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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 후 젖소의 혈액과 유즙에서 

Progesterone과 Estrogen 농도 변화와 수태율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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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esterone and Estrogen Levels in Holstein Blood and 

Milk Following Artificial Insemination and Embryo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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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rly pregnancy diagnosis of bovine is an essential component for efficient reproductive plan in farms because long term of 

non-pregnancy results in economic losses by failure of offspring production and low milk yield in dairy cattle. The major steroid 
hormones related with reproduction are known to be progesterone and estrogen in bovine pregnancy. To evaluate detection 
level of hormones in milk, plasma and milk progestrone and estrogen of Holstein cows was analyzed during artificial 
insemination (AI) and embryo transfer (ET). Progesterone concentration at 21 days postestru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plasma and milk between pregnant and non-pregnant cows. Estrogen concentration at estrus was higher in pregnant recipients 
than that in non-pregnant recipients. To analyze correlation between hormone levels and conception rates in Holstein, the 
conception and return rates were checked following AI, and the returned cows were on the track of pregnancy after 
consecutive AI. Pregnant cows following first AI were considered as high conception group while pregnant cows following third 
AI were rated as low conception group. Proportion of high and low conception groups in this study was 78.2% and 9.1%, 
respectively. Hormone analysis indicated that high conception group had higher estrogen level during estrus than low conception 
group (26.45±3.32 vs 19.017±2.97). Progesterone level was not different between high and low conception groups during 
estrus but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21 days postestrus (21 day: 4.95±1.12 vs 0.95±0.23, 35 day: 12.47±3.82 vs 2.41±1.21).
In conclusion, the pattern of progesterone and estrogen secretion in Holstein milk samples could be a good candidate for early 
pregnancy detection and selection of recipients duri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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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임신은 포유동물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생리현상

으로서 임신기간 동안에는 신체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는

데, 그 중에서 큰 변화는 혈액 중 임신에 관여하는 호르몬

의 변화인데 progesterone과 estrogen 등의 변화가 현저하

게 관찰된다. 젖소에서 이상적인 번식주기는 분만간격이 

약 360일, 분만 후 첫 수정일은 60일 이내이어야 하며, 우
리나라 농가에서는 평균적으로 분만 후 60일 이내에 발정

을 보이는 소의 수는 85%, 첫 수정 때의 수태율은 70%이

상, 수태당 수정회수는 2회 이하, 첫 분만 시의 연령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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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을 유지하고 있다(Lee, 1999). 이러한 효율적인 번식주

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번식관리가 중요한데, 번식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무발정, 발정장해, 수태장해, 조
기태아사망, 유산, 분만지연과 난산 등이 있다(Borsberry와 

Dobson, 1989; Son 등, 1990; Dohmen 등, 1995; Stevens 
등, 1995; Parsley 등, 1997; Son 등, 1998; Lee 등, 2000). 
번식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수정 혹은 수정란이

식 후 임신진단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 초기 임

신진단에 주로 사용된 방법은 인공수정 혹은 수정란이식 

30일 혹은 60일 경과 후에 초음파 혹은 직장검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진단 기기의 가격이 

높거나 필요시 수의사나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진단하여

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일반농가에서 널리 사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혈액 및 우유 중 progesterone 농도측정은 가축번식영

역에서 황체기능을 추측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수정 적기

의 판정, 조기임신진단, 번식장애진단 등에 사용되고 있다

(Garland 등, 1976; Foote 등, 1982; Roelofs 등, 2006). 조
기 임신진단은 소 사육 농장에서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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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이 된다(Oltenacu 등, 1990). 이에 따라 임신성립

에 따른 혈중 progesterone 농도가 임신한 후 증가하는 원

리를 사용한 방사선면역법과 효소면역분석법을 이용하여 진

단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번식호르몬농도측정에 의한 조

기임신진단의 임신진단 시기는 21~24일로, 진단시기가 빠

르지만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연구보고에 따라 많은 차이

를 보이고 있고 임신양성 진단율은 80~97%, 임신음성진단 

율은 84.6~100%로 보고되었다(Laing 등, 1980; Shemesh 
등, 1983). Kim 등(1990)은 제주마에서 혈청 progesterone 
수준측정을 통한 말에서 조기임신진단을 시도하였으며, Kim 
등(2008년)은 개에서 혈중 progesterone 농도 측정에 의해 

배란시기를 추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또한 분만 후 60일 이

내 젖소 혈액과 우유에서 임신진단을 위해 progesterone의 

농도측정을 통해 임신감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시도되었

으나 실용적인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Lamming과 Darwash, 1998; Lee, 1999). 더욱이 인공수

