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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zotocin (STZ), bisphenol A (BPA), and diethylstilbestrol (DES) are known as endocrine disruptors, occurs 
oxidative stress in animal cells. Generally, oxidative stress induces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lipid peroxidation 
of sperm and lead to decreased viability and fertility in pigs.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STZ, BPA and 
DES on ROS production and lipid peroxidation on boar sperm. Collected sperm were incubated with semen extender 
containing 10 μM STZ, 10 μM BPA and 20 μM DES for 3, 6 and 9 hours. Intracellular ROS and lipid peroxidation of 
sperm were analyzed by 2', 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and malondialdehyde methods. The results show that, 
intracellular RO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all treatments, but lipid peroxida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STZ group at 3 hour after incubation with boar sperm (P<0.05).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Z stimulates lipid 
peroxidation more than ROS production and may exert a negative effect on sperm fer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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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ve oxygen species (ROS)는 산소를 포함하는 반응

성 화학 종으로 호흡과 광합성 같은 호기성 대사의 자연 
부산물로 세포 내 적정수준의 ROS는 신호 전달 및 항상

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수준의 ROS
가 발생할 경우 세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Squier, 2001; 
Singh et al., 2016). 이러한 ROS는 정액의 품질을 저하시키

는 요소 중 하나이며, 다른 세포에 비하여 정자의 세포막

에는 다량의 polyunsaturated fatty acids (PUFAs)가 함유되

어 있고, 이러한 PUFAs가 지니고 있는 다수의 이중결합

이 ROS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Wang et al., 1997; 
Kumaresan et al., 2009; Sapanidou et al., 2015). 또한 일반 
체세포의 세포질 내에는 항산화효소(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peroxidase 및 catalase)가 다량으로 존재하나 정
자형성과정 중 다량의 세포질이 정자로부터 손실되기 때
문에 정자에는 ROS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효소가 
일반 체세포에 비하여 부족되어 결국 산화스트레스에 민
감하게 작용하게 된다(Kumaresan et al., 2009; Sapanidou et 
al., 2015). 결국 과도한 ROS는 정자의 구조와 이상적 기능

을 초래하여 세포막의 과산화 및 핵 내 DNA의 손상을 일
으켜 정자의 수정 능력을 저하시킨다(Guthrie and Welch, 
2012; Kim et al., 2015; Tvrdá et al., 2015). 

Streptozotocin (STZ)은 토양 미생물인 Streptomyces achro- 
mogenes에서 발견된 자연 발생 화합물로 세포 내 DNA 
alkylation 및 free radical을 생산하여 DNA를 손상시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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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사멸을 유도하며, 췌장 β -세포에 특이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ng, 2012; Szkudelski, 2012). 
또한 INS-1 세포에서 STZ의 처리는 세포 내 ROS를 다량 
발생시키고 지질 과산화를 유발(Zheng et al., 2015) 시킨다

고 알려져 있으나 STZ에 의한 ROS의 작용기전은 아직까

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포유동물 생식세포에

서 STZ가 ROS 변화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 노화 및 
난임과 같은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은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돼지 정자에서 STZ가 ROS 생
산 및 지질 과산화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하였으며, 
내분비교란물질과의 연관성도 알아보기 위하여 대표적인 
물질 bisphenol A (BPA)와 diethylstilbestrol (DES)을 처리하

여 ROS 생산 및 지질 과산화 반응을 검토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 streptozotocin (STZ) 및 diethyl- 

stilbestrol (DES)은 Cayman (Ann Arbor, Michigan,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bisphenol A (BPA)은 Sigma-Aldrich (ST. Louis, 
Missouri, USA)에서 구입하였다. 또한 모든 동물실험은 강
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KIACUC-09-0139)
을 얻어 수행하였다. 정액은 강원도 원주 영서 돼지 인공

수정센터의 3원교잡종(Duroc×Yorkshire×Landrace) 돼지에

서 음경수압법을 이용하여 채취되었으며, 정자의 운동성

이 85% 이상인 정액을 Modena 희석액으로 1×107 정자/ 
mL로 희석하여, 17℃에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Song 
et al., 2003). 실험에 사용된 정액은 BTS로 2회 세척 후 
2×106 정자/mL의 농도로 희석하여 10 μM STZ, 10 μM 
BPA 및 20 μM DES를 희석된 정액에 첨가하여 3, 6 및 
9시간 동안 37℃, 5% CO2 환경에서 배양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정자는 ROS 생산 및 지질 과산화 반응을 측정하

는데 이용되었다. 
정자 내 reactive oxygen species (ROS)는 2',7'-dichloro- 

fluorescein diacetate (DCF-DA) assay로 측정하였다(Sung et 
al., 2016). DCF-DA가 산화되면서 형광을 띄는 2',7'-dichlloro- 
fluorescein (DCF)로 바뀌는 원리를 이용하여 생산된 ROS
는 DCF 표준곡선에 의해 정량화 하였다. 1×107 정자/mL 
농도의 1 mL 정액 샘플을 3,000 rpm의 조건으로 5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 200 μL을 20 mM DCF-DA 20 μL
와 혼합한 뒤 37℃ 배양기에서 30분간 배양하였다. 이 
후 배양된 샘플은 UV/VIS Fluorescence spectrophotometry 
(Excitation, 485 nm, Emission 535 nm)를 사용하여 정자의 
ROS 생산량을 측정하였다. 

