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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an optimum density for 6-Dimethylaminopurine (6-DMAP) and 

cycloheximide which have an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porcine oocyte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When 6-DMAP was treated with 2 mM for 2 hours, It showed a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high result in activation rate, cleavage rate and blastocyst growth rate of 51.2%, 

52.7% and 25.2% respectively.

 2. When Cycloheximide was treated with 5 ug/ml for 6 hours, It showed a significantly (P

＜0.05) different high result in activation rate, cleavage rate and blastocyst growth rate of 

47.7%, 46.8%, and 27.3% respectively.

1

1 공주 학교 산업과학 학 특수동물학과(Dept. of Companion & Laboratory Animal Science,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Yesan, Chungnam 340-800, Korea)
2 농 진흥청 축산과학원(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3 충남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동물자원과학부(Division of Animal Science and Resource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 교신 자: 이규승(E-mail: leeks@cnu.ac.kr, Tel: 042-821-5773)



김종화․박병권․한만희․이규승

- 2 -

 3. When it was cultured in the culture medium, NCSU, for 7 days after inducing activation with 

6-DMAP and cycloheximide, it showed no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inner cell mass 

(ICM) and total cell  of blastocysts.

  To conclude, it has been examined for porcine oocytes to be suitable when 6-DMAP was 

treated with 2 mM for 2 hours, Cycloheximide with 5 ug/ml for 6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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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복제동물의 작출  

이종장기 이식을 한 형질 환 복제동물의 생산

과 같은 각종 첨단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히 수

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효율 으로 수행하

고 산업화하기 해서는 양질의 수정란을 량으

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 이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탈핵된 MⅡ기 난자에 인

으로 활성화 자극을 주어 수핵란으로 사용하

여 핵이식을 하 을 때 핵막의 소실이나 염색체 

응축과 같은 핵에 유해한 작용을 피함으로서

(Barnes 등, 1993a; Campbell 등, 1993a) 성숙된 

MⅡ기 난자를 사용할 때 보다 높은 배반포 발달

률을 얻었다는 보고가 있다(Aoyagi 등, 1994; 

Kono 등, 1994; Stice 등, 1994). 그러나 단백질

합성 해제, 기 자극, calcium ionohpore, 에탄

올 첨가 등으로 단 발생을 유기하 을시 활성화

율이 조한 편이다. 따라서 성숙 직후의 난자를 

수핵란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율 인 활성화 조

건의 확립이 필요하다.

  성숙된 포유류 난자는 제2감수분열 기에서 

발달이 정지되어 있는데, 난포란의 활성화를 

한 감수분열 로그램의 재개는 수정으로 인한 

정자의 침투로 인해 동기부여가 주어진다. 정자

의 난자내 침입 자극이 없을 땐 인 으로 활성

화 자극을 가하여 intracellular-free calcium의 농

도 증가를 유발시켜 난포란의 핵분열을 진행 시킬 

수 있다. 이처럼 자성의 독자 인 유 체로 배발

달이 진행되는 상을 단 발생(parthenogenesis)

이라 한다. 인 으로 단 발생을 유기하는 방

법으로는 단백질합성 해제, 삼투압 충격, 고온 

충격, 기 충격, calcium ionohpore나 ionomycin

과 같은 이가이온 첨가, 에탄올 첨가 등이 있으

나, 활성화되는 기작은 방법 마다 차이가 난다

(Kaufman, 1983). 그러나 인 인 활성화 자극

은 정자의 침투에 의한 칼슘의 변화를 정확하게 

모방할 수는 없다(Tang 등, 2000).

