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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육질등급이 난포란의 배반포 체외생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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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e studies were conducted to establish the practical Hanwoo (Korean native cattle) improvement system through 
the combining of embryo transfer technology and confirming individual Hanwoo oocyte culture system and to investigate 
that correlation of Hanwoo carcass classification (intramuscular marbling) and oocyte donor for blastocyst production 
in vitro. In case of Hanwoo, the carcass meat quality grades were divided to grade 1⁺⁺, 1⁺, 1, 2, and 3 depends on 
fat distribution of longest muscle cross-sectional surface. As results, the numbers of follicular oocytes collected from 
individual fundamentally-registered Hanwoo yielded 1⁺⁺, 1⁺, 1, 2 and 3 meat quality were 9.5, 9.4, 8.5, 8.8 and 8.8 
per ovary, respectively. The numbers of retrieval oocyte from follicl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attle yield 
1⁺⁺, 1⁺ meat quality than in the cattle yield 1, 2 and 3 meat quality (p<0.05). The rates of blastocyst formation were 
18.2, 21.3, 29.4, 30.9, and 31.5% in the cattle yield 1⁺⁺, 1⁺, 1, 2 and 3 meat quality of after in vitro maturation, 
respectively. It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cattle yield 1⁺⁺ and 1⁺ meat quality than in the cattle yield 1, 2 and 3 
meat quality (p<0.05). In order to evaluate embryos quality, TUNNEL assay was conducted for each meat quality grade 
using blastocyst stage embryo on day 8. The results showed that apoptosis cell number was higher tendency in the cattle 
yield 1⁺⁺and 1⁺ meat quality (81 and 79, respectively) than in the cattle yield 1, 2 and 3 meat quality (51, 48 and 50, 
respectively)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each group. After embryo transfer, the conception rate of 
recipient was 53.5 (23 out of 43), 52.1 (38 out of 73) and 58.0% (58 out of 100) in the meat quality of 1, 1+ and 
1++, respectively.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conception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attle yield 1 meat 
quality than in the cattle yield 1⁺⁺, 1⁺ , 2, and 3 meat quality (p<0.05). In summar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pplication of confirming Hanwoo individual oocyte culture system and embryo transfer technology can make good 
use of the genetic resources conservation and improvement of Hanwoo. Relevance of the meat quality grade and 
reproductive ability of carcasses of Hanwoo will b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effective means for the associated 
research with obesity and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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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현행 가축의 개량 체계는 당대 및 후대 검정만

으로 우량 종모우를 선발하고, 이들로부터 생산된 보증 종모우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황 등
(2004)은 이러한 인공수정 기술은 한우 개량과 번식효율 증대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는 종모축 중심의 가축 개량이라

는 기술의 한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모우의 선발지수
가 육질보다는 체형과 육량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한우의 유전적

인 육질 개량은 저조한 실정이다(조 등, 1992; 박 등, 2001). 따
라서 한우 품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육량이나 육질 등

과 같은 경제적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관리하는 유전형
질의 보존 측면과 이러한 개체를 계획 교배 등을 통해 유전적

으로 개량하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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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전적인개량효율을높이기 위한지표로서는세대간격(ge- 
neration interval), 유전능력 평가의 정확도(selection accuracy), 
선발강도(selection intensity), 유전적 다양성(genetic variability)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개량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일정기간
내에 보다 더 유전자 구성 변화를 중심으로 육종을 행해야 한

다(Wu 등, 2012). 인공수정 기술과 더불어 가축 개량 효율을
촉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인 수정란 이식 기술은 공란축

의 생식기로부터 착상 전의 수정란을 회수하거나, 체외에서 수
정시킨 수정란을 조작, 배양하여 수란축의 생식기에 이식하여
착상, 임신, 분만을 유도하는 생명공학기술이다. 이 기술은 능
력이 우수한 송아지를 일시에 많이 생산(김 등, 2006)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모체의 유전능력 개량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진 방법이기도 하며, 나아가서 희귀동물의 보존과 복제동
물, 질환모델동물, 인공장기생산 동물 등과 같은 형질전환동물
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Thibier, 2001). 현재 수정란이식기술
을 이용한 소의 품질개량을 위한 실용적 방법으로는 주로 체

내수정란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유전적으로 우량하고 우수한
체격과 능력을 가진 암소에게 호르몬 처리 등을 통해 난자가

