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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yopreservation of epididymal spermatozoa offers a potential tool for rescuing genetic material from males of 
genetically elite populations. Castration, catastrophic injury, sudden death or any other event that makes semen collection 
or mating impossible may prematurely terminate a stallion reproduction. Stallion epididymal spermatozoa vary widely 
in the loss of progressive motility, acrosomal integrity, and viability during freezing and thawing. The objective of 
this work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1) freezing package types on cryopreservation efficiency, (2) thawing 
temperatures (37, 56 or 70℃) on Computer Assisted Sperm Analysis (CASA) parameters and (3) post-thawing 
incubation time (0, 1, 2 or 4h) on castrated stallion epididymis. Post-thawed sperm motility ranged between 59.69% 
and 64.28% (56℃ and 37℃) in various thawing temperatures. When stallion epididymis sperm was frozen, straw was 
better than freezing tube on VCL (Velocity of Curvilinear Line) and VAP (Velocity of Average Path) parameter. 
Higher percentage of motility was observed at 37℃ thawing temperature even though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among various temperatures. The motility, VCL, ALH (Amplitude of Lateral Head displacement), VAP, BCF 
(Beat-Cross Frequency) and STR (Straightness index) parameter of post-thawed sperm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y 
increasing the incubation time for all thawing temperatures.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type of freezing package 
(Straw vs. Freezing tub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on cryopreservation efficiency. Furthermore, stallion epididymal 
spermatozoa frozen-thawed at 37℃ for 1 min resulted the highest proportion of motility and velocity movement. In 
addition, motility and viability of frozen-thawed stallion epididymal spermatozoa were also decreased by inc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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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말 산업은 경마와 승마로 분류되며,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레저 활동으로 승마를

즐기고 있다. 많은 종의 말들이 국내 승마 산업에 이용되고
있으나, 한국인의 체형에 비해 다소 큰 종의 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승마에 이용되는 말들의 개량이 이뤄져야할 것

으로 생각된다. 경주마에 있어서 동결 정액이나 신선 정액으
로 인공수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내에서 말의 정액 동결
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하지만 승마산업에 있어서

Thoroughbred 종과 같이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 말을 개
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한 말의 정액을 동결하여 보급

함으로써 말의 개량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것이 발전할 수 있

는 방법일 것이다.
동물의 정액은 일반적으로 인공질법, 전기 자극법 그리고

자연 교미 후 질로부터 정액의 회수 등을 통해 채취할 수 있

지만, 소나 말과 같은 대동물에 있어 이와 같은 동물을 자극
하는 방법으로 정액을 채취할 경우 시술자에게 위험이 부담

된다. 그리고 정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생식기 질병이나 동
물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채취된 정액에 오줌이나 동물의
털과 같은 이물질들이 섞여 정액이 오염되는 위험이 있다. 하
지만 동물의 돌연사와 같은 상황에서 앞서 말한 방법들은 이

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정액을 채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자 저장의 기능을 하는 정소상체를 분리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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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채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소상체의 기능으로는 정자의
저장, 성숙, 보호 및 이동으로 미성숙 혹은 성숙된 정자들이 모
여 저장되는 곳으로(Barth와 Oko, 1989; Hafez와 Hafez, 2000; 
Papa 등, 2008), 이전의 연구들에서 말의 정소를 적출한 후 정
소상체로부터 정자를 수집할 수 있으며, 동결에 이용할 수 있
다고 보고되었다(Barker와 Gandier, 1957; Johnson 등, 1980; 
Bruemmer, 2006; Papa 등, 2008). 또한 정소상체의 정자들은
5℃에서 24시간까지 생존이 가능하며(Bruemmer 등, 2002; 
Papa 등, 2008), 만약 동물이 갑작스럽게 죽거나 번식 장애 혹
은 질병에 걸렸을 시 정소를 적출 후, 24시간 이내에 정액을
채취하여 인공수정에 이용하거나 동결보존이 가능하다고 보

고되었다(Papa 등, 2008). 이러한 말 정액의 동결은 국내에서
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정적인
동결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거세된 말의 정소를 회수하여 정소상체로부

터 정액을 채취하고, 동결의 가능성을 알아본 것이다. 또한 동
결에 사용되는 Package type(Straw vs. Freezing tube)에 따른
융해 후 생존율과 융해 온도가 정자 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동결-융해 후 incubation 시간에 따른 운동성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1. 정소상체 정액 채취