  Wang 등(1998)은 돼지 난자의 활성화를 유도

하기 하여 여러 가지 인 인 자극을 처리했

으나 제2감수분열 기에서 단백질합성을 억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단백질합

성 억제인자인 cycloheximide(Pressice와 Prather, 

1994)나 6-dimethylaminopurine(6-DMAP) 등을 처

리하여(Susko-Parrish 등, 1994) 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이들 물질은 Maturation promoting 

factor(MPF)의 지속 인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분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으로 재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다(Grupen 등, 2002; Ikumi 등, 

2003; Lee 등, 2004; Martinez 등, 2003; M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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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Masui, 1994; Roh와 Hwang, 2002). 

  단 발생을 유도하는 화학 물질의 처리 시 병

행처리가 단독 처리구 보다 난자를 활성화 시키

는 능력이 효율 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Loi 

등, 1998), 화학물질 처리 후 기 자극 처리를 

하여 활성화 능력을 개선시키는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단 발생란의 생산을 해 여러 

종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각 종간에 있어 

화학물질의 처리 농도나 시간에 있어 차이를 보

이고 있어 명확한 구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돼지 난자의 활성화에 미치는 

6-DMAP와 cycloheximide의 정한 농도를 구명

하고자 실시하 다.

Ⅱ. 재료  방법

  

1. 공시 난포란의 채취

  도축장에서 정상 인 생식기를 가진 암퇘지의 

난소를 출하여 75 ㎍/ml penicillin G와 50 ㎍

/ml streptomycin sulfate(Sigma, USA)를 첨가

한 35～38℃의 멸균생리식염수(0.9％ NaCl)가 충

만 된 보온병에 침지하여 1시간 이내에 실험실로 

운반하 다. 미리 비해둔 따뜻한 멸균생리식염

수로 2～3회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하고 18-gauge 

주사침이 장착된 10 ml 주사기로 직경이 2～6 

mm의 포상난포로부터 난포액과 함께 난포란을 

흡입하여 15 ml tube에 옮겨 38℃로 조정된 정온

(multi-block, USA)에 10분간 정치하여 난포란

의 침 을 유도한 다음 pellet만을 취하여 페트리

시에 넣고 1 mg/ml PVA(Sigma, USA)가 첨

가된 TL-Hepes로 희석하여 실체 미경

(SMZ-2T, Nikon, Japan)하에서 난포란을 골라

낸다. 난구세포로 난자의 부분을 둘러싸고, 난

세포질이 균일한 난포란을 선별하여 체외성숙 실

험에 공시하 다.

2. 난포란의 체외 성숙

  체외 성숙 배양액은 NCSU 23을 기본배양으로 

하여 10%의 Porcine follicle fluid(pFF), 10 IU/ml

의 Pregnant Mare's Serum Gonadotropin(PMSG), 

10 IU/ml human Chorionic Gonadotropin(hCG)

과 10 ng/ml의 EGF를 첨가하여 사용하 다. 돼

지 난포액은 6 mm 이상 크기의 난포에서 채취

하여 -4℃의 온 하에서 3,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고, 0.8 ㎛ 필터로 여과․멸균한 후, 

-20℃의 냉동고에 냉동 보 하 다가, 사용 직

에 융해하여 사용하 다. 체외성숙 배양에는 

4-well dish(Nunc, Denmark)를 사용하여 각 well

당 500 ㎕의 난자 성숙용 NCSU-23 배양액을 넣

어 배양을 실시하 다. 회수한 양질의 미성숙

난자는 TL-Hepes-PVA 배양액으로 3회 세정하

고, 체외성숙용 배양액으로 3회 세정하 다. 세정

된 미성숙난포란은 각 well당 40～50개씩 넣어 

39℃, 5％ CO2 배양기 내에서 호르몬을 첨가한 

배양액에서 먼  22시간 성숙 시키고, 이 후 호

르몬을 첨가하지 않은 배양액에서 22시간 성숙시

킴으로써 총 44시간 배양시켜 체외 성숙을 유도

하 다.

