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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mium (Cd) is well known as a spermatotoxic and gonadotoxic heavy metal i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ssess the possible protective effect of Enerbalance on Cd-induced spermiotoxicity and testicular damage. The

control group received isotonic saline; Cd group received Cd (2 mg/kg BW per day) orally; extract-treated groups were

orally administrated with Enerbalance (50 mg and 100 mg/kg BW per day) and Cd for 10 days. Morphological changes

of testicular tissue, sperm characteristics, oxidative/antioxidative parameters from testis, and serum sexual hormone

level were determined. Enerbalance was significantely increased sperm amount in cauda epididymis without changes

of ratio of epididymis/body weight and testis/body weight. Cd caused a marked decrease in epididymal sperm

concentration and chemotactic sperm motility, testicular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 Enerbalance

was significantly ameliorated loss of epididymal sperm concentration, sperm chemotactic motility, antioxidative

parameters, and male hormone whereas decreased abnormal architecture by testis damage. Enerbalance was

successfully attenuated these adverse effects of Cd and offers a dose-dependent protection. Our study demonstrated

that Enerbalance could proffer a measure of protection against Cd-induced testicular damage and spermiotoxicity by

possibly reducing oxidative stress and increasing the antioxidant defense mechanism in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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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카드뮴 (Cadmium, Cd)는 매우 유해한 물질로서, 지속적으

로 큰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1,2). Cd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경

우, 고환은 Cd의 매우 중요한 표적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에서 Cd로 유도된 고환 손상은 마우스, 햄스터, 토끼, 기니

피그, 및 개 등 다양한 종에서 유도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3,4).

Cd는 고환 내 Leydig세포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고환 손상의 기전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5). 일부 연구에 따르면, Cd로 유도된

고환 손상은 활성 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8). 이러한 이론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vitamin C, vitamin and

E, taurine etc.)이 Cd에 의해 고환이 손상된 동물 모델에서 개선

효과를 확인함으로서 뒷받침하고 있다8-11). 그러므로 식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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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영양 공급 및 조절은 Cd에 의해 유도된 고환 독성 반응

의 조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천연 항산화제는 특히 과실과 채소류에 다양한 조성으로 함

유되어 있다12,13). 지속적인 과일과 채소의 식이를 통한 항산화제

의 섭취는 암의 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발

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4-16)

. 또한 과실과

채소의 섭취는 혈압의 강하를 유도하고,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성물질 또는 오염물질의 해독에 관여하여

염증반응을 감소시킨다
17,18)

. 이는 과실과 채소의 지속적인 섭취

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혈행에 관련된 성기

능 장애를 치료할 때 여러 가지 약용식물을 혼합하여 가온가압

또는 알콜 추출한 한약 주로 활용해왔다19,20). 에너발란스는 엉겅

퀴(Cirsii Herba), 마늘(Garlic), 산수유(Corni Fructus), 은행잎

(Gingkos leaves), 구기자(Lycii Fructus). 복분자(Rubi Fructus),

오미자(Schizandrae Fructus), 토사자(Cuscutae Semen), 사상자

(Cnidi Fructus), 마카(Lepidium meyenii Walp), 옥타코사놀

(Octacosanol)과 첨가물 (L-아르기닌, 산화아연, 비타민C, 비타민

B6 염산염, 과당, 사과농축액, 덱스트린, 구연산 등 적당량)으로

조성하여 만들어진 혈행 개선제로 전북대학교 헬스케어사업단과

임실생약조합영농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Cd 독성 유도 ICR 모델 마우스에서 에너

발란스의 성기능 보호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환조직, 정자

수, 고환 조직의 항산화 효소 및 혈중 남성호르몬의 변화를 조사

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시약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및 glutathione

peroxidase kit는 Calbiochem사(CA, USA)로부터 구입하였고,

Testosterone ELISA kit는 Cusabio Biotech사(Hubei, China)로

부터 구입하였다. Hematoxylin-eosin 염색 시약 및 기타 시약은

Sigma-aldrich사(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2) 에너발란스 조성물의 준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약용식물은 한약 판매처인 경동시장

(서울,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였다. 잘 건조된 약용식물은 엉겅퀴

(Cirsii Herba) 18.3%, 마늘(Garlic) 10%, 산수유(Corni Fructus)