정자의 지질 과산화 반응은 thiobarbituric acid (TBA)
에 의해 생산된 malonaldehyde (MDA)와 반응하여 생성된 

thiobarbituric acid-reactive substances (TBARS)의 생산량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107 정자/mL 농도의 1 mL 정액 샘플과 500 μL 40% 
trichloroacetic acid (TCA)를 혼합한 후, 0℃에서 10분간 정
치시켰다. 혼합된 정액 샘플을 3,000 rpm 조건에서 10분
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사용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1 mL 상층액과 500 μL의 2% TBA (w/v, 0.2 N naOH)를 혼
합하고, 100℃에서 10분간 가열하였다. 샘플은 실온에서 
온도를 4℃까지 하강시킨 후, 분광광도계의 532 nm 파장

으로 지질 과산화 값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oftware 

version 9.2 (SAS Institute Inc. USA)를 이용하여 Duncan 다
중검정 방법으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배양 시간에 따라 STZ, BPA와 DES가 정자의 ROS 생
산에 대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ROS의 값
을 대조구로 일반화하여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모든 STZ, BPA 및 DES 처리구에서 배양 시간에 상관없

이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STZ는 세포 내 DNA alkylation 및 
free radical을 생산하여 DNA 손상을 시켜 세포 사멸을 유
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ng, 2012).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돼지 정자가 활성산소의 생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활성산소의 생산 
빈도가 다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췌장 
β -세포에는 STZ가 침투하도록 세포막 표면에 포도당 수
송체인 glucose transporter (GLUT2)이 존재하며 이러한 경
로를 통하여 세포 내 독성을 유발하여 세포 사멸을 초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n et al., 2001). 본 연구를 통
해 돼지 정자에서는 STZ가 ROS의 생산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질 과산화에는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할 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세포의 사멸 및 
독성에 관여하여 정자세포의 성질에 변화를 초래된 것으

로 생각된다. 실제로 마우스 실험에서 고농도의 glucose가 
ROS 생산을 증가(Jiang et al., 2010; Oliveira et al., 2015)시
킨다고 보고하였으며, STZ가 세포 내 ROS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glucose 농도의 증가로 인한 
ROS 발생이 세포의 손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STZ가 정자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자

적 접근 방식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BPA와 DES는 STZ와 같은 내분비 교란물질

로써 세포 내 ROS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Frye et 
al., 2012; Minamiyama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내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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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물질로 알려진 BPA와 DES가 돼지 정자의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STZ와 함께 비교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이러한 결과 BPA 및 DES 역시 ROS 생산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실제로 몇 

 
 
 
 
 
 
 
 
 
 
 
 
 
 
 
 
 
 
 
 
 
 
 
 
 
 
 
 
 
 
 

몇 세포에서는 BPA와 DES가 ROS 생산을 유도한다는 연
구가 보고되고 있으나(Srivastava et al., 2015; Tiwari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정자의 ROS 발생을 촉진시키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Effect of streptozotocin (STZ), bisphenol A (BPA) and
di-ethyl-stilbestrol (DES) on lipid peroxidation production in boar
sperm during liquid storage, 10 μM STZ, 10 μM BPA, and 20 μM
DES treated-boar sperm were analyzed lipid peroxidation at 3 h (A),
6 h (B) and 9 h (C) by malonaldehyde (MDA) method, *P<0.05.

A 

B 

C 

Fig. 1. Effect of streptozotocin (STZ), bisphenol A (BPA) and
di-ethyl-stilbestrol (DES) on reactive oxygen species (ROS) pro-
duction in boar sperm during liquid storage, 10 μM STZ, 10 μM
BPA, and 20 μM DES treated-boar sperm were analyzed ROS at
3 h (A), 6 h (B) and 9 h (C) by DCFDA method.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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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Z, BPA 및 DES에 의한 정자의 지질 과산화를 Fig. 2
에서 나타내었다. 그 결과, STZ 처리 후 3시간에서 대조

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지질 과산화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Fig. 2A). 그러나, BPA와 DES 처리구에서는 배양 
시간과 무관하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

적으로, 세포는 인지질 및 단백질 분자들로 구성된 인지

질 이중층으로 구성된 세포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세
포의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세포

의 사멸이 유도된다(Catalá, 2007). 특히, 돼지 정자의 세포

막에는 PUFAs가 풍부하며, PUFAs는 많은 이중결합을 지
니고 있어 활성산소와의 반응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이 쉽게 발생되고 bacteria에 의한 활성산소 역시 증
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raczek et al., 2007; Wathes 
et al., 2007). 또한, 마우스에서 STZ는 신장, 간 및 심장

에서 지질 과산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osseini et al., 2017; Roslan et al., 2017). 따라서, STZ가 돼
지 정자 내 ROS 생산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지
질 과산화를 촉진시켜 정자세포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

로 판단된다. BPA는 방향족 화합물로 생물에 있어 다양

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BPA가 간

과 신장 및 뇌 등의 여러 기관에서 ROS를 발생시켜 세
포의 손상을 일으키고, 항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시켜 지
질 과산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iwari et 
al., 2012). 합성 에스트로겐인 DES는 RAW cell에서 쉽게 
산화(Oda and Kaneko, 2002). 쥐 정자의 지질 과산화를 유
도(Minamiyama et al., 2010)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돼지 정자에 있어 배양 시간에 따라 BPA 및 
DES는 지질 과산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내분비교

란물질인 BPA와 DES는 정자의 지질 과산화 반응에 직접

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자세포의 생존 
및 사멸에 관여하는 유전학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

어 내분비교란물질이 정자의 특성에 미치는 구체적인 원
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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