. platypus)와 메

기목(Siluriformes)의 메기(S. asotus), 농어목(Perciformes)의

쏘가리(S. scherzeri)를 이용하여 탁수가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조사하였다. 탁수역에 서식하는 잉어목 어류의 아가미

조직은 메기목이나 농어목 어류보다 이차새변 간격이 불규칙

하였고 이차새변의 만곡이 두드러졌으며, 부종과 상피세포의

분리도 매우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곤봉화는 농어목

과 메기목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새변 사이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과 미세입자는 농어목과 잉어목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신장 조직내 사구체의 수축은 잉어목의 피라

미에서 훨씬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잉어목의 어

류가 탁수에 의해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받고 있다. 탁수에

의한 혈액 성분의 변화는 잉어목에서 TP, ALB의 함량, A/G

비, TG 및 CHOL의 함량이 높았고, 메기목에서는 무기질의

함량이 높았다. 또한 잉어목에서 ALT와 AST의 활성이 높았으

며 상대적으로 AST 활성이 ALT의 활성 보다 높았다. 이러한

혈장 성분의 변화는 탁수로 인해 먹이 탐식 능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섭이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조직의 손상 등에 기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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