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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lkworm performs sexual reproduction for the production of its healthy offsprings from gen-
erations to generations. Parthenogenesis in the silkworm, Bombyx mori acquires immense use in the 
development of outstanding homozygouse lines with higher viability, hybrid vigour, combining ability 
and less phenotypic variability, and it can serve as a powerful tool in controlling sex of the offsprings 
as well as a useful tool in selection of breeding schemes [13]. However, naturally occuring partheno-
genesis in silkworm could not be found so far. Fortunately, artificial induction of parthenogenesis is 
possible in silkworm. So,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out novel methods for induction of partheno-
genesis. We investigated to attempt to get a novel parthenogenetic method.  Accordingly, parthenoge-
netic studies on between unfertilized in vivo ovarian eggs of live silkworm moth(novel) and un-
fertilized in vitro ovarian eggs(conventional) taken out from live silkworm moth were investigated by 
hot water (46℃), hot air (46℃) and low temperature (0℃ and -20℃) treatments. The best ratio of par-
thenogenetic eggs was obtained with in vivo ovarian eggs of live silkworm  moth rather than with 
in vitro ovarian eggs taken out from live silkworm moth in all the treatments. The optimum exposure 
time absolutely depended upon the temperatures of treatments and the forms of in vivo or in vitro 
ovarian eggs. From these results, we expect that in vivo artificial parthenogenetic treatments on live 
silkworm moth will be useful for the higher induction of parthenogenesis in the silkworm, B.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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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단위 발생(parthenogenesis)은 몇몇 척추 동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동물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

상으로 정자에 의한 수정없이 난자로 부터 개체에 이르기까지 

발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곤충의 경우 잠자리목(Odona-

ta) 등 몇몇 곤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목(Order)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관찰된다[21].

따라서, 단위 발생은 몇 종류의 도마뱀을 포함한 동물 종과 

곤충 종에서는 정상적인 생식 방법이다. 그러나, 중요 산업 

곤충인 누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생식 방법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단위 발생 처리법은 누에의 유전ᆞ육종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존 누에 품종 또는 

계통들의 고유 난소들의 액체질소(LN2)에 초저온 보존(-196 

℃) 후, 대리모에의 이식 및 뒤이은 생체 발육 후에 이루어지는 

난소란의 단위 발생에 의한 누에 유전 자원의 반영구적 보존 

방법에 사용 가능함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ᆞ보고 

되었다[6-11, 13, 16-18, 22, 25-29, 31].

누에는 그 발생지가 중국으로 한국ᆞ일본, 유럽 등지로 전파

되어져 실크를 생산하는 산업 곤충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산업 곤충으로서 특성이 있는 누에, 즉, 보다 실용 형질이 

우수하고, 유전적으로 변이가 적은 누에 품종 육성,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누에 이외의 종이 전혀 다른 곤충의 난소를 누에

로의 이종 장기 이식에 의한 해당 곤충의 반 영구적 계대 기술 

개발 등의 과정에도 단위 발생 기술이 응용될 수 있다. 

하지만, 누에의 단위 발생은 자연 조건하에서는 거의 발생하

지 않으므로 인위적인 단위 발생 유발 처리에 의해 단위 발생 

알 및 그 알로 부터 건전한 개체를 획득해야만 한다[18]. 즉, 

열처리, 방사선조사, 이산화탄소 등의 물리ᆞ화학적 방법에 의

해 단위 발생 누에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2, 12, 19, 30, 32-35].

이들 연구 결과 중 누에의 단위 발생 유발법으로서 러시아 

과학자인 Astaurov [2]에 의해 개발된 난소란의 온탕처리법이 

거의 표준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방법은 암컷 누에 나방으로 부터 체내에 들어 있는 난소

란을 해부학적인 방법으로 끄집어 내어 46℃의 온탕에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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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침지처리하는 방법이다[5].

누에를 제외한 일반 동물의 경우 단위 발생 유발용 처리 

물질은 염도가 다른 바닷물, 여러 종류의 염(Chlorides of po-

tassium, sodium, calcium and magnesium), 여러 종류의 유기

산(butyric acid, lactic acid, oleic acid), 여러 종류의 지질 용매

(toluene, ether, alcohol, benzene, acetone, urea), 자외선, X-

선,레이저 등이 사용된다[5]. 

