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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 182, 780 (ICI) has been used as an estrogen receptor inhibitor in several mammalian spec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serve histological changes in the reproductive system of pubescent male 
mice following ICI treatment, as well as to investigate the recovery of the organs over time. To accom-
plish this, ICI at 5 mg/0.1 ml of castor oil was subcutaneously injected into 5-week-old male mice 
once per week for 4 weeks. The mice were then randomly divided into no-recovery, 150-day recovery, 
and 300-day recovery groups. The testis of the no-recovery group showed atrophy of the seminiferous 
tubules, with decreased Sertoli cell numbers and thickness of the germinal epithelium. In the epi-
didymis, the cell height of epithelial tissues was altered, but these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the 
300-day recovery group. In the efferent ductule, the luminal diameter was increased, but the cell 
height of the epithelial tissues was decreased. In the prostate and seminal vesicles, the cell height of 
the epithelial tissues was increased, and these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the 150-day recovery 
group. These results show that ICI causes histological changes in pubescent male reproductive organs 
but that these changes are resolved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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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컷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에스트로겐은 암컷뿐만 아니

라 수컷 내에서도 분비된다는 사실은 이미 1930년대에 밝혀져 

있었다[24].에스트로겐이 수컷 생식계에서도 발달, 분화, 성장

에 관여하는 중요한 조절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제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4], 지금에 와서는 수컷 생식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도움으로 밝혀져 

있다[5, 12, 16, 23]. 

더불어 단순히 리간드인 에스트로겐의 유무에 따라 수용체

의 활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리간

드 매개, 혹은 비매개성 신호가 수컷 생식계에 미치는 기여도

가 다르다는 사실 또한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19]. 수컷 생식

계에서, 에스트로겐은 테스토스테론에서 P450 아로마타제

(aromatase)와 같은 효소에 의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데 

주로 P450 아로마타제 효소를 지니고 있는 세르톨리 세포

(Sertoli cell), 라이디히 세포(Leydig cell), 그리고 생식 세포

(germinal cell)에서 합성이 된다[18]. 생쥐의 경우 에스트로겐

을 합성하는 P450 아로마타제 효소가 라이디히 세포, 생식 세

포, 정자 세포에 존재한다. 특이한 것은 정자 세포에 아로마타

제 효소가 있다는 것이다. 부정소 머리 부위에 위치한 정자 

세포의 경우, 정자 두부의 바로 아래 쪽에 있는 세포질에 효소

가 위치한다. 부정소의 꼬리 부위로 갈수록 정자에서 효소가 

위치한 작은 세포질 방울은 점점 정자의 꼬리 쪽으로 내려가

며 크기도 작아진다. 정자에서 합성되는 에스트로겐이 부정소 

머리의 조절 작용과 중요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7]. 수컷의 생식계에서는 아로마타제 효소뿐 아니라, 

에스트로겐 수용체(estrogen receptor, ER)도 관찰된다. 에스

트로겐 수용체는 α와 β 두 가지 종류(ERα와 ERβ)가 존재한다. 

최근 들어서는 ERα를 ESR1, ERβ를 ESR2라고 표기하기도 한

다. 대부분의 생물 종의 수컷 생식계인 정소, 부정소, 수출소관

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발현된다. 수컷 생식계 중에서도 

특히 수출소관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발현율이 가장 높으며

[22], 에스트로겐의 주요 작용 표적 기관이다. 부속생식샘 또한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존재가 확인되었다[21].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에 대한 생물학적인 반응은 특별히 높

은 친화력을 갖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발현되는 세포에서만 

일어난다[11]. 즉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

체도 수컷의 생식계에 에스트로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불어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양은 조직마다 일정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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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스트로겐 양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며, 조직 

내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율의 차이가 에스트로겐에 대한 

반응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20]. 에스트로겐이 체내에서 어

떤 역할을 하는 지 규명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용체의 작용을 방해하는 저해제를 투여하거나, 

유전적으로 수용체가 결핍된 생쥐를 사용한다. 본 실험에 사

용한 시약 ICI 182, 780 (ICI)는 ‘풀베스트란트(fulvestrant)’라

고도 부르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저해제이다. 본래 진행성 유

방암 치료제인 파슬로덱스의 성분으로서, 치료제로도 사용되

지만 몇몇 포유류 종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녹아웃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15]. ICI는 경쟁적 저해제로 

에스트로겐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

으며, 이 외에도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의 발현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경쟁적 저해제로서의 자세한 기작은 알

려져 있지 않다.

본 실험은 ICI를 투여하여 사춘기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시켰을 때 수컷 생식계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였다. 

