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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갱이 Leiocassis ussuriensis (Siluriformes) 자성발생성 이배체 생산 

I.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도 처리 조건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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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conditions for the induced diploid gynogenesis, a maternal-exclusive form of artificial partheno-

genetic reproduction, were optimized in bagrid catfish (Leiocassis ussuriensis, Siluriformes). Optimal amounts of

ultraviolet (UV) irradiation for the genetic inactivation of spermatozoa in bagrid catfish and Pseudobagrus ful-

vidraco were proven to be ranged from 3,600 to 4,800 ergs/mm2 based on the examination of viability of embryos

and haploid incidence. Haploid embryos were restored to diploidy by preventing the extrusion of the second polar

body using cold shock treatment. Thermal treatments (4 or 6°C for 30, 40 or 50 min) were carried out 3, 5 or 7 min

post insemination. Best scores for embryo viability (38.6% of total eggs taken) and incidence of normal diploidy

(87.9% of hatched larvae) were observed at the embryo group treated at 4°C for 40 min, 5 min after insemination.

Restoration of gynogenetic diploidy was confirmed based on the absence of haploid syndrome, cell size and/or

nucleolar organizing region (NOR) 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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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농갱이, Leiocassis ussuriensis는 분류학상 메기목(Order

Siluriformes) 동자개과(Family Bagridae)에 속하며, 최대 전장

이 50 cm에 이르는 메기목 어류 중 비교적 대형 종으로서, 한

강과 금강 등 우리 나라의 많은 하천에 서식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도 분포한다(Lee and Kim, 1990). 본 종은 기호도가

높은 고가의 식용어이며 새로운 담수 양식 품종으로서 그 가능

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

자원의 감소와 수요 증가로 인해 인공 종묘생산을 통한 대농갱

이 종묘의 확보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

농갱이는 수컷의 성장이 암컷보다 월등히 빨라 양식 현장에서는

전 수컷(all-male) 종묘의 생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게 기

대되는 종이다. 그러나 아직 본 종의 유전학적 성 결정 기구(genetic

sex determination mechanism)와 성 분화(sex differentiation)에 대

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어, 전 수컷 종묘 생산을 위한 유전학

적 및 생리학적 성 전환(sex reversal) 기법의 개발은 아직 보고

된 바 없다.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도(induced diploid gynogenesis)는 정

자의 유전학적 기여 없이 난자의 유전물질만으로 개체를 생산

해내는 방법으로서, 한쪽 성(sex)의 반수체(haploid) 유전물질만

을 이배화하여 개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우수한 유전

적 순계를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유전적인 동형

접합성 복제 계통의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다(Pandian and

Koteeswaran, 1998; Nam et al., 2000). 또한 자성발생성 이배

체 기법은 이형 성 염색체(heteromorphic sex chromosome) 또

는 성 판별용 유전자(genetic sex marker)가 밝혀져 있지 않는

어류의 성 결정 기구를 추적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서도 매

우 중요시 되며, 이미 본 기법을 이용한 성 결정 기구의 규명이

여타 어종들에서 보고된 바 있다(Chourrout and Quillet, 1982;

Jeong et al., 1996; Nam et al., 2001). 

이에 본 연구는 대농갱이를 대상으로 우량의 순계 형질을 단*Corresponding author: incbang@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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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확보하고 아울러 본 종의 유전학적 성 결정 기구를 규

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대농갱이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

도를 위한 최적 조건을 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어

본 실험에 사용된 대농갱이는 충남 부여의 백마강에서 수집

된 성숙된 개체를 친어(암컷 20.8±2.2 cm, 119.3±17.6 g 및 수컷

31.8±3.2 cm, 250.1±26.7 g)로 사용하였다. 이종간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도를 위해 사용한 동자개(Pseudobagrus fulvidraco)

수컷은 충청남도 서산시 간척지 저수지에서 어획되는 것 중에

서 성숙한 개체를 친어로 사용하였다. 역시 정자 공여자로 이

용한 미꾸라지(Misgurnus mizolepis)는 순천향대학교 해양생명

공학과 분자육종학 연구실에서 유지하고 있던 수컷 친어를 이

용하였다. 

