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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ause of infertility is either fertilization failure or early embryonic death. The aetiology may involve a 
combination of many factors, e.g. genetic factors, abnormalities in the gametes nutritional disorders, inadequate luteal 
function, and delayed ovul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icroorganisms collected from 
uterus of Hanwoo cattle on early embryonic development. Microorganisms isolated from the uterus of Hanwoo cattle 
included Bacillus cereus (Bc), Bacillus thuringiensis (Bt), Staphylococcus warneri (Sw) and Enterococcus faecalis (Ef). 
When cultured with Bc, Bt, Sw, and Ef, oocytes were not developed into a blastocyst in vitro.  The proportion of blastocyst 
was dramatically increased after reducing the number of microorganisms (104 CFU/ml). Interestingly, the proportion of 
blastocyst was decreased by adding the Sw and Ef.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mong intrauterine microorganisms, Sw
and Ef strains negatively affect theearly embryonic development, thereby aggravate the rates of implantation and pregnancy. 
These findings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association studies in other pig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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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 한우 사육에 있어 능력 개량과 번식 효율의 증대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있는 사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결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효율적 방안중의 하나

로 수정란 이식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수정란 이식은 우수 

유전 형질을 보유하고 있는 암가축으로부터 다수의 수정란

을 회수하여 다른 개체에 이식 후 자축을 생산함으로써 우

수한 유전 형질을 가진 개체를 효과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

고, 형질이 동일한 다수의 자축을 단시간 내에 생산이 가능

하므로 가축의 능력 개량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Christensen, 1991). 소 수정란이식의 성공률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수란우의 발정 유무(Nelson and Nelson, 1985), 

발정유기 방법(Walton et al., 1986), 자궁각의 위치

(Wright, 1981), 이식 부위(Boland et al., 1976), 수란우

의 발정동기화(Sreenan, 1983) 및 혈중 progesterone 농

도(Sreenan and Diskin, 1987), 영양상태(Broadbent et 

al., 1991), 산차(Sreenan and Diskin, 1987) 및 황체등급

(Donaldson, 1985)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어져 왔다. 

그러나 수정란 이식의 수태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자궁 내 미

생물의 차이에 있다. 소의 자궁은 분만 후 1 - 2주 동안은 

E. coli와 같은 Gram-negative 통성 혐기성 균이 자궁 내

에 존재하고 분만 후 2주부터는 Arcanobacterium pyogenes, 

Bacteroids, Fusobacterium과 같은 Gram- negative 혐

기성 균들이 존재하게 된다(Ahlers and  Grunert, 1993). 

특히 후산정체와 난산은 분만 후 번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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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궁 감염을 용이하게 한다(Laven and Peters, 1996; 

Mellado and Reyes, 1994). 그러나 정상적인 자궁은 분만 

후 박테리아 침입에 대한 방어기구를 가지고 있는데(Jainudeen 

et al., 1993), polymorphonuclear inflammatory cells 

(PMNs)이 질이나 자궁강으로 유입되어 자궁 내부를 감염시

키는 미생물들을 탐식함으로써 방어적인 기능을 한다고 알

려져 있다(Hussain and Daniel, 1992). 분만 후 경산우나 

미경산우가 정상적인 발정 주기를 가지고 있고 표면적인 임

상 조사에서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종부를 시켜

도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에 대한 요인으

로서 영양, 대사성 질병, 호르몬 장애, 자궁 감염, 조기배 

사멸, 축사 수용 시설, 발정 발견의 효율성, 수정 과정, 환경 

등과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다(Lafi and Kaneene, 1992). 

특히 세균성으로 인한 자궁 감염은 저 수태우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Singh et al., 2000), Semambo 등(1992)은 Actinomyces 

pyogenes를 접종 후 4시간 만에 자궁으로부터 수정란이 분

리되어 배사멸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분만 후 자궁 

내에 병원성 및 비병원성 박테리아가 존재하면 자궁 수복이 

35일 이상으로 소요되기도 하고, 어떤 미생물들은 자궁의 

방어기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자궁 내막염을 일으키고 이 

미생물들의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대사성 산물 및 염증성 

분비물로 인하여 자궁 내 환경이 변화됨으로써 수태를 방해

하게 된다(Akhtar and Singh, 1979).

