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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흰쥐에서 일측 고환절제술시 대측 고환에서 일어나는
산화성 손상과 병리조직학적 변화

임상적으로는 출생 시 일측 고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라면서
대측 고환의 보상성 비대가 관찰된다.고환의 보상성 비대는 각각의
나이에서 관찰되는 평균 고환의 용적에 비해서 커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진행성인 변화이다.보상성 비대의 생성기전 및 고환 기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어왔다.동물 실험에서
는 동물에 따라 각기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에서 대측 고환의 보상
성 비대가 관찰 되었다.보상성 비대의 기전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는 않았지만 동물실험을 통해 일부 알려진 것은 시상하부-뇌하수체-
고환으로 이어지는 호르몬의 축에 변화가 생기며 이차적으로 고환의
세포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이다.이는 호르몬적인 기능을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여겨지나 실제 동물실험에서 정액의 질로 평가 해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이를 바탕으로 기능성 보상으로 여겼
던 대측고환의 비대성 변화는 실제로 정상적인 고환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이런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동물연구의 결과로 한쪽 고환을 제거후 호르몬적인 측
면과 Sertoli세포나 Leydig세포들을 이용한 병리조직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발표되었다.그러나 이것만으로 고환의 병리적인
변화를 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최근 정자형성과정에서 악영향
을 주는 인자로 산화성 손상을 보고하고 있다.이런 손상은 정상의
ROS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쳐서 고환 조성세포의 고사(apoptosis)를
유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최근 여러 임상적인 병에 대한
동물모델들을 사용하여 질환측의 고환의 산화성 손상은 입증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흰쥐에서 출생 시와 사춘기때 각각 일측 고환을 절
제한 후 생후 12주에 대측 고환을 관찰한 실험군 동물모델에서 고환
의 병리조직학적 지표(S/T value,SCI)및 산화손상 인자를 측정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고환의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 정세포 변수 (Spermatogoniaper
tubulesvalues:S/T values)는 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은 76.2±3.81,
신생기 겉보기 수술군(sham operation)은 64.17±6.41이 관찰되었다.신
생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신생기 겉보기 수술군(대조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01),사춘기 일측 고환절
제군과 사춘기 겉보기 수술군(대조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p=0.55).Sertolicellindex(SCI)는 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은 25.54±2.05,신생기 겉보기 수술군은 17.54±3.17이 관찰
되었다.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신생기 겉보기 수술군의 비교에서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01),사춘기 일측 고환
절제군과 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69).
2.고환의 산화성 손상 인자 측정에서는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의
SOD 활성도는 20.59±0.11 nmole/min, 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은
20.91±0.20nmole/min로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사춘기 겉보기 수
술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또한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의 lipid peroxidation(thio barbituric acid-reactive
substance:TBARS)활성도는 0.00010±0.00002    μmole/min,사춘기 겉
보기 수술군은 0.00015±0.00002 μmole/min로 관찰되어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2).이 이외의 산화성 손상인자 측정에서 관찰된 효소
들의 수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고환의 보상성 비대에서는 정세관의 세포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춘기 이후의 활발한 정자 형성 시기에 산화성 손
상에 대한 완충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고환 보상성 비대 산화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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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임상적으로는 출생 시 일측 고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라면서
대측 고환의 보상성 비대가 관찰된다.1고환의 보상성 비대는 각각의
나이에서 관찰되는 평균 고환의 용적에 비해서 커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진행성인 변화이다.보상성 비대의 생성기전 및 고환 기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어왔다.동물 실험에서
는 동물에 따라 각기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에서 대측 고환의 보상
성 비대가 관찰 되었다.2-6보상성 비대의 기전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
지는 않았지만 동물실험을 통해 일부 알려진 것은 시상하부-뇌하수체
-고환으로 이어지는 호르몬의 축에 변화가 생기며 이차적으로 고환의
세포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이다.7-11 고환 정세관내의 Sertoli세포의
중요성은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나 그 숫적인 증가를 통해서 밝혀졌
다.2,7한편 보상성 비대와 Leydig세포 및 고환내 테스토스테론 레벨
의 연관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이런 고환의 보상성 비
대에서 세포수준에서의 변화는 호르몬적으로 감소된 기능에 대한 보
상기능으로 생각되어 졌으나 실제로 보상성 비대가 일어난 고환을 가
진 동물의 정액의 질에 대한 실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1-2즉 사춘기 이전에 일측 고환의 보상성 비대가 일어난 경우
성인이 되어서 정액의 질이 낮으며 고환의 기능 부전이 예상된다고
보고하였다.1그러나 이런 사춘기 이전에 생긴 보상성 비대와 성인시
기의 고환기능 부전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환경적 요인 및 기타 정류고환이나 정계정맥류와 같은 기형에

