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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previous studies, we constructed a transgenic silkworm which produces the chimeric silk fused green fluorescent
protein (EGFP), but the transgenic silkworm has decreased commercial feasible traits such as convenience of breeding
and productivity of silk. In this study, we performed cross fertilization between green fluorescent silk transgenic silk-
worm and colored cocoon silkworm descents to make the transgenic the transgenic silkworm producing improved flu-
orescence cocoon. In the result, we found out a bit valuable cross fertilization manners (female × male) in respect of
silk productivity such as T59B × Jam126, Jam329 × T59W, T59W × Jam329, and T59W × Jam178. The color-difference
of offspring cocoons were measured according to different cross manners using by CIE Lab-based formulae with a X-
rite VS450. In the result, the depth of green color of cocoons was a little high at cross manners as Jam329 × T59W,

T59W × Jam178. Meanwhile, the depth of yellow clolor of cocoons was remarkable at cross manners as
Jam178 × T59W, T59W × Jam178,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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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누에(Bombyx mori)는 산업곤충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생리생태적 기초연구와 실크단백질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형질전환

누에 개발을 통한 기능성 융합단백질 생산을 위한 연구

가 활발하다. 최초의 형질전환 누에 연구는 Trichopusia ni

에서 개발된 전이인자(piggyBac)를 사용하여 제작된 벡터

를 누에알에 주입하여 하이브리드 실크를 생산하는 형질

전환 누에 개발로 시작되어, collagen 단백질이 재조합된

하이브리드 실크를 개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Imamura

et al. 2003, Rika et al. 2006, Satoshi et al. 2007, Tamura

et al. 2000). 

국내에서의 형질전환 누에 연구는 양잠농가에 장려품종

으로 보급되고 있는 휴면계통인 백옥잠(잠123 ×잠124)의

월년란을 불월년란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실

용품종을 대상으로 한 형질전환 누에 제작 원천기술이 개

발된 후 녹색, 청색, 적색의 형광단백질이 융합된 하이브

리드 실크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누에가 지속적으로 개발

되고 있다(Kim et al. 2012, Kim et al. 2013a. Kim et al.

2013b, Kim et al. 2014). 지금까지의 하이브리드 실크 생

산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전환 누에 연구는 실용품종에 비

해 실크의 형질이 훨씬 열악하고 사육 안전성과 관련한

강건성은 떨어지지만 휴면각성을 위해 불가피한 염산처리

과정이 없는 다화성 누에 품종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Tamura et al. 2000, Tatematsu et al. 2010). 또한,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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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누에 품종인 백옥잠 등 실용품종을 사용하여 개발

된 형질전환 누에도 최초 형질전환체 선발 후 여러 세대

동안 자가교배(sib-mating)를 통해 원종화 함에 따라 원종

화 된 형질전환 누에의 강건성과 생산된 실크의 실용형

질이 매우 열악하여 농가보급 장려품종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였다(Kim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를 사용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 보유하고 있

는 연록색의 유색견(絹) 누에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와 유색견 누에 간 교차교배를 통

한 잡종강세에 의해 기존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

보다 고치 생산량 및 고치 색채 등 실용형질이 향상된

1대 잡종(F1)을 선발하여 향후 형질전환 누에의 농가보급

계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 형질전환 누에 계통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

를 11세대 이상 자가교배(sib-mating)하여 계통이 수립된

T59B(잠123계통)와 T59W(잠124계통)를 교배조합을 위한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 모본으로 사용하였다(Kim et al.

2003b). 공시한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 계통은 유

색견 누에 계통과의 교배시험 때까지 농촌진흥청 농업생

물부의 표준사육기준(온도 24 ~ 27oC, 상대습도 70 ~ 90%)

에 준하여 격리시설에서 사육하였다.

2. 유색견 유전자원 누에 계통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잠상육종연구실에서 보

유하고 있는 연록색의 고치를 생산하는 유색견 누에 유

전자원 중 원산지별로 잠126(중국종), 잠329(일본종), 잠

178(유럽종), 삼면잠(한국재래종)을 분양받아 형광실크 형

질전환 누에와 교배시험에 사용할 유색견 누에 계통으로

사용하였다. 유색견 누에 계통은 형질전환 누에와의 교배

시험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표준사육기준(온도 24 ~ 27oC,

상대습도 70 ~ 90%)에 준하여 관리하였다.

