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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pre-weaning injection of gonadotropin and scheduled 
fixed-time insemination on sow fertility. Sows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gonadotropin 2 days 
before weaning, 1 day after weaning or none as control.

In gonadotropin treated groups, half of sows were inseminated twice at 24 and 36 hours after onset 
estrus and half of sows were inseminated twice at scheduled fixed-time. Weaning to onset of estrus was 
the shortest in lactating sows injected with gonadotropin prior to weaning. Liter siz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AI groups after detection of estrus, compared to fixed-time AI group.

Results of these experiments indicated that injection of gonadotropin in lactating sows could initiate the 
final follicular development, and has potential to enhance the reintegration of estrus. Further researches are 
needed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duced interval of wean to onset estrus and enhanced fertility in 
lactating sows.
(Key words : Synchronization of estrus, Gonadotropin, Sows, Fixed-time AI)

. 서    론

양돈 산업에 있어서 번식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번식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돼지 
인공수정 산업은 최근 15년간 급속히 발전하여 
2004년 말 보급율이 80%로 추정되고 있으며 
보편적인 돼지번식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양돈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특정 요일

에 이유와 종부를 하는 일괄관리 체계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경산돈에서 이유 후 발정재귀
일의 변이, 미약발정 및 무발정 등은 일관관리
체계 적용과 번식효율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그 중 발정재귀일의 변이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정동기화에 관한 연
구가 행해지고 있다. 발정동기화는 일정한 시
기에 발정이 동시에 발현되게 하여 번식시킴으
로써 체계적인 생산관리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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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eatment regimes for synchronization of estrus using gonadotropins and two 
different artificial insemination programs in sows

Groups Treatment No. of sows

Control Weaning + AI 20
Wean-PG Detect Weaning + PG600 1) + GnRH 2) + AI 20

Fixed Weaning + PG600 + GnRH + Fixed time AI 20
PG-Wean Detect PG600 + Weaning + GnRH + AI 20

Fixed PG600 + Weaning + GnRH + Fixed time AI 20
1) PMSG 400IU + hCG 200IU (PG600, Intervet, Holland) 5ml i.m.
2) 50μg (Gonadon, Dongbang Korea) i.m.

다. 포유 중인 모돈의 경우 이유 후 7일 이내
에 90%가 발정이 재귀 되지만 발정재귀 시기
는 개체간에 변이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Kirkwood 와 Sechin, 1999) 처리가 간편하고 
발정발현을 집중화 할 수 있는 발정동기화 방
법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경산돈에서 발정동기화는 이유 후 성선자극
호르몬을 투여하는 방법과 altrenogest과 같은 
합성 progesterone을 이용하여 발정을 억제한 후
에 발정을 유도하는 방법이 보고되었고, 포유
중인 모돈에서 발정동기화를 위해 PG600 
(400IU eCG, equine Chorionic Gonadotropin; 
200IU hCG, human Chorionic Gonadotropin;)를 
주사하여 발정동기화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Kirkwood 등, 1999; Sechin 등, 
1999). 그러나 이유 시 성선자극호르몬을 주사
하여 발정동기화 하는 것은 발정재귀율은 높으
나 발정발현 및 배란 시기의 집중화 비율이 낮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nox 등, 2001).

본 연구는 포유중인 모돈에서 이유 전과 후
에 성선자극호르몬을 투여하여 발정재귀일의 
단축, 발정발현율, 발정발현 시간을 조사하고 
예정시각 인공수정이(Fixed-time AI) 번식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최적 발정동기화 방법
을 구명코자 실시하였다.

. 재료 및 방법

1. 

포유중인 모돈은 비육돈 생산농장의 무창돈

사에서 사육중인 교잡종(L×Y) 100두를 공시하
였고, 시험축의 관리는 농장의 돼지 관리규정
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발정동기화 후 인공수
정에 이용한 정액은 듀록 3개체의 정액을 혼합
하여 3×109/100 ml 농도의 액상정액을 제조하여 
17 돼지 정액 전용보관고에 보관하면서 72시
간 이내에 인공수정에 이용하였다.

2. 

경산돈 100두를 공시하여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유 후 발정관찰에 의한 인공수정 
처리구인 대조구(Control), 성선자극호르몬 투여
시기에 따라 이유 후 성선자극호르몬 처리구 
(Wean-PG) 및 이유 전 성선자극호르몬 처리구
(PG-Wean)로 구분하였고, 성선자극호르몬 처리
구 중 인공수정 방법에 따라 발정관찰 인공수
정(Detect)과 예정시각 인공수정(Fixed)으로 나누
어 각각 20두씩 공시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3. 