몇몇 동물의 종 별로 주요 단위 발생 유발 물질을 보면 돼지

는 protein kinase inhibition에 의해, 쥐는 progesterone에 의

해, 그리고 사람의 경우 1,2-propandiol에 의해 미수정란으로 

부터 단위 발생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4, 15, 20]. 

누에를 대상으로 한 단위 발생 유발 연구를 요약하면 1886년 

러시아의 과학자인 Tichomivov가 처음으로 다양한 종류의 

산, 알칼리, 전기자극, 온탕(45℃)에 의한 실험을 시행한 바 미

수정 난소란이 착색[누에에 있어 알색이 노란색(통상 미수정 

또는 불수정란임)에서 비수정(unfertilization)등의 방법에 의

해 흑갈색 등의 누에 품종 고유의 색깔로 변색되는 것을 착색

이라 하고 이 알을 단위 발생란이라 함]은 되었으나, 비정상적

인 배 발생으로 인해 단위 발생란으로부터 개체 발생은 보이

지 않았다[4]. 그 이후 일본의 과학자 Sato가 1925년~1930년 

사이에 단위 발생란으로부터 개체 발생에 성공하였으며[23, 

24], 1936년~1940년 사이에 쏘련 연방의 Astaurov가 누에 단

위 발생 처리법의 표준이라 할 만한 방법 즉 상기에 언급한 

것으로 누에 나방으로부터 해부적 방법으로 채취한 미수정 

난소란을 46℃의 온탕에 18분간 침지함으로서 단위 발생란 

및 단위 발생 개체 획득에 성공하였다[1].

이와 같이 누에 단위 발생 처리법은 ’화아(adult emergence)

된 누에나방 체내의 미수정 난소란을 해부적 방법으로 꺼집어

내어’ 46℃의 온탕에 18분간 처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들은 온탕 처리에 의한 단위 발생 처리법에 있어 

‘온도’ 외에는 단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라고 생각

하여 미수정 난소란을 가지고 있는 누에 나방 생체 그 자체에 

대해 몇 가지 온도에 처리하면 단위 발생은 어떻게 될까 의문

을 가지고 실험한 바 ‘생체’ 상태로 온탕, 건열, 저온 처리하면 

해부 채취 난소란 보다 단위 발생란 유발율이 양호하여 그 

결과를 본 학회에 보고한다. 

재료  방법

공시곤충

본 연구의 인위적 단위 발생 유발을 위해 사용된 누에나방

(B. mori)은 나비목(Lepidoptera) 누에나방과(Bombycidae)에 

속하는 ‘골든실크누에’이며 휴면 각성 및 개체 부화를 위해서

는 백옥잠(잠123 × 잠124) 품종을 공시하였다. 본 품종은 경상

남도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에서 실험 및 보존중인 누에 

품종이다.

난소란의 채취

난소란은 누에 나방의 체내에 발육 중인 8개의 난소 소관에 

있는 미산란된 미수정란을 말하는 것으로 누에 나방이 화아한 

후 나방으로 부터 해부학적으로 피부를 절개한 후 실험 접시

에서 증류수로 혈액, 혈구, 지방체 및 포란 피막등을 제거한 

후 수집 채취하여 본 실험에 공시하였다. 

생체 암나방의 채취

실험에 사용할 암나방은 화아 2일째에 누에 번데기로 부터 

발아한 나방[보통 화아 2일 째에 다수의 번데기로 부터 많은 

나방이 나오므로 이때 실험에 필요한 동일령의 암나방 획득이 

가능하므로 화아 2일째 수아(나방을 모으는 작업)함]을 생체 

그대로 수거하여 25℃ 실온에 일정시간 보호한 후 실험에 공

시하였다.