3. 교배조합 우수 실용형질 계통 선발 

실용형질이 우수한 농가 보급형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

환 누에 1대 잡종(F1)을 선발하기 위하여 형질전환 누에

와 유색견 누에 계통의 암수 성충을 사용하여 교배조합

을 실시하였다. 교배조합에 따라 생산된 누에알은 농촌진

흥청 표준사육기준(온도 24 ~ 27oC, 상대습도 70 ~ 90%)에

준하여 관리하며, 산란율, 부화율, 형질전환율, 화용비율,

수견량의 실용형질을 조사하였다. 실험 대조구로서 기존

의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대조1) 및 백옥잠(대조2)

을 동일한 조건에서 사육하며 조사하였다. 

1) 평균 산란수: 암수 한쌍이 교미 후 12시간 이내 산

란한 알의 평균 수

2) 평균 부화율: 산란한 전체 알의 수에서 부화한 유충

수의 비율

3) 형질전환율: Leica (USA)사의 LEICA MZ16FA 현미

경과 LEICA (USA) 사의 GFP filter를 사용하여 알과 유

충에서 형광단백질의 발현이 확인된 비율 

4) 화용비율: 각 시험구 별 무작위 선발한 100개의 누

에고치에서 절각한 고치 속에 살아있는 번데기의 비율

5) 수견량: 각 시험구 별 무작위 선발한 100개의 누에

고치를 절각하여 번데기를 제거한 후 측정한 순수 고치의 무게

모든 교배조합 실험은 시험구별 최소 3회 이상 반복하

였으며, 각 실용형질 항목은 평균값으로 표시하였다. 실

험구 간 항목별 조사결과는 0.05% 유의수준에서 Duncan

검증을 실시하여 실험구 간 조사항목의 유의성 검증을 실

시하였다. 교배조합 별 실용형질 조사 후 실험구별 생산

된 누에고치(F1)의 색채 분광반사 값 측정을 위해 번데기

를 제거한 누에고치를 실험 때까지 실온에 보관하였다. 

4. 녹색 형광누에고치 CIE Lab 색채분석

우수한 색채를 갖는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 1대

잡종(F1)을 생산하기 위해 적합한 교배조합 방식을 개발

하기 위해,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와 유색견 누에

계통 간 교배조합에 의해 생산된 1대 잡종(F1) 누에고치

를 사용하여 Lab 색채분석법을 사용하여 색 차이를 측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 형광고치(F1)의 색채 분광반사 값

을 계측기로 실험구별 고치 10개를 무작위 선발하여 10회

반복하여 정밀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측정기기는 X-rite(Germany, Model VS450), 측정

파장은 400 ~ 700 nm, 광원조건은 dual illumination(45o/0o)

으로하여 분광반사 값을 측정하였다. 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분광반사율은 수치로서 L, a, b로 각각 나타내었

는데, L은 반사율로서 인간의 시감과 같은 명도(+, 밝음;

−, 어두움)를, a는 빨강(+)과 초록(−)의 색도방향을, b는 노

랑(+)과 파랑(−)의 색도를 나타낸다(Kim 2004, Kim et al.

2005). 

결과 및 고찰

1. 실용형질이 우수한 녹색 형광실크 누에 품종 선발

일반적으로 누에의 농가 보급은 「누에 장려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2호, 2013.4.17.)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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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에 근거하여 일본종과 중국종의 교배 등 서로 다른 원

산지의 누에품종의 교배조합을 통해 잡종강세에 의한 실

용형질이 우수한 1대 잡종(F1) 계통을 선정한 후 장려품

종으로 지정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국내 잠업농가에 보급

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려품종과 교배조합 방식(♀ ×♂)은

백옥잠(잠123 ×잠124), 대성잠(잠125 ×잠126), 금옥잠(잠

125 ×잠140) 등이 있다. 

기 개발된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는 백옥잠의 알

에 녹색 형광단백질의 유전자(EGFP)가 도입된 누에 형질

전환용 운반체를 주입한 후 형질전환이 유도된 개체를 선

발한 것이다(Kim et al. 2013a, Kim et al. 2013b). 이후 녹

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는 10세대 이상 순계교배(sib-

mating)를 계속하여 잠123 및 잠124 누에 계통의 표현형

을 갖는 계통으로 각각 분리하여 순종화가 이루어진 것

이다. 장려품종에 비하여 순종화된 형질전환 누에는 사육

시 강건성 및 고치 생산량 등 실용형질이 열악하여 농가

보급을 위한 장려품종으로서 부적합하다. 따라서 순종화

된 형질전환 누에의 강건성 증진과 고치 생산량 증대 등

실용형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전적으로 거리가 먼 품

종간의 교잡을 통해 실용형질이 개선된 녹색 형광실크 형

질전환 누에의 새로운 1대 잡종(F1)의 개발이 필요하다

(Kim 1982). 

