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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artificial induction of the sexual maturation of Anguilla japonica, salmon pituitary extract (SPE) 
is continuously injected into females, and the eggs obtained from artificial sexual maturation are artifi-
cially fertilized with sperms and hatched. However, repeated injection of SPE in the abdominal cavity 
causes tremendous stress in females, which may prevent their complete sexual maturation and reduce 
the immune system function, ultimately resulting in death. In addition, the poor quality of the ovu-
lated eggs can reduce the hatching and survival rate of larvae. In the present study, sexual maturation 
of females was induced by inserting an osmotic (OS) pump containing hormone analogs known to 
effectively induce sexual maturation into the abdominal cavity of female eels, and the effect of the 
OS pump on the induced sexual maturation was investigated. Our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go-
nadosomatic index (GSI)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ish subjected to SPE injection than those sub-
jected to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nalog (GnRHa), and 
methyl testosterone (MT) injections, either separately or in combination. In addition, a histolog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oocytes in the SPE OS pump groups were more mature (entered the nuclear 
shift stage) than those in the other grou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osmotic pump containing 
hormone analogs can be used to induce sexual maturation in female A. japonica artifi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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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까지 국내 뱀장어(Anguilla japonica) 양식은 소상하는 

실뱀장어를 채포하여 성어까지 길러내는 불완전 양식에만 국

한되고 있다. 게다가 채포되는 실뱀장어의 수가 매년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실뱀장어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양어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최근 뱀장어 인공종묘생산 기술을 개발

하였지만 안정적으로 인공종묘를 대량생산 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성성숙(sex maturation) 유도 기술개발이 필요 되고 있다

[12]. 

다양한 어류들은 수온, 광주기, 밀도, 염분 등과 같은 환경요

인들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성성숙 유도가 되고 있다. 하지

만 뱀장어의 경우 이런 환경요인들을 이용한 성성숙 유도 기

술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 현재 암컷 뱀장어 성성숙 유도 

기술은 성분화가 일어나기 전 E2 (Estradiol-17β)를 반복 투여

하여 자성화 시키고, 자성화 된 암컷 뱀장어의 복강에 SPE 

(salmon pituitary extract)를 반복 주사하여 난황 형성 및 핵 

이동단계의 난모세포 출현을 유도하는 성성숙 유도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9, 14, 19, 23]. 하지만 SPE를 반복 주사하는 방

법은 적지 않은 수의 뱀장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완전

한 성성숙을 하지 못하고 도중에 폐사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

을 초래하고 있다. 

경골어류에서는 cholesterol pellets와 같은 방법으로 성성

숙 유도기술이 개발되어 난모세포의 성숙과 배란 유도에 이용

되어왔다[17, 28]. 하지만 pellets 방법은 두가지 이상의 hor-

mone을 복합적으로 투여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어류의 성성숙 

유도에 비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이러한 pellets 방

법을 대신하여 osmotic pump를 이용한 방법이 새로이 개발되

어 어류를 포함한 척추동물에서 약물 혹은 hormone의 장기간 

투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6, 7, 10, 21]. 또한 

성성숙촉진 hormone (pregnant mare serum gonadotropin, 

PMSG;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이 충전된 os-

motic pump 삽입에 의한 성성숙 유도 연구도 수행되어 왔다

[6, 21]. 어류의 성성숙 유도하기 위하여 hormone 투여방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Cholesterol pellets를 이용하는 방

법[3], 유화제를 이용하는 방법[1], cholesterol pellets와 silastic 

capsule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등이 연구되어 왔다[25]. 또한 

뱀장어 성성숙 유도에 관한 연어 뇌하수체 추출물(SPE)의 투

여 방법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Sato 등[24]은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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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hilized gelatin (LG)을 이용한 water-in-oil-in-water (W/ 

O/W) 유제형태의 hormone carrier를 개발하여 물리화학적 

성질이 서로 다른 2종류의 hormone인 당단백질성 연어 생식

선자극호르몬(gonadotropin; GTH)과 sex steroid hormone인 

17α-hydroxy progesterone (17α-OHP)를 동시에 W/O/W유

제 형태로 제작하여 투여한 결과 뱀장어의 혈중 sex hormone 

농도 및 체중이 증가하여 투여 후 4~6회만에 silver 뱀장어의 

배란을 유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한 

종류의 hormone만 제작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os-

motic pump는 두 가지 이상의 hormone을 혼합하여 주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뱀장어의 성성숙 유도에 유효한 hormone이 