살아있는 암나방  채취난소란에 한 단 발생유도를 

한 처리

온탕 처리에 의한 생체 에 나방  해부 채취 난소

란의 단  발생 유발

항온 수조를 이용하여 미리 수온을 46℃로 맞춰 각각의 소

형의 스테인리스 철망 용기에 3 마리의 살아있는 나방 또는 

3 나방 분의 해부 난소란을 넣어 6분, 12분, 18분, 24분, 30분, 

36분간씩 6분 간격으로 온탕에 침지, 처리하였다. 46℃ 온탕 

처리 후 생체 암나방은 곧 해부하여 난소란을 꺼집어 낸 후 

채취하여 25℃ 항온기에서 보호하면서 단위 발생란( 색소 침

착란 )을 조사하였다. 온탕 처리가 끝난 난소란은 흐르는 약 

15℃의 수도물에서 안정화 후 역시 25℃ 항온기에서 보호하면

서 단위 발생란 여부를 조사하였다.

건열 처리에 의한 생체 에나방  해부 채취 난소란

의 단  발생 유발

미리 46℃로 조정된 건열 항온기에 처리별 3마리의 생체 

누에 나방 및 3마리분의 해부 채취 난소란을 각각 6분, 12분, 

18분, 24분, 30분, 36분, 42분, 48분간 노출시킨 후 25℃의 항온

기에 옮겨 보호 경과에 따른 단위 발생란 여부를 조사하였다.

온 처리에 의한 생체 에 나방  해부 채취 난소

란의 단  발생 유발

생체 누에 나방 및 해부 채취 난소란은 0℃ 및 -20℃로 조정

된 냉장고에 각각 1시간, 2시간, 3시간 , 4시간, 5시간 및 6시간 

동안 저온·냉동 처리 후 생체 암나방은 실온에서 해부하여 체

내의 미수정 난소란을 채취 후 25℃의 항온기에서 보호하면서 

단위 발생란 여부를 조사하였고, 해부 채취 난소란은 실온에

서 일정시간(생체 암나방의 난소란의 추출 시간과 동일한 시

간 ) 경과 후 25℃의 항온기에서 보호하면서 단위 발생란 여부

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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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presentive egg colours of unfertilized ovarian eggs 

(upper pannel a : yellow eggs), and fertilized( lower pan-

nel b : dark eggs) or parthenogenetic eggs( lower pannel 

b : dark eggs) in the silkworm, B. mori. The length, width 

and thickness of the eggs in the present photos will be 

ranged to 1.3 mm-1.4 mm, 1.0 mm-1.2 mm and 0.5mm- 

0.6mm, respectively.

Fig. 2. The ratios of parthenogenetic eggs on between unfertil-

ized in vivo ovarian eggs of live silkworm moth and un-

fertilized in vitro ovarian eggs taken out from live silk-

worm moth , B. mori, according to exposure time in hot 

water (46℃) treatment. -∘- , unfertilized in vivo ovarian 

eggs ; -∙-unfertilized in vitro ovarian eggs. Data indicate 

the mean ± S.D. with three separate experiments.

단  발생란의 휴면 타 를 한 침산 처리

표준적인 단위 발생 유발 방법에 준하는 46℃ 18분간의 온

탕 처리가 완료된 해부 채취 난소란(백옥잠 공시)에 대해 즉시 

침산법에 준하여 침산하였다. 침산조건은 염산 액온 15℃, 비

중 1.075인 염산을 46℃로 가온하여 비중 1.065의 조건에서 

5분간 침산한 후 흐르는 수도물에 7분간 탈산 후 송풍 건조하

였다. 건조가 끝난 난소란은 25℃ 항온기에서 보호하면서 단

위 발생란 여부를 조사하였다.

단 발생란의 정기

온탕, 건열, 저온 처리에 의한 미수정란의 단위 발생 여부의 

판정 기준은 처리 후 최청 과정 중 또는 부화되기 전에 미수정

란(또는 불수정란)의 특징인 황색란이 품종 또는 계통 특유의 

난색(수정란일 경우 착색됨)으로 착색되면 이를 단위발생란으

로 판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착색란이란 의미는 곧 수정란 상

태와 마찬가지로 배 발생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Fig. 

1). 처리된 총 알수에 대한 단위 발생란수의 백분율을 계산한 

것이 단위 발생란 비율인 것이다.  

