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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localization and concentration changes of mercury com-
pound in female reproductive organs with time. Methylmercuric chloride was subcutaneously injected 
weekly into pubescent female mice for 3 weeks. For the concentration changes of mercury with time, 
the mice were sacrificed at 10, 150, and 300 days post treatment (DPT). Body and organ weigh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control and mercury-treated groups, except for 10 DPT in body 
weight. Localization of accumulated mercury was identified by the autometallography method. 
Localization of mercury compounds in the uterus, ovary, and ovum was analyzed with a light 
microscope. In the uterus, mercury was densely located in the stroma cells and surface epithelium of 
the perimetrium at 10 DPT. Mercury concentration was decreased at 150 DPT and did not appear at 
300 DPT. In the ovary, mercury particles were distributed in the stroma cells of the cortex region, cells 
of the theca around the follicle, and the corpus luteum at 10 DPT. Mercury was concentrated in the 
medulla region at 150 DPT and was not distributed at 300 DPT. In the ovum, mercury particles were 
mainly located in the marginal region at 10 and 150 DPT. Mercury concentration was decreased and 
evenly distributed at 300 DPT. These results suggest that hormone synthesis, implantation, and devel-
oping embryos will be affected by mercury compound in the female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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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배출되는 산업 폐기물, 또는 중금속

이 함유된 농약제의 사용 등, 최근에는 이런 중금속 오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수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기작 중에서, 동물체 내에서 내분비 호르

몬 작용을 흉내 내거나, 또는 방해하는 장애 물질에 수은과 

같은 중금속을 포함하여 설명을 하기도 한다[31]. 여러 가지 

중금속 중, 수은화합물은 공기, 토양, 담수와 해수에서 확인되

고 있으며[31], 흔히 주위에서는 담배, 알코올 음료, 다이어트 

보조약품, 오염된 공기와 물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금

속에 노출된다고 알려져 있다[25]. 아울러서 수은에 노출되는 

또 다른 경로는 피부에 바르는 크림[1, 29], 치과에서 사용하는 

아말감 충진재[3, 24], 어류와 같은 음식물[19, 28] 등 다양하다. 

사람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수은 노출 경로는 오염된 어류의 

섭취를 통해서이다[16]. 대표적으로 1950년대 일본의 구마모

토현 미나마타시에서 메틸수은이 함유된 폐수가 바다로 흘러

갔고, 이 수은이 어류와 패류에 생물 농축되었으며, 이들 어패

류를 먹은 주민에서 사지 보행 장애, 떨림, 발음 장애, 근육의 

불수의적 운동과 같은 신경계 관련 증상이 발생하면서 알려진 

것이 미나마타병이다. 이처럼 수은화합물에 노출될 경우, 특

히 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8], 신장에 가장 많이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체내에 수은이 축적될 경우, 

생식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많이 보고되어 있다. 

수은에 의해 흰쥐 정자의 운동성이 감소되고, 비정상적인 정

자 두부의 수가 증가되며, 혈액의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감소

된다고 하였다[17]. 수은은 혈뇌 장벽(blood-brain barrier)과 

태반 장벽(placental barrier)을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어서 

뇌와 태아의 장기에 축적될 수 있다고 하였다[37]. 따라서 마우

스 암컷과 수컷을 모두 수은에 노출시킨 다음, 합사시켜서 생

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은 투여군에서 배

아 수, 출산하는 새끼 수, 생존한 새끼 수 모두 감소되었다고 

하였다[21]. 