주입된 osmotic pump를 이용하여 성성숙이 유도되는지 조사

하고 기존의 반복적인 주사법과의 비교 분석을 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어는 Kim 등[13]의 방법에 의해 

Estradiol-17β을 이용하여 자성화된 2.5년생 뱀장어(A. japon-

ica)를 이용하였다. 담수에서 사육한 암컷 뱀장어(574±12 g)를 

해수에 순치하였고 순치가 종료된 후에는 수온을 20±1℃로 

유지하고 차광해 주었다. 모든 실험어는 개체 식별을 위해 

2-phenoxyethanol (200 ppm)로 마취한 후, Tag ID microchip

을 등근육에 삽입하여 실험시 mini portable reader (HS5900 

LF, DESTRON technology, USA)로 개체정보를 확인하였다. 

Osmotic pump를 이용한 성성숙 유도

Osmotic pump (Type 2002, Alzet Osmotic Pumps Co., 

Cupertino, CA; diameter = 7 mm, length = 30 mm, reservoir 

volume = 200 μl)는 수일 동안 미량의 hormone을 일정하게 

방출하는 캡슐모양의 기구로, osmotic pump의 reservoir에 성

성숙에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hormone인 hCG (Human Cho-

rionic Gonadotropin, 100 IU/day/fish), SPE (4 mg/day/ 

fish), GnRHa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nalogue, 

des-Gly10-[D-Ala6]-LH-RHethylamine,sigma, 5 μg/day/fish) 

그리고 GnRHa (5 μg/day/fish)와 MT (5 μg/day/fish)를 함

께 주입하여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였다[11]. 대조구는 Nagae 

et al. 1996 [18]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 eel’s ringer solution을 

사용하였다. 준비된 osmotic pump는 2-phenoxyethanol (200 

ppm)로 마취한 암컷 실험어의 복부를 8~9 mm로 절개한 후 

삽입하였다. Osmotic pump는 1시간에 0.5 μl 씩 방출되도록 

제한하였다. Hormone들을 osmotic pump의 reservoir에 각 

농도별로 200 μl 씩 주입하여 자성화 유도된 실험어에 각 실험

구별 10마리씩 삽입하였으며 osmotic pump는 실험시작일과 

osmotic pump 삽입 48일후, 총 2회 삽입하였다. 또한 SPE를 

Kim 등[12]의 방법에 따라 28 mg/week/fish의 농도로 10마리

의 실험어에 매주 반복 주사(SPE Injection) 하여 osmotic 

pump 삽입 실험구와 비교분석 하였다. 최종 성성숙이 일어난 

후 각 실험구의 GSI (gonad somatic index) 측정과 조직학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SPE osmotic pump 실험구와 SPE Injec-

tion 실험구는 RIA (Radioimmunoassay)도 함께 측정하였다. 

GSI  생식소 조직학  분석 

Hormone 투여 실험구 중 최종 성성숙이 일어난 친어의 생

식소를 적출하여 생식소중량을 측정한 후 생식소중량지수

(gonadosomatic index; GSI)를 분석하였다. 적출한 생식소는 

10%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일련의 수세, 탈수, 파라핀친화 과

정을 거친 후 파라핀 조직 블럭을 제작하여 4 μm의 크기로 연속 

절편으로 박절하였다. 각 조직의 절편은 hematoxylin-eosin으

로 대비 염색 후 조직의 발달상태를 광학 현미경으로 검경하

였다. 생식소의 발달 상태는 생식세포의 조직학적 특성과 각 

생식세포의 발달단계별 조성으로 나타내었다. 

