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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ole of antioxidants on development in arsenite exposed porcine embryos. Oocytes 
were collected from porcine ovary, and then matured for 44 h. Maturated oocytes were incubated with sperm for 6 h, and 
fertilized oocytes with sperm (embryos) cultured for 48 h. After, embryos were culture with arsenite and/or antioxidants 
(melatonin, silymarin, curcumin and vitamin) for 120 h. Formation of pre-morulae, morulae and blastosysts rate was 
measured using microscope. In results, 10, 100 and 100 nM arsenite significantly decreased morulae and blastocysts 
formation compared to control in pigs (P<0.05). 10 μM silymarin and 100 μM vitamin E increased blastocyst formation 
compared to 10 nM arsenite exposed embryo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ly among the treatment, and 1 nM melatonin 
and 5 μM curcumin did not influence blastocysts formation in 10 nM arsenite exposed embryos. In summary, arsenite 
decreased embryo development, 10 μM silymarin, 100 μM vitamin E, 1 nM melatonin and 5 μM curcumin had no positive 
effect to blastocyst formation in arsenite exposed porcine embryos. Therefore, we suggest that little arsenite may have 
negative effect to embryo development, and silymarin, vitamin E, melatonin and curcumin could not rescue embryo 
development from damage by arsenite in p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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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전은 생명체에게 환경오염물질을 노출하게 되
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물질의 노출은 생명체의 질
병 유발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여러 종류

의 환경오염물질 중 하나인 arsenic (As)은 금속과 비금속

물질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준금속물질로 알려져 있
다. As는 공업에서 유리 제조 시 탈색수지 및 반도체 제품 
등에서 이용되며, 농업에서 건조제 및 고엽제 등으로 사
용되었다(Flora, 2016). As는 결합하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 
독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arsenite는 arsenate보

다 독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etrick et al., 2000). 산
업부분에서의 As는 유리 및 금속공업 제조 중에 발생하

여 생명체로 흡수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명

체에게는 주로 지하수를 통한 음용수의 경우로 노출된다

(Guanet al., 2012). As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혈관, 
신경, 폐, 간, 소화기관, 피부 및 당뇨병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Navas-Acien et al., 2006), 단기간 
노출되었을 때 안구통증, 전신피로, 인후염, 두통, 구토 및 
복통 등의 증상이 보고된 바 있다(Kinoshita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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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As는 동물의 번식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으며, 실제로 As에 노출된 암컷 쥐에서 estradiol, 
luteinizing hormone (LH) 및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
의 호르몬 수치가 감소(Chattopadhyay et al., 2001; Chatterjee
와 Chatterji, 2010)하였으며, 수컷 쥐에서는 정자의 농도 
감소 및 기형이 발생하였고, 정소의 무게가 감소였다는 보
고가 있다(Jana et al., 2006; Li et al., 2012). 또한 뇌하수체 
성선자극 및 대사 호르몬의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내
분비계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rr et al., 
2009; Ciarrocca et al., 2012). 따라서 As는 동물의 번식기관 
장애 및 호르몬의 분비를 교란시키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
기 때문에 생식세포에서의 As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

이다. 
일반적으로 세포 내 과도한 산화스트레스 및 활성산소

의 증가는 세포의 생존율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DNA
의 절단 증가와 같은 생리학적 현상을 유발한다(Cohen et 
al., 2006). As는 세포의 산화스트레스 유도, 활성산소 초과 
생성 및 지질과산화를 증가시키며, 세포의 항산화 기능을 
감소시킨다(Cohen et al., 2006). 따라서 As는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 및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세포 대사 감소 및 사
멸을 유도하여 DNA 손상 및 유전독성을 유발한다(Davies, 
1999). 이뿐만 아니라 As는 쥐 배아의 활성산소 증가 및 
항산화효소를 감소시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감소시키

고 배아의 발달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Han et al., 2011). 하지만 As가 돼지의 배아 발달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항산화제는 산화스트레스로 인한 세포의 활성산소의 과

잉생성을 억제하며, 세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이용한 배아의 수정

률 및 발달율을 향상시키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Truong et al., 2016). 특히 항산화제로 알려진 melatonin 
(Rodriguez-Osorio et al., 2007), silymarine (Kim et al., 2008), 
curcumin (Kim et al., 2010) 및 vitamin E (Gajda et al., 2008)
는 돼지 수정란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

져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은 As가 돼지의 수정란 발달율에 
미치는 영향과 As에 의해 감소된 돼지 수정란의 발달율에 
대한 melatonin, silymarin, curcumin 및 vitamin E의 효과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모든 동물실험은 강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