시험에 공시된 돼지는 분만 후 21±2일에 이
유를 실시하였고 발정동기화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Wean-PG 처리구는 이유 후 24시간
에 성선자극호르몬(PG600; PMSG 400IU와 hCG 
200IU, Intervet, Holland)을 두당 5 ml 씩 경부 
근육에 주사한 후 56시간 후에 GnRH(고나돈, 
동방, 대한민국) 50 μg을 근육주사 하였으며, 
PG-Wean 처리구는 이유 48시간 전에 PG600을 
5 ml씩 경부 근육에 주사한 후 56시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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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Wean-PG Detect

Wean-PG Fixed

PG-Wean Detect

PG-Wean Fixed

Fig. 1. Synchronization of estrus and arti- 
ficial insemination in sows.

Table 2. Onset of estrus after gonadotropin 
treatments in sows

Treatment No. of sows
Estrus detected

Heads Rates (%)
Control 20 11 55.0

Wean-PG 1) 20 18 90.0

PG-Wean 2) 20 15 75.0
1) Wean-PG; Injection of 5ml PG600 (PMSG 400IU 

and hCG 200IU, Intervet) i.m., 24 hours after 
weaning, followed by administration of 50μg 
GnRH i.m., 56 hours post PG600

2) PG-Wean; Injection of 5ml PG600 i.m., 48 hours 
before weaning, followed by administration of 50μg 
GnRH i.m., 56 hours post PG600

GnRH 50μg을 근육주사 하여 발정동기화 하였
다. 발정 관찰은 이유 후부터 12시간 간격으로 
수퇘지의 승가 허용여부로 확인 하였다. 인공
수정은 대조구, Wean-PG Detect 및 PG-Wean 
Detect 처리구에서 수퇘지 승가 확인 후 24 및 
36시간에 2회 실시하였고, Wean-PG Fixed 및 
PG-Wean Fixed 처리구는 GnRH주사 후 24 및 
36시간에 예정시각 인공수정을 2회 실시하였다.

4.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SAS GLM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였고, 처리구 
간의 유의성검정은 최소자승 평균을 이용하였
다.

. 결과 및 고찰

포유 중인 모돈에서 이유 전과 후에 성선자
극호르몬을 투여한 후 발정재귀율을 조사한 결

과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유 후 성
선자극호르몬을 투여한 처리구는 7일 이내에 
90%의 발정재귀율을 나타낸 반면 이유 전 성
선자극호르몬을 투여한 처리구는 75%의 발정
재귀율을 나타내어 이유 전 처리구의 발정발현
율이 낮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유 
후 발정재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모돈
의 영양상태, 계절, 수퇘지와 접촉 및 산자수 
등이 보고되었다(Estienne 등, 1998, 2006). 포
유자극은 시상하부에서 GnRH 분비를 억제하
고, 이로 인해 뇌하수체 전엽에서 FSH와 LH
의 분비가 억제되어 발정은 발현되지 않는다. 
이유는 포유자극에 의해 억제 되었던 GnRH 분
비량을 증가시키며 혈액 내 LH 농도를 증가시
켜 난포를 발육시킨다(Palmer, 1965; Gooneratne, 
1986).

사료의 급여 형태와 모돈의 영양 상태는 발
정재귀에 영향을 주며, 모돈에 부족한 영양 수
준은 이유 후 발정재귀율을 저하시킨다. 이러
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유 시 성선자
극호르몬 투여가 발정재귀율을 개선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Estienne 등, 1998, 2006).

포유 중인 모돈에서 이유 전과 후에 성선자
극호르몬을 투여한 후 발정재귀 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유 전 
성선자극호르몬을 투여하여 발정이 유기된 처
리구는 발정재귀 시간이 이유 후 2.0일로 이유 
후 성선자극호르몬 처리구의 3.5일과 대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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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ministration of gonadotropin before
or after weaning on reintegration of 
estrus in sows

Treatment No. of sows 
detected

Wean to estrus 
(days) 3)

Control (A) 11 4.2±3.5a

Wean-PG 1) (B) 18 3.5±2.7b

PG-Wean 2) (C) 15 2.0±2.9c

A-B 0.7

A-C 2.2

B-C 1.5
1) Wean-PG; Injection of 5ml PG600 (PMSG 400IU 

and hCG 200IU, Intervet) i.m., 24hours after 
weaning, followed by administration of 50μg GnRH 
i.m., 56hours post PG600

2) PG-Wean; Injection of 5ml PG600 i.m., 48hours 
before weaning, followed by administration of 50μg 
GnRH i.m. 56hours post PG600

3) LSM±SE
a, b, c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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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interval from weaning to standing estrus. Sows were injected with PG600 at 2 
days before or 1day after weaning.

