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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Some anim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methyl mercury causes developmental toxicities such as
placental and fetal weight loss, but the mechanism is still unclear.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oxicities of methyl mercury, focusing on placental endocrine function and fetal growth
retardation in rats.

Methods: Positively same-time-mated female Sprague-Dawley rats were purchased on gestational day (GD)
eight and treated with 0, 5, 10 and 20 ppm of methyl mercury (n=5) dissolved in tap water from GD eight
through 19. During treatment, the drinking water (methyl mercury) intake and body weight of each pregnant rat
was measured daily. On day 19, caesarean sections were performed and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Developmental data such as placental and fetal weights, fetus numbers, and placental efficiency (fetal weight/
placental weight) were also collected. Placental prolactin-growth hormone (PRL-GH) family, such as placental
lactogen (PL) -Iv, II, and prolactin-like protein (PLP) -B, levels in serum were analyzed by ELISA. Also,
placental tissues were assigned to histochemistry.

Results: The mean cumulative methyl mercury exposure for the 5, 10, and 20 ppm groups were 2.37, 4.63, and
9.66 mg, respectively. The mean daily exposure of the 5, 10, and 20 ppm groups were 0.24, 0.47, and 0.97 mg,
respectively. Maternal body weight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G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weight gain among the experimental groups. Histopathologic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placental tissues
among the experimental groups. However, mean placental and fetal weights were lower in the 10 and 20 ppm
exposed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Placental efficiency was also lower in the 10 and 20 ppm exposed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Serum PL-Iv and II levels were lower in the 10 and 20 ppm exposed groups
than the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pattern of placental and fetal weights and placental efficiency.

Conclusion: The inhibitory effects of methyl mercury on the serum levels of placental PRL-GH family such as
PL-Iv and II may be secondary leads to the reduction of placental efficiency and fetal growth retardation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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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수은은 티올(-SH)과 같은 음이온과의 친화력이 강

해 아미노산과 공유결합을 형성하여 체내에 분포하

게 된다.1) 사고나 직업적 노출을 제외하면 일반인의

경우 주로 음식물 섭취를 통한 노출, 특히 해산물

중 먹이사슬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음식물 섭취

등의 경로로 노출된다.2)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민환경

보건기초조사 연보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혈중

수은 기하평균 농도는 3.08 µg/L (2013~2015년),

3.11 µg/L (2015~2017년)로 비슷한 시기 미국(0.94 g/

L)의 약 3배, 독일(0.58 µg/L)과 캐나다(0.69 µg/L)의

약 4~5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3) 특히 해

안 도시들의 혈중 수은 농도가 더 높았는데, 울산이

4.59 µg/L로 가장 높았고 제주 4.19 µg/L, 경남

3.93 µg/L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특정 도서

나 해안지역의 경우 독일연방환경청이 지정한 “지속

적 관찰이 요구되는 농도”인 HBM (Human Biological

Monitoring) II (혈액 15 µg/L)를 초과하는 비율이

3.8%인 것으로 보고하였다.4)

임신기간 동안 모체를 통해 고농도의 수은에 간접

적으로 노출될 경우 태아에서 신경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지능지수(IQ)가 저하하고 언어 수행능력

의 감소와 함께 기억력 장애와 행동결핍 등의 이상

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5,6) 성인의 경우는 심혈관

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내분비계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그리고 산모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혈중 총 수은농도 보다

제대혈에서의 총 수은농도가 약 1.5~1.8배 높으며,8)

이러한 사실은 임신기간 동안 태아가 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의 수은에 노출됨을 의미한다.9)

최근의 동물실험연구에서 메틸수은 노출은 태아의

성장을 지연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10) 그리고 국내

에서 시행한 코호트연구에서는 제대혈 내 수은 농도

가 높을수록 출생 시 신생아의 체중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었다.11,12) 그러나 지금까지

의 수은의 독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신경계독성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임신기간 동안 태아의 성장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태반은 포유동물의 발생에 특이적인 기관으로써

임신 초기에 형성되어 출산 직후 자궁으로부터 탈락

된다. 임신기간 동안 태반의 영양막세포(trophoblast

cell)들에서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호르몬(GH)