 

3. 난포란의 활성화와 체외배양

  44시간 동안 체외성숙시킨 난포란을 0.1% 

hyaluronidase로 난포란의 난구세포를 제거한 후, 

실체 미경하에서 난세포질이 검고 균일하며, 제

1극체가 뚜렷이 방출된 것만을 골라 실험에 공시

하 다. 선별된 성숙난포란은 화학물질 처리로 

각각 2, 3  4 mM/2hr의 6-DMAP와 5, 7.5,  

10 ug/ml/6hrs의 cycloheximide로 처리하여 활성



김종화․박병권․한만희․이규승

- 4 -

화를 유도하 으며 활성화 시킨 단 발생란은 

0.4% BSA(A0281, Sigma, USA)가 함유된 

NCSU 23 배양액을 기본 배양액으로 사용하여 

39℃의 탄산가스배양기(5％ CO₂포화습도) 내에

서 6～7일까지 배양하면서 난할률  배반포 형

성률을 비교하 다.

Fig. 1. A differentially stained parthenogenetic 

porcine blastocyst. The blue-stained 

objects are the nuclei of the inner 

cell mass cells and the pink-stained 

objects are the nuclei of the 

trophectoderm (200x).

4. 활성화의 정  배반포의 이 형 염색

  활성화의 정은 각각의 처리구별로 활성화 시

킨 후 배발달 배양액에 옮겨 추가로 6시간 동안 배

양한 다음 난포란의 일부를 Byun 등(1991)의 방법

에 따라 난자 속염색법(Rapid staining method)으

로 염색하여 핵의 형성을 검사하여 확인하

다. 염색방법을 요약하면 slide glass 에 15～20

개의 난포란을 하한 다음, cover glass로 덮고, 

난포란의 부피로 생긴 cover glass와 slide glass

의 틈으로 고정액(glacial acetic acid : absolute 

ethanol = 1 : 3)을 흘리는 방법으로 5분간 고

정하 다. 고정이 끝난 난포란의 염색은 염색액

을 고정액과 같은 방법으로 주입하여 2～3분간 

염색을 실시한 후, 탈염제(glacial acetic acid : 

distilled water : glycerol = 1 : 3 : 1)를 흘려 

난세포질 이외의 염색액을 제거시킨 다음, 상

차 미경(400～1,000×)으로 난포란의 핵 형성

을 확인하 다. 

  배반포의 이 형 염색은 내부세포괴(inner cell 

mass, ICM)의 세포와 양배엽(trophectoderm, 

TE)의 세포를 구별하기 해서 Machaty 등(1998)

의 이 형 염색방법을 사용하 다. 염색방법을 

요약하면, 수정란의 투명 를 0.5% pronase에 처

리하여 용해시킨 후, TL-Hepes-PVA 배양액으

로 3회 세척하 다. 그 다음 rabbit anti-pig 

whole serum이 1 : 5로 희석된 TL-Hepes 용액

에서 1시간 처리한 후, TL-Hepes-PVA 용액으

로 5분간 3회 세척하 으며, 10 ㎍/ml Hoechest 

33342와 10 ㎍/ml propidium iodide(1 : 1)이 함

유된 Guinea pig complement가 함유된 TL-Hepes 

(1 : 10)-PVA에서 1시간 처리하 다. 의 방

법에 의해 면역 외과 인 처리가 끝난 수정란은 

slide glass 에 3㎕의 mounting 용액을 떨어뜨려 

소 을 만들고 수정란을 투여한 후, cover glass

를 덮고 매니큐어로 입하여 형 미경(200×)

하에서 세포수를 조사하 다.