더불어, ICI의 에스트로겐 차단 효과로 나타난 조직학적인 변

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해,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150일 동안 회복시키는 

실험군과, 300일 동안 회복시키는 실험군을 설정하여 광학현

미경으로 생식기관 조직변화를 관찰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 동물  ICI 투여 

실험동물은 4주령 된 수컷 생쥐 C57BL/6(㈜오리엔트 바이

오)를 구입하여 1주일간 사육실 환경에 적응시켜 사용하였기 

때문에 5주령 된 생쥐를 사용한 셈이다. 생쥐의 사춘기 구분은 

기존의 보고[2]에 따랐는데, 생후 35일째를 이른 사춘기, 45일

째를 중간 사춘기, 55일째를 늦은 사춘기로 하였다. 생후 35일

째에 수컷 생쥐를 무작위로 대조군과 ICI 투여군으로 분류하

고, ICI 투여군의 경우, ICI ((7a,17b)-7-[9-[(4,4,5,5,5penta-

fluoropentyl)sulfinyl]nonyl]estra-1,3,5(10)-triene-3,17-diol, 

Sigma-Aldrich) 5 mg을 castor oil 0.1 ml에 vortex로 희석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주간 등쪽 목덜미에 피하주사 하였다. 

대조군 생쥐에는 castor oil 0.1 ml만 피하주사 하였다. 처음 

투여할 때 생쥐의 평균 체중은 13g 이었으며, 실험기간 동안 

고형사료와 증류수를 무제한으로 공급하였다. 사육실 환경은 

22±2℃와 상대습도 50±5%를 유지하였으며, 조명은 12L: 12D

를 주기로 하였다. 본 실험은 순천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의 승인(SCNU IACUC-2013-14)을 받은 후에 실시하였다.  

류희생

대조군과 투여군의 생쥐는 4주간 4회의 투여 후 다시 무작

위로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투여 종료 12일 

후에, 두 번째 그룹은 투여 종료  150일 후에, 세 번째 그룹은 

투여 종료 300일 후에 관류시켜 희생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대조군 4마리, ICI 투여군 4마리로 총 8마리를 관류희생 하였

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대조군과 

ICI 투여군, 각각 4마리씩 관류희생 하였다. 관류 실험 순서는 

먼저 생쥐 한 마리마다 100 unit의 헤파린(heparin) 0.1 ml을 

복강 투여한 후, sodium pentobarbital을 복강 투여하여 마취

시켰다. 마취시킨 생쥐의 체중을 측정한 후에, 혈액을 제거하

기 위해 링거액을 생쥐의 좌심실에 관류용 바늘을 찔러 넣어 

peristaltic pump로 2분간 관류시켰다. 관류되는 동안에 정소, 

부정소의 생식기관을 수월하게 적출하기 위해 음낭에서 생식 

기관을 핀셋으로 들어 내어 노출시켜 두었다. 그 후 0.1M caco-

dylate buffer (pH 7.4)에 용해한 4% glutaraldehyde 용액으로 

치환하여 20분간 관류시켰다.

조직 처리

관류희생이 끝난 후 노출시켜 둔 정소와 부정소 및 수출소

관을 적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수컷의 부속 생식기관인 전

립샘과 정낭도 적출하였다. 전립샘은 동물에 따라 형태가 다

양하며, 생쥐의 경우 3개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에

서는 복부 전립샘만 적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생식기관 조

직을 절편으로 만들기 위해, 0.1M phosphate buffer (pH 7.4)

로 4시간(3회), 12시간(1회) 간격으로 총 4회간 수세하였다. 그 

후 vacuum을 이용하여 4℃의 ethanol에서 1시간 간격으로 탈

수 과정을 거쳤다. 탈수 과정은 농도를 70%(2회), 80%(1회), 

95%(2회), 100%(3회) 순서로 올려가며 진행하였다. 마지막으

로, 역시 똑 같은 방식으로 vacuum을 이용하여 4℃의 infiltra-

tion solution에 24시간 동안 3회의 침투 과정을 거쳤다. 그 

후 처리가 완료된 조직을 플라스틱 몰드에 넣어 JB-4로 포매 

하였다.

염색

완성 된 조직은 microtome을 이용하여 2.5 μm 두께의 절편

으로 만들었다.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PAS & hematoxylin 이

중 염색을 하였다. 염색은 coplin jar를 사용하여 슬라이드를 

증류수에 10분, periodic acid에 15분, 증류수에 10분, Schiff 

용액에 45분, sulfurous acid에 5분씩 3회, 흐르는 증류수에 

20분, hematoxylin에 35분, 마지막으로 흐르는 증류수에 10분 

두었다가 꺼낸 후 35℃ slide warmer에서 건조시켰다. 염색이 

완료된 슬라이드는 permount로 봉입하여 영구 프레파라트를 

완성하였다.