산란 유도, 인공 수정 및 부화

대농갱이의 산란 유도를 위하여 인간 융모막성 성선 자극 호

르몬(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 Sigma, USA)을

20,000 IU/kg으로 복강에 주사하고 18시간 경과 후부터 2시간

간격으로 복부를 가볍게 눌러 성숙난을 얻었다. 대농갱이 수컷

은 복부를 절개 후, 정소를 적출하여 세절 후 정액을 수집하였

으며, 수집된 정액은 0.85% 생리식염수로 10배 비율로 희석하

여 수정에 사용하였다. 건식법에 의해 알과 정자를 수정시켰으

며 25±0.5oC로 부화시켰다. 동자개와 미꾸라지의 정액도 대농

갱이 수컷의 방법과 동일하게 준비하였다. 수정은 건식법으로

하였으며, 수정 후 사육수로 세란한 후 petri dish에 수정난을

부착시킨 채 부화를 유도하였다. 

자외선 조사, Hertwig 효과 분석 및 반수체 유도

동자개, 대농갱이 및 미꾸라지 정자에 의한 대농갱이 자성발

생성 이배체 유도를 위해 동자개 및 미꾸라지 정자의 자외선

불활성화 조건을 Hertwig 효과 분석과 함께 조사하였다. 수집

된 정액을 0.85% 생리식염수로 50배 비율로 희석 후, 희석된

정액을 각 petri dish 바닥에 1 mm 두께가 되도록 도포하였고

UV-lamp (Sankyo Denki, Japan)를 사용하여 자외선을 조사

(irradiation)하였으며 균일한 자외선 조사를 위해 자동 교반기

를 이용하였다. 자외선 조사는 1,200 erg/mm2 단위로 1,20010,800

erg/mm2 구간에서 수행하였다. 자외선 조사가 완료된 정자 시

료를 회수하여 대농갱이 난과의 인공수정을 상기와 같이 실시

하였다. 각 자외선 농도에서의 Hertwig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성발생성 반수체의 생존율과 반수체 증후군(haploid syndrome)

의 출현 빈도를 조사하였다. 반수체 증후군 발생빈도와 생존율

은 최초 처리 난 수에 대한 각각의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3반

복의 처리를 통해서 각 구간의 평균 값을 구하였다.

자성발생성 이배체 복원을 위한 저온 자극 처리

상기 Hertwig effect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100% 반수체 증

후군과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적정 자외선 농도(4,800 erg/

mm2)를 이용하여 동자개 정자를 불활성화 처리하였다. 불활성

된 정자를 이용 대농갱이 난과 수정시켰으며 수정 후 3, 5, 7분

후에 각각 30, 40 및 50분간 4°C 또는 6°C로 저온 처리하였다.

처리가 종료된 수정난은 수온 25.0±0.5°C 항온 부화조에서 부

화를 유도하였다. 수행된 각 처리 그룹에 대하여 부화 직전의

생존율을 백분율로 평가하여 최적 처리 조건을 구하였으며 이

때 각 처리 조건 별 3 반복구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부화 직

후 각 처리군에서 얻어진 개체들의 반수체 증후군 출현 빈도의

평가, 세포 크기 측정 또는 인 형성 부위(nucleolar organizing

region)의 은 염색(silver staining) 분석을 통해 이배체 복원 빈

도를 평가하였다.

결 과

Hertwig 효과 및 정자 불활성화 유도

대농갱이 암컷×동자개 수컷간 잡종 교배군(무처리 대조군)의

부화 직전 생존율은 67%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수체 유도를 위

해 자외선 처리를 수행한 그룹들의 경우 1,2002,400 ergs/mm2

범위에서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낮아지다가, 자외선

조사량이 3,6004,800 ergs/mm2 구간에서는 다시 생존율이 높아졌

으며 그 이상의 자외선 범위에서 유사한 생존율을 보였다(Fig. 1).

반수체 유도율은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1,200 ergs/mm2 이상의 조건에서는 평균 98%로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사용한 난 및 정자 시료간의 비교적 높은 편차로 인

해 통계적인 뚜렷한 유의차는 관찰되지 않았다(P>0.05; Fig. 1).

