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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효소가 첨가된 Percoll에 의해 분리한 돼지 정액의 동결-융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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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sperm cryosurvival in boar sperm separated by Percoll 
containing antioxidant enzymes. The boar semen was collected into a pre-warmed (37℃) thermos bottle by gloved-hand 
method and was separated by 65% Percoll with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 and glutathione (GSH) 
before freezing. The frozen sperm was thawed at 38.5℃ for 45 sec in water-bath for sperm characteristic analysis. 
The sperm were estimated with SYBR14/PI double staining for viability, FITC-PNA/PI double staining for acrosome 
reaction, Rhodamine123/PI double staining for mitochondrial integrity and were analyzed using flow cytometry. In 
results, sperm viability, acrosome reaction and mitochondrial integrity were improved in separated sperm groups 
compared with unseparated sperm by Percoll (UP) group. Especially, viabil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perm separated 
by Percoll containing 400 IU CAT group compared with other groups (P<0.05). And acrosome reaction was decreased 
in sperm separated by Percoll with 300 IU SOD, 400 IU CAT and 0.5 mM GSH groups compared with other group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ly difference mitochondrial integrity among sperm separated by Percoll with antioxidant 
enzymes.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use of Percoll containing antioxidant enzymes for sperm separation will be 
beneficial for sperm cryopreservation in p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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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액의 동결 보존은 정자를 초저온에서 보관하는 기술로, 
반영구적인 보관이 가능하여 우수한 형질의 유전자원을 보존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멸종위기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가축의 개량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Sieme와 Oldenhof, 2015). 동결과정 중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세포에서 생성되는 과도
한 활성 산소 종에 의해 정자가 손상을 받게 된다(Santiani 등, 
2014). 특히 돼지 정자는 다른 종에 비해 세포막 내 다중불포
화지방산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산화적 충격에 더 민감하다

(Strzezek 등, 2004). 이러한 활성 산소는 정자의 생존율과 운동
성의감소, 세포막손상및 DNA 손상에영향을미치게되어, 최
종적으로 정자의 수정능력을 감소시키게 된다(Knox 등, 2015).
정자 내에서 발생하는 활성 산소의 종류로는 O2

—, H2O2 및
OH—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정자의 세포 내 산화 충격
에 영향을미친다(Bansal, 2015). 이러한 활성산소는 세포의 항
산화 효소들에 의하여 O2와 H2O로 분해되는데, 이 중 superoxi- 
de dismutase(SOD)는 O2

—를 안정한 형태인 H2O2로 전환시켜

주며(Buffone 등, 2012), catalase(CAT)는 전환된 H2O2를 H2O
와 O2로전환시켜활성산소를제거하는역할을한다(Moubasher 
등, 2013). 또한 SOD와 CAT에 의해 제거되지 못한 H2O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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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tathione(GSH)에 의해 H2O로 전환되어 제거된다(Yeste 등, 
2014). 이러한 항산화 효소들은 정원세포의 세포질에 존재하
지만, 정자형성과정 중 세포질이 대부분 소실되기 때문에 정장
액 내에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에 의해 정자의 활성 산소가 조

절된다(Mostafa 등, 2012). 이렇듯 정자는 세포 내 항산화 효소
가 다른 세포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동결 시 발생하는 과
도한 활성 산소를 조절하기 위하여 항산화 효소인 SOD, CAT 
및 GSH를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제를 동결 보존액에 첨가하는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결-융해된 정자의 경우, 생존율이 신선정액에 비해 낮아지

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은 정자를 선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Per- 
coll을 이용한 정액 분리법을 이용하고 있다(Noguchi 등, 2015). 
이러한 Percoll 분리법은 활력이 좋은 정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정자만을 분리한 후 동결
보존에 이용하는데 사용된다(Am-In 등, 2013). 하지만 Percoll 
분리는 고품질의 정자를 선별할 수 있지만, 분리과정 중 정장
액이 분리되어 정자가 활성 산소에 쉽게 노출된다는 단점(Ah- 
mad 등, 2010)이 있기 때문에 Percoll에 의해 분리된 고품질 정
자가 동결되는 동안 발생하는 활성 산소를 감소시켜, 융해 후
성상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고품질의 동결 
정액을 생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고품질 정자의 동결 효율을 높이기 위해 SOD, CAT 및 
GSH와 같은 항산화 효소가 첨가된 Percoll을 이용하여 돼지 정
액을 분리한 후, 동결-융해 후 돼지 정자의 성상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정액의 채취

