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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lant type recombinant porcine somatotropin 
(pST) adminstration on growth performance and blood profile of finishing pigs. Forty-eight Landrace 
barrows weighing 78 kg were employed for six week growth trial. Twelve barrows were allocated into 
various rpST types ; the control (CONT), the 4:1 type rpST (TRT 1), the 1:1 type rpST (TRT 2); and the 
4:1 type rpST group(TRT 3) respectively. CONT group were not planted rpST. TRT 1 group was treated 
with rpST once a week for 6 weeks. Each dose contained the rpST equivalent to 100mg from initial to 
two weeks and 125mg from three weeks to finial week. TRT 2 and TRT 3 groups were planted rpST four 
times contained the rpST equivalent to 100mg during trial period from initial to two weeks, and 125 mg 
from three weeks, to four weeks, respectively. All pigs were fed a commercial feed containing 0.9% lysine 
ad lib. Daily gain increased by 19.4% in TRT 1(p<0.05) compared to the CONT. rpST improved feed/gain 
by 13.4 28.9% in all treatment groups(p<0.05). Back fat thickness of the all rpST treated groups were 
23.3 29.2% thinner than that of the CONT.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pST stimulated growth 
performance in finishing pigs and plant type rpST could be used as a growth stimulant for finishing pigs.
(Key words : rpST, Finishing pigs, Growth performance, Back fat thickness)

. 서    론

  1922년 Evans와 Long에 의해 처음 발견된 성
장호르몬 (porcine somatotropin; pST)은 가축의 
뇌하수체전엽의 세포로부터 합성되어 분비되는 
물질로 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90 

19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single 
-chained polypeptide인데, 크기는 약 21 22K 
dalton 이다 (Garssen과 Oldenbroek, 1992).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pST 연구들
이 수행되었는데, pST 투여는 단백질 축적을 
촉진시키고 (Boyd와 Bauman, 1988; Campbel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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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 (%, as fed basis)

Nutrients %
C. protein
C. fat
C. fiber
C. ash
Ca
P

16.26
 4.02
 3.12
 4.38
 0.65
 0.39

Amino acids
Cystine
Methionine
Aspartic acid
Threonine
Serine
Glutamic acid
Proline
Glycine
Alanine
Valine
Isoleucine
Leucine
Tyrosine
Phenylalaine
Lysine
Histidine
Arginine

 0.197
 0.229
 1.511
 0.608
 0.833
 3.182
 1.012
 0.643
 0.815
 0.630
 0.565
 1.377
 0.563
 0.770
 0.900
 0.513
 0.940

1989), 체중 증가와 체지방 함량을 감소시킨다
고 보고하였다 (Etherton 등, 1987; Boyd 등, 1986; 
Evock 등, 1988; Goodband 등, 1990).
  pST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때문에 
사료에 첨가할 경우 장내의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된 후 체내로 흡수되고, 피부에 이식
할 경우 체온에 의해 변성되어 버리므로 반드
시 주사로 매일 투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Chilliand (1990)에 의해 pST의 방출 속도를 
지연시켜 2 4주 간격으로 피하에 주사하는 제
품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Alan (1990)은 혈액으
로 흡수되는 속도의 변이가 크고, 주사 간격에 
따른 반응의 주기가 발생하여 주사 부위의 반
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시 유의해
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Hacker 등(1993)은 평균
체중이 71 kg인 암퇘지와 수퇘지 각 45두씩 90
두를 이용하여 0, 100 및 200 mg 서방출형 pST
를 1회 투여하고, CP 20.3%, lysine 1.17%, DE 
3.49Mcal/kg인 사료를 사용해 42일간 사양시험
을 실시하였는데, pST 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해 
증체량은 차이가 없었고, 사료섭취량은 200 mg 
서방출형 투여구가 15% 감소하였고, 사료효율
은 22%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국내 기업에서 pST의 효능이 1주일 
정도 지속되는 서방출형 pST를 개발하는데 성
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방출형 pST가 
비육돈의 성장 및 도체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 재료 및 방법

1. , 

  사양시험은 42일간 축산연구소 시험돈사에서 
실시하였다. 공시동물은 평균체중이 78 kg 내외
인 랜드레이스 거세돈 48두를 이용하였다.

2. 

