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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우에서 이식형 bovine somatotropin 지속성 제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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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sustained release effect of the implantable

bovine somatotropin (SRI-BST) formula. In the blood profile test in steers, the bovine somatotropin
concentration in serum by radioimmunoassay showed the peak concentration on the first day after the
implantation of the SRI-BST formula, and concentration proceeded for 5 days ( < 0.05). The insulin-like
growth factor-1 concentration showed the peak concentration on the seventh day after implantation of the
SRIF-BST formula, and concentration proceeded for 10 days ( < 0.05). The glucose showed the peak
concentration on the first day after implantation of the SRI-BST formula, and concentration continued for
3 days ( < 0.05). The blood urea nitrogen showed the lowest concentration on the third day after
implantation of the SRI-BST formula, and concentration continued for 7 days ( < 0.05). These results proved
that the SRIF-BST formula was the sustained release effects in steers.
Keywords : bovine somatotropin (BST), IGF-1, implantable, sustained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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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효과” [1]의 연속적인 연구로서 이전 연구에서는
test와 랫드의 weigh gain assay를 이용하여 지속 효
과를 검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식형 bovine
somatotropin(BST) 지속성 제형의 투여 대상 동물인 소
를 사용하여 혈액 내 somatotropin의 지속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in

vitro

Somatotropin은 약 19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약 22,000 dalton의 큰 분자량을 갖는 단백
질 호르몬의 일종이다 [26]. 재조합 DNA 기술의 발달
로 somatotropin을 효모나 대장균과 같은 미생물을 이용

하여 발효 및 정제 과정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18, 19, 25]. 그러나 somatotropin은 반감기가 짧
아 원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대상 동물에 빈번하게 투여
해야 한다. 그러므로 somatotropin을 지속성 제형으로 제
조하여 동물에 투여하므로 약물의 편리성을 추구하고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 3, 6, 8-10]. 본 연구는 일
전에 보고된 “somatotropin 이식 제형 개발과 지속적 방

재료 및 방법

이식형 BST 지속성 제형의 제조
BST 용액을 동결 건조하여 분말 형태로 제조하였다.
분말 형태로 제조된 BST는 polyethylene glycol 8000
(PEG)과 4 : 1 비율로 혼합하였다. 이렇게 혼합된 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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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 분말 5 g을 50 ml의 conical tube에 넣고, 두 분말을

균질하게 혼합시키고 물성을 치밀하게 할 목적으로 직
경 3 mm의 stainless steel ball 을 사용하여 vortex mixer
에서 혼합과 분쇄 과정을 수행하였다. 제조된 혼합물 25
mg을 정량하여 타정기(EK-0; Erweka, Germany)를 이용
하여 직경이 3 mm, 길이가 3.5 mm인 펠렛을 직타법으로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펠렛은 poly L-lactide(Inherent
viscosity 0.99 dl/g in CHCl )와 pluronic F-68로 코팅 용
액을 제조하여 Hi-coater(HCT-30; Freund, USA)를 사용
하여 코팅하였다.
3