과 유사한 기능의 placental lactogens (PLs),13) 그리

고 뇌하수체의 프로락틴(prolactin)과 유사한 기능의

prolactin like protein (PLPs)14) 등의 호르몬들을 분

비한다. 이러한 태반의 호르몬들은 뇌하수체에서 분

비되는 프로락틴 및 성장호르몬과 유전자 염기서열,

단백질 구조 및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공동조상의

단백질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태반의 프로락틴

-성장호르몬(placental PRL-GH)으로 불리며,15) 임신

기간 동안 모체와 태아간의 생리활성조절에 관여하

여 태반의 효율과 태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16,17)

이 연구에서는 동물실험을 통하여 메틸수은 노출

이 태반의 프로락틴-성장호르몬 분비와 같은 내분비

기능과 태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

였으며, 이를 위하여 메틸수은 노출량에 따른 태반

과 태아의 무게, 그리고 태반의 효율(placental

efficiency: 태아 무게/태반 무게)등의 발생학적 자료

와 태반의 프로락틴-성장호르몬 3종의 농도를 비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관리

같은 날 임신을 확인한 SPF (specific pathogen free)

급 Sprague-Dawley 흰쥐를 20마리 구입하였다

(OrientBio, Sungnam, Korea). 사료와 물은 실험기

간 동안 자유롭게 공급하였으며, 광조건은 명기 12

시간, 암기 12시간이었다. 사육실의 온도는 25oC로

유지하였으며 기타 실험동물관리 관련 사항은 인제

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칙을 준수하여 수

행하였다.

2. 메틸수은 노출

임신 8일의 실험동물을 무작위로 5마리씩 4군으로

구분하였다(대조군, 5, 10, 20 ppm 노출군). 메틸수

은(CH3HgCl, MW: 251.08 g, Sigma Aldrich)은

1,000 ppm 표준용액을 증류수로 제조한 후 수돗물

로 5, 10, 20 ppm 농도로 희석한 후 각 군별로 음

용수로 공급하였다. 노출기간은 임신 8일부터 19일

까지였으며, 같은 기간 대조군은 수돗물을 공급하였

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실험동물의 무게와 마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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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을 측정해 노출된 수은의 양을 계산하였다. 노

출농도는 메틸수은의 태아에 대한 LD50 (16.5 mg/

kg/day) 실험과 기타 이 연구와 유사한 형태의 연구

자료를 참고하였다.6,10,18,19)

3. 혈액과 태반 시료 채취

임신 19일에 수술용 이산화탄소(CO2) 가스로 실험

동물을 마취시킨 후 제왕절개 하였다. 호르몬농도 분

석을 위하여 복대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한 후 혈청을

얻기 위하여 혈청분리용 튜브(5 mL)에 각각 분주하

였다. 상온에서 20분간 방치 후 2,50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혈청을 수거하여 −70oC에 보관하였

다. 조직병리학적 조사를 위하여 각 동물별로 3개씩

의 태반을 무게를 측정한 후 무작위로 선택하여 포

르말린 용액에 고정하였다.

4. 발생학적 자료 조사

발생학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 개체의 자궁

을 적출한 후 생존한 태아의 수, 사망한 태아의 수,

태반과 태아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태반의 효율은 태

아의 무게/태반의 무게로 계산하였다. 태반과 태아

의 무게는 양막을 벗기고 수분을 제거한 후 측정하였다.

5. 조직병리학적 조사

포르말린에 고정한 태반 조직을 파라핀 용액으로

고형화한 후 820 Histocut Rotary Microtome을 이

용하여 6 µM 두께로 절단한 뒤 Digital Tissue Float

을 이용하여 주름을 펴고 슬라이드-워머 위에서 유

리 슬라이드에 부착시켰다. 탈 파라핀 과정에는 Coplin

jar를 이용하였으며, H&E (hematoxylin & eosin)로

염색하였다. 제작한 조직슬라이드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후 사진촬영하였다.