Fig. 1. Viability and incidence of haploid syndrome in bagrid cat-

fish, Leiocassis ussuriensis embryos developed from eggs insemi-

nated with UV-irradiated Pseudobagrus fulvidraco sperm. Survival

and haploid syndrome were estimated as percentages at just before

hatching.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based on three rep-

licate examinations. Due to large variations among egg batches, no sta-

tistically significance was detected based on ANOVA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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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갱이 암컷×대농갱이 수컷 실험에서 보다 특징적인 Hertwig

effect가 관찰되었다. 무처리 대조군의 생존율은 평균 58%였으

며, 자외선을 조사한 실험에서는 1,2003,600 ergs/mm2 범위에

서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낮아졌으나, 자외선 조사

량이 4,800 ergs/mm2에서는 가장 높은 57%의 생존율을 보였다

가(P<0.05) 다시 생존율이 낮아져 6,00010,800 ergs/mm2 범위

에서는 거의 유사한 생존율을 보여 전형적인 Hertwig effect를

나타내었다. 이때 반수체 유도율은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할수

록 높아지다가 1,200 ergs/mm2 이상의 조건에서 97%이상으로

관찰되었다(Fig. 2). 반면 미꾸라지 정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정상적인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처리 대조군 및 반수체 처

리군 모두에서 부화 직전까지 생존한 배체가 관찰되지 않았다.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도를 위한 실험에서 자외선이 조사된 처

리군 및 대조군의 부화 직전 난막을 제거한 외형을 분석한 결

과 종래 반수체 어류에서 관찰되는 공통적인 특징들(체장이 짧

은 몸통, 미분화된 두부, 작은 난황낭 및 난황낭과 몸통 전반부

사이의 큰 강소 존재 등)을 보임으로서 전형적인 반수체 증후

군 증세를 나타내었다(Fig. 3). 

자성발생성 이배체 복원 처리 조건 분석

자외선 4,800 ergs/mm2로 조사된 동자개 정자를 이용, 자성

발생성 이배체 유도를 위해 수정 후 3, 5 및 7분에 각각 30,

40°C 및 50분간 4°C와 6°C에서 저온 처리를 실시하였다. 

온도처리를 4°C로 수행한 각 실험군의 부화직전 생존율에 있

어 대조군인 대농갱이군은 87.3±1.8%이었으며, 잡종 대조군인

대농갱이 암컷×동자재 수컷 교배군은 88.9±2.5%로서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05).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도를 위

해 실시한 저온 자극 처리는 생존율의 유의적인 감소를 야기시

켰으며 모든 실험구에서 대조군의 50% 이하로 나타났다(P<0.05).

부화 직전의 생존율의 경우 최초 처리 시점과 상관 없이 대부

분 처리군에서 40분 처리군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었고,

특히 이중 최초처리가 수정 5분 후에 수행된 실험구에서 가장

높은 생존율(평균 38.6%)이 관찰되었다. 반면 수정 7분 후 50

분간 저온 처리 조건이 수행된 실험구의 생존율(평균 7.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ig. 4a). 부화 후 반수체 증후군을 포함한

기형률, 즉 정상 이배체 형질을 보이지 못하는 모든 개체들의

백분율을 각 실험구 별로 분석한 결과 저온처리를 수행하지 않

은 두 대조군 모두에서 2%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자성발생성

처리군에서는 기형 개체의 빈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자성발생성 이배체처리군들 중에서는 최초처리가 수

정 7분 후에 이루어진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형률(45.7%)

이 관찰되었고, 반면 수정 5분 후 40분간 저온 처리가 가해진

실험구에서 정상개체 출현 빈도(평균 기형률 13.1%)가 가장 높

았다(P<0.05) (Fig. 4a). 

온도 처리 6°C로 수행한 실험에서도 역시 4°C 처리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4°C처리에 비해 높은 기

형률 출현 양상을 나타내었다. 부화 직전의 생존율의 경우 역

시 무처리 대조군은 평균 90%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지만

저온 처리에 의해 역시 생존율의 유의적인 감소가 관찰되었다

(P<0.05). 4°C 처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조사된 모든 최초처

리 시점에서 40분간의 저온 처리가 가장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

었고 이중 수정 3분 또는 5분 후 40분간 처리가 수정 7분 후

처리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부화 후 기형률에서도 역시

수정 3분 또는 5분 후 40분간 처리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26~28%) 반면 수정 7분 후 50분간 처리한 실험군에서 61.5%

로 가장 높았다(Fig. 4b). 