10%, 은행잎(Gingkos leaves) 9%, 구기자(Lycii Fructus) 9%. 복

분자(Rubi Fructus) 9%, 오미자(Schizandrae Fructus) 9%, 토사자

(Cuscutae Semen) 9%, 사상자(Cnidi Fructus) 9%, 마카(Lepidium

meyenii Walp) 9%비율로 에너발란스의 주요 구성약물로 조성한

후 500 g를 분말로 제조하여 증류수(3 L)로 3시간 동안 추출기로

열수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0.45 μm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동결건조기(Model, EYELA FDU-2100, Japan)에서 건조하여 45.3

g를 회수한 다음 -20℃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최종 에너발

란스의 조성물은 상기 약용식물 조성물을 92.3%로 하여 옥타코

사놀 0.7%와 L-아르기닌, 산화아연, 비타민C, 비타민B6염산염,

과당, 사과농축액, 덱스트린 및 구연산을 적당량으로 총 100%가

되도록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방법

1) 실험동물 및 약물 처치

SPF 환경에서 사육된 25 ± 2 g 체중을 갖는 건강한 10주령

전후의 웅성 ICR 마우스를 오리엔트 바이오(성남, 대한민국)로부

터 공급받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1주일간 낮과 밤의 주기

를 12시간씩 고정하여 사료(중앙실험동물, 서울, 대한민국)와 멸

균 물을 공급하면서 사육한 후 전주대학교 실험동물위원회의 실

험 규정에 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마우스는 각 군당 6마리씩

무작위로 배분하여 약물 처리를 시작하였다. 정상 마우스는 생리

식염수를 10일간 1일에 1회씩 경구투여 하였고, 양성대조군은 2

mg/kg CdCl2만 투여하였다. 참고 약물로는 2 mg/kg CdCl2와

타우린 또는 비타민 C를 투여하였으며, 실험군은 2 mg/kg

CdCl2와 에너발란스를 각각 50 mg/kg과 100 mg/kg을 10일간 1

일에 1회 씩 경구 투여하였다. 최종 약물 투여 후 실험동물은 12

시간 사료 급식을 중단하고 체중을 측정한 후 경추 탈골을 통해

희생시켰다. 복강 소절개를 통해 적출된 고환 및 부고환의 무게

를 측정하여 체중 대비 비율을 계산하였다.

2) 부고환 정자 분리

부고환 내의 정자 분리 및 계수는 Linder 등21)의 방법을 이

용하여 실시하였다. 적출된 부고환은 중량 측정 후 즉시

pre-warming 된 생리식염수 내에서 20 gauge 주사침을 이용하

여 현미경하에서 절개한 후 CO2 incubator에서 20분간

incubation 하였다. 유리된 정자는 깨끗한 tube로 옮겨 분주하고

Makler chamber (Sefi Medical Instruments, Haifa, Israel)를 이

용하여 현미경에서 400배 배율로 (Nikon, Tokyo, Japan) 계수하

였다. 계수된 정자수로 산출된 총 부고환 내 정자수는 고환 중량

대비 정자수 (cells per gram testis)로 환산하였다.

3) 주화성에 의한 정자 운동성 측정

정자의 운동성을 측정은 Ralt 등
22)
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

하였다. 본 실험은 1% bovine serum albumin (BSA) - Bigger,

Whitten, and Whittingham(BWW) buffer (10 mM HEPES, 20

mM sodium lactate, 5 mM glucose, 0.25 mM sodium pyruvate,

80 mg/L penicillin G, 50 mg/L streptomycin sulfate, 95 mM

NaCl, 4.8 mM KCl, 1.3 mM CaCl2, 1.2 mM KH2PO4, and 1.2

mM MgSO4 in 25 mM NaHCO3 buffer, pH 7.4)로 희석하여 3.0

ⅹ107 cells/mL로 조정된 200 μL의 정자를 넣은 teflon tube (i.d.

6 mm)로부터, progesterone으로 유도된 주화성(chemotaxis)에 의

한 운동성을 측정하였다. 폴리에틸렌 재질의 미세관(i.d. 1.4 mm,

o.d. 1.9 mm; PE 200, Becton Dickinson, MD, USA)에 3.7 μM

progesterone을 채우고 한쪽 끝을 wax로 막은 후, 막히지 않은 반

대쪽을 정자 용액이 담겨 있는 teflon tube에 연결한 후, CO2

incubator에서 20분간 정치하였다. 그 후 미세관을 teflon tube에

서 분리하고, 내부 용액을 깨끗한 tube에 옮긴 후 포함되어 있는

정자를 Makler chamber (Sefi Medical Instruments)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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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하였다. 시험군별 정자 운동성은 ‘시험군 1’의 결과치를 100%

로 하여 기타 시험군의 운동성을 계산하여 퍼센트로 나타내었다.

