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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wide range of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to separate X or Y- chromosome-bearing 
sperm. In particular, bovine semen sex-sorted by using flow cytometry based on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DNA between X and Y chromosome bearing sperm is used in dairy farms. 
The first piglets were produced using sex-sorted sperm 30 years ago. However, sexed sperm 
have not been commercially available in pigs because the flow cytometry technique is not 
capable of sorting the high number of sperm required for porcine artificial insemination 
(AI), and the prolonged exposure to an electrical filed might damage to the DNA in sper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 boar sperm sorting method based on magnetic 
nanoparticles. A flow cytometer assay verified the efficacy of the magnetic nanoparticles (> 
90% of sex-sorted sperm). In addition, a du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ssay using 
sex chromosome specific genes including SRY (sex-determining region Y; male), ZFY (zinc 
finger protein Y-linked; male), and ZFX (zinc finger protein X-linked; female) showed that in 
vitro fertilized porcine embryos by X and Y-chromosome bearing sperm were 100% female 
(40/40) and 72% female (35/48), respectively, at 8-cell or morula stages, suggesting that the 
sex-sorted sperm were fertile. In conclus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sex-sorted method 
based on magnetic nanoparticles can be utilized for porcine sex-sorte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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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포유동물의 성은 정자가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인 X 혹은 Y 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자 성 분리는 이
들 성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DNA 함량 혹은 성염색체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을 활용하고 있다(Katigbak et al., 
2019). 최초의 성 분리 정자를 사용한 토끼가 1989년에 생산되었고 돼지에서는 1991년에 유세포기로 분리된 정자
를 사용하여 산자를 생산하였다(Johnson, 1991). 특히, 돼지 농가는 성분리 정자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빠른 성장률을 갖고 있는 암컷 돼지 생산은 경제적 이득이 있으며 2) 웅취 제거를 위한 외과적 거세를 하지 않아
도 되어 동물 복지측면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다(von Borell et al., 2009; Rath et al., 2015).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업 및 윤리적 측면에서 성 분리된 정자의 사용은 돼지산업에서 아직 상용화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유세포 
분리기(flower cytometer)를 사용할 때 정확한 분리를 위해 정자의 두부와 레이저의 방향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하
고 이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는데 돼지정액의 양과 수는 소에 비해 많이 요구되어 분리시간이 길며 투과되는 레이
져와 전기장에 의한 정자의 손상을 유발해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리된 정자의 양은 일반적인 
인공정자주입법시 사용하는 양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사용하며 적은 사용양을 극복하기 위해 정자를 심부에 
주입하는 방법이 요구된다(Rath et al., 2015; Alkmin et al., 2016). 본 연구는 이러한 분리된 정자 사용의 한계를 해결
하기 위해 다량의 정자를 빠른 속도로 손상 없이 분리 할 수 있는 마그네틱 비드를 사용하여 X-염색체 혹은 Y-염색
체를 갖고 있는 정자를 분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체외 수정된 돼지 배아와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기법을 활
용하여 성 분리 정도를 검증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정액 준비 및 성 분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동물 관리 및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다(NIAS2019-378). 수압법을 이용
하여 12 - 24개월 령의 두록(Duroc) 수퇘지에서 정액을 채취하였으며 신선한 정액은 beltsville thawing solution (BTS)
로 1 : 1 (vol/vol) 희석하였다(Johnson et al., 1988; Baek et al., 2020). 마그네틱 비드를 활용한 성분리는 제조사의 실험
법에 따라 시행하였다. 희석정액은 150 × g에서 1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한후 상등액 만을 분리하여 마그네틱 비드
(Noha Biotech Inc., Cheonan, Korea)를 첨가했다. 정자와 마그네틱 비드(3 × 109·mg-1)는 1 : 1 비율이 되도록 했다. 희
석정액-마그네틱 비드 혼합액은 35 - 37℃ 에서 5분 간격으로 흔들어주며 20분간 반응시킨다. 약 10 - 15분 동안 혼
합액을 자석에 놓아두어 철을 함유하고 있는 비드가 자석 쪽으로 수집되도록 한다. 마그네틱 비드가 없는 부분의 
혼합액을 조심스럽게 다른 튜브로 옮기고 300 × g에서 5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해 성 분리된 정자를 얻는다. X-정
자를 분리하기 위해 Y-정자와 결합하는 비드를 상용하였으며 Y-정자를 얻기 위해 X-정자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마그네틱 비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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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성 분리 검사

