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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to conducted the sexing efficiency and accuracy of bovine embryo by LAMP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method, the development of the biopsied embryos into re- 
reformation and the freezability of these blastocysts by slow-freezing and vitrification. In vivo embryos 
were superovaluted with gonadotropin (Antorin R-10 ) for 4 days combined with progestrone releasing 
intravaginal (CIDR ) insertion in Hanwoo donors, and in vitro embryos were used blastocyst embryos at 
Day 7 or Day 8 after post-insemination in vitro. The biopsy of bovine embryo was carried out in a 80 μl 
drop with Ca2+-Mg2+ free D-PBS and the viability of biopsied embryos were evaluated in IVMD medium 
at over 12 h culture time in 5% CO2 incubator.
  For embryo sexing, about five or seven blastomeres were isolated from in vitro and in vivo embryos at 
blastocysts with microblade. and were then subjected to LAMP. The survivability of biopsied embryos 
were no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 rate to re-formation of blastocysts between in vivo and in vitro 
embryos (100% and 90% respectively). The rates of sexed embryos were compared according to two 
groups, the female rate was lower than that the male in the in vivo and in vitro embryos (46% vs, 54% 
and 40% vs, 60%, respectively).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 in the overall sexing ratio between the 
two groups. The survivability of frozen-thawed sexed embryos were lower in the in vitro than in vivo 
embryos in the slow-freezing (Group 1) and vitrification method (Group 2), (41.7% vs. 58.8% and 57.1% 
vs, 77.8.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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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소 수정란 성판별에 대한 연구는 유전적으로 
우수한 혈통의 수정란을 이식하기 전에 성판별
을 실시하여 암컷 예측 수정란을 이식하여 암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수정란이식연구에 
포함되는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소 수정란의 성판별을 위해서 biopsy하는 방
법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많은 

양의 할구를 채취하게 되면 수정란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당량의 할구를 채취하는 
것이 성판별 후의 수정란의 생존율 뿐만 아니
라 성판별된 수정란의 동결, 융해 후의 생존성
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생존율 향상
을 위해서 적당량의 할구를 수정란으로부터 회
수하여 성판별에 사용하게 되는데 기존의 할구
수보다 훨씬 적은 할구수를 이용하여 성판별을 
실시하는 PEP-PCR (Primer Extension Preampl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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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PCR) 방법(Chrenek 등, 2001)과 LAMP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방법
(Mori 등, 2001)을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수정란의 성판별
을 실시하는 주된 목적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의 수정란을 성판별을 실시한 후 높은 생
존율과 미리 예견된 암컷의 수정란을 이식하여  
암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Rutledge와 
Seidel, 1983). 

소 수정란의 이용방법으로서는 수정란에 직
접적으로 물리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란우에 이식하는 방법과 성판별을 실시
한 후 암컷 수정란을 이식하는 방법 그리고 수
정란을 동결보존하여 융해 후에 이식을 실시하
는 방법 등이 이용된다(Bredbacka 등, 1994; 
Thibier와 Nibart., 1995; Roschlau 등, 1997; 
Shea., 1999). 이러한 다양한 이용방법에서 체외
수정란의 경우는 체내수정란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효율성이 낮다. 그 원인으로서는 체외수
정란의 경우는 체외배양방법에 따라서 수정란
의 질(quality) 평가에서 체내 수정란보다 상대
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태율과 동결 그리고 
융해 후의 생존성 평가에서도 낮은 결과를 보
인다. 또한, 체외수정란은 성판별을 위해서 
biopsy를 실시하는 과정 중 세포가 손상을 받기 
쉬우며 동결의 경우에 있어서도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Agca 등, 1998). 수정란
의 동결은 얼음결정의 형성으로 수정란의 세포
막과 미세소기관들을 변형시키거나 파괴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세포의 기능을 상
실시키는 작용을 한다. 동결에 대한 연구는 멸
종위기 동물이나 희귀품종 또는 우수한 품종의 
유전자원보존 측면에서 수정란을 보존한다. 따
라서 이러한 유전적으로 우수한 혈통의 수정란
을 보존하는 방법으로서 동결온도를 점진적으
로 일정한 온도까지 도달시킨 후 동결하는 완
만동결(slow-freezing) 방법과 이보다 더 간편한 
초자화동결(vitrification)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완만동결은 ethylene glycol을 동결보호제
로 사용하는 동결법으로서 동결, 융해 후 수정
란을 이식하였을 때 임신율이 우수하여 동결란