본 실험에서 정액은 Martinez-Paster(2006)의 방법에 따라
정소상체로부터 채취되었다. 거세를 실시한 3마리의 교잡종
수말(2∼5세령, 400∼450 kg)로부터 채취한 정소를 4℃ 생리
식염수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운반된 정소로부터
정자가 저장되어 있는 정소상체를 분리하였고(Fig. 1), 분리한
정소상체를 PBS로 3∼4회 세척하였다. 세척된 정소상체는 깨
끗한 PBS가 들어있는 dish에 옮겨 정자가 흘러나오도록 정소
상체를 가위질하여 정소상체 미부의 관을 일직선으로 펴서 주

사기를 이용해 밀어내어 정액을 채취하였다. 이 과정을 2∼3회
반복하여 정소상체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정액을 채취하였

다. 정액이 포함된 PBS를 50 ml Tube에 모아 750 ×  g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고, 원심 분리된 침전물은 혈액과 정소상체
조직,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층액만 거둬 사용하였
다. 상층액을 다시 1,000 ×  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정자
만 분리하였다. 분리한 직후 각 샘플의 정자 운동성을 2회 반
복 조사하였다(Table 1). 이후 분리된 정자를 15 ml tube에 옮
겨 PBS에 2회 세척 후 동결 절차에 따라 동결하였다.

2. 정소상체 정액 동결

위에서 설명된 방법으로 얻어진 정액은 extender로 희석하
여 동결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실험에서 사용된 extender는

Fig 1. Separated stallion epididymis after castration.

Table 1. Analysis of fresh semen obtained from stallion epididymis1

Parameters Mean ± SD

Motility(%)  93.9 ± 1.3

VCL(μm/sec) 267.8 ± 21.8

ALH(µm)   6.7 ± 0.5

VAP(μm/sec) 142.4 ± 8.0

BCF(Hz)  11.4 ± 0.1

STR(%)  59.0 ± 4.1

1 Three horses were used for this experiment.
MOT : total motility. VCL : velocity of curvilinear.
ALH : amplitude of lateral head displacement.
VAP : velocity of average path. BCF : beat-cross frequency.
STR : straightness.

Table 2과 같은 조성으로 이뤄져 있으며, extender의 난황은 그
날 낳은 신선란을 18-gauge needle의 주사기를 이용하여 난황
만 뽑아 사용하였다.

1st extender를 만들기 위해 Tris buffer를 만들고, 20%의 난
황을첨가하였다. 만들어진 1st buffer와정자(50×106 sperm/ml)
를 혼합하여 1시간 동안 냉장 처리하고, 1st buffer 88%에 gly- 
cerol 12%를 혼합한 2nd buffer를 최소 40분 이상을 냉장 처
리하였다. 1시간 후, 1st buffer에 희석된 정자를 2nd buffer와
1:1로 혼합하여 1시간 동안 냉장 처리를 하였다. 총 2시간의
냉장 처리 후 4℃가 유지되는 cold room에서 희석된 정액(최
종 농도 25×106 sperm/ml)을 Straw(FHK Fujihira Industry Co., 
Ltd., Japan)와 Freezing tube(NUNC, USA)에 분주하고(Fig 2), 
희석 정액을 담은 straw와 freezing tube는 액체 질소 4∼6 cm 
위에서 10분간 정치시킨 후 액체질소에 넣어 동결하였다. 동
결된 straw와 freezing tube는 액체 질소에 보관하고, 다음날 항
온 수조를 이용하여 해동하고, 정자의 운동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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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nents of extender for freezing of stallion epididy- 
mal sperm 

Ingredient Tris buffer 1st freezing
extender

2nd freezing
extender

Tris 198  mM 198  mM 198  mM

Glucose 44.4 mM 44.4 mM 44.4 mM

Citric acid 66.6 mM 66.6 mM 66.6 mM

Streptomycin 
sulphate 0.69mM 0.69mM 0.69mM

Na-benzyl 
penicillin 1.7 mM 1.7 mM 1.7 mM

Egg-yolk - 20%(v/v) 20%(v/v)

Glycerol - - 12%(v/v)

In 100ml distilled water.

Fig. 2. Straw and freezing tube for freezing of sperm obtained from 
stallion epididymis.

3. 정자의 운동성 분석

동결 전 정자의 운동성과 동결-해동 후 정자의 운동성을 측
정하기 위해 SAIS(Sperm Analysis Imaging System, Medical 
Korea, Seoul)라는 CASA(Computer Assisted Sperm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정자의 운동성에 관한 parameter를 측정
하였다. 1회 측정 시 임의로 총 5구획에서 정자의 운동성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한 구획 당 70∼80마리의 정자
가 측정되었으므로, 총 5구획에서 350∼400마리의 정자가 측
정되었다. 본 실험 결과는 3회에 걸쳐 반복하여 도출되었다.