정자 성 분리의 효율성 및 생존성은 유세포 분석을 이용하였다. 성별 및 대조군의 정자의 DNA 함량을 측정하
기 위해 각 각 6 × 106·mL-1 의 정자를 Hoechest 33342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로 염색(0.5 mg·mL-1)하
기위해 30분간 따뜻한 수조에서 두었다. 샘플별 100 μL의 정자현탁액을 cytometer 튜브에 두었다. 각 데이터는 
FACSAriaTM 세포 분리기(Becton Dickinson, Franklin Lakes, NJ, USA)을 사용하였다. Hoechst 33342는 UV 레이저(350 
nm)와 461 nm 파장의 형광으로 검출 된 형광 신호를 사용하였다.

체외수정

난소는 지역 도축장에서 수집하여 25℃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에 넣어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진경 3 - 8 
mm의 난포로부터 COC (cumulus-oocyte complex)을 얻어 2.5 mM fructose, 0.4 mM L-cystein, 1 mM sodium pyruvate, 
0.13 mM kanamycine, 10 ng·mL-1 EGF (epidermal growth factor) 및 500 IU·mL-1 gonadotropin 호르몬이 들어 있는 
TCM-199 (tissue culture medium-199)에서 22 시간 동안 배양 한 후, COC를 3 회 세척하고 FS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및 hCG (human chorionic gonadotropin)가 없는 IVM 배지에서 추가 22시간 동안 5% CO2 및 39℃ 에서 배
양했다. 성숙된 난자는 0.1% hyaluronidase 처리해 난구세포를 제거하고 극체가 방출된 난자(15 - 20개·drop-1)는 5% 
CO2 하에서 39℃에서 각 45 µL mTBM (modified tris-buffered medium)에 놓았다. 성 분리된(X- 혹은 Y) 정자와 성 분
리후 혼합한 정자는 PBS 로 원심분리 세척 후 mTBM에 정자 현탁액(1.5 × 106·mL-1)을 준비해 성숙된 난자와 6시
간 배양 후 PZM-3 (porcine zygote medium-3) 배양액으로 옮겨 5% CO2, 39℃에서 배양했다.

PCR을 활용한 성 분리 확인

체외 수정된 8세포기 - 상실배에 도달한 돼지 수정란은 100 μL의 lysis buffer (100 mM Tris-HCl [pH 7.5], 10 mM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pH 8], 1% LiDS, and 5 mM dithiothreitol [DTT]) 녹인후에 액체질소로 급속 동결 후 - 
80℃에 개별 저장했다. Genomic DNA을 추출하기 위해 2.5배의 냉각된 100% 에탄올을 넣고 혼합후 - 20℃에서 1시
간 처리한후 18,000 × g 이상에서 15 분간 원심분리한후 상층액을 제거후 상온에서 건조시켜 DNA을 얻고 PCR 반
응을 위해 DNase/RNase 가 없는 물에 녹여 사용했다(Huffman et al., 2012). X-정자, Y-정자, X/Y-정자를 사용해 수정
된 배아에서 추출한 genomic DNA는 ZFX/Y와 SRY 특이적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증폭하였다. 사용한 프라이머의 
시퀀스는 다음과 같다. ZFX/Y (forward: 5�- ATA ATC ACA TGG AGA GCC ACA AGC-3�; reverse: 5�-T GCA CTT CTT 
TGG TAT CTG AGA AAG T-3�), SRYB (sex determining region Y-B forward: 5�-TGA ACG CTT TCA TTG TGT GGT 
C-3�; reverse: 5�- GCC AGT AGT CTC TGT GCC TCC T-3�). 증폭된 PCR 산물은 2% 아가로스 젤에서 분리한후 EtBr
로 염색해서 UV광에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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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나노 입자를 활용한 돼지 정자의 성분리

