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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hanges in the rabbit Leydig cell from birth to adulthood were studied in New Zealand white rabbits

of 1, 7, 21, 35, 49, 70, 105, 147, 196, and 252 days (n = 8 rabbits per group) of ag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fate of the fetal Leydig cells, to determine the changes in serum testosterone levels,
and leutenizing hormone-stimulated testosterone production per testis in vitro, and to quantify adult Leydig cells
by number and average volume with age. Testes of rabbits were fixed by whole body perfusion using a fixative
containing 2.5% glutaraldehyde in cacodylate buffer, processed and embedded in Epon-araldite. Using 1 µm
sections stained with methylene blue-azure II,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ereological) morphological studies
were performed. Testosterone levels in the incubation medium of luteinizing hormone-stimulated (100 ng/ml)
testosterone secretion per testis in vitro, and in serum were determined by radioimmunoassay. The average
volume of a testis of 1-day-old rabbits was determined as 0.0073 cm and the parameter increased linearly from
birth to 252 days (3.93 cm ). The volume density of the seminiferous tubules increased with age from 33.76%
at day 1 to 88.2% at day 252. The volume density of the interstitium represents 66.24% of the testicular
parenchyma at day 1. This proportion progressively diminished during development to reach a value of 11.8%
at day 252. The volume density of Leydig cells increased almost linearly from birth (0.001%) to 252 days
(2.62%). Leydig cell mass per testis increases from 0.0012 mg to 0.25 mg between days 1 and 35, from 2.66
mg to 44.3 mg between days 49 and 105 and from 65.42 mg and 102.9 mg between days 147 and 252. The
absolute numbers of adult Leydig cells per testis increased linearly from birth to 252 days. The average volume
of adult Leydig cell on days 1, 7, 21 and 35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 gradual and continued increase
was observed thereafter, reaching a 3-fold increase at 196 and 252 days. Serum testosterone concentration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day 1 compared days 7, 21, 35. Significant increases were observed at days 49
and 70. Values at days 70 and 105 and days 147, 196, and 252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LH-stimulated
testosterone production per testis in vitro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t day 1 compared days 7, 21, 35. Significant
increases were observed at days 49 and 70. Hormonal values at days 105, 147, 196, and 252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se data suggested Leydig cell developmental phase can be classified: a neonatal phase
(1-7 days), a prepubertal phase (14-49 days) and an adult phase (70-252 days). Immature and mature adult
Leydig cells, initially detected at days 7 and 49, respectively, and mature adult Leydig cells were abundant
3

3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부 기초과학연구사업중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인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In-Shik Kim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61-756, Korea
[Tel: +82-63-270-2556, Fax: +82-63-270-3780, E-mail: iskim@chonbuk.ac.kr]

325

326

태현진·박영재·강형섭·김남수·박상열·양홍현·안동춘·김인식
Leydig cell type according to the number and absolute volume per testis form day 49 onwards.
Key words : rabbit, Leydig cell, postnatal development

서 론

고환을 이루고 있는 각 구성 조직의 구조적인 특징을
구명하는 방법은 광학현미경 [18, 33]과 전자현미경 [1315, 31]에 의한 관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형태계측학
기법을 적용하여 간질조직을 이루고 있는 각기 다른 유
형의 세포들의 형태와 기능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가 사람을 [28] 포함한 각종 동물 [3, 4, 12, 19, 30]에서
보고되어 있고, Fawcett 등 [10]은 14종의 포유동물류에
서 간질조직 구성에 대한 형태적인 차이를 보고하였으
며 이 밖에도 동물에 따른 간질세포의 형태 및 기능의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9, 25, 36].
간질세포(Leydig cell)는 일반적으로 미분화된 중간엽
세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8, 22], 간질
세포의 세포질내 미세구조에 존재하는 몇 가지 효소에
의하여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여 분비하며 [32], 이 호
르몬은 정자발생의 조절, 부속생식기관(accessory sex
organs)의 유지 및 발기 기능 등을 포함한 수컷 생식계
통에서 중요한 작용을 나타내고 [32] 간질세포의 발생시
기, 테스토스테론의 합성 그리고 안드로젠에 의해서 조
절되는 수컷 생식기관의 발달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
포유동물류에서 간질세포의 발생은 임신시기에 나타
나는 태자 간질세포(fetal Leydig cells)와 출생 후에 일
정한 시기에 발생하여 성숙동물에까지 계속 존재하는
성숙 간질세포로 2단계의 연속적인 발생단계를 나타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그러나 태자 간질세포와 성
숙 간질세포의 발생유형은 동물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출생 후 짧은 시간에 정자발생(spermatogenesis)이 이루어지는 흰쥐 [1, 18]에서는 일정기간 태
자 간질세포와 성숙 간질세포가 혼합되어 관찰되며, 사
람 [28]에서 태자 간질세포는 6개월 이내에 퇴축되고 사
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숙 간질세포가 관찰된다. 기니픽
[6]에서는 태자 간질세포와 성숙 간질세포의 구조적인
차이가 없고 고양이 [33]는 간질세포, pre-Leydig cell, 성
숙 간질세포로 구분되며, 돼지 [12]에서는 간질세포의
발생이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초기태자시기
(early fetal period), 신생자돈 시기(neonatal period)와 마
지막 단계로 성 성숙 시기인 출생 후 90일령에 나타나
서 지속되는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같
은 동물에서조차 태자 간질세포와 성숙 간질세포의 역
학(kinetics)에 관하여는 많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고