의 직접이식법으로 이용되고 있다(Pereira 등, 
2002). 그러나 초자화동결 방법은 동결 후 융해
하는 과정을 순차적이고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
므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 동결 수정란 사용
은 우선 수정란의 수송이 용이하며, 고유한 품
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자연
교미에 따른 질병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정란의 동결보존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Fahning과 Garcia, 1992). 성판별을 위해서 
biopsy된 수정란과 핵이식된 수정란의 경우는 
투명대의 소실 또는 세포질 일부의 손상으로 
정상적인 수정란과 비교할 때 생존율은 더욱 
더 낮은 수준이다. 

본 실험은 한우 수정란의 성판별을 위해서 
체내 및 체외수정란을 biopsy를 실시한 후 수정
란의 발달능력과 그리고 성판별된 수정란의 동
결, 융해 후의 생존성을 조사하여 효과적인 성
판별 수정란이식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
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 재료 및 방법

1. 

한우 도축 암소로부터 적출된 난소를 0.9% 
생리식염수에 담아 실험실로 2시간 이내로 운
반하였다. 가시난포의 직경이 2 6 mm의 난포
로부터 난포란을 난포액과 함께 19 gauge 주사
침이 부착된 10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채취하
였다. 체외성숙을 위한 난포란은 1등급 및 2등
급(IETS 기준)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난포란
의 체외성숙을 위해서 TCM199(Sigma)를 기본
배양액으로 5% FBS(Gibco)와 LH(10 μg/ml) 그
리고 FSH(35 μg/ml)를 첨가하여 5% CO2, 95% 
공기, 39°C 배양기에서 22시간 동안 체외성숙
을 유도하여 체외수정을 실시하였다. 체외수정
에 사용된 정액은 한우 동결정액(KPN)을 이용
하였고 정자의 수정능 획득과 정자의 분리는 
BO 배양액을 이용하였다. 정자의 회수를 위한 
원심분리는 1,800 rpm으로 5분 동안 2회 반복적



Cho et al. ; The Efficiency of Sexed Embryos

－   －289

Fig. 1. Morphology of embryo at over 12 h 
cultured after biopsy with microblade 
in bovine embryo (x 200 magnification).

으로 실시한 후 정자의 펠렛을 회수하였다. 그
리고 체외수정용 배양액인 IVF 100(IFP, Japan)
에서 한번 더 원심 분리를 실시하여 체외수정
에 사용하였다. 체외수정은 IVF 100 배양액을 
60 mm petri dish(Nunc, Denmark)에서 50 μl 미
소적을 만들어 약 20개의 체외성숙된 난포란과 
정자를 공동 배양하여 체외수정을 유도하였다. 
체외수정액에 사용된 정자의 최종농도는 2× 
106/ml로 하였으며, 체외수정은 CO2 배양기 내
에서 6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수정란의 체외배
양은 IVMD(IFP, Japan) 배양액에서 실시하였다. 
체외수정 후 3일째와 5일째에 신선한 배양액으
로 교환을 하였으며, 수정란은 수정 후 7일과 
8일째 생산된 배반포기배 수정란을 실험에 공
시하였다. 

2. 

