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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sider practical use of F2 hybrid and intervariety crossing for the improvement of silk-
worm eggs export and silkworm eggs manufacture. Now Kumokjam and Baegokjam come into wide use to sericulture
farmers but comparison test of F1, F2 hybrid and intervariety have not been done. We weighed against the productivity
among economical character. While larval period of F2 among them is most long time, pupation percentage and cocoon
yield per 10,000 3rd molted larvae are lower than intervariety. With comparing F2 and intervariety, single cocoon weight
of F2 is lower 9 ~ 21% than intervariety, and cocoon shell weight of F2 was lower 10 ~ 18% than intervariety. By num-
ber of cocoons per liter, F2 hybrid was lower and more irregular size than intervariety. In coparison with number of
egg laid, F2 hybrid Baegokjam was 655 ea (14%) and Kumokjam 625 ea (40%) more than F1 hybrid. Also, F2 hybrid
for filament grade went down than F1 hybrid. The advantage of egg production in F2 hybrid can reduce costs because
there is no necessity for sex discrimination and germination control. But besides increase of number of egg laid, the
productivity including economical characters was greatly lowered. Except for being a lot of laying eggs, cocoon pro-
ductivity of the F2 was greatly reduced by degeneration of practical traits. Therefore the further studies are needed in
order to increase utilization value of the F2 hybrid silk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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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작물이나 가축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잠에서 누에품

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누에품종은 원종의

증식과 잠종의 제조과정을 거쳐 1대 교잡종으로 양잠농

가에 보급되고 있으며, 이 교잡종 누에품종은 해마다 다

른 품종으로 바꾸어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최근 교잡종을 이용한 보급 잠종의 제조 방법은 정착되

어 능률적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원종 사육의 어려움과

암수구분 노력, 발아(發蛾) 조절 등 개선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잠업 후발국에서는 자국의 고유품종이 없거나, 원

종이나 교잡종의 잠종제조 기술상의 문제, 또는 교잡종

잠종을 수입 할 때 가격문제나 잠종 사고의 문제로 2대

잡종이 잠업 후발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Toyama(1906)에 의하여 누에의 1대 잡종에

대한 잡종강세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고, 또한 원종과 1대잡종 및 2대잡종에 대한 연구(Kawabata

et al. 1982), 다원교잡 이용에 의한 원종의 산란성 향상에

관한 연구(Yokoyama 1973), 가잠의 주요 양적형질에 관

한 유전분석(Shon and Jeong 1992), 누에 육종에 있어서

잡종강세, 선발지수, 우수형질 발현, 선발효율에 관한 연

구(Jeong 1990), 누에 이면교잡에 의한 형질발현의 잡종

강세와 약세(Jeong et al. 1989)에서 복제형은 1대 잡종 F1

에 비교해 산란성은 뛰어나지만, 누에의 강건성 및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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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성이 떨어지고, 누에고치 크기가 고르지 못하다고 보

고하였다. 국내 누에 보급품종의 교잡종(F1) 및 2대 잡종

(F2)의 생산성 비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

라서 국내 보급품종에 대한 교잡종(F1), 2대 잡종(F2) 및

품종별 잡종의 실용형질에 대한 생산성을 비교하여 수출

잠종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험품종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육성하여

장려품종으로 애누에 인공사료 적합품종으로 농가에 가장

많이 보급하고 있는 백옥잠(Lee et al. 1984)과 금옥잠(Hong

et al. 1996) 2품종을 이용하여 이들의 잡종 2세대(F2)와

백옥잠×금옥잠의 정역 품종간 교잡종 등을 대상으로 하

였다. 시험품종은 백옥잠(잠123 ×잠124), 금옥잠(잠125 ×잠

140), 백옥잠 F2, 금옥잠 F2, 백옥잠 ×금옥잠, 금옥잠 ×백

옥잠으로 수행하였다.