6. 호르몬 농도 분석(ELISA)

혈청 중 태반의 프로락틴-성장호르몬(PRL-GH) 농

도 분석은 임신 19일경에 혈액 중 높은 농도를 나

타낸다고 알려진 PL-Iv, II와 PLP-B 등 3종을 선정

하였으며,14,20) 모든 분석(ELISA) 절차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다(Cusabio Biotech., Hubei,

China). 표준 시료 또는 분석용 시료(100 µL; 이후

500배 희석)를 각각의 플레이트(96 well, BioNeer,

Daejeon, Korea)에 첨가한 후 제공된 접착스트립으

로 덮고 37oC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액체를

제거한 후 100 µL의 biotin-antibody (1X)를 첨가 한

후 37oC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 플레이트를

세척완충액(200 µL)으로 3회 반복 세척한 후

Horseradish (HRP)-avidin (1X) 100 µL를 첨가하여

37oC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는 과정을 5회 반복하

였다. 3,3',5,5'-Tetramethyl benzidine (TMB) 90 µL

를 각각의 플레이트에 첨가하고 37oC 암실에서 20

분 동안 배양하였다. Stop solution 50 µL을 각각의

플레이트에 첨가한 후 마이크로 플레이트리더(450

nm로 설정)로 측정하였다. 전체 실험은 3회 반복하

였고, 자료는 평균±SD (대조군=1.0)로 나타내었다.

3회 분석을 수행한 PL-Iv, II, PLP-B의 반복변이계

수는 각각 12.8, 11.7, 10.6%였다.

7. 통계 처리

실험군 간 평균값 비교는 ANOVA (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수행하였으며, 실험군 간 태반과 태아

무게 및 태반의 효율 비교는 Kruskal-Wallis test를 수

행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유의성 기준은 p<0.05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23.0 Software Package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수은 노출량

Fig. 1은 임신 8일에서 18일까지의 각 군별 평균

일일 수은 노출량과 누적 수은 노출량을 나타낸 것

이다. 수은 노출량은 노출 농도에 따라 증가하였으

며, 각 군별로는 5 ppm군은 노출기간 동안 총 2.37

mg, 10 ppm군은 총 4.63 mg, 20 ppm군은 총 9.66

mg의 메틸수은에 노출되었다. 군별 일일 평균 노출

량은 5 ppm군이 0.24 mg (최저 0.16 mg에서 최고

0.34 mg), 10 ppm군이 0.47 mg (최저 0.35 mg에서

최고 0.70 mg), 20 ppm군이 0.97 mg (최저 0.83 mg

에서 최고 1.12 mg)이었다.

2. 모체의 체중 변화

Fig. 2는 임신 일령에 따른 각 군의 체중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군은 임신 기간 동안 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은 노출농도에 따른 각

군 간의 체중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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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반의 조직학적 소견

Fig. 3은 태반의 조직병리학적 관찰 결과이다. 노

출 농도에 따른 실험군간 태반의 유의미한 조직병리

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4. 태아의 수, 태반과 태아의 무게, 태반의 효율

Table 1은 각 군별 태아의 수, 태반과 태아의 무게,

그리고 태반의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임신 19일에

생존한 태아의 수는 5 ppm군이 가장 많았으며, 20

ppm군이 가장 적었다. 사망한 태아의 수는 20 ppm

군에서 가장 많았다. 태반과 태아의 무게는 대조군

에 비하여 5 ppm군은 변화가 없었으나, 10 ppm과

20 ppm군(p<0.05)에서는 감소하였다. 태아의 무게를

태반의 무게로 나눈 태반의 효율 역시 10 ppm과 20

ppm군(p<0.05)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5. 혈청 중 태반의 프로락틴-성장호르몬(PRL-GH)

농도

Fig. 4는 각 군간 태반의 프로락틴-성장호르몬 3종

Fig. 1. MeHgCl exposure dose. Drinking water ingestion
containing MeHgCl was measured everyday from
GD 8 to GD 18

Fig. 2. Change of maternal body weight. Maternal body
weight was measured every day from GD 8 to GD
19

Fig. 3. Histopathological analysis of placental tissue. Black bars indicate 2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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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혈청 농도를 분석한 결과와 Table 1에 제시한 태

반의 효율(placental efficiency)을 함께 나타낸 것이

다. 분석한 PL-Iv, II, PLP-B 호르몬 모두 대조군과

비교하여 5 ppm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PL-Iv와

PL-II의 농도는 10 ppm과 20 ppm군에서 노출농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PLP-B의

농도는 10 ppm과 20 ppm 노출군에서도 노출농도와

무관하게 변화가 없었다. 메틸수은 노출에 따른 PL-

Iv와 PL-II 호르몬의 농도 변화는 Table 1에서 제시

한 태반의 효율(placental efficiency)의 변화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IV. 고 찰

이 연구와 유사한 이전의 동물실험 연구들에서 메

틸수은 노출에 따른 태반과 태아의 성장 지연효과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10,11)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

장지연을 포함한 독성의 기전을 태반의 내분비 기능

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주요한 결과로 메틸수은은

임신한 흰쥐 태반의 프로락틴-성장호르몬(PRL-GH;

PLIv, PL-II)의 농도를 감소시켰으며, 이 결과는 태

반과 태아의 무게를 기반으로 산출한 태반의 효율과

도 노출농도에 따라 유사한 변화 경향을 나타내었다.