체내수정란 생산을 위해서 한우 공란우의 처
리는 발정발현과 무관하게 progesterone releas- 
ing device인 CIDR (InterAg, NZ)를 질내에 삽
입하고 CIDR 삽입 4일째부터 FSH(Antorin R-10

, Kawasaki, Japan) 28 AU를 감량법으로 12시
간 간격으로 4일간 나누어서 근육주사를 실시
하였으며, FSH 투여량은 5회째에 PGF2α

(Lutalyse  Belgium)를 25 mg, 6회째에 15 mg을 
근육주사 하였고 CIDR를 제거하였다. 발정징후
를 나타내는 공란우는 12시간 간격으로 2회 인
공수정을 실시하였다. 인공수정 후 7일째 비외
과적인 방법으로 수정란을 채란하여 수정란 성
판별 실험에 공시하였다. 

3. biopsy

수정란의 biopsy는 inverted 현미경에 부착된 
미세조작기에 Bio-cut blade(15°, Feather, Japan)
를 장착하여 실시하였다. Biopsy 과정은 Ca2+, 
Mg2+ free D-PBS(Gibco) 용액을 petri dish(87 mm 
×20 mm, Corning)에 100 μl의 미소적을 만들어 
여기에 배반포기배 수정란을 하나씩 넣어 수정
란의 영양막세포 일부를 biopsy하여 성판별에 
사용하고, 나머지 수정란은 0.1% PVA(polyvinyl 

alcohol, Sigma)가 함유된 D-PBS 용액에서 2 3
회 세척한 후 배양하였다(조 등, 2005). 그리고 
수정란의 생존율은 biopsy 후 12시간 이상 배양
하였을 때 배반포기배의 재형성과 확장배반포
기 단계까지 발달하는 수정란(Fig. 1)은 생존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정란의 성판별
은 Hiroki 등(2004a)의 방법에 의해서 실시하였
다. Biopsy 된 수정란 할구로부터 DNA 증폭을 
위해서 소 수정란 성판별 킷트(Loopamp, EIKEN 
Chemical Co. LTD, Japan)를 사용하였다. 즉, 6
μl DNA 추출용액과 biopsy한 수정란의 할구 6
μl를 혼합하여 DNA를 추출한 후, 웅성 특이적
인 반응 튜브와 웅성 자성의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는 튜브에 각각 5 μl씩 동일하게 DNA 
튜브에 분주하였다. 그리고, 각 튜브에 20 μl 반
응 mixture를 혼합한 후 Turbidimeter LA-100 
(Teramecs Co. LTD, Japan) 기기를 사용하여 
DNA 증폭을 실시하였다. DNA 증폭은 63.5°C 
에서 40분, 그리고 80°C에서 2분간 실시한 후, 
성판정은 웅성특이 반응 튜브에서 negative( ) 
그리고 일반반응 튜브에서 positive(+) 결과가 
나오면 암컷으로 판정하였으며, 각 튜브에서 
두 반응이 각각 positive(+) 일 때 수정란은 수
컷으로 판정하였다.

4. 

수정란의 완만동결을 위한 동결보호제로서는 
1.8 M ethylene glycol(EG, Sigma) 그리고 평형 



Cho et al. ; The Efficiency of Sexed Embryos

－   －290

Table 1. Survivability of biopsied embryo for sexing in bovine embryos

Embryo* No. of embryos* No. of biopsied embryo No. of survivability(%)

In vivo 41 41 41(100.0)

In vitro 50 45 45( 90.0)

* embryos : blastocysts and expanded blastocysts stage.
Replicates 4.

배양액은 D-PBS(Gibco, U.S.A) 배양액에 0.5% 
BSA(Bovine Serum Albumin, Sigma)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란의 동결을 위해서는 프로그
램화된 자동동결기(CL863, Cryogenic, Australia)
를 사용하여 동결을 실시하였다. 수정란 동결 
과정은 0.25 ml 스트로우에 장착 후 액체질소에 
침지된 chamber내에 위치시킨 후, chamber 온도
는 7°C에서 시작하여 10분간 정치시키는데 
약 3분 후에 스트로우 식빙을 실시한다. 그리
고 35°C까지 0.3°C/분 속도로 냉각 시킨 후 

35°C에 도달하였을 때 액체질소에 바로 침지
하였다. 동결, 보존 후 수정란을 2주정도 보관 
후에 생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트로우를 보
관고로 부터 꺼내어 공기 중에서 약 10초 동안 
그리고 37°C의 항온 수조에서 약 20초간 융해 
후 D-PBS 용액에서 2 3회 세척하여 체외배양
액으로 옮겨 24시간 이상 배양하였다. 생존율
은 배반포기배의 재형성과 확장배반포기배 및 
부화 단계까지의 발달로서 평가하였다.

