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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operated to establish induction using ultrasonography by estimating the relation of follicle size and 
estrus manifestation. Clinical estrus symptoms were observed 97.4% in cows and 87.5% in heifers when overall 55 
cows were induced to estrus in a single dose of PGF2α after verifying CL through ultrasonography, which means 
estrus hours among those 52 cows showing the clinical estrus symptoms were estimated 2.39 days on cows and for 
2.37 days on heifers which showed no differences (p>0.05). 

The estrus manifestation hours according to the follicle size in cows didn't have any significance each other 
(p>0.05), though estrus hours was 54 hours (the shortest) with follicle size bigger than 10 mm and were made up 
within 69 hours.

The estrus manifestation hours according to the follicle size in heifers didn't have any significance each other 
(p>0.05) and took around 42 hours (the shortest) with follicle size of 5mm (the smallest) and were made up within 
66 hours.

Follicles after PGF2α injection were ovulated and assigned to many phases as follows; Group 1 (growing phase) - 
continuously growing into ovulation, Group 2 (growing and static phase) - delaying in growth after the growth of 
follicles, Group 3 (static and growing phase) - growing after growth delay, Group 4 (regressing and new growing 
phase) - the follicle is closed and a new follicle grows. In addition, the process of follicle development and estrus 
hours had no significance each other (p>0.05), though estrus manifestation hours in Group 1 and 2 was relatively 
short, and in Group 3 and 4 for a relatively long time.

In the result of all above, the estrus manifestation hours after PGF2α injection has no differences accoring to the 
follicle size in cows and heifers.

Therefore, High pregnancy rate is obtained when practicing artificial insemination within 3 days in estrus or TAI 
in 72 to 80 hours after adminitrating PGF2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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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에서 PGF2α의 투여는 황체를 퇴행시켜 혈중 progesterone 
농도를 저하시키고, 이후 시상하부에서 성선 자극호르몬의 방
출을 증가시켜 난포가 발육하여 발정 증상을 나타내며, LH 
방출을 유도하여 배란이 일어난다(Lopez-Gatius 등, 2004). 발
정 증상의 발현은 PGF2α 투여 후 보고자에 따라 각각 6일 이

내에 82%, 7일 이내에 66.8%, 10일 이내에 91～93%가 관찰
되어 높은 발정발현율을 보였고(Macmillan과 Henderson, 1983; 
Macmillan 등, 1980; Eddy, 1977), Martin(1987)과 Turnera 등
(1987)은 육우에서 cloprostenol을 1회 투여하였을 때 74%와
66.6%의 발정발현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tevenson 
등(1999)은 11일 간격으로 PGF2α를 2회 투여하였을때 74.8%
의 발정발현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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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정 유도 후 발정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기간은

매우 다양하고, PGF2α를 투여할 때 발정 주기의 상태와 상관

관계가 있다(Savio 등, 1990; Macmillan과 Henderson, 1983). 
특히 PGF2α를 투여할 때 follicle wave의 상태에 의존적인데, 
functional dominant follicle (DF)은 황체 퇴행 후 2～3일안에
발정 증상을 보이는 반면, pre-dominant follicle은 DF로 성숙되
는데 2～4일이 소요되어 발정이 발현되기까지의 시간은 늘어
난다고 하였다(Savio 등, 1990). Stevenson 등(1984)은 PGF2α 
투여를발정주기중초기(발정주기 5～8일)에실시했을때 49.5± 
6시간에 발정이 발현되었고, 중기(발정 주기 14～16일)에 실
시했을 때는 60.6±8시간에 발정이 발현되어 차이가 있다고하
였다. 또한 Tanabe와 Hann(1984)은 미경산 젖소에서 발정주기
중 7, 11, 15일에 PGF2α를 투여하였을 때 43.9±8.2, 71.5± 14.3, 
53±12.2시간에 각각 발정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초음파 검사는 난소의 난포와 황체 크기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Pierson과 Ginther(1987)는 초음파 검사
를 이용하여 난포의 크기를 측정하여 실제 난포의 크기와 비