또한 수컷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수은에 노출된 수컷 흰

쥐를 암컷과 교미시켜 생식력 테스트를 한 결과 수은투여 농

도가 높아질수록 생존 배아 수 또는 새끼 수가 감소되어 생식

력이 감소된다고 하였다[4]. 사람의 경우, chlor-alkali 공장에

서 수은화합물에 노출된 남성의 경우, 상대 여성의 자연유산

이 증가되었다는 보고[11]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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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은이 암컷과 수컷 생식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하여는 많은 보고가 되어 있으나, 축적된 수은이 자궁이나 

난소의 어느 위치에 분포하는지는 보고가 많지 않다. 체내에 

축적된 수은의 위치를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오

토메탈로그라피(autometallography)이다[8, 12, 13]. 본 실험

에서는 사춘기에 해당하는 암컷 마우스에 수은을 투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희생하였을 때, 생식기관에 축적된 수

은의 위치를 파악하고, 아울러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은 농

도가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토

메탈로그라피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동물 투여  류

사춘기에 해당하는 ICR (다물 사이언스)계통의 6주령 암컷 

마우스 36마리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manuele 등[15]이 보

고한 기준에 따라 마우스의 사춘기 구별을 정하였다. 마우스

의 평균 체중은 24 g이었다. 실험기간 동안 고형사료와 증류수

는 무제한으로 공급하였으며, 사육실의 환경은 온도 22±2℃, 

상대습도 50±5%, 조명의 주기 12L:12D로 유지하였다. 또한 

순천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SCNU 

IACUC- 2014-05)을 받아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은 투여군의 경우, 생리식염수 0.1 ml에 수은 methyl-

mercuric chloride (CH3HgCl, Juncei Chemical Co, Ltd) 0.01 

mg 농도로 용해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총 3주간 등 쪽 목덜미

에 한 마리당 0.1 ml씩 피하 주사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생리식염

수 0.1 ml를 수은 투여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하 주사하였다.

대조군과 수은 투여군의 마우스는 3주간 총 3회의 투여 종

료 후, 무작위로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10일, 150일, 300

일째에 관류하여 희생하였다. 투여 종료 후 10일에 희생한 그

룹의 경우, 대조군과 수은투여군 각각 6마리씩 총 12마리를 

배정하였다. 투여 종료 후 150일과 300일에 희생한 경우도 마

찬가지로 대조군과 수은 투여군에 각각 6마리씩 배정하였다. 

관류희생 전 마우스 한 마리당 100 unit의 heparin (Sigma- 

Aldrich)을 복강 투여하고, 이후 diethyl ether (Juncei Chemi-

cal Co, Ltd)로 흡입 마취하였다. 마취시킨 마우스의 체중을 

측정한 뒤 peristaltic pump (Spectra/Chrom MP-1 pump)를 

이용하여 관류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좌심실에 관류용 바늘

을 찔러 넣어 2분간 ringer’s solution (pH 7.4)을 이용해 관류

시킨 다음, 이후 4% glutaraldehyde (pH 7.4) 용액으로 치환하

여 20분간 관류시켰다.

조직처리  염색

관류시킨 마우스에서 난소, 자궁을 적출하였다. 이후 난소

를 여과지에 올려 물기를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한 뒤, 표본으

로 제작하기 전까지 동일한 관류용액인 4% glutaraldehyde 

(pH 7.4)에 넣어 4℃에서 보관하였다. 자궁도 마찬가지로 관류

용액에 보관하였다. 이들 기관의 조직을 절편으로 만들기 위

해 알맞은 크기로 다듬은 다음 0.1 M phosphate buffer (pH 

7.4)로 수세하고, vacuum (Ted Pella, Inc, Model DOA-P704- 

AA)을 이용하여 진공상태로 70%(2회), 80%(1회), 95%(2회), 

100%(3회) ethanol에서 한 시간 간격으로 탈수시킨 후 infiltra-

tion solution처리를 하였다. 이어서 JB-4 embedding solution 

(Polysciences, Inc)으로 포매 하였다.

