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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estrogen receptor agonist propyl pyrazole triol (PPT), which has high-affinity with 
the estrogen receptor alpha, was subcutaneously injected into adult male mice every 2 days for 8, 16 
and 24 days, after which histological changes in accessory genital glands, including the prostate and 
seminal vesicle, and the liver were observed. The body and genital gland weights decreased in the 
PPT group relative to those of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 liver weight was two times greater 
in the PPT group. The luminal area of the prostate and seminal vesicle organs was lower in the PPT 
group, and the epithelial cell height of the prostate was increased relative to that of the control. There 
were many secretory vacuoles in the supranuclear cytoplasm of epithelial cells in the seminal vesicles 
of the control group, but these were not observed in the PPT group. The short sinusoidal diameter 
of the liver was 147.0%, 198.7%, and 223.3% greater in the PPT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after 
8, 16, and 24 days of treatment,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PPT administration affected 
the reproductive organs and the liver and that the histological changes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a rise in the concentration of PPT. Overall, the PPT treatment caused changes in the epithelial cell 
height and resulted in atrophy of the luminal area of the prostate, leading to altered fertility. The si-
nusoidal diameter of the liver dramatically increased in response to the administration of PPT, in-
creasing the liver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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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컷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에스트로겐은 암컷뿐만 아니

라 수컷 내에서도 분비된다는 사실은 이미 1930년 에 밝혀져 

있었지만[37], 에스트로겐이 어떠한 생리적 영향을 가지고 있

는 지는 논란이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수컷 생식계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도움으로 밝혀져 있

다[11, 12, 28, 36]. 수컷생식기관에서, 에스트로겐은 testoster-

one과 androstenedione이 aromatization을 통해 각각 estra-

diol과 estrone으로 전환되어 형성되는데, 이 과정을 중재하는 

효소가 P450 mono-oxygenase 효소 복합체이다. P450 ar-

omatase는 CYP19 유전자의 생산물로서 최소 16개의 exon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의 경우 15번 염색체에 위치해 있다

[18]. 에스트로겐의 농도는 정소의 정소망(rete testis)에 있는 

정소액과, 그리고 정액에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

으며, 또 에스트로겐은 2종류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estrogen receptor alpha, ERα)와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

(estrogen receptor beta, ERβ)의 매개 작용을 통해 기능을 나

타낸다[13]. ERα는 ESR1으로, ERβ는 ESR2로도 알려져 있다. 

비록 ERα와 ERβ의 구조가 비슷하지만, 주요한 이들 에스트로

겐 수용체(estrogen receptor, ER)의 차이점은 ERα가 결핍된 

형질 전환된 생쥐는 불임이지만 ERβ가 결핍된 생쥐는 생식력

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17]. 생쥐의 경우, 정소의 Leydig 세포

에는 ERα와 ERβ가 같이 존재하지만 Sertoli 세포의 경우에는 

ERα가 없는 반면에 ERβ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동물

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서 ERα와 ERβ의 존

재여부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2].

정액의 약 70%를 분비하는 정낭의 경우, 점막이 복잡하게 

형성된 주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정액을 분비하는 전

립샘의 경우에도 내강에 상피조직으로 덮여 있는 수많은 주름

이 돌출되어 있는 수컷 부속생식샘이다. 정낭과 전립샘에도 

ER이 존재하는데, 정낭에서는 상피와 기질부위에 ERα가 아주 

약하게 존재하지만 ERβ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35]. 그

리고 복부쪽 전립샘의 경우, ERα와 ERβ가 상피조직에 약하게 

존재하며, 기질부위에서는 아주 약하게 존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부속생식샘들도 에스트로겐이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이며 또한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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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은 조직마다 일정한 것이 아니라 에스트로겐 양에 따라

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며, 조직 내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율의 차이가 에스트로겐에 한 반응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32]. 

