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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nventional processing of biological materials including nematode parasites for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ncludes fixation with glutaraldehyde and osmium, followed by dehydration in an

ascending grade of ethanol, and finally freeze drying. This procedure takes about 8 to 12 h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amples. Microwave irradiation of 2,450 MHz enhance the action of cross-linking

fixatives and can greatly accelerate various stages of tissue processing. In this study, samples of nematode

parasites, Setaria digitata, were fixed by a combination of conventional chemical fixation and the microwave

irradiation during the process. The microwave irradiation was also incorporated in the serial dehydration

process with ethanol. The complete procedure from the initial fixation to the completion of dehydration

with ethanol was reduced to 1 h with good preservation of the ultrastructural details of th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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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물체의 표면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사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촬영을

위한 기존의 화학적 고정 및 탈수과정은 조직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8-14시간이 소요되어 시간이 오래 걸린

다는 단점이 있다 [2]. 생물체의 고정에 있어 화학적 고

정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은 특히 신경전달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주파수 2,450 MHz대의 마

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조직의 고정법이 연구되어 세포

생물학자, 병리학자 등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18, 21]. 

주파수 2,450 MHz를 이용한 생물체 조직의 마이크로

웨이브 고정법의 장점으로는 대부분의 생물체 조직시료

를 불과 몇 초 또는 몇 분 이내에 고정할 수 있다는 신

속한 고정 시간과, 기존의 화학적 고정법에 비해 화학적,

면역학적 방법에 의해 검출되는 생물학적 분자들이 훨

씬 잘 보존 및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광학 및 전자현미

경 관찰을 위한 시료의 포매와 절편 염색이 신속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7, 8]. 2,450 MHz의 주파수를 이용한

마이크로웨이브 고정법을 이용한 결과 몇 가지 세포 생

물학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난관이 극복되었다. 즉, 집

쥐의 뇌에서 synaptic vesicle의 open image가 가능하게

되었고 [22], 랫트의 이하선 포상세포의 구조를 선명하

게 관찰 할 수 있었고 [19], 이하선 포상세포 아밀라제

의 면역세포화학적 검출 [20]도 가능하였다.

기생충의 형태학적 관찰에 있어서 주사전자현미경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마이크로웨이브 고정

법이 Tritrichomonas와 같은 원충류와 모기, 참진드기와

같은 절지동물의 효과적이고 빠른 고정을 위해 시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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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4, 9], 선충류의 고정에 마이크로웨이브가 활용

될 수 있을 지는 보고되지 않았다. 아울러 주사전자현미

경적 관찰을 위한 세포 구조물의 고정뿐만 아니라 3-4

시간이 소요되는 조직의 탈수과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지의 여부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선충류 중 성충이 소의 복강에 흔하게 기생하는 지

상사상충(Setaria digitata)을 이용하여 주사전자현미경 고

정에 이용되는 기존의 고정법과 마이크로웨이브의 조사

에 의한 고정법의 비교뿐만 아니라 고정 후 탈수과정에

서도 마이크로웨이브 조사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전체적

으로 고정과 탈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동지방의 소 복강에 존재하는

지상사상충 성충을 광주 인근 도축장에서 도축과정 중

복강내용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채취하였다. 시료는 실

험 전까지 냉장상태로 운반 및 보관하였다.

마이크로웨이브 고정장치

조직고정을 위한 기기로서는 주파수 2,450 MHz의 마

이크로웨이브를 방사하면서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 감응

기(infrared temperature sensor)를 장착하여 제작된 마이

크로웨이브 고정기(경창사, KC500A)를 사용하였다. 이

기기는 열전퇴(thermopile)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고정

온도를 측정하고 고정 과정 중에 상승하는 고정기 내의

온도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아울러 온도측정

이 적외선 비접촉식이며 온도 변화를 70 dB 증폭시키고

초저 drift 회로를 채택하여 ±1oC의 온도 편차를 나타내

도록 제작되었다.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최고

출력은 500 W이고 양극의 전압은 3.8 KV 였다 [1].

대조군의 고정 및 탈수방법

Setaria spp.의 주사전자현미경적 관찰을 위한 고정과

탈수 과정에 있어 대조군으로 사용한 충체들에 대하여

기존의 화학적 고정과 탈수과정을 아래의 방법으로 실

시하였다 [5, 14]. 먼저 시료를 0.1 M phosphate buffer(pH

7.2)로 20분씩 3회 세척한 후 2% glutaraldehyde(pH 7.2)

에 1시간 냉장 상태(4oC)에서 전고정하였고, 그 후 완충

액으로 20분씩 3회 세정하였다. 2차 고정으로서 2%

osmium tetroxide(pH 7.2; EMS, USA)로 1시간 동안 4oC

에서 고정한 후 20분씩 3회 완충액으로 세정하였다. 탈

수는 30%, 50%, 70%, 80%, 90%, 95% 에탄올로 각각

30분씩 실시한 후 100% 에탄올로 각각 30분씩 2회 실

시하였다. 이후 시료를 t-butyl alcohol에 20분씩 2회 침

지시킨 후 t-butyl alcohol을 증발시켰고, −20oC의 냉동

고에서 1시간 동안 보관하였다. 시료를 4-8시간 동안 동

결건조시킨 후 주사전자현미경 촬영 전까지 desiccator에

보관하였다.