 출생 이후 성장호르몬(GH)을 분비하여 개체의 성

장을 조절하는 뇌하수체와 같이 임신기간 동안은 태

반이 뇌하수체가 형성되지 않은 태아에 대하여 성장

을 조절하는 내분비 중추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

고 이 과정에는 태반의 프로락틴-성장호르몬들이 작

용하여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분비와 해당 수용체 활

성을 조절하고, 태아와 모체와의 물질 교환 및 생리

활성 조절 등 임신 유지와 태아의 성장을 포함한 발

생과정에 관여 한다고 알려져 있다.16) 따라서 임신

중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대사교란은 태아와 모체와

의 생리활성 조절에 문제를 야기하고 태아의 성장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호르몬들 중 PL-Iv는 태아의 면역계와 연관

된 Nb2 lymphoma 세포 등의 분화를 촉진한다고 보

고되었으며, PL-II는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며,

에스트로겐 수용체 유전자의 발현에 관여하는 등 스

테로이드 호르몬 대사에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다.21,22)

그리고 PLP-B는 태반 형성과 성장에 관여한다고 보

고되었다.23,24,25)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임신기간 동

Table 1. Placental and fetal weight, and placental efficiency (mean±SD)

Parameter Control 5 ppm 10 ppm 20 ppm

Number of pregnant rat 5 5 5 5

Number of live fetus 12.45±1.760 13.12±1.580 11.67±2.310 11.33±2.5800

Number of dead fetus 0.54±0.12 0.47±0.10 0.56±0.14 0.61±0.140

Placenta weight (g) 0.52±0.02 0.52±0.02 0.50±0.03 0.48±0.02*

Fetal weight (g) 2.75±0.13 2.76±0.11 2.63±0.12 2.50±0.12*

Placental efficiency (fetal weight/placenta weight) 5.29±0.08 5.31±0.09 5.26±0.08 5.20±0.08*

Statistical analyses were carried out using litters as units (n=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Fig. 4. Serum placental Prolactin-Growth hormone (PRL-
GH) levels and placental efficiency. Blood sample
was collected from abdominal aorta. Hormone
level of control samples were set to reference
value as 1.0. The changing pattern of 2 placental
PRL-GH (PL-Iv and PL-II) levels among the
experimental groups showed similar with that of
placental efficiency. CV of all data were less tha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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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모체를 통한 수은 노출은 PL-II 농도를 감소시키

고 이는 태반의 내분비 기능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과 그 수용체의 대사를 교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메틸수은 노출에 의한 태반의 PL-Iv 호

르몬 농도 감소 또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대사와 함

께 태아의 면역계 발달을 교란시킴으로써 궁극적으

로는 태아 성장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PL-Iv, II 농도 감소와 태아의

성장지연에 관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메틸수은의 발

생독성기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호르몬 분비

교란 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

구와 유사한 형태의 동물실험모델을 적용하고 카드

뮴과 과불화합물을 노출시켜 수행한 선행 연구에서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카드뮴과 과불화합물 노출이

태반의 PL-Iv, II, PLP-C등 프로락틴-성장호르몬 농

도를 감소시키고, 태반과 태아 성장을 억제하는 유

사한 결과를 보고한바 있다.16,26) 그러나 이 두 물질

에 관한 실험에서는 노출에 따른 태반의 해부병리학

적 변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고, 아울러 PL-Iv,

PL-II, PLP-C 등 태반의 프로락틴-성장호르몬들의

발현유도인자(trans-acting factor)로 알려진 Pit-1유전

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등 태반의 프로락틴-성장호르

몬의 분비 억제에 대한 독성기전을 확인할 수 있었

다.16,26) Pit-1 유전자는 뇌하수체의 lactotroph 세포의

프로락틴과 somatotroph 세포의 성장호르몬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는 인자로서,27,28) 뇌하수체 뿐 아니라