토끼 [16]에서는 성숙 간질세포의 발생이 정자발생 이전
에 이루어진다는 간단한 보고가 있을 뿐 간질세포의 발
생에 관한 상세한 보고는 없다.
출생 후 성장 단계별 고환 발달에 관한 많은 연구는
주로 흰쥐 [8, 21, 23-25]에서 보고되었으나 이들 연구와
토끼 [5, 14, 16, 20]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출생 후부
터 성 성숙 시기까지 성장단계별로 고환 간질세포의 절
대용적, 평균세포 용적 및 고환내 총 숫자 등의 변화는
간질세포 분화의 역학, 고환 발달정도, 정자발생과 간질
조직의 상호관계, 및 간질조직의 구조와 기능의 유연 관
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포유동물류에서 이러한 연
구내용은 극히 적다. 특히, 흰쥐를 포함한 기타 포유동
물류에서 출생 후부터 성 성숙 시기까지 일정한 단계별
로 고환 간질조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유형의 양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고환 간질조직의 스테로이드 형성
능(steroidogenic function)을 결부시킨 연구 보고가 없다.
따라서 다른 실험동물에 비하여 간질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토끼를 대상으
로 출생 후부터 성 성숙 시기까지 간질세포의 용적치밀
도(volume density), 절대용적(absolute volume), 평균용적
(average volume), 고환내 총숫자(total number per testis), 혈
청내 테스토스테론 농도 및 고환내 테스토스테론 분비 등
을 확인하여 출생 후 토끼 고환에서 간질세포의 발생 과
정을 명확하게 구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한일실험동물센터(Hanil Animal Laboratory Co.)에서
7-8월경에 출생 후 1일, 7일, 21일, 35일, 49일, 70일, 105
일, 147일, 196일, 252일령 (n = 8/group)의 수컷토끼(New
Zealand white)를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조직표본제작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간귓바
퀴정맥(intermediate auricular vein)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하고 분석할 때까지 −20 C 냉동고에 보관하
였다. 고환조직을 관류고정(n = 4/group)하기 위하여 실
험동물을 ketamine(1.5 ml/kg)으로 마취한 후 체중을 측
정하고 관류고정(perfusion fixation)시 혈액이 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heparin(Sigma, 100,000 Unit) 150
IU/Kg를 복강내에 주입하고 15분 후에 복강을 절개하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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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의 용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른쪽 고환을 적출하
여 chemical balance로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 후 왼쪽심
실을 절개하여 cutdown tube를 오름대동맥에 삽입하고
오른쪽 심방귀를 절개하여 방혈을 시킨 후 0.9% 생리식
염수를 사용하여 전신의 혈관을 1-2분 동안 세척하였고
2.5% glutaraldehyde로 대체하여 약 40분 동안 관류 고
정하였다. 고환의 고정 후 용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환
을 적출한 후 chemical balance를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
고 sucrose를 사용하여 부양법(flotation method)으로 비중
(specific gravity)을 측정하여 고정 후의 고환용적을 산출
하였다(고환용적 = 고환무게/고환비중). 조직표본 제작을
위하여 고환을 2-3 mm로 세절하여 2.5% glutaraldehyde로
4 C에서 12시간 동안 고정한 후 1% osmium tetroxide로
2시간 동안 고정한 후 alcohol로 탈수하고 Epon-812로 포
매하여 각 개체 당 블록 20개씩을 제작하였다.
광학현미경관찰
초박절편기(ultramicrotome, Leica ultracut-s, Austria)
를 이용하여 1 µm로 절편을 제작하고 1% methylene
blue-azure II로 염색, canada balsam으로 봉입하여 고환
간질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간질세포, 중간엽세포, 림프
공간, 혈관, 혈관주위세포, 혈관내피세포 및 근모양세포
를 광학현미경(Leica, DMRBE, Germany)에서 관찰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형태계측(Morphometry)
(1) 고환조직 구성물의 용적치밀도(volume density;
volume per unit volume):
Point Counting [19, 23]법을 적용, 121 point ocular grid
를 장착한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point와 만나는 각 구
조물(곱슬정세관, 간질조직 및 간질세포)의 수를 네 모
서리와 가운데, 즉 5부위를 측정하였으며 각 개체 당 최
소 50부위에서 최대 100부위를 중복되지 않게 측정하였
다. 이것을 전체 point(121×5)로 나누어 각 고환조직 구
성물의 용적치밀도(v : v%)를 구하였다.
o

