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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eratological effects of enrofloxacin, a veterinary antibiotic, on the

embryos and fetus of hatching chicken eggs. A control group and four experimental fertilized egg groups were set up.

The four experimental groups were injected with 0.05 ml, 0.1 ml, 0.2 ml, and 0.3 ml enrofloxacin (50 μg/ml) respec-

tively. During the hatching period, the weights of total eggs, inside material(yolk and white) and embryos or fetuses,

embryo growth, and teratological effects were investigated. In the experimental groups (fertilized eggs injected with

0.05 ml, 0.1 ml, 0.2 ml and 0.3 ml enrofloxacin), the weights of total eggs were decreased, but the yolk and white

weights were increased by the higher amount of antibiotics. The weights of embryos (fetuses) in experimental groups

were 86.1%, 78.6%, 65.6% and 61.4% of the control, respectively. Retarded growth, deformity and embryo loss were

observed in experimental groups. Teratological effects such as undeveloped eyes, wings and legs, and deformed head

and bill were also detected. In conclusion, we found that veterinary antibiotics, enrofloxacin have made teratological

effects on the embryos and fetus of hatching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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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항생제는 종류에 따라 세균의 세포벽 합성 억제, 세

포막 기능장애, 핵산기능 억제 또는 단백질 합성 억제

등을 통하여 세균발육을 억지하거나 사멸시키는 작용

을 한다. 1928년 플레밍(Fleming)이 발견한 페니실린이

1940년 Chain과 Florey에 의하여 치료제로서 임상에

사용된 이후 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마이신, 클로르 암

페니콜 등 많은 항생물질들이 개발되었다.1)

동물에서는 1946년 스트렙토마이신을 닭에 투여한 무

어(Moore) 등에 의해 닭의 성장에 항생제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1949년 Stockastad와 Jukes

에 의해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을 투여한 닭에서도 성

장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후 1950년대

초부터 감염병 치료,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목적으

로 동물에서의 항생제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1,2)

엔로플록사신은 수의임상용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불소

를 함유한 제2세대 quinolone항생물로서, 세균의 DNA의

supercoiling을 조절하는 DNA gyrase를 억제하는 방법으

로 항균작용을 발휘하는 항균물질로 효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현재 동물항생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2,3,4)

더욱이 현대 양계업계는 대단위로 고밀도 사육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예민한 닭에 더욱 높은 부

담을 주게 되고, 닭의 육성기 말기에 질병 이환율이 매

우 높아서 닭 생산물의 저하 등과 같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엔로플록사신과 같은 동물항생제의 사

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5)

식품약품안전청의 2006년도 유해물질 정기선행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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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6년 국내 유통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축산물과

수산물에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생제가 다수 검

출되었다. 2006년도 총 600건에 대한 동물의약품 잔류

실태 조사결과에서도 닭고기 1건과 계란 2건에서 ‘엔로

플로사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

다.6,7) 한편 ‘2004년 동물의약품 실태조사에서는 총 240

건대 대한 동물항생제 31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총

6건에서 동물항생제가 검출되었으나 다행히 잔류허용기

준을 초과한 부적합 건수는 없었다. 그러나 2005년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600건 중 동물용 의약품 검출건수는

총 43건으로 증가하였고,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건수

도 총 600건 중에서 13건으로 증가하였다.6,7,8,9)

계란류 등에서 검출된 엔로플로사신이 인체에 들어오

면 체내에서 장시간 잔류하면서 영향을 나타내는 물질

로 알려져 있다. 이 동물항생제는 닭에게 기침하듯 콜

록거러는 증상을 발생시키는 바이러스는 효과적으로 제

거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변종형태

의 Campylobacter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1996년 이후 엔로플로사신을 가

금용 항생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란에 잔류되어 있는 엔로플

로사신의 독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양계산업에서 사

용하고 있는 엔로플록사신을 부화달걀에 투여하고, 병

아리가 달걀에서 부화되는 동안에 병아리 태자에게서

발생하는 최기형성을 측정하여 엔로플록사신의 잔류독

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설계

1.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할 유정난은 충남 조치원에 있는 부화장

에서 구입하였고, 유정난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날짜에 낳은 달걀 중에서 3일이 지나지 않은

것을 사용하였다. 유정난의 부화를 위하여 실험실용 자

동부화기(온도: 36oC, 습도L 18%)를 사용하였고, 달걀

이 부화되는 20일 동안 실험하도록 설계를 하였다.