많이 배란되게 유도한 뒤, 우수한 종모우의 정액으로 수정 후
착상 전에 자궁에서 수정란을 회수하여 대리모의 자궁에 이

식, 임신, 분만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에서는
고 등(1981)에 의해 체내수정란의 비외과적 회수 및 이식, 생
산 성공 보고를 시작으로 가축 개량의 한 방편으로 농가 현장

에 적용되어져 왔으나, 개체 특성에 따른 과배란 처리의 어려
움과 비용 등의 문제점 등이 대두되고 있다(박 등, 2005). 이러
한 단점을 보완한 체외수정란을 이용하는 방법은 Brackett 등
(1982)이 도축된 소의 난소로부터 회수한 미성숙 난포란을 이
용하여송아지생산에성공한이래로체외수정란의이식및생

산연구등다양한측면에서활용되어졌다(Rosenkrans 등, 1993; 
Wiemer 등, 1991; Kajihara 등, 1992; Blondin 등, 1995; Carolan 
등, 1996; 황 등, 2004). 다만 도축된 암소의 난소를 이용한 체
외수정란의 생산 이식 방식은 무작위의 난소를 사용하는 체계

로서, 암소가 가지고 있는 유전형질을 알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전 육종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김 등, 
2000).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도축장에서 개체의 정보가
기록된 난소의 개체별 채취와 개체별 배양의 기법의 적용은

가축 개량의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축장에서 사라지
는 우수한 유전 형질들의 보전 및 개량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사료된다.
한편, 한우 도체의 육질등급은 도축장에서 도축 시 배최장

근 단면에 나타난 지방의 분포 정도에 따라 1⁺⁺, 1⁺, 1, 2, 3등
급으로 구분되어진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1⁺⁺등급의 육
질은 3등급에 비해 생리학적으로는 일종의 비만이라고 가정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가축들은 생산성 증대를 위

해 인간에 의해 사육되어지고, 사육 목적에 따라 섭식의 양상
이 변화하므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Wa- 
thes 등, 2007). 또한 이러한 체지방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생식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arley 
등, 2009). 체지방의 증가와 생식력과의 연관된 최근의 보고 자
료를 보면 쥐에게 사료급여 조절을 통한 체지방의 정도에 따라 
적은(<7%), 표준(7∼8%), 약간 많은(8∼11%), 매우 많은(>11%) 
그룹으로 분류한 뒤, 그룹별 체내수정란의 발달율을 조사한 결
과, 체지방이 매우 많은 그룹(>11%)과 적은 그룹(<7%)에서 배
반포로의 발달율이 적었고, 배반포의 전체 세포수에서 죽은 세
포가 많으며, 죽은세포의 기원이세포자연사(apoptosis)라고 보
고되었다(Kubandova 등, 2014). 이러한 실험 모델의 설계가 어
려운 대동물인 한우는 도축장에서 도축되어진 후 육량과 육

질에 따라 정확히 구분되어지며, 그 중 육질은 배최장근 단면
에 나타난 지방의 분포 정도를 기준으로 각각의 등급으로 구

분되어지므로 Kubandova 등(2014)의 연구모델과 유사한 실험
군으로 설정하면 체지방 함량과 생식력과의 비교 연구가 가

능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육질등급, 즉 체지방의 정도

에 따라 도축 암소 유래의 난자를 개체별로 채취하여 개체별

수정 및 배양 후 수정란 이식을 수행하여 이러한 개체별 한우

수정란 이식 기술이 농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나
아가서 체지방의 함량에 따른 체외 수정란의 발달율과 품질

및 임신율 등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배양액

미성숙 난포란의 회수 및 세척용 배양액은 10 mM HEPES 
(Sigma, H-6147)와 3.0 mg/ml bovine serum albumin(BSA, Si- 
gma, A-9647)이 첨가된 HEPES buffered Tyrode’s medium (TL- 
HEPES)이고, 미성숙 난자의 체외성숙용 배양액은 10% heat-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FBS: Gibco BRL, 26140-070)이
첨가된 TCM-199(Gibco BRL, 12340-030) 배양액에 1 μg/ml 
follicle stimulating hormone(FSH: Sigma, F-4021), 1 μg/ml est- 
radiol-17β(Sigma, E-6253)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정자의 세
정을 위한 배양액은 Sperm Tyrode Albumin Lactate Pyruvate 
Medium(Sp-TALP; Parrish et al., 1988)를 사용하였고, 체외수
정을 위한 배양액은 modified Tyrode Albumin Lactate Pyruvate 
Medium(Fer-TALP; Bavister and Yanagimachi, 1977)을 사용하
였다. 초기배(2∼8세포기) 난자의 배양을 위한 배양액은 0.3% 
bovine serum albumin (BSA: Sigma, A-6003)이 첨가된 CR1aa, 
후기 배(8세포기∼배반포) 배양을 위해서는 10% FBS가 첨가
된 CR1aa를 사용하였다. 모든 배양액은 사용하기 2주 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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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lection process of individual Hanwoo ovaries.