수컷에서 일어나는 에스트로겐의 기능을 알기 위해 ER 저

해제인 ICI 182,780을 투여하여 수용체의 기능을 억제시켰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간접

적으로 연구하였다[4, 19]. 한편에서는 유전적으로 ERα가 결핍

된(estrogen receptor alpha knockout, αERKO) 생쥐나, ERβ가 

결핍된(estrogen receptor beta knockout, βERKO) 생쥐를 사

용하여 수컷 체내 에스트로겐의 기능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13, 14]. ER은 혈관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에 

분포하는 혈관의 평활근 세포에 존재하기도 하며[34], 혈관의 

내피세포에도 두 종류의 ER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5]. 따라서 간에도 ER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ER 촉진제인 propyl pyrazole triol (PPT)을 

수컷 생쥐에 단기간 투여하여 정낭과 전립샘 및 간의 조직학

적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장기간 투여한 

경우와 본 실험의 결과 변화를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PPT는 수용체 시험 결과, ERβ에 비해 ERα

와 410배 높은 친화성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이런 PPT에 의한 부속생식샘 및 간의 세포나 조직의 변화를 

확인해 봄으로서 수컷 체내에서 일어나는 에스트로겐의 생리

학적 기능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료  방법

실험동물

성체에 해당하는 10주령 된 수컷 C57BL/6 생쥐 30마리를 

사용하였다. 생쥐를 무작위적으로 조군과 처리군으로 나누

고, 각 군에 15마리를 할당하였다. 처리군의 경우 PPT (4,4’, 

4”-(4-propyl-[1H]-pyrazole-1,3,5-triyl)tris-phenol, Tocris Cook-

son Ltd., United Kingdom) 4 mg을 castor oil 0.1 ml에 희석하

여 이틀에 1회씩 등쪽 목덜미에 피하주사하였다. 조군의 경

우 caster oil 0.1 ml만 피하주사하였다. 이틀에 1회씩 4회 투여

하고 2일이 지난 10일째에 조군과 처리군 각각 5마리를 첫 

번째 희생시켰다(4회 투여군). 그리고 이틀에 1회씩 8회 투여

하고 2일이 지난 18일째에 각 군별로 5마리씩 두 번째 희생시

켰다(8회 투여군). 마찬가지로 이틀에 1회씩 12회 투여하고 2

일이 지난 26일째에 각 군별로 세 번째 희생을 시켰다(12회 

투여군). 실험하는 동안 실험동물은 일정한 온도(22±2°C)와 상

습도(50±5% )가 유지되는 사육실에서 물과 먹이를 무제한 

공급받았다. 모든 동물실험은 순천 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

회의 승인(SCNU IACUC-2013-12)을 받은 후에 수행하였다.

조직학  처리 

실험동물을 희생하기 위하여 먼저 헤파린 0.1 ml를 복강에 

주입한 다음 sodium pentobarbital을 복강 주사하여 마취시킨 

후 4% glutaraldehyde로 20분간 심장 관류하였다. 관류하여 

희생시킨 다음 복부 전립샘과 정낭을 적출하여 지방을 제거하

였으며, 여과지에 올려 물기를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전립샘의 경우, 동물에 따라 형태가 다양한데 생쥐는 3개의 

엽 즉, 앞 전립샘(anterior prostate, 또는 coagulating gland로

도 알려져 있음), 배측 전립샘(dorsolateral prostate), 복부 전

립샘(ventral prostat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1], 편의상 복부 

전립샘만 실험재료로 사용하고 또 이 샘의 무게만 측정하였

다. 정낭의 경우,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무게를 측정

한 다음, 1개의 정낭 무게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간

의 경우에도 붙어 있는 지방을 제거하고 여과지에 올려 물기

를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조직연구에 적합한 

크기로 전립샘과 정낭 및 간을 세절하였다. 이어서 0.01 M 

phosphate buffer로 세절한 전립샘과 정낭 및 간 조직을 수세

하였다. 그 후 에탄올 탈수 과정을 거쳐 침투용액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JB-4에 조직을 포매하였다. 포매된 조직을 마이크

로톰을 사용하여 2.5 μm 두께의 조직절편을 제작하였다. 이 

조직절편을 PAS-hematoxylin으로 이중 염색을 실시하였다. 