Vv% of a component = number of points on the
component×100/total number of points on the testis tissue

(2) 고환조직 구성물의 절대용적(absolute volume):

이미 구한 용적치밀도(volume density)와 고환용적
(fresh testis volume)을 이용해서 절대용적(absolute
volume)을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구하였다 [19, 23,
24, 26].
Absolute volume of testicular component = volume
density of the component×fresh testis volume
여기서 고환의 용적은 고환의 무게와 비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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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
(3) 고환 단위용적 당 간질세포의 수(numerical
density; Nv, defined as the number of cells per unit
volume of testis):

Floderus [11] 방정식(Nv = Na / (T + D − 2h)×(1 − S )을
적용하여 numerical density를 계산하였다. 이 공식에서
Na는 단위면적 당 각 세포핵의 숫자(단위면적 = 48520.8
µm ), D는 평균 핵 직경, T는 평균 절편 두께, S (total
shrinkage = histologic correction factor)는 총 고환조직의
고정 전, 고정 후, 표본제작 후의 총 수축량, h는 가장
T

2

T

작다고 생각되는 핵의 높이이며 이는 보통 평균 핵 직
경의 10% 정도이다 [26]. 단위면적 당 간질세포핵의 숫
자와 핵의 크기는 조직 표본에서 5부위를 중복되지 않
도록 선택하여 영상분석기(image analyzer system, Leica
Q500MC,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고환 당 간
질세포의 총 숫자(total number)는 단위 용적 당 간질세
포의 수에 각 고환의 용적을 곱하여 구하였다(total number

= numerical density×fresh testis volume) [19, 23-25].

(4) 간질세포의 평균 용적(average volume):

간질세포의 평균용적(average volume)은 간질세포의
용적치밀도(volume density)를 단위용적 당 세포의 수
(numerical density)로 나누어 구하였다 [19, 23-25].
Average cell volume = volume density/numerical density
of each cell type

시험관내 고환 조직 배양(incubation of testis tissue
in vitro)
토끼(n=6/group)의 중간귓바퀴정맥(intermediate auricular
vein)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ketamine (1.5 ml/kg)을 사용
하여 마취하고 복강을 절개하여 왼쪽고환은 시험관내
배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19]. 신속하게 왼쪽 고환을
적출하여 음낭의 피막(capsule)과 백색막(tunica albuginea)
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고 2 ml medium (KrebsRinger bicarbonate solution pH 7.4)에 황체형성호르몬 자
극에 고환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황
체형성호르몬(oLH-26, NIH, Bethesda, MD, U.S.A) 100
ng/ml을 첨가하고 산소탱크를 이용하여 10분 동안 처리
한 후 0.004 g/ml의 glucose를 첨가하고 20 ml scintillation
vials에 담아 34℃ shaking water bath (90 shaking/minute)
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하고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만을
채취하여 −70 C에 보관하였다.
방사면역활성측정(radioimmunoassay)
혈청 및 배양액내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RIA kit (Co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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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presentative light micrographs showing testis of rabbits at postnatal ages 1(A), 21(B), 35(C), 49(D), 70(E), and 147(F)

days. All figures were of the same magnification (× 1,000, methylene blue-azure II stain). ST, Seminiferous tubules; B, Blood
vessel; Long arrows, Leydig cells; Small arrows, mesenchynal cells; Large arrow heads, myoid cell; Small arrow heads,
endothelial cells.