Fig. 2. Rating criteria by intramuscular marbling. (사진출처:한국종축개량협회)

조하여 0.22 μm membrane filter(Gelman Science, Ann Arbor, 
MI)로 여과하고, 4℃ 냉장고에 보관한 후 사용하기 전에 반드
시 39℃, 5% CO2 배양기에서 4∼5시간 이상 평형한 후 사용
하였다.

2. 개체별 난소 채취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에 소재한 김해 축산물 공판장에서

도축된 한우로부터 개체별로 채취한 난소를 난소 표면의 혈액

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개체별로 번호를 붙인 폴리 아마이드팩
에 담은 뒤 30∼33℃의 25 mg/ml gentamycin(Gibco, 15750- 
011)이 첨가된 0.9%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보온병에 담아, 도
축 후 2∼4시간 이내 실험실로 운반하였다(Fig. 1). 이때 질병
및 혈통 체계 유지를 위하여 브루셀라 검사 증명서와 도축우

난소 혈통 및 검역 확인원을 발급받았다. 한우에 있어서 근내
지방도는 배최장근 단면에 나타난 지방의 분포 정도에 따라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그리고 3등급 등 5등급으로 구
분하였으며, 그 기준표의 사진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익
일 축산물등급판정소의소 도체등급 판정기록표에 의거채취한 

난소의 도축번호와 대조하여 도체의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을기

록하였고,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한우개체정보 조회를 이용한바
코드로 개체별로 추적하여 혈통과 생년월일을 조사하였다.

3. 개체별 난포란 회수 및 체외성숙

도축장에서 개체별로 운반된 난소는 생리 식염수로 2∼3회
세척하여 난소 표면의 혈액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1회용 10 
ml 주사기에 18 gauge 주사침을 부착하여 2∼8 mm 직경의 가
시난포로부터 난포란을 개체별로 회수하였다. 회수한 난포란
을 TL-HEPES 용액으로 2∼3회 세척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
고, 실체현미경(×100∼×200)하에서 모든 난포란을 회수하여 개
체별로 35 mm petri dish(Falcon, 3001)에 분주하였다. 개체별
로 회수한 난포란은 체외성숙용 배양액으로 1∼2회 세척한 후, 
mineral oil(Sigma, M-8410)로 피복된 50 μl의 체외성숙용 배
양액에 각각 10∼20개씩 넣어 39℃, 5% CO2 배양기에서 22
∼24시간 동안 각각 배양함으로서 체외성숙을 유도하였으며, 
배양 후 난구세포가 잘 확산된 난포란을 선발하여 체외수정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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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외수정 및 체외 배양

체외수정용 정자는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선정한 
종모우 동결정액(—196℃)을 사용하였다. 동결정액은 상온에
서 10초간 방치한 후 39℃의 물에서 20초간 침적하였고, 소독
한 가위로 straw 양끝을 자르고, 미리 준비해둔 각 2 ml의 Sp- 
TALP 배양액에 45%와 90% Percoll(Sigma, P-4937)로 층이 만
들어진 15 ml 원심분리관(Falcon, 2097)에 조심스럽게 정액을
넣고, 2,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를 한 후 하층부의 정자
괴만을 회수하였다. 회수한 정자괴를 Sp-TALP 배양액에서 700 
rpm으로 5분간, 2회 원심분리한 후 최종 정자농도가 1×106 마
리/ml가 되도록 조절하여 체외수정용 정자로서 준비하였다. 체
외수정을 위해 형태적으로 난구세포가 확장된 난포란만을 선