누에 사육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2011년 춘잠기와

2012년 추잠기에 각 품종별 5나방분으로 하였다. 알깨기

는 온도 15 ~ 26oC, 습도 75 ~ 80%, 광주기는 1일 16시간

밝게, 8시간 어둡게 하였다. 사육방법은 잠업시험사업지침

서(RDA, 2000)에 준하여 1 ~ 3령은 온도 25 ~ 27oC, 습도

75 ~ 80%로 방건지육을 하였고, 4 ~ 5령은 온도 23 ~ 24oC,

습도 65 ~ 75%로 보통육을 하였으며, 각령 1일 3회 급상

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4령 향식 후 2일째에 각 품종당

250두 3반복으로 하였다. 누에올리기는 백년섶을 이용하

였다. 고치의 형질조사는 춘잠기는 8일째, 추잠기는 7일

째 수견하여 화용비율 및 수견량 등을 조사하였고, 전견

중, 견층중 및 견층비율은 암수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평

균치를 산출하였다. 1나방당 산란수는 품종당 5나방이 산

란한 누에알을 평균 산란수로 표시하였다.

사질시험은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에서 잠업시험사업

지침서(RDA 2000)에 준하여 실켜기를 하였고, 품종별 3

반복으로 시험량은 고치 100 ~ 150개를 실켜기하여 견사

장, 해서율 등을 조사하였다. 1만두 생사량은 1만두 수견

량에 생사량 비율을 곱하여 성적을 산출했다.

 결과 및 고찰

1. 사육 성적

2011년 춘잠기에 백옥잠, 금옥잠, 장려품종 원종 잠123,

잠124, 잠125, 잠140에 대한 주요형질을 비교한 결과 원

종에 비해 장려품종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었다.

표 1에서 나타낸 결과를 보면 강건성의 측도인 화용비율

에서 백옥잠 97.2%, 금옥잠 95.1%의 수치를 보인 반면

장려품종 원종은 잠124에서 79.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잠125에서 93.5%로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냈었다.

또한 고치크기 조사에서 1 L 용기에 들어가는 고치개수를

Table 1. The major commercial characteristics of strain Jam123, Jam124, Jam125 and Jam140 performed in spring, 2011. 

Strain

number of

egg laid

(ratio)

Useful

hatchability

(%)

Larval 

period

(days.hrs)

Pupation

 rate 

 (%) 

Cocoon yield

per 10,000 3rd

molted larvae

(kg)

Jam123 531 92 24.16 84.7 13.9

Jam124 520 81 24.08 79.8 11.7

Baegokjam 574 97 24.00 97.2 20.8

Jam125 529 93 22.06 93.5 15.1

Jam140 533 90 22.06 86.0 13.9

Kumokjam 446 97 24.00 95.1 21.2

Strain

No. of cocoons 

per liter

(ea)

Single cocoon 

weight

(g)

Cocoon shell 

weight

(cg)

Cocoon shell 

percentage

(%)

Jam123 105 1.77 40.2 22.8

Jam124 091 1.63 33.7 20.7

Baegokjam 062 2.24 52.3 23.4

Jam125 073 1.67 39.2 23.6

Jam140 072 1.80 43.3 24.1

Kumokjam 058 2.33 54.4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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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잠123은 105개로 가장 작은 고치크기를 나타냈

으며 금옥잠이 58개로 가장 큰 고치크기를 나타내었다.