교하였을 때 둘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난포의 크기

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Sirois와 Fortune 
(1988)은 발정 유도시 DF 크기와 LH surge가 일어나는 시간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발정 유도 시 난포의 크기에

따른 발정발현 간격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Kastelic 등(1990)
은 황체기에 PGF2α를 투여하였을 때 가장 최근에 성장한 주

석 난포가 배란이 되고, 작은 난포는 성장 과정을 거쳐 배란
난포화 되기 때문에 배란 시간은 발정을 유도할 때 난포의 크

기에 의존적이다라고 하였다. 즉, 주석 난포가 존재할 때 PGF2

α를 투여하면 3일 만에 배란이 일어나지만, 새로 성장한 난포
는 배란까지 기간이 4.5 ± 0.3일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난소 초음파 검사는 현재 광범위하

게 이용되고 있으나, 한번의 초음파 검사로는 소의 발정주기
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발
정유도 시 발정 관찰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우에서 난소 초음파 검사 후 발정을 유

도할 때 난포의 크기와 상태를 평가하여 발정발현 시간을 예

측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 동물

전라남도 축산시험장에 소재하는 비임신 한우 중 초음파

번식 검진을 통해 생식기에 이상이 없으면서 황체기인 한우

55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경산우는 39두로 평균 2.8산
(Range: 1～4산)이었고, 미경산우는 16두로 평균 연령은 14개
월(Range: 13～16개월, 평균 체중 250 kg 이상)이었다. 대상
동물의 BCS는 Edmonson 등(1989)의 기준에 준하여 5단계(1: 

마름부터 5: 비만)로 0.25 단위씩 구분하여 평가하였을 때 평
균 3.0(Range: 2.75～4.0)이었다.     

2. 발정유도 및 발정 관찰

초음파 검진을 통해 비임신이면서 생식 기관에 이상이 없

는 정상적인 소들을 대상으로 Fig. 1과 같이 PGF2α인 clopros-
tenol (OESTROPHANⓇ, LECIVA, Czech Republic) 500μg을
1회 근육 주사하여 발정을 유도하였다. 
발정 유도 후 매일 발정 증상을 1일 2회씩(아침, 저녁) 육안

으로 관찰하여, 72시간 이내에 발정이 관찰된 개체에 대해서는
am-pm rule에 따라 인공수정을 실시하였고, 발정이 관찰되지
않은 모든 개체에 대해서는 PGF2α 투여 후 72～80시간에 무조
건 인공수정을 실시하였다(timed artificial insemination, TAI).
인공수정을 시킨 모든 개체에 대해서는 수정 후 30∼40일

사이에 초음파 검사로 임신 진단을 실시하였다.

3. 초음파 검사

직장 검사 후 초음파 진단 장치(EUREKA SA-600, Medison 
Co, Korea)에 부착된 5.0 MHz 또는 7.5 MHz 직장용 탐촉자
로난소및자궁을관찰하였다. 초음파검사방법은손등(1995) 
및 Edmondson 등(1986)의 방법에 준하여 직장으로부터 분변
을 제거한 후 난소 및 자궁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탐촉자를

삽입하였다. 난소의 검사는 난소를 여러 방향으로 scanning하
여 기능황체, 난포 그리고 기타 병적 구조물의 존재 유무를
판정하였으며, 자궁의 검사는 자궁내강의 구조물 존재 유무
및 자궁벽과 자궁 내막의 비후 정도를 판정하여 정상 유무를

판정하였다. 
한편, 발정 유도 때 난포의 크기와 발정발현율, 수태율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난포의 크기를 초음파 검사로 측정

하였다. 측정 방법은 일반적인 직장검사법에 준하여 직장으로
부터 분변을 제거한 후 난소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탐촉자로

난소를 여러 방향에서 scanning하여 난포가 가장 크게 나타날
때를 freeze한 다음 초음파 진단 장치에 내장된 electronic cali-
per를 이용하여 이들의 길이(a)와 폭(b)을 측정하였다. 난포의

Fig. 1. Estrus synchronization program using a PGF2α 25 mg. PGF2α 
was administered on Day 0. Following the PGF2α injection, 
cows were inseminated based on detected estrus within 
72 hours, or in the absence of estrus, one TAI (timed 
artificial insemination) was performed at 72~8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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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Kastelic 등(1990a)과 Son 등(1995)의 기술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Area=a/2 × b/2 ×π(3.14)

또한 난포의 크기는 난포의 크기가 5 mm 이상인 난포를 1 
mm 단위로 매일 측정하였다.