별하여 0.03% hyaluronidase(Sigma, H-3507) 첨가 Fer-TALP 
용액으로 처리하여 난구세포를 제거하고, 체외수정에 제공하
였다. 체외수정은 체외성숙한 난포란을 1∼2회 세척한 후, 미
리 준비해둔 60 mm petri dish(Falcon, 3002)에 mineral oil로
피복된 50 μl drop의 Fer-TALP 배양액에 넣고, 39℃, 5% CO2 
배양기에서 정자와 난자를 24시간 동안 공배양하여 체외수정
을 유도하였다. 24시간동안 체외수정을 실시한 후, 개체별 난포
란은 200 μl의 micropipette(Gilson, Pipetman P200)을 이용한
pipetting으로 난구세포 층을 제거하고, 실체 현미경하에서 난
자 내 제 2극체 유무와 관계없이 형태적으로 정상이라고 판단
되는 난자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개체별 체외수정란을 미리 준
비해둔 0.3% BSA가 첨가된 CR1aa 용액으로 2∼3회 washing
한 후, 60 mm petri dish에 30 μl drop의 배양액에 넣어 39℃,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48시간째에 10% FBS
가 첨가된 CR1aa배양액으로 교체하였으며, 그 후 48시간마다
신선 배양액으로 교체하면서 7∼8일째까지 계속 배양하여 배
반포로의 배발달을 확인하였다.

5. 수정란의 평가

체외생산된 배반포의 품질평가는 8일령 배반포의 전체 세포 
수와 세포자연사 유래 사멸 세포 수를 형광 현미경하에서 측정

하였다. 배반포는 0.3% BSA가 포함된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DPBS: Gibco BRL, 14287-080) 용액으로 세척
한 뒤, 상온에서 1시간 동안 4% paraformaldehyde(Merck, Dar- 
mstadt, Germany)가 포함된 DPBS 용액에서 고정시켰다. 고정
된 배반포는 세척 후 1시간 동안 0.5% Triton X-100(Sigma- 
Aldrich) DPBS 용액에 처리하였다. 이렇게 처리된 배반포는
TUNEL 분석 시약(TUNEL, terminal deoxy nucleotidyl trans- 
ferase dUTP nick end labeling, In Situ Cell Death Detection 
Kit; Roche, Penzberg, Germany)으로 37℃, 어두운 곳에서 1시
간 동안 처리하였다. TUNEL 시약 처리 후 모든 배반포는 Ho- 
echst 33342(10 mg/ml in PBS; Sigma-Aldrich; stains all nu- 

clei, shows nuclear morphology) 시약으로 상온에서 5분간 대
비염색하여 형광현미경(BX50; Olympus)으로 관찰하였다

6. 수정란의 이식

수정란 이식을 위한 수란우는 경상남도 의령군 소재 합천

목장에서 생후 16개월 이상된 건강한 미경산우의 F1(한우×젖
소)이었으며, 수정란 이식 시술을 하기 전 3회 이상의 정상적
인 발정주기를 보인 미경산우만 선발하여, 발정 7일째에 직장
검사를 실시하여 자궁과 난소의 상태 및 황체의 위치(좌 또는
우)를 확인하고, 황체의 크기(직경 15∼25 mm)와 형태가 정상
인 수란우를 발정주기에 관계없이 25 ml의 prostaglandin F2α

를 11일 간격으로 2회 근육 주사하여 발정동기화를 유도하였
다. 발정동기화를 유도한 수란우는 1일 3회, 1회 30분 이상 관
찰하여 standing estrus(발정 0일)를 보이는 개체를 수란우로 판
정하여 발정 7일째에 비 외과적 자궁경관 경유법에 의해 수정
란을 이식하였다. 수란우의 수태율을 조사하기 위해 배반포를
이식한 후 50일째에 직장검사법으로 태막 및 양막낭을 촉진
하였다.

7. 통계처리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SAS package program(version 8.0)의
GLM(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처리평
균간 비교는 최소유의차 검정(LSD-test)을 통해 5%(p<0.05)일
때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1. 도축 공란우 육질등급별 채취 난포란 수의 변화

도축 공란우의 육질등급(1⁺⁺, 1⁺, 1, 2, 3)에 따른 채취한 난
포란 수는 Table 1과 같다. 실험 기간 동안 총 1,761두 3,522개
의 난소에서 31,038개의 난포란을 채취하였으며, 도체 육질등
급별 채취한 각각의 난포란 수는 1⁺⁺등급의 경우 총 278개 난
소에서 2,639개로 평균 9.5개, 1⁺등급의 경우 418개 난소에서
3,949개로 평균 9.4개, 1등급의 경우 1,226개 난소에서 10,369
개로 평균 8.5개, 2등급의 경우 1,224개 난소에서 10,770개로
평균 8.8개, 3등급의 경우 376개 난소에서 3,311개로 평균 8.8
개로서, 육질등급 1⁺⁺, 1⁺등급의 난소에서의 채취한 난포란 수
가 육질등급 1, 2, 3등급보다 유의적으로 많았다(p<0.05).