RIA (Radioimmunoassay) 

SPE osmotic pump를 삽입한 실험구와 SPE를 복강에 반복 

주사한 실험어들의 혈중 Estradiol-17β (E2)와 Testosterone 

(T)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 시작일(Initial), osmotic pump 삽

입 48일 후, 최종 성성숙 후(End)에 2-phenoxyethanol (200 

ppm)로 마취하여 미부에서 혈액 500 μl 채혈하였다. 채혈한 

혈액은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4℃에서 8,000 rpm, 15 min으

로 원심분리한 후 혈장을 분리하였고 측정하기 전까지 -70℃

에 보관하였다. 분리한 혈장은 Kim과 Aida [15]의 방법에 기

초하여 혈중 E2와 T 농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번식률(배란율, 수정률, 부화율) 

SPE를 투여한 실험구에서 최종 성성숙이 일어난 실험어에 

polyethylene cannula를 산란관에 삽입한 후 난의 크기, 유구

의 양, 핵의 이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성숙 상태

를 확인하고 배란을 유도하기 위해 DHP (17α, 20β-dihydrox-

yprogesterone)를 복강 주사하고 배란율(Ovulation rate, %)을 

조사 하였다. DHP 주사 15~18시간 이후 채란을 진행 하였고, 

채란된 난은 정자와 골고루 섞어 Bae 등[2]의 방법에 따라 건

조법으로 인공수정 하였다. 수정된 수정란은 Unuma 등[26]의 

방법에 의해 수정률(Fertilization rate, %)과 부화율(Hatching 

rate, %)을 확인하였다. 

Ovulation rate (%) = (number of ovulated fish/number 

of experimental fish) ×100

Fertilization rate (%) = 100× number of fertilized eggs/ 

number of buoyant eggs

Hatching rate (%) = 100× number of hatched larvae/ 

number of buoyant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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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the single implantation of osmotic pumps load-

ed with hCG (100 IU/day/fish), SPE (4 mg/day/fish), 

GnRHa (5 μg/day/fish) and GnRHa (5 μg/day/fish) 

with MT (5 μg/day/fish) on the gonadosomatic index 

(GSI) of female Japanese eels. The control fish (control) 

were implanted with a single osmotic pump loaded with 

0.1% bovine serum albumin (BSA) in 0.9% sodium 

chloride.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n=10).

Fig. 2. Photographs of the ovary of a female eel implanted with a single osmotic pump loaded with 0.1% bovine serum albumin 

(BSA) in (A) eel’s ringer solution (control), (B) GnRHa (5 μg/day/fish), (C) GnRHa (5 μg/day/fish) with MT (5 μg/day/fish) 

(D) hCG (100 IU/day/fish), (E) the ovary of a female eel implanted with a single osmotic pump loaded with SPE (3 

mg/day/fish) and (F) injected SPE (28 mg/week/fish). Allows are osmotic pump.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J.M.P program version 9.1.3 statistical soft-

ware (SAS Institute, 2004)로 ANOVA test를 실시한 후, 최소

유의차 검정(LS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으로 평균 간의 

유의성(p<0.05)을 검정하였다.

결   과

Hormone 투여 후 GSI  조직 검사  

Osmotic pump를 이용하여 hormone을 투여한 후 GSI 변화

를 조사하였다. GSI 측정 결과 hormone을 투여하지 않은 con-

trol 실험구는 0.99±0.23, GnRHa를 투여한 실험구는 0.92± 

0.35, GnRHa+MT를 투여한 실험구는 1.48±0.76, hGC를 투여

한 실험구는 3.27±1.06로 낮은 GSI 수치를 나타냈으며(Fig. 1), 

생식소 조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든 실험어들이 난황 형성

기, 유구기 단계의 제1난모세포로 대조구와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Fig. 2, Fig. 3). 하지만 SPE를 주입한 osmotic pump 

삽입 실험구의 GSI는 29.8±3.72, SPE를 매주 복강 주사한 실험

구의 GSI는 32.2±1.65로 다른 실험구와는 유의하게 높은 GSI

를 나타내었다(p>0.05). 