인(KIACUC-09-0139)을 거쳤으며, 실험에 사용된 난소는 
도축된 미경산돈에서 채취하였으며 37℃의 멸균 생리식염

수 용액에 보관하여, 2시간 이내에 실험실로 운반하였으

며, 난자의 성숙은 Lee et al. (2015)의 방법에 따라 수행

하였다. 운반된 난소는 생리식염수로 2~3회 세척 후, 난
포 내 3~5 mm 크기의 미성숙 난포란을 18 gauge의 주사

바늘을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난포란은 실체현미경(Nikon, 
Japan)을 이용하여 세포질 상태가 양호하며, 난구세포가 
난자 주위에 균일하게 부착된 것을 회수하였으며, D-PBS
에 0.1% polyvinyl alcohol (PVA)이 첨가된 용액(D-PBS-
PVA)을 이용하여 2회 세척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미성

숙된 난포란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기본배양액(TC-199)에 
10% porcine follicular fluid, 0.5 μg/mL, FSH, 0.5 μg/mL LH, 
10 IU/mL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hCG) 및 10 ng/mL 
epithelial growth factor (EGF)를 첨가한 배양액을 이용하여 
미성숙 난자-난구세포 복합체를 5% CO2, 38℃ 조건 하에

서 22시간 배양한 후 pFF와 호르몬을 제거한 TC-199 배
양액에서 22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배양하였다. 

체외수정을 위한 modified tris buffer medium (mTBM) 
기본액배양액에 2 mg/mL의 bovine serum albumin (BSA)를 
첨가하여, 배양접시 내에 50 μL의 소적을 만든 후, 각각 
15개의 성숙된 난포란을 선별하여 소적으로 옮겨 넣었다. 
체외수정을 위한 정자는 mTBM으로 2 × 107 정자/mL의 
농도로 희석시킨 50 μL의 정자부유액을 난포란이 옮겨진 
소적에 삽입하여 체외수정을 실시하였다. 체외수정 6~8
시간 후 4 mg/mL BSA가 첨가된 PZM-3 (Yoshioka et al., 
2002) 배양액으로 3회 이상 세척 후 동일 배양액 내에서 
48시간 동안 배양을 실시한 후 생산된 2~8세포기의 체외

수정란을 실험에 사용하였다(Lee et al., 2015). 
체외수정 후 생산된 2~8세포기 체외수정란을 선별하여 

BSA가 첨가된 PZM-3의 배양액에 1, 5, 10, 100 및 1,000 
nM arsenite를 첨가한 후 120시간 동안 배양한 뒤 실체현

미경(Nikon, Japan)을 이용하여 체외수정란의 pre-morulae, 
morulae 및 blastocyst의 비율을 관찰하였다. 또한 2~8세포

기의 체외수정란은 10 nM arsenite와 1 nM melatonin (Jang 
et al., 2010), 10 μM silymarin (Eskandari et al., 2016), 5 μM 
curcumin (Jang et al., 2009) 및 100 μM vitamin E (Tvrdá et al., 
2013)를 함께 첨가된 PZM-3 배양액을 이용하여 120시간 
동안 배양한 뒤 체외수정란의 발육을 조사하였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의 값은 SAS 9.2를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으로 
첨가구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P 값이 0.05 수준 이상

인 것을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산화스트레스는 수정란의 발달율을 감소시킬 뿐만 아

니라 DNA 손상 및 배반포 발달성적을 감소시키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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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정란 발달에 있어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연구

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Qian et al., 2016). 수정란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발육성적을 감소시키는 As의 부정

적인 영향을 억제시키기 위해 항산화제를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돼지의 미
성숙 난포란을 체외에서 성숙 및 수정시켜 생산된 2~8세
포기의 체외수정란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수정란 
배양액에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는 arsenite와 항산화제인 
melatonin, silymarin, curcumin 및 vitamin E를 첨가하여 체
외수정란의 발육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돼지 2~8세포기의 체외수정란에 있어 arsenite가 발육

성적에 미치는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10 nM 이상

의 arsenite를 첨가하였을 때, 상실배 이전의 수정란(pre-
morulae)의 비율이 대조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실배(morulae)는 100 nM 이상의 
arsenite를 첨가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P<0.05). 1 및 5 nM arsenite는 돼지의 상실배 이전 

및 상실배 발육성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되지만, 쥐의 경우 4 μM arsenite는 수정란의 발달율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정란의 비율을 증가

시키며 수정란 내의 DNA를 손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Pérez-Pastén 등, 2006). 본 실험에서 이용한 돼지 체외수

정란의 경우 10 nM 이상의 arsenite 처리구에서 발육성적

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arsenite가 처리된 돼지 수정란의 
DNA는 손상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결과는 수정란의 
발육성적을 야기시켰을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arsenite
에 대한 수정란 발육의 영향은 동물 종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이라 판단되며, 정확한 arsenite 농도 구배차이에 의
한 돼지 수정란의 발육성적에 대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배반포(balstocyst)의 비율은 10 nM 이상의 
arsenite를 첨가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상실

배와 배반포의 합계 역시 10 nM 이상의 arsenite를 첨가하

였을 때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P<0.05). 
특히 10, 100 및 1,000 nM arsenite를 처리한 수정란에서는 