약물은 엔로플로사신을 사용하였고, 최기형 독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부화하는 동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걀

의 무게를 측정하고, 달걀내용을 태자와 분리한 후에

이들의 무게, 독성상태, 기형발생 등을 육안과 해부현

미경(SZ-PT, Olympus)으로 관찰하였다.

2. 유정난의 약물투여방법

유정난에 약물을 투여하는 동안에 미생물이 달걀에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자기구, 도구, 증류

수, 시약 등을 멸균하여 사용하였고, 자외선이 설치되

어 있는 크린벤치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정난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하여 먼저 유정난의 뾰

족한 부분을 위로 놓고, 위에서 약 2 cm 정도 아래 부

분에 아크릴 칼로 구멍을 내었다. 그리고 투여될 약물

을 주사기에 넣고, 주사바늘이 달걀의 구멍에 깊게 넣

어 약물을 투여한 후에 촛물로 구멍을 메꾸어 달걀내

용물과 외부를 차단시키었다.

 

3. 실험설계

실험을 위하여 대조군과 4개 실험군에 유정난을 각

각 30개씩 배치하여 표시하여 Table 1과 같이 실험설

계를 하였고, 대조군에는 증류수, 각 실험군에는 엔로

플로사신(enrofloxacin)를 농도별로 구분하여 약물을 투

여하였다.

4. 자료정리 및 통계분석

실험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정리

하고, 실험군 및 대조군 사이의 유의성에 대하여 PC용

SPSS 프로그램(ver 12.0)을 활용하여 ANOVA분석과

T-test분석 등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엔로프록사신이 부화기간 동안 달걀 무게변화에

미치는 영향

부화기간 동안 각 실험군의 달걀무게 변화는 Table

Table 1. Design for toxicological effects of enrofloxacin on the hatching of chicken eggs

Groups No. of the fertilized eggs
Volume of enrofloxacin

(1 ml=50 μg/ml)
Dosage of enrofloxacine

Control 30 0.05 ml pure water -

Enrofloxacine(0.05 ml) 30 0.05 ml 2.5 μg

Enrofloxacine(0.1 ml) 30 0.1 ml 5.0 μg

Enrofloxacine(0.2 ml) 30 0.2 ml 10.0 μg

Enrofloxacine(0.3 ml) 30 0.3 ml 15.0 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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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같이 나타났다. 유정난을 자동부화기에 처음 넣는

날에 대조군의 달걀 무게는 57 g(부화 0일)이었는데, 부

화기간 동안에 계속 감소하여 부화 18일에는 달걀무게

가 49 g로 되어서 17.5%만큼 감소하였다.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달걀의 무게 감소

량은 대조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매우 크

게 나타났다(p<0.05). 부화 18일에 4개 실험군에서 달

걀무게는 각각 대조군 달걀무게의 97.8%, 96.7%,

94.4%, 93.4%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엔로플록

사신을 투여함으로 인하여 부화달걀의 무게가 대조군

보다 2.2%, 3.3%, 5.6%, 6.6% 만큼 더 감소된 것임

을 알 수 있다. 

2. 엔로플록사신이 부화계란의 내용물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부화기간 동안에 각 실험군별 계란 내용물의 무게변

화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유정난을 부화기에 넣

는 날(부화 0일)에 달걀의 내용물 무게가 53.8 g이었는

데, 부화기간 동안에 무게가 감소하여 부화 18일째에는

내용물 무게가 14.4 g로 나타나서, 병아리 태자가 성장

하면서 상대적으로 달걀 내용물은 73.2% 만큼 감소되

는 현상이 나타났다.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계란 내용물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많은 양이 남

겨져 있었다(p<0.01). 0.05 ml, 0.1 ml, 0.2 ml, 0.3 ml

등의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실험군의 경우에 계란 내

용물은 부화 18일째에 대조군에 비하여 25.2%, 29.1%,

39.5%(p<0.05)와 66.9%(p<0.01) 만큼 더 많이 남아

있었다. 