성판별 수정란의 초자화동결을 위한 VS1 
(vitrification solution 1) 용액의 조성은 10% 
glycerin, 0.1 M glucose, 0.1 M sucrose, 1% 
polyethylenglycol(PEG)를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VS2는 10% glycerin, 10% ethylene glycol(EG), 
0.2 M glucose, 0.2 M sucrose, 2% PEG, 그리고 
VS3은 10% glycerin, 30% EG, 0.3 M glucose, 
0.3 M sucrose, 3% PEG의 조성으로 동결을 실
시하였다. 수정란의 초자화동결의 평형시간과 
동결 방법은 VS1 용액에서 5분, VS2 용액에서 
5분, 그리고 VS3 용액에서 0.25 ml 스트로우에 
장착하기까지의 시간은 1분 이내에 완료하여 
액체질소에 침지하였다. 초자화로 동결된 수정
란의 융해 방법은 Pugh 등(2000)의 방법에 준
하여 실시하였다. 

5. 

수정란의 biopsy 후 체내 및 체외 수정란의 
발달율과 성판별 후의 성비(sex ratio)에 대한 
결과 비교는 Chi-square test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성 검정(P<0.05)을 실시하였다.

. 결과 및 고찰

Table 1의 결과는 공란우 과배란 처리 프로
그램에 의해서 평균 7.5일째 생산된 체내 수정
란과 도축난소의 난자를 이용하여 체외에서 수
정 후 7, 8일째 생산된 수정란을 biopsy를 실시
한 다음 생존한 수정란의 발달율을 조사한 것
이다. 체내수정란의 성판별을 위해서 공시한 
41개의 배반포기배 수정란을 biopsy를 실시한 
후 생존율은 100%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체
외수정란의 경우는 전체 50개의 공시한 수정란 
중에서 생존한 수정란은 45개로서 90.0 %의 결
과를 나타내었다. 나머지 5개(10%) 수정란은 
biopsy 과정중에 세포막의 파열에 의한 손상을 
받아 퇴행되었다. 

수정란의 성판별을 실시하기 위해서 가장 중
요한 점은 수정란의 biopsy하는 시간과 방법이 
가장 적절하게 이루지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
과 시간의 단축은 biopsy 후 수정란의 발달율과 
동결, 융해 후의 생존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Tominaga와 Hamada, 2004). 성판별을 
위해서 실시하는 수정란의 biopsy 방법은 보고
자들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다(Lewis, 
1994; Forell, 2001; Hiroki 등, 2004b). 각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biopsy 방법에 따라서 수
정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Biopsy후 수정란이 퇴행되는 비율은 본 연
구에서는 체외수정란의 경우 10.0%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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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xing rates according to in vivo and in vitro embryo production in Hanwoo

Embryo No. of embryos
No. of sexed embryo (%)1)

Ambiguity
Female Male

In vivo 41 19(46.3) 22(53.7) 0

In vitro 45 18(40.0) 27(60.0) 0
1) X2 0.05(1) = 3.841.
Replicates 4.