4. 실험 설계

실험 1에서는 동결 정액을 저장하는 straw와 freezing tube
를 비교 실험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정액을 담는 package
의 면적․볼륨의 비율이 높은 것이 더욱 균일한 동결과 해동

의 온도를 준다고 보고되었다(Buranaamnuay 등, 2009). 이 실
험에서는 크게 straw(0.5 ml)와 freezing tube(1 ml)를 이용하
여 동결을 실시하여 straw와 freezing tube의 동결 후 정자의
운동성을 비교하였다.
실험 2에서는 동결 정액을 최소한의 피해로 해동할 수 있

는 온도를 찾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동결 정액의 최적 해동
온도를 찾기 위해 37℃에서 1분, 56℃에서 12초 그리고 70℃
에서 8초간 해동을 실시하여 정자의 운동성을 비교하였다.
실험 3에서는 37℃, 56℃, 70℃에서 해동 후 38℃, 5% CO2 

인큐베이터에서 시간(1, 2, 4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자 생존성
의 변화를 CASA parameter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5. 통계 분석

실험 결과는 Mean ± SD로 표시하였고, 측정된 parameter들
은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ANOVA와 Student t-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결  과

1. Straw와 Freezing Tube의 비교

Straw와 freezing tube를 이용하여 동결 효율에 관한 비교
실험을 실시한 결과 VCL(Velocity of Curvilinear Line)와
VAP(Velocity of Average Path)는 straw를 사용한 그룹에서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생존정자의움직임이 freezing tube를사
용한 그룹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를 제외한

MOT(Motility), ALH(Amplitude of Lateral Head displacement), 
BCF(Beat-cross frequency) 그리고 STR(Straightness index)에
서는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3).

2. 해동 온도에 따른 정자 운동성의 영향

실험 2에서는 straw 방법으로 동결 후 37℃, 56℃ 그리고
70℃에서 동결 정액을 해동하여 정자의 운동성에 관련된

parameters를 측정하여 최적의 해동 온도를 찾기 위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비교 결과, 각 parameters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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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package types on CASA parameters of post-thawed stallion epididymal sperm

Package type
Total 

concentration
(million/ml)

MOT(%) VCL(µm/s) ALH(µm) VAP(µm/s) BCF(Hz) STR(%)

Straw
(0.5ml) 21.34 ± 4.6 65.99 ± 3.5 178.94a ± 11.4 4.26 ± 1.1 75.12a ± 4.6 7.65 ± 0.7 48.42 ± 4.5

Freezing tube 
(1ml) 23.67 ± 5.2 62.84 ± 4.4 153.42b ± 9.5 3.68 ± 0.9 62.49b ± 3.9 6.31 ± 1.3 50.35 ± 3.4

a,b Within columns,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t(P<0.05).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Table 4. Effects of Thawing temperature on CASA parameters of post-thawed stallion epididymal sperm

Temperature
Total 

concentration
(million/ml)

MOT(%) VCL(µm/s) ALH(µm) VAP(µm/s) BCF(Hz) STR(%)

37℃ 1min 15.13 ± 2.13 64.28 ± 4.67 173.38 ± 13.18ab 4.08 ± 0.29 77.70 ± 7.32 7.95 ± 0.99 51.60 ± 1.08

56℃ 12sec 11.87 ± 2.89 59.69 ± 5.54 160.59 ± 9.81a 3.95 ± 0.24 74.63 ± 4.08 6.16 ± 2.88 54.01 ± 5.12

70℃ 8sec 16.00 ± 3.45 62.42 ± 7.63 193.18 ± 16.97b 4.08 ± 0.40 78.07 ± 11.61 7.48 ± 0.65 49.41 ± 1.85

a,b Within columns,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t(P<0.05).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나(Table 4), 70℃에서 해동을 하였을 때 난황의 변성이 일어
난 것처럼 작은 알갱이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 해동 후 배양 시간이 정자에 미치는 영향

각 온도별로 해동을 실시한 후 incubation을 실시하여 1, 2, 
4시간마다 정자의 운동성을 분석한 결과, incubation 처리 시간
에 따른 해동 온도별 운동성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incubation 
처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운동성이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3). 그 중 70℃, 8 sec그룹이 생존율의
감소폭이 가장 커 다른 실험군에 비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였다.