동물실험은 강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No: KI- 
ACUC-09-0139)을 얻어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 
이용된 정액은 음경수압법을 이용하여 돼지에서 채취하였고, 
38℃로 가온된 modified modena B(30.0 g/l glucose, 2.25 g/l 
EDTA, 2.50 g/l sodium citrate, 1.00 g/l sodium bicarbonate, 5.00 
g/l tris, 2.50 g/l citric acid, 0.05 g/l cysteine 및 0.30 g/l genta- 
micin sulfate)와 1:1(v/v)로 희석하여 1시간 이내로 실험실로
운반하여 18℃ 냉장고에서 24시간동안 보관하였다. 본 실험에
는 Lee와 Park (2015)의 방법에 따라 70% 이상의 정상 움직임
과 80% 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내는 정액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

2. Percoll 분리 전처리 및 분리과정

돼지 정액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된 Percoll 제조방법은 이전 
연구에 따라 진행하였다(Lee 등, 2010). 정액 분리 전 65% Per- 
coll에는 0, 100, 300 및 500 IU SOD(Sigma, St. Louis, MO, 

USA), 0, 200, 400 및 800 IU CAT(Sigma) 및 0, 0.5, 1.0 및 2.0 
mM GSH(Sigma)를 첨가하여 2시간 동안 교반한 뒤 실험에 이
용하였다. 효율적인 정자 분리를 위해 채취 후 희석된 정액은
원심분리(1,500 rpm, 5분)하여 정장 물질 제거 후 Modena B
를 이용하여 1.0×109개/ml 농도로 재분주하였다. 이 후 정액과 
항산화제가 함유된 65% Percoll의 비율을 1:2(v/v)가 되도록
정액을 65% Percoll 위에 섞이지 않도록 분주한 후, 원심분리
(2,000 rpm, 20분, 18℃)하여 하단의 분리된 정자만을 회수하
였고, 회수한 정자는 동결 보존액을 사용하여 2회 세척(1,500 
rpm, 5분)하였으며, Percoll에 의해 분리되지 않은 정자(Unse- 
parated Percoll; UP)는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3. 정자 동결 및 융해

Percoll에 의해 분리된 돼지 정자는 Triladyl(Minitube, Tie- 
fenbach, Germany) 동결 보존액을 이용하여 동결하였다(Lee 
등, 2010). Triladyl 1차 동결 보존액은 Triladyl에 20% 난황만
을 첨가하여 각각 원심분리(3,000 rpm, 30분, 4℃) 후 상층액
만을 사용하였다. 동결 시 Glycerol(Sigma)과 Orvus Es Paste 
(OEP, Equex® STM paste, Nova Chemical Sales, USA)의 최
종 농도를 각각 3%와 0.5%로 맞추기 위하여 2차 동결 보존액
은 1차 동결 보존액에 9% Glycerol과 1.5% OEP를 첨가하여
4℃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Percoll로 분리된 정액은 Triladyl의
1차 및 2차 동결 보존액으로 2회 세척 후, 정자의 농도를 1.5× 
109개/ml가 되도록 1차 동결 보존액을 첨가한 후 2시간 동안
4℃로 냉각하였다. 그 후 4℃의 2차 동결 보존액으로 정자의
농도가 1.0×109개/ml가 되도록 희석한 후, 0.5 ml straw에 담아 
—120℃에서 10분 동안 예비동결 후 —196℃의 액체 질소에
침지하여 동결 보존하였다. 동결 보존된 straw는 38℃로 가온
된 항온수조에 45초 동안 융해하였으며, 융해된 정자는 Belts- 
ville thawing solution(BTS)로 희석하여 원심분리(1,500 rpm, 
5분, 18℃)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생존율, 첨체 반응률 및 미토콘드리아 온전성 검사

정액의 성상을 검사하기 위해 사용된 돼지 정자는 Modena 
B를 이용해 1.0×106개/ml의 농도로 희석한 후 염색을 실시하
였다. 정자의 생존율 검사를위해 40 nM의 SYBR-14(Live/Dead 
sperm viability kit, Molecular probes, USA), 첨체 반응률 검
사를 위해 2 µM의 Lectin from Arachis hypogagea(FITC-PNA; 
Sigma), 미토콘드리아 온전성 측정을 위해 2 µM의 Rhoda- 
mine123 (Sigma)를 희석된 정자에 첨가하여 38℃에서 5분 동
안 배양하고, 2 µM의 Propidium iodide(PI; Sigma)와 이중염색
한 후 38℃에서 5분 동안 배양하였다. 