4. 혈중 Progesterone 농도 측정

발정유도 시 황체의 기능 상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발정유도

대상우를 대상으로 PGF2α 투여 직전에 경정맥에서 채혈, 혈장
을 분리한 후 혈중 progesterone 농도를 분석할 때가지 20℃
에서 보관하였다. 혈중 progesterone 농도 측정은손 등(1995)의
방법에 준하여 progesterone kit (Direct progesterone, ICN Bio-
chemical, Inc, USA)를 이용하여 gamma counter(CRYSTALTM 

II, PACKARD Co. USA)로 측정하였으며, 혈중 progesterone 
농도 측정에 있어서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인 intra- 
assay는 5.5%, inter-assay는 8.3%이었다. 
한편, 강 등(1995)의 기술에 준하여 혈중 progesterone 농도

가 1.0 ng/ml 이상인 경우를 기능성 황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5. 통계 분석

경산우와미경산우에서 PGF2α 투여후발정발현시간, PGF2α 

투여 시 난포 크기별 발정발현 시간 그리고 PGF2α 투여 후

난포 발달 과정에 따른 발정발현 시간의 비교는 각각 Stu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PGF2α 투여시 난포의 크기별 발정발현 시간의 비교

Table 1. Ovarian responses to the PGF2α administration during the estrous cycle in cows and heifers

Parameter Cow Heifer

Cow (n) 39 16

Corpus luteum (n) 39 16

Follicle (n)* 48 18

Area (mm2) of largest follicle on day 0 (mean ± SD) 57.34 ± 26.48 40.13 ± 26.81

Oestrus and ovulation (n) (%) 38 (97.4) 14 (87.5)

Ovulation but no oestrus 0 0 

No oestrus, no ovulation 1 (2.6) 2 (12.5)

Days from treament to oestrus 2.39a 2.37b

Conception rate (n/n) (%) 23/38 (60.5) 9/14 (64.2)

* Some cows had two follicles with similar size and of them were involved in the calculation.
a,b p>0.05.

그리고 PGF2α 투여 후 난포의 발달 과정에 따른 그룹별 발정

발현 시간의 비교는 SAS의 General Linear Model(GLM) pro-
cedure를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성은 p<0.05일 때
로 하였다.

결  과

1. PGF2α 투여 후 발정발현 시간

전체 55두(경산우: 39두, 미경산우: 16두)를 대상으로 초음
파 검사를 실시하여 황체를 확인한 후 PGF2α를 1회 투여하여
발정을유도하였다. 임상적 발정 증상은 Table 1에서와 같이경
산우에서 97.4%, 미경산우에서 87.5%가 관찰되었다. PGF2α 
투여 후의 평균 발정발현일은 경산우에서 2.39일, 미경산우에
서 2.37일로 두 그룹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p>0.05). 

2. PGF2α 투여 후 발정발현율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GF2α 투여 후 경과일수 별 누
적 발정발현율은 경산우가 제1, 2, 3일에 각각 15.7%, 44.6%, 
81.4%이었고, 미경산우는 각각 0%, 71.4%, 100%이었다.

3. PGF2α 투여시 난포의 크기에 따른 발정발현 시간

경산우와 미경산우 52두에서 PGF2α 투여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측정된 난포의 크기에 따른 발정발현 시간은 Table 3과
같다.
경산우에서 6～9 mm 난포가 존재하는 소에서 각 난포의 크

기에 따른 발정발현 시간은 서로 유의성은 없었으나(p>0.05), 
난포의 크기가 10mm 이상으로 큰 경우 54시간으로 가장 짧
았고, 발정발현은 최대 69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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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strus interval of first observation following PGF2α treatment

Time of estrus 
(days)

Cowa Heiferb

No. detection % Cumulative (%) No. detection % Cumulative (%)

1  6 15.7 15.7  0 0 0

2 11 28.9 44.6 10 71.4 71.4

3 14 36.8 81.4  4 28.5 100

up to 3  7 18.4 100  0 0 0

a,b p>0.05.

