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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optotic Molecular Changes of Cellular Injury in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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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Spermatogenesis is regulated by various cellular reactions, and especially
cell proliferation and apoptosis. Methods : We investigated the morphological changes and
the apoptotic molecular changes in mouse testis induced by the endocrine disrupting chemi-
cals. ICR mice were treated with bisphenol A (BPA), 2-bromopropane (2-BP) and diethylstilbes-
terol (DES). Histological examination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TUNNEL staining
and RNAse protection assay were conducted. Results : Testes treated with BPA showed
normal spermatogenesis and the proliferation activity, and the density of the cells was similar
with those in the control. 2-BP and DES groups, which showed a decrease of germ cells near
the basal layer and degenerative changes. The proliferative activity identified by PCNA stain-
ing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2-BP and DES groups (p<0.05). The apoptosis was sig-
nificantly increased in the 2-BP group however, a significant decrease was noted in the BPA
group (p<0.05). Among apoptosis-related molecules, the expression of Fas, Fas ligand, TRAIL,
TNFp55 and caspase 1, 3, 6 and 8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degree of
apoptosis in all groups. Conclusions :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induced cellular injury
in mouse testis through the changes of proliferative activity and apoptosis which was regulated
by a number of apoptosis-related molecules. This probably results in the abnormality of sper-
matogenesis in mouse tes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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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계장애물질에의한고환내세포손상에서

아포토시스관련분자들의변화

내분비계 장애 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은 소위

환경 호르몬으로 불리고 있으며, 크게 diethystilbesterol (DES)과

같은 약제성 인공 호르몬과 다이옥신,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환경성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토양을 비롯한 주변 환경의 오염으로 식물 및 플랑

크톤 등 먹이사슬의 기본단위를 통하여 각종 가공 식품 및 자연

산 식품에까지 침투되면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1,2 특

히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부분 불현성으로 자각증상이 없이 누

적되며, 용량과 상관없이 발암성 또는 유전독성을 일으킬 수 있

다. 그리고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 다음 세

에도 축적되므로 종족 보존에 심각한 향을 줄 수 있다. 부

분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여성호르몬인 estrogen 유사 물질들로,

이들 가운데 약제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인공 estrogen인 DES,

플라스틱 제품 원료인 bisphenol A (BPA), 최근 오존층 보존을

위한 치물질로 사용되는 2-BP은 생식기관, 특히 고환의 이상

을 초래한다.1-5

포유동물에서 남성생식기의 정자형성과정은 정세포(spermatid)

의 특이 유전자군의 발현, 지지세포인 Leydig 세포 및 버팀세포

(Sertoli cell)들과의 상호작용, 또한 이들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

르몬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 물질들은

에스트로겐, 항에스트로젠, 항프로제스테론, 항안드로젠 등으로

작용하여 정자형성을 교란시킨다.6-8 동물에서 태생기에 이들 내

분비계 장애 물질에 피폭되는 경우 고환의 종양발생 또는 정자

형성이 감소되며,1-3 성장 후에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정자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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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 및 불임이 유발된다.4,5 세포 증식능의 변화 및 아포토시