2. 도축 공란우 육질등급별 난포란의 체외 수정율 및 체외 

발달율

도축 공란우에서 육질등급별로 채취한 개체별 난포란의 체

외 수정율과 발달율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등급의 
경우 2,639개의 난포란 중에서 1,482개가 수정되어 5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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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ertilization rates of oocyte and developmental rates of in vitro fertilized oocyte from slaughtered donor Hanwoo according to 
meat quality

Meat quality No. of total
recovered oocyte1)

No. (%) of
fertilized oocyte

No. (%) of developed embryos to

8 cell Blastocyst

1⁺⁺  2,639  1,482(56.2)  1,109(74.8)  270(18.2)a

1⁺  3,949  2,279(57.7)  1,746(76.6)  485(21.3)a

1 10,369  5,787(55.8)  4,454(77.6) 1,703(29.4)b

2 10,770  6,333(58.8)  4,963(78.4) 1,954(30.9)b

3  3,311  2,044(61.7)  1,597(78.1)  643(31.5)b

Total 27,727 15,881(57.7) 12,280(77.1) 4,412(28.2)b

1) None-selected all oocyte.
a,b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1. The number of recovered follicular oocytes from slaughtered 
donor Hanwoo according to meat quality

Meat
quality

No. (%)
of Hanwoo

No. of
ovary

No. of 
follicular 
oocyte

No. of
follicular 

oocyte/ovary

  1⁺⁺  139( 7.9)  278  2,639 9.5b

 1⁺  209(11.9)  418  3,949 9.4b

1  613(34.8) 1,226 10,369 8.5a

2  612(34.7) 1,224 10,770 8.8a

3  188(10.7)  376  3,311 8.8a

Total 1,761(100) 3,522 31,038 8.8a

a,b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등급의 경우 3,949개의 난포란 중에서 2,279개가 수정되어 57.7 
%, 1등급의 경우 10,369개의 난포란 중에서 5,787개가 수정되
어 55.8%, 2등급의 경우 10,770개의 난포란 중에서 6,333개가
수정되어 58.8%, 3등급의 경우 3,311개의 난포란 중에서 2,044
개가 수정되어 61.7%로 나타났으며, 비록 3등급 유래 난포란의 
체외 수정율이 가장 높았지만, 각 그룹간의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p<0.05). 체외 수정란의 8세포로의 배 발달율은 1⁺⁺등
급의 경우 74.8%, 1⁺등급의 경우 76.6%, 1등급의 경우 77.6%, 
2등급의 경우 78.4%, 3등급의 경우 78.1%로서 그룹 간 비슷한 
경향이었다. 한편, 체외수정란의배반포로의배 발달율은 1⁺⁺등
급의 경우 18.2%, 1⁺등급의 경우 21.3%, 1등급의 경우 29.4%, 
2등급의 경우 30.9%, 3등급의 경우 31.5%로서, 1⁺⁺, 1⁺등급 그
룹이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5).

3. 육질등급별 체외 생산된 배반포의 세포자연사

Table 3에서제시된바와같이, 육질등급별체외생산된배반
포의 평균 전체 세포 수는 1⁺⁺등급은 1,152개, 1⁺등급은 1,144
개, 1등급은 1,205개, 2등급은 1,162개, 3등급은 1,155개로서, 
각 그룹 간의 유의차는 없었다. 한편, 육질등급별 체외 생산된
배반포의 세포 사멸수는 1⁺⁺등급은 81개(7.0%), 1⁺등급은 79
개(6.9%), 1등급은 51개(4.3%), 2등급은 48개(4.1%), 3등급은
50개(4.3%)로서, 육질등급이 비교적 낮은 그룹(1등급, 2등급, 3
등급)이 높은 그룹보다 사멸 세포 수는 적었지만, 유의차는 없
었다.