Table 3. Mean (sem) hours from treament to estrus for grouped cows with respect to the diameter of the smallest follicle with a diameter 
≥ 5 mm present on the ovary at PGF2α treament

Mean (sem) hours from 
treament to estrus

Diameter (mm) of smallest follicle

5 6 7 8 9 10+

Cowa  60 ± 6.92
(n=4)

64 ± 5.06
(n=6)

61 ± 4.84
(n=9)

69 ± 2.66
(n=9)

54 ± 6 
(n=10)

Heiferb 42 ± 6
(n=2)

48
(n=2)

48
(n=1)

64 ± 4.8
(n=5)

54 ± 18
(n=2)

66 ± 6
(n=2)

a,b p>0.05.

미경산우에서 5～10 mm 이상의 난포가 존재하는 소에서 난
포의 크기와 발정발현 시간은 서로 유의성이 없었으나(p>0.05), 
발정발현 시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난포가 가장 작은 크기인

5 mm에서 42시간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발정발현 시간은 최
대 66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

4. PGF2α 투여 후 난포의 발달 과정에 따른 발정발현 시간

경산우 38두 중 P4 농도 1 ng/ml 이하로 황체가 퇴행되어 미
기능 상태인 5두를 제외한 33두와 미경산우 14두에서 PGF2α

를 투여한 후 난포의 발달과정에 따른 발정발현 시간은 Table 
4와 같다. 

PGF2α 투여 후 난포가 배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
우(growing phase, group 1), 난포가 성장 후 성장이 지연되는

Table 4. Mean (sem) hours from treatment to estrus for grouped cows after PGF2α treament

Mean (sem) hours 
from treament 

to estrus

Follicle status

Group 1: 
growing phase

Group 2: growing and 
static phase

Group 3: static and 
growing phase

Group 4: regressing and 
new growing phase

Cowa 65.6 ± 5.47 (n=15) 56 ± 8 (n=3) 74.6 ± 6.25 (n=9) 76 ± 6 (n=6)

Heiferb 53.4 ± 3.38 (n=11)  48 (n=1) 60 ± 12 (n=2)

a,b p>0.05.

 

경우(growing and static phase, group 2), 난포의 성장이 지연
되다 성장하는 경우(static and growing phase, group 3), 난포
가 폐쇄되고 새로운 난포가 성장하는 경우(regressing and new 
growing phase, group 4)로 구분하였을 때 경산우에서 난포의
발달과정에 따른 발정발현 시간은 그룹별로 각각 65.6시간, 
56시간, 74.6시간, 76시간으로 관찰되었고, 난포의 발달과정
과 발정발현 시간은 서로 유의성은 없었다(p>0.05). 그러나
난포가 지속적으로 성장(group 1)하거나 성장 후 성장이 지연
되는 경우(group 2)에는 발정발현 시간이 비교적 짧은 반면, 난
포의 성장이 지연 후 성장하는 경우(group 3)와 기존 난포는
폐쇄되고 새로운 난포가 자라는 경우(group 4)에는 발정발현
시간이 비교적 길게 관찰되었다. 또한 미경산우에서 발정발현
시간은 그룹별로 각각 53.4시간, 48시간, 60시간으로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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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난포의발달 과정과발정발현 시간사이의 유의성은없었
으며(p>0.05) 미경산우에서도 경산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황체가 퇴행되어 미기능 상태인 5두에서 발정발현

시간은 투여 후 24시간으로 관찰되었고, 기능 황체가 존재하는
47두의 발정발현 시간은 투여 후 64.5시간으로 차이를 보였다
(p<0.05).