다른 조사항목에서도 장려품종이 원종에 비해 우수한 성

적을 보여 이는 잡종강세에 의한 우수 형질의 발현의 결

과로 판단이 된다. 2011년 춘잠기에 장려품종 2품종(백옥

잠, 금옥잠) 및 장려품종 F2(백옥잠 F2, 금옥잠 F2) 그리

고 품종간의 교잡종(백옥잠 ×금옥잠, 금옥잠 ×백옥잠)을

사육하여 조사하였다. 표 2에서 백옥잠 전령경과 일수는

백옥잠(24일)보다도 백옥잠 F2 (24일 21시간)가 21시간

길었고 품종간의 교잡종(백옥잠 ×금옥잠)에서는 백옥잠과

비슷한 전령경과 일수(24일 3시간)를 나타내었다. 백옥잠,

백옥잠 F2, 품종간의 교잡종(백옥잠 ×금옥잠)의 주요형질

특성비교에서 부화비율은 백옥잠(97%), 백옥잠 F2(95%),

품종간의 교잡종(97%) 모두 우수하였고, 화용비율은 백옥

잠, 백옥잠 F2, 품종간 교잡종 각각 97.2%, 93.2%, 89.6%

였다. 전견중은 백옥잠(2.24 g) 보다 백옥잠 F2(1.97 g)가

12%, 품종간의 교잡종(2.02 g)은 10% 가벼웠으며, 1만두

수견량은 백옥잠(20.8 kg)과 비교할 때 백옥잠 F2(16.5 kg)

가 21%, 품종간의 교잡종(16.6kg)이 20% 적었다. 또한 견

층비율도 백옥잠보다 백옥잠 F2, 품종간의 교잡종(백옥

잠 ×금옥잠)이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고치크기를 나타내

는 1 L 개수는 백옥잠(62개)보다 백옥잠 F2(72개), 품종간

의 교잡종(69개)이 작고 고르기가 균일하지 못하였다. 산

란수는 백옥잠(574개)보다 F2(655개)가 14%, 품종간의 교

잡종(594개)이 3% 많았다. 

금옥잠 전령경과도 백옥잠과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부

화비율은 금옥잠(97%), 금옥잠F2(96%), 품종간의 교잡종

(금옥잠 ×백옥잠)(97%) 모두 95% 이상으로 우수하였고,

화용비율에서는 금옥잠(95.1%)보다 금옥잠 F2(88.2%)와

품종간의 교잡종(93.2%)이 낮았다. 전견중은 금옥잠(2.33 g)

보다 금옥잠 F2(2.02 g)가 13%, 품종간의 교잡종(2.04 g)

이 12% 가벼웠고, 1만두 수견량은 금옥잠(21.2 kg)과 비

교할 때 금옥잠 F2(17.8 kg)가 16%, 품종간의 교잡종

(18.1 kg)이 14% 적었다. 견층비율도 금옥잠(23.4%)보다

금옥잠 F2(23.1%)가 2%, 품종간의 교잡종(22.7%)이 3%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고치크기를 나타내는 1 L 개수는

금옥잠(58개)보다 금옥잠 F2(69개)가 11개, 품종간의 교잡

종(68개)이 10개로 크기가 작고 고르기가 균일하지 못하

였다. 산란수는 금옥잠(446개)보다 금옥잠 F2(625개)가

40%, 품종간의 교잡종(631개)이 41% 많았다. 

Table 2. The major commercial characteristics of hybrid F1, F2 and intervarietal crossing performed in spring, 2011. 

Variety

Number of 

egg laid

(ratio)

Useful

hatchability

(%)

Larval period

(days.hrs)

Pupation rate

 (%) 

Cocoon yield 

per 10,000 3rd 

molted larvae

(kg)

Baegokjam 574(100) 97 24.00(100) 97.2(100) 20.8(100)

Baegokjam F2 655(114) 95 24.21(104) 93.2(96) 16.5(79)

Baegokjam ×

Kumokjam
594(103) 97 24.03(101) 89.6(92) 16.6(80)

Kumokjam 446(100) 97 24.00(100) 95.1(100) 21.2(100)

Kumokjam F2 625(140) 96 24.21(104) 88.2(93) 17.8(84)

Kumokjam ×

Baegokjam
631(141) 97 24.08(101) 93.2(98) 18.1(86)

Variety

No. of cocoons

per liter

(ea)

Single cocoon 

weight

(g)

Cocoon shell 

weight

(cg)

Cocoon shell

percentage

(%)