의한 고환 손상의 기전으로 산화성 손상 요인을 들고 있다.12이는 장
기의 ROS(ReactiveOxygenSpecies)생산과 소멸의 불균형으로 인하
여 발생한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이는 ROS를 보조하는 anti-oxidant
물질의 주입으로 손상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실험으로 그 실체를
입증하고 있다.13따라서 기존 실험결과를 토대로 단순히 호르몬 보상
기전으로 생각되어졌던 보상성 비대가 일어난 고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었다.사춘기 이전에 보상성 비대가 일어난
고환에서의 성인시기의 부전의 원인으로 산화성 손상을 추측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시험모델을 제시하고 시기별 일측 고환 거세군인 신
생기 일측 고환절제군,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에 대한 상호 비교 관
찰하여 보상성 비대가 정자 생산 등에 관여하는 세포들에 대한 영향
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고환의 보상성 비대에 대한 임상적인 재평
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흰쥐에서 출생 시와 사춘기때 각각 일측 고환을 절

제한 후 생후 12주에 대측 고환을 관찰한 실험군 동물모델에서 고환
의 병리조직학적 지표 및 산화손상 표지인자를 통해 출생 시에 시행
한 일측 고환절제군(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의 대측 고환이 사춘기
때 시행한 군(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의 대측 고환에 비해서 보상성
비대가 더 심하게 일어나며 조직학적인 변형은 고환의 스트레스성 환
경에 의한 산화성 손상에 의해 야기된다는 가설을 증명하고,또한 대
상성 비대가 일어났을 때의 고환의 병리조직학적인 변화에서 어떤 인
자의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 지에 대해서도 관찰할 것이며,결국 이를
통하여 고환의 보상성 비대의 병태생리 및 임상에서의 고환 보존술에



대한 중요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실실실험험험동동동물물물 및및및 실실실험험험군군군
신생 Sp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사용하였다.2가지의 실험군과

이에 상응하는 2가지의 대조군으로 총 4개 군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진행하며 조직은 생후 12주에 희생시킨 후 얻었다.

제 1,2군(대조군):정상 대조군으로 2군으로 나누어서 신생기 및 생
후 6주에 각각 일측 음낭부위에 겉보기 수술(sham operation)을 시행
한 군.정상 고환조직으로 다른 군들의 조직변형의 비교군으로 사용
하였다.
제 3군(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출생후 7일째 일측 고환을 제거한
군.
제 4군(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출생후 정상적으로 고환하강이 관찰
된 흰쥐 중에 생후 6주째 일측 고환을 제거한 군

가가가...신신신생생생기기기 겉겉겉보보보기기기 수수수술술술군군군(((ssshhhaaammm ooopppeeerrraaatttiiiooonnn))):신생기 일측 고환절제
군과의 비교를 위하여 생후 1일째에 ether로 약 2분 동안 마취한 다
음 앙와위로 고정하고,수술용 현미경하에 외생식기 옆의 피부를 절
개하고 흡수성 봉합사로 봉합하였다.(7마리)

나나나...사사사춘춘춘기기기 겉겉겉보보보기기기 수수수술술술군군군(((ssshhhaaammm ooopppeeerrraaatttiiiooonnn))):사춘기 일측 고환절제
군과의 비교를 위하여 출생 후 정상적으로 고환하강이 관찰된 흰쥐
중에서 생후 6주에 Ketamine을 사용하여 마취 후에 앙와위 자세로
고정하고,음낭피부를 절개하고 흡수성 봉합사로 봉합하였다.(5마리)