5. Flow Cy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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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염색이 완료된 정액은 원심분리(1,500 rpm, 5분) 후 상
층액을 제거한 뒤 PBS를 이용하여 재분주하였고, Flow cyto- 
metry(BD FACSCantoTMII, Becton Dickinson, San Diego, USA)
를 사용하여 10,000개의 정자를 형광의 발현차를 분석하였으
며, 동결-융해된 정자의 생존율, 첨체 반응율 및 미토콘드리아
온전성은 CELLQuest version 6.0(Becton Dickinson)을 이용하
여 Lee와 Park(2015)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6. 통계처리

FACS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SAS 9.3을 사용하여 최소 
유의차 검정(Least Significant Different test; LSD test)과 Ge- 
neral linear model(GLM)을 적용하여 Ducan의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유의차(P<0.05)를 검정하였다.

결  과

1. 항산화 효소가 첨가된 Percoll을 이용하여 분리한 돼지정

자의 동결-융해 후 생존율 평가

SOD를 첨가 시 살아있는 정자의 생존율(Live)은 Percoll 분
리 처리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Percoll
을 분리하지 않은 UP와 비교했을 때 300 IU의 농도에서 유의
적(P<0.05)으로 높았다(Fig. 1A). 또한 죽어가는 정자(Dying)
의 비율은 UP보다 Percoll 분리된 처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지만(P<0.05), 항산화 효소 처리군 사이에서는 유의적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1A). CAT를 첨가한 실험의
정자의 생존율은 UP에 비해 200, 400 및 800 IU에서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특히 Percoll 처리군 내에서 400 
IU의 농도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았으며, 죽어가는 정자
의 비율은 Percoll 분리된 그룹에서 유의적(P<0.05)으로 감소
하였다(Fig. 1B). GSH를 첨가하였을 때 0.5 mM 처리군에 비
해 2.0 mM에서 정자의 생존율이 유의적(P<0.05)으로 낮았으
나, 죽어가는 정자의 비율은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1C).

2. 항산화 효소가 첨가된 Percoll을 이용하여 분리한 돼지정

자의 동결-융해 후 첨체 반응률 평가

SOD, CAT 및 GSH가 첨가된 Percoll에 의해 분리된 돼지
정자의 동결-융해 후 첨체 반응율(Acrosome reaction)에 대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살아있는 정자에서의 첨
체 반응율(Live sperm)은 모든 항산화제 처리구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정자 중 첨체 반응이 일
어난 정자의 비율(All sperm)을 분석하였을 때, 항산화제를 포
함한 Percoll 분리 처리군에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대조구(UP)와 비교하였을 때, 100 및 300 IU SOD

Fig. 1. Viability after frozen-thawing of boar sperm separated by 
Percoll with antioxidants, superoxide dismutase (A), catalase 
(B) and glutathione (C). boar sperm was cryopreserved 
after unseparated by Percoll (UP). (P<0.05, n=3).

(Fig. 2A), 200 및 400 IU CAT(Fig. 2B) 및 0.5 mM GSH(Fig. 
2C)를 Percoll에 첨가하여 분리한 정자의 동결-융해 후 첨체 반
응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P<0.05). 반면, 
항산화제가 포함된 Percoll에 의해 분리된 정자의 첨체 반응율
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300 IU SOD 처리군에서는 유의적(P< 
0.05)으로 감소하였으나(Fig. 2A), CAT와 GSH 처리군에서는
처리군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2B 및 2C).

3. 항산화 효소가 첨가된 Percoll을 이용하여 분리한 돼지정

자의 동결-융해 후 미토콘드리아 온전성 평가

Fig. 3은 SOD, CAT 및 GSH가 함유된 Perocll에 의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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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rosomal reaction frozen-thawing of boar sperm separated 
by Percoll with antioxidants, superoxide dismutase (A), 
catalase (B) and glutathione (C). boar sperm was cryopre- 
served after unseparated by Percoll (UP). (P<0.05, n=3).

된 돼지 정자의 동결-융해 후의 미토콘드리아의 온전성을 평
가한 결과이다. 살아있는 정자(Live)에서의 미토콘드리아 온
전성은 Percoll에 SOD, CAT 및 GSH를 첨가하여 정자를 분리
하였을 때, 분리하지 않은 처리구(UP)에 비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100 및 300 IU SOD(Fig. 3A), 400 IU CAT 
(Fig. 3B) 및 GSH(Fig. 3C)를 첨가한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적
으로 높은 미토콘드리아 온전성을 나타냈다(P<0.05). 전체 정
자(All sperm) 중 미토콘드리아 온전성은 SOD(Fig. 3A)와 CAT 
(Fig. 3B)에서는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0.5 mM GSH 첨가군에 비해 2 mM 첨가군이 유의적(P<0.05)
으로 낮은 미토콘드리아 온전성을 나타냈다(Fig. 3C).