보였다. 이러한 biopsy 후의 결과에 대해서 
Hasler 등(2002)은 수정란의 생존성과 질(quality)
적인 저하를 초래하게 되어 수정란을 이식한 
후에도 임신율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수정란으로부터 분리된 할구의 수는 성판별
의 정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PCR 또는 LAMP(Hiroki 
등, 2004a) 방법 등에서  DNA 추출을 위해서 
사용되는 적당한 할구수는 2 10개를 필요로 
한다. Biopsy 된 수정란 할구로부터 DNA 증폭
을 위해서 소 수정란 성판별 킷트(Loopamp, 
EIKEN Chemical Co. LTD, Japan)를 사용하였
다. 즉, 6 μl DNA 추출용액과 biopsy한 수정란
의 할구 6 μl를 혼합하여 DNA를 추출한 후, 
웅성 특이적인 반응 튜브와 웅성 자성의 동일
한 반응을 일으키는 튜브에 각각 5 μl씩 동일하
게 DNA 튜브에 분주하였다. 그리고, 각 튜브에 
20 μl 반응 mixture를 혼합한 후 Turbidimeter 
LA-100(Teramecs Co. LTD, Japan) 기기를 사용
하여 DNA 증폭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DNA 추
출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수정란에 손상을 적
게 주는 방법으로 biopsy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체외수정란을 이용하여 biopsy후 
생존한 수정란의 비율은 90%로서 Tominaga와 
Hamada (2004)는 체외 수정란을 이용하여 
biopsy를 실시한 후 65.9 80.0%의 발달율을 보
고한 내용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Biopsy 
후 수정란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서
는 수정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
타난다고 Hiroki 등(2004b)은 보고하였다. 즉, 
수정 후 4일째 수정란에 비해서 7, 8일째 생산
된 수정란이 biopsy 후에 생존성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체내 수정란
을 biopsy하였을 때는 100%의 생존율을 나타내
어 체외 수정란보다 더 높은 생존율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수정란의 발달 
단계와 수정란의 생산 방법 그리고 수정란의 
배양 조건에 따른 수정란의 질 등은 biopsy 후 
수정란의 생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사료 된다.

Table 2의 실험 결과는 체내 및 체외 수정란
을 성판별하여 암, 수의 성비율을 조사한 결과
이다. 한우의 체내수정란의 경우 암컷과 수컷
의 비율이 각각 46.3%와 53.7%의 성비를 보여 
수컷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마찬가지로 체외수정란에서도 수컷의 비율
이 60.0%로서 40.0%인 암컷 보다 높았으나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소 수정란
에 있어서 수컷과 암컷의 비율은 거의 1:1의 
비율로 나타나는데 Jafar와 Flint (1996)의 보고
에 의하면 암컷보다는 수컷의 비율이 약 2
3% 높은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Carvalho 등
(1996)은 7일째 생산된 소 체외수정란에 있어서
는 정상적인 1:1의 비율을 넘어서 수컷 보다는 
암컷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Bredbacka 등(1996)이 보고한 수컷의 비율
이 암컷의 비율보다 유의적으로(P<0.05) 높다고 
보고한 내용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체외
수정란에서 수컷의 비율이 암컷의 비율보다 높
게 나타나는 이유로서는 oxidative stress로 유도
된 gene expression의 결과로 인하여 암컷 수정
란보다 수컷의 수정란이 더 빠른 발달을 보이
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Sohal와 Allen, 1990). 
따라서 체내수정란 보다는 체외수정란에서 
oxidative stress 손상을 더 많이 받은 결과 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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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survivability after frozen-thawed according to different embryo 
freezing methods in sexed embryo

Methods*  Embryo No. of embryos
No. of embryos (%)

Survivability* Degeneration
Slow-

freezing
In vivo 17 10(58.8)  7(41.2)
In vitro 48 20(41.7) 28(58.3)

Vitrification
In vivo  9  7(77.8)  2(22.2)
In vitro 42 24(57.1) 18(42.9)

* re-expanded and hatched blastocysts.
Replicates 4.