실험군의 고정 및 탈수과정

Setaria spp.의 주사전자현미경적 관찰을 위한 고정과

탈수 과정에 있어 2,450 MHz 주파수의 마이크로웨이브

를 활용하는 최적의 조건은 예비실험을 통해 파악하였

다. 마이크로웨이브만으로 고정하는 방법과 화학적 탈

수과정에 마이크로웨이브 파를 병행하는 방법, 그리고

탈수과정에도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照射)하는 방법 등

의 과정을 조합하여 실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기존의

화학적 고정법과 탈수 과정에 마이크로웨이브를 병행하

는 방법이 선충류 조직의 고정과 탈수에 있어 재현성과

안정성이 가장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편의상 급속 마

이크로웨이브 혼합고정법으로 칭하였다. 

먼저 시료를 0.1 M phosphate buffer(pH 7.2)로 20분씩

3회 세척하고 난 후 2% glutaraldehyde(pH 7.2)에 시료

를 넣어 마이크로웨이브 고정기로 500 W에서 15초간

적용하였다. 고정기에서 꺼낸 후 완충액으로 세정하는

과정도 시료를 15초씩 3회 매번 새로운 완충액으로 교

환하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적용하였다. 시료를 2차 고

정하기 위해 2% osmium tetroxide(pH 7.2)에 시료를 넣

어 마이크로웨이브를 15초간 조사한 후 다시 매번 새로

운 완충액으로 교환하면서 15초씩 3회 마이크로웨이브

를 적용하였다. 이어 탈수 과정(30%, 50%, 70%, 80%,

90%, 95% 에탄올)도 각각 15초씩 마이크로웨이브를 적

용하여 실시하였고 100% 에탄올에서는 15초씩 2회 마

이크로웨이브를 적용하였다. Osmium과 에탄올이 고정

기 내에서 증기화하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가 있는 용기를 사용하였다. t-butyl alcohol에서의

20분씩 2회 침지와 동결건조 및 보관과정은 대조군과 동

일하게 실시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이 연구에서 Setaria spp.의 전자현미경적 관찰은

Hitachi Instruments(Ibaraki, Japan)의 S-2400 모델을 사용

하였다.

결 과
 

기존의 화학적 고정법을 사용하여 제작한 Setaria

digitata 충체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고정과 탈

수과정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적용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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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충체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과 비교 분석한 결

과를 Fig. 1과 Fig. 2에 제시하였다. 선충류의 주사전자

현미경 촬영 목적이 주로 두부와 미부, 교접자, 생식공,

이빨 수 등을 관찰하여 종의 형태학적 특징을 비교하는

데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두부와 꼬리 부위의 형태

학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Fig. 1은 기존의 화학적 고정법을 적용한 시료를 전자

현미경 촬영을 한 것이고, Fig. 2는 급속 마이크로파 혼

합고정법을 적용한 사진이다. 기존의 화학적 고정법을

이용하여 고정한 Fig. 1A 및 1B와 비교하여 급속 마이

크로파 혼합고정법을 이용하여 고정한 Fig. 2A 및 2B의

지상사상충 성충 암컷 머리 부위의 사진에서 기존의 방

법에 비해 급속 마이크로파 혼합고정법에 의해 고정된

충체의 형태가 특별히 더 수축되었거나, 주름이 더 형성

되어 변형된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다. 

Fig. 1C 및 1D는 지상사상충 성충 암컷 꼬리 부위를

기존의 화학적 고정법을 사용하여 고정한 충체이며, Fig.

2C 및 2D는 급속 마이크로파 혼합고정법을 이용하여 고

정한 것으로서, 외관상 특이할 만한 주름의 차이를 발견

하지 못하였으며, 기존의 화학적 고정법과 급속 마이크

로웨이브 혼합 고정법에 의한 고정의 효과가 같은 것으

로 인정되었다.