4. 육질등급별 체외 생산된 배반포의 이식결과

육질등급별 체외 생산된 배반포의 이식 후 태아로의 발생율

은 Table 4와 같다. 1⁺⁺등급의 경우 43두 중 23두(53.5%), 1⁺
등급의 경우 73두 중 38두(52.1%), 1등급의 경우 100두 중 58
두(58.0%)가 임신하여 1등급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임신율을
나타내었다(p<0.05). 2등급의 경우 12두 중 10두(83.3%), 3등
급의 경우 1두 중 1두(100.0%)가 각각 임신하여 하여, 육질등

Table 3. Rates of apoptotic cell in blastocyst from slaughtered 
donor Hanwoo according to meat quality

Meat 
quality

No. of examined
blastocyst1)

No. of
total cell

No. (%) of
apoptotic cell

1⁺⁺ 10 1,152 81(7.0)

1⁺ 10 1,144 79(6.9)

1 10 1,205 51(4.3)

2 10 1,162 48(4.1)

3 10 1,155 50(4.3)

1) 8-day blastocyst after in vitro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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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gnancy rates after embryo transfer from slaughtered 
donor Hanwoo according to meat quality

Meat quality No. of recipient No. (%) of pregnancy

1⁺⁺  43  23( 53.5)a

1⁺  73  38( 52.1)a

1 100  58( 58.0)b

2  12  10( 83.3)

3  1   1(100.0)

Total 229 130( 56.8)b

a,b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급이 낮은 유래의 난포란에서 체외 발생한 배반포일수록 태

아로의 배발생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차는 나타
나지 않았다(p<0.05).

고  찰

한우 개량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체외 난포란의 개체별 배

양 체계와 수정란 이식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인공수정과 체

내수정란 이식 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

다. 이러한 체계의 확립은 한우의 도축 후 기록되어지는 개체
의 육량 및 육질 등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을 가진 한우 개체의 체외 수정란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

기 때문에, 한우 개량의 방향성 결정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
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한우의 경제적 개량 방
향인 육질 개량 측면에서 도축 후 육질 등급별로 구분된 한우

개체별 난포란 유래 난자의 체외 발생능력을 검토하였다.
박 등(2000)은 생체에서 회수한 난포란 수는 1개의 난소 당

평균 4∼5개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Mermillod 등(1992)은 도
축된 1마리의 암소 난소에서 회수 가능한 난포란 수는 평균
14.1개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Table 1)에서는 한우 개체 당
평균 17.6개의 난포란을 회수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연구자에
따라 가시 난포란의 표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도축장에서 사라져가는 육질 등급이 우수한 암소 유전자의 재

활용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인간의 경우, 체지방의 증가는 비만이라고 표현하지만, 동물의 
경우 체지방의 증가가 비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기

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만과 관련된 채란 수 또는 수정란의

생산에 관한 많은 연구 보고들이 있다. 예를 들면 채란 수는
쥐의경우, 고지방섭취에의한비만은수정란의채란수가증가
(Minge 등, 2008)할 수도 있지만, 감소한다는 보고(Jungheim 
등, 2010)도 있으며, 젖소의 경우 지방산 함유 사료 섭취는 채

란수가 감소한다(Thangavelu 등, 2007). 또한 인간의 경우도
비만 시 난자의 채란수가 적었으나(Zullo 등, 1996; Lashen 등, 
1999; Fedorscak 등, 2004), 그렇지 않다는 보고(Lewis 등, 1990; 
Wittemer 등, 2000; Styne-Gross 등, 2005)도 있다. 그리고 수
정란의 생산에 있어서도 고열량 사료를 섭취한 쥐의 경우, 수
정란의 수가 증가한다는 보고(Wakefield 등, 2008)와 큰 차이
가 없다(Igosheva 등, 2010)는 보고도 있으며, 소의 경우 지방
산 함유 사료 섭취는 난자나 배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도 한다(Ponter 등, 2006). 본 연구(Table 1)에서는
호르몬 처리를 하지 않은 36∼48개월령 한우의 도축 후 평가
되어진 육질등급 기준으로 1⁺⁺, 1⁺등급(비만) 유래 난포란에
서 채란 수는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연구 결과의 차이는 
비만 유도 방법, 사료의 종류, 실험동물의 종과 나이, 비만의
평가 방법, 생식주기의 조절 등과 같은 연구 가설의 차이 때
문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섭식 조절을 통한 비만 쥐의 수정란은 체외 배양 시