Blood collection for assay

체중이 350-450 kg 홀스타인 비육우 4마리를 사용하
여 마리 당 이식형 BST 지속성 제형 250 mg(제형 내 포
함된 BST 용량 200 mg)을 내경이 3.4 mm, 외경이 4.5
mm, 길이 55 mm인 주사침이 부착된 implant gun(Revarol
gun, Australia)을 사용하여 견갑골 위쪽 피하에 삽입하
였다. 혈액 샘플 채취는 투여 직전, 투여 후 1일, 3일, 5
일, 7일, 10일, 14일, 18일, 21일에 혈청 분리용 6 ml
Vacutainer(Becton Dickinson, USA)와 21 G 1.5 inch blood
collection needle 및 needle holder(Becton Dickinson,
USA)를 사용하여, 보정틀에 비육우를 보정하고 미정맥
에서 혈액 약 6 ml을 채취하였다. 채취된 혈액은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으며, 분석 전까지 냉동하여
보관하였다.
혈청 내 BST 농도 분석
의
표지
1 mg/ml BST standard sample(UCLA Medical Center,
USA) 1 tube를 꺼내 녹여 준비하고, 깨끗한 0.5 ml
microcentrifuge tube에 정제수 7 µl를 가하고 여기에 준
비된 1 mg/ml의 3 µl BST stock을 가했다. 이 tube에 0.5
M phosphate buffer를 20 µl를 첨가하였다. 50 µl microsyringe를 사용해 iodine(Amersham Phamacia, UK)를
5 µl 취하여 이 tube에 넣었다. 이 tube에 0.4 mg/ml
chloramine-T(Sigma, USA) 10 µl를 넣고 45초 동안 반응
시켰다. 여기에 1 mg/ml sodium metabisulfite(Sigma,
USA) 20 ml를 넣고 조심스럽게 혼합하여 반응시켰다.
이 표지 된 의 분리
Sephadex G-25 prepacked PD-10 column(Amersham
Pharmacia, UK)에 0.1% bovine serum albumin, 150 mM
NaCl, 25 mM Tris buffer(pH 7.5)을 흘려주어 column 내
부를 채워준 후, 표지 반응이 끝난 용액을 이 column에
전량 가하여 주었다. 그런 다음 150 mM NaCl, 25 mM
Tris buffer(pH 7.5)를 지속적으로 가해, 1 ml의 0.1%
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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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vine serum albumin, 150 mM NaCl, 25 mM Tris buffer
가 채워져 있는 50개의 10 ml짜리 borosilicate glass
tube(Corning, USA)에 10방울씩 fraction을 받았다. 이
tube를 진탕 혼합한 후, 10 µl씩 취해 automatic gamma
counter(1470 Wizard; Wallac, USA)로 측정하였으며,
radioactivity가 높은 몇 개의 fraction을 골라 20 µl씩을
취해 1.5 ml microcentrifuge tube에 각각 넣었고, 여기에
1% bovine serum albumin 용액 20 µl를 첨가하였으며,
다시 여기에 10% trichloroacetic acid 용액 40 µl를 가하
여 진탕 혼합한 후 ice bath에서 30분 이상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4oC에서 14,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
리하여 침전물과 상층액을 분리해 각각 gamma counter
로 radioactivity를 측정하여 침전물의 측정값이 95% 이
상의 radioactivity를 나타내는 것 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청 분석 방법

Total count tube와 blank tube를 준비하여 radioimmunoassay(RIA) buffer(정제수 1 l에 5 g bovine serum
albumin, 100 mM Tris buffer-100 ml, 4 M NaCl-37.5 ml,
10% Tween-20 5 ml, 10% sodium azide-2 ml이 포함된 용
액) 200 µl를, 그리고 zero standard tube에는 100 µl를 채
웠다. Referance standard tube에는 1 mg/ml sodium
metabisulfite 용액을 100~0.2 ng/ml을 각각 100 µl씩 넣었
으며, 분석할 혈청도 100 µl씩 분주하여 넣어 주었다.
125
Iodine으로 표지 된 BST를 RIA buffer로 100 µl당
15,000-20,000 cpm이 되도록 희석시킨 용액을 모든 tube
에 100 µl씩 채워주었다. Monkey anti-BST antiserum
(UCLA Medical Center, USA) 1 vial을 RIA buffer로
150,000배 희석한 용액을 total count와 blank tube를 제
외한 모든 tube에 100 µl씩 채워주었다. 모든 tube를 진
탕 혼합하여 실온에서 24시간 반응시켰다. 그런 다음
total count tube를 제외한 모든 tube에 goat anti-money
IgG antiserum(Cappel, USA) 1 vial을 RIA buffer로 100
배 희석 시킨 용액 100 µl과 normal money whole serum
(Cappel, USA) 1 vial을 1,000배 희석 시킨 용액 100 µl
각각 채워주었다. 진탕 혼합 후 실온에서 다시 24시간
반응시킨 후, total count tube를 제외하고, 모든 tube에
6% polyethylene glycol 8000, 150 mM NaCl 용액을 500
µl씩 채워주었다. 진탕 혼합 후 4oC에서 1시간 반응 후,
total count tube를 제외한 모든 tube를 3,000 rpm으로 4oC
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버리고 total
count tube를 포함해서 gamma counter로 radioactivity를
측정하였다.