  서방출형 rpST의 코팅물질 형태와 투여횟수
에 따라 4처리를 두고, 처리당 12두 (6반복, 반
복당 2두)를 완전임의 배치하여 대조구는 아무 

것도 투여하지 않았고, 처리1구는 4:1제형 rpST
를 주 1회씩 개시부터 2주까지는 100 mg을, 3주
부터 6주까지는 125 mg씩, 총 6회 펠렛형태로 
근육에 이식하였고, 처리2구 및 처리3구는 1:1제
형과 4:1제형 rpST를 주 1회씩 개시부터 2주까
지는 100 mg을, 3주부터 4주까지는 125 mg씩, 총 
4회 근육에 이식한 후 2주간 휴약하였다. 서방
출형 rpST는 (주) LGCI 동물의학연구소에서 유
전자재조합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이용하였다.

3. 

  시험사료는 시판 육성돈사료를 급여하였는데, 
시험사료의 성분함량과 화학적 조성은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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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plant type rpST on growth performance and backfat thickness

 Item CONT TRT 1 TRT 2 TRT 3

Initial body wt., kg
Final body wt., kg
Average daily gain, kg
Feed intake, kg/day
Feed/gain
Backfat thickness, cm

78.3  ± 8.1
124.4  ± 12.9

1.08b ± 0.2
3.92a ± 0.12
3.67a ± 0.66
2.53a ± 0.4

78.0 ± 8.3
131.9 ± 9.9

1.29a ± 0.1
3.33c ± 0.32
2.61c ± 0.24
1.79b ± 0.2

78.2 ± 8.7
126.7  ± 11.7

1.15b ± 0.2
3.63b ± 0.30
3.18b ± 0.31
1.92b ± 0.4

77.9  ± 8.8
125.5  ± 7.0

1.13b ± 0.1
3.43bc ± 0.31
3.06b ± 0.46
1.94b ± 0.5

Values are means ± SE
a,b,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differ(p<0.05)

4. 

  사양시험에 공시한 시험동물은 1.5 m × 2.7 m 
크기의 콘크리트 바닥돈사에 2두씩 배치하였
고, 물은 자돈급수기를 이용하였으며, 시험사료
는 자유급이토록 하였다.

5. 

  (1) 체중, 사료섭취량 및 등지방두께

  체중 및 사료섭취량은 시험개시 후 2주 간격
으로 조사하였고, 등지방두께는 체중 측정시 
생체상태에서 Piglog 105를 이용하여 제11과 제
12늑골사이, 최종늑골 및 제1요추 등 3부위를 
측정해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 혈중 pST, IGF-1, BUN과 glucose 농도

  혈중 pST, IGF-1, BUN과 glucose 농도측정을 
위한 채혈은 경정맥으로부터 rpST 첫 번째 투
여 30분전, 투여 1일 후, 4일 후, 두번째 투여 
30분전, 투여 1일 후, 4일 후, 7일 후 등 7회 
실시하였다.
  혈중 pST와 IGF-1 농도는 1470 WIZARD auto- 
matic gamma counter를 이용하여 RIA (Radioimmuno 
assay) method로 조사하였고, 혈중 BUN과 glucose 
농도는 Clinical chemistry analyzer를 이용해 GLDH 
(Glutamate dehydrogenase) method 및 glucose 
oxidation method로 분석하였다.

  (3) 육색 및 관능검사

  육색은 등심의 절단면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는데 육색 측정시 slice한 단면을 Chromamenter 
(Minolta Co. CR 301, Japan)를 사용하여 명도 
(lightness)를 나타내는 L* 값, 적색도 (redness)
를 나타내는 a* 값 및 황색도 (yellowness)를 나
타내는 b* 값을 측정하였다. 이 때 표준색은 
L* 값이 89.2, a* 값이 0.921, b* 값이 0.783인 
표준색판을 사용하여 표준화 작업을 한 후 측
정하였다.
  관능검사는 잘 훈련된 관능검사요원 10명을 
선발하여 각 시험구별로 9점 척도법으로 실시
하였다. 신선육은 풍미, 육색, 불쾌치 및 기호
성의 항목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4)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서방출형 pST가 비육돈의 성장 
및 도체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시험에서 비육돈의 생산성, 혈중 pST, IGF-1, 
BUN, glucose 결과는 SAS(1995)의 GLM(General 
Linear Model)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처리간의 
평균 비교를 위해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
가 이용되었다. 육색 및 관능검사 결과는 t-Test
를 활용하였다.