발달 속도의 지연(Kredel 등, 2014; Wakefield 등, 2008), 생존
률 저하(Minge 등, 2008), 배반포 발생율도 감소(Igosheva 등, 
2010; Minge 등, 2008; Wakefield 등, 2008); Luzzo 등, 2012) 
등을 유발한다고 보고되어졌다. 이처럼 체지방 정도가 수정란
의 발달능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유사한 연구 
보고가 많다. 본 연구에서 육질등급별 한우 난포란에서의 채
란 수의 변화 이외의 결과(Table 2)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육질 1⁺⁺, 1⁺등급 유래 체외 수정란의 배 발달율이 낮았으며, 
이것은 모체의 지방 정도가 체외 수정란의 발달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 결과(Table 3)에서 육질등급별 체외 생산된 배반포

의 품질(배반포의 세포 수)은 근내 지방도에 따른 유의적 차이
는 없었다. 이것은 섭식 조절을 통한 비만 쥐 유래의 상실배와 
배반포의 세포 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Minge 등(2008)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Cerri 등(2009)은 착유우에게
지방 사료를 급식했을 때 배반포의 평균 세포 수가 증가하였

다고 보고하였으며, 착유를 통한 고 에너지가 필요한 특정 상
황에서는 체지방의 증가가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

은 실험군 모델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배반
포의 품질 평가 중에서 apoptosis가 얼마나 발생하는가도 중요
한 지표이다. Apoptosis는 생식세포를 포함하여 모든 세포 집단
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리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착
상 전 배아세포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해로운, 불필요한 세포
들을 제거하고, 세포의 수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
지며, apoptosis 과정은 자가 파괴의 형태로, 특정 상황에서만
드물게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다(Fabian 등, 2005). 따라서 생
식세포인 배반포에서 이러한 apoptosis가 증가한다는 것은 혈
액 내에 글루코스나 인슐린 또는 지방 대사물질의 분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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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비만 모체에 장애를 안정화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체외수정란에 있어 높은 글루코스나 높은 인슐린
의 분비 또는 렙틴 등과 같은 비만 관련물질의 apoptosis유발
과의 연관성은 이전 연구에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Moley 
등, 1998; Chi 등, 2000; Boelhauve 등, 2005). 최근 Kubandova 
등(2014)은 쥐에게 사료급여 조절을 통한 체지방의 변화를 유
도한 뒤 혈장 내 렙틴, 인슐린, 글루코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
방의농도를측정한 결과, 체지방이높은그룹에서 인슐린과 글
루코스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보고하였고, 또한 모체
의 비만과 배반포에서의 apoptosis에 관한 연관성을 보고하였
다. 젖소 난포액의 경우, 지방산과 중성지방의 농도는 낮지만, 
혈장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Leroy 등, 2004). 이처럼 혈장과 난포액과의 밀접한 연관성은
다른 수많은 연구(Leroy 등, 2005, Aardema 등, 2011)에서 보고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한우 모체의 근내
지방 정도에 따라 혈액내의 각종 지방대사 관련 물질의 변화

가 있을 것이며, 결국 난포액 내의 조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차후 체외수정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원인

일 수 있다. 한편, 렙틴, 아디포넥틴, 레지스틴 등은 지방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대사 호르몬이며, 이들은 에너지 대사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조절인자로서 번식에 있어서 영양 공급의 조절

과 관련되어 있다(Tersigni 등, 2011). 체지방의 증가는 지방세
포에서 혈당 조절 대사 물질인 아디포넥틴과 레지스틴, 인슐린 
등의분비에영향을 미쳐, 간헐적으로 혈액내 글루코스 농도가 
높아져서 미토콘드리아 작용을 과하게 하여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가 증가하며, 이 활성산소는 DNA 손상, 미토콘
드리아 대사 교란, 리소좀 파괴 등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apop- 
tosis의 원인이 된다(Jiazhong 등, 2010). 따라서 이러한 요소
들이 육질 1⁺⁺, 1⁺등급 한우 모체 유래의 배반포에 apoptosis 빈
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일 가능성(Cerri 등, 2009)이 있으며, 향
후의 연구에서는 도체 근내 지방도에 따른 난포액 내의 다양

