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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 형질전환에 적합한 실용품종 누에알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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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lkworm transgenesis scientists have done some genetic modification work on multivoltine silkworms, but that type
of silkworms is less commercial feasible. They are easy to manipulate, because they breed all year round. But the com-
mercial silkworm variety must undergo hydrochloric acid treatment at a high temperature to be artificially hatched.
Hydrochloric acid penetrates through the holes in the silkworm eggs, fatally damaging their reproduction. So it had been
thought that altering the properties of the commercial silkworm variety would be very difficult. So we have tried to
make from diapause to non-diapause eggs using diapauses varieties, ‘Backokjam’ and ‘Jam 124’. At present, our group
has establishing the conditions for non-diapause eggs. Oviposited eggs after 40 ~ 60 hours were incubated for 24 hours
at 15 ~ 20oC with dark condition. Non-diapause eggs were completely induced. The hatching rate, molting rate and
pupation rate of non-diapause ‘Jam 124’ and ‘Backokjam’ eggs showed no differences compared to diapause eggs.
When transgenic silkworm using the non-diapause eggs, the hatching rate showed that non-diapause eggs induced from
diapause were 40 ~ 70%, diapause eggs treated with artificial incubation were 10 ~ 30%, and polyvoltine strains, HM
eggs were 30 ~ 50%. Therefore, we suggest that modification techniques of the commercial silkworm eggs adequate for
silkworm transgenesis can be used to develop transgenic silkworms more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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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누에는 수천 년동안 양잠산업에 있어서 실크를 생산하

는 대표적인 견사곤충으로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최근에는 일본의 Tamura et al.(2000)에 의해서 형질전환

누에 제작이 성공함으로써, 누에가 전통적인 실크를 생산

하는 곤충에서 강력한 생물학적 모델 곤충 또는 인·축

적용 단백질의약품을 생산하는 생체공장화의 대상 곤충으

로써 새로운 이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초연구분야

에서, 형질전환 시스템이 확립된 초파리와 마우스는 유전

자의 발현 및 조절과 관련된 기초적 생물학적 기능을 이

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누에

또한 형질전환 기술이 확립됨으로써, 초파리나 마우스처

럼 곤충의 기초적인 생리기능 연구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생물공학 및 생명공학 양잠산업의 대상 곤충으로써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에 형질전환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부터 고조되었

지만, 형질전환 누에를 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으로 판단되었다. 최초의 누에 형질전환은 일본의 Nawa

et al.(1971)에 의해 이루어진 실험으로 흑란계통의 전체

게놈 DNA를 추출하여 백란계통의 알에 주입하여 흑란계

통의 누에를 얻는 실험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주입된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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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속히 분해되거나 어떤 벡터의 도움없이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방

법으로 누에 형질전환을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형

질전환 누에 개발에는 실패하였다. 1995년 곤충 베큘로바

이러스(baculovirus)의 게놈이 차세대 누에로 전달된다는

사실이 보고되면서(Mori et al. 1995), 이를 응용한 베큘

로바이러스에 의한 상동 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

연구가 Yamao et al.(1999)에 의해서 시도된 결과, 누에

피브로인 유전자 표적 형질전환 누에가 최초로 개발되었

다. 이러한 베큘로바이러스에 의한 상동 재조합 방법은

누에에 있어서 최초의 유전자 표적 형질전환 기술이었으

나 형질전환 효율이 약 0.16%로 매우 낮아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형질전환 누에를 만드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Tamura et al.(2000)이 최초로 개발한 DNA형의 전

이인자(transposon)인 piggyBac을 벡터로 이용하는 방법이

다. 실제로, 누에 형질전환체는 마커유전자를 가진 벡터

와 헬프(helper)라고 불리는 전이효소 유전자를 발현시키

는 2종류의 플라스미드를 동시에 발생초기의 누에알에 미

세주입장치(microinjector)를 사용하여 주입함으로써 제작

한다.

DNA형의 전이인자인 piggyBac을 이용한 누에 형질전

환 기술은 이제 매우 일반화되어 안정적으로 만족할 수

준의 형질전환체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

으로 세대가 내려가더라도 도입한 외래유전자가 제거되지

않고 유지된다(Prudhomme and Couble 2002). 그러나, 지

금까지 형질전환에 사용된 품종은 휴면각성을 위해 염산

처리가 불필요한 비휴면계통인 다화성품종에서 제한적으

로 이뤄지고 있다(Tamura et al. 2000, Tomita et al., 2003,

Tateno et al. 2009, Tatematsu et al. 2010, Sato et al.

