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Aquaculture
Vol. 20(3) : 190-193, 2007

190

한국양식학회지
Journal of Aquaculture
©Korean Aquaculture Society

대농갱이 Leiocassis ussuriensis (Siluriformes) 자성발생성 이배체 생산
II. 자성발생성 이배체의 생존율, 초기 성장 및 성비 분석

박상용, 남윤권1, 방인철*

순천향대학교 해양생명공학과, 

1부경대학교 양식학과

Production of Induced Gynogenetic Diploid Bagrid Catfish 

Leiocassis ussuriensis (Siluriformes) 

II. Viability, Early Growth and Sex Ratio of Gynogenetic Diploidy

Sang Yong Park, Yoon Kwon Nam1 and In-Chul Bang*

Department of Marine Biotechn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336-745, Korea
1Department of Aquacultur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

Viability, early growth and sex ratio of induced gynogenetic diploid bagrid catfish (Leiocassis ussuriensis, Sil-

uriformes) were examined. Survival rates of gynogenetic diploids and normal bi-parental diploids up to 180 days

post hatching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nd consequently resulted the mean percent survivals of

76% (gynogens) and 78% (bi-parental progeny) at the end of growth trial. Growth in both body weight and total

length of gynogenetic diploids was also similar to those of normal diploid controls (P>0.05). Gynogenetic bagrid

catfish displayed a similar level of ovarian development when compared to bi-parental diploid females, as judged

at 10 weeks post hatching. Sex ratio of bi-parental progeny was normal 1:1 whereas all-femaleness was observed

in gynogenetic progeny (P<0.05), suggesting that the genetic sex determination mechanism of this species should

be XX-XY based female homogam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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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공처녀생식(artificial parthenogenesis)은 한쪽 성 배우자의

유전물질 만으로 개체를 생산하는 기법으로서 경제적으로 중요

한 어류의 동형접합 순계(homozygous breeding line) 및 복제

집단(clonal population)을 생산할 수 있는 유용한 염색체 조

(chromosome-set) 조작 기술이다(Pandian and Koteeswaran,

1998; Paschos et al., 2001). 이 중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도는

유전적으로 불활성화된 정자와 일반 난자와의 인공 수정 후 난

자의 반수체를 이배화 함으로써 생존력 있는 개체를 생산하는

기법으로서 이들 자성발생성 이배체 어류들은 한쪽 성, 즉 난자

의 유전물질만으로 생산된 개체들이므로 그 유도 방법에 따라

(제2극체 억제 형 및 제1난할 억제 형) 다양한 동형접합 수준의

모계 특이적인 유전(maternal exclusive inheritance)을 유도할

수 있다(Quillet et al., 1991; Nam et al., 2004). 또한 본 자성발생

성 이배체 유도 기법은 성적 이형 염색체(sex-related heteromorphic

chromosomes)들이 잘 분화되어 있지 않은 어류 종들의 유전학

적 성 결정 기작(genetic sex determination mechanism)을 규명

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중요시될 뿐만 아니라(Im et al., 2001;

Nam et al., 2001), 동형접합의 대립 유전자 분석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Zhang et al., 2000).

대농갱이, Leiocassis ussuriensis는 동자개과에 속하는 중대

형 메기목(Siluriformes) 어류로서 새로운 식용 담수 양식 대상

품종으로서 그 가능성을 인정 받고 있다. 본 종은 암수간의 성

장차이가 뚜렷하여 수컷이 암컷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성장 형

질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때문에 전 수컷 집단(all-male

population) 생산 기법의 확보가 중요시되는 어종이다. 전 수컷

종묘의 생산은 성호르몬 처리를 통해 성 분화 방향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생리학적 성전환(physiological sex reversal), 온도 등

의 물리적 인자들을 조절하여 역시 성분화 방향을 유도하는 방

법(physical sex reversal), 그리고 종간 잡종화 유도(artificial

hybridization)를 통해 특정의 한쪽 성 자손의 생산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이용될 수 있지만 이들 상기 방법들은 처리과정 중