사진촬   분석

광학 현미경에 부착된 SPOT camera (Model N0. 11. 2 

Color Mosaic, Diagnostic Instruments Inc.)를 이용하여 조직

을 관찰, 촬영한 다음 Video Test Image Analysis Syste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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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hort diameter of seminiferous tubule, germinal epithelium thickness and the number of Sertoli cells from control and 

ICI treated groups

Parameter Group
Day post treatment

12 150 300

Diameter of seminiferous tubule (μm)
Control

ICI

188.9±15.7

179.7±16.9*

203.8±21.7

208.1±37.0

194.9±16.7

190.8±15.9

Thickness of germinal epithelium  (μm)
Control

ICI

 62.9±4.9

 60.7±4.8*

 68.1±6.1

 66.3±6.1*

 63.4±6.1

 64.4±5.5

Number of Sertoli cells
Control

ICI

 10.0±1.9

  7.8±1.6*

 10.3±1.5

  9.9±1.9

 10.2±1.7

 10.3±1.4

Values represent means±SD.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1. Photomicrographs of seminiferous tubules 

in testis from control (A-C) and ICI treated 

groups (D-F) of 12, 150 and 300 days post 

treatment. Double arrows indicate the 

short diameter of seminiferous tubules. 

The diameter of seminiferous tubule was 

decreased in treated group of 12 days post 

treatment. Bars size = 100 μm.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정소의 경우, 세

정관 직경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한 마리당 30개의 

사진 샘플을 선정하여 주로 stage VII 또는 VIII상태에 있는 

세정관의 단경을 측정하였다. 더불어 세르톨리 세포 개수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한 마리당 각각 무작위로 10개 

세정관을 선정하여 그 세정관 단면에 있는 세르톨리 세포 개

수를 측정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부정소의 경우, 머리 부위인 initial segment (IS)와 꼬리 부

위의 상피세포 높이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부위당 각

각 무작위로 사진 샘플을 선정하여 30개의 상피세포 기저막 

에서 자유표면까지 높이를 측정하였다. 수출소관의 경우, 상

피세포 높이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한 마리당 각각 

무작위로 사진 샘플을 선정하여 30개의 비섬모세포(noncili-

ated cell)의 기저막 에서 솔가장자리(brush border)까지 높이

를 측정하였다. 

전립샘과 정낭의 경우, 분비물이 들어 있는 전립샘과 정낭 

샘의 내강을 둘러싸는 상피세포 높이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한 마리당 각각 무작위로 사진 샘플을 선정하여 30개의 

상피세포 기저막에서 자유표면까지 높이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의 통계학적 분석은 ANOVA Test 를 이용하여 p value 

0.05 미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판별하였다.

결   과

정소

ICI투여에 따른 정소의 세정관 직경 변화와, 세정관 내 바닥

에 위치하고 있는 세르톨리 세포의 수를 표로 나타내었다

(Table 1). 대조군의 경우, 12일째 희생시킨 세정관 직경이 

188.9 μm, 150일째 직경은 203.8 μm로 증가되었다가 300일째 

직경은 194.9 μm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1). ICI 

투여에 의한 정소의 조직학적 변화를 볼 수 있는 투여 후 12일

째에 희생시킨 경우, 투여군의 세정관  직경이(179.7 μm) 대조

군(188.9 μm)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투여군 15일째와 

300일째의 경우 세정관 직경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세정관 내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

식상피의 두께도 12일과 150일째 희생시킨 그룹에서는 대조

군과 투여군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300일째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군의 정소 단면에서, 1개의 세정

관 내 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평균 세르톨리 세포 수는 12일째, 

150일째, 300일째에 각각 10.0, 10.3, 10.2로 나타나 거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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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micrographs of Sertoli cells in testis from control 

(A), and ICI treated groups (B) of 12 days post treatment. 

Arrow heads indicate the Sertoli cells. Bars size = 20 μm. 

Table 2. Epithelial cell height of IS (initial segment) and cauda in epidydimis of control and ICI treated groups

Cell height (μm) Group
Day post treatment

12 150 300

Epithelial cell height of IS
Control

ICI

57.3±7.0

63.0±6.6*

72.1±8.8

72.5±7.8

59.3±12.4

59.9±11.8

Epithelial cell height of cauda
Control

ICI

15.3±3.9

13.0±2.0*

16.6±3.4

16.9±2.7

16.2±2.8

16.8±3.6

Values represent means±SD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3. Photomicrographs of initial segment in epi-

didymis from control (A-C) and ICI treated 

groups (D-F) of 12, 150 and 300 days post 

treatment. Straight lines indicate the epi-

thelial cell height. Bars size = 50 μm.

없었다(Table 1). 12일째 투여군의 경우, 세르톨리 세포 수는 

7.8개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어 나타났으며 

300일째는 10.3개로 나타나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g. 2).   

부정소

ICI 투여에 따른 부정소의 부위별 상피세포 높이 변화를 

표로 나타내었다(Table 2). 부정소와 수출소관이 연결되는 부

위인 IS의 상피세포 높이는 투여 후 12일째 희생시킨 그룹의 

투여군(63.0 μm )에서 대조군(57.3 μm )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

로 증가하였다(Fig. 3). 150일째 희생시킨 경우, 투여군(72.5 μm) 

상피세포 높이가 대조군(72.1 μm)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300일째 희생시킨 그룹에서도 대조군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정자가 운동성을 완전히 획득

하여 머무르는 부위인 부정소 꼬리의 상피세포 높이는 12일째 

희생시킨 생쥐의 투여군이(13.0 μm) 대조군에(15.3 μm)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50일째와 300일째 희생

시킨 생쥐에서는 데조군과 투여군의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

었다.  