다다다...신신신생생생기기기 일일일측측측 고고고환환환절절절제제제군군군 (7마리)
생후 1일째에 ether로 약 2분 동안 마취한 다음 앙와위로 고정하고,

수술용 현미경하에 외생식기 옆을 절개하고 방광 외측에 존재하는 고
환도대를 찾은 후 그 상부의 고환을 찾아 절개하였다.

라라라...사사사춘춘춘기기기 일일일측측측 고고고환환환절절절제제제군군군 (5마리)
출생 후 정상적으로 고환하강이 관찰된 흰쥐 중에서 생후 6주에

Ketamine을 사용하여 마취 후에 앙와위 자세로 고정하고 일측 고환
을 절제하였다.

222...고고고환환환의의의 병병병리리리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검검검사사사방방방법법법
가가가...정정정세세세포포포 변변변수수수 (((SSSpppeeerrrmmmaaatttooogggooonnniiiaaa pppeeerrr tttuuubbbuuullleeesss vvvaaallluuueeesss::: SSS///TTT
vvvaaallluuueeesss)))
:Hadziselimovic의 방법14에 따라 광학현미경 400배율에서 10개의 정
세관을 관찰하였다.모든 정세관내의 정원세포(spermatogonia)를 세어
한 개의 정세관 단면 당 평균 정원세포 수를 구하였다.
나나나...SSSeeerrrtttooollliiiccceeelllllliiinnndddeeexxx(((SSSCCCIII)))
:Nistal의 방법15에 따라 광학현미경 400배율로 10개의 정세관들에서
Sertoli세포를 세어서 10으로 나누어 값을 구하였다.

333...고고고환환환의의의 산산산화화화성성성 손손손상상상 인인인자자자 측측측정정정방방방법법법111666

가가가...SSSuuupppeeerrroooxxxiiidddeeedddiiisssmmmuuutttaaassseee
:1mM EDTA(pH7.6)를 포함한 50mM의 HCl2.4ml,0.2mM의
pyrogallol300μl,enzymesource300μl를 섞은 다음 420nm에서 분광
광도측정기(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나나...CCCaaatttaaalllaaassseee
:phosphate완충액(50mM,pH7.0)2.40ml,19mM hydrogenperoxide
10μl,50μl의 enzymesource를 섞은 다음 240nm에서 분광광도측정기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다다다...GGGllluuutttaaattthhhiiiooonnneeerrreeeddduuuccctttaaassseee
:phosphate완충액(100mM,pH 7.6)1.75ml,200mM NADPH 100μl,
10mM EDTA 100μl, 20mM glutathione oxidized 50μl, 50μl의
enzyme source를 섞은 다음 340nm에서 분광광도측정기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라라라...GGGllluuutttaaattthhhiiiooonnneeepppeeerrroooxxxiiidddaaassseee
:phosphate완충액(100mM,pH 7.6)1.59ml,10mM EDTA 100μl,
sodium azide100μl,glutathionereductase40μl,200mM NADPH 100
μl,10μlhydrogen peroxide,10μl의 enzyme source를 섞은 다음
340nm에서 분광광도측정기(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마마마...LLLiiipppiiidddpppeeerrroooxxxiiidddaaatttiiiooonnn
:0.25N hydrochloricacid로 만든 hydrotrichloroaceticacid15%와
0.25N hydrochloricacid로 만든 2-thiobarbituricacid0.37% 용액을
동일 분량으로 섞어 stocksolution을 만들었다.테스트 샘플과 만들어
진 시약을 1:2비율로 섞어서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었다.15분간 끓
는 물에 열처리 및 vortex처리를 한다.얼음에 냉각시킨 후 1,000g로
15분간 원심분리 시켰다.이후 상층액으로 532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바바바...HHHyyydddrrrooogggeeennnpppeeerrroooxxxiiidddeeegggeeennneeerrraaatttiiiooonnnaaassssssaaayyy
: phosphate 완충액(50mM, pH 7.6) 1.641ml, horseradish
peroxidase(8.5U/ml)54μl,0.28nM phenolred30μl,5.5nM dextrose
165μl,100μl의 enzymesource를 섞은 다음 35℃에서 30분간 반응시
간을 준 다음 10N sodium hydroxide60μl를 첨가한 후 반응을 종료
하였다.610nm에서 분광광도측정기(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44...자자자료료료 표표표기기기방방방식식식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실험에 대한 결과 측정치는 ‘평균±표준편차’의 양식을 따라서 표기
하였다.통계 분석은 비모수적 통계분석 방법인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으며,p값이 0.05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고고고환환환의의의 병병병리리리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검검검사사사방방방법법법