또한 조직학적 분석결과에서도 난소의 난모세포가 핵이동

기 단계로 발달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3). 그리고 SPE 

투여 실험구 사이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SPE osmotic pump 

삽입 실험구가 SPE Injection 실험구보다 난모세포가 성숙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장 E2  T 농도 분석

대조구와 SPE osmotic pump 삽입 실험구, SPE 반복 주사 

실험구는 실험시작일(Initial), 실험 시작 48일 후, 최종 성성숙 

후(End)에 미부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sex steroid hor-

mone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초기에는 T 농도는 대조구와 

실험구 모두 낮은 농도를 보이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05). 하지만 48일 경과 후 SPE osmotic pump 삽입 실험구는 

2.38±0.41 ng/ml, SPE 반복 주사 실험구는 2.43±0.35 ng/ml로 

혈중 T 농도가 대조구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최종 성

성숙 후에는 대조구에 비해 농도가 SPE osmotic pump 삽입 

실험구는 4.3±0.74 ng/ml, SPE 반복 주사 실험구는 4.44±0.69 

ng/ml로 상당히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E2는 초기에 대조구와 

실험구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8일 경과 후 SPE osm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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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SPE-OS pump                 SPE-Injection

Fig. 3. Histological status of gonad of female eel (B) implanted with a single osmotic pump loaded with SPE (4 mg/day/fish), 

(C) injected with SPE (28 mg/week/fish) or eel’s ringer solution (control). 

Fig. 4. Changes in plasma estradiol-17β (E2) and testoterone (T) levels in female eel.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columns indicated by different letters (a: h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 has significant differenc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EM (n=10).

pump 삽입 실험구는 2.98±0.91 ng/ml, SPE 반복 주사 실험구

는 2.54±0.79 ng/ml로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높은 농도를 보였

다(p<0.05). 게다가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SPE os-

motic pump 삽입 실험구가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종성숙기에는 대조구 0.49±0.12 ng/ml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SPE osmotic pump 삽입 실험구는 7.02±1.43 

ng/ml, SPE 반복 주사 실험구는 6.57±0.95 ng/ml로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48일 때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SPE osmotic pump 실험구가 SPE 반복 주사 

실험구보다 E2 농도가 더 높았다(Fig. 4). 

배란율, 수정률, 부화율

Hormone을 투여한 후 생식소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실

험어에게 DHP를 주사하여 최종 성성숙을 유도하고 배란율을 

조사하였다. 생식소 발달은 체중변화를 통해 생식소의 크기변

화를 가늠할 수 있었다. SPE 반복 주사 실험구는 10마리 중 

3마리가 폐사, 6마리가 배란하였고 SPE osmotic pump 삽입 

실험구에서는 10마리 중 1마리가 폐사, 4마리가 배란을 하였

다. 수정률은 SPE 반복 주사 실험구에서 30.1±17.7, SPE os-

motic pump 삽입 실험구는 37.4±14.2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부화율은 SPE 반복 주사 실험구는 9.6±2.9, SPE 

osmotic pump 삽입 실험구는 12.5±4.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Table 1). 

고   찰

본 연구는 osmotic pump를 이용하여 암컷 뱀장어의 인위

적 성성숙을 유도하고 선행 성성숙 방법과 비교하여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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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different salmon pituitary extract administration methods on female eel vitellogenesis

Method Number of fish Fully grown Immature Dead Fertility (%) Hatchability (%)

SPE Injection

SPE OS pump

10

10

7

4

0

5

3

1

30.1±17.7

37.4±14.2

9.6±2.9

12.5±4.1

확인하였다. 뱀장어의 인위적인 성성숙 기술 개발을 위해 많

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을에서 초겨울

까지 강해하는 자연산 뱀장어를 채포하여 이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이들의 GSI는 1~2%정도로 낮았고 난의 발달상태는 

유구기 혹은 제1난모세포 단계로 이루어져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체를 해수에 순치하여도 GSI는 증가하지 않

는다고 보고되었다[27]. 암컷 뱀장어를 성성숙 시키기 위해서

는 반복적으로 SPE를 복강내에 주사를 하는 성성숙 유도기술

을 이용하였는데 반복적인 주사는 실험어에게 많은 스트레스

를 주어 성성숙이 완료되기 전에 폐사에 이르게 하는 문제점

을 야기시켰다.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hormone을 긴 시간 동

안 일정하게 방출되도록하는 system인 osmotic pump를 이용

하여 폐사율을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성숙에 유

효하다고 판단되는 hormone인 hCG, SPE, GnRHa, GnRHa+ 

MT을 osmotic pump를 통해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였고, SPE 

hormone을 매주 주사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조구와 

hCG, GnRHa, GnRHa+MT의 GSI와 조직학적 분석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SPE 실험구와는 유의한 차이가 났다. 