고 찰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고정의 목적은 시료의 상태

를 최대한 원래의 모습으로 보존하여 자연 상태 그대로

의 모양을 관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자현

미경 관찰을 위한 고정에 이용된 화학적 고정 방법에는

1) 2% glutaraldehyde 와 2% paraformaldehyde로 전 고

정을 하고 1%(osmium tetroxide) OsO4로 후 고정을 하

는 방법 [6], 2) 2% OsO4로 고정하는 방법 [7], 3) 2.5%

glutaralehyde와 2% formaldehyde(buffer 0.1 M cacodylate

contained 0.05 M sucrose pH 7.3), 1% OsO4로 고정하는

방법 [3, 12], 4) 0.625% genipin 또는 0.625% glutaral-

dehyde를 이용하여 압력을 주어 고정하는 방법 [10], 5)

formalin에 시료를 장시간 담궈서 고정하는 방식 [18] 등

의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위의 고정법들은 고정 후 에탄올의 단계적 탈수 및

건조의 시간까지 합하면 짧게는 8시간에서 길게는 18시

간, 때로는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때문에 생체 조직의 주사전자현미경적 관찰을 위

해 필요한 고정의 시간을 보다 빠르게 하면서 고정의 효

과는 같거나 더 우수한 방법으로서 2,450 MHz 주파수

의 마이크로파 조사를 통한 고정법이 1970년대에 제안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f the head and the

posterior end of Setaria digitata prepared by conventional

chemical fixation. A & B. Face view of female worms

showing ventral and dorsal projections with oral cavity in

the center, C & D. Tail of female worms showing a pair

of the lateral appendages.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f the head and the

posterior end of female Setaria digitata prepared by the

combination of conventional chemical fixation and

microwave irradiation. A & B. Face view of the head (A)

and lateral view of the head (B), C & D. Tail of female

worms showing the bilateral appendages.



206 이산수·조경오·신길상·신성식

되어 주로 병리조직, 특히 신경계 조직의 고정에 사용되

어왔다 [7, 9, 15, 17, 21]. 그러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을 위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생체의 고정은 1990

년 초에서야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3, 24]. 

마이크로웨이브는 전자기 에너지(electromagnetic energy)

의 한 형태로써, 주파수 300 GHz-300 MHz대역에 약 1-

30 cm의 파장을 가진 비이온방사선(non-ionizing radiation)

이다.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는 핵심

적으로 생물체 조직에 침투하여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열

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료에 흡수되어 약

200oC의 열을 발생시켜 이 열이 시료 내에 균일하게 전

도하여 고정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나 [17], 생

물체 조직이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해 고정되는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지금까지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이용된 시료들은 기

존의 화학적 고정법을 사용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마이크로웨이브를 적용하여 고정한 실험군에서 동일한

고정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8, 15, 19]. 마이

크로웨이브를 사용하여 고정한 예로는 세균, 파리, 모기

등도 있지만 특히 신경 조직내의 신경전달 물질의 고정

에 마이크로웨이브가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7, 9, 11, 16,

22]. 그러나 지금까지 선충류 충체의 고정에는 마이크로

웨이브를 사용한 보고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Setaria

digitata를 모델로 하여 실험하였다. 

Setaria spp.는 전 세계적으로 125종이 분포하는데 국

내에는 지상사상충(S. digitata)과 마샬사상충(S. marshalli)

이 소에 기생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23]. Setaria spp.

는 성충이 동물의 복강 내에 기생하면서 뚜렷한 임상증

상은 일으키지 않으나 경증의 섬유소성 복막염을 일으

키기도 하며, 마이크로필라리아 자충은 말초혈액 내에

유리한다. 이들 Setaria spp.가 일으키는 병원성은 염소,

양, 말 등의 비정상적 숙주에서 유충이 중추신경계로 이

행하며 일으키는 신경증상과 안구 등의 장기로 이행하

여 해당 장기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다 [13]. 

본 연구에서는 주사전자현미경적 관찰을 위해 선충류

기생충인 Setaria spp.를 모델로 하여 주파수 2,450 MHz

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여 충체의 고정이 가능한지

를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정과 탈수 과정에 마이크

로웨이브를 조사함으로써 기존의 화학적 고정법에 소요

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화학적 고정법과 비교하여 마이크로웨이브

조사를 추가한 마이크로웨이브 혼합 고정법으로도 동일

한 고정 효과를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정과 탈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8-14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

음을 확인함으로써, 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내용을 획

기적으로 절약하는 효과를 관찰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

으로 더 많은 종의 기생충에도 확대 응용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 기생충의

분리 동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결 론

이 연구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선충류의 일종

이자 소의 복강에 기생하는 지상사상충을 이용하여 조

직의 고정과 탈수의 과정이 단축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

였다. 그 결과 glutaraldehyde와 osmium tetroxide를 사용

한 고정과 에탄올을 이용한 탈수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15-20초의 마이크로웨이브 조사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SEM 관찰을 위한 고정과 탈수의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이면서도 기존의 화학적 고정의 효과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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