A-Count; DPC, Los Angeles, CA)를 구입하여 측정하였
다. 사용한 kit 항체의 dehydrotestosterone과 androstenedione
에 대한 cross-reactivity는 각각 2.8%와 0.5%이었고 기
타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0.02%이었다.

였으며 P < 0.05 이하의 유의성을 통계학적 차이로 인정
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성은
SAS package의 General Linear Model (GLM) Procedure(SAS
Ver. 6.12, SAS Institute, 1998)를 ANOVA로 통계처리 후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검정하

토끼 고환간질조직의 광학현미경적 관찰
출생 후 7일령 토끼 고환 간질조직에는 세포질에 많
은 수의 지방방울을 함유하고 있는 발달이 미숙한 성숙
간질세포(immature adult Leydig cells)(화살표)가 소수 관
찰되기 시작하였다(Fig. 1A).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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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body weight (g) and testis volume (cm ) in postnatal rabbits from birth to 252 days of age
3

Age in days
1
7
21
35
49
70
105
147
196
252
64.1
81.2
400
700
1250
2075
2650
3250
3675
3983
Body weight (19)
(30)
(100)
(89)
(106)
(453)
(226)
(464)
(190)
(284)
0.008
0.012
0.031
0.045
0.28
1.24
2.11
2.82
3.56
3.98
Testis volume (0.004) (0.002) (0.002) (0.001) (0.01)
(0.03)
(0.05)
(0.18)
(0.05)
(0.65)
Numbers in parentheses are SEM. In each row,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mong
the age groups.
a

b

a

c

b

d

e

c

d

f

e

g

f

h

g

i

h

j

i

j

a-j

Table 2. Volume density(%) of seminiferous tubule(ST), interstitium(IT) and Leydig cells in postnatal rabbits from birth
to 252 days of age

Age in days
1
7
21
35
49
70
105
147
196
252
33.8
36.7
39.3
47.9
60.3
79.4
84.4
86.2
87.8
88.2
ST
(2.8)
(1.7)
(3.7)
(2.9)
(3.5)
(5.6)
(5.79)
(4.1)
(5.3)
(3.9)
63.3
60.7
52.1
37.7
20.6
15.6
13.8
12.2
11.8
66.2
IT
(3.9)
(4.9)
(3.44)
(2.4)
(3.3)
(3.2)
(0.18)
(1.4)
(1.7)
(2.8)
0.01
0.2
0.56
0.95
1.81
2.1
2.32
2.41
2.62
0.006
Leydig cells (0.001)
(0.001) (0.01)
(0.03)
(0.12)
(0.25)
(0.21)
(0.14)
(0.35)
(0.18)
Numbers in parentheses are SEM. In each row,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among
the age groups.
a

a

ab

a

abc

b

a

b

c

b

c

d

c

d

d

e

e

f

e

e

f

g

e

e

g

gh

gh

h

i

j

a-j

출생 후 21일령과 35일령 토끼의 고환 간질조직내 간
질세포(화살표)는 핵의 외형이 난원형 또는 방추형으로
보다 규칙적이며 또한 세포질과 핵의 비율이 증가되어
있고 세포질에 많은 수의 지방방울(lipid droplets)을 함
유하고 있으며, 혈관주위에 주로 자리하고 있었다(Figs.
1B, 1C).
출생 후 49일령 토끼의 고환 간질조직의 대부분은 이
웃하여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는 완전히 분화된 성숙 간
질세포(화살표)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질과 핵의
크기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있었다 또한 이 세포는 세
포질내의 지방방울의 크기가 35일령에 비하여 감소되어
있었고 핵의 외형은 원형 또는 타원형이었다(Fig. 1D).
출생 후 70일령 토끼의 고환 간질조직은 혈관 주위에
원형의 핵과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세포질을 갖고
있는 간질세포(긴 화살표)가 주로 관찰되었고 이 세포는
이웃하여 위치하고 있었다(Fig. 1E).
출생 후 147일령 토끼의 고환 간질조직의 대부분은
주로 완전히 발달한 성숙간질세포(긴 화살표)가 전반적
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Fig. 1F).
체중과 고환용적의 변화
출생 후 1일령과 252일령의 토끼 체중과 고환 부피는
각각 64.1-3983 g, 0.008-3.98 cm 이었으며 일령에 따라
3