염색과정은, 먼저 조직절편을 증류수에 10분, periodic acid에 

15분, 증류수에 10분, Schiff 용액에 45분, sulfurous acid에 각

각 5분씩 3회, 흐르는 물에 20분, hematoxylin에 35분, 마지막

으로 흐르는 물에 10분을 두었다가 꺼낸 다음 건조시켰다. 염

색이 완료된 후, permount로 봉입하여 영구 프레파라트를 완

성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사진촬   분석

현미경에 설치된 SPOT 디지털 카메라(Diagnostic Instru-

ments사, Model No. 11.2 Color Mosaic)로 촬영하여 컴퓨터에 

영상을 저장하였다. 분석은 Video Test Image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였는데 복부 전립샘과 정낭의 경우, 생쥐 한 

마리당 분비물이 들어 있는 내강을 둘러싸는 상피세포 30개의 

높이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서 간 모세혈관인 굴모양혈관(sinusoid)의 짧은 쪽 

직경을 생쥐 한 마리당 30회 측정하였다. 조군과 각 PPT 

투여군 간의 통계학적 처리는 MS-Office Excel 프로그램의 

one-way ANOVA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p 값이 0.05 보다 더 

작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결   과

무게 변화

전 실험기간에 걸쳐, 몸무게가 PPT 처리군이 조군에 비

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1). 조군의 전립샘과 정낭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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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PPT on body and organ weights 

Body and

organ weight
Group

Injection times

4 8 12

Body

(g)

Control

PPT

(rate)

25.2±1.0

23.4±1.5

(-7.1%)

25.1±0.6

22.2±1.0*

(-11.5%)

24.8±0.8

21.5±1.1*

(-13.3%)

Ventral prostate

(mg)

Control

PPT

(rate)

9.5±1.0

5.5±0.6*

(-42.1%)

9.9±1.1

5.5±0.1*

(-44.4%)

11.0±2.2

4.5±1.2*

(-59.0%)

Seminal vesicle

(mg)

Control

PPT

(rate)

83.6±6.0

25.3±6.0*

(-69.7%)

119.0±7.0

18.9±4.0*

(-84.1%)

128.7±12

15.5±4.0*

(-87.9%)

Liver

(g)

Control

PPT

(rate)

2.0±0.2

4.2±0.4*

(+110.0%)

2.1±0.4

4.3±0.5*

(+104.7%)

2.0±0.2

4.1±0.8*

(+105.0%)

Values represent mean ± SD.
*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Decrease. +; Increase.

Fig. 1. Photomicrographs of ventral pros-

tate from control (A), and PPT treat-

ed group of 4(B), 8(C) and 12(D) in-

jection times. Black line indicates 

the epithelial cell height of ventral 

prostate. The lumen (Lu) of PPT 

group shows greatly reduced PAS 

staining (B-D), or several prostatic 

concretion (D). Lumen was also 

atrophied resulting with irregular 

epithelial cell height in PPT treated 

group. Bars size = 50 μm. 

게는 실험이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PPT 

처리군의 경우, 전립샘과 정낭 모두 무게가 조군에 비해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4회 PPT를 투여한 전립샘의 경우, 조군

에 비해 42.1%의 무게 감소비율을 보였으며 투여 횟수가 많은 

12회 투여군의 경우 59.0%의 감소비율을 나타내었다. 조군

에 한 투여군 정낭의 무게는 감소비율이 더욱 커졌다. 즉, 

4회 투여군의 정낭 무게 감소비율은 조군에 비해 69.7%이었

고, 8회 투여군의 경우 84.1%, 12회 투여군은 87.9%로 급격하

게 감소하였다(Table 1). 생식기관과 반 로 간의 무게는 조

군에 비해 4회, 8회, 12회 투여군 간의 무게는 각각 2배가 넘는 

110.0%, 104.7%, 105.0%의 증가를 보였다. 