정과 수정란이식을 실시한 젖소에서 임신초기인 수정 후 

21일, 35일 및 40일 등에 따른 혈액과 우유 중 progesterone
과 estrogen의 변화 패턴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젖소에서 인공수정 혹은 수정란이

식 후 혈액과 우유 내에 존재한 progesterone과 estrogen의 

변화패턴을 분석하고 수태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임

신확률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수행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혈청 시료 

충남대학교 동물사육장과 제주종축원에서 정상적으로 발

정주기를 나타내는 36두의 소로부터 발정 시, 수정 후 21
일령, 35일령 또는 42일령의 혈청을 확보하였고, 수정 후 

50일령과 60일령에 임신감정을 실시하여 임신과 비임신으

로 나누어 20두의 임신우와 16두의 비임신우의 혈청시료

을 확보하였다. 충남대학교 동물사육장에서는 인공수정에 

따른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제주종축원에서는 수정란이식용 
수란우의 혈액을 채취하여 발정 시, 수정란 이식 시, 수정 

후 21일령의 혈액시료를 확보하였다. 수란우는 수정란 이

식 후 약 40일령에 초음파진단에 의해 임신여부를 확인하

였다. 혈액은 채취 후 원심분리시켜 혈청만을 회수하여 분

석 시까지 -20℃에 냉장 보관하였다. 

2. 우유 시료

충남대학교 동물사육장에서 정상적으로 발정주기를 나타

내는 젖소로부터 인공수정한 소로부터는 시기별 유즙을 채

취하였으며, 수정 후 30일령, 50일령, 70일령, 100일령 150
일령 등의 우유를 채취하였다. 채취 후 pH를 4.6으로 낮추

고 원심분리 하여 케이신 단백질을 제거하고 유청만을 회수

하여 분석 시까지 -20℃에 냉장 보관하였다. 인공수정 후 

약 60일령 사이에 직장검사와 초음파진단에 의해 임신여부

를 확인하여 임신우유시료와 비임신 우유시료로 구분하였고, 
그 후 임신 시기별로 우유를 채취하여 보관하였다. 우유시

료는 총 80여개로 비임신 18개 및 임신 30일령전후 15개, 
50일령전후 18개, 100일령 25개, 150일령 16개, 200일령 

15개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3. 호르몬 측정

소 호르몬 분석용 ELISA kit(Endocrine Technologies 
Inc, Newark, CA, USA)를 이용하여 혈청내 estrogen과 

progesterone의 농도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먼저 냉장된 

혈청 샘플과 ELISA kit을 상온에서 약 30분간 해동 후 

microplate well에 스탠다드 시료와 QC 콘트 시료, 그리고 

소혈청 시료를 각각 25 µL(estrogen) 또는 50 µL(proges-
terone)씩 분주하고, 각각의 well에 enzyme conjugate 용액

을 100 µL씩 첨가하였다. anti-rabbit antibodies를 각 50㎕
씩 첨가한 후 30초간 shaker에서 섞은 후 37℃ 배양기에서 

2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microplate을 세척용액으

로 5번 세척하였고 microplate에 TMB substrate 용액을 100 
µL씩 분주하고. 상온에서 20분간 배양하였다. 정지반응 용

액을 50 µL씩 첨가한 후 shaker에서 섞어준 다음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의 파장으로 시료의 progesterone
과 estrogen농도를 분석하였다.

우유시료도 ELISA 방법으로 progesterone과 estradiol의 

농도를 조사하여 임신과 비임신에 따른 변화를 비교 분석

하였다. 소 호르몬 분석용 ELISA kit(Endocrine Technologies 
Inc, Newark, CA, USA)를 이용하여 우유 내 호르몬농도

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냉장된 우유시료와 ELISA kit를 

상온에 약 30분간 정체시킨 후 microplate well에 스탠다

드 시료와 QC 콘트 시료, 그리고 우유 시료를 각 well에 

넣고 anti-rabbit antibodies를 첨가한 후 배양기에서 2시간 

배양하고, 배양이 끝난 microplate을 세척용액으로 5번 세

척하였고,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의 파장으

로 시료를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혈청 호르몬 분석

ELISA kit를 이용하여 소 혈청에 대해 estrogen과 pro-
gesterone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progesterone의 농도는 발

정 시에는 임신우와 비임신우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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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plasma concentrations of progesterone and estrogen in pregnant and non-pregnant Holstein cows at the time of 

estrus, embryo transfer and 21 days postestrus.

Days 
Non-pregnant Pregnant

Estradiol (pg/mL) Progestrone (ng/mL) Estradiol (pg/mL) Progestrone (ng/mL)
Estrus 17.05±3.53 1.38±0.59 18.37±7.15 1.19±0.51
Embryo transfer 13.91±5.08 1.92±1.29 25.98±10.25 3.66±1.12
Day 21 26.21±9.53 0.63±0.11a 21.71±13.95 5.60±1.28b

a, b Within a row, different superscripts imply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Fig. 1. Plasma progesterone concentrations of pregnant and 

non-pregnant recipients in estrus, embryo transfer 

and 21 days postestrus (EST; estrus, ET: embryo 

transfer, 21D; 21 days postestrus).