유의성(P < 0.05) 있게 증가하였다(Table 1).
곱슬정세관, 간질조직 및 간질세포의 용적치밀도
곱슬정세관, 간질조직 및 간질세포의 용적치밀도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곱슬정세관의 용적치밀도는 출
생 후 1일령에 33.8%로 관찰되었고 이후 49일령까지 점
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곱슬정세관에 정자가 관찰되기
직전 시기인 70일령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79.4%를 나
타낸 후 252일령에는 88.2%로 관찰되었다. 간질조직의
용적치밀도는 1일령에 66.2%이었으며 출생 후 성장과
정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52일령에는 11.8%이었
다. 간질세포의 용적치밀도는 1일령에 0.006%이었으나
49일령까지 유의성 있게 증가하여 70일령에는 1.81%를
나타내었고 이후 252일령까지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
다(Table 2).
곱슬정세관, 간질조직 및 간질세포의 절대용적
곱슬정세관, 간질조직 및 간질세포의 용적치밀도에 고
환용적을 곱하여 얻어진 각각의 구성물에 대한 절대용
적은 Table 3과 같다. 곱슬정세관과 간질조직의 절대용
적은 1일령에 각각 2.5 mm , 4.8 mm 이었으나 일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수치가 유의성있게 증가하여 252일
령에 각각 3,466.3 mm , 463.7 mm 이었다. 간질세포의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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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bsolute volume(mm ) of seminiferous tubule(ST), interstitium(IT) and Leydig cells in postnatal rabbits from
3

birth to 252 days of age

Age in days
1
7
21
35
49
70
105
147
196
252
2.5
4.4
12.2
21.6
169
984.6
1781.7
2431
3125.6 3466.3
ST
(0.1)
(0.3)
(2.1)
(2.3)
(11.3)
(25.7)
(48.3)
(39.6)
(69.5) (84.3)
4.8
7.6
18.8
23.5
105.4
255.4
328.3
389.2
434.3
463.7
IT
(0.2)
(1.9)
(3)
(3.4)
(6.4)
(13.3)
(19.2)
(10.8)
(29)
(26.7)
0.004
0.06
0.25
2.66
22.44
44.3
65.42
85.79
102.9
0.001
Leydig cells (0.001)
(0.001) (0.01)
(0.01)
(0.27)
(1.73)
(3.04)
(2.96)
(2.38) (2.82)
Numbers in parentheses are SEM. In each row,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among
the age groups.
a

b

a

b

a

c

d

c

b

e

d

c

e

d

e

f

g

h

f

g

g

f

g

h

i

i

gh

h

i

j

a-j

Table 4. Total number(×10 cells/testis) and average volume(µm3) of Leydig cells in postnatal rabbits from birth to 252
6

days of age

Age in days
1
7
21
35
49
70
105
147
196
252
0.002
0.004
0.078
0.27
2.13
13.36
23.32
36.21
41.23 50.49
Total number (0.001)
(0.001) (0.02)
(0.1)
(0.32)
(2.65) (2.97) (4.51)
(6.53) (8.32)
722
795
925
1248
1679
1899
1807
2080
2038
706
Average volume (32)
(29)
(53)
(93)
(68)
(159)
(116)
(136)
(153) (183)
Numbers in parentheses are SEM. In each row,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among
the age groups.
a

b

a

c

a

a

d

a

e

b

f

g

h

i

j

c

cd

cd

d

d

a-j

절대용적은 1일령에 0.001 mm 이었으며 일령이 증가함
에 따라서 유의성 있게(P < 0.05) 증가하였다(Table 3).
고환조직 당 간질세포의 총 숫자
고환 단위용적 당 세포 수에 고환용적을 곱하여 얻어
진 고환조직 당 간질세포의 총 숫자는 1일령에 0.002×
10 이었으며 전 일령에 걸쳐서 유의성 있는 결과를 관
찰하였다(Table. 4).
간질세포의 평균용적
간질세포의 평균용적은 1일령부터 21일령까지는 유의
성이 없이 낮게 관찰되었고 35일령부터 유의성있게 증
가하기 시작하여 252일령에서는 2038 µm 이었다(Table 4).
혈청내 테스토스테론 농도와 황체형성 호르몬 자
극에 대한 고환내 테스토스테론 생성
혈청내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1일령에 6.1 ng/dl이었으
며 이 수치는 35일령까지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을 정도
로 낮게 유지되었으며 49일령부터 196일령까지 유의성
있게 증가하여 252일령에 최고치인 165.5 ng/dl이었다
(Table 5). 고환조직의 테스토스테론 생성은 1일령에 293
ng/testis이었으며 35일령까지 낮게 관찰된 후 49일령부
3

6

3

터 유의성 있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52일령(26525 ng/
dl)에 최고치를 나타내었(Table 5).