4.2일 보다 발정재귀 시간이 유의적으로 단축
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이유 후 성
선자극호르몬의 투여는 대조구 보다 발정재귀 
시간을 0.7일 단축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1).

발정동기화 처리방법에 따른 발정발현 양상
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유 후 발정재
귀는 대조구의 경우 3일, 4일 및 5일에 18.2%, 
45.5% 및 36.4%로 조사되었고, 이유 후 성선자
극호르몬을 처리한 구는 3일, 4일 및 5일에 
61.1%, 36.1 및 2.8% 이였으며, 이유 전 성선자
극호르몬 투여구는 1일과 2일에 15.8%와 84.2%로 
2일에 100%가 발정이 재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유 중인 모돈에서 난소 내 난포발달은 포
유 초기에는 많은 수의 작은 난포와 소수의 중
간크기 난포들이 발달하고 이후 작은 난포들은 
중간 또는 큰 난포로 발달하며 이것 들은 배란
되지 않고 폐쇄난포로 퇴화 한다. 포유중인 모
돈에서 외인성 성선자극호르몬은 난포발육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유시에 난소 내에 발달된 
난포의 존재는 발정재귀 시간을 단축할 수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itt 등, 1985). 이유를 



Ryu et al. ; Effect of Gonadotropin and Fixed-time AI on Fertility in Lactating Sows

－   －455

Table 4. Reproductive performance of sows treated with PG600 and two different AI methods

Treatment No. of 
sows

Farrowing Litter
Heads % Total 5) Alive

Control 20 11 55 11.9±0.9a 9.7±0.8
Wean-PG 1) Detect 3) 20 15 75 11.9±0.7ab 10.9±0.7
Wean-PG Fixed 4) 20 9 45 9.2±1.0c 8.8±0.9
PG-Wean 2) Detect 20 13 65 10.0±0.8abc 9.0±0.8
PG-Wean Fixed 20 9 45 8.1±1.0c 7.7±0.9

1) Wean-PG; Injection of 5ml PG600 (PMSG 400IU and hCG 200IU, Intervet) i.m. 24hours after weaning, 
followed by administration of 50μg GnRH i.m., 56hours post PG600 

2) PG-Wean; Injection of 5ml PG600 i.m., 48hours before weaning, followed by administration of 50μg GnRH 
i.m., 56hours post PG600

3) Detect; Artificial insemination at 24 and 36hours after allowing mounting
4) Fixed; Artificial insemination at 24 and 36hours after GnRH administration
5) LSM±SE
a, b, c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1)

전 후 하여 성선자극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은 
발정재귀율을 높이고 이유 후 발정재귀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결과는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Bates 등, 1991; Saoulidis 등, 
1995; Kirkwood 등, 1998). Estienne 등(2006)은 
포유모돈에서 제한 급여를 하였을 경우 무제한 
급여한 시험구에 비해 발정재귀 시간이 길었으
나 성선자극호르몬을 주사할 경우 무제한 급여
구와 발정재귀 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Rensis 등(2003)은 이유 2일전과 이유 
당일에 성선자극호르몬을 투여한 결과 대조구
에 비해 이유 당일 성선자극호르몬을 투여한 
처리구가 7일 이내 발정발현율이 높았으며, 이
유 2일전에 성선자극호르몬을 처리하여 발정재
귀 시간이 단축된다고 한 결과는 본 실험결과
와 유사하였다.

포유중인 모돈에서 성선자극호르몬을 이유 
전 또는 이유 후 투여한 후 발정관찰 인공수정 
또는 예정시각 인공수정이 분만율과 산자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분만율은 45.0~75.0%로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선
자극호르몬 투여시기에 따른 산자수는 이유 후 
성선자극호르몬 투여구와 이유 전 성선자극호
르몬 투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예정시각 인공수정에 따른 산자수는 이유 전 

및 이유 후 성선자극호르몬 투여구에서 9.2와 
8.1두로 발정관찰 인공수정구의 11.9, 10.0 및 
대조구 11.9두 보다 유의적으로 적었다(P<0.01).

발정동기화 후 배란시간은 예정시각 인공수
정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공수정 
번식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돼지에서 발정 후 
배란은 19~120시간에 배란이 이루어지며(Weitze 
등, 1994), 평균 40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Lang 등 2004). 배란된 난자는 자성
생식기도내에서 한정된 생존시간을 가지며 배
란 후 4시간(Hunter, 1993) 또는 8시간(Waberski 
and Nissen, 1995) 후에 인공수정을 실시하여도 
난자가 수정에 성공하였으나 배란 후 인공수정
은 난자의 노화에 의해 분만율이 감소된다
(Terqui 등, 2000).