결과 분석 방법

Zero standard, reference standard와 혈청의 평균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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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계산하여, 계산된 blank의 cpm 값을 빼주었고, zero
standard의 cpm값으로 나누어 % specific binding 값을
계산하였다. 각 reference standard의 % specific binding
을 y축으로, 각 standard의 농도를 x축으로 하여 표준 곡
선을 그리고, 선형 회기 분석 방법으로 fitting하여
calibration curve를 그렸다. 이 calibration curve를 이용해
혈청 sample의 % specific binding에 해당되는 농도를 구
하였고, 혈청의 농도가 reference standard농도보다 높으
면 혈청을 RIA buffer로 희석하여 standard 농도 구간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희석 배수를 곱하여 해당 농도를
구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혈청 BST 농도는 이식형 BST
지속성 제형 투여 전과 투여 후 각 시점의 혈청 내 BST
농도에 유의성 검정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혈청 내
농도
분석
의
표지
10 µg lyophilized IGF-1 sample(receptor grade; GroPep,
Australia) 1 tube를 꺼내어 100 µl의 10 mM HCl에 완전
히 녹여 준비하고, 깨끗한 0.5 ml microcentrifuge tube에
이 IGF-1 용액 10 µl를 취하였다. 이 tube에 0.5 M
phosphate buffer를 20 µl를 첨가하였다. 50 µl microsyringe를 사용해 iodine(Amersham Phamacia, UK)를
5 µl 취하여 이 tube에 넣었다. 이 tube에 0.4 mg/ml
chloramine-T(Sigma, USA) 10 µl를 넣고 45초 동안 반응
시켰다. 여기에 1 mg/ml sodium metabisulfite(Sigma,
USA) 20 µl를 넣고 조심스럽게 혼합하여 반응시켰다.
이 표지된 의 분리
Sephadex G-25 prepacked PD-10 column(Amersham
Pharmacia, UK)에 정제수 1 l에 1% bovine serum albumin,
4 M NaCl 37.5 ml, 1 M phosphate buffer 10 ml이 포함된
용액을 흘려주어 column 내부를 채워준 후, 표지 반응
이 끝난 용액을 이 column에 전량 가하여 주었다. 그런
다음 phosphate buffer saline을 지속적으로 가해, 1 ml의
0.1% bovine serum albumin, 150 mM NaCl, 25 mM Tris
buffer가 채워져 있는 50개의 10 ml짜리 borosilicate glass
tube(Corning, USA)에 10방울씩 fraction을 받았다. 이
tube를 진탕 혼합한 후, 10 µl씩 취해 automatic gamma
counter(1470 Wizard; Wallac, USA)로 측정하였으며,
radioactivity가 높은 몇 개의 fraction을 골라 20 µl씩을
취해 1.5 ml microcentrifuge tube에 각각 넣었고, 여기에
1% bovine serum albumin 용액 20 µl를 첨가하였으며,
다시 여기에 10% trichloroacetic acid 용액 40 µl를 가하
여 진탕 혼합한 후 ice bath에서 30분 이상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4 C에서 14,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
insulin-like growth factor-1(IGF-1)