5. 통계분석

  각 처리구에 하여 4회 이상 반복실험을 실시

하 고, 얻어진 모든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AS/STAT 6.03 package(SAS, 1996)를 이용하

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후, Duncan's 

다 검정(DMRT)에 의하여 처리구간 유의성을 

검정하고, P값이 0.05 이하의 결과만 통계학 으

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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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6-DMAP와 cycloheximide가 돼지난포란의 

활성에 미치는 향

  미성숙 돼지난포란을 44시간동안 체외성숙한 

후 제1극체가 뚜렷이 방출된 난포란을 선별하여 

6-DMAP를 2시간 동안 2, 3, 4 mM씩 처리한 후 

6시간 뒤에, cycloheximide를 6시간동안 5, 7.5, 

10 ㎍씩 처리한 후 6시간 뒤에 활성화율을 조사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6-DMAP를 2시간 동

안 2, 3, 4 mM씩 처리한 후 6시간 뒤의 활성화

율은 2 mM 처리 시 51.2%로 3 mM의 38.1%과 

4 mM의 35.1%보다 유의 으로 높은 활성화율

을 나타냈으며(p＜0.05), cycloheximide를 6시간

동안 5, 7.5, 10㎍ 씩 처리한 후 6시간 뒤에 활성

화율은 5 ㎍/ml 처리 시 47.7%로 7.5 ㎍/ml의 

36.1%과 10 ㎍/ml의 38.2%보다 유의 으로 높

은 활성화율을 나타냈다(p＜0.05).

2. 6-DMAP와 cycloheximie로 활성화시킨  돼

지난포란의 배발달에 미치는 향

  미성숙 돼지난포란을 44시간동안 체외성숙한

Table 1. Effect of 6-DMAP, and cycloheximide concentration on activation of porcine 

oocytes matured in vitro

Treatment Concentration
No. of

treated oocytes

Number 6-h postactivation

Total activeted

6-DMAP

(mM)

2 125 64(51.2)a

3 102 37(38.1)b

4 121 40(35.1)b

CHX2

(㎍/ml)

5 107 51(47.7)a

7.5 108 39(36.1)ab

10 89 34(38.2)b

 6-DMAP : 6-dimethylaminopurine, CHX2 : cycloheximide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column deno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후 제1극체가 뚜렷이 방출된 난포란을 선별하여 

6-DMAP를 2시간 동안 2, 3, 4 mM씩 처리한 

후, cycloheximide를 6시간동안 5, 7.5, 10㎍ 씩 

처리한 후 난할률과 배반포 형성률을 조사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6-DMAP를 2시간 동안 2, 

3, 4mM씩 처리한 후 48시간째에 조사한 난할률

은 2 mM이 52.7%로 3 mM과 4 mM의 34.6%와 

32.1%보다 높은 유의 인 차이를 보 으며(p

＜0.05), 배반포 형성률은 2 mM이 25.2%로 다른 

처리구의 17.8%와 16.0% 보다 유의 으로 높은 

발달률을 보 다. 한, cycloheximide를 6시간동

안 5, 7.5, 10 ㎍ 씩 처리한 후 48시간째 조사한 

난할률은 5 ㎍/ml 처리 시 46.8%로 7.5 ㎍/ml의 

36.1%과 10 ㎍/ml의 33.2%보다 유의 으로 높

은 난할률을 나타냈으며(p＜0.05), 배반포 형성률

은 5 ㎍/ml이 27.3%로 다른 처리구의 18.5%와 

18.4% 보다 유의 으로 높은 발달률을 보 다.

3. 6-DMAP와 cycloheximide가 배발달에 따

른 세포수에 미치는 향

  6-DMAP와 cycloheximide를 처리하여 활성화

시킨 난포란의 체외배양 7일째의 배반포기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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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6-DMAP, and cycloheximide concentration on cleavage and in vitro 

development of activatived porcine oocytes

Treatment Concentration
No. of

Treated 

No(%). of oocytes developed to

48hr

Cleaved

6~7 Days

Blastocysts

6-DMAP

(mM)

2 131 69(52.7)
a

33(25.2)
a

3 107 37(34.6)b  19(17.8)ab

4 106 34(32.1)b 17(16.0)b

CHX2

(㎍/ml)