가.정세포 변수 (Spermatogoniapertubulesvalues:S/Tvalues)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의 S/T value는 56.63±4.47,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은 54.83±1.60,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은 76.2±3.81,신생기 겉
보기 수술군은 64.17±6.41으로 관찰되었다.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신생기 겉보기 수술군(대조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나(p<0.01),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사춘기 겉보기 수
술군(대조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55)(그림 1,3,4).



그림 1.각 군 간의 S/T values(Spermatogoniapertubulesvalues)의
비교
1: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2:사춘기 겉보기 수술군,3: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4:신생기 겉보기 수술군



나.Sertolicellindex(SCI)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의 SCI는 23.93±4.17,사춘기 겉보기 수술군
은 22.00±1.46,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은 25.54±2.05,신생기 겉보기
수술군은 17.54±3.17이 관찰되었다.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신생기
겉보기 수술군(대조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나(p<0.01),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사춘기 겉보기 수술군(대
조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69)(그림
2,3,4).



그림 2.각 군 간의 Sertolicellindex(SCI)의 비교
1: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2:사춘기 겉보기 수술군,3: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4:신생기 겉보기 수술군



•A •B

•C •D

그림 3.각 군의 저배율에서의 조직학적 소견 (H&E,x100)
A:사춘기 겉보기 수술군,B: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C:신생기 일
측 고환절제군,D:신생기 겉보기 수술군



•A •B

•C •D

그림 4.각 군의 고배율에서의 조직학적 소견 (H&E,x400)
A:사춘기 겉보기 수술군,B: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C:신생기 일
측 고환절제군,D:신생기 겉보기 수술군



222...고고고환환환의의의 산산산화화화성성성 손손손상상상 인인인자자자 측측측정정정

가.Superoxidedismutase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의 SOD(Superoxidedismutase)활성도는
20.59±0.11 nmole/min, 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은 20.91±0.20
nmole/min,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은 20.81±0.58nmole/min,신생기
겉보기 수술군은 20.79±0.60nmole/min이 관찰되었다.신생기 일측 고
환절제군과 신생기 겉보기 수술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81),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표
1).

나.Catalase

: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의 catalase 활성도는 0.132±0.068 μ

mole/min,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은 0.097±0.098 μmole/min,신생기 일
측 고환절제군은 0.043±0.027 μmole/min,신생기 겉보기 수술군은
0.059±0.064 μmole/min이 관찰되었다.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신생
기 겉보기 수술군의 비교 및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사춘기 겉보
기 수술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95,p=0.69)(표 1).



다.Glutathionereductase

: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의 glutathione reductase 활성도는
0.00009±0.00006    μmole/min,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은 0.00015±0.00014
μmole/min,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은 0.00016±0.00010 μmole/min,신
생기 겉보기 수술군은 0.00015±0.00022 μmole/min이 관찰되었다.신생
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신생기 겉보기 수술군의 비교 및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26,p=0.55)(표 1).

라.Glutathioneperoxidase

: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의 glutathione peroxidase 활성도는
0.00092±0.00077    μmole/min,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은 0.00164±0.00144
μmole/min,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은 0.00062±0.00043 μmole/min,신
생기 겉보기 수술군은 0.00064±0.00050 μmole/min이 관찰되었다.신생
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신생기 겉보기 수술군의 비교 및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62,p=0.42)(표 1).