Table 2. Effect of melatonin, silymarin, curcumin and vitamin E on development in exposed porcine embryo by 10 nM arsenite 

Treatments No. of 
embryos 

No. of embryos developed to (%) Morulae plus 
Blastocysts (%) Pre-morulae Morulae Blastocysts 

Control 63 29 (46.8±3.7)b 22 (34.2±3.1)a 12 (18.9±0.7)a 34 (53.1±3.7)a 
Arsenite 10 nM 60 47 (78.7±1.9)a 13 (21.3±1.9)b   0 (0.0±0.0)b 13 (21.3±1.9)b 

Arsenite 
10 nM 

Melatonin 60 51 (85.6±3.2)a 9 (14.5±3.3)b   0 (0.0±0.0)b 9 (14.5±3.3)b 
Silymarin 60 44 (73.2±5.9)a 14 (23.2±4.1)b   2 (3.6±1.9)b 16 (26.8±5.9)b 
Curcumin 59 49 (83.9±4.6)a 10 (16.1±4.6)b   0 (0.0±0.0)b 10 (16.1±4.6)b 
Vitamin E 62 51 (81.8±4.6)a 10 (16.1±3.3)b   1 (2.1±2.1)b 11 (18.2±4.6)b 

Melatonin, 1 nM melatonin; Silymarin, 10 μM silymarin; Curcumin, 5 μM curcumin; and Vitamin E, 100 μM vitamin E.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 SEM. a,bvalues in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able 1. Effect of arsenite on embryo development in pigs 

Arsenite 
(nM) 

No. of 
embryos 

No. of embryos developed to (%) Morulae plus 
Blastocysts (%) Pre-morulae Morulae Blastocysts 

0 165  97 (58.7±3.4)c 33 (20.6±6.1)abc 35 (20.7±3.2)a 68 (41.3±3.4)a 
1 135  83 (60.9±4.4)c 33 (25.1±4.6)ab 19 (13.9±2.0)bc 52 (39.1±4.4)a 
5 135  77 (56.3±5.0)c 38 (28.6±3.4)a 20 (15.1±1.7)ab 58 (43.7±5.0)a 
10 165 119 (72.2±1.1)b 25 (15.4±1.9)bc 21 (12.4±1.8)bc 46 (27.8±1.1)b 
100 168 134 (79.7±1.0)ab 20 (12.3±2.9)c 14 (8.1±2.2)cd 34 (20.3±1.0)bc 
1000 168 147 (87.3±3.0)a  14 (8.5±2.6)c 7 (4.2±0.5)d 21 (12.7±3.0)c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 SEM. a-dvalues in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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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구에 비하여 발육성적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는데 실
제로 25, 50 및 250 nM arsenite에 장기간 노출된 햄스터 
체외수정란은 발육과 생존율이 감소하였으며, DNA 변형

으로 인한 세포의 기형 및 사멸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Unis 등, 2009). 따라서 100 nM 이상의 arsenite는 
동물의 수정란 발달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수정란의 DNA 손상 및 활성산소를 증가시킬 것이

라 판단된다. 
10 nM arsenite와 1 nM melatonin, 10 μM silymarin, 5 μM 

curcumin 및 100 μM vitamin E를 함께 첨가한 수정란 배양

액(PZM-3)을 이용하여 120시간 동안 배양된 2~8세포기의 
돼지 수정란의 발육성적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실배기 이상의 발육성적은 대조구

와 비교하여 10 nM arsenite 단독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5), 10 nM arsenite와 10 μM silymarin을 
함께 첨가한 처리구에서 상실배와 배반포 비율이 증가하

였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상실배와 
배반포 비율은 10 nM arsenite 처리구와 1 nM melatonin, 
10 μM silymarin, 5 μM curcumin 및 100 μM vitamin E을 
10 nM arsenite와 공동으로 첨가한 처리구 사이에는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인 체외 환경에 있어 melatonin (Rodriguez-Osorio 

et al., 2007), silymarine (Kim et al., 2008), curcumin (Kim et al., 
2010) 및 vitamin E (Gajda et al., 2008)는 수정란의 활성산

소 및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발달율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일반적인 체외 환경에서 돼지 수정란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1 nM melatonin, 10 μM silymarin, 
5 μM curcumin 및 100 μM vitamin E를 본 연구에 이용하였

지만, 10 nM arsenite에 의해 감소된 수정란 발달율을 회복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rsenite
에 의해 감소된 돼지 수정란의 발달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서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보다 고농도의 항산화제를 이용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arsenite는 돼지 수정란의 발육성적을 감소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된 항산화제

의 농도를 이용하였을 때에는 10 nM arsenite에 의해 손상

을 입은 돼지 수정란의 발달율을 회복시킬 수 없었다. 결
론적으로 산화스트레스 및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arsenite
는 돼지 수정란의 발육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항산화제인 melatonin, silymarin, 
curcumin 및 vitamin E는 arsenite에 노출된 돼지 체외수정

란 발육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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