5 111 52(46.8)
a

30(27.3)
a

7.5 108 39(36.1)b 20(18.5)b

10 109 36(33.2)b 20(18.4)b

 6-DMAP : 6-dimethylaminopurine, CHX2 : cycloheximide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column deno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able 3. Effect of 6-DMAP, and cycloheximide concentration on mean cell number of 

activatived porcine oocytes

Treatment Con.
No. of

Treated 

No. of

blastocysts

No. of ICM cells

(Mean±SE)

No. of TE cells

(Mean±SE)

Total cell no. of 

blastocysts

(Mean±SE)

6-DMAP

(mM)

2 131 33 4.2±1.2 37.5±4.8 41.7±4.4

3 107 19 2.6±1.0 34.5±4.8 37.2±4.8

4 106 17 4.4±1.7 28.7±5.1 33.2±4.8

CHX2

(㎍/ml)

5 111 30 3.5±0.5 36.8±2.5 40.4±2.4

7.5 108 20 8.1±2.5 31.3±3.6 39.8±4.4

10 109 20 5.2±1.4 33.0±3.0 38.4±3.2

 6-DMAP : 6-dimethylaminopurine, CHX2 : cycloheximide

이 형 염색하여 세포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내부세포괴(ICM)세포수는 6-DMAP 2, 

3, 4 mM에서 4.2, 2.6  4.4개이고, cycloheximide 

5, 7.5  10 ㎍/㎖에서는 3.5, 8.1  5.2개로서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P＜0.05). 체평균으로

도 6-DMAP 와 cycloheximide간의 유의성이 인

정되는 차이가 없었으나, 6-DMAP에서는 4 mM

이, cycloheximide에서는 7.5 ㎍/㎖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 총세포수를 보면 6-DMAP에서 

41.7, 37.2  33.2개이고, cycloheximide에서 40.4, 

39.8  38.4개로서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며, 

체평균으로도 6-DMAP와 cycloheximide간의 

유의성이 인정되는 차이가 없었으나, 6-DMAP에

서는 2 mM이, cycloheximide에서는 5 ㎍/㎖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Ⅳ. 고  찰

  도축직후 실험에 공시되는 난포란은 제1감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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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기에 정지된 상태로서 호르몬의 자극을 주

어 감수분열을 재개시켜 제2감수분열 기까지 

성숙시키게 된다. 제2감수분열 기까지 성숙된 

난포란은 p34
cdc2

와 cyclin B로 구성되어 있는 

Maturation promoting factor(MPF)의 활성으로 

성숙이 멈추게 된다. MPF는 핵막붕괴, 염색체 

응축, 방추사 형성 등에 여하는 역할을 하지만, 

조 분 인 cyclin B가 괴되지 않으면 감수분

열 기에서 진행이 단되는 것이다. MPF의 

활성 유지는 c-mos proto-oncogene product인 

Mos가 mitogen-activated protein kianse(MAPK)

를 활성화시켜 MPF의 조 분 인 cyclin B의 

괴를 억제하는데 기인하며(Sagata, 1998; Ya- 

mashita, 1998), 제2감수분열 기로부터 감수분

열의 진행을 막는다(Campbell 등, 1993; Collas 

등, 1993). 감수분열의 재개는 난세포내로 Ca
2+
이 

유입(Kline와 Kline, 1992)되면서 CaM kinaseⅡ

를 활성화시킴으로 p34
cdc2

로부터 Mos와 Cyclin 

B가 제거되어(Russo 등, 1998) 계속 인 난자의 

발달이 일어나 제2감수분열을 완료시키고 난할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6-DMAP를 이용하여 돼지 난포

란의 활성화시에 2 mM에서 2시간 동안 처리하

을 때 가장 높은 활성화율  배반포 형성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Cibelli 등, 1998; 