. 결과 및 고찰

1. ,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 전기간 동
안 일당증체량은 대조구에 비해 처리1구가 유
의적으로 높았으나 (p<0.05), 처리2구와 처리3
구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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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plant type rpST on plasma pST and IGF-1 concentrations

         Item
Coating material of rpST ratio

  1 :1   4 :1

pST(ng/ml)
Day 0X

Day 1
Day 4
Day 7Y

Day 8
Day 11
Day 14

   5.50c ± 3.2
200.0a ± 62.2

6.1c ±  3.5
5.0c ± 3.6

149.3b ± 77.2
1.8c ±  1.3
0.6c ±  0.2

4.7bc ± 1.6
155.3a ±53.0

7.6bc ± 3.4
5.1bc ± 2.7

28.9b ±16.2
2.6bc ± 1.6
0.5c ± 0.2

IGF-1(ng/ml)
Day 0
Day 1
Day 4
Day 7
Day 8
Day 11
Day 14

184.3d ± 16.2
300.0ab ± 29.4
327.1a ± 27.2
273.3bc ± 30.0
246.5c ± 40.2
339.4a ± 62.3
328.8a ± 37.7

189.4d ± 16.1
282.0b ± 23.1
318.5a ± 32.1
305.9ab ± 53.5
240.8c ± 24.1
323.6a ± 45.1
335.1a ± 30.9

Values are means ± SE
X Before the first plant rpST.
Y Before the second plant rpST.
a,b,c,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differ(p<0.05)

은 Boyd 등 (1986)이 체중 kg당 30 200 μg 씩 
매일 투여한 결과와 비슷한데, 처리2구와 처리
3구가 처리1구에 비해 rpST 투여효과가 낮은 
것은 투여횟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사료섭취량은 rpST를 투여함에 따라 대조
구에 비해 전 처리구에서 유의적 (p<0.05)으로 
감소하여 7.4 15.1% 적게 섭취하였다. 이는 rpST
가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Dunshea, 1992) 혈중 
glucose 농도를 높게 유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Hacker 등(1993)도 체중 71 kg인 비
육돈에 서방출형 pST를 100 200 mg 이식한 
결과 사료섭취량이 12 16% 감소했다고 보고
하였다. 사료요구율은 서방출형 rpST 모든 처
리구가 대조구 (3.67)에 비해 13.4 28.9% 개선
되었는데 (p<0.05), 이 결과는 서방출형 rpST를 
이식함에 따라 증체량 증가 및 사료섭취량 감
소에 기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Hacker 등(1993)도 서방출형 pST를 이식할 경

우 사료효율이 15 19% 개선된다는 보고하였
다. 등지방두께는 서방출형 rpST 모든 투여구가 
대조구 (2.53 cm) 보다 23.3 29.2% 감소하였다 
(p<0.05). 이는 Smith와 Kasson (1991)이 rpST를 
체중 kg당 120 μg 투여시 등지방두께가 47.1% 
감소하였다는 보고와 일치하는데, 증체량과 사
료요구율보다 등지방두께 감소효과가 뚜렷한 
것은 pST를 투여할 경우 일당증체량과 사료요
구율은 급여사료 내 영양수준에 영향을 받으
나, 등지방두께는 일정한 수준의 영양소가 함
유될 경우 pST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
다.

2. pST, IGF-1, BUN glucose 

  서방출형 rpST 투여 후 2주간 일정한 간격으
로 측정한 혈중 pST, IGF-1, BUN 및 glucose 
농도는 Table 3과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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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plant type rpST on plasma BUN and glucose concentrations

         Item
Coating material of rpST ratro

1:1 4:1

BUN(mg/dl)
Day 0
Day 1
Day 4
Day 7
Day 8
Day 11
Day 14

22.0a ± 3.45
 9.6ed ± 1.70
12.4cd ± 1.98
23.1a ± 4.97
 7.9e ± 2.13
14.1c ± 1.43
18.7b ± 2.65

21.6a ± 1.59
 9.7cd ± 1.41
 8.6d ± 1.94
16.1b ± 3.37
 8.4d ± 2.36
11.6c ± 1.86
14.4b ± 2.99

glucose(mg/dl)
Day 0
Day 1
Day 4
Day 7
Day 8
Day 11
Day 14

 80.9cd ± 9.80
204.5a ± 71.63
 97.9cd ± 10.12
 84.5cd ± 10.58
151.5b ± 13.43
114.3c ± 38.49
 77.4d ± 4.66

 75.5b ± 10.27
206.4a ± 65.98
106.5b ±  7.41
106.0b ±  9.32
180.3a ± 74.23
 97.6b ± 9.93
 92.5b ± 15.59