마.Lipidperoxidation

: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의 lipid peroxidation(thio barbituric
acid-reactive substance: TBARS) 활성도는 0.00010±0.00002    μ

mole/min,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은 0.00015±0.00002 μmole/min,신생
기 일측 고환절제군은 0.00012±0.00003 μmole/min,신생기 겉보기 수
술군은 0.00014±0.00008 μmole/min이 관찰되었다.신생기 일측 고환절
제군과 신생기 겉보기 수술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90),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사춘기 겉
보기 수술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표 1).

바.Hydrogenperoxidegenerationassay

: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의 hydrogen peroxide 활성도는
0.00018±0.00011    μmole/min,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은 0.00016±0.00021
μmole/min,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은 0.00015±0.00010 μmole/min,신
생기 겉보기 수술군은 0.00022±0.00021 μmole/min이 관찰되었다.신생
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신생기 겉보기 수술군의 비교 및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95,p=0.42)(표 1).



표 2.실험군과 대조군 간 산화성 손상 인자 측정치의 비교

1: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 2: 사춘기 겉보기 수술군(sham
operation),3: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4:신생기 겉보기 수술군
(sham operation),SOD: superoxide dismutase, GR: glutathion
reductase, GP: glutathion peroxidase, TBARS: thio barbituric
acid-reactivesubstance,HP:hydrogenperoxide

111 222 p
value 333 444 p

value

SSSOOODDD 20.59±0.11 20.91±0.20 <<<000...000333*** 20.81±0.58 20.79±0.60 0.81

CCCaaatttaaalllaaassseee 0.132±0.068 0.097±0.098 0.69 0.043±0.027 0.059±0.064 0.95

GGGRRR 0.00009±0.00006 0.00015±0.00014 0.55 0.00016±0.00010 0.00015±0.00022 0.26

GGGPPP 0.00092±0.00077 0.00164±0.00144 0.42 0.00062±0.00043 0.00064±0.00050 0.62

TTTBBBAAARRRSSS 0.00010±0.00002 0.00015±0.00002 000...000222*** 0.00012±0.00003 0.00014±0.00008 0.90

HHHPPP 0.00018±0.00011 0.00016±0.00021 0.42 0.00015±0.00010 0.00022±0.00021 0.95



ⅣⅣⅣ...고고고찰찰찰

사람의 경우 태생 6주경 원시성선 세포들은 요생식릉에 도달하고 7
주경에 미분화된 성선들은 Sex determining region Y linked
gene(SRY gene)영향 하에 고환으로 분화된다.분화된 고환은 태생
3개월경에 후복막강에 위치하게 된다.이후 출생때까지 정상적으로
음낭으로 하강하게 된다.정상적인 고환 발달과정은 생후 2-3개월에
FSH와 LH의 상승으로 태아 형태의 Leydig세포가 증식되면서 유년
형태의 세포로 분화되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성세포
에서 정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한다.생후 3세경부터 정세포에서 일차
정모세포의 분화가 시작된 후,사춘기 이전까지 휴지기 상태로 있다
가 사춘기에 다시 FSH와 LH의 상승과 성숙형태로의 Leydig세포의
분화 및 증식이 일어나 이차 정모세포 및 정자세포가 관찰된다.출생
이후 지속적인 고환의 성장은 세정관의 직경,정세포 수의 증가로 나
타난다.17