고 찰

고환을 구성하고 있는 곱슬정세관과 간질조직에 관한
형태계측학적인 연구는 흰쥐 [1], 기니픽 [25], 말 [17],
돼지 [12], 소 [35], 토끼 [5, 15] 등 각종 동물에서 폭넓
게 연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실험 대상으로 한 토끼 고
환의 곱슬정세관, 간질조직 및 간질세포의 용적치밀도,
절대용적, 간질세포의 고환내 총 숫자, 및 간질세포의 평
균용적에 관한 결과는 처음이며, 이러한 결과는 출생 후
짧은 기간에 정자발생이 이루어지는 흰쥐, 생쥐와는 여
러 가지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간질세포의 형태계
측학적인 결과가 다른 동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토끼에서 출생 후 1일령의 고환 간질조직이 66.24%,
곱슬정세관이 33.76%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비율
은 성장기동안 간질조직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이와는
반대로 곱슬정세관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52일령에서
는 간질조직이 11.8%, 곱슬정세관이 88.2%를 나타내었
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고환은 크게 곱슬정세관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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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rum testosterone levels(ng/dl) and In vitro testicular testosterone production(ng/testis) in response to LH in
postnatal rabbits from birth to 252 days of age

Age in days
1
7
21
35
49
70
105
147
196
252
6.1
8.52
5.42
3.26
18.44 39.66 49.8 134.8 139.5 165.5
Serum testosterone
(0.2)
(0.4)
(0.2)
(0.06)
(0.8) (0.21) (1.2) (7.8)
(5.6)
(8.9)
Testicular testosterone 293
1743
1247
2024
7239 10976 20087 21817 23585 26525
production
(53.78) (234.5) (132.5) (323.2) (568.3) (854.3) (1015) (784.6) (1646) (1123)
Numbers in parentheses are SEM. In each row,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among
the age groups.
a

a

a

a

b

a

b

b

b

c

c

d

c

d

e

d

e

d

e

e

a-e

질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환 절대용적에서 곱슬정
세관의 절대용적 증가율이 간질조직의 절대용적 증가보
다 27배 높다고 보고한 Rey 등 [29]의 결과에 의하여 설
명될 수 있으며, 출생 후 일령에 따른 고환용적의 증가
는 성 성숙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곱슬정세관내의 정자
발생세포(spermatogenic cells)의 분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곱슬정세관이 차지하고 있는 용적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토끼 [14, 16]와 사람 [28]에서 출생 후 간질세포의 발
생에 관한 연구에서 태자간질세포(fetal Leydig cells), 1
주령부터 6주령에서 관찰되는 부분적으로 분화된 세포
(partially differentiated cells) 및 완전히 분화된 간질세포
(fully differentiated Leydig cells)라는 용어로 기술되고 있
으나 이들 세포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부분적으로 분화
된 세포도 지방방울의 크기와 핵의 형태에 있어서 약간
의 차이만 있을 뿐 성숙간질세포와 유사하기 때문에 최
근에 흰쥐 [1, 22]와 원숭이 [30]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
과 같이 부분적으로 분화된 세포는 발달이 미숙한 성숙
간질세포로, 완전히 분화된 간질세포는 완전히 발달된
성숙간질세포(mature adult Lydig cells)로 바꾸어 사용하
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도 흰쥐에
서 적용되고 있는 용어를 채택하여 발달이 미숙한 성숙
간질세포(immature adult Leydig cells)와 완전히 발달된
성숙간질세포(mature adult Leydig cells)로 구분하여 다
른 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하였고 형태계측에서는 두 유
형을 구분하지 않고 성숙간질세포로 간주하였다.
New Zealand white 토끼에서 간질세포의 용적치밀도
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2.62%로 2.24%
를 나타낸 Ewing 등 [9]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Castro
등 [5]은 1.4%로 낮은 수치로 보고하였다. 또한 간질세
포의 절대용적과 혈청 및 고환내 testosterone 생성이 상
호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5] 하였으나 본 연구와 Ewing
등 [9]의 보고에서는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고환 조직의 고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본 연구와 Ewing 등 [9]은 고환을 관류 고