이배체 복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 형태를 보유한 개체

들을 대상으로 세포 크기 측정을 실시한 결과 정상 대조군 대

농갱이 이배체와의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이배체 복

Fig. 2. Viability and incidence of haploid syndrome in bagrid cat-

fish, Leiocassis ussuriensis embryos developed from eggs insemi-

nated with UV-irradiated L. ussuriensis sperm. Survival and haploid

syndrome were estimated as percentages at just before hatching.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based on three replicate

examinations. Note that the group treated with 4800 ergs of UV

revealed a statistically different means for survival rate (P<0.05).

Fig. 3. Representative photograph showing typical haploid syndrome

observed in bagrid catfish, Leiocassis ussuriensis. Bar indicates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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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for values, see Park et al., 2006). 또한

정상 형질의 자성발생성 이배체 개체들의 인 형성 부위(NOR)

의 은 염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농갱이 이배체와 마찬가지로

1~2개의 NOR 염색을 나타내었으며 반면 반수체 증후군을 보

이는 실험군은 세포 당 오직 1개의 인 형성 부위만이 관찰되어

이배체 그룹과 구별되었다(Fig. 5). 

고 찰

정자 유전물질의 불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이온화 또

는 비이온화 방사선이 사용된 바 있으며(Thorgaard, 1986) 이

중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자외선 조사 방법은 다른 이온화 방사

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급 시의 간편함, 안전성 그리고 우수

한 정자 운동성 유지 가능 등의 장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자성

발생성 유전형의 유도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다(Thorgaard and Allen, 1987; Arai et al., 1992; Galbusera et

al., 2000). 본 연구에서도 역시 대농갱이 및 동자개 정자의 유

전적 불활성화를 위해 자외선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

음을 증명하였고, 특히 어류 정자의 자외선 조사 처리에서 나

타나는 전형적인 Hertwig 효과 역시 관찰됨으로써 정확한 유전

물질만의 불활성화가 달성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도는 이론적으로 암컷의 유전물질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일 종이 아닌 다른 어종의 정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사용하는 수컷 종에 따

라 생존할 수 없는 잡종 유전형이 형성될 경우 보다 손쉬운 자

성발생성 이배체 동정과 분석이 가능하다(Kim et al., 1993;

Varadi et al., 1999). 본 실험을 통해 대농갱이 자성발생 이배체

유도를 위해 대농갱이, 동자개 및 미꾸라지 정자를 평가한 결

과, 대농갱이 및 동자개 정자 불활성화의 적정 자외선 조사 농

도는 모두 4,800 erg/mm2 를 포함하는 구간으로 판명되었고,

자외선 조사된 정자와의 인공 수정을 통해 부화 가능한 대농갱

이 반수체 유도가 이루어 졌다. 각 어종 마다 정자 불활성화를

위한 적정 처리 자외선 농도는 종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Im et al. (2001)은 동일 메기목에 속하는 Silurus asotus

의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도 시 정자 불활성화를 위해 7,0209,000

erg/mm2의 자외선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

구의 4,800 erg/mm2와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동

자개 정자를 이용한 이종간 교배에 의한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

Fig. 5. Microphotograph showing nuclei with nucleolar organizing

regions from diploid (a) and haploid (b) bagrid catfish cells, visualized by

AgNO3-staining.

Fig. 4. Effects of cold shock treatments at 4 (a) or 6°C

(b) for varying durations with different initial treatment timings on

the viability and abnormality (including haploidy) of embryos devel-

oped from the eggs inseminated with UV (4,800 ergs/mm2)-irradiated

Pseudobagrus fulvidraco sperm. CON: L. ussuriensis diploid control; SC:

sham control, L. ussuriensis x P. fulvidraco hybrid. T bars indicate the

standard deviations based on triplicate examinations. Means with same

letters (a-e for survival; v-z for abnormality) were not different based

on ANOVA (P>0.05).