임신기간 동안에는 태반에서도 발현되어 태반의 프

로락틴-성장호르몬 유전자들의 발현에도 조절인자로

작용한다.29) 이 연구의 수은 노출 실험에서도 PL-Iv,

II와 같은 태반의 프로락틴-성장호르몬의 농도가 감

소되는 결과는 카드뮴이나 과불화합물의 실험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독성기전은 다르게 관찰

되었다. 수은 노출실험에서는 태반의 조직병리학적

소견과 Pit-1 유전자의 발현에서 유의한 변화를 관

찰할 수 없었다(Pi-1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이러한

차이점들로 보아 수은에 의한 독성기전은 이전의 연

구에서 보고한 카드뮴이나 과불화합물의 경우와는

기전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수은 노출에 의한 PL-Iv, II 등 태반의 프로락틴-

성장호르몬의 농도감소와 태아 성장지연에 대한 연

구진의 하나의 가설은 수은 노출에 의한 태반을 구

성하는 영양막세포의 분화 교란이다. 태반은 주로 영

양막세포(trophoblast cell)로 구성되며 착상 후 임신

이 진행됨에 따라 영양막세포는 decidua세포, glycogen

trophoblast세포, trophoblast giant세포, spongio-

trophoblast세포 등의 특성화된 종류의 영양막세포로

분화한다. 그리고 이들 임신 시기별로 분화한 세포

들은 각각 다양한 종류의 프로락틴-성장호르몬들을

분비한다.20,30) 따라서 이들 영양막세포의 분화는 태

반의 프로락틴-성장호르몬의 발생과정에서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연구에서 결과로 제시한

PL-1v, II, 그리고 PLP-B의 경우 이들을 분비하는

주요한 영양막세포의 종류가 다르다. PL-Iv와 II의

경우 spongiotrophoblast세포와 trophoblast Giant세

포에서 주로 분비한다. 그러나 PLP-B의 경우 주로

spongiotrophoblast세포에서만 분비한다.20) 이러한 사

실과 이 연구의 결과를 연계하여 추정 가능한 가설

은 수은 노출이 태반의 프로락틴-성장호르몬들을 분

비하는 영양막세포들의 분화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것

이다. 향후 이러한 가설을 설명하기 위하여 임신말

기(GD 19-20) 분화가 이루어진 태반 조직에 대하여

trophoblast Giant세포를 포함한 영양막세포들의 분

포와 빈도를 포함한 영양막세포의 조직병리학적 조

사가 필요하다.

임신 기간 동안 태반과 난소에서는 다량의 에스트

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는데 이 중 특히 에스

트로겐은 태반을 구성하는 영양막세포의 분화 과정

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31) 아울러 일부이긴 하

지만 수은의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에 대한 연구결과

도 있으므로,32) 수은 노출에 의한 에스트로겐 농도

변화에 대한 조사 또한 독성기전을 설명하는데 중요

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사용한 동물의 수가 적어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

은 노출에 의한 태반과 태아의 성장지연에 대한 원

인 중 하나로 PL-Iv, II와 같은 태반의 프로락틴-성

장호르몬의 농도 감소, 그리고 태반의 효율 감소와

의 유사성을 제시한 점, 그리고 그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 가설을 제시한 점은 이 연구의 장점

이며, 향후 수행할 태반의 영양막세포 분화와 스테

로이드호르몬 농도에 대한 결과들은 수은 노출이 태

반과 태아 성장지연에 미치는 독성기전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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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음용수를 통하여 메틸수은에 노출

된 임신한 흰쥐에서 태반과 태아의 무게, 태반의 효

율 등 발생학적 자료와 혈청 중 PL-Iv, II, PLP-B

등 태반의 프로락틴-성장호르몬(PRL-GH)들의 농도,

그리고 태반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조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관찰하였다.

대조군에 비하여 10 ppm과 20 ppm의 중-고농도

메틸수은 노출군에서 태반과 태아의 무게가 감소하

였으며, 태반의 효율도 감소하였다. 그리고 PL-Iv, II

와 같은 태반의 프로락틴-성장호르몬의 농도도 감소

하였으며, 노출 농도에 따른 이들 호르몬의 감소 경

향은 태반의 효율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메틸수은 노출은 태반의 내

분비기능과 태아의 성장에 관여하는 태반의 프로락

틴-성장호르몬들의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서 태반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태아 성장 지연의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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