2012). 비휴면계통의 다화성품종은 국내 양잠농가에 보급

하고 있는 휴면계통의 실용품종에 비하여 형질전환에 사

용하기는 매우 적합하지만, 실용형질이 훨씬 열악하고 강

건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

에 형질전환에 다화성품종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화성품종

은 휴면에 들어가지 않는 반면에, 국내 농가보급 품종인

2화성 누에품종은 산란 후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면

각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온에서 염산처리를 해야 한다

(Takami 1974). 그런데 벡터를 미세주입한 2화성 누에알

의 휴면각성을 위해서 고온에서 염산을 처리하게 되면 알

의 구멍을 메운 순간접착제(cyanocrylate glue)가 녹게 되

고 노출된 구멍 사이로 염산이 침투하게 되어 결국 누에

의 배자는 성숙되지 못한 채로 죽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누에 형질전환은 다화성 품종을 대상으

로 유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면계통인 실용품종을 형질전

환하기 위해 휴면계통의 누에알을 저온 암처리하는 방법

을 통해 상기 고온 염산처리에 의한 휴면계통인 실용품

종의 형질전환체 제작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 결과는

휴면계통의 실용품종 누에알을 저온 암처리에 의해 비휴

면화하여 형질전환에 적합하도록 누에알을 제조한 최초의

보고이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의 실험재료로는 집누에나방(Bombyx mori) 중

실용품종(장려품종) 백옥잠(잠123 ×잠124)과 이의 원종인

중국계 잠124, 다화성 품종인 HM, 그리고 일본계 w1-pnd

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으로서는 누에 한 아구당 약 100

개 정도의 누에알을 채취하여 총 4개체에서 400개의 누

에알을 사용하였다. 누에는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의 표

준 사육 기준(온도, 24oC - 27oC; 상대습도, 70% - 90%)에

준하여 사육하였고, 필요한 시기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다.

2. 부화조건

본 연구에 사용된 부화조건은 잠종총론(Takami 1974)과

Kosegawa et al.(2000) 조건을 참조하였다. 부화조건으로

온도와 조명시간을 각각 달리하여 처리하였다. 실험구는

산란 후 40 ~ 60시간 사이의 누에알을 사용하였고, 온도는

15oC, 18oC, 20oC로 하였으며, 조명은 24시간 동안 어둡

게 하였다. 대조구로 사용된 누에알은 25oC를 기준으로

양성 대조구는 24시간 어둡게, 음성대조구는 일반 조명(명

:16시간, 암:8시간)으로 처리하였다(Kosegawa et al. 2000). 

3. 누에 생존율 조사

누에 생존율은 생육시기별 강건성을 알아보는 요소로써

분석하였다. 총 3가지요소인 부화율(누에가 알에서 깨어

나는 비율), 상족율(누에가 유충에서 번데기로 변태하는

비율), 화용비율(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변태하는 비율)로

확인하였다(Shimizu et al. 2005).

4. 누에의 형질전환

형질전환에 사용된 누에알과 전이벡터의 준비는 Kim et

al.(2011) 방법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하였다. 전이벡

터와 helper 벡터의 농도비는 1:1의 비율로 사용하였고,

microinjection용 완충용액(5 mM KCl, 0.5 mM Phosphate

buffer, pH 7.0)에 0.2㎍/㎕의 농도로 희석하였다. 누에 초

기배로의 microinjection 위치는 누에의 초기배로 예측되

는 배면(ventral) 부위에 주사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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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텅스텐 침으로 누에알에 작은 구

멍을 뚫고, 이 구멍에 DNA 용액이 들어있는 microcapillary

의 끝을 삽입 후, microinjector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DNA

용액을 알 속으로 주입하였다. 이 때 각 초기배에 주입된

DNA 용액의 양은 10 ~ 15 nl가 사용되었고, 난각에 생긴

구멍은 cyanocrylate 성분이 함유된 접착제(Guper Glue,

Henkel, Germany)를 사용하여 막았다. 미세주사 후 누에

알은 보습한 패트리디쉬에 넣어서 25oC에서 부화할 때까

지 보호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한국의 누에 실용품종 원종과 일본의 형질전환용 