3. 엔로플록사신이 부화계란 태자의 체중증가에 미치는 영향

달걀 부화기간 동안에 각 실험군별 병아리 태자의 체

중변화는 Table 4와 같다. 부화기간 동안 병아리 태자는

성장하여 부화 18일째에 대조군에서 태자무게는 26.3 g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엔로플록사신을 0.05 ml,

0.1 ml, 0.2 ml, 0.3 ml를 투여한 각각의 실험군에서는

병아리 태자의 체중증가가 크게 둔화되어서 부화 18일

째에 병아리 태자의 무게가 대조군의 86.1%, 78.6%,

65.6%, 61.4% 수준 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통하여 엔로플록사신에

의하여 태자의 체중이 13.9%, 21.4%(p<0.05), 34.4%

(p<0.01), 38.6%(p<0.01) 만큼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4. 엔로플록사신이 병아리 태자의 발육성장에 미치는 영향

계란 부화기간 동안에 엔로플록사신이 각 실험군별

Table 3. Weight changes of the inside materials(yolk and white) of hatching eggs in each experimental group                      unit : g

Hatching

(day)
Control group

Enrofloxacin treated groups (1 m=50 μg/ml)

0.05 ml 0.1 ml 0.2 ml 0.3 ml

0 53.78 ± 3.45 53.25 ± 2.61 53.97 ± 3.74 53.14 ± 3.58 53.46 ± 3.20

5 46.04 ± 4.29 46.33 ± 3.29 47.85 ± 3.01 49.10 ± 3.78* 50.69 ± 6.42*

9 40.52 ± 3.71 40.75 ± 2.99 41.25 ± 3.45 43.70 ± 5.70* 46.55 ± 1.77*

12 32.48 ± 1.21 35.72 ± 1.75 39.71 ± 3.87 40.91 ± 2.72* 45.72 ± 1.15*

14 24.16 ± 217 29.54 ± 0.56 28.80 ± 4.14* 31.66 ± 1.12* 37.61 ± 3.52*

18 14.42 ± 0.67 18.05 ± 1.21 18.62 ± 3.53* 20.12 ± 4.20** 24.07 ± 2.48**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 : Ver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1

Table 2. Weight changes of hatching eggs in each experimental group                                          Unit : g

Hatching

(day)
Control group

Enrofloxacin treated groups (1 m=50 μg/ml)

0.05 ml 0.1 ml 0.2 ml 0.3 ml

0 56.98 ± 4.45 57.25 ± 2.61 57.97 ± 4.74 57.14 ± 5.58 57.46 ± 4.20

5 56.73 ± 4.32 56.10 ± 3.62 53.51 ± 3.30 54.38 ± 4.21 55.48 ± 4.36

9 49.94 ± 3.50 52.92 ± 1.54 53.13 ± 4.45 53.38 ± 6.51 52.47 ± 1.67

12 49.69 ± 5.06 52.74 ± 1.62 53.86 ± 4.87 56.57 ± 8.41 50.82 ± 2.76

14 49.72 ± 3.66 49.07 ± 1.98 48.85 ± 5.14 49.26 ± 1.60 48.11 ± 4.29*

18 49.01 ± 2.95 47.92 ± 1.87 47.40 ± 4.16 46.26 ± 2.68* 45.78 ± 2.57*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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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 태자의 발육성장에 미친 영향은 Table 5와 같

다. 부화기간 동안 태자의 발육성장에 문제가 발생한

비율이 대조군에서는 2.7%이었는데, 엔로플록사신을 투

여한 실험군에서는 10.8%, 18.5%, 59.3%, 74.1% 등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엔로플록사신의 투여량이

증가함에 따라 태자 발육저해 현상도 비례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엔로플록사신을 0.2 ml와 0.3 ml을 투

여한 실험군에서 기형과 발생손실이 높은 빈도로 발생

하였다.

5. 엔로플로사신에 의한 병아리 태자의 최기형 독성 발생

계란이 부화되는 동안에 엔로플록사신의 투여로 인하

여 병아리 태자에게 기형이 발생한 결과가 Figure 1이

다. 육안으로 볼 있을 정도로 특이하게 기형이 발생한

것은 부화 9일째부터이었다. 

부화 9일째에 0.3 ml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실험군

에서 머리에 실핏줄이 몰려있고, 몸체가 완전히 형성되

지 않아서 심장이 돌출되어 심장이 뛰는 모습이 보이

는 기형이 관찰되었다.