Fig. 2. Plasma estrogen concentrations of pregnant and 

non-pregnant recipients in estrus, embryo transfer 

and 21 days postestrus (EST; estrus, ET: embryo 

transfer, 21D; 21 postestrus).

았으나 수정란이식 시와 21일령 및 AI 후 21일령, 35일령, 
42일령에서는 임신우에서 비임신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Table 1, Fig. 1). 또한 임신우의 경우 시간이 흐르

면서 progesterone의 농도가 증가하는 반면, 비임신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임신 초기의 임신

여부 지표로서 progesterone의 측정이 확실한 임신진단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료된다. estrogen
의 경우는 각 시기별 임신우와 비임신우 사이에는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비임신우의 시기별 농도를 살펴보

면 21일령에서 estrogen농도가 다시 상승하는 특징을 나타

내고 있으나 임신우의 경우 비임신우에 비해 21일령에서 

estrogen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Fig. 2). 또한 수란

우의 경우 발정 시에 estrogen의 농도가 높은 것이 임신 확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혈청에서의 progesterone 농도의 변화를 이용하면 

젖소에서 배란시기나 임신을 예측할 수 있는데 수정 후 7
일령 이후에 5-10 ng/mL 농도에서 임신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ing 등, 1980; 
Foote 등, 1982; Roelofs 등, 2006). Roelofs 등(2006)은 

젖소에서 progesterone의 농도를 활용하여 배란시기와의 상

관관계를 추정하였으나 배란 전후에 progesterone 농도의 

큰 변이가 관찰되어 정확한 배란시기의 예측을 할 수 없었

다. 본 연구에서는 progesterone 농도에서 발정시 임신우와 

비임신우 사이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수정란이

식 시와 21일령 및 AI 후 21일령 및 그 이후에서는 임신

우에서 비임신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존의 보고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pe-Zambito 등(2008)은 임신초기 젖소의 혈청에서 

estrogen의 농도는 0.5- 2.0 pg/mL을 나타내고 임신 말기

가 되면 급격히 증가(40 pg/mL)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젖소의 발정주기 시 2-3 pg/mL을 나타낸다는 보고

(Nakada 등, 2000)도 있어 연구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

나 estrogen의 변화 패턴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trogen경우는 각 시기별 임신우와 비임신

우 사이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발정시 17-20 
pg/mL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비임신우의 

경우 21일령시 다시 estrogen 농도가 회복되는 경향을 나

타내어 estrogen의 발정주기에 다른 경향치에서 앞의 결과

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rogesterone의 농도변화

를 임신우의 경우 임신말기로 가면서 progesterone의 농도

가 계속 증가하였고 비임신에서는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estradiol의 경우 임신과 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

만, 발정 시에 estrogen 수준이 높았던 소들이 임신확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우유 중 호르몬 분석

progesterone의 농도가 임신 우유과와 비임신 우유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임신 30일령 및 그 이후의 일령에

서는 임신 유즙에서 비임신 우유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Table 2). 또한 임신 우유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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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concentrations of progesterone and estrogen in pregnant and non-pregnant Holstein milk during pregnancy.

Hormones Status 30D 50D 70D 100D 150D 200D

Progesterone
(ng/L)

pregnant 1.10±0.11 1.60±0.07 2.18±0.08 2.18±0.07 2.44±0.13 3.82±0.07
non-pregnant 0.23±0.04 0.31±0.03 0.23±0.02 0.33±0.03

Estradiol
(pg/L)

pregnant ∠7 ∠7 ∠7 ∠7 11.3±0.26 15±0.41
non-pregnant ∠7 ∠7 ∠7 ∠7 ∠7 ∠7

Table 3. Non-Return and pregnant rates of lactating Holstein cows following consecutive artificial inseminations.

Days First AI Second AI Third AI 
Estrus/AI 55 11 5 (13.8%)
NR at day 21 45  7 3 
Pregnant at day 35 43 (78.2%) 6 (total 49/55, 89.1%) 2

Table 4. Mean plasma concentrations of progesterone and estrogen in high conception group and low conception group bovine 

in early pregnant phase.