한편 국내에서의 수정란이식에서 궁극적인 목적인 송아

지의 생산을 증가시켜 생산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임상

적 조건하에서 수정란이식 효율성의 증대가 필요하므로 자

궁 내 환경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당면하는 문제점들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된바 있다(Kim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우 암소들 중에 2회 이상 번식에 

공여하여도 수태가 되지 않는 개체들의 자궁에서 채취한 

미생물들이 체내수정란의 발달 및 수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체외에서 수정란들과 공배양하여 수정란

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한우 암소 자궁 내 미생물 조사

한우 암소 자궁환경 조사를 위해 계절번식을 하여 전년

도 번식불량 한우 10두를 발정동기화후 도축하여 자궁을 

적출하였다. 적출된 자궁을 혐기적으로 처리한 후 즉시 30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Dehority’s 배지를 자궁에 주입하여 

자궁을 마사지한 후 주입한 배지를 회수하였다. 미생물 검

사는 채취한 샘플액 1 ml을 취해서 희석액 9 ml에 넣고 

잘 섞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10 ml에서 다시 1 ml 취해서 

희석액 9 ml에 넣고 잘 혼합하였다. 유산균을 계산 할 수 

있는 BCP agar와 총 세균을 계산 할 수 있는 SPC agar, 

TSA agar를 만들었고, 각각 희석액에서 0.1 ml 취해서 만

든 agar에 떨어뜨린 후 스프레딩 하였다. 24 - 48시간 동

안 37℃에서 배양 후 꺼내었다. 형성된 콜로니를 따서 동결

바이알에 넣은 후 –70℃에서 보관하였고, 실험을 위하여 

균이 필요할 때 마다 동결바이알을 꺼내어 액체배지에 넣

어 37℃에 배양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2. 난포란의 체외성숙

도축장에서 도살 직후 채취된 한우 난소를 37℃ 생리식

염수가 들어있는 보온병에 담아 실험실로 이동하였다. 난소 

표면의 혈액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18 gauge 주사기를 이

용하여 2 - 6 mm 가시난포로부터 난포액을 흡입하였다. 

흡입된 난포액은 petri dish에 옮겨, 실체현미경을 사용하

여 세포질이 균일한 난자만 선별하여 난자 배양액(HEPES- 

TCM-199 + 10% FBS)으로 2회 세척 하였다. 세척이 끝난 

난자는 35 mm petri dish에 1 - 2 ml 배양액으로 옮겨 

다시 3회 세척하였다. 이때 2차선별을 하였고, 4-well 

dish에 배양액 각각 100 ㎕을 넣은 다음 신속하게 30 - 

40개의 난포난을 옮겼다. 이 후 5% CO2배양기에서 난자를 

22 - 24시간 성숙시켜 체외수정에 이용하였다. 

3. 체외수정 및 미생물 첨가 체외배양

체외수정은 성숙된 난포란의 난구세포의 일부를 제거하

고,  IVF-TALP 배양액에서 체외수정 하였다. 체외수정에 

사용된 정액은 한우 동결정액을 사용 하였다. 체외수정에 

사용된 정자의 최종농도는 2.0 × 106 
cell/ml이 되도록 맞

추었고, 6시간동안 CO2 5%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한우

의 자궁에서 동정된 미생물을 원심분리 한 후 mSOF 500 

㎕를 넣어 두었다. 그 후 자궁에서 동정된 미생물이 원액과 

희석액이 포함된 mSOF  용액에 수정된 난자에 붙어 있던 

정자를 때어 낸 다음 배양액으로 3번 세척 후 각  m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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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number of microorganisms collected from uterus 
of each Hanwoo cattle.

Table 1. Various microorganisms collected from uterus of 
each Hanwoo cattle.

No. Microorganisms collected from uterus of Hanwoo 

21007 Bacillus thuringiensis, Bacillus cereus
21036 Bacillus thuringiensis, Staphylococcus warneri
21243 Bacillus cereus
22036 Enterococcus faecalis

용액에 난자들을 넣어준 뒤 체외에서 공배양을 하였다.