스의 유발은 세포 손상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로 보고되며, 최근

에는 세포의 아포토시스에 관련된 다양한 분자들의 변화가 내분

비 장애물질에 의한 세포 손상 시에도 관련될 것으로 보고되었

다.9 세포의 아포토시스는, 세포막에 있는 death receptors인 Fas,

TNFR-1, TRAIL receptor들이 그 ligands와 결합하게 되면 세

포질내의 adapter molecules인 FADD, TRADD, RIP 등과 연

결되어 effector family인 여러 종류의 procaspase를 caspases로

활성화시키는데, 그 때 일어나게 된다.9,10 내분비계 장애 물질에

한 독성 연구는 주로 생리 및 형태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 부

분이었으나, 근래에는 세포 손상의 기전에 한 연구가 점점 증

가하고 있다.11,12

본 연구에서는 생쥐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들에 의한 고환 내

세포의 변화를 관찰하며, 세포 증식능 및 아포토시스 정도를 측

정함으로써 세포 손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자 수준

에서 아포토시스 관련 분자들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재료와 방법

생쥐 실험 모델 및 내분비계 장애 물질 처치

8주령의 수컷 ICR 생쥐( 한 바이오링크, 충북 음성)를 구입

하여 실험 시작 전 2주 동안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 다. 사

육 조건은 22℃의 사육실에서 12시간 조명과 12시간 소등을 유지

하며 물과 먹이를 상시 공급하 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환경

호르몬이 생쥐의 고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군

은 내분비계 장애물질 투여군과 조군으로 분류하 다(Table 1).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는 2-BP (Tokyo Kasei Co., Tokyo,

Japan), BPA (Sigma St. Louis, MO, USA), DES (Sigma,

St. Louis, MO, USA)를 사용하 으며, 조군에 olive oil (Ya-

kuri Pure Chemicals Co., Tokyo, Japan)을 사용하여 매일 1회

씩 2주 동안 복강 내로 투입하 다. 2주 동안 약물을 투여한 생

쥐에게 경추사를 유도한 후 양쪽 고환을 적출하 다. 한쪽 고환

은 조직검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10% 포르말린 고정 및 OCT 물

질(Sakura Finetechnical Co., Tokyo, Japan)에 넣어 즉시 냉

동시켜 -80℃에 보관하 으며, 다른 한쪽은 RNA 추출을 위하

여 액화 질소에 즉시 냉동한 후 -80℃에 보관하 다.

병리학적 검색

조직학적 검경을 위해 고환 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

정한 후 파라핀에 포매하여 3 m의 미세 절편을 제작하 다. 조

직 절편은 Hematoxylin-Eosin 및 Periodic acid-Schiff (PAS)

로 염색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고환 내 배아세포(germ cell), 버

팀세포 및 Leydig 세포의 변화를 관찰하 고, 비교 관찰을 위해

computer-aided image analyzer를 사용하 다.

고환 조직내 세포 증식능 검사

PCNA에 한 일차 항체를 이용하여 고환 조직내 세포의 증

식능을 측정하 다. 조직절편을 자이렌으로 탈파라핀시키고, 알

코올 단계를 거쳐 함수시킨 후, 항원의 수득률을 높이기 위하여

0.01 M citrate buffer (pH 6.0)에 담가 전자렌지에서 15분간

중탕하 다. 3% 과산화수소수에서 5분간 반응시켜 내인성 과산

화효소를 제거한 후, serum-free 단백으로 반응시켜 비특이 항

원/항체 반응을 차단시킨 다음, 실온에서 단클론성 일차 항체인

PCNA (clone PC10, DAKO, Glostrup, Denmark)와 반응시

켰다. 이차 항체 및 avidin-biotin 복합체와 반응시킨 후 DAB

(diaminobenzidine)로 발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400배

광학현미경 하에서 PCNA 양성인 세포 수를 5-10 시야로 세어

각 실험군 사이의 내분비계 장애 물질 투여에 따른 세포 증식능

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 다.

고환 조직내 세포 아포토시스 측정

고환 조직내 세포 아포토시스 측정을 위해서 in-situ end-labe-

ling of fragmented DNAs (TUNEL) 방법을 이용하 으며, 상

용화된 DNA Fragmentation Detection Kit (QIA33, Oncogen,

Darmstadt, Germany)를 사용하 다. 조직절편을 탈파라핀시키

고 알코올 단계를 거쳐 함수시킨 후, proteinase K를 이용하여

비특이 반응을 차단시켰다. TBS-T (Tris brffer saline with

tween 20)로 2회 수세한 후, 3% 과산화수소수에서 5분간 반응

시켜 내인성 과산화효소를 제거하 다. 1X TdT equilibration

buffer로 30분간 전처리한 후 TdT 효소(terminal deoxynucleo-

tidyl transferase)와 biotin-dNTP, unlabeled dNTP가 포함된

TdT labeling reaction mixture를 이용하여 37℃에서 반응시켰

다. TdT 효소가 아포토시스에 의해 분절된 DNA 절단들의 3′-

OH기에 결합하고 다시 biotin이 결합된 dNTP의 결합을 촉매시

켜 아포토시스된 세포를 표지하 다. Stop buffer로 반응을 종료

시킨 후 avidin-biotin 복합체와 반응시켰다. DAB로 발색시킨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 고, 400배 현미경 시야에서 5-10 시야를 계

수하여 비교 분석하 다.