결   과

온탕 처리에 의한 생체 에 나방 유래 난소란  해부 채

취 난소란의 단 발생란 비율 추이

온탕처리(46℃ 열수에서 정해진 시간 별로 침지 처리)에 의

한 생체 누에 나방의 체내 난소란(이하 ‘생체란’으로 약칭함) 

및 생체 누에 나방으로 부터 단위 발생 처리전에 나방을 해부

하여 체내 난소란을 체외로 꺼집어 낸 해부 채취 난소란(이하 

‘해부란’으로 약칭함)의 단위 발생란 비율은 생체란의 경우, 

6, 12, 18 ,24, 30, 36분 별로 7.3%, 71.6%, 63.2%, 1.8%, 5.7%, 

19.9%로 12분 처리가 71.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18분 

처리로 63.2%였고, 해부란의 경우, 6분부터 시간 처리별로 

8.4%, 11.6%, 13.0%, 8.8%, 8.6%, 7.6%로 18분 처리가 1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12분 처리로 11.6%였다(Fig. 2).

건열 처리에 의한 생체 에 나방 유래 난소란  해부 채

취 난소란의 단  발생란 비율 추이  

건열 처리(46℃ 건열 항온기에서 정해진 시간 별로 온도에 

노출 처리)에 의한 생체란 및 해부란의 단위 발생란 비율은 

생체란의 경우, 6, 12, 18 ,24, 30, 36, 42, 48 분 처리별로 2.1%, 

1.7%, 1.7%, 4.8%, 30.7%, 36.3%, 33.3%로 42분 처리가 3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48분 처리로 33.2%였고, 해부란의 

경우, 6분 부터 시간 처리별로 2.9%, 3.1%, 3.4%, 3.5%, 5.5%, 

7.0%, 16.6%, 10.0%로 42분 처리가 1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48분 처리로 10.0%였다(Fig. 3).

온 처리에 의한 생체 에 나방 유래 난소란  해부 채

취 난소란의 단  발생란 비율 추이

저온 처리(0℃ 또는 -20℃의 냉장고에서 정해진 시간 별로 

온도에 노출 처리)에 의한 생체란 및 해부란의 단위 발생란 

비율은 0℃의 경우, 생체란은 1, 2, 3, 4, 5, 6시간 처리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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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atios of parthenogenetic eggs on between unfertil-

ized in vivo ovarian eggs of live silkworm moth and un-

fertilized in vitro ovarian eggs taken out from live silk-

worm moth , B. mori according to exposure time in hot 

air (46℃) treatment. See Fig. 2 for further legends.

Fig. 4. The ratios of parthenogenetic eggs on between unfertil-

ized in vivo ovarian eggs of live silkworm moth and un-

fertilized in vitro ovarian eggs taken out from live silk-

worm moth, B. mori, according to exposure time in low 

temperature (0℃) treatment. See Fig. 2 for further legends.

Fig. 5. The ratios of parthenogenetic eggs on between unfertil-

ized in vivo ovarian eggs of live silkworm moth and un-

fertilized in vitro ovarian eggs taken out from live silk-

worm moth , B. mori according to exposure time in low 

temperature (-20℃) treatment. See Fig. 1 and Fig. 2 for 

further legends.

Fig. 6. Newly hatched larvae (circle) from the parthenogenetic 

eggs of F1 hybrid, Baeok Jam(Jam 123 x Jam 124) by hy-

drochloric acid treatment. See Fig. 1 for further legends.

5.4%, 5.7%, 6.3%, 6.6%, 13.6%, 36.3%, 47.3%로 6시간 처리가 

4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5시간 처리로 13.6%였고, 

해부란은 1시간 부터 시간 처리 별로 4.5%, 23.6%, 13.8%, 

7.6%, 3.3%, 2.1%로 2시간 처리가 23.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3시간 처리로 13.8%였다(Fig. 4).    