Values are means ± SE
a,b,c,d,e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differ(p<0.05)

pST 농도는 4:1제형과 1:1제형 모두 pST 투여 
직전에 비해 투여 1일 후에는 높아졌다가 4일 
후부터 두 번째 투여직전까지 낮아지는 경향을 
반복하였고, IGF-1 농도는 pST 투여직전보다 
pST 투여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높아졌는
데, pST 농도의 변화와는 달리 IGF-1 농도가 
꾸준하게 유지되었다. IGF-1 농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서방출형 rpST는 1회 투여로 1주일
간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vock 등 (1988)은 pST 투여로 혈중 IGF-1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Wolverton 등 
(1992)과 Brameld 등 (1996)은 pST 투여가 혈중 
IGF-1 농도뿐만 아니라 지방조직과 간 조직의 
IGF-1 유전자 발현정도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
였다. pST의 간접적 작용기작은 간에서 합성되
어 분비되는 IGF-1의 활성에 관여하여 유선, 골
격 및 근육 성장에 관여하는 촉진인자로 알려
져 있는데 (Hadlay, 1988) 본 연구에 나타난 일

당증체량 및 사료요구율 개선은 높아진 혈중 
IGF-1 농도에 일부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Table 
3). 혈중 BUN 농도는 1:1제형과 4:1제형 모두 
pST 투여직전에 비해 투여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glucose 농도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Etherton과 Chung 
(1981), Chung 등 (1983)은 돼지 지방조직을 이
용해 단기간 in vitro 시험한 결과 pST 투여는 
glucose 이용율과 insulin에 대한 감수성을 감소
시켜 지방축적을 억제해 혈중 glucose 농도를 
높이고, 높아진 혈중 glucose 농도는 근육조직
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사료섭취량 감소와 
단백질 축적 증가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사료섭취량과 
등지방두께 감소 및 일당증체량 증가는 혈중 
glucose 농도가 pST를 투여함에 따라 높아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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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plant type rpST on color of pork loin

Item L* a* b*

CONT
TRT

43.67 ± 3.06
44.55 ± 3.29

8.67 ± 1.05
8.76 ± 1.51

7.09 ± 1.03
7.09 ± 1.22

Values are means ± SE

Table 6. Effects of plant type rpST on sensory evalution of pork loin

Item Flavor Drip loss Off-flavor Acceptability

CONT
TRT

4.55 ± 0.85
4.65 ± 1.01

4.55 ± 1.30
5.05 ± 0.62

3.55 ± 1.04
3.50 ± 0.90

4.90b ± 0.12
5.50a ± 0.38

Values are means ± SE
a,b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3. 

  서방출형 rpST를 투여한 돈육 등심의 육색 
(명도, 적색도, 황색도) 및 관능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6과 같다. 육색의 명도를 나타
내는 L* 값, 적색도를 나타내는 a* 및 황색도
를 나타내는 b* 값은 서방출형 rpST 투여한 처
리구가 대조구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Joo 등 (1995, 1999)에 의하면 돈육품질은 
등심의 pH, 육색 및 WHC의 상호작용에 의하
여 결정되어 진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
과 rpST 투여가 육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현재 양돈 개량목표인 살코기형 돈육 생산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척도묘사평가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돈육 풍미, 육즙손실 및 이상취
는 서방출형 rpST를 투여한 처리구와 대조구간
에는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6). 
Knight 등 (1991)도 pST 투여가 풍미, 조직감, 다
즙성, 기호성 등 관능적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기호성은 서방출형 rpST를 
투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높았다(p<0.05).

. 요     약

  국내에서 제조된 서방출형 유전자재조합 돼
지 성장호르몬 (porcine somatotropin; pST)이 돼
지의 성장과 등지방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

하기 위해 평균체중이 78 kg인 랜드레이스 거
세돈 48두를 공시하여 대조구, 4:1제형 rpST구 
(6회 투여), 1:1제형 rpST구 (4회 투여), 4:1제형 
rpST구 (4회 투여)에 각각 12두씩 배치하였다. 
대조구는 pST를 투여하지 않았고, rpST 처리구
는 1주일에 1회, 목 근육에 서방형 제재를 주
입하였는데, 6회 투여구는 개시부터 2주까지는 
100 mg을, 3주부터 6주까지는 125 mg을, 4회 투
여구는 개시부터 2주까지는 100 mg을, 3주부터 
4주까지는 125 mg을 투여하였다. 시험사료는 
라이신 함량이 0.9%인 시판 육성돈사료를 무제
한 급여한 결과 (주) LG 화학에서 제조한 서방
출형 유전자재조합 pST는 증체량 및 사료요구
율을 개선시켜 생산성 향상과 등지방두께 감소
로 육질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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