Group Dose Injection route
Number of 

mouse

Control Vehicle (Olive oil) intra-peritoneal 6
2-BP 800 mg/kg BW/day intra-peritoneal 6
DES 3 g/kg BW/day intra-peritoneal 6
BPA 30 mg/kg BW/day intra-peritoneal 6

BW, Body Weight.

Table 1. Experimental groups of the mice for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on the tes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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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 추출 및 RNAse protection assay (RPA)를 이용한

아포토시스 관련 분자들의 검출과 비교

아포토시스 관련 분자들에 한 검색을 위하여 관련 분자들

중 death receptor/ligand/adapter family (Fas/Fas ligand,

TNFR-1, TRAIL, FADD, TRADD, RIP, FAP and FAF)

및 effector family (Caspase 1, 2, 3, 6, 7, 8, 11 and 12)에

한 검색을 실시하 다. -80℃로 냉동시킨 고환조직을 homog-

enizer (Polytron, Germany)로 균질화한 후, TrizolTM (Life

technology, Gaithersburg, MD, USA)을 이용하여 total RNA

를 추출하 다. 분광광도계(Beckmann, USA)를 이용하여 2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고 RNA의 순도는 260 nm와 280 nm

에서 측정한 흡광도 비율로 평가하 다. 두 종류의 cDNA multi

probe templates (Pharmingen, CA, USA)에서 in vitro tran-

scription kit (Pharmingen, CA, USA)을 이용하여 caspase 1,

caspase 2 (S), caspase 2 (L), caspase 3, caspase 6, caspase

7, caspase 8, caspase 11, caspase 12, caspase X 및 caspase-

8, FASL, Fas, FADD, FAP, FAF, TRAIL, TNF-R55, TR-

ADD, RIP의 anti-sense RNA probe를 합성하 다. L32 및

GAPDH는 내부 조 물질로 사용되었다. 합성된 antisense RNA

probes와 조직에서 추출한 sample RNA를 55℃에서 하루 동안

교잡시켰다. 침전된 antisense RNA probe-sample RNA를 페

놀-클로로포름-에탄올 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하 다. 추출된 pro-

be를 denaturing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 동을 거쳐 -70℃

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autoradiography 방법을 이용하여 검출

하 다. 그리고 Quantity One Program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각 분자의 발현 정도를 계측하고 그래프로

비교하 다.

아포토시스 관련 분자들에 한 면역세포화학염색

고환조직은 동결절편 조직을 이용하 다. 아포토시스에 관련

된다고 알려진 분자들 중 caspase-1 (sc-514, Santa cruz, CA,

USA), caspase-2 (sc-623, Santa cruz, CA, USA), caspase-3

(sc-1224, Santa cruz, CA, USA), caspase-6 (sc-1231, Santa

cruz, CA, USA), caspase-7 (sc-6138, Santa cruz, CA, USA),

caspase-8 (sc-7890, Santa cruz, CA, USA), TRAIL (sc-7887,

Santa cruz, CA, USA), TRADD (sc-7868, Santa cruz, CA,

USA), RIP (sc-7881, Santa cruz, CA, USA)에 한 다클론

일차 항체를 사용하 고 이차 항체로는 Vectastain Elite kit

(Mouse IgG peroxidase kit,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

game, CA, USA)를 사용하 다. 아비딘-바이오틴 복합체와 반

응시키고 DAB로 발색시킨 다음,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고환조직에서 염색된 세포가 10% 미만이거나 음성인 경우 음성

으로 판독하 고, 양성인 경우는 미만성이며 약하게 염색된 경우

를 1+, 미만성이며 강하게 염색된 경우를 2+로 하 다.