IG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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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침전물과 상층액을 분리해 각각 gamma counter
로 radioactivity를 측정하여 침전물의 측정값이 95% 이
상의 radioactivity를 나타내는 것 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청 시료의
5 ml의 microcentrifuge tube에 혈청 시료와 RIA buffer
(1 l 정제수에 0.2 g protamine sulfate, 1 M phosphate buffer
30 ml, 250 mM EDTA 40 ml, 10% Tween-20 5 ml, 10%
sodium azide 2 ml이 첨가되어 있음)를 50 µl씩을 넣고
혼합하였다. Absolute ethanol과 2N HCl이 87.5 : 12.5의
비율(v/v)로 혼합된 용액 400 µl를 가하여 진탕 혼합하고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하였다. 4 C에서 10,000 rpm으로
5분간 원심 분리하였고, 상층액 250 µl와 0.855 M trizma
base 100 µl를 혼합해 중화시켰다. 이 중화된 샘플을
14,000 rpm으로 4 C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한 후, RIA
buffer로 8배 희석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 분석 방법
Total count tube와 blank tube를 준비하여 RIA buffer
200 µl를, 그리고 zero standard tube에는 100 µl를 채웠
다. Referance standard tube에는 100 w/v % trichloroacetic
acid 용액을 50~0.1 ng/ml을 각각 100 µl씩 넣었으며, 분
석할 혈청도 100 µl씩 분주하여 넣어 주었다. Iodine으
로 표지된 IGF-1을 RIA buffer로 100 µl당 15,000-20,000
cpm이 되도록 희석시킨 용액을 모든 tube에 100 µl씩 채
워주었다. Rabbit anti-human IGF-1 antiserum(GroPep,
Australia) 1 vial을 RIA buffer로 40,000배 희석한 용액
을 total count와 blank tube를 제외한 모든 tube에 100
µl씩 채워주었다. 모든 tube를 진탕 혼합하여 4 C에서 16
시간 반응시켰다. 그런 다음 total count tube를 제외한
모든 tube에 goat anti-rabbit IgG antiserum(GroPep,
Australia) 1 vial을 RIA buffer로 50배 희석 시킨 용액
100 µl과 normal rabbit serum(Cappel, USA) 1 vial을 5배
희석 시킨 용액 100 µl 각각 채워주었다. 진탕 혼합 후
4 C에서 다시 1시간 반응시킨 후, total count tube를 제
외하고, 모든 tube에 6% polyethylene glycol 8000, 150
mM NaCl 용액을 500 µl씩 채워주었다. 진탕 혼합 후
4 C에서 1시간 반응 후, total count tube를 제외한 모든
tube를 3,000 rpm으로 4 C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버리고 total count tube를 포함해서 gamma
counter로 radioactivity를 측정하였다.
결과 분석 방법
Zero standard, reference standard와 혈청의 평균 cpm
값을 계산하여, 계산된 blank의 cpm 값을 빼주었고, zero
standard의 cpm값으로 나누어 % specific binding 값을
acid-ethanol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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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다. 각 reference standard의 % specific binding
을 y축으로, 각 standard의 농도를 x축으로 하여 표준 곡
선을 그리고, 선형 회기 분석 방법으로 fitting하여
calibration curve를 그렸다. 이 calibration curve를 이용해
혈청 sample의 % specific binding에 해당되는 농도를 구
하였으며, 혈청의 농도가 reference standard농도보다 높
으면 혈청을 RIA buffer로 희석하여 standard 농도 구간
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희석 배수를 곱하여 해당 농도
를 구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혈청 IGF-1 농도는 이식형
BST 지속성 제형 투여 전과 투여 후 각 시점의 혈청 내
IGF-1 농도에 유의성 검정을 위해 -test를 실시하였다.
혈청 내
및
농
도 분석
혈청 내 BUN과 glucose의 농도 분석을 위하여 vitalab
selectra 2 analyzer(Merck, USA)을 사용하여 glucose
dehydrogenase method(Merck, Gluc-DH method, USA)와
glutamate dehydrogenase method(GIDH method; Merck,
USA)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혈청BUN과 glucose
농도는 이식형 BST 지속성 제형이 투여된 후, 각 시간
에 구해진 혈청 내 BUN과 glucose 농도와 투여 전 혈
청 내 BUN과 glucose 농도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test
를 실시하였다.
t

glucose

blood urea nitrogen(BUN)

Fig. 1. Serum concentration of bovine somatotropin (BST)

in steers receiving sustained release implantable formula of
BST (200 mg/head).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4 steers. *The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initial value ( < 0.05).
p

t

결 과

Fig. 1은 이식형 BST 지속성 제형 투여 후 시간에 따
른 혈청 내 BST 농도를 측정한 결과로서 투여 후 1일
째 최고 농도에 도달하였다가 10일째에 투여 전 수준으
로 복귀되었다. 그러나 투여 전 BST 농도의 값과 유의
성 있는 차이는 투여 후 5일까지 나타났다(p < 0.05).
Fig. 2는 이식형 BST 지속성 제형 투여 후 시간에 따
른 혈청 내 IGF-1 농도를 측정한 결과로서, 투여 후 7
일째 최고 농도에 도달하였다가 14일째 투여 전 수준으
로 복귀되었다. 그러나 투여 전 IGF-1 농도의 값과 유
의성 있는 차이는 투여 후 10일까지 나타났다(p < 0.05).
Fig. 3은 이식형 BST 지속성 제형 투여 후 시간에 따
른 혈청 내 glucose 농도를 측정한 결과로서, 투여 후 1
일째에 최고 농도에 도달하였다가 7일째에 투여 전 수
준으로 복귀되었다. 그러나 투여 전 glucose 농도의 값
과 유의성 있는 차이는 투여 후 3일까지 나타났다(p <
0.05).
Fig. 4는 이식형 BST 지속성 제형 투여 후 시간에 따
른 혈청 내 BUN 농도를 측정한 결과로서, 투여 후 3일
째에 최저 농도에 도달 후 10일째에 투여 전 수준으로