Baegokjam 62 2.24(100) 52.3(100) 23.4(100)

Baegokjam F2 72 1.97(88) 42.7(82) 21.7(93)

 Baegokjam ×

 Kumokjam
69 2.02(90) 46.2(88) 22.9(98)

Kumokjam 58 2.33(100) 54.4(100) 23.4(100)

Kumokjam F2 69 2.02(87) 46.7(86) 23.1(98)

 Kumokjam ×

Baegokjam
68 2.04(88) 46.2(85) 22.7(97)

※Baegokjam (Jam123 × Jam124), Kumokjam (Jam125 × Jam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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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추잠기에 장려품종 2품종(백옥잠, 금옥잠) 및 장

려품종 F2(백옥잠 F2, 금옥잠 F2) 그리고 품종간의 교잡

종(백옥잠 ×금옥잠, 금옥잠 ×백옥잠)을 사육하여 조사하

였다. 결과를 표 3에 나타냈다. 백옥잠 전령경과 일수는

백옥잠(21일 23시간)보다도 백옥잠 F2(22일 23시간)가 24시

간, 품종간의 교잡종(백옥잠 ×금옥잠)(22일 6시간)이 7시간

길었다. 부화비율은 모두 95% 이상으로 우수하였고, 화

용비율은 백옥잠(94.5%)보다도 백옥잠 F2(88.4%), 품종간

의 교잡종(90.1%)이 각각 6%, 5% 낮았다. 전견중은 백옥

잠(2.10 g) 보다 백옥잠 F2(1.97 g), 품종간의 교잡종(1.94 g)

이 각각 6%, 8% 가벼워 1만두 수견량이 14%, 9% 가량

적었다. 견층비율도 백옥잠(22.3%)보다 백옥잠 F2(21.3%)

가 4%, 품종간의 교잡종(20.5%)이 8% 낮은 경향을 나타

냈다. 고치크기를 나타내는 1 L 개수는 백옥잠(75개), 백

옥잠 F2(76개) 그리고 품종간의 교잡종(78개)이 비슷하나

백옥잠보다 백옥잠 F2, 품종간의 교잡종에서 고치의 고르기

가 균일하지 못하였다. 산란수는 백옥잠(543개)보다 백옥잠

F2(591개), 품종간의 교잡종(570개)이 각각 9%, 5% 많았다.

금옥잠 전령경과도 백옥잠과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부

화비율은 모두 95% 이상으로 우수하였고, 화용비율은 금

옥잠(97.1%) 보다도 금옥잠 F2(84.4%), 품종간의 교잡

종(금옥잠 ×백옥잠)(87.9%)이 각각 13%, 9% 낮았다. 전

견중은 금옥잠(2.09 g) 보다 금옥잠 F2(1.92 g), 품종간의

교잡종(1.92 g)이 각각 8% 가벼워 1만두 수견량이 각각

19%, 15% 가량 적었다. 견층비율도 금옥잠(22.7%)보다

금옥잠 F2(20.8%), 품종간의 교잡종(20.6%)이 낮은 경향

을 나타냈다. 고치크기를 나타내는 1 L 개수는 금옥잠

(65개)보다 금옥잠 F2(80개), 품종간의 교잡종(78개)이 크

기가 작고 고르기가 균일하지 못하였다. 산란수는 금옥잠

(438개)보다 금옥잠 F2(566개), 품종간의 교잡종(563개)이

각각 29%로 많았다. 이러한 특성은 Jeong(1994)이 누에

육종에 있어서 잡종강세, 선발지수, 우수형질 발현, 선발

효율에 관한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잡종강세를 보

이는 F1보다 F2에서 열성인자의 발현으로 인해 형질이 약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종간의 교잡종 또한 같은 경

향을 보였다. 그러나 산란수는 F2 세대에서 역으로 오히

려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때 우성형질이 약화되

면 종유지를 위해 오히려 산란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부화비율에서는 잡종열세와 무관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Table 3. The major commercial characteristics of hybrid F1, F2 and intervarietal crossing performed in autumn, 2012. 