188 박상용, 이윤아, 남윤권, 방인철

도의 경우 역시, 본 연구 결과 대농갱이×동자개 유전형이 배체

(embryo) 생존률에 있어 일반 대농갱이 암수간 교배군과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종 특이적인 형질 표지

를 이용한 자성발생성 이배체의 분석은 가능하지만 생존 능력

을 표지로 이용한 자성발생성 이배체의 단순 선발은 불가능하였다.

한편, 미꾸라지 정자를 이용한 반수체 유도 실험에서는 정상

적인 발생 유도가 불가능하였는데, 이는 미꾸라지 정자와 대농

갱이 난과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수정이 이루어지더라

도 종 특이적인 격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여타 어종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

구 등에서 진화적으로 거리가 먼 어종으로부터 불활성화된 정자

를 이용하는 것 보다 근연종의 불활성화된 정자를 이용하는 것

이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도 시 보다 효율적임을 보고한 바 있고,

이러한 인공처녀 생식 유도 시 관찰되는 이종간 수정 또는 발생

격리는 웅성발생성 이배체 유도에서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Lin and Dabrowski, 1998; Nam et al., 2006). 

유전적으로 불활성화된 정자와 수정된 난의 유전 물질을 이

배체화하기 위해 수정 후 3, 5 및 7분에 각각 30, 40 및 50분

간 4°C와 6°C로 저온처리를 한 결과, 수정난의 생존율과 정상

개체 출현율은 일반적으로 처리 지속 시간에 대하여 반비례 하

는 경향을 보임으로서 이전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하였다(Galbusera

et al., 2000; Arai, 2001). 본 연구결과 대농갱이의 자성발생성

이배체 복원 효율은 3~7분 사이의 최초 처리 시점보다는 처리

지속 기간(30~50분) 및 처리 온도(4°C 및 6°C)에 의해 보다 많

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처리 지속 기간에

서 4°C에 비해 6°C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기형률이 관찰되었는

데, 이는 6°C 온도 자극이 제2극체 방출 억제를 위한 조건으로

는 불충분하여 정확한 이배체로의 복원 효율이 4°C 처리보다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생존율 및 기형률을 고려 시 대

농갱이의 제 2극체 방출 억제를 위한 최적 저온 처리조건은 수

정 후 5분, 4°C에서 40분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온

도 조건은 Im et al. (2001)이 메기, Silurus asotus의 자성발생

이배체 유도를 위해 처리한 4°C에서 수정 후 5분 후 40분간 처

리한 조건과 일치하였다. 본 실험에서 유도된 자성발생성 이배

체들은 세포 크기 및 NOR 분석에서 정상 이배체 대농갱이의

형질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수컷으로 사용한 동자개의 형

질 혼입에 관한 특이적인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

라 선발된 자성발생성 이배체 개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염색

체 분석에서도 역시 일반 대농갱이 이배체의 염색체(2n = 52)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data not shown).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대농갱이의 인공처녀생식의 일환인 자

성발생성 이배체 유도 조건을 확립하였으며 향후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자성발생성 이배체의 여타 양식관련 형질(생존율,

성장, 성숙 여부)의 평가, 그리고 본 종의 유전학적 성 결정 기

구 규명을 위한 자성발생성 이배체들의 성비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요 약

대농갱이, Leiocassis ussuriensis의 유전육종학적 연구의 일

환으로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도 기법을 최적화하였다. 대농갱

이 반수체 유도를 위해 다양한 농도의 자외선 조사를 통해 대

농갱이 및 동자개 정자의 유전학적 불활성화 실시하였으며 최

적 자외선 처리 조건은 4,800 ergs/mm2로 나타났고, 이 때

Hertwig effect와 함께 97% 이상의 반수체 유도가 가능하였다.

반수체 대농갱이는 전형적인 반수체 증후군(haploid syndrome)

을 보였으며, 반수체 대농갱이를 이배체로 복원시키기 위해 4°C

또는 6°C 에서 인공 수정 후 3, 5 및 7분 후에 30, 40 및 50분

간의 처리를 수행한 결과, 가장 높은 생존율(38.6%)과 이배체

복원률(87.9%)은 수정 5분 후 4°C 에서 40분간 처리 조건에서

관찰되었다. 