Wells 등, 1998; Rho 등, 1996), 면양(Loi 등, 

1998; Loi 등, 1997), 돼지(Betthauser 등, 2000), 

토끼(하 등, 1998), 생쥐(Liu 등, 1997) 등의 실

험 결과와 농도면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

나, 처리 시간의 결과는 종별로 조 씩 차이가 

난다. 이는 MARK의 불활성화로 인한 cyclin B

의 분해 정도가 종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포유류의 난포란에 6-DMAP 

처리를 하여 활성화를 시켰을 때 MPF의 활성이 

감소되었고(Susko-Parrish 등, 1994), 핵형성률

이 증가하 으며(Szollosi 등, 1993; Moses와 

Masui, 1994; Susko-Parrish 등, 1994; Leal과 

Liu, 1998; Loi 등, 1998), 단 발생란으로의 발

달 능력도 개선되었다는 보고(Susko-Parrish 등, 

1994; Liu 등, 1998) 등을 통해 6-DMAP가 성숙 

난포란의 활성화에 미치는 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숙 난포란의 활성화에 있

어 각 종별로 가장 효율 인 6-DMAP의 처리 

농도  시간의 구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성숙한 돼지 난포란에 Cycloheximide 5 ㎍/ml

를 6시간 동안 처리하 을 때 본 실험에서는 가

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5 

㎍/ml의 cycloheximide만으로 4-세포기 돼지 수

정란의 단백질 합성을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

었다는 보고(Jarrel 등, 1991)와, 기자극 후 5 

㎍/ml의 cycloheximide와 복합 처리하는 것이 돼

지 난자를 효과 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며, 

cycloheximide에서 활성화 처리하는 시간은 6시간

보다 4시간이 더 효과 이었다는 보고와 처리 농

도에서 동일한 결과이었다(Nussbum과 Prather, 

1995). 그러나 10 ㎍/ml로 6시간(First 등, 1992; 

Presicce와 Yang, 1994b) 처리한 결과와 농도에

서 차이를 보 고, cycloheximide 5 ㎍/ml의 농

도는 돼지 난자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할 수 있으

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세포막의 수송기능에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보고(Ding 등, 1992; 

Jilek 등, 2000)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었다. 한 

소에 Cycloheximide 처리는 낮은 활성화율을 나타

냈다는 보고와는 달리(Liu 등, 1998a), 돼지 난자

의 활성화 처리에는 높은 활성화율을 나타내었다.

  단백질합성 억제인자인 cycloheximide와 히스

톤 억제인자인 6-DMAP는 단독 처리로도 난자

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calcium ionophore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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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ol 등과 같은 화학물질과 병용 처리하 을 

경우 좀 더 효율 이라는 보고가 있다(Presicce

와 Yang, 1994a; Loi 등, 1998). 이는 활성화 단

계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을 얼마만큼 공 했느냐

에 따른 차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화학물질 각각

의 정량 악과 상 계의 정립이 추가 으로 

필요하고 사료된다. 

  

Ⅴ.   요

  본 연구는 돼지 난포란의 활성화에 미치는 

6-DMAP와 cycloheximide의 정한 농도를 구명

하고자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6-DMAP는 2 mM을 2시간 동안 처리하 을 

때 활성화율, 난할률, 배반포 형성률은 51.2, 

52.7, 25.2%로서 다른 처리구보다 유의 으로

(p＜0.05)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2. Cycloheximide는 5 ㎍/ml을 6시간 동안 처리

하 을 때 활성화율, 난할율, 배반포 형성률

은 47.7, 46.8, 27.3%로서 다른 처리구보다 유

의 (p＜0.05)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3. 6-DMAP와 Cycloheximide로 활성화를 유도

한 후 배발달 배양액인 NCSU 23에 7일간 배

양하 을 때의 배반포기 배의 세포수를 조사

한 결과 내부세포괴(ICM)세포수와 총세포수

에서 유의 인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결론 으로 6-DMAP는 2 mM을 2시간 동안 

처리, Cycloheximide는 5 ㎍/ml을 6시간 동안 처

리하 을 때 돼지 난포란의 활성화에 합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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