4) 생화학적 검사

생화학적 지표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환을 lysis buffer (10

mM Tris-HCl, pH 7.4, 1% Triton X-100, 1 mM PMSF, 50 mM

NaF, 1 mM Na3VO4)와 함께 Dounce tissue grinder (13 × 82

mm, Wheaton Industry Ins., NJ, USA)로 마쇄한 후 4℃에서 30

분간 정치시키고 10,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청액을 분

리하였다. 분리된 상청액의 단백질 함량의 정량은 Bradford
23)
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직 및 혈청 내의 항산화 관련 효소 또는

호르몬의 수준은 마우스의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는 Calbiochem사가 제공하는 방

법에 준하여 측정하였고, 혈청 내 testosterone은 sandwich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를 이용하여

Cusabio Biotech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5) 조직학적 분석

적출된 고환은 4%의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여 파라핀 블록을

제작한 후, 5 µm 두께로 절편을 제작하여 면역염색용 슬라이드

(Fisher Scientific, MA, USA)에 부착하였다. 탈파라핀 과정을 거

친 조직 절편은 hematoxylin-eosin (H&E) 염색을 실시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검경하였고 (Olympus, Tokyo, Japan), 이미지를

CCD 카메라 (Diagnostic Instruments Inc., MI, USA)로 획득하

였다. 각 시험군의 고환 조직의 절편에서 5개소의 무작위 위치의

tubule을 선택하여 100배와 200배의 배율로 검경하여 고환 손상

중증도를 판별하였다. 고환 손상 중증도는 0 (손상이 없음)부터 5

(매우 심한 손상으로 인한 형태학적 변형 초래) 까지 정의하였다.

6) 통계학적 분석

각 시험군간의 유의성 평가를 위하여 단방향 ANOVA 법을

사용하였고, 모든 시험값은 평균 ± 표준오차(mean ± S.E.)로 나

타내었다. 각 시험군간의 유의성은 표준오차 p값이 0.05 미만의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 과

1. 고환과 부고환의 무게 비율 변화에 미치는 에너발란스의 영향

CdCl2(2 mg/kg)을 단독 또는 잘 알려진 항산화물질인 타우

린, 비타민 C 또는 50 mg/kg 과 100 mg/kg 에너발란스를 동시

에 경구 투여하였을 때 단위 체중(g)당 고환의 무게 비율과 부고

환 무게의 비율을 측정하였다(Fig. 1). 그 결과 Cd 단독 투여군

및 다양한 항산화제와 동시에 투여한 군에서 체중 당 고환 무게

비율(Fig. 1A) 및 체중 당 부고환 무게 비율(Fig. 1B)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부고환내 정자수와 운동성에 미치는 에너발란스의 영향

부고환 내 정자수를 계수하기 위해 부고환을 절개하여 부유

시킨 정자수를 측정한 결과 Fig. 2A와 같이 Cd 단독 처리군에서

는 정상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정자수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p<0.001). 이에 반해 타우린 또는 비타민 C와 Cd을 동

시에 투여한 군의 경우 Cd 단독 처리군에 비해 4.6 ± 0.5배 및 3.8

± 1.1배 가량 부고환 내 정자수를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Cd과 에너발란스 50 mg/kg와 100 mg 투여군에서는 각각

4.8 ± 1.1와 4.9 ± 1.8배로 정상 대조군과 유사한 정자수를 나타내

Cd에 의한 정자수 감소를 90%이상 회복하고 있음을 획인하였다.