포매 과정을 마친 조직은 microtome (RMC Rotary Micro-

tome, MT 990)을 이용하여 2.5 μm 두께의 절편으로 만들어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올린 뒤, 오토메탈로그라피 방법[7, 8, 

12]으로 염색하였다. 먼저 증류수에 10분 처리한 다음 26℃의 

developer에서 2시간 동안 발색시켰다. 이 후 흐르는 증류수에 

55분, 실온에서 5% sodium thiosulfate에 12분, 증류수에 10분 

수세 뒤, 0.5% toluidine blue (Sigma-Aldrich)에 5초간 염색하

였다. 이후 증류수로 10분간 수세하고 35℃ slide warmer에서 

약 1시간 건조 한 뒤, permount (Fisher Chemical)로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사진촬   통계처리 

난소, 난자, 자궁 등에 축적된 수은의 위치와 시간에 따른 

수은 농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광학 현미경(Olympus BX50)

에 부착된 SPOT camera (Model No. 11.2 Color Mosaic)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분석하였다. 축적된 수은의 농도 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Adobe photoshop CS5프로그램의 색상범위 

지정을 사용해 수은이 축적된 부위가 잘 보이도록 색을 조정

한 뒤, 수은이 축적된 부위의 픽셀 값을 구하였다. 비율을 구할 

때는 픽셀 값을 사진의 전체 픽셀 값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

여 조직에 축적된 수은 농도 비율을 구하였다. 

체중과 각 기관의 무게에 대한 대조군과 수은 투여군의 통

계학적 분석은 ANOVA Test를 이용하였으며, p value 0.05 

미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판별하였다.

결   과

수은 투여 후 외형  변화

1회 투여 후 수은 투여군의 주사 부위인 마우스의 등 쪽에 

피부괴사가 관찰되기 시작하였고 2회, 3회 투여가 진행될수록 

피부괴사가 점점 더 심하게 진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심한 경우 일부 개체에서는 출혈도 관찰되었고, 피부 괴사는 

개체마다 차이를 보여 괴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하게 진행되

기도 하였다. 3회 투여 후 10일 뒤에는 수은 투여군 모두에서 

괴사가 멈추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였다. 

체   난소 무게

대조군과 수은 투여군 모두에서 실험 기간 동안 마우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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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dy and ovary weights from control and mercury compound treated groups at each day post treatment 

Weight Group
Day post treatment

10 150 300

Body (g)
Control

Mercury 

26.55±1.05

28.73±1.59*

33.79±3.68

35.31±5.66

36.60±9.74

37.80±3.59

Ovary (mg)
Control

Mercury

10.53±3.06

10.10±1.68

12.70±1.99

11.00±1.42

11.98±2.13

11.78±2.22

Values represent means ± SD.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of the same day post treatment.

Fig. 1. Micrographs of uterus from control (A) 

and mercury (B) compound treated 

groups of 10 days post treatment. 

Mercury grains (arrows) were distrib-

uted in the stroma cells around uterine 

glands on 10 days of post treatment. 

However, mercury concentration was 

decreased on 150 (C) days and not ap-

peared on 300 (D) days post treatment. 

Bars size = 50 μm. Gl; gland.

Table 2. Mercury concentration rates (%) in mercury compound 

treated group at each day post treatment 

Organ
Day post treatment

10 150 300

Uterus

Ovary 

Ovum

0.72

1.69

0.35

0.21

0.84

0.25

0.06

0.07

0.07

균 체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1). 

수은 투여 종료 후 10일에 희생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수은 

투여군의 평균 체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수은 투여 종료 

후 150일과 300일에 희생시킨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

만 대조군에 비해 수은 투여군의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실험기간 중 수은 투여 종료 후 150일에 희생시킨 대조군의 

난소 1개의 평균 무게가 최대값을 보였으며 300일에는 약간 

감소되었다. 그러나 수은 투여군의 난소 무게는 실험기간 내

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각 희생시킨 날짜별로 

대조군과 수은 투여군의 난소 무게를 비교해 보면 대조군에 

비해 수은 투여군의 난소 무게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생식기 에 축 된 수은의 분포 치  농도변화 