참고문헌

Arai, K., 2001. Genetic improvement of aquaculture finfish spe-

cies by chromosome manipulation techniques in Japan.

Aquaculture, 197, 205−228.

Arai, K., T. Masaoka and R. Suzuki, 1992. Optimum conditions of

UV ray irradiation for genetic inactivation of loach eggs. Nip-

pon Suisan Gakkaishi, 58, 1197−1201. 

Chourrout, D. and E. Quillet, 1982. Induced gynogenesis in the

rainbow trout : sex and survival of progenies. Production of

all-triploid population. Theor. Appl. Genet., 63, 201−205.

Galbusera. P., F. A. M. Volckaert and F. Ollevier, 2000. Gyno-

genesis in the African catfish Clarias gariepinus (Burchell,

1822) III. Induction of endomitosis and the presence of resid-

ual genetic variation. Aquaculture, 185, 25−42.

Im, J. H., H. J. Cho, Y. K. Nam, D. S. Kim and I.-S. Park, 2001.

Production of gynogenetic diploid in the far eastern catfish,

Silurus asotus. Korean J. Genet., 23, 89−101. 

Jeong, C. H., Y. B. Moon, I.-S. Park and D. S. Kim, 1996. F2 pro-

duction of gynogenetic diploid in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J. Aquaculture, 9, 287−291.

Kim, D. S., J. H. Kim, J.-Y. Jo, Y. B. Moon and K. C. Cho, 1993.

Induction of gynogenetic diploid in Paralichthys olivaceus.

Korean J. Genet., 15, 179−186. 

Lee, C.-L., and I.-S. Kim, 1990. A taxonomic revision of the fam-

ily bagridae (Pisces, Siluriformes) from Korea. Korean J. Ich-

thyol., 2, 117−137. 

Lin, F. and K, Dabrowski, 1998. Androgenesis and homozygous

gynogenesis in muskellunge (Esox masquinongy): evaluation

using flow cytometry. Mol. Repro. Dev., 49, 10−18.

Nam, Y. K., C. H. Noh and D. S. Kim, 2006. Intraspecies andro-

genesis in mud loach (Misgurnus mizolepis): I. Optimization

of the egg inactivation and haploid androgenesis using trans-

gene marker. J. Aquaculture, 19, 166−172.

Nam, Y. K., H. J. Cho, J. H. Im, I. S. Park, G. C. Choi and D. S.

Kim, 2001. Production of all-female diploid and triploid far

eastern catfish, Silurus asotus (Linnaeus): survival and growth



대농갱이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도 조건 189

performance. Aquacult. Res., 32, 991−997.

Nam, Y. K., Y. S. Cho and D. S. Kim, 2000. Isogenic transgenic

homozygous fish induced by artificial parthenogenesis. Trans-

genic Res., 9, 463−469.

Pandian, T. J. and R. Koteeswaran, 1998. Ploidy induction and sex

control in fish. Hydrobiologia, 384, 167−243.

Park, S. Y.,, D.-J. Kim, Y.-A. Lee, C. H. Noh, D. S. Kim and I.

C. Bang, 2006. Cytogenetic analysis of an intergeneric hybrids

between Korean bullhead (Pseudobagrus fulvidraco) and Ussurian

bullhead (Leiocassis ussuriensis). Kor. J. Ichthyol. 18, 20−26.

Thogaard, G. H. and S. K. Allen Jr., 1987. Chromosome manip-

ulation and markers in fishery management. In Population

Genetics and Fisheries Management, N. Ryman and F. M.

Utter (ed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eattle, pp 319−

331.

Thorgaard, G. H., 1986. Ploidy manipulation and performance.

Aquaculture, 57, 57−64. 

Varadi. L., I. Benko, J. Varga and L. Horvath, 1999. Induction of

diploid gynogenesis using interspecific sperm and production

of tetraploids in African catfish, Clarias gariepinus Burchell

(1822). Aquaculture, 173, 401−411.

원고접수 : 2007년 8월 17일

수정본 수리 : 2007년 8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