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야기시킬 수 있거나, 또는 종묘생산*Corresponding author: incbang@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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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매번 정밀한 처리를 요구하는 방법의 번거로움, 그리고 처

리 시 마다 100% 수컷 자손을 매번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Noh et al., 2000). 때문에 양식 생산 시 대농갱이 전

수컷 종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 교배만으로도

수컷 자손만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전학적 성전환 기법

(genetic sex reversal)이 요구된다. 그러나 유전학적 성전환을

위해서는 대상 종의 성 결정 기구에 관한 규명이 반드시 선결

되어야 하지만 아직 대농갱이의 성 결정 기구에 관해서는 전혀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농갱이의 전 수컷 집단의 유전육종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대농갱이 자성발생성 집단을 생산하고

이들의 생존율 및 성장 분석과 함께 자성발생성 이배체 자손들

의 성 비(sex ratio)를 분석함으로써 대농갱이의 유전학적 성 결

정 기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도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도를 위해서 선행 연구를 통해 확립된

조건을 이용하여 유전적으로 불활성화된 동자개 정자 시료를

준비하였다. 정자 불활성화를 위해 수집된 정액을 0.85% 생리

식염수로 50배 비율로 희석 후, 희석된 정액을 각 petri dish 바

닥에 1 mm 두께가 되도록 도포하고 균일한 자외선 조사를 실

시하였고 이때 자외선 조사량은 자외선 4,800 ergs/mm2로 하였

다. 건식법에 의해 대농갱이 알과 불활성화된 동자개 정자를 인

공 수정시켰으며 수정란의 제2극체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

정 후 5분, 4oC에서 30분간 저온 처리를 수행하였다(Park et al.,

2007). 처리 후 부화까지 25±0.5oC 배양기를 이용하여 부화를

유도하였다. 부화된 자어들을 대상으로 인 형성 부위(nucleolar

organization regions; NORs) 염색법과 반수체 증후군의 표현

여부 분석을 통해 자성발생성 이배체 유도를 확인하였고, 부화

후 1주된 개체들을 대상으로 생존 및 성장 형질 평가에 이용하

였다. 형질 평가를 위한 대조군으로서 동자개 이배체를 생산하

여 비교하였다(see also Park et al., 2007). 

생존율 및 초기 성장 조사

초기 생존율 및 성장 분석을 위해서 부화 후 난황 흡수기부

터 30일 간격으로 180일까지 시험 사육을 실시하였다. 자, 치

어 사육은 50×35×25 cm (W×L×H) 규격인 45ℓ 용량의 반

순환 여과식 사각 수조를 이용, 3반복 실험 수조 당 최초 150

마리의 자어를 수용하였고, 성장 측정을 위해 30일 간격으로 각

수조에서 10마리씩 표본 채취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생존 개체

의 계수를 통해 각 단계 별 생존율을 백분율로 평가하였다. 기

타 자세한 사육 방법은 Park et al. (2006)의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시험 사육기간 동안 수온은 23~25oC를 유지하였

으며 알테미아 부화 유생 및 해산어 종묘생산용 배합사료

(Higashimaru Co., Japan)를 만복 공급하였다. 자성발생성 이배

체와 대농갱이 이배체 대조군을 설정하여 생존율 및 성장률을

분석하였으며 채취된 표본을 대상으로 전장(total length) 및 체

중(body weight)을 측정하였다. 전장은 해부현미경(Olympus

Co., Japan) 하에서 micrometer를 통하여, 또는 버어니어 캘리

퍼스를 사용하여 0.01 mm단위까지 측정하였으며, 체중은 전자

저울(Sartorius Co., Germany)을 사용하여 1 mg 단위까지 측정

하였다. 대조군 대농갱이 이배체와의 유의차를 검정하기 위해

서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다.