출생시 고환 하강의 장애 및 일측 고환의 손상은 질환측 고환의 이
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대측 고환의 변화 또한 초래하는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1대표적인 변화로 고환의 보상성 비대를 들 수 있다.이
는 호르몬적인 기능을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여겨지고 있다.성적으로
미성숙한 실험동물에서 일측 고환을 절제한 경우 반대측 고환의 과성
장이 온다는 것은 여러 보고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다.3-6 또한 이런
현상은 사춘기 이전에 더 어린나이에 시행할 경우 더 의미 있는 과성
장을 볼 수 있다고 한다.고환의 보상성비대가 일어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동물연구의 결과로 한쪽 고환을 제거후 호르몬적인 측면과
Sertoli세포나 Leydig세포들을 이용한 병리조직학적인 방법을 사용
한 것에 대해서 발표되었다.요약을 하자면 보상성 비대의 처음은
FSH의 상승으로 Sertoli세포의 숫적인 증가 및 비대가 일어나며 이
차적으로 Leydig세포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이다.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테스토스테론의 상승은 없다는 것이다.3또한 보상성 비대가 정
액의 질을 향상 시키지는 못한다는 점도 동물실험의 결과로 나왔다.3

실제 동물실험에서 정액의 질로 평가 해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1이를 바탕으로 기능성 보상으로 여겼던 대측고환의 비대
성 변화는 실제로 정상적인 고환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변화
를 초래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본 실험에서는 고환의 보상성 비대가 일어날 때 먼저 고환의 조직

학적 인자를 보고자 하였다.보상성 비대에서 어떤 인자의 상승이 상
대적으로 두드러지는지,즉 세포수의 차이가 있는지와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고환의 보상성 비대가 손상(절제)시기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결과를 보면 신생기(생후 7일)에 보상성
비대의 외적영향을 받은 경우가 사춘기 시기(생후 6주)에 절제한 경
우에 비해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정세포와 Sertoli세포
의 증가를 보였다.
최근 환경적 요인 및 기타 정류고환이나 정계정맥류와 같은 기형에

의한 고환 손상의 기전으로 산화성 손상 요인을 들고 있다.12즉,정자
형성과정에서 악영향을 주는 인자로 산화성 손상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장기의 ROS(ReactiveOxygenSpecies)생산과 소멸의 불균형으
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이는 ROS에 대한 억제작용을
하는 anti-oxidant물질의 주입으로 손상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실
험으로 그 실체를 입증하고 있다.13이런 손상은 정상의 ROS회로에
악영향을 미쳐서 고환 조성세포의 고사(apoptosis)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peroxideanion,hydrogenperoxide,hydroxylradical을 포함하는

ROS(ReactiveOxygenSpecies)는 유기적 생물체에서는 널리 존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19이는 생체의 산화 대사에서 조절을 맡고
있으며 이 구조에 관여하는 회로의 손상으로 생체는 산화성 손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eroxide dismutase(SOD),catalase,



glutathionperoxidase는 이 ROS 구조에서 스캐빈저(scavenger)역할
을 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다.SOD는 실험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뉘
어진다.첫째가 Cu/ZnSOD,둘째가 MnSOD,셋째가 FeSOD 이다.
보통 MnSOD의 경우는 진핵생물이나 원핵생물의 미토콘드리아에서
관찰되며,FeSOD는 원핵생물에서 관찰된다.인체나 다른 실험 동물
에서 측정하는 SOD의 형태는 세포외형 Cu/ZnSOD이다.이 형태의
SOD는 대부분이 세포외 기질에 존재하며 산화성 손상을 저해하는 역
할뿐 아니라 Superoxideanion이 관여되는 염증 반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SOD는 흰쥐를 기준으로 부고환,폐,뇌,고환,신
장,심장,간의 순서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으며 비장,자궁,난소,흉
선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다.특히 고환에서는 주로 다양한 세포들과
강한 밀착이 되어있는 Sertolicell에서 더 많이 표현된다.이는 상대적
으로 많은 세포와의 신호전달이 예상되어지는 세포에서 산화성 손상
을 억제하는 효소가 더 많이 분포한다고 생각되고 있다.20

catalase의 경우에는 H2O2의 스캐빈저 역할을 하며 간에 비해서는
적은양이 고환에 존재한다고 한다.이를 토대로 고환의 경우 상대적
으로 H2O2로 인한 산화성 손상에 민감하리라 예상이 될 수 있다.이
에 대해서 정류고환의 모델을 통하여 항산화 효소에 대한 실험적 보
고가 있다.이 보고에서는 superoxidedismutase(SOD)및 catalase의
활성도가 정류고환 실험모델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지방의
peroxidation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21또한 다른 실험에서는 정계
정맥류에서 이와 비슷한 보고를 하였다.정계정맥류 실험모델을 유발
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산화성 손상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효소들의 mRNA를 측정하여 산화성 손상의 진행을 입증하였다.12