통계학적 분석

정상 조군과 내분비계 장애 물질 투여군과의 고환조직 내

세포증식능 및 아포토시스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un-

paired T-검정법을 사용하 고, 통계학적 유의성은 p<0.05로
하 다.

결 과

내분비계 장애 물질 처치 후 고환 조직의 형태학적 변화

ICR 생쥐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BPA, 2-BP 및 DES 에

의해서 고환의 조직학적 변화가 유발되었다. BPA 투여군에서는

정상적인 정자 발생 진행 양상을 보 으며, 정상 조군과 유사

한 형태학적 소견을 보 다. 반면 2-BP 및 DES 투여군의 경우

에는 정상군에 비하여 정자 형성이 감소되었다. 또한 기저부의

정조세포(spermatogonium) 및 정모세포(spematocyte)들이 감

소 또는 소실된 반면 버팀세포는 잘 보존되어 있었다. 특히 2-BP

의 경우 정모세포 및 정세포의 변성 및 소실이 심하 으며, 국소

적으로 거 세포도 나타났다(Fig. 1).

고환 조직내 세포 증식능의 변화

정상 조군에서는 주로 정세관 내의 정조세포에서 강한 양성

으로 염색되었고 일부 정세포에서도 양성 반응이 관찰되었으며,

Leydig 세포에서는 음성이었다. BPA 투여군에서는 고환 내 PC-

NA 양성인 세포의 수가 정상 조군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

았는데(p<0.2),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약물 투여 기간이 짧았

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2-BP (p<0.004) 및 DES (p<0.002)
투여군에서는 PCNA 양성인 세포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Fig. 2). 특히 정세관(seminiferous tubule) 내의 세포 중 정조

세포 및 정세포들이 감소한 반면, 버팀 세포 및 Leydig 세포에

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Fig. 1).

고환 조직에서 아포토시스 정도의 변화

고환 조직의 아포토시스는 정상 조군에서는 매우 드물었으

며, 정세포에서만 소수 확인할 수 있었다. BPA 투여군의 경우

아포토시스를 보이는 세포의 수가 정상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

게 감소하 다(p<0.001). 그러나 2-BP 투여군에서는 주로 정

세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p<0.004), DES 투여군에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0.290)(Fig. 3). 2-BP 투여군에서는 특히 세포 손상이 심하게

관찰되었는데, 그 부위에서 아포토시스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

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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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difference of morphologic findings, cell proliferative activity and apoptosis in the mouse testis induced by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BPA group do not show significant morphologic changes compared to control group, whereas 2-BP and DES groups show
degenerative changes mostly in the seminiferous tub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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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se protection assay (RPA)를 이용한 아포토시스 관련

분자들의 발현 비교

아포토시스 관련 분자들 중 death receptor/ligand/adapter

family (Fas/Fas ligand, TNFR-1, TRAIL, FADD, TRADD,

RIP, FAP and FAF) 및 effector family (Caspase 1, 2, 3,

6, 7, 8, 11 and 12)에 한 검색을 하 다(Fig. 4). Caspase 1,

caspase 3, caspase 6 및 caspase 8과 Fas, FASL, TRAIL 및

TNFRp55 분자의 발현은 2-BP 투여군에서 정상 조군에 비하

여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BPA 투여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DES 투여군에서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

나 caspase 2와 caspase 7, FAS 및 FAF 분자들의 경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고환 조직 내 세포들의 아포토시스 정

도와 각 군별 아포토시스 관련 분자들의 발현은 정상 조군에 비

해 BPA 투여군에서 감소하 다. 이는 아포토시스 유발에 관련된

다고 알려진 Fas ligand, FADD, TRAIL, TNFRp55, TRADD,

caspase 1, 3, 6, 8 분자들의 감소와 연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또한 2-BP투여군 에서는 아포토시스가 1.8배 정도 증가하

