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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나리아의 재생
(Regeneration of Planaria)



Introduction : 실험배경

재생(regeneration)

- 다세포 생물체가 배아시기 이후 방해(destruction), 손상(lost) 등
에 의해 신체의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생리학적, 형태학적 상태
가 원형으로 돌아 가는 것.
무성생식 방법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함.

생리적 재생 (physiological regeneration)

외상적 재생 (회복적 재생, reparative regeneration)

: 몸 일부의 훼손이 개체 자신의 생리적 원인에 의한 경우
(예; 새나 동물의 털갈이, 사슴뿔의 탈락)

: 우발적 원인에 의해 손상되는 부분의 재생
(예; 도마뱀 꼬리의 재생, 상처의 재생)

재
생



형태조정 (형태조절, 변형유합, 수복, morphallaxis)

진재생 (부가형성, epimorphosis)

: 단순한 주변 조직 세포의 재편성과 새로운 경계 형성에 의한 형태 수복

: 상처 주변의 세포가 미분화 상태, 또는 상처 주변의 미분화
된 세포군에 의해 진행

예) 히드라의 재생

예)  플라나리아의 재생
영원(newt)의 다리 재생

재생중인 불가사리 sun flower

꼬리재생중인 도마뱀 작은 노란 머리 게코

외상적 재생: 세포 기작을 기준으로



영원(newt)의 다리 재생

상처가 아뭄 재생눈 형성

재분화 및 분화된 조직의 성장

다리의 일부가 잘려나감



개체 발생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의학적, 산업적 응용가
치가 인정되고 있음

:  진재생능력은 배아시기에 국한 된 것이 아나라 한 개체의 전 생애에
걸쳐 나다나는 발생 현상임.

:  진재생능력은 동물에 따라 매우 다름.

예)  사람의 간 : 75% 까지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재생됨

사람의 갈비뼈 :  periosteum(골막)이 온전하면 재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플라나리아의 재생
- 플라나리아

계 : 동물계 (animalia)
문 : 편형동물문 (platyhelminthes)
강 : 와충강 (Turbellaria)
목 : Seriata (Triclaida)
과 : 플라나리아과 (Planariidae)
속 : 플라나리아속 (Planaria)

: 분류학상의 위치

: 하천이나 호수의 바닥 및 수생 식물이나 돌 위 등에 서식

: 형태적 특징
 몸길이는 0.3 ~ 3 cm로 매우 다양함

 몸이 평평하고 길죽함

 좌우 대칭형



: 자웅동체 (암수 한 몸)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모두 할 수 있음

: 재생력이 매우 강함

 몸의 1/100 등분에서도 전체가 재생됨

: 해부학적 플라나리아

인두

입

배쪽에서 본 모습

 3배엽성 동물이고, 무체강 몸체(acoelomate body)
 항문이 없음



인두

위수강

안점

신경절 배쪽신경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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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실험 목적

 플라나리아를 이용하여, 잘린 플라나리아의 조
각이 재생하여 다시 하나의 개체로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분화, 탈분화, 재분화에 대한 발생 현상의 하나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플라나리아의 재생
(Regeneration of Planaria)



Materials and Methods

Materials

- 플라나리아

- 60mm Petri dish

- 플라나리아 신체 조각를 섬세하게 욺직일 수 있는 기구
(예, 작은 붓, 핀, 미세조작용 핀셋)

- 면도칼

- Filter paper (물기를 함유할 수 있어 플라나리아를 놓고 자를 수 있는 지지대)

- 해부 현미경

- 스포이드 (플라나리아를 옮기는데 사용)



Methods

① 플라나리아를 어둠껌껌한 곳에서 배양
- 배양액 : 우물물(생수), 수돗물 (1~2일간 놓아둔 것)

- 재생 실험에 7일 정도 굶긴 플라나리아를 일반적으로 사용함으로
실험 일주일 전 부터 굶김
note; 오랜 시간 배양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소 간, 또는 삶은 달걀 노른

자를 먹이로 주되 먹이찌꺼기가 부패하지 않도록 물 갈아줄 것

② 플라나리아를 배양액이 든 페드리접시에 옮김

③ Filter paper에 물을 떨어뜨린 후 플라나리아를 그 위에 옮김

④ 해부 현미경을 이용하여 플라나리아의 원형, 크기 등을 관찰하
고 기록함 (또는 물방울을 이용하여 유형중인 플라나리아를 관찰하는
식으로 방법을 변형하여 관찰함).
- 안점(eye spot), 인두(pharynx), 소화관 배열, 앞/뒷면을 잘 관찰 기

록 할 것.



⑤ 면도칼로 해부 현미경 하에서 아래 그림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그 모양대로 플라나리아를 자름



⑥ 잘린 플라니리아 조각을 준비된 페트리접시에 넣음.
- 페트리접시의 준비

: ⑤에서의 선택에 따라 자린 플라나리아 신체 조각 수 만큼 준비하
여 표시하여 준비함.

⑦ 잘린 조각들의 크기 및 모양을 섬세히 관찰 기록함.

⑧ 페트리접시를 10C 내외 암소에서 배양

⑨ 2일 간격으로 온전한 모양이 형성될 때가지 관찰 기록함 (8 ~ 14
일 소요)

- 배양후 상처가 아물고 재생눈(regeneration bud)이 생기는 시기
- 배양후 안점이 생기는 시기

- 배양후 인두가 생기는 시기
- 배양후 온전한 형체를 갖게되는 시기



결과 보고서

RESULT
① 해부현미경으로 플라나리아의 외형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고

명칭표시.
② 2일마다 관찰한 것을 그림 또는 사진으로 남기고, 관찰사항을

기록.
③ 날자별로 데이터를 종합하여 표로 표현.

DISCUSSION
① 인터넷에서 재생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 자신의 결과 와

비교하고 이에 대하여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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