Fig. 3. Mitochondrial activity frozen-thawing of boar sperm separa- 
ted by Percoll with antioxidants, superoxide dismutase (A), 
catalase (B) and glutathione (C). boar sperm was cryopre- 
served after unseparated by Percoll (UP). (P<0.05, n=3).

고  찰

본 연구는 동결-융해된 돼지 정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결 전 SOD, CAT 및 GSH와 같은 항산화제가 첨가된 Percoll
로 정액을 분리하여 동결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동결은 정
액의 이동과 사용에 용이하지만 동결 시 발생하는 산화스트레

스에 의해 신선정액에 비해 낮은 생존율을 보이며, 첨체와 미
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동결-융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자의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동물

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Cevdet 등, 2014; Noguchi 등, 2015). 
또한 동결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정자의 농도(Con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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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2)와 선발(Noguchi 등, 2015; Shojaei 등, 2012), 항산화
제(Bucak 등, 2012; Câmara 등, 2011) 및 동결 보존액 조성
(Tuncer 등, 2013)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런 노
력에도 불구하고, 돼지 정자의 동결효율은 낮은 실정이다.
돼지 정액을 65% 이상의 Percoll로 분리하게 되면 정액 내

세균과 미생물이 모두 제거될 뿐만 아니라, 정자의 성상과 수
정능력이 증가(Yoo 등, 2009)하게 되며, 이렇게 분리된 돼지
정자는 동결-융해 후 성상과 수정능력이 증가하게 된다(Lee 등, 
2010; Lee 등, 2011). 실제로 돼지 정자 동결 시 이미 동결-융
해에 의해 손상된 정자를 첨가하였을 때, 첨가된 동결 융해 정
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동결의 효율이 감소(Martinez-Alborcia 
등, 2012)하게 되고, 신선정액의 살아있는 정자의 비율에 따라 
동결의 효율과세포내 산화스트레스가 차이가나게된다(Yeste 
등, 2013). 따라서 살아있는 정자만을 분리하여 동결에 이용하
는 기술은 선천적으로 정액의 품질이 낮은 품종과 개체의 정

자, 멸종위기 동물의 정자 및 야생동물과 같은 동결 방법이 명
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정자 동결에 이용가치가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Percoll에 의해 분리된 정자
는 그렇지 않은 정자에 비해 동결-융해 후의 정자 성상이 향
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살아있는 정자가 동결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세포의 대사과정과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생성되는 활성 산

소는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와 이와 관련된 시스

템에 의해 제거되지만, 생식세포 중 하나인 정자의 경우, 감수
분열과 정자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정원세포의 세포질이 droplet
으로 변화되어, 정자가 사출되는 과정에서 손실된다(Aitken과
Baker, 2004). 이러한 생리학적인 현상으로 정자는 다른 세포
에 비하여 세포질의 항산화 효소가 부족하여 산화충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웅성 생식기계에서는 정자에서 발생하는 활
성 산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출 시 항산화 효소가 포함된 정

장액과 혼합되어 활성 산소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Aitken
과 Baker, 2004). 이러한 이유로 항산화 효소가 첨가된 동결 보
존액을 이용하여 돼지 정자를 동결-융해하였을 때, 그 효율이 
증진시키는 연구(Gadea 등, 2004; Roca 등, 2005)는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Percoll 분리방법은 살아
있는 정자만을 분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항산화 효소들이
함유되어 있는 정장액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Percoll에 항산
화제를 첨가하여 정액을 분리한 후 동결에 이용하였다.

SOD는 세포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로써, 세포
내 superoxide 음이온을 제거하는 작용을 수행한다(Alvarez와
Storey, 1992). 따라서 산화충격으로부터 세포나 조직을 보호
하거나, 세포의 체외배양과 동결 과정에서발생하는산화충격
을 억제하는데이용된다(Lortz와 Tiedge, 2003; Scarpa 등, 2014). 
또한 정자에서는 동결 전 평형 배양액(Câmara 등, 2011)이나

동결 보존액(Forouzanfar 등, 2013)뿐만 아니라, 융해 배양액
(Amini 등, 2015)에 첨가하여 산화 충격을 억제하는데 사용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결 전 정액을 Percoll로 분리하는 과
정에서 SOD를 첨가하여, 생존율과 첨체 온전성, 미토콘드리아 
온전성의 효율을 평가한 결과, 모든 검사항목에서 Percoll 분
리 후 동결한 처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은 생존율과 미토