표 1은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T59B계통, T59W

계통)와 원산지가 서로 다른 연록잠 누에 계통(잠126, 잠

329, 잠178, 삼면잠)간 교배조합에 의한 산란율, 부화율,

형질전환율, 화용비율 및 수견량을 조사한 결과이다. 각 교

배조합별 평균 산란수는 백옥잠(대조 2)과 비교할 때, 시험

구 2번(T59B ×잠126), 4번(T59W ×잠329), 6번(T59W ×잠

178), 8번(T59B ×삼면잠)의 산란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백옥잠의 산란수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평균 부화율

에서는 백옥잠(대조 2)과 비교 시 시험구 6번(T59W ×잠

178)과 8번(T59B ×삼면잠)이 각각 92.5%, 97.3%로 가장

높은 부화율을 나타내었으며, 시험구 2번(T59B ×잠126),

3번(잠329 × T59W), 4번(T59W ×잠329)은 0.05% 유의수

준에서 백옥잠(대조 2)과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교배조합

에 따른 1대 잡종(F1)의 형질전환율은 시험구 8번(T59B ×삼

면잠)을 제외한 모든 시험구의 1대 잡종에서 100%에 근

접한 형질전환율이 조사되었다. 화용비율에서는 한국재래

종을 교배한 시험구 7번(삼면잠 × T59W), 8번(T59B ×삼

면잠)에서 화용비율이 저조하였으나, 백옥잠(대조 2)과 형

질전환 누에(대조 1)를 포함한 8개 나머지 시험구에서 모

두 유의적 차이가 없이 94% 이상의 화용비율이 조사되었다. 

형질전환 누에의 안정적 사육에 중요 지표인 산란수,

부화율, 용화율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시험구 2번(T5

9B ×잠126), 3번(잠329 × T59W), 4번(T59W ×잠329), 6번

(T59W ×잠178)의 교배조합 방식 및 이로부터 생산된 1대

잡종(F1)이 백옥잠과 유사한 강건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되나, 실크 생산량의 지표인 수견량에서는 비록 형질전환

누에(대조 1)의 수견량보다는 평균 50%이상 증가하였으

나, 백옥잠(대조 2)에 비해서는 평균 40% 가량 저조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따라서 육종학적 측면

에서 추가적 연구를 통해 1대 잡종(F1) 농가 보급형 누에

품종으로서, 형질전환 누에의 수견량 증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1대 잡종 누에고치 CIE Lab 색채 분석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의 고치는 일반 누에고치나 골

든실크, 칼라고치와는 달리 피브로인 heavy-chain 유전자

Table 1. Characterization of cross-breed between green fluorescence transgenic silkworms and colored cocoon silkworm descents

No. of 

test

Cross-manner
No. of 

repeat test 

No. of

oviposition 

(average) 

Hatching 

rate

(%)

Transgenesis

rate

(%)

Pupating 

rate

(%)

Weight of

cocoon

(g/100)♀ ♂

1 Jam126 T59B 3 342bc* 69.5b 100.0a 100a 30b

2 T59B Jam126 6 481a 86.1ab 99.7a 97a 31b

3 Jam329 T59W 3 352bc 85.3ab 99.9a 97a 30b

4 T59W Jam329 4 391ab 87.9ab 99.2a 98a 32b

5 Jam178 T59W 3 266c 26.8c 99.9a 98a 30b

6 T59W Jam178 6 435ab 92.5a 99.9a 94a 30b

7 Sammyumjam T59W 3 335bc 81.6ab 96.1a 78b 20c

8 T59B Sammyumjam 3 493a 97.3a 95.2b 74b 20c

Control 1 T59B T59W 3 490a 90.6ab 100.0a 98a 20c

Control 2 Jam123 Jam124 4 381ab 75.7ab 0.0c 100a 50a

*Duncan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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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녹색 형광유전자가 융합되어 있어, 형질전환누에가 생

산하는 세리신 단백질에는 녹색 형광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Kim et al. 2013). 따라서, 형광실크 누에의 고

치는 세리신을 제거하는 정련과정 후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등 그 용도에 제한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교배조합 시 사용한 유색견 누에의 교배를 통해 피브로

인에서는 녹색 형광이, 세리신에서는 유색견 누에의 연록

색이 함께 표현됨으로써 다양한 용도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형광실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시험결과, 제

작한 모든 교배조합의 1대 잡종(F1) 형광고치에서 형질전

환 누에의 녹색형광과 유색견 누에의 연록색이 함께 발

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교배조합 형광고치 간 관

능검사에 의한 색도 차이는 구분할 수 없었다(그림 1).