립샘의 형태  변화

조군 전립샘의 경우, 단층원주상피세포가 내강을 둘러싸

고 있었으며, 내강에는 PAS염색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붉게 

염색된 분비물이 가득 차 있었다(Fig. 1A). 내강의 가장자리 

주변에는 PAS에 아주 강하게 염색되는 전립샘돌(prostatic 

concretion)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조군의 내강 상피세포 평

균 높이는 4회째의 경우 16.7 μm, 8회째는 17.4 μm, 12회째는 

14.4 μm이었다(Table 2). PPT 투여군의 경우, 조군에 비해 

내강의 면적이 감소되었고, PAS에 염색되었던 분비물이 약하

게 염색되거나(4회 투여군) 또는 그 이후 투여군의 경우 내강

에 분비물이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8회째 경우에

는 간혹 전립샘돌이 조군에 비해 수도 많았고 PAS에 강하게 

염색되기도 하였다. 내강의 면적이 줄어든 반면에 상피세포 

높이는 각각 4회(Fig. 1B) PPT 투여군의 경우17.6 μm, 8회(Fig. 

1C)는 18.2 μm, 12회(Fig. 1D) 는 16.9 μm로 나타나, 조군에 

비해 각각 5.3%, 4.5%, 17.3%로 증가하였다(Table 2). 조군의 

상피세포 자유표면 부위가 편평한데 비해 투여군의 자유표면 

부위는 내강 쪽으로 불룩하게 돌출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낭의 형태  변화

정낭의 경우, 전립샘과 비슷하게 전 처리기간에서 조군의 

내강을 둘러싸고 있는 상피세포가 단층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내강에 PAS에 양성으로 염색이 나타났다(Fig. 2A). 내강의 중

심부위 보다, 상피세포의 자유표면과 접하는 내강 부위가 PAS

에 더 강하게 염색되어 나타났다. 반면에 처리군에서는 투여 

후 4회째(Fig. 2B)에 해당하는 정낭에서부터 내강이 거의 보이

지 않을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그에 따라 분비물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세포의 전체적인 형태도 전립샘과 비슷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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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pithelial cell height in genital organs and sinusoidal diameter in liver of control and PPT treated groups

Parameter (μm) Group
Injection times

4 8 12

Epithelial cell height

in ventral prostate

Control

PPT

(rate)

16.7±2.7

17.6±2.7*

(+5.3%)

17.4±3.0

18.2±2.6*

(+4.5%)

14.4±2.0

16.9±2.2*

(+17.3%)

Epithelial cell height

in seminal vesicle

Control

PPT

(rate)

21.2±2.9

21.5±2.9

(+1.8%)

19.0±2.5

20.3±2.2*

(+6.8%)

19.0±2.9

16.6±2.5*

(-12.6%)

Sinusoidal diameter

in liver

Control

PPT

(rate)

8.5±1.2

21.0±4.5*

(+147.0%)

8.0±1.4

23.9±5.6*

(+198.7%)

7.6±1.1

24.5±8.3*

(+223.3%)

Values represent mean ± SD.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Decrease. +; Increase. 

Fig. 2. Photomicrographs of seminal vesicle 

from control (A), and PPT treated 

group of 4(B), 8(C) and 12(D) in-

jection times. Black line indicates the 

epithelial cell height of seminal 

vesicle. Lumens of control group (A) 

show strong positive PAS staining 

however, PPT group (B-D) indicate 

the greatly reduced lumen. Bars size 

= 50 μm. 