Variety

Number of

egg laid

(ea)

Useful 

hatchability

(%)

Larval 

period

(days.hrs)

Pupation

 rate

 (%)

Cocoon yield

per 10,000 3rd

molted larvae

(kg)

Baegokjam 543(100) 98 21.23(100) 94.5(100) 18.3(100)

Baegokjam F2 591(109) 95 22.23(105) 88.4(94) 15.7(86)

Baegokjam ×

Kumokjam
570(105) 98 22.06(100) 90.1(95) 16.6(91)

Kumokjam 438(100) 96 21.22(100) 97.1(100) 18.4(100)

Kumokjam F2 566(129) 98 22.23(105) 84.4(87) 14.9(81)

Kumokjam ×

Baegokjam
563(129) 97 22.06(100) 87.9(91) 15.7(85)

Variety

No. of cocoons

per liter

(ea)

Single cocoon

weight

(g)

Cocoon shell 

weight

(cg)

Cocoon shell

percentage

(%)

Baegokjam 75 2.10(100) 46.7(100) 22.3(100)

Baegokjam F2 76 1.97(94) 42.1(90) 21.3(96)

 Baegokjam ×

 Kumokjam
78 1.94(92) 39.8(85) 20.5(92)

Kumokjam 65 2.09(100) 47.5(100) 22.7(100)

Kumokjam F2 80 1.92(92) 39.8(84) 20.8(92)

 Kumokjam ×

 Baegokjam
78 1.92(92) 39.6(83) 20.6(91)

※Baegokjam (Jam123 × Jam124), Kumokjam (Jam125 × Jam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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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coon reering results of hybrid F1, F2 and intervarietal crossing performed in spring, 2011. 

Variety

Filament

length

(m)

Filament

weight

(cg)

Filament

size

 (d)

Non-broken 

filament length (m)

Baegokjam 1,521(100) 47.7(100) 2.95(100) 1,104(100)

Baegokjam F2 1,607(106) 40.0(84) 2.73(93) 959(87)

 Baegokjam ×

 Kumokjam
1,728(114) 42.4(89) 2.59(88) 1,044(95)

Kumokjam 1,597(100) 50.0(100) 2.80(100) 1,226(100)

Kumokjam F2 1,571(98) 42.8(86) 2.82(101) 1,019(83)

 Kumokjam ×

Baegokjam
1,660(104) 42.7(85) 2.68(96) 951(78)

Variety
Reelability

(%) 

Raw silkpercent

(%)
 Raw silk yield※

(kg)

Baegokjam 74(100) 21.18(100) 4.41(100)

Baegokjam F2 72(97) 19.31(91) 3.19(72)

 Baegokjam ×

Kumokjam
69(93) 20.41(96) 3.39(77)

Kumokjam 75(100) 21.28(100) 4.51(100)

Kumokjam F2 74(99) 20.27(95) 3.61(80)

 Kumokjam ×

Baegokjam
64(85) 20.52(96) 3.71(82)

※Raw silk yield was calculated from multiplication between cocoon yield per 10,000 3rd molted lavae and raw silk percent.

Table 5. Cocoon reering results of hybrid F1, F2 and intervarietal crossing performed in autumn, 2012. 

Variety

Filament

length

(m) 

Filament

weight

(cg) 

Filament

size

 (d) 

Non-broken

filament length 

(m)

Baegokjam 1,282(100) 40.1(100) 3.31(100) 837(100)

Baegokjam F2 1,286(100) 35.5(89) 3.07(93) 774(92)

 Baegokjam ×

Kumokjam
1,358(106) 34.2(85) 2.99(90) 754(90)

Kumokjam 1,523(100) 41.0(100) 2.88(100) 996(100)

Kumokjam F2 1,347(88) 34.0(83) 3.00(104) 723(73)