자궁의 경우(Fig. 1A), 수은 투여 종료 후 10일에는 자궁 

내막 주위의 지질세포에 다량의 수은이 뭉쳐진 형태로 분포

(Fig. 1B)하다가 150일에는 수은의 분포 면적이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C). 수은 투여 종료 후 300일에는 수은

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Fig. 1D). 자궁바깥막(perimetrium)

을 구성하는 중피의 상피(surface epithelium) (Fig. 2A)에 수

은 투여 종료 후 10일에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가(Fig. 2B), 150일 경우에는 수은의 농도와 범위가 다 같이 

감소되었고(Fig. 2C), 300일 경우에는 잘 관찰되지 않았다(Fig. 

2D). 자궁에 축적된 수은의 농도 비율은 투여 종료 후 10일, 

150일, 300일에 각각 0.72, 0.21, 0.06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다(Table 2).

자궁에 비해 난소에 수은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었다. 난소

의 경우(Fig. 3A) 수은 투여 종료 후 10일에 희생시켰을 때, 

난소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피질부의 난소의 바탕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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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crographs of out serosa layer (peri-

metrium) of the uterus from control 

(A) and mercury (B) compound treated 

groups of 10 days post treatment. 

Mercury was distributed as dark par-

ticles form (arrows) in surface epi-

thelium on 10 and 150 (C) days post 

treatment. However, mercury was not 

located in the surface epithelium on 

300 (D) days post treatment. Bars size 

= 50 μm. Pe; perimetrium.

Fig. 3. Micrographs of follicles and stroma 

cells in the ovary from control (A) and 

mercury (B) compound treated groups 

of 10 days post treatment. Mercury 

(arrows) was distributed as dark par-

ticles in the cells of theca around fol-

licle, stroma cells, and corpus luteum 

on 10 and 150 (C) days post treatment. 

However, mercury was not located in 

the granular cells of follicle 10, 150 

and 300 (D) days post treatment. Bars 

size = 50 μm. Fo; follicle, Co; corpus 

luteum.

지질세포(stroma cell) 및 황체에 다량의 수은이 뭉쳐진 형태

로 축적되어 나타났다(Fig. 3B). 수은 투여 종료 후 150일 경우

에는 수은이 수질부로 이동하였으며, 10일에 비해 수은의 양

이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3C). 수은 투여 종료 

후 300일 후에는 수은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Fig. 3D). 수은 

투여 종료 후 10일에 희생시켰을 때, 난포의 난포막(theca)을 

이루는 세포에 수은이 다량으로 축적되어 있었지만, 난포 내 

난자 주위의 과립세포에는 수은이 축적되지 않았다. 수은 투

여 종료 후 150일에 희생시킨 경우에는 지질세포에 축적된 

수은의 농도가 감소되었으며, 300일에는 수은이 약하게 관찰

되거나 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난소에 축적된 수

은의 농도 비율은 투여 종료 후 10일, 150일, 300일에 각각 

1.69, 0.84, 0.07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다(Table 2).

난포 내에 있는 난자의 경우(Fig. 4A), 수은 투여 종료 후 

10일에 희생시켰을 때, 난자 전체에 고르게 수은이 분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난자의 바깥쪽에 굵은 알갱이 형태로 줄지어 

분포해 있기도 하였다(Fig. 4B). 수은 투여 종료 후 150일의 

경우, 바깥쪽과 난자 내부에 수은이 분포하였고 그 농도는 약

간 감소하였다(Fig. 4C). 수은 투여 종료 후 300일에는 보다 

작은 알갱이 형태로 난자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4D). 난자의 경우에도 축적된 수은 농도 비

율은 자궁과 난소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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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gh magnification micrographs of ov-

um from control (A) and mercury (B) 

compound treated groups of 10 days 

post treatment. Mercury particles (ar-

rows) were mainly located in the mar-

ginal region of ovum on 10 and 150 (C) 

days post treatment. Mercury concen-

tration was decreased and evenly dis-

tributed on 300 (D) days post treatment. 