성비 조사 

유도된 자성발생성 이배체의 성비 분석을 위해 부화 10주째

2회에 걸쳐 무작위로 선발한 시료의 조직학적 분석을 수행하였

다. 1차 분석의 경우 대조군 12마리 및 자성발생성 이배체 19

마리를 분석하였고 2차 분석의 경우 대조군 및 자성발생성 이

배체 각 30마리를 대상으로 암수 판별을 실시하였다. 각 그룹

으로부터 표본된 개체들을 중성 포르말린 또는 Bouin's solution

으로 고정한 후 24시간 후에 70% alcohol로 교체하였다. 고정

한 표본은 일반적인 조직학적 분석법에 의거하여 파라핀에 포

매하였으며 5 µm두께로 조직절단기(Leica Co., Germany)를 이

용하여 횡단 절단하였다. 이후 각 절편은 Harris’s haematoxylin

과 eosin-phloxine B로 비교 염색하였고 작성한 조직 절편 슬

라이드는 현미경하에서 난소 또는 수컷 생식소를 판별하였다.

성비 조사 결과는 χ2-test를 실시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유

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자성발생성 이배체의 생존 및 초기 성장

유도된 자성발생성 이배체의 성장과 생존율을 비교하기 위

하여 연령 180일까지의 전장과 체중의 성장을 조사한 결과, 분

석한 모든 구간에서 자성발생성 이배체와 대농갱이 이배체 대

조군간의 초기 생존율에 관한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

다(P>0.05). 이에 실험이 종료되는 최종 180일째 자성발생성 이

배체군과 대농갱이 대조군의 누적 생존율은 각각 평균 75.6±0.6%

및 78.0±1.0%로 유사하게 나타났다(P>0.05). 초기 성장 역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구간별 유의차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180일째 자성발생성 이배체와 대조군의 평균 체중은 19.2±0.9 g,

및 20.5±0.2 g로 유사하였다. 전장 성장 역시 동일한 경향을 나타

내어 두 그룹간의 유의차는 없었다(자성발생성 이배체 119.2±8.5 mm

및 대조군 122.5±5.2 mm; P>0.05) (Fig. 1).

본 실험 결과 유도된 자성발생성 이배체와 대농갱이 이배체

대조군간에는 초기 성장 및 생존 형질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러 어종들에서 보고

된 바 있는 자성발생성 이배체들의 낮은 생존 및 성장률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Quillet et al., 1991; Pandian and Koteeswa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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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그러나 Kim et al. (1993)은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의 경우 부화 후 100일까지 자성발생성 이배체와 대조군의 초

기 생존율이 각각 56.3%, 52.5%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바 있

어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공 처녀생식을 통

해 생산된 집단들은 일반 양친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집단들

에 비해 종종 낮은 평균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ee Pandian and Koteeswaran, 1998). 이는 인공처녀생식 개체

들의 경우 대립 유전자들의 동형접합화 과정에서 열성 형질이

동형접합 상태로 축적되어 masking 효과가 소실되기 때문으로,

즉 이형접합상태에서 표현되지 않는 열성 대립인자들이 동형접

합상태에서 표현되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Nam et al., 2006).

자성발생성 개체들의 형질은 사용한 각각의 암컷의 유전형

(maternal influence)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으며, 본 연

구결과 자성발생성 이배체들과 대조군 이배체들간의 초기 생존

및 성장 형질에 차이가 없는 것은 본 실험에 사용한 암컷의 유

전형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대농갱이의 순

계 육종을 위해서는 다양한 암컷 개체별 인공처녀생식 유도와

함께 우량의 형질이 보다 많이 축적된 자성발생성 이배체 자손

들의 가계 선발이 필요함을 잘 시사하고 있다. 

자성발생성 이배체의 성비 분석

부화 10주 째 대농갱이 대조군의 암, 수 성비는 1:1 비율에

서 거의 차이가 없는 (P>0.05) 정상 성비가 관찰된 반면 자성

발생성 이배체들은 모두 암컷으로 판명되었다(P<0.05; Table 1). 대

농갱이 대조군 암컷의 난소는 난소강(OC, ovarian cavity)이 존

재하는 주변인기(oocyte in the perinucleus stage) 단계를 나타

내었고, 자성발생성 이배체 난소 역시 대조군 암컷과 생식소 발

달에 있어 큰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Fig. 2). 