5. PGF2α 투여 후 난포의 발달 과정에 따른 난포 성장률

경산우와 미경산우에서 난포의 발달 과정에 따른 각 그룹

별 난포의 성장률은 Table 5와 같다. 
Group 1에서 난포는 PGF2α 투여 후 1일에 61%, 2일에 45%

의 성장률을 보였고, group 2에서 난포는 1일에 79%, 2일에
4%의 성장을 보였다. 반면, group 3에서 난포는 1일에 7%, 2일
에 22%를 보여 group 1, 2보다 현저히 낮은 난포 성장률을 보
였다. Group 4에서 난포는 기존 난포가 폐쇄되고 새로운 난포
가 자라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여 당일보다 1일과 2일에 난포
의 크기가 작게 관찰되었다.

고  찰

본 연구는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발정유도법을 확립하기 위

해 다양한 난포의 상태와 발정발현일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초음파검사를통해황체가존재하는한우를대상으로 PGF2α

를 투여하였을 때 3일 이내의 발정발현율은 경산우에서 97.4%
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육우에서 cloprostenol을 1회 투
여하였을 때 74%와 66.6%의 발정발현율을 보였다는 보고(Mar-
tin, 1987; Turnera 등, 1987)보다 높게 관찰되었다. 본 실험에
서 발정발현율이 높게 관찰된 것은 집중적인 발정 관찰과 난

포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 초음파 검사를 하였기 때문

에 발정발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미경산우에서의 발정발현율은 87.5%로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경산 육우에서 cloprostenol을 1회 투여하였
을 때 50.2%의 발정발현율을 보였다는 보고(Turnera 등, 1987)
와 11일 간격으로 PGF2α를 2회 투여하였을 때 74.8%의 발정
발현율을 보였다는 보고(Stevenson 등, 1999)보다 높게 관찰

Table 5. The follicular growth rate on the ratio changes relative to the largest follicles on Day 0 in the cow after PGF2α treatment

Days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Cow (n) Mean SD Cow (n) Mean SD Cow (n) Mean SD Cow (n) Mean SD

0 26 1 3 1 10 1 8 1

1 26 1.61 1.66 3 1.79 2.76 10 1.07 0.96 8 0.77 0.90

2 25 2.06 1.39 3 1.83 2.85 10 1.29 0.70 8 0.79 0.59

되었다. 이 또한 경산우에서와 같이 집중적인 발정 관찰과 매
일 초음파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발정발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PGF2α 투여 후 평균 발정발현일은 경산우에서 2.39일, 미경

산우에서 2.37일로 서로 차이는 없었으나(p>0.05), Table 2에
서와 같이 미경산우는 발정발현이 2일과 3일에 집중되어 관
찰되었고, 경산우는 1일부터 3일까지 발정발현일이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호르몬 검사 결과, 경산우는 다양한 발정주기
분포를 보인 반면, 미경산우는 발정주기 분포가 황체기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PGF2α를 투여하여 발정을 유도할 때 5～9 mm 이상의 다
양한 크기의 난포를 확인한 후 난포의 크기에 따른 발정발현

시간을 확인한 결과(Table 3), 난포의 크기와 발정발현 시간 사
이에는유의성이없었다(p>0.05). 이러한결과는 Smith 등(1998)
이 젖소에서 난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발정발현 시간은 짧

아진다고 한 보고와는 차이를 보였다. 다만, 경산우에서는 난
포의 크기가 10 mm 이상으로 큰 난포가 존재할 때 가장 빨리
발정이 발현되었고, 난포 크기와 관계없이 최대 69시간 이내
에 발정이 모두 발현되었으며, 미경산우에서는 최대 66시간
이내에 발정이 발현되어 경산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이러한 결과는 한우를 발정유도할 때 난포의 크기
에 관계없이 PGF2α를 투여한 후 경산우는 69시간, 미경산우
는 66시간 이내에 발정관찰 후 수정시키거나 이 시기를 기준
으로 TAI를 실시하면 높은 수태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PGF2α 투여 후 난포의 발달과정에 따른 발정발현 시간은
(Table 4) 각 그룹 별로 차이는 없었으나(p>0.05), 각각 65.6시
간, 56시간, 74.6시간, 76시간으로 관찰되었다. 난포가 지속적
으로 성장(group 1)하거나 성장후 성장이지연되는 경우(group 
2)에는 발정발현 시간이 비교적 짧은 반면 난포의 성장이 지
연 후 성장하는 경우(group 3)와 기존 난포는 폐쇄되고 새로
운 난포가 자라는 경우(group 4)에는 발정발현 시간이 비교적
길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경산우에서도 경산우와 비
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PGF2α를 투여하여 발정을유도할 때