더불어 부정소 몸통 부분의 상피세포에서 발견되는 투명세

포(clear cell)의 세포질 내에 있는PAS-양성 과립이, 투여 후 

12일째 희생시킨 그룹의 투여군에서 대조군보다 많이 축적되

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4).

수출소

ICI 투여에 따른 수출소관의 상피세포 높이 변화를 표로 

나타내었다(Table 3). 수출소관의 상피세포 높이는 투여 후 12

일째 희생시킨 그룹의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이 차이는 150일째 희생시킨 그룹에서 대조군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300일째 희생시킨 그룹에서도 

대조군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5). 

12일째 희생시킨 경우, 대조군 수출소관의 내강 직경36.9 μm 

에 비해 투여군의 내강 직경은 72.3 μm로 나타나 뚜렷하게 

확대 되었다(Fig. 6). 이러한 차이는 300일째에 이르러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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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pithelial cell height and luminal diameter of efferent ductule from control and ICI treated groups

      Parameter (μm) Group
Day post treatment

12 150 300

Epithelial cell height
Control

ICI

16.2±2.2

12.7±2.2*

22.7±2.6

22.7±2.0

19.8±2.4

19.2±2.1

Luminal diameter
Control

ICI

36.9±17.4

72.3±28.9*

31.0±21.1

33.8±18.0*

26.4±15.7

26.4±13.7

Values represent means±SD.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4. Photomicrographs of corpus area in epi-

didymis from control (A-C) and ICI treat-

ed groups (D-F) of 12, 150 and 300 days 

post treatment. Arrow heads indicate the 

PAS positive granules (arrow heads) in 

clear cell of corpus epididymis. The den-

sity of granules in epithelial cell has in-

creased in treated group of 12 days post 

treatment. Bars size = 20 μm.

Fig. 5. Photomicrographs of efferent ductule from 

control (A-C) and ICI treated groups (D-F) 

of 12, 150 and 300 days post treatment. 

Straight lines indicate the epithelial cell 

height of efferent ductule. Epithelial cell 

heights and PAS positive granules of effer-

ent ductule were decreased in treated 

group of 12 days post treatment. Bars size 

= 20 μm.

과 투여군의 내강 직경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2일째 투여

군 상피세포의 세포질 내 PAS염색에 양성을 나타내는 과립의 

수가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300일째 투여군에

서는 대조군과 유사한 밀도로 PAS염색의 양성 과립 수가 나타

났다(Fig. 5).

립샘

ICI 투여에 따른 전립샘의 상피세포 높이 변화를 표로 나타

내었다(Table 4). 투여 후 12일째 희생시킨 그룹의 대조군에서 

전형적인 분비샘의 구조를 잘 관찰할 수 있었다. 상피세포로 

만들어진 엽에 분비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형태를 보이며, 반

듯한 단층의 원주상피세포를 잘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투

여군의 경우, 원주상피의 단층 구조가 뚜렷하지 않고, 서로 

구불구불하게 겹쳐진 양상이 관찰되었다(Fig. 7). 

전립샘 상피세포 높이는 투여 후 12일째 희생시킨 그룹의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증가한 경

향은 150일째 희생시킨 그룹에서 대조군과 거의 같은 수준으

로 회복되었고, 300일째 희생시킨 그룹에서는 다시 첫 번째 

그룹과 동일하게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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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pithelial cell height of ventral prostate and seminal vesicle from control and ICI treated groups

              Cell height (μm) Group
Day post treatment

12 150 300

Epithelial cell height of ventral prostate 
Control

ICI

9.4±7.4

10.8±8.0*

19.5±3.3

19.5±3.0

9.9±2.7

11.3±2.7*

Epithelial cell height of seminal vesicle
Control

ICI

17.5±3.0

18.4±2.8*

19.0±2.8

18.5±2.9

16.7±2.6

14.4±2.6*

Values represent means±SD.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6. Photomicrographs of efferent ductule from 

control (A-C) and ICI treated groups (D-F) 

of 12, 150 and 300 days post treatment. 

Double arrows indicate the luminal diame-

ter of efferent ductule. Luminal diameter 

of efferent ductule was increased in treated 

group of 12 days post treatment. Bars size 

= 50 μm.

Fig. 7. Photomicrographs of ventral prostate from 

control (A-C) and ICI treated groups (D-F) 

of 12, 150 and 300 days post treatment. 

Structure of simple columnar epithelial cell 

of ventral prostate was rumpled in treated 

group of 12 days post treatment. Straight 

lines indicate the epithelial cell height of 

ventral prostate. Lu; Lumen. Bars size = 50 

μm.