누에의 실용형질 비교

한국의 실용품종누에 백옥잠의 원종 잠124와 일본의 형

질전환용 대표 품종인 w1-pnd와의 기본 성상비교를 실시

하였다. 누에의 강건성과 실용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

성으로써 전견중, 용체중 및 견층중을 분석하였다 (그림

1). 그 결과, 휴면계통인 잠124의 전견중, 용체중 및 견층

중의 평균은 1.56 g, 1.22 g, 0.34 g이었으며, 비휴면계통인

w1-pnd의 전견중, 용체중, 견층중의 평균은 0.78 g, 0.67 g,

0.12 g였다. 전체적인 실용형질은 실용품종인 백옥잠의 원

종인 잠124가 w1-pnd의 비해 전체적으로 약 2배 이상 높

았다. 이 결과는 향후 형질전환누에를 통한 재조합단백질

생산시에 생산량과 연결되는 필수 형질로서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2. 월년난(휴면란)을 불월년화란(비휴면란)으로의 유도 

조건

누에의 화성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부화 유도시의 온도

와 조명으로, 당 세대의 온도와 조명에 의한 부화처리 조

건에 따라 차세대의 누에알의 월년란과 불월년란으로 유

도가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었다(Takami 1974). 월년난의 불

월년화란으로 유도 조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온 암최청

으로써 산란 후 2일(40 ~ 60시간; 난색의 착색이 어느 정

도 이루어져 품종고유의 색이 띠기전으로써 발육단계로서

는 인형기 정도) Stage 6 ~ 7단계 사이에 각 온도별 15oC,

18oC, 20oC, 25oC 암조건으로 부화를 실시하여 점청기(25oC

부화조건시 산란 후 8일에 해당) 전일까지 실험온도별 부

화를 하였고 점청기 이후 부화시까지는 모두 25oC로 옮

겨서 암최청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온도별 부화에 소

요되는 시간은 15oC는 약 18 ~ 20일, 18oC 15 ~ 16일, 20oC

13 ~ 14일 대조구인 25oC는 10 ~ 11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2).

또한, 각각의 저온 부화온도에 따른 누에의 생장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강건성 비교와 불월녈란 산

란 비율을 조사하였다. 강건성 비교시에는 부화율, 상족

율, 용화율을 조사하였다. 실용품종인 백옥잠의 경우 모

든 실험구에서 부화율은 모두 80% 이상, 상족율은 70%

이상, 용화율은 약 100%에 근접하여 대조구인 25oC와 비

교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저온온도 중에서는 15oC(

부화율 95%, 상족률 88%, 용화율 99%), 18oC(부화율 94%,

상족률 68%, 용화율 95%), 20oC(부화율 98%, 상족률 75%,

용화율 96%)를 나타내었고, 그 중에서 15oC와 20oC에서

실험한 실험구가 18oC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

타내었다(그림 3A). 불월년란 산란 비율은 대조구 25oC에

서는 0%로 산란된 알들 모두 월년화란화 되어 차세대 누

에가 부화하지 않았으며, 저온부화 처리구들은 전부 100%

로 산란된 알들 모두 불월년화란으로 되어 차세대 누에

가 전부 부화하였다(그림 3A). 또한, 백옥잠의 원종인 잠

124는 부화율은 전부 60 ~ 70%, 상족율은 60 ~ 80% 이상,

Fig. 1. Commercial feasibility comparison of the Jam124 and

w1-pnd variety. (A) Cocoon size comparisons between the

Jam124 and w1-pnd variety. The left and right image of panel

indicate the Jam124 (bivoltin) and w1-pnd variety (polyvoltin),

respectively. (B) Comparison of various commercial feasibility

on the Jam124 and w1-pnd variety.

Fig. 2. Analysis of hatching time according to temperature

conditions. The average hatching time and its standard were

18 ± 0.9 (15oC), 15 ± 0.8 (18oC), 13 ± 0.7 (20oC), 10 ± 0.8 (2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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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비율은 거의 90% 이상으로 대조구 25oC의 비교 시

오히려 부화온도 20oC가 더 높은 성적율을 나타내었다.

불월년란 산란 비율은 대조구 25oC에서는 산란된 알들의

약 30% 정도에서 불월년화란으로 되어 차세대 누에가 부

화가 되었다. 이것은 원종들의 환경영향의 감수성이 교잡

종보다 높아서 암처리 조건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추정

된다. 나머지 저온부화 처리구들은 전부 100%로 산란된

알들 모두 불월년화란으로 되어 차세대 누에가 전부 부

화하였다 (그림 3B).

