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의 발생 (Embryonic development)배의 발생 (Embryonic development)



척추동물의 생식 유형척추동물의 생식 유형

• 수정(fertilization)방식에 따라…

– 체외수정(external fertilization)체외수정( )

– 체내수정(internal fertilization)

• 생식 방법에 따라…

– 난생(oviparous reproduction)

– 태생(viviparous reproduction)– 태생(viviparous reproduction)

– 난태생(ovoviviparous reproduction)





배외막 (Extra-embryonic membranes)배외막 ( y )

• 융모막 (장막; chorion): 배 전체를 둘러싸는 막

• 양막 (Amnion): 배를 감싸고 있는 막• 양막 (Amnion): 배를 감싸고 있는 막

• 요막 (Allantois): 배의 분비물을 저장하고 가스교환의 역

할을 함

난황막 ( lk ) 난황이 많은 척추동물에서 난황을 둘• 난황막 (yolk sac): 난황이 많은 척추동물에서 난황을 둘

러싸는 막



난각난각

융모막
양막

배

막요막

난황낭

탯줄

모체의 태반부분

탯줄



난할(embryonic cleavage)난할(embryonic cleavage)

•완전 난할(holoblastic cleavage): 난황이 적고 균질하게 분

포 (성게 포유류 달팽이)포 (성게, 포유류, 달팽이)

•불완전 난할(meroblastic cleavage): 난황이 많고 알 전체에

분포 (파충류 조류)분포 (파충류, 조류)



성게의 알과 조류(닭)의 알

수정란 전체가
분열

난황이난황이
배의 양분으로
사용됨



포유류(사람)의포유류(사람)의
발생

태반이 형성됨



조류 알의 구조 진정알(true egg);조류 알의 구조
포배원반 + 난황 + 난황막

석회질 껍질(calcareous shell); 
배를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배를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
환경과 자유롭게 가스교환

알끈(chalaza);
밀도가 높은 단백질 끈밀도가 높은 단백질 끈
껍질 안에서 알을 매달고 있으며
포배원반을 위로 향하게 함

알부민(albumin);
발생하는 배의 영양분으로 사용발생하는 배의 영양분으로 사용
맑고 점섬이 있는 단백질 껍질막(shell membrane);

기체는 통과할 수 있으나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방지



닭의 발생



닭의 분류닭의 분류

학상• 동물분류학상 분류
– 척추동물문(Vertebrate)

목: 순계류(Galliformes) 날개가 짧아서 잘 날지 못하고 다리와– 목: 순계류(Galliformes) - 날개가 짧아서 잘 날지 못하고 다리와
발가락은 달리거나 파헤치는 데 적합하며 뒷발가락이 약간 높이
올라 붙은 물새

– 과: 치계류(Phasianidae) - 꿩 비슷한 조류로 며느리 발톱이 있는
새

– 속: 계속(Gallus) – 꼬리깃털이 수직으로 겹친 닭속: 계속(Gallus) 꼬리깃털이 수직으로 겹친 닭
– 종: 계(Gallus domesticus)



실험 배경

• 닭의 배발생 과정은 다른 양막류에 속하는 척추동물과 많은 유사성

을 보인다. 그러나 포유류의 배는 실험과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수

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닭의 배는 재료를 구하기가 용이하고 원하는

발생 단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닭의 배는 발생

연구의 좋은 재료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연구의 좋은 재료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 닭의 배발생 특징• 닭의 배발생 특징
– 체내수정(수란관에서 수정)
– 다수정 방식
– 산란시에는 포배기의 상태이나 발생에 필요한 적절한 온도 및

습도에 이르기 전까지 발생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MaterialsMaterials

• 미수정란, 수정란(유정란; 부란 후 15일 이
내의 것), 부화기, 70% Ethanol, 증류수, 핀내의 것), 부화기, , 증류수, 핀
셋, 해부접시, 종이타월, 미세한 가위



Method

1. 조류의 알을 관찰하기 위해 미수정란을 준비한다.
2 알을 지지하기 위해 종이 타월로 채운 그릇에 알을 올려놓는다2. 알을 지지하기 위해 종이 타월로 채운 그릇에 알을 올려놓는다.
3. 포배원반의 위치로 예상되는 껍질의 위 표면에 3cm 지름의 원을

그린다.
4. 해부바늘과 핀셋을 사용하여 원 안에 있는 껍질을 뜯어낸다; 껍질

의 막을 터뜨리지 않도록 조심
5 껍질이 제거되면 껍질막의 형태를 관찰한 다음 끝이 가는 가위를5. 껍질이 제거되면 껍질막의 형태를 관찰한 다음, 끝이 가는 가위를

사용하여 껍질의 막을 잘라서 제거한다.
6. 진정알(true egg)을 관찰한다. 하얀 포배원반이 보여야 함
7. 관찰이 끝나면 조심스럽게 껍질을 깨서 내용물을 물 그릇에 쏟는다.
8. 알에 알끈이 붙어있는 것을 관찰하고 껍질의 둥근 부분 끝에 공기

가 들어 있는 공간을 확인한다가 들어 있는 공간을 확인한다.