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성판별이 실시된 수정란의 정확도는 

분리된 할구의 DNA를 추출하여 사용하게 된
다. DNA 추출 후 암, 수의 성비 판정에서 정확
하게 암, 수의 구분이 되지 않는 비율이 Agca 
등(1998)은 약 15%, Hasler 등(2002)은 수정란 
성판별을 위한 처리방법에 따라서 3 10% 정
도는 성판별이 정확히 되지 않았으며, 성판별 
과정중의 실수로 판별이 되지 않은 비율은  약 
7%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LAMP 방법에 따른 성판별에서는 체내 
및 체외 수정란에서 부정확하게 판정되거나 오
류가 발생되는 비율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은 biopsy 후의 성판별된 체내 및 체
외수정란을 이용하여 완만 동결 방법과 초자화
동결 방법으로 수정란을 동결 보존하여 생존율
을 비교 조사한 결과이다. 성판별된 체내 및 
체외수정란을 완만동결 방법으로 동결 보존 후
의 생존성 결과를 보면 체내수정란은 58.8%, 
그리고 체외 수정란은 41.7%로서 체내수정란에
서 보다 높은 생존율을 얻었으며, 초자화동결 
방법에서는 체내수정란의 생존율은 77.8%, 체
외수정란은 57.1%의 결과를 보여 완만동결 방
법에서와 같이 체내수정란에서 더 높은 생존율
을 보였다. 그리고 수정란을 융해하였을 때 발
달되지 못하고 퇴행되는 비율에서도 체외수정
란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체외수정란이 체
내수정란에 비해서 biopsy 과정 중에 세포의 손
상뿐만 아니라 동결에 따른 세포의 손상으로 
퇴행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
감별한 수정란을 초자화동결 방법으로 동결을 

실시하여 융해하였을 때 재확장된 생존성의 결
과를 Vajta 등(1997)은 대조구 그룹이 85%, 성
감별한 수정란에서는 77%의 결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체내 수정란을 초자화동결 방법으
로 동결, 융해 하였을 때의 78% 결과와 비슷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초자화동결 방법이 
성감별한 수정란의 생존성 향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체외수정란의 성판별에서 생존율이 저하되는 
주된 원인으로서는 biopsy 한 수정란은 투명대 
소실로 인하여 동결 전, 후의 동결 보호제에 
의한 삼투압의 손상 또는 biopsy 방법으로 인한 
세포의 기계적인 손상의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
로 Gustafsson 등(1994)은 보고하였다. Biopsy한 
수정란을 동결하였을 때 생존율은 60%의 결과
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투명대가 손상된 수정
란의 동결, 융해 후의 생존성은 52% 수준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biopsy 후의 동
결, 융해 한 결과인 58.8%의 생존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biopsied 수정란은 투명대의 소실과 동결보
호제의 노출에 의한 삼투압의 손상 그리고 할
구 분리를 위해서 micro blade 조작시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생존율이 저하되는 결과
를 가져온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수정란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biopsy 방법과 성판별된 수
정란의 동결, 융해 후의 생존율 향상 그리고 
수정란이식 후 수태율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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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성판별을 위한 biopsy 후 수정란의 발달율 및 
동결 융해 후의 생존율 조사는 다음과 같다. 
한우 체내 및 체외 수정란의 성판별을 위해서 
영양막 세포의 일부를 채취하기 위해서 수정란
을 biopsy 하였다. biopsy된 수정란의 생존율 조
사의 결과는 체내 수정란이 100% 그리고 체외
수정란이 90.0%의 결과를 나타내어 체내 수정
란이 체외 수정란 보다 biopsy 후의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수정란의 성판
별 비율은 체내 수정란에서는 암컷과 수컷의 
비율이 46.3%와 53.7%로 각각 나타나 수컷의 
비율이 암컷 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체외 수정란에 있어서는 암컷과 수컷의 비율은 
40.0% 와 60.0%로 수컷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판별
된 수정란의 동결 융해 후 생존성은 완만동결 
방법에 의한 수정란의 생존율은 체내 수정란에
서 58.8 %, 체외 수정란에서는 41.7% 그리고 
초자화동결 방법에서는 체내 수정란의 생존율
이 77.8%, 체외 수정란은 57.1%로의 결과를 보
여 체내 수정란을 이용한 초자화동결 방법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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