 Kumokjam ×

Baegokjam
1,505(99) 34.4(84) 2.76(96) 817(82)

Variety
Reelability

(%) 

Raw silkpercent

(%)
 Raw silk yield※ 

(kg)

Baegokjam 76(100) 20.10(100) 3.68(100)

Baegokjam F2 74(97) 17.71(88) 2.78(76)

 Baegokjam

 × Kumokjam
72(95) 17.61(88) 2.92(79)

Kumokjam 76(100) 19.97(100) 3.67(100)

Kumokjam F2 70(92) 18.68(94) 2.78(76)

 Kumokjam

 × Baegokjam
71(93) 18.16(91) 2.85(78)

※Raw silk yield was calculated from multiplication between cocoon yield per 10,000 3rd molted lavae and raw silk percent.



누에 장려품종간 교잡누에의 실용형질 비교

17

2. 누에고치의 형질특성

2011년 춘잠기 및 2012년 추잠기에 사육한 F1(백옥잠,

금옥잠), F2(백옥잠, 금옥잠) 그리고 품종간의 교잡종(백

옥잠 ×금옥잠, 금옥잠 ×백옥잠)의 누에고치에 대하여 성

적조사한 결과를 표 4, 표 5에 나타냈다.

 2011년 춘잠기 백옥잠에서 견사장은 백옥잠(1,521 m)

보다 백옥잠 F2(1,607 m), 품종간의 교잡종(백옥잠 ×금옥

잠)(1,728 m)이 각각 6%, 14% 길었으며, 해서사장은 백옥

잠(1,104 m)보다 백옥잠 F2(959 m), 품종간의 교잡종

(1,044 m)이 각각 13%, 5% 짧았고, 해서율도 백옥잠(74%)

보다 백옥잠 F2(72%), 품종간의 교잡종(69%)이 3%, 7%

낮았다. 견사량은 백옥잠(47.7 cg)보다 백옥잠 F2(40.0 cg),

품종간의 교잡종(42.4 cg)이 각각 16%, 11%가 적어 1만두

생사량은 백옥잠(4.41 kg)보다 백옥잠 F2(3.19 kg), 품종간

의 교잡종(3.39 kg)이 가각 28%, 23% 적었다. 견사섬도는

백옥잠(2.95 d)보다 백옥잠 F2(2.73 d), 품종간의 교잡종

(2.59 d)이 각각 7%, 12% 가늘었다.

금옥잠의 견사장은 금옥잠(1,597 m)보다 금옥잠 F2

(1,571 m)이 2% 적었으나, 금옥잠 ×백옥잠은 금옥잠보다

4% 길었다. 해서사장은 금옥잠(1,226 m)보다 금옥잠

F2(1,019 m), 품종간의 교잡종(951 m)이 각각 17%, 22%

짧았고, 해서율도 1%, 15%가 낮았다. 견사량은 금옥잠

(50.0 cg) 보다 금옥잠 F2(42.8 cg), 품종간의 교잡종(42.7 cg)

이 각각 14%, 15% 적어 1만두 생사량은 금옥잠(4.51 kg)

보다 금옥잠 F2(3.61 kg), 품종간의 교잡종(3.71 kg)이 각

각 20%, 18% 적었다. 견사섬도는 금옥잠(2.80 d)보다 금

옥잠 F2(2.82 d)가 1%가 굵고, 금옥잠 ×백옥잠(2.68 d)은

금옥잠보다 4% 가늘었다.