Bars size = 20 μm.

(Table 2).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수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기초 자

료를 확보하기 위에서, 사춘기에 해당하는 생후 6주령 암컷 

마우스에 수은화합물을 투여하고, 수은 투여 종료 후 10일, 

150일, 300일에 희생시켜 생식기관 조직 내 축적된 수은의 분

포 위치와, 아울러서 시간에 따른 축적된 수은의 농도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 수은 투여가 끝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

된 수은의 농도가 감소하였다. 이런 결과는 기존의 보고에 의

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암컷 마우스에 methyl mercury를 

30일 동안 매일 경구 투여한 다음, 그 이후에는 수은을 투여하

지 않고 2, 4, 6, 8주가 지난 후에 희생시켜 수은의 농도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신장과 림프절에 축적되어 있던 수은이 투여 

종료 2주후부터 실험기간 마지막인 8주까지 꾸준하게 감소되

었다고 하였다[20].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

은의 농도가 줄어들지만, 배출을 조절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6, 38]. 거의 모든 세포에 들어 

있는 glutathione (GSH) 단백질은 수은과 결합해서 GSH-Hg 

복합체를 형성하는데[32, 38], 이것이 세포 밖으로 수은이 수송

되는 첫 번째 형태이다[9]. GSH-Hg 복합체는 유기 음이온 수

송체(organic anion transporter)를 거쳐 근위세뇨관 세포

(proximal tubular cell)로 수송되는데, 결과적으로 multidrug 

resistance–tolerated proteins (MRPs)에 의해 소변으로 운반

되어 배출된다[5]. 수은 독성을 해독하는 GSH는 MT에 의해서 

유도되는데, MT는 cysteine 이 풍부한 단백질로서 다양한 동

물 조직에 존재하며, 또한 중금속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

다[36].

수은이 동물 체내에 흡수되는 기작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

려져 있지 않은데, 보고에 의하면 methyl mercury에 구강 노

출이 될 경우, 혈액의 적혈구 세포를 통해 95%가 흡수되어서 

세포나 조직에 분포하게 된다[20]. 수은을 경구 투여한 후 간 

조직을 관찰해보면 간소엽의 가장자리에 있는 간문맥에서 간

소엽의 한 가운데에 있는 중심정맥으로 혈액이 흐르는데 간문

맥 주위의 간세포에 수은이 집중적으로 축적된다고 하였다[7]. 

이를 통해서도 혈액을 통해 수은이 수송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따라서 그 기관으로 들어가는 정맥 주위 세포에 주로 수은

이 분포하게 된다.

본 실험의 마우스 체중에서는 수은 투여 종료 후 희생시킨 

모든 시점에서 대조군에 비해 수은 투여군의 마우스 평균 체

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수은이 체중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되고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어 있는

데, 마우스에 비해 무게가 10배 정도 더 나가는 암컷과 수컷 

흰쥐 실험에서, mercuric chloride 투여에 의해 체중이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고 하였다[2]. 수컷 흰쥐를 이용한 또 다른 실험

에서 매일 수은화합물을 0.5 mg/kg, 1.0 mg/kg, 3.0 mg/kg 

농도로 14일간 경구 투여했을 때, 대조군 체중 408 g에 비해 

수은 0.5 mg/kg 농도군에서는 수은 투여군의 체중이 406 g으

로 감소했으며, 수은 1.0 mg/kg 농도군에서는 435 g으로 증가

했고, 가장 농도가 높은 3.0 mg/kg 농도군에서는 382 g으로 

감소했다고 하였다[17]. 즉, 수은의 농도에 따라서 체중의 변화

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 성체 수컷 마우스에 수은을 80일간 

경구 투여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수은투여군의 평균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7], 일주일에 한번씩 20일간 수은을 

성체 수컷 마우스에 피하 투여한 경우에도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8]. 수은을 동일한 농도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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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경우에도 성별에 따라서 체중 외에 독성에 차이가 있다