정하여 형태계측을 수행한 반면에 Castro 등 [5]은 고환
을 침지 고정하였다. 따라서 고환의 형태계측학적인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오차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형태계측에 앞서 고환을 관류고정 하는 것이 필
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고환내 간질세포 절대용적의 변화는 말에서 간질세포
의 크기보다는 간질세포의 숫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에 전형적인 계절번식 동물인 노루 [34]와 바위너구
리 [27]에서는 간질세포의 절대용적 변화는 숫자보다 크
기와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토끼에서 간
질세포의 절대용적 변화는 간질세포의 크기와는 크게
영향이 없고 숫자에 의해 설명될 수 있어서 말에서의 결
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차이의 의미는 계
절번식 동물과 년중 번식동물에서 간질세포 크기와 숫
자의 변화 양상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생 후부터 성 성숙 시기까지 사람 [28]과 원숭이
[30, 31]에서 관찰되는 간질세포의 유형은 태자간질세포
(fetal-type Leydig cells), 미숙한 간질세포(infantile-type
Leydig cells), 부분적으로 분화된 간질세포 및 완전히 발
달한 성숙간질세포로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본 실
험과 흰쥐 [1, 18, 24], 소 [35], 고양이 [33] 및 햄스터 [13]
에서는 3종류의 간질세포가 관찰되어 영장류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영장류에서
는 출생 후부터 성 성숙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간질세포의 분화 과정 중에 또 다른 유
형의 세포가 하나 더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토끼 고환 간질세포는 2단계의 발생양상을 나타낸다.
태자의 간질세포는 무과립형질내세망(smooth endoplasmic
reticulum)이 많고 혈관 주위에 집중적으로 위치하는 특
징을 갖고 있고 임신 초기 3주 동안에 발생하여 임신 잔
여 기간동안 이 특징이 유지되다가 출생 바로 직전에 무
과립형질내세망의 양이 감소한다. 출생 후에는 태자 간
질세포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관찰하기가 어렵고
출생 후 1주일에는 더 이상의 태자간질세포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 후 1주와 4주사이에 간질조직은 주로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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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중간엽세포와 적은 수의 발달이 미숙한 성숙 간질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5주부터는 완전히 분화된 성숙
간질세포(adult Leydig cells)가 관찰되기 시작하여 7주부
터 간질조직은 대부분 성숙 간질세포로 이루어져서 성
숙고환의 특징을 나타낸다 [14, 16]. 이와 관련하여 본
실험에서는 출생 후 1일에 간질조직은 주로 태자 간질
세포로 이루어져 있었고 7주령에는 완전히 발달한 성숙
간질세포가 관찰되기 시작하여 10주령 부터는 완전히
발달한 성숙 간질세포만이 관찰되었고 이후부터 36주까
지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토끼에서 성숙간질세포
는 본 연구결과와 Gondos 등 [14, 16]의 결과에서 약간
의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중간엽세포로부터 5주부터 7
주사이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10주령부터는 발생이 완성
된 다음 고환 발달 동안 이 형태의 성숙 간질세포가 유
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질세포에서 분비되어
수컷생식기관의 발생과 기능을 조절하고 정자발생
(spermatogenesis)의 개시와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
하고 있는 테스토스테론 [32]은 간질세포의 발생과 밀접
한 관련이 있어서 태자 시기에는 높고 [20], 출생 후 30
일 동안에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유지되며 6주
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7, 14]. 본 실험
에서도 혈청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측정한 결과 출생하여
35일 까지는 낮게 유지되다가 완전히 발달한 성숙 간질
세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49일령부터 급격하게 증가하
여 이러한 농도 변화 양상은 간질세포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생 후 태자 간질세포와 성숙 간질세포의 역학에 관
한 상호연관성은 동물의 종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 흰쥐에서 일부 태자 간질세포는 특별한 기능
없이 일생동안 존재하고 대부분은 2주 내에 변성을 초
래하여 사멸되며 발달이 미숙한 성숙 간질세포는 14일
에 나타난다 [1]. 흰쥐에서는 출생 후 초기 기간에 태자
간질세포가 성숙 간질세포로 전환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3]. 토끼에서는 출생 후 1일에만 태자 간질세포가 관찰
되는 것으로 보아 태자 간질세포는 임신기간동안에 기
능을 하고 출생 후 곧바로 사멸되며 성숙 간질세포가 중
간엽세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태자 간질세포는 성숙
간질세포의 발생에서 특별한 기능이 없는 것으로 생각
되고 간질세포의 분화의 양상은 동물에 따라서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황체형성호르몬 자극에 대한 고환내 테
스토스테론 생성은 1일령부터 35일령까지 낮게 유지되
었다. 이러한 결과와 형태계측학적인 결과를 결부시켜
보면 고환내 간질세포의 용적치밀도 및 절대용적, 고환
내 총 숫자 등은 이 시기에 일령에 따라서 유의성있게
증가하였으나 간질세포의 평균용적은 706 (1일령)-925