고  찰

본 실험에서 정소상체를 통해 정액을 채취, 동결하여 보관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동결과 해동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
고자 하였다. 정소의 적출이 정액 채취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유전적으로 우수한 동물의 번식 장애나 갑작스러운
사망 등 번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뛰어난 유전자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어렵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말에
있어서는 순치를 목적으로 거세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추
후에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번식을 시킬 수 없는 안타

까움이 있기에 거세된 정소상체 정액을 동결하여 보존한 후

인공수정 등을 통해 번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수 유전 자

원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실험에서 정액 동결에 사용하는 straw와 tube를 비교하

였을 때, 동결 정액의 운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에서 straw와 같은 면적․볼륨 비율
이 높게 되면 더 균일한 동결과 해동 온도를 줌으로써 동결

Fig. 3. Effect of various thawing temperatures and various incubation 
times on motility of post-thawed stallion epididymal sper- 
matozoa. Difference among various thawing temperatures 
was not observed.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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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줄여줄 수 있어 보다 적은 용량의 straw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되었다(Buranaamnuay 등, 2009). 본
실험에서는 정자의 회전 운동과 선행 거리를 의미하는 VCL
과 VAP가 straw를 이용한 동결 정액에서 tube를 이용한 동결
정액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운동성이
저하되어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정자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전

체 정자의 생존성과 운동성에 대한 지표 값으로는 부족한 면

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다른 동결 프로토콜로
동결을 실시하여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
의 경우에선 본 실험의 결과와 같이 동결 package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종들과 달리
많은 양의 정액을 동결할 시에는 freezing tube와 같이 volume
이 큰 package를 이용하여 우수한 종마의 정액을 동결하여 유
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동결 정액의 해동 과정은 정액의 동결과정만큼이나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적절한 온도에서의 해동은 동결된 정자의
생존율과 운동성에 해동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 줄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적정 온도를 찾기 위해 37℃에서 1분, 56℃에
서 12초 그리고 70℃에서 8초간 해동을 실시하여 해동 온도
별 효율성을 알아본 결과는 유의차는 없었으나, 37℃ 해동 그
룹에서 가장 높은 운동성을 보였다. 또한 70℃에서 해동한 그
룹은 다른 그룹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긴 하였으나, 너무 높은
온도 때문에 동결 배지에 포함된 난황이 변성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로의 해동이 난황을 변
성시킬 수 있다면 정자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수

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7℃에서 1분간의 처리로 해동하는 것이 가장 안
정적인 해동 방법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해동 후 incubation이 정자의 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incubation이 지속되면서 정자의
운동성이 크게 감소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 중 56℃에서 12
초와 70℃에서 8초간의 처리로 해동한 정자의 incubation은 3
7℃에서 1분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 incubation을 통해 동결 정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성
숙 정자들의 성숙과 동결 후 해동 정자들의 안정화로 동결 정

액 사용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으나, incubation의 처리
는 동결 정자의 운동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동결 정액에 사용에 있어서 해동 후 바로 사용하는 것

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 실험에서는 일반적인 동결 방법으로 정소상체로부터 얻

은 정자의 동결 가능성만을 알아보았지만, 이 후의 연구에서
는 동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의 첨가나 프로토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 돼지에서 Sodium 
Dodecyl Sulphate(SDS)의 첨가로 동결 보존의 성공을 크게 증
가시킬 수 있고, 동결과 해동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

다고 보고되었다(Buranaamnuay 등, 2009). 또한 ascorbic acid, 
alpha-tocopherol, glutathione 그리고 taurine와같은 항산화제 첨
가로 동결-해동에서 발생되는 Reactive Oxygen-Species(ROS)를
줄여동결효율을 향상시키는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Baum- 
ber 등, 2005; Breininger 등, 2005; Eulenberger 등, 2009; 
Reddy 등, 2010). 그 중 Taurine은 ROS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정자의 운동성과 생존성을 유지시켜 주며, 세포내 삼투압을 조
절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Struman과 Hayes, 1980; Michael 
등, 2007). 이와 같이 SDS나 Taurine 같은 정액 동결에 효율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의 첨가 방법의 확립으로 동결 효

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실험을 통해 말의 정소로부터 정액의 채취와 동결이 가

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동결에 사용되는 package의
종류인 straw와 freezing tube간 동결 효율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말의 동결 정액의 해동은 37℃, 56℃, 70℃에
서 해동이 가능하지만, 37℃에서 1분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해동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해
동 후 incubation의 처리는 정자의 운동성 및 생존율의 감소를
일으켜 해동 후, 즉시 인공수정 등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성숙 난자와의

체외 수정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배발달 관찰을 통해 동결 정

자의 수정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
며, 이를 통해 국내의 승용마 번식에 있어 동결 정액의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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