정낭

ICI 투여에 따른 정낭의 상피세포 높이 변화를 표로 나타내

었다(Table 4). 비교적 뚜렷하게 구조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던 

전립샘의 경우와는 다르게, 정낭에서 큰 조직학적 변화는 나

타나지 않았다(Fig. 8). 

정낭의 상피세포 높이는 투여 후 12일째 희생시킨 그룹의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150일째 희생

시킨 그룹에서는 대조군과 투여군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

준으로 되었고, 300일째 희생시킨 그룹에서는 12일째 희생시

킨 그룹과는 반대로 대조군이 투여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고   찰

본 실험에서는 사춘기의 수컷 생쥐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저해제인 ICI를 투여하여 생식기관의 조직학적인 변화를 관찰

하였으며, 또한 해당 변화가 시간에 따라 회복되는지의 여부

를 관찰하였다. 실험을 세 번에 걸쳐 진행하였으므로, ICI 투여

가 끝난 후 가장 처음 희생한 12일째 그룹, 두 번째로 150일째 

희생시킨 그룹, 세 번째로 300일째에 희생시킨 그룹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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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hotomicrographs of seminal vesicle from 

control (A-C) and ICI treated groups (D-F) 

of 12, 150 and 300 days post treatment. 

Straight lines indicate the epithelial cell 

height of seminal vesicle. Lu; Lumen. Bars 

size = 50 μm.

3그룹으로 구분하여 관찰하였다. 

정소의 경우, 대조군에서 세정관 직경이 12일째 희생시킨 

그룹(사춘기에 해당)보다 150일째 희생시킨 그룹에서 증가하

였다가 300일째 희생시킨 그룹에서는 다시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150일째의 경우, 완전히 성숙한 정소를 대상으로 한 결과

로 보이며, 300일째는 고령화로 인해 세정관 직경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부정소 IS부위와 부정소 꼬리 부

위에 있는 상피세포 높이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수출소관과 

복부 전립샘샘의 상피세포 높이에서도 이런 양상을 볼 수 있

었다.  

12일째 ICI투여군에서 세정관이 유의한 수준으로 위축하였

는데 이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α 녹아웃 생쥐(Estrogen re-

ceptor alpha knockout mouse, αERKO)에서 보이는 것과 비

슷한 결과이다. 다만 본 실험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α

ERKO 생쥐에서처럼 세정관 내 정조세포, 정모세포 및 정자세

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생식상피 두께가 극단적으로 얇아지

는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비교적 어린 αERKO 생쥐와 비슷

한 양상이 관찰되었다[8]. 이것은 수용체가 저해 된 기간이 한 

달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세르톨리 세포의 개수 또한 유의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에

스트로겐은 세르톨리 세포의 증식, 발달, 기능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2]. 에스트라디올을 세르

톨리 세포에 처리했을 때, 세르톨리 세포의 증식을 일으킨다. 

이는 아마 에스트로겐에 의존하는 어떤 경로가 세르톨리 세포 

내에서 활성화되어 증식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10]. 더불어 

이 과정은 에스트로겐이 단독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에

스트로겐 수용체와 연계하여 일어난다[9]. 생후 15일된 흰쥐에

서 얻은 세르톨리 세포를 배양하여 G protein-coupled estro-

gen receptor 1 (GPER) 의 유전자 발현을 RT-PCR 과 면역분석

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9],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GPER 은 다른 종류의 하향신호 회로(downstream signaling 

pathway), 예를 들면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3/1 

(MAPK3/1)와 같은 회로를 통해 빠르게 신호를 매개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MAPK3/1의 경우, 세르톨리 세

포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저해제인 ICI를 투여하고 10분 동안 

배양을 하면 MAPK3/1의 인산화 상태가 10-18배 정도로 빠르

게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GPER 이 Sertoli cell의 기능, 그리고 정상적인 정소 발생과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작용을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 본 실험

의 경우 ICI 투여 후 12일째에 희생시킨 그룹에서는 세르톨리 

세포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ICI에 의해 GPER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정소 IS 부분의 경우, 상피세포의 평균 높이가 증가하였

고, 꼬리 부분은 상피세포의 평균 높이가 감소하는 변화를 보

였다. 그러나 부정소에서의 세포 높이가 변화하는 수준은 바

로 인접한 수출소관에 비해 크지 않았다. 부정소의 IS 역시 

수출소관과 유사하게 물의 통로 역할을 하는 아쿠아포린 단백

질 패밀리 AQP9 (aquaporin 9)이 존재하지만, 수출소관과는 

다르게 ICI를 처리한다 해도 발현이 감소한다거나 하는 반응

이 나타나지 않는다[13]. 이 사실은 본 실험에서, 수출소관의 

변화가 컸음에도 IS 쪽에서는 그에 준하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투여군의 

경우, 부정소 몸통 부위에 있는 투명세포의 세포질 내 PAS양

성 염색의 과립 수가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런 과립

의 변화에 미치는 ICI 영향은 추후 더 논의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소관의 경우, 먼저 가장 처음 희생한 투여 후 12일째 