부화 11일째에도 0.3 ml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실험

군에서 양눈이 발달되지 않고, 부리가 비정상적으로 돌

출되어 있고 몸이 발육되어 있지 않은 기형이 관찰되

었다.

부화 12일째에도 0.3 ml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실험

군에서 목이 발달되지 않아 머리와 몸통이 붙어 있는

기형이 관찰되었고, 다리의 뼈가 발달되지 않아서 잘려

져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복부가 발달되지 않아 속

이 훤히 보이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부화 14일째에는 0.05 ml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실

험군에서도 다리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로 가늘고 꺽여

져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0.1 ml 엔로플로사신

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도 머리에 이상물질이 붙어있는

기형현상과 윗 부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는 현상도 관

찰되었다.

부화 18일째에는 0.3 ml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실험

군에서는 탯줄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 있었고 복부가

밀봉되지 않아서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관

찰되었고, 다리의 미발달로 인한 기형현상이 관찰되었다.

IV. 고  찰
 

계란 껍질에는 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어서 계란은 이

곳을 통하여 가스확산에 의하여 호흡작용을 할 수 있

다. 특히 계란에 있는 구멍들은 뾰족한 부분(the sharp

end)보다는 뭉퉁한 부분(the blunt end)에 더 많이 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계란이 부화하는 동안에 병아리 태

자의 호흡에서 뭉퉁한 부분이 뾰족한 부분보다 더 중

요하다.1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계란의 뾰쪽한 부분에

서 약물을 투여하였고, 자동부화기에 유정난을 넣을 때

에는 뭉퉁한 부분이 위로 향할 수 있도록 놓아서 계란

의 구멍들에게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호흡할 수 있

도록 실험을 실시하여 엔로플록사신이 병아리 태자

Table 4. Weight changes of embryos or fetus of hatching eggs in each experimental group                            unit : g

Hatching

(day)
Control group

Enrofloxacin treated groups (1 m=50 μg/ml)

0.05 ml 0.1 ml 0.2 ml 0.3 ml

5 0.19 ± 0.03 0.20 ± 0.06 0.28 ± 0.08 0.20 ± 0.04 0.21 ± 0.04

9 1.78 ± 0.16 1.54 ± 0.99 1.50 ± 0.45 1.46 ± 0.10 1.40 ± 0.06

12 6.50 ± 0.34 6.33 ± 0.90 6.07 ± 0.79 5.33 ± 0.64 5.10 ± 0.84*

14 13.36 ± 0.44 12.31 ± 0.84 11.74 ± 0.84* 11.40 ± 0.21* 10.41 ± 0.94*

18 26.26 ± 0.60 22.62 ± 1.92 20.65 ± 1.08* 17.23 ± 2.18** 16.13 ± 2.48**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 : Ver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1

Table 5. Incidents of toxic effects in embryos (fetus)                                                                 Unit : %

Control
Enrofloxacin treated groups (1 m=50 μg/ml)

0.05 ml 0.1 ml 0.2 ml 0.3 ml

Retarded growth 0.00 4.41 7.41 25.93 14.81

Deformity 0.00 2.70 3.70 22.22 29.63

Embryo loss 2.70 3.70 7.41 11.11 29.63

Total 2.70 10.81 18.52 59.26 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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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ken embryo)의 발육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

였다.

계란이 부화하는 동안에 껍질을 통하여 산소를 흡입

하고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호흡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

화기의 내부 환경조건을 온도: 36oC, 습도: 18%로 유

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조군의 유정난은 자동부화기

에 처음 넣는 날에 무게가 57 g(부화 0일)이었고, 부화

18일에는 달걀무게가 49 g로 되어서 약 17.5% 수준으

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병아리 태자가 성장하면서 계란

껍질 밖으로 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Yu12)의 실험연구에서도 부화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병아리 태자의 호흡작용이 활발

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껍질을 통한 가스교환작용이 크

게 일어나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크게 증가하였

Fig. 1. Photographs of teratological effects of enrofloxacin during the development of chick embryo by using optical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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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실험

군에서 계란의 무게 감소량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났다(p<0.05). 엔로플록사신을 투