Fig. 2. Serum concentration of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n steers receiving sustained release implantable formula
of bovine somatotropin (200 mg/head).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4 steers.
*
The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initial value
( < 0.05).
p

Fig. 3. Serum concentration of glucose in steers receiving
sustained release implantable formula of bovine somatotropin (200 mg/head).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4 steers. *The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initial value ( < 0.0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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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rum concentration of blood urea nitrogen (BUN)

in steers receiving sustained release implantable formula of
bovine somatotropin (200 mg/head).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4 steers. *The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initial value ( < 0.05).
p

복귀되었다. 그러나 투여 전 BUN 농도의 값과 유의성
있는 차이는 투여 후 7일까지 나타났다( < 0.05).
p

고 찰

BST는 단백질 약물이므로 경구로 투여하면 소화 효
소에 의해 분해 흡수되어 활성을 잃어버리므로 주사로
투여하여야 하고, 반감기가 서너 시간 밖에 되지 않아
자주 주사하여야 한다 [11, 16]. 그러나 BST를 동물에
자주 투여하기에는 많은 불편한 점이 있어 지속성 제형
을 연구하고 있다. 한 예로 주사제 타입의 지속성 제형
을 개발하고자 식물성 오일과 겔화제 등을 이용하여 유
성 주사제가 연구되었다. 이런 유성 주사제는 초기 방출
효과가 매우 과다하여 지속 효과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1, 13, 14, 24, 28].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somatotropin의 지속 효과를 더 길게
유지하면서 용량을 일정하게 분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Alza사에서 개발한 체내 삽입 기구인
osmotic pump를 사용하여 랫드나 돼지의 증체 및 사료
효율 검증 실험을 실시하였다 [2, 3, 19, 27]. 또한 비육
우에서는 용량에 따른 약동력학적 시험을 실시하였다
[22]. 그러나 이런 기구들은 외과적 수술로 이식시키고
제거해야 하고, 삽입 기구의 값이 고가라는 단점이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식 제형은 위의 단
점을 보완하고자 삽입 기구들보다 지속 효과는 짧지만,
생체 분해성 고분자와 pore 물질을 사용하여 [21], BST
와 PEG로 이루어진 펠렛을 코팅하므로 생체 내에 서서
히 BST를 분비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생체 내에 흡수되
는 장점이 있어 수술적 제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 투여된 BST 200 mg의 용량은, 비
록 비육우에서 6.7~200 µg/kg/day 용량으로 다양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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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어 있지만 [7, 12, 20], 많은 문헌에서 적정 용량으
로 추천되는 30~40 µg/kg/day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7,
12]. 즉, 35 µg/kg/day 용량을 기준으로 14일 용량을 투
여하였다.
이 실험 결과에서 혈청 BST와 IGF-1 농도의 혈청
profile에서 peak time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Cohick 등
의 연구에서도 주사용 증류수에 용해된 BST가 투여된
후 혈청 내 IGF-1 농도가 5~7시간 지연된 후에 증가되
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5]. 이런 현상은 다른 BST 제형
들을 투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BST
가 간에서 IGF-1으로 전환되어 혈청으로 이행되는 과정
중의 지연 효과(lag effect)라고 보고하고 있다 [22, 24, 28].
또한 BST를 투여 시 혈청 glucose농도의 증가와 혈청
BUN농도의 감소는 여러 문헌들에서 보고된 것처럼 사
료 효율을 증가시켜 체내 에너지원을 더 많이 제조하고,
성장에 필요한 체내 단백질을 활발히 합성하기 위해 혈
액 내 질소를 더 많이 소모하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4, 15, 22]. 본 실험에서 사용된 이식형
BST 지속성 제형도 혈청 glucose 농도를 몇 일 동안 지
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역시 BUN 농도도 일주일 가량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므로 섭취된 사료를 지속적이고 효
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런 지속적인 혈중 지표의 변화들이 성장 촉
진과 사료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지 유효성 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 사용된 이식형 BST 지속성 제형의 혈청 내
BST 농도는 5일까지 지속성 효과를 나타냈으며, IGF-1
농도는 10일까지 지속성 효과를 나타내었다(p < 0.05). 또
한 혈청 glucose 농도는 3일까지 지속성 효과를 나타냈
으며, BUN 농도는 7일까지 지속성 효과를 나타내었다
(p < 0.05). 이와 같은 결과들로 이식형 BST 지속성 제형
은 비육우에서 지속성 효과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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