희생시킨 그룹에서는 투여에 따른 형태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녹아웃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본 실험

과 비슷하게 수출소관의 내강이 넓어지고 세정관의 직경, 생

식상피가 얇아지는 등 거의 동일한 형태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8]. 즉 ICI가 에스트로겐 수용체 α 녹아웃 효과를 불러

와 실험 대상조직의 형태가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출소

관에서는 눈에 띄는 형태적 변화와, 수치적 변화가 모두 나타

났다. 수출소관은 정소와 부정소를 잇는 일종의 통로로, 여분

의 정소액을 재흡수하는 곳이다. 먼저 수출소관은 ICI를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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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에스트로겐에 감수성이 높은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이 

달라진다[4]. 더불어 상피세포의 평균 높이가 확연히 감소하

며, 내강이 눈에 띄게 넓어지고 섬모도 줄어든다[6]. 에스트로

겐 매개, 비매개성 신호가 수출소관에 미치는 기여도에 관한 

보고[19]에 따르면, 수출소관은 에스트로겐 비의존적인 신호

의 조절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스트로겐 의존적

인 수용체의 신호를 차단해도 수출소관에는 큰 조직학적 이상

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 ICI를 처리했을 때는 수출소

관에 조직학적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둘을 종합해 보면 ICI 

투여는 리간드 비의존적 신호를 차단시킨 것 내지는 그와 유

사한 효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본래 ICI는 순수한 항에

스트로겐으로서, 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하는 동시에 에스트로

겐 수용체 알파의 발현을 저해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알

려졌다. 그러나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와 안드로겐 수용체의 

발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4]. 따라서 수출소관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의 리간드(=에스트로겐) 비의존적 신

호가 중요한 조절 축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ICI는 실제로 

많은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 혹은 감소시킨다[6]. 특히 수출소

관과 부정소에서, 전사량 혹은 발현량이 감소하는 단백질 중

에는 재흡수 작용의 표지자 역할을 하는 Clusterin, Cathepsin 

D가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ICI를 처리한 생쥐나 ERKO(estro-

gen receptor knockout)생쥐에서는 아쿠아포린9(AQP9) 단백

질이 수출소관에서 발현이 감소한다[13]. 수출소관이 여분의 

정소액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쿠아포린 

단백질의 발현 감소는 곧 수출소관의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역시 ICI를 처리한 생쥐나 ERKO 생쥐에서는 

AQP9 단백질뿐 아니라 NHE3 (Sodium hydrogen exchanger 

3) 단백질 또한 감소한다. NHE3 단백질을 녹아웃시킨 생쥐는 

수출소관에서 내강의 팽창 등 ICI를 처리한 생쥐와 유사한 양

상을 보인다[23]. 이들 사실을 종합하면 ICI 처리로 인해 재흡

수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단백질의 발현이 감소하며, 

여분의 정소액을 제대로 재흡수하지 못한 수출소관에서 내강

의 팽창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대사 스트레스를 가한 세포에서는 액틴 미세골격이 

파괴된다. 액틴 미세골격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뿐 아

니라 선택성 투과성 단백질 장벽을 생산하는 등 기능적인 면

에서도 중요하다. 액틴 미세골격이 파괴되면 조직 내에 심출

액이 고여 부어 오르는 부종이나, 혈관의 혈전증 등이 생긴다. 

대사 스트레스를 가한 세포에 17β-에스트라디올을 처리한 경

우에는, HSP27 (Heat shork protein 27)의 작용과 연계하여 

미세골격의 파괴를 방지한다[17]. 이는 수정체의 내피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이 세

포 미세골격의 파괴를 방지하였다[3]. 에스트로겐 수용체 저해

제인 ICI를 처리하였을 때 수출소관을 비롯한 각 조직 상피세

포들의 높이가 변화한 것은 미세골격의 파괴와 관련된 현상으

로 추정된다. 12일째 투여군 상피세포의 세포질 내에 있는 

PAS염색에 대한 양성을 나타내는 과립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

였는데, 이 경우는 ICI에 의한 수출소관의 재흡수 기능 저하와 

관련 있는 것 같다. 300일째 투여군에서는 대조군과 유사한 

밀도로 회복되어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립샘과 정낭은 상피세포의 평균 높이가 증가하

였다. 더불어 정낭의 경우 세포의 평균 높이가 증가한 것 외에

는 특별한 형태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전립샘은 세

포의 양상이 변한 것이 관찰되었다. 대조군의 상피세포가 깨

끗한 단층상피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투여군의 상피세

포는 자유표면 쪽이 반듯한 선을 그리지 않고 흐트러진 형태

를 보였다. 에스트로겐은 종마다 차이는 있으나 전립샘 상피

에 이상성장을 일으킨다고[16] 보고된 바 있다. 수컷 생쥐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촉진제인 PPT (propyl pyrazole triol)를 

투여한 실험 결과에서[1], 전립샘 상피세포가 본 실험과 유사

하게 형태가 흐트러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훨씬 심하였다. 즉 에스트로겐 자극을 과하게 주는 것 보다는 