또한 부고환에서 분리한 정자 의 progesterone에 유도되는

cheomtactic motility를 측정하였을 때, 정상대조군의 정자의 운

동성을 100%로 하였을 때, Cd 단독 투여군의 부고환에서 얻어진

정자의 운동성은 40% 미만으로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B). 이러한 Cd에 의해 유도된 정자 운동성 감소는 타우린

또는 비타민 C 동시 투여군에서 30% 가량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d과 에너발란스 50 mg/kg 동시 투여군의 경우 타

우린 또는 비타민 C 투여군과 유사한 회복능을 보이는 것이 관

찰되었으나, 에너발란스 100 mg/kg 동시 투여군의 경우 정상대

조군의 정자 운동성 대비 90%의 운동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Cd에 의해 손상 받은 정자 운동성을 현저히 회복시키는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 Effects of Enerbalance (EB) on ratio of testis weight (A) and

epididymis weight (B). in CdCl2 challenged ICR mice. Mice was daily
administrated with or without taurine (25 mg/kg BW), Vitamin C (25 mg/kg BW) and EB

(50 mg/kg BW or 100 mg/kg BW) for 10 days. Ratio of testis weight and epididymis weight

per body weight were calculated after administration of EB. The values represent mean ±

S.E. of six mice in each group.

Fig. 2. Effects of Enerbalance (EB) on on sperm numbers (A) and

motility (B) of epididymis in CdCl2 challenged ICR mice. Mice was daily
administrated with or without taurine (25 mg/kg BW), Vitamin C (25 mg/kg BW) and EB

(50 mg/kg BW or 100 mg/kg BW) for 10 days. Epididymis were obtained and rended with

20 gauge needle in pre-warmed saline under microscopy. After 20 min in 37℃, a dispersed

sperm were transferred to new ependorf tube. Sperm numbers of epididymis and (B)

progesterone-induced chemotaxic motility were measured as described under Materials and

Methods. The values represent mean ±S.E. of six mice in each group. #p<0.001 versus normal

control group, *p<0.05, **p<0.01 and ***p<0.01 versus CdCl2 alon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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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환조직학적 변화 및 손상에 미치는 에너발란스의 영향

에너발란스가 Cd에 의해 유도된 고환 손상 모델에서 조직

학적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Cd 단독 투여와

Cd에 타우린, 비타민 C 또는 에너발란스를 10일간 동시 투여한

마우스의 고환 조직을 H&E 염색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Fig. 3. Effects of Enerbalance (EB) on histological change in CdCl2
challenged ICR mice. Mice was daily administrated with or without taurine (25
mg/kg BW), Vitamin C (25 mg/kg BW) and EB (50 mg/kg BW or 100 mg/kg BW) for 10

days. (A) Representative illustration of histological morphology change in mice testes.

Cross sections of testes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H&E). Magnificaiton:

×100 (inset) and ×200. (B) A relative score of the testicular damages compared from

control group. The values represent mean ±S.E. of six mice in each group. #p<0.001 versus

normal control group, **p<0.01 and ***p<0.01 versus CdCl2 alone group.

그 결과 Fig.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Cd 단독 처리군에서는

정상대조군에 비해 seminiferous tubules가 80% 가까이 손상되

어 커다란 공동 (空洞)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당한 spermatogenic cell의 손실이 관찰되었으며, 정상대조군

에서 보이는 바와 달리 sertori cells 및 tubular basement가 손상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Cd와 타우

린, 비타민 C 또는 에너발란스를 동시 투여군의 마우스에서 적

출한 고환의 조직에서는 활성화 된 seminiferous tubules 의 구

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상대조군에 비교하였을 때에도 유사

한 구조 패턴을 보였다. Cd에 의해 유도된 고환 손상 중증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0(손상이 없음)부터 5(매우 심한 손

상으로 인한 형태학적 변형 초래)까지 정의하여 통계적 결과를

표시하였다(Fig. 3B). Cd에 의해 유도된 고환 손상 중증도는 타

우린 또는 비타민 C에 의하여 약 50% 정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에너발란스 50 mg/kg 처리군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에너발란스 100 mg/kg 처리군은 에너발

란스 50 mg/kg 처리군에 비해 보다 유의하게 조직 손상 중증도

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에너발란스 투여량이 증가

됨에 따라 Cd에 의한 고환 손상이 유의하게 회복되는 것을 증명

하고 있다.

4. 고환조직의 항산화 효소 및 남성호르몬에 미치는 에너발란스

의 영향

에너발란스가 Cd에 의해 유도된 고환의 산화적 스트레스

및 호르몬의 불균형 현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Cd

단독 투여와 Cd에 타우린, 비타민 C 또는 에너발란스를 10일간

동시 처리한 마우스의 고환 조직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의 지표

물질인 SOD, catalase, glutathion peroxidase의 활성과 혈청내

남성호르몬인 testosterone의 량을 측정하였다(Fig. 4).