-20℃ 저온 처리 경우, 생체란은 1, 2, 3, 4, 5, 6시간 처리 

별로 7.0%, 8.4%, 12.2%, 14.1%, 25.4%, 26.8%로 6시간 처리가 

2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5시간 처리로 25.4%였고, 

해부란은 1시간부터 시간 처리 별로 13.7%, 18.9%, 42.8%, 

20.9%, 16.4%, 7.2%로 3시간 처리가 42.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4시간 처리로 20.9%였다(Fig. 5).

단 발생란에 한 침산 처리로 부화 유도

표준 단위 발생 유도 처리 방법에 준하는 46℃ 온탕 처리법

[29]에 의하여 유발된 단위 발생란의 휴면 각성에 의한 개체 

발생 유도를 위해 즉시 침산을 행하였다. 한국의 장려 잠품종

의 하나인 백옥잠(잠123 x 잠 124)의 단위 발생란에 대한 즉시 

침산을 실행한 바 부화한 개미 누에 개체는 처리구당 1-2두에 

불과하였다(Fig. 6).     

고   찰

누에에 있어서 살아있는 누에나방으로 부터 해부학적 방법

에 의해 생체로부터 꺼집어 낸 미수정 난소란에 대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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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처리 조건에 대하여는 Astaurov [13, 26]의 보고에 상세

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46℃의 온탕에 18분간 

처리가 가장 효과적인 단위 발생처리법으로 보고되었다[3]. 본 

연구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보고된 방법 중 누에의 표준적 단

위 발생 처리법으로 여겨지는 온탕 처리법을 기본적 단위 발

생 처리법으로 간주하여 비교 실험하였다. 

Astaurov [2-4]법은 암나방의 복부로 부터 추출한 미수정 

난소란에 대해 ‘열에 의한 활성화(heat activation)’ 를 주요인

으로 하는 단위 발생 처리법으로 효과적인 온도 영역은 40℃ 

이상이며, 40℃~43℃의 온도는 아주 약한 단위 발생 유발 효과

를 보이고, 가장 뛰어난 효과는 46℃, 18분간의 온탕처리에서 

얻어질 수 있다. 본 실험의 46℃ 온탕처리에서도 해부 난소란

의 경우, 6분~36분간의 처리시간 범위에서 어느 시간 별 처리

도 단위 발생 유발 효과를 보였으나 18분 처리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은 Astaurov의 결과와 동일하다. 하지만 누에 

나방 생체란의 경우, 12분 처리가 해부란 18분 처리의 단위발

생비율 13.0% 보다 훨씬 높은 71.6%를 보인 것은 특기할 만한 

결과이다. 하지만 Astaurov의 해부란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도출된 18분간 처리 생체란도 해부란의 18분 처리구 보다 매

우 높은 63.2%를 보인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단위 발생 유발에는 단순

히 46℃라는 온도 외에도 나방 체내의 어떤 요인 즉 혈액 및 

혈액내의 구성요소, 피부 등의 생체적 요인이 단위 발생 과정

에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 추찰 된다. 

즉, 이러한 요인들은 ‘단위 발생 유발 과정에 있어 일종의 생체

적 완충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 되어진다. 

하지만 온탕 처리시 46℃의 열을 가진 “물”의 효과도 단위 

발생 유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는 알기 어렵다. 

46℃ 건열 처리의 경우 6분 간격으로 48분까지 생체란 및 

해부란의 단위 발생 비율은 양자 모두 42분의 처리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나, 그 값은 생체란이 36.3%로 해부란의 

16.6%보다 약 2.2배 이상 높았다. 즉, 주어진 6분에서 48분까지

의 처리 범위에서는 단위 발생 유발 경향은 비슷하나 그 결과

치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생체란이 해부란보다 

건열 온도 처리에서도 높은 단위 발생 효과를 보인 것은 온탕 

처리의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가장 높은 단위 발생을 보인 

처리 시간이 다름은 주목할 만하나 그 이유는 불명확하다. 생

체내의 난소란이 ‘생체’라는 일종의 보호 환경 속에서 열처리

를 받음으로 생체내의 난소란이 받게 될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열처리 충격에 대한 완충재로서의 긍정적 효과 때문이 아닐까 

추찰 된다. 