2012년 추잠기 백옥잠의 견사장은 백옥잠과 백옥잠 F2

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백옥잠 ×금옥잠(1,358 m)은 백옥

잠(1,282 m)보다 6%가 길었다. 해서사장은 백옥잠(837 m)

보다 백옥잠 F2(774 m), 품종간의 교잡종(754 m)이 각

각 8%, 10% 짧았고, 해서율도 백옥잠(76%)보다 백옥잠

F2(74%), 품종간의 교잡종(72%)이 3%, 5%가 낮았다. 견

사량은 백옥잠(40.1 cg)보다 백옥잠 F2(35.5 cg), 품종간의

교잡종(34.2 cg)이 각각 11%, 15%가 적어 1만두 생사량은

백옥잠(3.68 ㎏)보다 백옥잠 F2(2.78 kg), 품종간의 교잡종

(2.92 kg)이 24%, 21% 적었다. 견사섬도는 백옥잠(3.31 d)

보다 백옥잠 F2(3.07 d), 품종간의 교잡종(2.99 d)이 각각

7%, 10%가 가늘었다.

금옥잠의 견사장은 금옥잠(1,523 m) 보다 금옥잠

F2(1,347 m), 품종간의 교잡종(금옥잠 ×백옥잠)(1,505 m)

이 각각 12%, 1%가 짧았다. 해서사장은 금옥잠(996 m)

보다 금옥잠 F2(723 m), 품종간의 교잡종(817 m)이 각각

27%, 18% 짧았고, 해서율도 금옥잠(76%)보다 금옥잠

F2(70%), 품종간의 교잡종(71%)이 8%, 7%가 낮았다. 견

사량은 금옥잠(41.0 cg)보다 금옥잠 F2(34.0 cg), 품종간의

교잡종(34.4 cg)이 각각 17%, 16%가 적어 1만두 생사량

은 금옥잠(3.67 kg)보다 금옥잠 F2(2.78 ㎏), 품종간의 교

잡종(2.85 kg)이 각각 24%, 22%가 적었다. 견사섬도는 금

옥잠 F2(3.00 d)가 금옥잠(2.88 d) 보다 4%가 굵었고, 금옥

잠 ×백옥잠(2.76 d)은 금옥잠보다 4%가 가늘었다. 본 연

구에서 잠종강세에 대한 결과를 볼 때 견사장에서는 잡

종강세에 대한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품종 고

유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백

옥잠의 경우 백옥잠 보다 백옥잠 F2, 백옥잠 ×금옥잠이

긴 견사장을 나타내는 반면 금옥잠의 경우는 반대 양상

을 나타냈다. Moon and Han(1994)은 누에 견 •사질에 관

한 잡종강세 및 조합능력검정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

이 해서사장, 견사량, 1만두 생산량은 품종과 무관하게 F1

잡종강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적 요

본 시험은 잠종수출 및 잠종제조 능률향상 면에서 교잡

종 F2 및 품종간 잡종의 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장

려품종으로 보급되고 있는 백옥잠과 금옥잠을 이용하여

교잡종(F1), 2대잡종(F2) 및 품종간 잡종의 실용형질의 생

산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1. 전령 사육일수는 F2가 5령 및 전령 모두 길었다.

 2. 2세대 잡종(F2)은 교잡종에 비해 화용비율은 2 ~ 13%

정도 낮았고, 1만두 수견량은 16 ~ 21% 낮았다. 

 3. 전견중에서 2세대 잡종(F2)은 교잡종에 비해 9 ~ 21%

낮았고, 견층중은 10 ~ 18% 낮았다. 

 4. 고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1리터 개수는 2대 잡종은

교잡종에 비해 고치의 크기가 작고 고르지 못한 경

향을 나타냈다.

 5. 1나방 산란수는 교잡종보다 2대 잡종에서 백옥잠은

14%가 많은 655개, 금옥잠은 40%가 많은 625개 이

었다.

 6. 견사량, 1만두 생사량 등 사질조사 성적도 교잡종보

다 2대 잡종에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나

타냈다.

2대 잡종 잠종 생산시에 유리한 점은 암수감별이나 발

아조절이 필요가 없어 잠종생산 노력이나 비용을 많이 절

감할 수 있으나, 산란수가 많아지는 외에는 실용형질에서

생산성이 크게 낮아져 2대 잡종 잠종으로 고치를 생산할

경우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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