한 대사 호르몬 등의 분석을 통해 명확한 원인을 밝힐 수 있

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번식에 있어서 비만의 부정적인 측면
의 수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
한 기전은 아직 불분명하다. 렙틴, 아디포넥틴, 레지스틴의 분
비 변화, 혈장 내 불포화 지방산과 각종 사이토카인의 농도 변
화, 스테로이드 대사 변화,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간의 소통
장애 등 다양한 측면으로의 연구가 논의되어지고 있지만, 그
상호 작용간의 매우 높은 복잡성은 비만과 번식과 상호관련

기전에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체외에서 생산된 배반포를 수란우의 자궁에 이식한 경우, 수

태율이 Utsumi 등(1993)은 38.3%, Itagaki 등(1993)은 43.0%, 
Shea(1999)은 58.0%, 김 등(2000)은 22.6%였다는 보고들에 비

해 본 실험의 결과(56.8%)가 약간 높았다. 이것은 아마도 수정
란 이식자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수란우의 선정과정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육질등급이 높은 1⁺⁺, 1⁺
등급 유래 배반포의 임신율이 1등급 유래의 것보다 낮았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모체의 지방과 난자의 발생능력과의

연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앞으로 육질 2등급 또는 3등
급 유래 체외 수정란의 이식결과에 따라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

고 사료되며, 더욱이 가축개량측면에 있어서 모체 육질 등급
별 산자의 육질 등급을 조사함으로써 그 유전적 개량 효율의

명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도축장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난소유래 난자를 이용한 수정란 이식은 번식 효율 측

면에서는 매우 유용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가축 개량의 의미에

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 
수정란 이식 기술을 보다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수정란 이식기술을 이용한 한

우 개체별 난소 유래 난포란의 배반포의 체외생산 기법은 한

우에서 유전자원의 보전 및 유전 형질의 개량 측면에서 충분

히 활용이 가능하며, 농가의 경제적 차원에서 수정란 이식기술
의 산업적 응용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서 한우 도체 근내 지방 정도와 생식능력과의 연관성은 비만

과 번식과의 관련 연구를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

이라 사료되며, 나아가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비만과 난임과
의 관련 연구를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한우의 품질 개량에 있어서 수정란 이식기술을

이용하여 도축 후 개체별 한우 난소 유래 난포란으로부터 배

반포의 체외 생산기법의 접목을 통해 실용적인 한우개량 체

계를 정립하기 위해 수행되어졌으며, 한우의 육질개량 측면에
서 도축 후 육질등급별로 구분된 한우 개체별 난포란 유래 난

자의 체외 발생능력을 검토하였다. 도축 후 한우의 육질등급
(1⁺⁺, 1⁺, 1, 2, 3)별 회수한 난포란 수는 난소 1개당 각각 평균
9.5개, 9.4개, 8.5개, 8.8개, 8,8개로서, 1⁺⁺등급과 1⁺등급 그룹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각각의 육질등급별 난소로부터
회수한 개체별 난포란을 체외성숙 후의 체외수정율은 각 그룹

간(56.2%, 57.7%, 55.8%, 58.8%, 61.7%)에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p<0.05). 그러나 육질등급에 따른 체외수정란의 배반
포로의 발달율은 1⁺⁺등급과 1⁺등급(각각 18.2%와 21.3%) 그
룹이 1등급, 2등급 및 3등급(각각 29.4%, 30.9% 및 31.5%) 그
룹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05). 육질등급별로 체외 생산된 
배반포의 품질 평가를 위해 TUNNEL assay 결과, 세포자연사
유래사멸세포수의비율은 1⁺⁺등급과 1⁺등급(각각 7.0%와 6.9%) 
그룹이 1등급, 2등급 및 3등급(각각 4.3%, 4.1% 및 4.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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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에 비해 높았지만,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p<0.05). 육질
등급별 체외 생산된 배반포의 이식 후 수란우의 수태율은 1⁺⁺
등급, 1⁺등급 및 1등급에서 각각 53.5%, 52.1% 및 58.0%로서, 
1등급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수정란 이식기술을 이용한 한우 개

체별 난소유래 난포란의 배양기술은 한우의 유전자원 보전과

유전 형질의 개량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이다. 그리고 한
우 도체 육질등급과 생식능력과의 연관성은 비만과 번식과의

관련 연구를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 사료되

며, 나아가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비만과 인간의 불임과의
연구에도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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