여함으로 인하여 부화달걀의 무게가 대조군 보다 2.2%,

3.3%, 5.6%, 6.6% 만큼 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엔로플록사신이 계란에 잔류함으로 인하여 이

산화탄소가 정상수준 이상으로 배출되었거나 그 밖의

가스나 수증기가 배출되어 계란무게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화기간 동안에 병아리 태자는 계란의 난황과 난백

을 이용하여 발육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계란의 내용물

과 태자의 무게는 서로 역비례관계를 나타난다. 본 실

험에서 대조군의 내용물이 부화 0일에 53.8 g이었는데

부화기간 동안 계속 감소하여 부화 18일에는 14.4 g로

감소되었지만, 태자의 체중은 유정난에서 0.01 g이었지

만 부화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여 부화 18일째에는 26.3

g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계란의

내용물과 태자 체중의 변화가 대조군에서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계란의 난황과 난백의 감소량과 태자

체중 증가량이 크게 둔화되었는데, 엔로플록사신의 투

여량에 비례하여 이러한 현상은 더 크게 나타났다. 0.3

ml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경우에 계란 내용물의 무게

가 부화 18일째인데도 불구하고 대조군 보다 66.9%

만큼 많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태자의 체중은 대조군 보다 38.6% 만큼 낮아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이러한 결과의 원

인은 부화기간 동안에 병아리 태자가 난황과 난백의 영

양물질을 이용하는 것은 약물로 투여된 엔로플록사신이

나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엔로플록사신

의 화학식은 1-cyclopropyl-7-(4-ethyl-1-pipera-zyinyl)-6-

fluoro-1,4-dihydro-4-oxo-3-quinolinecarboxylic acid로서,

친수성 퀴놀론계 합성항균제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15) 퀴놀론의 이러한 화학적 성질로

인하여 동물의 경구로 투여되었을 경우에 위장관을 통

하여 쉽게 흡수되어 혈중 농도가 경구 투여 후 1-2시

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

서 난황에 투여된 엔로플록사신이 부화 3일부터 형성

된 실핏줄을 통하여 영양물질과 함께 태자 체내에 이

동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현상은 태

자가 난황과 난백의 영양을 이용하는데 엔로플록사신

이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근거

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엔록플록사신이 병

아리 태자의 체중을 감소시키는데 직접적 관여를 하였

는지,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태자의 체중을 감소시

겼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Davies 등17)는

흡연모가 비 흡연모에 비해 매일 294 kcal와 10 g 단백

질을 더 섭취하였지만 심한 흡연을 하는 산모의 아이

는 분만시 8% 이상의 체중감소를 보였으며, 생리적 성

장 및 지능적 능력에도 장기간 부작용을 보였다고 보

고하였다. 한편 Lee & Han18)은 임신한 흰쥐에게 10,

20, 30 mg/kg 메틸수은을 경구로 투여하였을 태자의 체

중이 16.7%, 34.1%, 88.9%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

며, 태자체중의 감소원인은 lower mitotic growth rate

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부화기간 동안에 태자의 체내에 들어오게 된 엔로플

록사신은 자연스럽게 병아리 태자의 손실, 발육과 성

장, 기형 발생들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의 Table 5에서 엔로

플록사신에 의한 병아리 태자의 손실, 성장 및 발육지

연, 기형발생 등의 발생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엔로플

록사신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태아손실, 발육 및 성장지

연 등의 발생율이 매우 크게 나타났고, 그 발생율이 엔

로플록사신의 투여량에 비례하며 증가하였으며, 0.3 ml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태자손실, 발육성

장 지연 등의 독성작용 발생율이 74.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생체발육과정은 각 생물체 마다 특이한

creode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장억제물질은 이에 대

하여 canalization을 높임으로서 성장 및 분화에 이상을

초래하는 것이다.19) Dactinomysin은 RNA 합성을 억제

하고 posterior portion에 발생을 억제하는 형태로 병아

리 태자의 발생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

데,20,21) 엔로플록사신의 병아리 태자의 발생 및 성장에

대한 억제기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부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체의 발생에 저해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들은

성장과 분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을 억제할 뿐

만 아니라 분화방향에 변화를 일으켜 기형을 일으킬 수

도 있다. Cyclophosphamide의 경우는 alkyl제의 하나

로서 성장억제, 항면역성, 최기형 및 유전이상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22) Wooley23)