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는데, 암컷의 신장에 MT (metallothio-

nein)의 농도가 더 높아서[27], 수컷에 비해 암컷 마우스의 신

장에 수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축적된다는 결과가 

알려져 있다[21]. 높은 수은농도가 칼로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한다는 보고[22]와 다양한 수은 농도를 피하 주입

한 수은 투여군과 대조군의 체중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다는 보고[14] 등 여러 가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본 실험에

서는 수컷 대신에 사춘기 암컷 마우스를 사용하였는데 체중이 

증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기존의 보고에서 체중에 미치는 

수은의 영향처럼, 암컷과 수컷의 성별, 수은의 농도, 생후 주

령,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 체중과는 다르게 난소의 평균 무게는 전 실험

기간에 걸쳐 대조군에 비해 수은 투여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실험결과와 일치하는 보고로는 수은(mercuric 

chloride)을 투여한 암컷 마우스에서 대조군에 비해 난소의 무

게가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다[21]. 그러나 흰쥐에서는 mer-

curic chloride 투여에 의해서 난소의 무게가 대조군과 수은 

투여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도 있다[2]. 암

컷 외에 수컷의 생식기관 무게에 미치는 수은의 영향도 보고

되어 있는데 수은을 14일 동안 매일 세 종류 농도(0.5, 1.0, 3.0 

mg/kg)로 투여한 수컷 흰쥐 실험에서 정소의 무게가 대조군 

1.63 g에 비해 세 종류 수은 투여군에서 각각 1.53 g, 1.71 g, 

1.61 g으로 나타나 어떤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다고도 하였다

[17]. 또 수은을 90일 동안 매일 경구 투여한 흰쥐에서 3일, 

15일, 30일에 각각 측정한 체중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정소의 

무게가 감소하였으나 7일, 60일, 90일에 측정한 체중에서는 

오히려 대조군의 무게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보고[4]도 있

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20일 동안 수은을 피하 투여한 경우

에, 수컷 마우스 정소의 무게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였다[8]. 수컷 마우스에서 정낭의 무게 감소를 수은에 의한 단

백질 합성 저해와 안드로겐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유발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30]. 수은화합물이 에스트로겐 수

용체 알파의 호르몬-결합 도메인에 결합할 수 있어서 그 도메

인에 결합하는 에스트로겐 결합을 억제한다고 하였다[23]. 따

라서 수은화합물이 에스트로겐의 기능을 저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도 수은에 의해 난소에서 합성되는 단백질 

저해, 분비되는 호르몬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난소

의 무게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경로로 수은에 노출될 수 있는데, 사람이 바르는 피

부크림(수은이 함유된)을 이용한 실험에서, 크림을 바른 마우

스는 대조군에 비해 난소에 수은이 축적될 수 있어서 교미행

동의 변화, 불임이나 난소 기능 부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1]. 또한 수은에 노출되는 여성 치과의사와 치과 보조

원들은 불규칙한 생리 주기, 자연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 등

이 증가되었다고 하였다[33]. 따라서 수은을 다루는 치과의료 

종사자들의 생식력이 감소된다고 보고되었다[10]. 수은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이 각 기관에 나타날 수 있지만 생식기관

의 경우에는 생식력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려져 있

다. 암컷 마우스에 mercuric chloride 2 mg/kg 농도로 피하주

사 하면 배아의 착상 수와 생존 배아 수가 유의하게 감소된다

고 하였다[35]. 본 실험에서도 자궁의 중피와 자궁조직을 구성

하는 지질 세포에 수은이 분포하였는데, 이로 인해 배아의 착

상, 그리고 착상이 되더라도 발생 중인 배아에 수은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 수은 투여 종료 10일, 150일에도 난소 내 난포

를 구성하는 난포막 세포에 수은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난포막 주위에 있는 난소의 바탕을 이루는 

지질 세포에도 수은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지질 세포에 의해서도 수은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에스트로겐 생성과 관련 있는 난포막 세포에 수은

이 분포하고 있어서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와 유사한 실험으로, 수컷 흰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수은화합물이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정소의 Leydig 세포

의 기능을 변형시켜서 호르몬 생산을 억제한다고 하였다[4]. 