양상이 관찰되었다. 편평하게 배열되어 있는 조군 상피세포

와 달리 처리군 상피세포는 불규칙한 형태로 변했으며 자유표

면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Fig. 2). 정낭의 내강을 둘러싸는 

조군 상피세포 높이는 4회(Fig. 2B), 8회(Fig. 2C), 12회(Fig. 2D)

군에서 각각 21.2 μm, 19.0 μm, 19.0 μm 인데 비해 투여군의 

경우 4회째와 8회째에 각각 21.5 μm, 20.3 μm로 나타나 증가한 

반면에, 12회째에는 16.6 μm로 나타나 조군에 비해 감소하

였다(Table 2). 조군 상피세포의 자유표면 방향에 가까운 핵 

위쪽 세포질(supranuclear cytoplasm)에 많은 분비소포들이 

관찰되었으나(Fig. 3A), PPT 투여군 상피세포에서는 감소되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Fig. 3B).

간 조직의 형태  변화

조군 간 조직의 경우, 부분 굴모양혈관의 직경이 작게 

관찰되었고, 간세포의 세포질에 있는 글리코겐 과립들이 PAS 

염색에 진하게 염색되어 관찰된 반면에(Fig. 4A), PPT 투여군

에서는 글리코겐 과립의 염색이 약하게 관찰되었다. 조군 

간세포 내 크고 작은 지방방울이 존재하였으나 투여군에서는 

그 수가 감소되었다. 투여군의 굴모양혈관에 중성호성백혈구

(neutrophil)나 적혈구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8회 투여군(Fig. 

4C)의 굴모양혈관 직경이 증가하면서 상 적으로 간세포가 

위축되어 길쭉한 형태로 나타났고, 굴모양혈관내 적혈구의 수

도 증가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투여군에서는 간세포내 지방방

울이 잘 관찰되지 않았다. 투여군 4회(Fig. 4B), 8회(Fig. 4C), 

12회(Fig. 4D)의 간에 있는 모세혈관인 굴모양혈관의 직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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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gher magnification of seminal vesi-

cle from control (A), and PPT treat-

ed group of 8(B) injection times. 

Single arrows indicate the secretory 

vecuoles in the supranuclear cyto-

plasm of epithelial cell. The secre-

tory vecuoles were not observed in 

the PPT treated group compared 

with control group. Lu; Lumen. 

Bars size = 20 μm. 

Fig. 4. Photomicrographs of liver from con-

trol (A), and PPT treated group of 

4(B), 8(C) and 12(D) injection times. 

Double arrow indicates the shortest 

sinusoidal diameter. PPT group 

shows the enlarged sinusoid. CV; 

Central vein. Bars size = 50 μm. 

율은 조군에 비해 147.0%, 198.7%, 223.3%로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Table 2). 

고   찰

본 실험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촉진제인 PPT의 단기간 

투여에 따른 생쥐 수컷 부속생식샘 및 간의 무게, 그리고 조직

학적 변화를 기간별로 관찰하였다. 투여한 PPT 4 mg의 농도

는 생쥐의 생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생식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에 뚜렷한 조직학적 변화를 유발하였던 

기존의 ER 촉진제나 억제제 투여 결과를[4, 10, 15] 참고하여 

결정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1주일에 1회씩 동일한 농도의 PPT

를 8주(56일)까지 상 적으로 장기간 투여한 결과와, 본 실험

의 이틀에 1회씩 PPT를 12회(24일)까지 상 적으로 단기간 투

여한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PPT 투여군의 경우, 간을 제외하고 체중, 정낭, 전립샘의 

무게가 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성체 수컷 생쥐에 PPT 4 

mg을 1주에 1회씩 투여하고 3주, 5주, 8주 후에 희생한 보고에 

의하면[15], 생쥐의 평균 체중이 조군에 비해 각각 5.0%, 

11.2%, 30.9%로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4회, 8회, 

12회로 투여 횟수가 많아질수록 각각 7.1%, 11.5%, 13.3%로 

체중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기존 보고처럼 1주일에 

1회 투여하는 장기간의 실험이 아닌, 이틀에 1회씩 짧은 기간 

투여한 경우에도 PPT에 의해 체중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

다. PPT에 의한 이런 체중 감소에 한 설명은, 신경계 내에서 

포만 호르몬(cholecystokinin)에 한 민감성을 높이거나, 또

는 leptin 호르몬에 한 뇌의 민감성을 높여 식이섭취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체중이 감소된다는 것이다[24]. 그리고 에