는 Mustard계 제제가 alkyl화에 의하여 단백질의 변화와

효소의 불활성화를 일으킨다고 하였으며, Bodenstein24)

은 이것이 세포핵에 대하여 핵농축, 팽창, 염색체 분리

단절, 핵분열억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Drag25)는 이 물

질이 세포분열을 억제하나 간질증식을 초래한다고 하

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다양한 기형발생이 부화 9일째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

는데, 이것은 부화 9일째부터 병아리 태자가 왕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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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육과 성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12) 0.3 ml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부화 9일째부터

심장, 가슴 부위 등이 불완전하게 발육되어 밖에서 볼

수 있는 기형이 관찰되었고, 부화 11일째에서는 양쪽이

형성되지 않은 기형도 발생하였으며, 부화 14일 부터는

다리의 성장이 지연되거나 차단 됨으로 인하여 기형의

형태로 나타났다. 0.05 ml와 0.1 ml 엔로플록사신을 투

여한 실험군에서는 부화 14일에 머리형성에 기형이 발

생하였고 윗부리가 발육하지 않은 기형현상도 관찰되

었다. 

엔로플록사신이 병아리 태자의 기형발생 기전은 명확

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세균에 대한 약리작용으로서

표적물질은 세균의 DNA gyrase,2) DNA topoisomerase

II,4) DNA topoisomerase IV13)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효소들에 작용하여 DNA합성

을 저해하고, 이런 결과로 인하여 세균의 대사와 증식

에 필요한 DNA 복제, 유전정보 전달, 재조합의 기능이

차단한다.14,15) 이러한 약리작용이 태자가 발육하고 성장

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 결과

가 각종 기형발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부화 11일째부터 다리 발육과 성장의 지연으로

인한 기형형태가 관찰되어서 엔로플록사신이 골격의 형

성과 분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골

발생에는 유리연골에서 발생하는 연골내골화 방식과 중

간엽 또는 고유결합조직에서 발생하는 막내골화의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모든 기존의 중배엽이 골 조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포함된다.26,27) 또한 골격의 형성은 단순

히 세포의 분화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

향성이나 위치에 따른 분화양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 Hox 유전자들이 경골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bone morphogenetic protein(BMP)의 발

현을 조절하여 형태형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러한 BMP에 의한 골형성과정은 lipoxygenase를

통한 지질대사물들의 생성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8)

V. 결  론

본 연구는 동물항생제로 사용하고 있는 엔로플록사신

의 병아리 태자에 대한 최기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

화계란을 이용하여 독성실험을 실시하였다. 유정난을

구입하여 엔로플록사신(50 μg/ml)을 0.05 ml, 0.1 ml,

0.2 ml, 0.3 ml(50 μg/ml) 투여한 후에 실험실용 자동부

화기에 부화시키면서 병아리 태자에게 발생하는 독성

과 최기형 현상을 관찰하였다.

엔로플록사신을 투여로 인하여 부화 18일째에 계란

의 무게가 대조군 보다 2.2%, 3.3%, 5.6%(p<0.05),

6.6%(p<0.05)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계

란 내용물(난황과 난백)은 대조군에 비하여 25.2%,

29.1%, 39.5%(p<0.05)와 66.9%(p<0.01) 만큼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많이 남아 있었으며, 태자의 체중은 대조군

에 비해 13.9%, 21.4%(p<0.05), 34.4%(p<0.01), 38.6%

(p<0.01) 만큼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엔로플록사신을 투여한 각 실험군에서 태자 발육

지연, 기형발생, 태자 손실 등이 10.8%, 18.5%, 59.3%,

74.1%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형을 보면, 부화 9일째에 몸체가 형성되지

않고 심장이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고 있었고, 부화 11

일째에는 양눈이 형성되지 않는 기형이 발견되었다. 부

화 12일 목이 발달되지 않고, 다리 뼈가 발달되지 않아

잘려져 있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부화 14일째에는 머리

에 기형이 형성되고 위부리가 발육되지 않은 기형도 발

견되었다. 그리고 부화18일째에는 탯줄 비대현상과 복

부가 밀봉되지 않아 내장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

상, 그리고 다리 기형을 관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동물항생제로 사용하고

있는 엔로플로사신이 병아리 태자에게 최기형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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