정도가 약하지만, 에스트로겐을 수용체를 저해하는 경우에도 

전립샘에 영향을 미쳐 전립샘 상피세포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

로 추정된다. 전립샘과는 다르게 정낭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저해했음에도 큰 형태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전립

샘과 정낭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대한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춘기에 1주일에 한번씩 4주 동안 에스

트로겐 수용체 저해제 ICI를 투여하고 곧바로 12일째 희생시

킨 경우, 수출소관의 상피세포 높이 감소, 수출소관 내강 확대 

등의 뚜렷한 조직학적 변화가 유발되었다. 그리고 아무런 처

리를 하지 않고 150일과 300일의 회복기간을 둔 경우에는 투

여군 상피세포 높이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으며, 또한 확장되었던 수출소관 내강도 300일째에

서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의 

세정관 직경, 부정소 IS와 꼬리 부위의 상피세포 높이 변화 

등도 300일째에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투여군 전립샘과 정낭의 샘 내강을 둘러싸는 상피세포 

높이 변화는 수출소관의 상피세포 높이 변화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CI에 의한 조직학적 변화는 수출소

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300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변화

가 소실되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1. Cho, Y. K., Han, J. Y. and Cho, H. W. 2011. Morphological 

changes of accessory genital organs induced by treatment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estrogen receptor agonist in 

the male mouse. Kor. J. Microscopy 41, 265-276.

2. Emanuele, M. A., LaPaglia, N., Steiner, J., Jabamoni, K., 

Hansen, M., Kirsteins, L. and Emanuele, N. V. 1998. 

Reversal of ethanol-induced testosterone suppression in per-

ipubertal male by opiate blockade. Alcoholism: Clin. Exp. Res. 



Journal of Life Science 2015, Vol. 25. No. 12 1423

22, 1199-1204.

3. Ganatra, D. A., Johar, K. S. R., Parmar, T. J., Patel, A. R., 

Rajkumar, S., Arora, A. I., Kayastha, F. B., Pal, A. K., Gajjar, 

D. U. and Vasavada, A. R. 2013. Estrogen mediated pro-

tection of cytoskeleton against oxidative stress. Indian J. Med. 

Res. 137, 117-124.

4. Gomes, G. R. O., Yasuhara, F. and Siu, E. R. 2011. In vivo 

treatments with fulvestrant and anastrozole differentially af-

fect gene expression in the rat efferent ductules. Biol. Reprod. 

84, 52-61.

5. Hess, R. A. 2003. Estrogen in the adult male reproductive 

tract : a review. Reprod. Biol. Endocrinol. 1, 52.

6. Hess, R. A., Fernandes, S. A. F., Gomes, G. R. O., Oliveira, 

C. A., Lazari, M. F. M. and Porto, C. S. 2011. Estrogen and 

its receptors in efferent ductules and epididymis. J. Androl. 

32, 600-613.

7. Janulis, L., Hess, R. A., Bunick, D., Nitta, H. and Janssen, 

S. 1996. Mouse epididymal sperm contain active P450 ar-

omatase which decreases as sperm traverase the epididymis. 

J. Androl. 17, 111-116.

8. Lee, K. H., Park, J. H., Bunick, D., Lubahn, D. B. and Bahr, 

J. M. 2009. Morphological comparison of the testis and effer-

ent ductules between wild-type and estrogen receptor α 

knockout mice during postnatal development. J. Anat. 214, 

916-925.

9. Lucas, T. F. G., Royer, C., Siu, E. R., Lazari, M. F. M. and 

Porto, C. S. 2010. Expression and signaling of G-pro-

tein-coupled estrogen receptor 1 (GPER) in rat Sertoli cells. 

Biol. Reprod. 83, 307-317.

10. Lucas, T. F. G., Siu, E. R., Esteves, C. A., Monteiro, H. P., 

Oliveira, C. A., Porto, C. S. and Lazari, M. F. M. 2008. 

17Beta-estradiol induces the translocation of the estrogen re-

ceptors ESR1 and to the cell membrane, MAPK3/1 phos-

phorylation and proliferation of cultured immature rat 

Sertoli cells. Biol. Reprod. 78, 101-114.

11. McKenna, N. J. and O’Malley, B. W. 2001. Nuclear receptors, 

coregulators, ligands, and selective receptor modulators: 

making sense of the patchwork quilt. Ann. N. Y. Acad. Sci. 

949, 3-5.

12. O’Donnell, L., Robertson, K. M., Jones, M. E. and Simpson, 

E. R. 2001. Estrogen and spermatogenesis. Endocri. Rev. 22, 

289-318.

13. Oliveira, C. A., Carnes, K., Franc, L. R., Hermo, L. and Hess, 

R. A. 2005. Aquaporin-1 and -9 are differentially regulated 

by oestrogen in the efferent ductule epithelium and initial 

segment of the epididymis. Biol. Cell. 97, 385-395.