결과적으로 보면 본 연구에서도 이처럼 에스트로겐 생성을 

담당하는 난포의 난포막 세포에 수은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로 인해 에스트로겐 생성에 저해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기존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수은과 같은 중금

속에 여성이 노출될 경우, 난소 내 난포의 건강 상태가 빈약하

게 되어서 생식력 감소와 해로운 임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하였다[31]. 본 연구에서도 이처럼 암컷 난포에 축적된 수은

으로 인하여 단백질 합성 저해와 호르몬 불균형이 유발되고, 

결과적으로 생식력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난자와 정자 같은 생식세포 자체에도 수은이 영향을 미쳐서 

다음 세대까지도 수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수은을 투여한 첫 번째 세대끼리 교미시켜 태어난 두 번째 

세대의 흰쥐 난소의 무게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하였다[2]. 

또한 임신한 마우스에 수은화합물을 피하 주사하여 수은에 

노출시킨 다음, 낳은 새끼를 성체가 될 때까지(생후 60일) 사육

하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암컷

에서는 흉선 세포, 림프절 세포, 비장 세포의 사이토카인 생산

이 억제되었다고 하였다[34]. 이처럼 임신 중에 수은에 노출되

고, 낳은 경우에도 대를 이어 수은화합물이 후손의 면역 기능

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수컷 흰쥐에서도 수은 

화합물에 의해 정자 운동성 장애가 유발되고, 또 비정상적인 

두부를 가진 정자의 수가 증가되어 생식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본 실험에서도 수은 투여 종료 150일, 300일이 

지난 후에도 난포 내 난자에 축적된 수은의 분포 양상에 변화

는 있었지만 여전히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난자들이 수정되

고 배 발생되어 새끼로 출산된다면, 그 새끼도 당연히 수은의 

다양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난자에 수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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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축적되면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결과는 기존 보고에서 수은 화합물을 투여 받은 암컷이 

낳은 새끼에서도 영향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실험

에서 관찰된 오랜 기간 동안 난자에 남아 있는 수은의 존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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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암컷 생식기관 내 축적된 수은 화합물의 위치와 시간에 따른 수은의 농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수행하였다. Methylmercuric chloride를 일주일에 한 번씩 총 3주간 사춘기 암컷 마우스에 피하 주사하였다. 

시간에 따른 수은의 농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투여 종료 후 10일, 150일, 300일째에 희생하였다. 투여 종료 후 

10일에 희생한 경우 체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외 경우에는 체중과 난소의 무게에 있어서 대조군과 수은 

투여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축적된 수은의 위치를 오토메탈로그라피 방법으로 확인하였고, 자궁, 난소, 

난자에 축적된 수은 화합물의 위치를 광학현미경으로 분석하였다. 자궁의 경우, 투여 종료 후 10일째에 수은이 

지질 세포와 자궁바깥막의 중피에 위치하였다. 150일째에는 수은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300일째에는 나타나지 않

았다. 투여 종료 후 10일째 난소의 경우, 수은이 피질 부위의 지질 세포와, 난포를 둘러싸는 난포막 세포, 황체에 

분포하였다. 150일째에는 수은이 난소의 수질 부위에 축적되었으며, 300일째에는 분포하지 않았다. 투여 종료 후 

10과 150일째 난자의 경우, 수은이 난자의 주변부에 주로 분포하였으며, 300일째에는 수은 농도가 감소되고 난자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였다. 이런 결과는 암컷 마우스에서 수은에 의해 호르몬 생성, 착상, 그리고 발생 중인 배아

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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