µm (35일령)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위의 연구자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
러나 간질세포 크기와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관련하여 1
일령부터 35일령까지 간질세포의 크기는 유의성이 없었
으나 테스토스테론 생성은 1일령에 유의성있게 감소되
었다. 이러한 이유를 본 연구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기
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1일령에는 태자간질세포만이
관찰되고 1주령부터 발달이 미숙한 성숙간질세포가 관
3

찰되기 때문에 간질세포는 황체형성호르몬 수용체를 갖
고 있다는 보고 [1, 4, 22, 32]로 미루어 보아 태자 간질
세포는 성숙 간질세포보다 황체형성호르몬에 대한 수용
체가 적거나 또는 황체형성호르몬에 대한 반응성이 떨
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토끼에서 출생 후 고환간질세포의 발생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생 후 1, 7, 21, 35, 49, 70, 105, 147, 196 및
252일령(n = 8마리/일령)의 토끼를 이용하여 태자 간질세
포의 출현과 변화상, 혈청내 테스토스테론 농도, 황체형
성호르몬 자극에 대한 고환내 테스토스테론 생성변화
및 성숙간질세포의 고환내 총 숫자와 평균용적을 등을
측정하였다. 토끼의 고환은 2.5% glutaraldehyde를 이용
하여 전신관류고정하고 조직 처리과정을 거쳐 Eponaraldite에 포매하였다. 초박절편기를 사용하여 1 µm로
절편한 다음 methylene blue-azure II로 염색하여 일반적
인 조직의 변화상과 형태계측을 하였다. 고환을 배양한
후 황체형성호르몬 자극에 대한 고환내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혈청내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방사면역측정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출생 후 1일령의 토끼 고환의 평
균용적은 0.0073 cm 이었고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52일
령에는 3.93 cm 이었다. 곱슬정세관의 용적치밀도는 1
일령에 33.76%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52일령
에서는 88.2%이었다. 1일령의 토끼에서 고환 간질조직
은 고환실질의 66.24%를 나타내었고 이러한 비율은 성
장하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52일령에 11.8%
를 나타내었다. 성숙 간질세포의 용적치밀도는 1일령에
0.001%이었으며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52
일령에는 2.62%에 도달하였다. 간질세포의 고환조직당
절대용적은 1일령(0.0012 mg), 35일령(0.25 mg), 49일령
(2.66 mg), 105일령(44.3 mg), 147일령(65.42 mg) 및 252
일령(102.9 mg)으로 일령에 따라서 증가하였다(P < 0.05).
고환조직 당 총 성숙간질세포 숫자는 일령에 따라서 점
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간질세포의 평균용적은 1, 7, 21
및 35일령에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이 후 점차적으로 계
속 증가하여 196일령과 252일령에는 3배 증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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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에서 출생 후 고환간질세포의 발생에 관한 연구
(P < 0.05). 혈청내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1, 7, 21 및 35
일령에는 유의성이 없었고 49일령과 70일령에 유의성
있게(P < 0.05) 증가하였으며 70일령과 105일령 그리고
147, 196일령 및 252일령에는 유의성이 없었다(P > 0.05).

황체형성호르몬 자극에 대한 고환내 테스토스테론 생성
은 1일령에 7, 21 및 35일령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
소하였고 49일령과 70일령에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105, 147, 196, 252일령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P > 0.05).
이상의 결과는 토끼에서 간질세포의 발생은 신생시기
(1-7일령), 성 성숙 이전시기(14-49일령) 및 성숙 시기(70
-252일령)로 3기로 나눌 수 있다. 발달이 미숙한 성숙 간
질세포와 완전히 발달한 성숙 간질세포는 각각 7일령과
49일령에 처음으로 관찰되고 49일령 이후에는 완전히
발달한 성숙 간질세포가 간질조직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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