4. 통계분석

대조군과 미생물을 공배양한 체외수정란 생존율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해 SAS 패키지(SAS institute Inc. NC, 

USA)를 이용하여 만텔 핸즐 카이제곱 검정(Mantel Haenszel 

chi square test)을 실시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한우 암소 자궁 내 미생물 검사

본 연구에서 공시하였던 한우는 번식에 공여하여 교배를 

수행하였을 때 수태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한우를 공시

하였다.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

정란 이식시 수란우의 자궁환경이 불량할 경우 수태율이 

저하될 수 있다고 가정 하였다. 한우 암소 10두의 자궁을 

적출하여 자궁 내 미생물을 조사 하였다. 그 결과 4두에서

는 미생물 검출에 실패 하였고, 2두에서는 자궁환경을 개선

하는 동물약품을 처리 하였기에 미생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공시축에서 제외하였다. 4두의 자궁에서 조사된 미생

물에 대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한우 암소 자궁 내 감염된 

미생물을 분리 동정하여 조사된 미생물의 균총수에서는 2

개 개체에서 100 log CFU/ml이상 분리 동정된 개체는 2두 

있었으며 10 log CFU/m이하 분리 동정된 개체가 2두 있었

다(Fig. 1). 분리 동정된 미생물의 종류는 총 4가지 종류로 

Bacillus thuringiensis (Bt), Bacillus cereus (Bc), Staphylococcus 

warneri (Sw) 그리고 Enterococcus faecalis (Ef) 이었다. 

개체별로 검출된 미생물 종류는 Table 1과 같다. Bt는 일반

적으로 생물학적 살충제(농약)으로 사용되는 그람 양성균

으로 토양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고 세포간 단백

질 유리화 독성을 나타내는데 주로 곤충의 애벌레에 만연

되어있으며, 생물학적 살충제로 사용되기도 한다(Brock et 

al., 2009). Sw는 포도상구구균의 일종으로 거의 질병을 

유발시키지는 않지만 때때로 면역체계에 손상을 준다고 보

고되고 있다(Barigye et al., 2007). 그리고 Ef는 인간과 

다른 포유류의 소화관에 상재하고 있는 그람 양성 공생 세

균으로서 요로감염증이나 아급성 심내암염에 원인이 된다

고 알려져 있다(Ray, 2004). 한우 자궁 내 분리동정된 주요 

미생물의 분포는 Bt가 42%로 가장 많이 존재하였고, 30%

정도는 분리 동정이 불가능한 균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data not shown).

2. 한우 암소 자궁 내 미생물이 수정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궁 내 미생물이 체내 수정란의 수태율이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해 자궁 내에서 분리 동정된 미생물을 체외

에서 수정란과 공배양을 실시하여 발달율을 조사하였다. 

자궁 내 분리 동정된 미생물 4종을 원액의 균수를 그대로 

배양에 공시하였을 때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조구로 

68개의 난포란을 공시하여 난분할이 77.9%인 상태가 53개 

이었으며, 2 cell, 4 - 8 cell, 16 cell, morula, 발달율이 

각각 53, 49, 43, 37, 26개로 나타났으며 배반포까지의 발

달은 공시된 난자중에 38.2%로 나타났다. 그러나 Bc, Bt, 

Sw, Ef의 원액을 체외발달에 각각 난자 69개, 64개, 18개, 

21개를 공배양하여 체외에서 수정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미생물과의 공배양에서 공히 배반포

까지 발달하는 수정란은 전무 하였으며, Bt의 배분할이 24

개(37.5%)로 가장 높은 발달율을 보였으나 수정란들이 배

반포까지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Ef과의 공배양에서는 

공시된 난자가 분할조차도 발생되지 않았다(Table 2). 또

한 분리 동정한 미생물의 균종이 배반포 발달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자궁 내에서 분리 동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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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microorganisms co-culture on embryo survival in vitro development in Hanwoo cattle.