Days
Low conception High conception

Estradiol (pg/mL) Progestrone (ng/mL) Estradiol (pg/mL) Progestrone (ng/ml)
Estrus/AI 19.02±2.97a 1.38±0.59 26.45±3.32b 1.19±0.51
Day 21 20.15±6.32 0.95±0.23a 19.89±6.31 4.95±1.12b

Day 35 17.36±7.63 2.41±1.21a 19.82±5.74 12.47±3.82b

a, b Within a row, different superscripts imply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progesterone의 농도가 증가하였다. 임신우의 경우 우유에

서 임신 1개월에 progesterone의 농도는 1 pg/mL에서 임

신 200일령에는 3.8 pg/mL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비임신 유즙에서는 0.5 ng/mL이하를 나타내고 있는 반

면, 임신 30일령부터 1 ng/mL 이상의 절대치에서 나타내

고 있어 임신 초기의 임신여부 지표로서 progesterone의 

측정이 확실한 임신진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anasinghe 등(2010)은 젖소에서 발정주기 중 

유우에서의 progesterone을 측정하였는데 황체기에는 10-20 
pg/mL을 기록하다가 배란직후에는 거의 측정되는 않는 것

으로 보고하였고, 임신을 예측할 수 있는데 수정 후 7일령 

이후에 5-10 ng/mL 농도에서 임신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이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Lamming과 Darwash(1998)
은 우유에서 progesterone의 농도가 3 ng/mL을 기준으로 

분만 후 재발정이나 수태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본 연구에서의 우유 progesterone
의 수치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우유에서 progestrone을 

약 1 ng/mL이 수준이 임신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즙내의 estrogen의 경우는 각 시기별 임신우와 비임신

우 사이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절대농도에서도 
낮은 수치(10 pg/mL 이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임신우의 

경우 임신 150일령부터 약 10 pg/mL으로 탐지되기 시작

하여 임신 200일령에는 15 pg/mL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임신 중 우유에서의 estrogen의 변화는 Pape- 

Zambito 등(2007)이 임신 초기에는 우유에서 estrogen의 

농도가 낮게 유지되다가 임신 후반기에 증가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Pape-Zambito 등(2008)은 임신 초기, 중
기 및 말기에 우유 내 estrogen의 농도가 각각 0.3, 0.9, 
5.0 pg/mL로 측정되었고, 혈액 내 estrogen의 수치와 큰 

차이는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그러나 Lopez 
등(2002)은 우유와 혈액 내 estrogen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의 임신 21일령 혈액

에서 약 20 ng/mL과 비슷한 시기에 우유 내에서는 아주 

미약하게 분석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태율과 임신특이 호르몬의 상관관계 분석

특히 수태율과 호르몬 분비 상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첫 인공수정 후 21일 전후에 재발정 여부를 관찰

하고, 재발정이 온 소는 2차 인공수정을 실시하였다. 총 55
두의 착유우를 2년 정도를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1차 인공

수정 후 수태율이 78.2%(43두/55두)로 나타났으며, 2차후

에는 9.1% 증가한 87.3%(48두/55두)로 나타났다. 약 9.1%
인 5두는 3차까지 인공수정을 실시해야 하는 저 수태우로 

분류하였다(Table 3).
고수태우와 저수태우의 호르몬을 분석한 결과 발정 시 

progesterone의 농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21일령 

이후 임신 혈청에서 큰 차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21일: 4.95±1.12 vs 0.95±0.23, 임신 35일: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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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vs 2.41±1.21)(Table 4). 또한 수태율이 높은 소의 경

우 발정 시 progesterone 농도가 저수태우에 비해 낮은 경

향치를 나타내었다. estrogen의 농도는 고수태우에서 발정 

시 저수태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26.45± 
3.32 vs 19.017±2.97),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estrogen 수준

이 낮았다. 이러한 estrogen의 경향치는 수정란이식에 사용

된 수란우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수태우에서 발

정 시 progesterone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마도 황체가 완

전히 퇴행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공태기간이 길어진다고 

보고한 Stevenson과 Call(1983), Lamming과 Darwash(1998) 
및 Stronge 등(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발정시 estrogen의 높은 수준으로 분비되는 것

은 배란율을 높여주어 수태율을 증진시킨다는 보고(Lopez 
등, 2002)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수정란이식용 수란우의 선

발 시 estrogen의 농도가 높은 것을 이용하면 수태율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젖소의 임신 초기 혈액과 우유에서 pro-
gesterone과 estrogen의 농도를 분석하고 수태율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수정 후 임신초기에 수태가능성을 나

타내는 수치로는 우유의 progestrone 농도가 활용될 수 있

고 특히 수정란이식 시(발정 후 7일령)의 progestrone 농도

는 그 이후의 임신 유지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내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수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수정란이식용 수란우의 발정 시 estrogen 농도가 높은 

수란우를 선정하면 수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은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No. 2010-0001356)과 농업진흥청 바이오그린

21(No. 20070401034031) 및 공동연구사업(No. PJ007793)
이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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