일반적으로, 유도된 자성발생성 개체는 대조군과 유사한 배

우자 형성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으며(Jeong et

al., 1996). 본 실험에서 유도된 자성발생성 이배체 대농갱이의

경우 역시 일반 대농갱이 암컷과 유사한 난모세포 성숙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부화 8개월에는 육안으로 쉽

게 관찰 가능한 정상적인 모양과 크기의 난소를 갖고 있었고,

이들 난소조직에서는 정상적인 감수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일부 난황 형성도 관찰되었다(photograph not shown). 그러나

암수 성비에 있어서는 대조군 대농갱이의 경우 암수 비율이 정

상적인 1:1 비율로 나타났으나 자성발생성 이배체 실험군의 경

우 모두 암컷인 단성 집단(mono-sex population)으로 관찰되었

다. 이는 대농갱이가 XX-YY형의 암컷 동형접합자(female

Fig. 1. Growth on body weight (a) and total length (b) of control and

gynogenetic diploids up to 180 days post hatching based on tripli-

cate examinat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

trol and gynogenetic group regardless detection points (P>0.05).

Table 1. Sex ratios (female : male) of control and gynogenetic diploid
bagrid catfish, Leiocassis ussuriensis, as assessed by χ2 test

Experimental 
group 

No. of fish 
examined 

Sex ratio
(F : M)

χ
2 value
(1 : 1) 

P
value

Trial-I

Control 12 5 : 7 0.33 P>0.05

Gyno-2N 19 19 : 0 19 P<0.01

Trial II

Control 30 15 : 15 0 P>0.05

Gyno-2N 30 30 : 15 30 P<0.01

Fig. 2. Transverse section of gonads in 10-week-old control (a) and

gynogentic diploid (b) bagrid catfish, Leiocassis ussuriensis. OC:

ovarian cavity, PNO: oocyte in the perinucleoulus stage, Scale bars

indicate 5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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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gamety; XX-♀: XY-♂)를 기본으로 하는 유전학적 성 결

정 기구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결과로 판단된

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대농갱이의 경우 암수간 성적 이형의

염색체는 관찰되지 않음이 보고된 바 있어(Park et al., 2006),

본 종의 유전학적 성 결정은 성 염색체의 형태적 분화 없이 기

능적 XX-XY 기구인 것으로 여겨진다. 

대농갱이와 같은 암컷 동형접합형(female homogamety; XX-

:XY-)인 경우, 유전학적 성전환을 통한 전 수컷 자손의 생산을

위해서는 'YY supermale' 인자형을 가지는 개체의 유도와 계통

확립이 요구되며, 이와 유사한 연구가 암컷 동형접합형인 O.

mossambicus와 O. niloticus를 대상으로 YY 초 수컷(super male)

을 이용한 전 수컷 집단이 개발된 바 있다(Mair et al., 1997;

Tuan et al., 1999; Noh et al., 2000). 대농갱이 역시 유사한 전

략을 기반으로 육종학적 연구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앞으로 대농갱이를 대상으로 YY 유전자형의 개발을

위한 생리학적으로 성전환된 XY 암컷의 확보 및 XY 수컷으로

부터 웅성발생성 처녀생식(induced androgenesis) 유도 조건의

확립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대농갱이, Leiocassis ussuriensis의 유도된 자성발생성 이배

체의 초기 생존율, 초기 성장 및 성비를 분석하였다. 대농갱이

자성발생성 이배체는 일반 대농갱이 이배체 대조군과 비교 시

부화 180일까지 생존 및 성장 형질에서 모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자성발생성 이배체는 부화 10주째 암수 판별

이 용이한 수준의 난모세포 발달 정도를 보였고 일반 대농갱이

암컷과 난소 발달에 있어 유사하였다. 부화 10주째 생식소 조

직학적 분석 결과 일반 대농갱이 이배체 자손들은 1:1의 암수

비율을 나타낸 반면, 자성발생성 이배체 자손들은 모두 암컷으

로 판별됨으로써 본 어종의 성 결정 기구는 XX-XY를 기본으

로 하는 암컷 동형접합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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