Lab 색채분석법은 인간이 색채를 감지하는 노랑-파랑,

초록-빨강의 반대색설에 기초하여 국제조명위원회(CIE)에

서 정의한 색 공간을 말하며, 색채의 방향을 쉽게 표시하

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Kim 2004). 색의 표시(color specification) 방법으로 색광

에 의한 색차를 비교하는데, 이는 국제조명위원회(CIE)가

규정한 표준광원의 색광 혼합에 기초를 둔 혼색계 표색

법이다. 표색을 위한 색의 표시방법으로서는 색의 3속

성(색상, 명도, 채도)을 계측기를 사용하여 색을 정밀 측

정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계측기로 분광반사율을 측정

하여 색차를 수치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Kim

2004). 색차의 수치 표시 방법은 L, a, b의 세 가지로서

하며, L은 반사율로서 인간의 시감과 같은 명도(+, 밝음;

−, 어두움)를, a는 빨강(+)과 초록(−)의 색도방향을, b는 노

랑(+)과 파랑(−)의 색도방향을 나타내는데, 각각의 수치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두 색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Kim

2004, Kim et al. 2005).

교배조합별 1대 잡종(F1)이 생산한 고치의 CIE Lab 색

채 분석 결과, 모든 고치의 명도(L)가 백옥잠보다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표 2). 이러한 결과는 명도(L)의 수준은

혼합된 색의 농도에 반비례한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Kim et al. 2005). 

1대 잡종(F1) 고치별 색의 차이는 Lab 채도 측정 결과

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Lab 채도(a, 빨

강색 ~초록색) 측정 결과, 교배조합 3번(잠329 × T59W)과

6번(T59W ×잠178)의 누에고치에서 초록색의 채도가 가

장 높았다. 특히, 백옥잠 고치에서는 빨강색과 초록색이

없는, “−0.07” 값을 보인 반면, 모든 교배조합의 1대 잡종

(F1) 고치에서는 최소 55배에서 최대 110배 이상 높은 초

록색 색차가 확인되었다. Lab 채도(b, 노랑색 ~파랑색) 측

정 결과에서는 백옥잠 고치에 비해 모든 1대 잡종(F1) 고

치에서 최소 2배 이상 높은 노랑색 색차가 확인되었고 특

히, 시험구 5번(잠178 × T59W), 6번(T59W ×잠178)의 고

치에서는 백옥잠 대비 약 4배의 높은 노랑색 색차가 확

인되었다(표 2). 

Fig. 1. Observation of color-difference of offspring cocoons on light (upper part) and UV(down part) irradiation according to cross

manners between green fluorescence transgenic silkworms and colored cocoon silkworm descents. Numbers indicate offspring cocoons

of different cross manners in Table 1.



실용형질이 우수한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 개발 

121

본 연구를 통해 선발된 강건성 및 색채가 우수한 농가

보급형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1대 잡종 누에(F1) 계통

은 기존 형질전환 누에의 녹색 형광단백질 뿐 아니라 유

색견 누에 특유의 천연 연록색도 함께 갖고 있어 별도의

염색이 필요없는 차별화된 고급 패션의류나 벽지 등의 고

품질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 개

발된 녹색 형광실크 누에와 비교하여 실크 생산량 등의

실용형질이 우수하여 잠업농가 소득향상 및 농가 보급형

GM 누에의 국가차원의 관리보급 안전체계 마련에도 기

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 요

선행연구를 통하여, 형질전환 누에를 제작하는 원천기

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녹색 형광실크를 생산하는 형

질전환 누에를 제작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에서 개발된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와 국립농업과

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누에 유전자원 중 유색견(絹) 누에

품종을 이용하여 형질전환 누에와 유색견 누에품종 간 교

차교배를 통한 잡종강세를 이용하여 고치 생산량 및 고

치의 색채 등이 향상된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 1대

잡종(F1) 계통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선발된 실용형질이 우수한 농가보급형

녹색 형광실크 형질전환 누에 1대 잡종(F1) 계통은 기존

형질전환 누에의 녹색 형광단백질 뿐 아니라 유색견 누

에 특유의 천연 연록색도 함께 갖고 있어 별도의 염색이

필요 없는 차별화된 고급 패션의류나 벽지 등의 고품질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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