콘드리아 온전성, 낮은 첨체 반응율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SOD가 첨가된 동결 보존액을 이용하여 돼지(Noguchi 등, 
2015)와 소(Am-In 등, 2013) 정자의 동결-융해 성상이 증진되
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지만, SOD가 첨가된 Percoll을 이용하
여 정자를 분리 후 동결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실시되

었다. 이는 Percoll 분리과정에서 정자로 흡수된 SOD가 세포
내의 산소 라디칼에 의한 세포 손상을 억제(Alvarez와 Storey, 
1989)시킨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동결 과정으로 인한 산화 충
격도 감소시켰다고 사료된다.
세포기관 중 하나인 peroxisome은 보통 미토콘드리아나 엽

록체 주변에 존재하며, 식물, 동물 및 원생동물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생물체에서 발견된다. Peroxisome의 주요 효소인 CAT
는 생체 내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 중 하나로 생체에 독성을 가

지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다

(Bonekamp 등, 2009). 활성 산소는 세포의 성장과 생존에서 항
상성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활성 산소의 생성과
제거 반응간의 불균형은 세포의 정상기능을 손상시킬 뿐만 아

니라, DNA, 지질 및 단백질을 손상시켜 노화와 세포사멸에 주
요한 원인이 된다(Cabiscol 등, 2010; Rassool 등, 2007). CAT
는 이러한 활성 산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물

질로써, 세포의활성산소 및산화충격과같은 스트레스를줄이
거나손상을회복시킬수있는능력이있다(Gill과 Tuteja, 2010). 
실제로 동해방지제에 CAT를 첨가하여 보다 줄기세포의 안전
한 동결을 시행하였다는 보고(Seo 등, 2011)가 있으며, 정자 동
결 시에도 CAT는 유용한 항산화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Her- 
nández 등, 2007). 실제로 이러한 CAT는 동결-융해과정에서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 산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질과산화의 형성
으로 이어지는 반응성 라디칼의 연쇄반응을 제거해주는 특징

이 있다(Fernández Santos 등, 2009). 실제로, 돼지 정자 동결 시 
CAT를 첨가하였을 때, 생존율과 운동성이 증가하였으며, DNA 
손상과 첨체막 손상이 감소하였다(Grossfeld 등, 2008). 이러
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400IU CAT가 함유된
Percoll에 의해 분리된 고품질의 정자 역시 동결 시 CAT의 긍
정적인 영향을 받아 생존율, 첨체 반응율 및 미토콘드리아 온
전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GSH는 free radical, 과산화 지질 및 중금속과 같은 활성 산
소 종으로부터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산화방지제로써,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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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시 첨가나 세포의 항산화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된

다(Jayakumar 등, 2014). 이전 연구들은 세포 내에서의 GSH의 
역할(Armstrong 등, 2002; Guha 등, 2011)과 GSH의 고갈이 미
치는 영향(Khan 등, 2012)에 대해서 연구되었으며, 항산화제
(Chen 등, 2013; Zou 등, 2012), 비타민 (Jain과 Micinski, 2013)
과 같은 첨가제를 통해 세포 내 GSH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GSH는 정자의 생존율
과 운동성을 증가시키며, DNA의 손상과 활성 산소 감소시키
는데 이용된다(Yeste 등, 2014). 이와 같은 결과는 정자 내로
흡수된 GSH가 세포에 존재하는 활성 산소와 반응하여 세포 손
상을 억제(Atig 등, 2012)할 뿐만 아니라, 지질 과산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세포 독성물질인 aldehyde와 반응함
으로써 정자의 세포막을 보호(Sørensen 등, 1999)하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도 GSH 0.5 mM가 포함된 Percoll로 분리 후
동결-융해된 돼지 정자가 다른 처리군에 비해 생존율이 증가
하고, 첨체 반응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Percoll 
분리 과정에서 흡수된 GSH가 동결-융해 후 정자의 성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자의 동결 효율을 높이기 위해 SOD, CAT 및

GSH와 같은 항산화 효소를 Percoll에 첨가하여 고품질의 정
자를 분리 후 돼지 정액을 동결 보존한다면 그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술은 선천적으로 생존율
이 낮은 개체의 정자를 동결 보존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희귀동물 또는 멸종위기 동물 웅성 생식세
포 유전자원 보존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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