발정이 개시 된 후 배란 전에 LH 급증이 일
어나고, LH 급증 후에 배란이 일어나는 시간은 
개체 간에 변이가 있으며, LH 급증 후 36~40 
시간에 배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ziuk, 1977; Ellendorff and Smidt, 1984; 
Elsaesser, 1984). 경산돈의 경우 이유 후 발정재
귀 기간이 짧은 개체는 발정 지속 시간은 길어
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발정재귀 기간이 긴 
경우 발정지속시간은 짧아지는 것으로 보고 하
였다(Weitze 등, 1994). 또한 발정전기에 hCG를 
투여하면 투여 후 40시간에 배란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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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되었고(Dziuk and Baker, 1962; 
Hunter, 1967), PMSG와 hCG를 투여한 후 복강
경으로 관찰한 결과 37~39 및 33~48 시간에 배
란이 일어나고(Bergfeld 등, 1984; Brssow, 1990), 
GnRH를 투여한 후 31.2±3.3 시간에 배란이 일
어나며, 배란 시간은 개체간에 변이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GnRH는 hCG와 돼지에서 유
사한 기능을 하며, hCG는 난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LH 급증을 유기하고, GnRH는 뇌하수
체에 작용하여 배란 전 LH 급증을 유도한다. 
그러나 hCG는 생체 내에서 긴 반감기를 갖는 
반면 GnRH는 hCG에 비해 짧은 반감기를 갖는
다. 외인성 단백질인 hCG를 사용하는 것은 
GnRH에 비해 긴 반감기로 인해 체내에서 항체
를 형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반복 사용 시 
hCG의 작용을 저해하게 되어 사용의 제한이 
발생 할 수 있다(Terqui, 2000).

발정동기화 후 hCG(Heidler 등, 1977) 또는 
GnRH(Iwamoto 등, 1978) 투여 후 예정시각 인
공수정에서 1회 인공수정 보다 2회 인공수정에
서 수태율이 높았고, 2회 인공수정은 1회 인공
수정에 비해 산자수가 증가됨을 보고 하였다.

Martinat-Botte 등(1995)은 발정동기화 후 예정
시각 인공수정에서 효율적인 번식성적을 얻을 
수 있었으며, Kauffold 등(2007)은 altrenogest와 
GnRH를 투여한 후 24시간과 40시간에 예정시
각 인공수정을 실시한 경우, 배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정 사이에 일어난 것이 58.3%이었고 
두 번째 수정 이후에 배란된 것보다 높았다고 
보고 하였다. Rensis 등(2003)은 예정시각 인공
수정에서 분만율은 대조구 보다 유의적으로 높
았으나 산자수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본 시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본 연구에
서 예정시각 인공수정 처리구에서 산자수가 낮
았던 것은 배란 된 난자의 수, 배란시간과 인
공수정 시간 등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산돈의 발정동
기화 방법으로 이유 후 성선자극호르몬을 투여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유 전 성선자극호르
몬의 투여는 발정재귀일의 단축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나 발정재귀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요    약

본 연구는 포유중인 모돈에서 이유 전과 후
에 성선자극호르몬 투여 및 예정시각 인공수정
이 번식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포
유중인 모돈은 대조구, 이유 전 2일 및 이유 
후 1일에 성선자극호르몬을 주사 하였다. 성선
자극호르몬을 주사한 모돈의 1/2은 발정확인 
후 24 및 36시간에 인공수정 하였고, 1/2은 
GnRH 주사 후 24 및 36시간에 각각 예정시각 
인공수정 하였다.

포유중인 모돈에서 대조구, 이유 전 및 이유 
후 성선자극호르몬을 투여 하여 발정재귀를 관
찰한 결과 이유 후 성선자극호르몬 투여구가 
발정재귀율이 높게 조사 되였으나 유의적 차이
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선자극호르몬 
투여가 발정재귀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유 전 성선자극호르몬 투여구가 발정 
재귀시간이 유의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P<0.01). 포유중인 모돈에서 성선자극호르몬
을 이유 전 또는 이유 후에 투여한 후 인공수
정을 실시한 결과 분만율과 산자수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예정시각 인공수정에 따른 산
자수는 이유 전 성선자극호르몬 처리구와 이유 
후 성선자극호르몬 처리구에서 예정시각 인공
수정 처리구가 발정관찰인공수정에 비하여 유
의적으로 적었다(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선자극호르몬
은 포유중인 모돈에서 난포를 발육시킬 수 있
으며, 이유 전 성선자극호르몬의 투여는 발정
재귀일의 단축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나 포유
돈에 있어 발정재귀율 개선과 향상된 번식성적
과의 상관 관계 정립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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