스트로겐이나 또는 ER 촉진제를 투여했을 때 식이섭취량이 

감소되고 체중이 감소되는 것은 ERβ 보다는 ERα를 통해 호르

몬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27]. ER은 유전자의 전사

를 조절하는 핵 수용체(nuclear receptor)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세포막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16, 26]. 핵에 

있는 ER의 단독 매개작용에 의해 먹이와 물의 섭취량이 감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포막 ER의 작용과 더불어 먹이 섭취

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 본 실험에서도 핵에 있는 

ER, 그리고 세포막에 있는 ER의 매개작용을 촉진하는 PPT에 

의해 먹이 감소로 인하여 체중 감소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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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본 실험의 복부 전립샘 무게도 PPT 투여 횟수에 따라 각각 

42.1%(4회), 44.4%(8회), 59.0%(12회) 감소되었다. 투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립샘의 샘포 내강이 축소되거나 거의 없어지는 

위축현상이 심화되었는데, 그 결과 조군에 비해 투여군의 

무게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4 mg의 PPT를 1주일에 1회씩 

투여한 기존 실험에서는 3주, 5주, 8주 후에 희생한 생쥐 복부 

전립샘 무게가 각각 32.3%, 75.6%, 74.8%의 비율로 감소되었

다[10]. ERα가 복부 전립샘의 관분지(ductal branching)형성에 

기여하는 것처럼, 전립샘의 성장과 발생에 안드로겐 및 에스

트로겐과 이들의 수용체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3, 20]. 조군에 비해 투여군 전립샘의 경우 내강이 축소

되었으며, 내강 내 PAS에 한 양성 물질도 감소되거나 사라

졌다. 그러면서 내강을 둘러싸는 상피세포의 높이가 증가되었

는데(4회 투여 5.3%, 8회 투여 4.5%, 12회 투여 17.3%로 각각 

증가), 이런 현상은 내강을 차지하고 있던 용액이 감소되면서 

상피에 미치는 압력이 줄어들고 이런 이유로 세포의 높이가 

증가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기존의 1주일에 1회씩 4 mg의 

PPT를 투여한 실험에서도[10] 전립샘의 내강이 축소되고, 또

한 단층원주상피에서 중층입방상피로 변화된 부위도 관찰된

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에스트로겐 투여에 의해서도 전립샘의 내강을 둘러싸는 원

주상피세포가 중층편평상피로 변화된다고 하였는데[6, 23] 이 

때 ERα가 긴밀하게 참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에스트로겐은 

전립샘 질병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성체 설치류의 전

립샘 세포에 과형성, 형태변이, 케라틴화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원숭이, 개, 사람에서도 종마다 차이는 있으

나 전립샘 상피에 이상성장을 일으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21]. 

본 실험에서는 체적으로 투여횟수가 증가할수록 투여군 전

립샘 내강 내 PAS 양성물질의 농도가 감소되었다. 이런 현상

은 내강 주위 상피세포에서 전립샘액(prostatic fluid)이 분비

되는데 PPT에 의해서 상피세포가 변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고에 의하면, PPT에 의해 전립샘 성장이 

저해되고, 전립샘 조직이 파괴됨으로서 상피조직과 기질부위

의 세포 분화가 변화된다는 것이다[30]. 그리고 실험 결과에서, 

전립샘 상피세포의 형태가 변화한 것과 에스트로겐 투여 시 

전립샘 상피세포의 형태 변화는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이 

결과로 생각해 볼 때, PPT 투여는 생쥐의 전립샘에 있어 고농

도의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것과 같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실험에서 전 실험기간 동안 특히 가장 많은 무게 감소를 