는데, 역시 상기 분자들의 증가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 분자들이 고환세포의 아포토시스에 연관되어 작용함을 확

인하 다(Fig. 5). DES 투여군에서는 아포토시스 관련 분자들

의 발현이 아포토시스의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소견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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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difference of cell proliferation activity in the testis: Cell
proliferation activity i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2-BP and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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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difference of degree of apoptosis in the testis: In con-
trast to 2-BP and DES groups, apoptotic cells are significantly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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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differential expression of apoptosis-related molecules in mouse testis induced by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Fas, FASL,
TRAIL and TNFRp55 RNA molecules are increased in the 2-BP or DES groups compared to control. Caspase 1, 3, 6, 8 molecules are increased
in the 2-BP group compared to control.



아포토시스 관련 분자들에 한 고환 조직내 발현분포 및

변화

아포토시스 관련분자 중 caspase-1, caspase-2, caspase-3,

caspase-6, caspase-7, caspase-8, TRAIL, TRADD 및 RIP

에 한 고환 조직 내 발현 분포를 확인하 다. 정상 조군에서

정조세포는 이들 모든 단백에 음성 반응을 보인 반면, 정세포와

정자세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양성을 보 다(Table 2). 또한

이들 단백의 세포내 분포도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Caspase 3, 6,

7 단백은 주로 세포질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반면, 나머지 cas-

pase 1, 2, 8 및 TRADD, TRAIL, RIP 단백은 핵과 세포질에

서 모두 양성 반응을 보 다. 전반적으로 이들 단백들의 발현 양

상은 BPA, 2-BP, DES 투여군에서 정상 조군과 비슷하 으

나, caspase 1의 경우는 2-BP 투여군에서 정상 조군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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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differential expression of apoptosis-related molecules obtained from RNAse protection assay among experimental groups. (bar=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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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apoptosis-related molecules in the mouse testis induced by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seminiferous tubules of experimental groups compared to control. Caspase 1 and TRADD expression is
newly found on Leydig cells in BPA, 2-BP and DES groups, respectively, whereas it is not found in control group.



Leydig 세포와 정자세포에서 발현되었다. 또한 TRADD의 경

우에도 BPA, 2-BP, DES 투여군에서는 정상 조군과 다르게

Leydig 세포에서 발현되었다(Fig. 6).

고 찰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크게 DES와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인공

호르몬과 다이옥신, PCB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환경성 물

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섭취 또는 흡착에 의해 인체 내로 들어

가 내분비계의 장애를 유발한다. 부분의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유사물질들이다. 이들 가운데 약제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인공 에스트로겐인 DES, 플라스틱 제품 원

료인 BPA, 최근 오존층 보존을 위한 치 물질로 사용되는 2-

BP는 생식기관 특히 고환의 이상을 초래한다.1-5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고환의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된 BPA, 2-BP,

DES에 의한 고환조직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고 세포증식능

및 아포토시스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세포손상의 정도를 객관적

으로 측정하고, 분자 수준에서 아포토시스 관련분자들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 다.

동물실험에서 다양한 농도의BPA를 투여하 을 경우 정자생

성 효율성과 정자의 수가 감소하여 불임이 유발된다.6-8 BPA의

경우 50 mg/kg을 무해 용량(NOED: no-observed effect dose)