Treatment
No. of 
oocytes

Embryonic development

Cleavage
(%)

2 cell
(%)

4∼8 cell
(%)

16 cell
(%)

Morula
(%)

Blastocysts
(%)

Non 68 53
(77.9)

53
(77.9)

49
(72.1)

43
(64.7)

37
(54.4)

26
(38.2)

Bca)(5X106) 69 10 
(14.5)

10
(14.5)

2
(2.9)

- - -

Btb)(1X107) 64 24 
(37.5)

24
(37.5)

15
(23.4)

6
(9.4)

　- -　
Swc)(1X106) 18 1

(5.6)
1

(5.6)
1

(5.6)
- - -

Ef d)(1X107) 21 0 　- -　 -　 -　 -　
  (Mantel Haenszel )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Data are numbers of cell and percentage in each development phase 
a)Bc: Bacillus cereus (CFU/ml)
b)Bt: Bacillus thuringiensis (CFU/ml)
c)Sw: Staphylococcus warneri (CFU/ml)
d)Ef: Enterococcus faecalis (CFU/ml)

Table 3. Effect of number of microorganisms on early embryonic in vitro development in Hanwoo cattle.

Treatment
No. of 
oocytes

Embryonic development

Cleavage
(%)

2 cell
(%)

4∼8 cell
(%)

16 cell
(%)

Morula
(%)

Blastocysts
(%)

Non 72 58
(80.6)

58
(80.6)

43
(59.7)

31
(43.1)

26
(36.1)

23
(31.9 )

Bca)(1X104) 75 46
(61.3)

46
(61.3)

38
(50.7)

29
(38.7)

25
(33.3)

21
(28.0)

Btb)(1X104) 81 50
(61.7)

50
(61.7)

40
(49.4)

36
(44.4)

31
(38.8)

20
(24.7)

Swc)(1X104) 46 36 
(64.0)

36 
(64.0)

28 
(50.0)

18 
(32.0)

10
 (18.0)

4 
(7.0)

Efd)(1X104) 42 33 
(78.6)

33 
(78.6)

25 
(59.5)

15 
(35.7)

13 
(11.9)

1 
(2.4)

  (Mantel Haenszel ) 0.883 0.883 0.735 0.120 0.003 0.001

Data are numbers of cell and percentage in each development phase 
a)Bc: Bacillus cereus (CFU/ml)
b)Bt: Bacillus thuringiensis (CFU/ml)
c)Sw: Staphylococcus warneri (CFU/ml)
d)Ef: Enterococcus faecalis (CFU/ml)

미생물의 균수를 Table 3과 같이 균수를 똑같이 조절하여 

배양에 공시하였다. 그 결과 대조구와 시험군을 체외에서 

난자와 공배양하였을 때 난분할은 대조구, Bc, Bt, Sw, Ef 

각각 58(80.6%), 46(61.3%) 50(61.7%), 36(78.6%)이었으

며, 배반포에서는 각각 23(31.9%), 21(28%) 20(24.7%), 

4(7.0%), 1(2.4%)로 발달하였다. 특이하게 난분할에서는 

전부 60% 이상의 확률을 보였지만 배반포 단계에서 Sw, 

Ef에서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w의 경우 

소와 인간의 자연유산의 원인(Barigye et al., 2007)으로 

제시되고 있고 요로감염(Announ et al., 2004), 수막염

(Leighton et al., 1986), 등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도 보고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Sw 및  Ef들이 자궁 

내 수정란의 발달, 착상 및 수태율 저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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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시험은 한우 자궁 내 환경이 수정란 발달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우를 발정동기화하여 도축하였고, 

자궁을 적출하여 자궁 내 미생물을 분리 동정한 결과 Bc, 

Bt, Sw, Ef들이 조사되었다. 이 분리된 균들이 한우 수정란

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분리 동정된 균수를 

원액으로 공배양한 결과에서는 배분할 자체도 발생되지 않

는 경우도 있었으며, 미생물 균총수를 10
4 
CFU/ml으로 조

정하였을 때에는 Sw, Ef에서 저조한 배반포율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리 동정된 자궁 내 미생물이 10
4 

CFU/ml이상 되었을 때 암소 체내 수정란을 이식하였을 때 

체내 발달과 수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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