보인 기관은 정낭으로 4회, 8회, 12회 투여군에서 각각 69.7%, 

84.1%, 87.9%의 높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PPT 투여군에서는 

정낭의 내강이 축소되고, 또 PAS에 염색되었던 분비물도 거의 

나타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정낭이 위축되었는데 그런 이

유 때문에 무게 감소가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4 mg의 PPT를 

1주일에 1회씩 투여한 기존 실험에서는 3주, 5주, 8주 후에 

희생한 생쥐 정낭 무게가 각각 90.0%, 90.0%, 91.6%의 높은 

비율로 감소되었다[10]. 본 실험과 기존의 보고된 내용을 비교

해 보면 정낭의 무게 감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PPT의 투여횟수 보다 투여기간이 더 긴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투여군 정낭의 내강이 축소

되고, 분비물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상피세포의 

핵 위쪽 세포질에 있는 분비 소포가 감소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αERKO와 βERKO,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가 녹아웃되지 않은 일반 생쥐에게 합성 에스트로겐인 dieth-

ylstilbestrol (DES)을 투여하여 정낭의 변화를 관찰한 실험 결

과에 따르면, 고농도의 에스트로겐 투여는 정낭에 독성 영향

을 미친다. 이 실험에서 합성 에스트로겐 DES 투여 효과는 

αERKO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βERKO와 일반 생쥐에서

는 정낭의 내강이 수축하는 등 PPT를 투여한 효과와 비슷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33]. 결론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정

낭에 미친 독성 효과는 주로 ERα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PPT는 수용체 ERβ보다 ERα에 더 높은 친화력을 보인

다는 점을 상기하면 전립샘에서와 마찬가지로, PPT 투여가 

정낭에 있어 고농도의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것과 같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성체 수컷 흰쥐에 합성 DES를 투여 했을 때 정낭의 무게 

감소가 일어났지만[8], 저농도로 DES를 투여할 경우에는 오히

려 정낭의 무게가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9]. 즉, DES를 1 

ng의 저농도로 투여하면 정낭의 무게가 증가하였고, 10 μg 

의 고농도로 DES를 투여하면 억제효과를 나타내어 오히려 무

게가 감소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처럼 고농도인 4 mg의 

PPT를 투여한 경우에는 본래의 촉진효과 보다는 억제효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낭 내강 주위의 상피세포 높

이가 4회, 8회 투여끼지는 각각 1.8%, 6.8% 증가하다가 12회 

투여군에서는 세포 높이가 12.6%로 감소되었다. 전립샘과 다

르게 마지막 투여군의 정낭 세포 높이가 감소한 것은 가장 

많이 감소한 정낭 무게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즉 누적된 

PPT 투여에 의해 내강이 거의 없어져서 반 편 상피세포끼리 

서로 맞닿기도 하였는데 이런 급격한 정낭의 변화, 그리고 전

립샘의 경우처럼 PPT에 의한 전립샘의 상피조직과 기질 부위

의 세포변화가 유발된 것처럼[30], PPT의 누적된 투여에 의한 

정낭 상피세포의 변화 등에 의해서 정낭의 상피 세포 높이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PPT 4회 투여 초기부터 간의 무게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110.0%) 실험 끝인 12회 투여까지 증가된 상태(105.0%)로 유

지되었다. 이런 현상은 기존의 4 mg의 PPT를 1주일에 1회씩 

투여한 기존 실험에서는 3주, 5주, 8주 후에 희생한 생쥐의 

간 무게가 104.7%, 151.1%, 116.8%의 비율로 증가된 현상과 

유사하다[15]. 전립샘과 정낭과 같은 부속생식샘과 다르게 간

의 무게가 증가한 것은 간의 모세혈관인 굴모양혈관이 PP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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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확장되고 그 혈관 내에 관류액과 같은 액체가 들어 있어