하지만 SPE hormone을 osmotic pump로 방출한 실험구와 반

복 주사한 실험구는 GSI, 조직상에서와 sex steroid hormone

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hCG hormone은 난성숙에 영

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SPE hormone을 주사한 것보다 

낮은 GSI 값을 보여주고 난황형성유도도 SPE hormone보다 

효과가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SPE hormone에는 GTH (LH, 

FSH)만 있는 것이 아니라 GH, TSH와 같은 많은 hormone이 

존재하는데 어류의 난황형성을 유도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

이라고 보고되었다[16, 20, 22]. 그리고 GnRHa는 난황형성을 

유도하는데 큰 효과가 없고 GSI나 조직상으로도 대조구와 유

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GnRHa는 미성숙된 silver eel에서 LH

를 자극하거나 방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황형성을 유도하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4]. 이와같은 결과는 수컷 뱀장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 되었다[10]. 하지만 E2와 T를 처리한 암컷 

유럽산 뱀장어(Anguilla anguila)에 GnRHa를 도파민길항제와 

결합시켜 주입하였더니 LH hormone이 방출되고 난황형성이 

유도되었다고 보고 되고 있다[5]. 

SPE hormone 투여방법에 따른 성숙유도 결과 배란율은 

SPE를 반복적으로 복강에 주사한 실험구가 높았지만 폐사율

도 osmotic pump를 삽입한 실험구보다 높았다. SPE 반복주사 

하는 성성숙 유도기술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osmotic 

pump를 이용한 실험구 보다 폐사율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그

리고 성성숙이 진행된 암컷 뱀장어의 난을 인공수정 한 결과 

수정률과 부화율은 SPE를 주사한 실험구와 osmotic pump를 

삽입한 실험구에서 유의차이를 보이지 않아 osmotic pump의 

성성숙 유도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뒷받침하여 SPE hor-

mone을 osmotic pump에 주입하여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 매주 반복주사 하는 것과 난의 질이 유사하거나 더 좋다

고 보고 되었고[8, 23], 또한 kagawa 등[11]의 연구에 따르면 

osmotic pump를 이용하는 것이 복강 주사하는 것과 성성숙 

유도 효과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뱀장어 인공 성성숙 

유도 기술로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매주 반복된 주사법으로 인한 핸들링으로 스트레

스를 야기시켜 폐사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고 양질의 난을 획

득하고자 osmotic pump를 이용하여 인공 성성숙을 시도하였

다. Osmotic pump를 이용하였을 때 Injection 실험구보다 양

질의 난을 획득 할 수 있었지만 성성숙 유도율은 Injection 실

험구보다 낮았다. 앞으로 많은 수의 난과 양질의 난을 획득하

기 위해서는 투여방법과 hormone 종류 및 농도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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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Osmotic pump를 이용한 암컷 뱀장어(Anguilla japonica)의 성성숙 유도

김정 ․김 근․김효원․이배익․김신권․ 제천․명정인․김 *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 양식관리과)

뱀장어(Anguilla japonica)의 인공종묘생산은 연어뇌하수체추출물(SPE, salmon pituitary extract)을 암컷 뱀장어

에게 지속적인 투여를 하고 인위적으로 성성숙을 유도로 얻은 난과 정자를 인공수정을 하고 부화 시켜 생산한다. 

하지만 SPE를 반복적으로 복강에 주사하는 방법은 암컷 뱀장어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며, 결국 스트레스로 인하

여 완전한 성성숙을 하지 못하고 폐사에 이르게 되거나 배란한 난의 질이 좋지 않아 부화율과 자어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뱀장어의 성성숙 유도에 유효하다고 알려진 호르몬이 주입된 os-

motic pump를 복강에 삽입 후 암컷 뱀장어의 성성숙 유도를 하였다. 본 연구결과 SPE를 투여한 실험어의 GSI가 

hCG, GnRHa, MT를 각각 또는 함께 투여한 실험구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조직학적 분석결과에서도 난소

의 난모세포가 핵이동기 단계로 발달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결과를 통해 osmotic pump를 이용한 암컷 

뱀장어 인위적 성성숙 유도 방법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