Fig. 4. Effects of Enerbalance (EB) on antioxidant activity of

testicular tissue and testosterone level of serum in CdCl2 challenged

ICR mice. Mice was daily administrated with or without taurine (25 mg/kg BW), Vitamin
C (25 mg/kg BW) and EB (50 mg/kg BW or 100 mg/kg BW) for 10 days. (A) Total SOD

activity, (B) Total catalase activity, and (C) glutathione peroxidase activity. The values

represent mean ± S.E. of six mice in each group. #p<0.001 versus normal control group,

*p<0.05, **p<0.01 and ***p<0.01 versus CdCl2 alone group.

그 결과, SOD (Fig. 4A) 와 catalase (Fig. 4B) 는 정상 대조군

에 비해 각각 60%, 55% 수준으로 활성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하였고, Cd와 타우린 또는 비타민 C와 동시 투여군에서는 일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Cd와 에너발란스 동시 투여군 중 50

mg/kg 에서는 타우린 또는 비타민 C 투여군과 유사한 회복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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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였으나, 100 mg/kg에서는 고환내 SOD와 catalase의 활

성을 정상 대조군의 90%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Cd에 의해 유도된 고환 손상 모델에서 고환내 glutathione

peroxidase의 활성 역시 70% 이하로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Cd를 타우린 또는 비타민 C를 동시 투여한 군에서는

유의한 회복 패턴을 보였다. 또한 에너발란스 50 mg/kg 처리군

에 비해 100 mg/kg 처리군에서는 유의하게 높은 glutathione

peroxidase 활성을 보여 투여용량에 의존적으로 Cd에 의해 유도

된 고환 독성을 저감시켜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C).

마지막으로 정자의 생성과 생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혈

청 내 testosteron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서 Cd에 의한 독성에 대한

항산화 물질 및 에너발란스의 개선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Cd 단독 처리군에서는 혈청 내 testosterone의 농도가 정상 대조

군에 비하여 30% 수준까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D). 이에 반해 항산화 물질인 타우린 또는 비타민 C를 Cd와 동

시에 투여하였을 때에는 정상 대조군의 60% 수준으로 혈청 내

testosterone 수치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50 mg/kg

의 에너발란스를 투여하였을 때에는 타우린 또는 비타민 C 투여

군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100 mg/kg의 에너발란스를 투여한 실

험군에서는 정상 대조군의 85% 수준까지 혈청내 testosterone의

농도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은 에너발란스

의 투여량에 의존적으로 Cd를 투여함으로서 유도된 산화적 스트

레스에 의한 고환 독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 찰

Cd은 세계보건기구 분류에서도 정의한 바와 같이 매우 위

험한 중금속으로서1,2), 다양한 종의 고환과 같은 생식 기관의 기

능과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Cd에 의

한 생식기관에 대한 독성은 활성 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에 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6-8), 이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저하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5)

. 따라서 다양한 항산화 물질 (비타민 C, 비타민

E, 타우린)등을 섭취함으로서 Cd로 유도된 고환 독성을 개선한

연구 보고들이 있지만8-11), 여러 천연 복합 재료의 이용을 통한

연구는 보고 된바가 없다.

엉겅퀴(Cirsii Herba), 마늘(Garlic), 산수유(Corni Fructus),

은행잎(Gingkos leaves), 구기자(Lycii Fructus). 복분자(Rubi

Fructus), 오미자(Schizandrae Fructus), 토사자(Cuscutae

Semen), 사상자(Cnidi Fructus) 등 전통 한방의학에서 환이나 차

로 만들어 복용하여 왔다. 복분자는 여러 가지 폴리페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동물의 발생기관에서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4), 오미자를 포함한 한방 재료의 항산화

작용을 이용한 질병 개선 효과도 보고된 바 있다25). 토사자에 존

재하는 여러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분석하고 항산화 효과를 검증

한 보고가 있으며26,27), 구기자와 사상자는 유사종을 이용한 항산

화 효과에 대한 보고가 많이 있으나, 이상 다섯 가지의 식물 및

기타 기능성 식물을 동시에 이용한 복합 추출물을 이용하여 Cd

로 유도된 생식기관 독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Cd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는 정자의 세포막에 과