H2O2에 의한 산화성 손상에 glutathion산화환원 회로도 관여된다.
여기에서는 glutathion reductase와 glutathion oxidase가 한 쌍으로
작용하여 항산화 요소로써 작용을 하게 된다.Glutathion은 특히 흰쥐
의 고환에서 높은 농도로 존재하며 정자생성 시기 이후부터는 더욱



높은 농도로 관찰된다.이는 세포내의 산소 대사에 관여하여 ROS생
성 시에 이를 불활성화 시킴으로 인하여 세포 보호 작용을 하게 된
다.22

Lipidperoxidation은 산화성 손상의 주된 현상으로 들 수 있다.이
는 생체외 실험에서 독성작용과 종양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산화성 손상에서 lipidperoxidation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이에 대한 측정은 TBARS의 생성량과 lipid
peroxidation이 비례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실험하였다.23

본 실험의 경우에서는 이런 실제 병적인 경우가 아닌 보상성 비대
의 변화 과정에 이 산화성 손상의 이론을 적용하였다.기존의 보상성
비대를 가지고 있는 성인의 가임에 대한 임상 데이터에서 사춘기 이
전에 일측 고환의 보상성 비대가 일어난 경우 성인이 되어서 정액의
질이 낮으며 고환의 기능 부전이 예상된다고 보고하였다.1또한 보상
성 비대가 일어난 고환을 가진 동물의 정액의 질에 대한 실험에서 정
상의 고환을 가진 대조군에 비해서 정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2 이런 보고들을 근거로 보상성 비대 자체가 정상적인
기능성 보상이 아닌 병적인 진행과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산화성 손상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6가지의
효소를 측정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사춘기 겉보기 실험군과 사춘기 일측 고환

절제군에서 SOD와 TBAR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SOD의 경우에서는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으며,lipidperoxidation의 경우에서는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에서 유의한 증가가 관찰 되었다.사춘기 고환절제군
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산화성 손상을 더 많이 받았다는 증거
이다.이 결과에서 흰쥐의 경우 생후 6주는 가임이 가능한 완전한 정
자를 만들기 시작하는 사춘기라고 할 수 있다.이 시기에 고환을 절
제할 경우에는 대측의 고환은 성분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에 두



개의 고환 역할을 해야 하는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이런 고환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상성 비대는 상대적으로 신생기에 고환을 절제한 흰쥐에 비해서 덜
일어나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따라서 상대적으로 단위면적당
부하가 많아질 것이고 이는 ROS의 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따라서
항산화작용을 하는 효소계의 역할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에 관여하는
효소는 소진되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될 것이다.또한 생체내 산화
반응에 따른 lipidperoxidation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이를 토
대로 이 번 실험에서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었다.
이 번 병리조직학적 고환인자에 대한 실험 결과와 항산화 효소에

대한 실험결과를 통하여 고환의 보상성 비대는 세포 숫자 증가뿐만
아니라 정자형성 시기에서의 산화성 손상에 대한 보상작용도 한다고
할 수 있다.이는 고환의 세포 중에서 항산화효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정세포와 Sertoli세포의 증가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고환의 보상성 비대를 통한 병리조직학적 고환인자의 관찰과