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상기 연구들에서 고환의 이상이 초래된

BPA 농도는 25 ng/kg 및 100 ng/kg,7 3 mg/kg8 등으로 무

해 용량에 비해 낮다. 본 연구에서는 30 mg/kg으로 상기 연구

들에 비해 높은 농도를 사용하 으나, 기존의 결과와는 달리 정

상적인 정자 발생 진행 양상을 보 으며, 형태학적으로 정상

조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보고에서는 0.1 mg/kg 및

50 mg/kg의 농도로 각각 투여하 을 때, 버팀세포의 미미한 증

가만이 있었고, 정자형성에는 향을 주지 않아13 본 실험과 유사

한 결과를 보 다. 그러므로 BPA가 고환에 미치는 향에 해

서는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BP의 경

우 125 mg/kg을 무해 용량으로 간주하고 있으며,14 3.5 g/kg,15

1,350 mg/kg12 등 고농도의 2-BP 주입 시 정조세포와 정세관의

변형이 일어났으며 간질에서의 Leydig 세포의 증식이 유도되었

고, 결과적으로 정모세포, 정자세포, 정자의 고갈에 의해 정자 형

성을 감소시킨다.15 또한 DES의 경우 미국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 2002년 10월에 보고

한 발표에 따르면 흰쥐에서 30 g/kg을 최소유해용량(LOED:

lowest observed effect dose)으로 보고하 다. 동물실험에서는

10 g/kg, 100 g/kg, 1 mg/kg까지 다양한 DES농도에서 정

자 형성에 이상이 초래된다.11 본 연구에서는 2-BP와 DES 처리

시 각각 정상 조군에 비하여 고환에서 정자 형성이 감소된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BP의 경우, 기존의 보고들보다

낮은 농도인 800 mg/kg의 약물 처리에서도 정자 형성이 감소

되었고, DES의 경우에도 3 g/kg의 농도에서 역시 정자 형성

이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기저부의 정조세포 및 정모세포들의 감

소 및 소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DES 및 2-BP가 충분

히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으며, 특히 정조세포와 정모세포의 이

상을 유발시킴으로써 정자 형성의 이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시

사한다.

정자 형성은 생식세포의 분열과 분화가 매우 왕성하게 일어나

는 과정으로, 이러한 증식과 분화 과정에 동반하여 아포토시스에

의한 생식세포의 소멸 과정도 일어난다. 아포토시스는 방사선조

사, 스트레스, 호르몬 자극 등과 같은 다양한 내적 또는 외적 자

극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정소 내 생식세포에서 비정상

적으로 아포토시스가 증가할 경우 성숙한 정자를 만드는 정자형

성과정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정소의 분화와 발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PA를 투여하 을 경우 형태학적으로 정상

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고환 내 PCNA 양성세포의 수는 큰

변화가 없던 반면, 아포토시스를 보이는 세포의 수가 오히려 정

상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보고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30 mg/kg 농도의 BPA에

한 노출은 정자 형성과 남성 생식세포의 아포토시스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2-BP

투여군에서 고환 내 PCNA양성세포의 수는 유의하게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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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Sc St Ldc

BPA

Sc St Ldc

2-BP

Sc St Ldc

DES

Sc St Ldc

Caspase-1 1+ 1+ - 1+ 1+ - 1+ 2+ 1+ 1+ 1+ -
Caspase-2 1+ 1+ - 1+ 1+ - 1+ 1+ - 1+ 1+ -
Caspase-3 1+ 1+ - 1+ 1+ - 1+ 1+ - 1+ 1+ -
Caspase-6 - 1+ - -? 1+ - 1+ 2+ - - - -
Caspase-7 - 1+ - -? 1+ - - 1+ - - 1+ -
Caspase-8 1+ 1+ - 1+ 1+ - 1+ 1+ - 1+ 1+ -
TRADD 1+ 1+ - 1+ 1+ 1+ 1+ 1+ 1+ 1+ 1+ 1+
TRAIL 2+ 1+ - 2+ 1+ - 2+ 1+ - 2+ 1+ -
RIP 2+ 1+ - 2+ 1+ - 2+ 1+ - 2+ 1+ -

Sc, spermatocyte; St, spermatid; Ldc, Leydic cell; -, Negative; 1+, diffuse & week stain; 2+, diffuse & strong stain.