9. 배양한 지 7일, 14일, 20일 된 알을 관찰하고 스케치 한다.



난관에 머무는 동안의난관에 머무는 동안의
발생

교미 후 난관 윗부분
에서 수정에서 수정

난관을 거치면서 알부
민, 껍질막, 껍질이 수
정란 주변으로 분비됨

연속분열로 포배원반
의 중심이 세포성 배
반엽 으로 분화됨반엽 으로 분화됨

- 산란시는 포배기 상태산란시는 배기 상태
- 배양전 까지는

초기 낭배 상태로 지속됨





주변질 periblast

배반엽
blastoderm

난황 Yolk 분절공간
Segmentation 
cavityy



알을 낳은 뒤 발생단계알을 낳은 뒤 발생단계

• 알을 낳아 배양 전까지는 이미 초기 낭배기 상태임• 알을 낳아 배양 전까지는 이미 초기 낭배기 상태임.

– 외배엽(ectoderm): 작은 세포로 구성된 위층 → 표피, 신경계, 감각

기관 등기관 등

– 내배엽(endoderm): 커다란 과립성 세포들이 배의 뒤쪽 끝을 향해

아래층에 형성, 표면에서 보았을 때 초생달 형태 → 소화계, 호흡계

등

– 배의 창자(embryonic gut): 불완전하게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붕

⇒ 알을 낳으면 배는 배양할 때까지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



외배엽세포
ectodermal cellsectodermal cells

내배엽세포
endodermal cells 주변질

periblastp



배양 시작 후 발생 16시간 후면 원시고랑( i iti배양 시작 후 발생 16시간 후면 원시고랑(primitive 
groove), 원시구릉(primitive 
ridge), 원시오목(primitive pit)
이 형성 → 성게 배에서의 원구

내배엽 세포가 앞으로 이동해
원시선(원조: primitive streak)  
형성

이 형성 → 성게 배에서의 원구
(blastopore)와 상동구조

형성



원시선(Primitive streak); 
항문 형성

원시구릉(primitive ridge); 
중배엽과 척삭 형성중배엽과 척삭 형성

Chicken embryo, 21 hours.

Credit: © Carolina Biological/Visuals Unlimited 310816



심장(heart)

양막(amnion) 체절(somites)
원시선
(Primitive streak)양막( ) (Primitive streak)

Chicken embryo, 43 hours.

Credit: © Carolina Biological/Visuals Unlimited 310877



Primitive
streak ectoderm Neural tubestreak ectoderm Neural tube

brain

heartForegutyolk

심장과 주요 혈관들이 발생



brain optic cup

otic
vesicle heart

Vitelline veinVitelline vein

somite

Vitelline artery

Neural tube

Vitelline artery

Neural groove

Primitive streak



눈(eye) 요막
(allantois)심장(heart)

체절(somites)척추
(Spinal chord)

양막( i )
p

양막(amnion)

Chicken embryo, 60 hours.

Credit: © Carolina Biological/Visuals Unlimited 310880



눈술잔귀소포(이포)

체절

척추척추

후각오목

심장

요막

양막



Endolymphatic duct

Audiroty vesicle

Pharyngeal pouch

Aortic arch
Ventral aorta
Neural tube

Optic cup
lens

Olfactory pitNeural tube

Anterior limb bud

Dorsal aorta

y p
ventricle

Liver bud

Kidney area

Yolk stalk

allantois

Posterior limb buds Tail bud



심장

눈술잔
귀소포(이포)

눈술잔

후각오목 날개싹후각오목 날개싹

요막

양막
다리싹



Chicken embryo, 96 hours.



Chicken embryo, 8 days(96 hours).

Credit: © Carolina Biological/Visuals Unlimited 310882



9-10 days



Chick embryo, 9 days.

Credit: © Carolina Biological/Visuals Unlimited 214169



Chick embryo, 13 days.

Credit: © Carolina Biological/Visuals Unlimited 214173



Chick embryo, 16 days.

Credit: © Carolina Biological/Visuals Unlimited 214176



Chick embryo, 19 days.

Credit: © Carolina Biological/Visuals Unlimited 214179



Newly hatched chick on day 21.

Credit: © Jerome Wexler/Visuals Unlimited 211077



ResultResult

• 실험보고서 28의 1-3을 작성한다. – 4번 제외

• 미수정란의 구조 스케치• 미수정란의 구조 스케치

• 배양한 지 7일, 14일, 20일 된 알 – 그림 그리기

















































▷◁▷◁
성신여자대학교 생명성신여자대학교 생명
과학화학부 학생들의과학화학부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 희생해
준 동물들에게 묵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