산화성 손상뿐만 아니라 부고환에서의 정자 채취를 통하여 정자의 산
화성 손상을 관찰하여 실제 임상에서의 불임과의 연과성에 대한 연구
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ⅤⅤ...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신생기와 사춘기에 각각 일측 고환을 절제하여 대측
고환의 보상성 비대를 유발하여 이 고환에 대해서 고환 조직학적인자
및 산화선 손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효소의 활동도를 측정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고환의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 정세포 변수(S/T values)는 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은 76.2±3.81,신생기 겉보기 수술군은 64.17±6.41이
관찰되었다.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신생기 겉보기 수술군의 비교
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1),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p=0.55).Sertolicellindex(SCI)는 신생기 일측 고
환절제군은 25.54±2.05,신생기 겉보기 수술군은 17.54±3.17이 관찰되
었다.신생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신생기 겉보기 수술군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1),사춘기 일측 고환절제
군과 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p=0.69).
2.고환의 산화성 손상 인자 측정에서는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의
SOD 활성도는 20.59±0.11 nmole/min, 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은
20.91±0.20nmole/min로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사춘기 겉보기 수
술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또한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의 Lipid peroxidation(TBARS) 활성도는
0.00010±0.00002    μmole/min,사춘기 겉보기 수술군은 0.00015±0.00002
μmole/min로 관찰되어 사춘기 일측 고환절제군과 사춘기 겉보기 수
술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이 이외의
산화성 손상인자 측정에서 관찰된 효소들의 수치에서 실험군과 대조
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고환의 보상성 비대에서는 정세관의 세포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춘기 이후의 활발한 정자 형성 시기에 산화성 손
상에 대한 완충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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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mplicationsofoxidativeinjuryandhistopathologic
changesinratswiththetesticularhypertrophywhichfollows

hemicastrationduringneonatalandprepubertalage

WoongKyuHan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angWonHan)

After hemicastration,compensatory hypertrophy of remaining
testistissueoccursinmanymammalianspecies.AndFunctional
compensationoftheresidualtestisafterhemicastration hasalso
been investigated in male rats.This observation implies an
alteration ofthe dynamic relationship which exists within the
hypothalamic-pituitary-testicularaxis.Indeed,therearereportsof
changes in serum FSH and intratesticular testosterone in
hemicastrate rats. Some some reports revealed that such
hypertrophymayhaveonlybeenrelatedtoincreaseinthevolume
oftesticularinterstitialtissues/Leydig cells,Sertolicellsandthe
developmentofthevascularsystem becausethesperm countwas
notcompensated.Recentlymanyinvestigatorshavebeeninterested
intheoxidativeinjuryofthetestiswithvaricocele,cryptorchidism.
Humanspermatozoaarehighlysusceptibletooxidativeinjurybut
arenaturallyprotectedfrom suchinjurybyantioxidativeproperties
ofthe reproductive organs.Reactive oxygen species(ROS)are
ubiquitousinaerobicbiologicsystem.Thesearehighlyactiveand
potentiallycytotoxicsubstancesderivedfrom oxygenmetabolism.If



the balance between ROS production and ROD degradation is
offset,cytotoxicity may result.Itis reported thatexperimental
cryptorchidism causes a decrease in superoxide dismutase and
catalaseactivityaswellasanincreaseinlipidperoxidationinthe
testis.Weinvestigated thetesticularhistopathologicfactorsand
oxidativeinjuryinthehemicasratedratmodel.

Theresultswereasfollows.

1.As for the testicular histopathologic factors,S/T value of
prenatalhemicastrated group was 76.2±3.81 and S/T value of
prenatalsham operationgroup64.17±6.41.Therewas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p<0.01). SCI of prenatal
hemicastratedgroupwas25.54±2.05andprenatalsham operation
groupwas17.54±3.17.Therewas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
betweenthem(p<0.01).

2.As for the oxdative enzyme assay,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onlyinSODgroupandTBARSgroup.SODactivityof
prepubertalhemicastrated group was 20.59±0.11 and prepubertal
sham operation group was 20.91±0.20.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 between them(p=0.03).TBARS activity of
prepubertalhemicastratedgroupwas0.00010±0.0002andprepubertal
sham operation group was 0.00015±0.0.00002. There was
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them(p=0.02).



In conclusion,this study suggests thattesticularcompensatory
hypertrophyisresultedfrom increasinginnumberofthetesticular
cells.Inaddition,itpreventsROS-inducedcelldamage.

KeyWords:testis,oxidativestress,testicularhypertr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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