따라서, 두 품종의 실험결과 월년란의 불월년란화 최적

의 유도조건으로는 누에알의 부화조건을 산란 후 40 ~ 60

시간째의 누에알을 온도는 15 ~ 20oC 처리, 조명은 24시

간동안 암흑상태로 점청기 전날까지 유지하다가 일반 부

화조건인 25oC로 옮겨 암흑상태에서 암최청시킨 것이 가

장 적합하였다.

3. 인공부화란과 불월년란 부화 모습 및 육안비교

불월년화란 유도된 다음세대에 누에알의 부화 양상과

산란 직후의 월년란과 불월년의 육안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공부화처리한 월년란과 비교시 하루 일찍 부

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월년란과 불월년란과

의 부화일수가 하루 정도 차이가 난다는 기존(Takami 1974)

사실과 일치하였다. 불월년화 된 누에알은 품종 고유의

색으로 착색이 일어나지 않았다(그림 4A). 이는 산란된

누에알이 월년화가 될 것인지 불월년화가 될 것인지를 구

분 지을 수 있는 중요 요소로서 육안 비교만으로도 산란

후 36시간 째(착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으나 산란 직후 품종의 고유색이 착색되기

전에는 월년란은 연노란색이나 노란색을 띄나 불월년란은

상아색이나 거의 백색에 가까운 난색을 가지게 되는 것

으로 육안으로도 구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B).

4. 불월년화된 누에알 내 전이벡터 미세주입 후 부화율 

분석

불월년화란으로 유도된 실용품종 누에알에 누에 형질전

환용 전이벡터를 미세주입한 후 부화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공부화 처리 된 월년란의 부화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30%인 반면에, 불월년란으로 유도된 월년란의 부화

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70%까지 상승하였다. 다화성 품

종인 HM에서 부화율은 최소 30%에서 최대 50%였다. 이

Fig. 3. Comparisons of hatching, mounting, pupation and non-

diapause egg rate according to conditions of hatching tem-

perature. Panel A and B indicate characterization of the

Backokjam and Jam124 variety, respectively.

Fig. 4. Hatching status and colors of non-diapause Jam124 eggs

and HCl-treated Jam124 eggs. (A) Comparison of hatching status

after oviposition on HCl-treated diapause eggs (upper panel) and

non-diapause eggs (lower panel). (B) Egg color comparisons

between diapause eggs (left panel) and non-diapause eggs (right

panel).

Fig. 5. Hatching rates of HCl-treated Jam 124, non-diapause

Jam124 and non-diapause HM eggs after microinjection. The

average hatching rates and its standard were 20 ± 4.5 (HCl-

treated Jam 124), 50 ± 3.4 (non-diapause Jam124) and 40 ± 5.9

(non-diapause HM).



김성완·강민욱·강석우·윤은영·최광호·김성렬·박승원·노시갑·구태원

77

는 기존의 월년종 누에알의 인공부화처리 대비 2.5배~4배

상승하였으며, 다화성 품종인 HM 비해서도 1.5배~2배 상

승한 결과이다(그림 5). 

지금까지 휴면계통의 누에알을 대상으로 형질전환누에

를 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휴면계통의 누에알을 저온 암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비휴면

화 시킴으로써 형질전환체 제작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

결과는 휴면계통의 누에알을 저온 암처리에 의해 비휴면

화하여 형질전환에 적합하도록 누에알을 제조한 최초의

보고이다.

적 요

지금까지 형질전환에 사용된 품종은 휴면각성을 위해

염산처리가 불필요한 비휴면계통인 다화성품종에서 제한

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휴면계통의 누에알을 대상으로

형질전환누에를 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잠농가에 장려품종으

로 보급되고 있는 백옥잠(잠123 ×잠124)과 원종인 잠124

의 월년란을 불월년란화 하기 위한 처리조건을 구명한 바

산란 후 40 ~ 60시간째에 온도는 15 ~ 20oC, 조명은 암(0L:

24D)처리로 100% 불월년화가 유도되었다. 또한 불월년란

은 월년란에 비해 부화율, 상족율 및 화용비율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불월년란으로 유도된 실용품종 누에알에

누에 형질전환용 전이벡터를 미세주입한 후 부화율을 분

석한 결과, 불월년란으로 유도된 월년란의 부화율은 40 ~ 70%

로, 인공부화 처리한 월년란의 10 ~ 30%, 다화성누에 HM

의 30 ~ 50% 부화율에 비해 높은 부화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불월년란 유도 기술은 현재 양잠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실용품종을 형질전환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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