발정발현일은 follicular wave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고
(Diskin 등, 2002), 발정 주기 중 mid stage에서 주석 난포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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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배란되는 경우에는 발정발현 기간이 짧고(2～3일), 새
로운 난포가 성장하여 배란되는 경우에는 발정발현 기간이 길

다(4～5일)는 보고(Odd, 1990; Lucy 등, 1992)와 일치하였다. 
또한 Fortune 등(1991)은 난포의 성장이 정지하거나 폐쇄 과정
인 경우 배란되지 못하고, 그 결과 다음 난포가 성장, 배란되
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발정발현 시간이 길어진다고 한 지

적과도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PGF2α를 투여한 후 경산우와 미경

산우의 평균 발정발현일은 서로 차이가 없었고, PGF2α 투여시
난포의 크기에 따른 발정발현 시간 또한 차이가 없었다. 즉, 
발정유도시 산차 및 난포의 크기에 대한 구별없이 5 mm 이상
의난포가존재할때발정을유도한후 3일이내에발정증상을
관찰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하거나 또는 PGF2α 투여 후 72～
80시간에 TAI를 실시하면 50% 이상의 높은 수태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초음파검사를이용한발정유도법을확립하기위해난포의크

기를 평가하여 난포의 크기와 발정발현일 사이의 관계를 평가

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전체 55두(경산우: 39두, 미경산우: 16)를 초음파 검사를 통

해 황체를 확인한 후 PGF2α를 1회 투여하여 발정을 유도하였
을 때 임상적 발정 증상은 경산우에서 97.4%, 미경산우에서
87.5%가 관찰되었고, 임상적 발정 증상을 보인 한우 52두를 대
상으로 PGF2α를 투여한 후 평균 발정발현일은 경산우에서

2.39일, 미경산우에서 2.37일로 관찰되어 두 그룹 사이의 차
이는 없었다(p>0.05). 
경산우에서 난포의 크기에 따른 발정발현 시간은 서로 유의

성이 없었고(p>0.05), 난포의 크기가 10 mm 이상으로 큰 경
우에 발정발현 시간은 약 54시간으로 가장 짧았으며, 발정발
현은 최대 69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
미경산우에서 난포의 크기에 따른 발정발현 시간은 서로 유

의성은 없었고(p>0.05), 난포의 크기가 가장 작은 5 mm에서
약 42시간으로 발정발현 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발정발현 시간
은 최대 66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

PGF2α 투여후난포는배란까지지속적으로성장하는 Group 
1 (growing phase), 난포가 성장 후 성장이 지연되는 Group 2 
(growing and static phase), 난포의 성장이 지연되다 성장하는
Group 3 (static and growing phase), 난포가 폐쇄되고 새로운
난포가 성장하는 Group 4 (regressing and new growing phase)
로 구분되어 성장 후 배란되었다. 또한 난포의 발육과정과 발
정발현 시간은 서로 유의성은 없었으나(p>0.05), Group 1과
Group 2에서는 발정발현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Group 3과
Group 4에서는 발정발현 시간이 비교적 길게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PGF2α를 투여한 후 경산우와 미

경산우의 평균 발정발현일은 서로 차이가 없고, PGF2α 투여시 
난포의 크기에 따른 발정발현 시간 또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
서 발정 유도시 산차 및 난포의 크기에 대한 구별없이 5 mm 
이상의 난포가 존재할 때 발정을 유도한 후 3일 이내에 발정
증상을 관찰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하거나 PGF2α 투여 후 72～
80시간에 TAI를 실시하면 높은 수태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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