Table 2. The distribution and degree of expression of apoptosis-related molecules in the mouse testis



아포토시스가 특히 세포의 손상이 심한 부위에서 현저하게 증가

하 다. 그러므로 2-BP는 고환 내 세포증식능을 저하시키고 아

포토시스를 유발함으로써 정자 형성에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고환의 형태학적 변화와도 일치한다. 비슷한 결

과로 2-BP 투여 후에 수컷 흰 쥐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정조세

포와 정모세포에서 아포토시스가 증가하 다는 보고12가 있었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DES를 투여했을 경우에도, 흰 쥐에서 정

자형성세포11 및 정세관세포의 아포토시스가 관찰되었다.16-17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조세포 및 정세포에서 PCNA양성세포

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아포토시스는 약간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내분비계 장애 물질들이 정자

형성을 저해하고 고환 내 세포의 아포토시스를 유발하는 현상은,

세포증식능의 저하와 연관되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생체 내 축적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고환 내 세포의 아포토시

스 증가 및 세포증식능에 이상을 야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정자형

성 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PA에 의해

정자 형성이 감소한다는 보고6-8 외에 정자 수 감소의 기전에

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세포증식능의

감소와 아포토시스의 감소가 관찰되었는데, RPA 검사상 아포토

시스 유발에 관여하는 FAS, FAS ligand, FADD 및 TNFRp

55, TRAIL, TRADD, caspase 1, 3, 6, 8 분자들의 발현이 감

소되어 아포토시스의 감소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하 다. 본 연구

에서는 2-BP 투여 후 정상 조군에 비해 정조세포와 정모세포

에서 아포토시스가 증가하 는데, 이는 RPA 실험 결과 caspase

1, caspase 3, caspase 6, caspase 8과 FAS, FAS ligand, TR-

AIL 및 TNFRp55 분자의 발현 증가가 관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2-BP를 투여하면 Bcl-2 단백의 감소,

Bax 단백의 증가, Fas 단백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Fas ligand

단백에는 변화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16 반면에

본 연구에서 DES 투여 시 아포토시스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RPA결과 및 면역염색상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로 cas-

pase 1, caspase 3, caspase 6 및 caspase 8과 FAS, FAS lig-

and, TRAIL 및 TNFRp55 분자의 발현이 감소하 다. 이는

DES에 의한 고환 조직 내 세포들의 아포토시스가 상기 분자들

과는 다른 신호전달 기전을 통하여 일어난 것을 시사한다. 다른

연구자들은 DES 투여 시 정세관에서 Bax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점과18 Leydig 세포에서 caspase-3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점을

보고하 다.19 내분비계 장애 물질 투여 후 고환 내 아포토시스

관련 단백질에 한 면역 염색에 한 보고는 매우 드물고 소수

단백질에 국한되어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아포토시스 관

련 단백질의 면역 염색을 실시하 는데, 정상 조군에서 정조

세포는 이들 모든 단백에 음성 반응을 보인 반면, 정세포와 정자

세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양성 반응을 보 다. 정자형성에 관여

하는 세포들에서 이들 단백들의 발현 양상은 BPA, 2-BP, DES

투여군과 정상 조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RPA결과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 원인은 단백질과 RNA의 발현 정도는

trascription 후 단백질 형성 과정의 이상이나 변화가 관여될 경

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면역화학염색의 민감도가 RPA

에 비해서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20

내분비계 장애 물질 투여 후 면역 염색상 정상 조군에서는 관

찰되지 않았던 새로운 단백질의 발현이 특이하게도 Leydig 세포

에서 관찰되었다. 내분비 장애 물질 투여군 모두에서 TRADD가

발현하 고, 2-BP 투여군에서는 caspase 1이 새롭게 발현하

다. 그러므로 TRADD와 caspase 1을 포함하는 신호전달 물질들

이 Leydig 세포에서 아포토시스를 유발하는 데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분자들의 고환 내 세포들에서의 분포와 그

작용 기전에 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에 의해서 고환 손상

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관찰하 고, 특히 세포증식능의 변화 및 다

양한 신호전달 분자들에 의한 고환 내 세포의 아포토시스를 변화

시킴으로써 고환의 정자형성과정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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