14. Oliveira, C. A., Nie, R., Carnes, K., Franca, L. R., Prins, G. 

S., Saunders, P. T. K. and Hess, R. A. 2003. The antiestrogen 

ICI 182, 780 decreases the expression of estrogen re-

ceptor-alpha but has no effect on estrogen receptor-beta and 

androgen receptor in rat efferent ductules. Reprod. Biol. 

Endocrinol. 1, 75.

15. Pinto, P. I. S., Singh, P. B., Condeca, J. B., Teodosio, H. R., 

Power, D. M. and Adelino, V. M. 2006. ICI 182, 780 has 

agonistic effects and synergizes with estradiol-17 beta in fish 

liver, but not in testis. Reprod. Biol. Endocrinol. 4, 67.

16. Prins, G. S. and Korach, K. S. 2008. The role of estrogens 

and estrogen receptors in normal prostate growth and 

disease. Steroids 73, 233-244.

17. Razandi, M., Pedram, A. and Levin, E. R. 2000. Estrogen 

signals to the preservation of endothelial cell form and 

function. J. Biol. Chem. 275, 38540-38546.

18. Simpson, E. R. and Davis, S. R. 2001. Minireview : Aromatase 

and the regulation of estrogen biosynthesis? Some new 

perspectives. Endocrinology 142, 4589-4594.

19. Sinkevicius, K. W., Laine, M., Lotan, T. L., Woloszyn, K., 

Richburg, J. H. and Greene, G. L. 2009. Estrogen-dependent 

and –independent estrogen receptor-alpha signaling sepa-

rately regulate male fertility. Endocrinology 150, 2898-2905.

20. Tsai, C. L. and Liu, T. K. 1992. Up-regulation of estrogen 

receptors in rabbit osteoarthritic cartilage. Life Sci. 50, 1727.

21. Yamashita, S. 2004. Localization of estrogen and androgen 

receptors in male reproductive tissues of mice and rats. 

Anat. Rec. A Discov. Mol. Cell. Evol. Biol. 279, 768-778.

22. Yasuhara, F., Gomes, G. R. O., Siu, E. R., Suenaga, C. I., 

Marostica, E., Porto, C. S. and Lazari, M. F. M. 2008. Effects 

of the antiestrogen fulvestrant (ICI 182, 780) on gene ex-

pression of the rat efferent ductules. Biol. Reprod. 79, 432-441.

23. Zhou, Q., Clarke, L., Nie, R., Carnes, K., Lai, L. W., Lien, 

Y. H. H., Verkman, A., Lubahn, D., Fisher, J. S., Katzenel-

lenbogen, B. S. and Hess, R. A. 2001. Estrogen action and 

male fertility: Roles of the sodium/hydrogen exchanger-3 

and fluid reabsorption in reproductive tract function. Proc. 

Natl. Acad. Sci. USA 98, 14132-14137.

24. Zondek, B. 1934. Mass excretion of estrogenic hormone in 

the urine of the stallion. Nature 133, 209-210.



1424 생명과학회지 2015, Vol. 25. No. 12

록：ICI 182, 780을 투여한 사춘기 수컷 생쥐 생식기 의 조직학  변화와 시간에 따른 회복

모윤정1․최하야나1․조 국2․박미숙3․조 욱1*

(1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생물학과, 2서영대학교 임상병리과, 3광양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

본 실험에서는 ICI 182, 780(ICI)을 사춘기의 생쥐에 투여하여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저해시켰을 때 수컷 생식계

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였다. 더불어 해당 조직학적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

를 알아보기 위해 150일, 300일동안 회복시키는 실험군을 추가로 설정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가장 처음 희생한 

실험군에서는 ICI의 투여에 따른 형태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정소에서는 세정관과 생식상피의 위축이 관찰되었다. 

더불어 세정관의 단면에서 측정한 세르톨리 세포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었다. 부정소의 initial segment 

(IS) 부분과 꼬리 부위의 상피세포 높이 또한 변화하였다. IS 부분은 상피세포의 평균 높이가 증가하였고, 꼬리 

부위는 상피세포의 평균 높이가 감소하였다. 투여군 수출소관의 경우, 상피세포의 평균 높이가 감소하였고, 내강

의 직경이 증가되었다. 투여군 전립샘과 정낭의 경우, 상피세포의 평균 높이가 증가하였다. 정낭의 경우 상피세포

의 높이 외에는 특별한 형태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립샘의 경우 상피세포의 자유표면 쪽이 반듯한 선을 

그리지 않고 흐트러진 형태를 보였다. 앞의 조직학적 변화는 150일간 회복기간을 둔 경우에 투여군이 대조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150일째 희생시킨 그룹에서 회복되지 않은 조직학적 차이도 있었으나, 이는 300일째 

희생시킨 그룹에서는 회복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들 결과를 종합해 보면 ICI 투여는 사춘기 수컷의 생식기관에 

조직학적 변화를 유발하였으나,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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