산화물에 의한 손상을 유발하여 운동성과 같은 기능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30). 본 연구를 통하여 Cd을 처

리한 마우스 동물 모델에서 SOD, glutarthione peroxidase,

catalase 활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보고된 내용들과 일치하였다7,31). Cd에 의해 유도된 고환

독성의 기전은 고환 내의 과산화물 형성과 항산화 물질의 균형

이 붕괴되어 일어나며, 그로 인해 정자 형성에 손상을 끼치고 기

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7). 특히 부고환 내에

저장되는 정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Cd에 의한 독성작용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30). Wasowicz et al.32)에 의하면 Cd의 지속적인 노출은

혈액을 비롯한 생체내의 glutarthione peroxidase의 활성을 저하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estosterone은 androgen류의 대표적인 steroid 호르몬으로

서 포유류, 파충류33), 조류34)와 기타 척추동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포유류의 testosterone은 수컷의 경우 고환

에서, 암컷의 경우 난소에서 분비되며 낮은 농도이긴 하지만 부

신에서 일부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수컷의 경우

testosterone은 고환과 전립선등 생식기관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근육량 증가나 골격근 변화, 털의 신장과 같은 이차 성

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35) 혈중 testosterone

level은 Cd와 같은 중금속 독성 모델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중금속 축적에 의한 생식 독성의 중요한 생체 지표

로 사용되어져 왔다5).

Cd로 유도된 고환 독성의 개선을 위하여 항산화 물질 또는

단일 식물소재 및 심지어 다른 금속 이온인 아연과 셀레늄의 이

용에 관해 보고된바 있으나6-9,11,31), 국내 자생 식물의 효율적인

조합에 대해 보고된 적이 없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약용식물과

첨가물로 조성된 에너발란스을 투여는 정상 마우스 모델에서 체

중대비 고환 및 부고환 중량비율의 변화 없었지만 정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Cd로 유도된 고환

독성 모델 마우스의 부고환 내 정자의 운동성은 에너발란스 투

여군에서 유의한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2B). 그리고

Cd로 유도된 독성으로 인한 고환 조직 내 감소된 항산화 효소

인 SOD, glutarthione peroxidease, catalase의 활성을 유의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A-C). 또한 혈중 testosterone

의 수준을 정상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에너발

란스의 효능을 검증하였다(Fig. 4D). 이러한 결과는 에너발란스

에 의한 항산화 기능과 혈중 testosterone 농도의 증가는 병리생

리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생식 기관의 기능 및 조직

학적 문제를 정상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d로 유도된 고환 손상 동물 모델에

에너발란스를 동시에 투여하는 연구를 통해, 고환 및 혈청 시료

에서 에너발란스에 의해 다양한 지표의 개선 효과는 Cd과 같은

중금속에 의한 고환 독성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물로 활

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카드뮴에 의해 유도된 마우스의 고환 독성 모델에서 에너발란스의 보호 효과

- 487 -

결 론

본 연구는 Cd로 유도된 고환 독성 모델 마우스를 대상으로

에너발란스의 경구 투여 방법으로 생식 독성 개선 효과를 조사

하였다. 웅성 마우스 (10주령)를 대상으로 에너발란스와 카드뮴

(Cd)을 동시에 10일간 경구투여한 후 체중 당 고환 중량비와 부

고환 중량비, 부고환 내의 정자수, 정자 운동성, 조직학적 변화

(H&E 염색), 생화학적 변화 (SOD, catalase, glutarthione

peroxydase activities, and serum testosterone)를 측정하였다.

체중 당 고환 중량비 및 부고환 중량비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

지 않았으나, 부고환 내 정자수는 에너발란스 처리군에서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Cd 동시 처리군에서 에너발란스는 다

른 항산화제와 마찬가지로 정자 수 증가 효과를 보이는 것을 관

찰하였다. 더욱이 에너발란스은 투여량 증가에 따라 Cd에 의해

유도된 생식 독성 모델의 부고환내 정자수 회복 효과가 더욱 높

은 것을 확인하였고, 고환조직의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의 활성 및 혈청 내 testosterone level과 같은 생화학

적 지표를 조사하였을 때에도 두 배 용량에서 더욱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에너발란스는 Cd에 의해 유도

되는 생식 독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성물임을 제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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