0℃의 저온 처리의 경우, 단위 발생 유발 경향이 매우 달랐

는데, 1시간 간격으로 6시간까지의 처리에서 해부란은 2시간 

째, 생체란은 6시간 째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Fig. 4). 0℃의 

경우, 해부란은 최고점이 2시간 처리이나, 생체란의 경우 6시

간 처리에서 최고치를 보여, 이는 7시간 처리 이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처리 시간에 

최고치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 최고치 관찰 시간에 대해서는 

결론 유도가 어렵다. 단지 0℃의 경우 해부란과 생체란의 처리 

시간 별 단위 발생 유발 경향이 매우 다름이 본 실험에서 관찰

되었다. 

-20℃의 저온 처리 경우 1시간 간격으로 6시간까지의 처리 

범위에서 해부란은 3시간 처리시 최고치인 42.8%, 생체란은 

6시간처리시 최고치인 26.8%를 보여 0℃ 처리에서와 같이 생

체란 보다는 해부란에서 최고치 도달시간이 훨씬 빠름을 알 

수 있고, 이런 결과는 해부란이 생체란보다 훨씬 일찍 저온 

충격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5). 

단위 발생란에 대한 휴면 각성 및 개체 발생 유도를 위해 

즉시 침산을 실행했는데 부화한 개미누에(알에서 갓 부화한 

누에를 말함)는 1~2두에 그치어 그 결과가 극히 저조했다(Fig. 

6). 이 같이 부화잠 수가 극히 저조한 것은 Kosegawa [18]의 

일본의 208개 보존 누에 계통의 단위 발생잠의 평균 부화율인 

1.64%~2.51%와도 큰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의 1개 장려 잠품

종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단지 본 연구의 저조한 단위 발생란의 부화율은 단위 발생란

에 대한 최적의 침산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 많은 

수의 계통을 대상으로 계통 고유의 단위 발생란의 부화 비율

을 실험적으로 획득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획득한 단위 발생란으로 부터의 극소수이지만 개체가 발생

한 것은 적절한 휴면 각성 처리에 의해 미수정 난소란으로 

부터 단위 발생이 가능하며, 단위 발생란으로 부터도 개체 발

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46℃ 온탕 처리 경우, 생체란 또는 해부란

에 따라 공시한 시간 경과 별 단위 발생 유발 경향이 매우 

다르며, 가장 좋은 단위 발생 유발 처리 시간도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46℃ 건열 처리 경우 생체란 또는 해부란인가에 

따라 처리 시간대별 단위 발생 유발 경향은 유사하나, 유발 

비율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0℃ 또는 -20℃의 

저온 처리의 경우, 해부란 또는 생체란인가에 따라 단위 발생 

유발 경향 및 그 결과값도 매우 다름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체란이 해부란 보다 단위 발생 유발이

라는 측면에서 기존 온탕 처리법보다 보다 좋은 단위 발생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며, 금후 그 원인과 

생체란의 표준적 단위 발생 처리법 확립을 위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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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살아있는 에 나방(Bombyx mori)에 한 인공  단  발생 처리의 단  발생란 유발 진 효과

배희은1․이윤경1․박소 1․이슬비2․이상몽1*

(1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환경화학과, 2경상남도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본 연구는 누에나방에 있어서 몇가지 단위 발생 처리에 의해 미수정란의 단위 발생란 유발 촉진 효과에 대해 

실험하였다. 암누에 생체 나방(난소란을 가지고 있는 암나방 생체)과 암나방으로 부터 해부학적으로 채취한 난소

란에 대해 각각 온탕 처리(46℃), 건열 처리(46℃) 및 저온 처리(0℃ 및 -20℃)를 행하여 단위 발생란 유발을 시도한 

바, 생체 암나방 처리구가 해부 채취 난소란 처리구보다 모든 처리구에서 우수한 단위 발생 유발을 보였다. 처리

별 최고의 단위 발생율을 보인 조건은 처리마다 달랐으며 그 주요인은 처리 시간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체 

누에 나방에 대한 단위 발생 처리가  기존의 표준 방법으로 간주되는 해부 채취 난소란에 하는 것보다 단위 발생 

유발 효과가 우수함이 입증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