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 에스트

로겐이 혈관 확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험

적으로 에스트로겐을 흰쥐에 투여하면 혈관의 내강이 확 되

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22]. 즉, 에스트로겐은 흰쥐 간의 굴모

양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 합성을 촉진하는데[25], 이 

일산화질소에 의해 혈관이 확장된다는 것이다[7]. 그리고 에스

트로겐은 angiotensin II, endothelin-1과 같은 혈관수축 인자

의 생성을 감소시켜 혈관을 확장시킨다[31]. 본 실험에서 4회, 

8회, 12회 PPT 투여 시 각각, 147.0%, 198.7%, 223.3%의 급격한 

비율로 굴모양혈관의 직경이 증가되었다. 이런 현상은 1주일

에 1회씩 PPT를 3주, 5주, 8주 동안 투여한 기존 실험에서도 

각각 156%, 216%, 255%로 굴모양혈관의 직경이 증가하였다

[15]. 기존의 보고처럼, 에스트로겐 투여로 인해 혈관의 확장이 

유발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의 경우 간의 굴모양혈관 직경

이 2배 이상으로 커진 것은 ER 촉진제인 PPT가 에스트로겐 

투여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간의 경

우, 이틀에 1회씩 투여한 본 실험보다 1주일에 1회씩 PPT를 

투여한 기존 실험에서 굴모양혈관의 직경이 더 증가되었는데, 

이 이유는 PPT가 1주일 동안 충분히 영향을 미칠 정도로 투여

기간이 길어서 굴모양혈관 직경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틀에 1회씩 PPT를 투여한 단기간의 실험에

서도 생식력 차이와 연관될 수 있는 부속생식샘, 그리고 간의 

조직학적 변화가 유발되었다. PPT 투여 횟수가 늘어날수록 

기관의 무게 및 상피세포나 굴모양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

되어 나타났다. 부속생식기관 및 간의 무게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의 일주일에 1회씩 PPT를 투여한 경우와 본 실험의 이틀

에 1회씩 PPT를 투여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투여한 누적 PPT 

용량이 같더라도 PPT를 투여한 기간이 더 길수록 생식기관과 

간 같은 장기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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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스트로겐 수용체 진제의 단기 처리에 따른 수컷 생쥐 부속 생식기   간의 조직학 인 변화

모윤정1․조 국2․조 욱1*

(1순천 학교 생명산업과학 학 생물학과, 2서영 학교 임상병리과)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에 높은 친화성을 갖고 있는 수용체 촉진제인 propyl pyrazole triol (PPT)을 성체 수컷 

생쥐에 이틀 간격으로 8일, 16일, 24일 동안 피하주사방법으로 투여하였다. 현미경으로 부속 생식샘인 전립샘과 

정낭, 그리고 간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조군에 비해, PPT 투여군의 체중과 생식샘의 무게는 감소하였

지만 간의 무게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PPT 투여군에서 전립샘과 정낭의 내강 면적이 축소되었다. PPT 투여군 전

립샘의 상피세포 높이는 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다. 정낭의 경우, 상피세포의 핵 위쪽 세포질에 있는 분비 소포가 

조군에서는 나타났지만, PPT 군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았다. 조군에 비해 PPT 투여군 간의 굴모양혈관 직경이 

투여횟수에 누적적으로 147.0%, 198.7%, 223.3% 의 비율로 증가되었다. 이런 결과는 PPT 투여로 인해 생식기관과 

간의 조직 구조가 영향을 받으며, 그 조직학적 변화는 투여회수에 따라 더 심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틀에 

한번씩 투여한 PPT에 의해서 생식력 변화와 관련 있는 생식기관의 상피세포 높이 변화가 일어났고, 내강의 크기

가 위축되었다. 간의 굴모양혈관 직경이 급격하게 확 되었으며, 이 결과는 간의 무게 증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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