성 분리 정자의 활용가치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정자 분리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나
노 입자를 활용한 돼지 정자의 성 분리의 효율 및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 세포기를 사용하였다(Feugang, 2017).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틱 나노입자를 활용하여 당나귀의 정자를 성 분리는 9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Domínguez et al., 2018). 본 연구는 정액의 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돼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하였다(Górski et 
al., 2017). 성 분리되지 않은 정액에서는 X-정자가 50%, Y-정자가 49.9%로 1 : 1 비율이 반면 X-정자를 분리한 튜브
에서는 90.1%, Y-정자로 분리한 튜브에서는 93%가 각각 분리 되었다(Fig. 1). 따라서, 마그네틱 나노 입자를 활용한 
돼지 정자의 성분리는 기존 방법 및 축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능함을 보여준다(Rath et al., 2013).

Fig. 1. Efficiency of sex-sorting by magnetic nanoparticles. The images show population of both X and 
Y chromosome bearing sperm, X-chromosome bearing sperm, and Y-chromosome bearing sperm. The 
accuracy of sorting was analyzed by the flow cytometer. DAPI, 4′,6-diamidino-2-phenylindole; Cy3, cyani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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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란의 성분리

Duplex PCR 기법을 활용한 정자의 성 분리 실험은 기존 연구방법을 참조하여 실시하였다(Pomp et al., 1995). 
ZFX와 ZFY유전자를 이용하였는데 이들 유전자 증폭에 사용한 프라이머는 동일한 유전자로 각각 X-염색체와 
Y-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성 분리와 관계없이 증폭이 가능하다. 또한, Y-염색체에 특이적으로 존재하
는 SRY유전자를 증폭하였다. 이들 프라이머 두 세트를 동시에 이용하여 PCR를 수행하면 암컷 배아는 단일 밴드
(ZFX/Y)만 증폭된다. 반면에 수컷 배아는 두 밴드(ZFX와 SRY)가 검출된다. 본 실험 결과 성 분리가된 X-정자로 인
공수정할 때 100% (40/40) 성 분리가 되었으며 Y-정자로 수정시킨 배아는 72% (35/48)가 분리되었다. 대조군으로 
쓰인 성 분리 미 정자로 수정시킨 배아는 51% 수컷(24/47), 49% 암컷(23/47)이었다(Fig. 2). Duplex PCR을 사용한 성
분리 검사 실험에는 돼지 배아는 8-세포기 및 상실배를 사용하였다. 돼지의 배우체 유전자는 4 세포기 이후에 활성
화되고 많은 수의 체외배양 배아는 배반포까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의 배아확보와 수정 후 발달
을 검사하기 위해 이들 발달단계를 이용하였다(Cao et al., 2014; Kim et al., 2016; Lin et al., 2017; Fang et al., 2018). 본 
실험 결과는 나노 입자를 사용해 분리한 정자가 성공적으로 수정되어 배아 발달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Fig. 2. Sex determination of porcine 8-cell/morula embryos. (A) Embryos fertilized by non-sexed sperm. 
(B) Embryos fertilized by X-chromosome bearing sperm. (C) Embryos fertilized by Y-chromosome bearing 
sperm. ZFX/Y, zinc finger protein X/Y-linked; SRY, sex-determining region Y; M, 100 bp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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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마그네틱 입자를 활용한 정자 성 분리 기술은 기존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자의 성분리를 가능하게 했다. 특
히, 고가의 유세포 분석 장비(flow cytometer) 없이 다량의 돼지 정자의 성 분리를 가능하게 했으면 인공수정을 통해 
성 분리 효율을 검증하였으며 배아도 정상적으로 발달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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