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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elamine is an organic base and a trimer of cyanamide which contains 66% nitrogen by mass,

but it was sometimes illegally added to food products in order to enhance the apparent protein content

for the bigger profit. Many Chinese infants and pet animals fed melamine-containing formulas suffered

acute kidney failure with renal crystal formation. Fish feeds were also recently found to be contaminated

with melamine. This experiment has been designed to determine whether renal crystals can be experimentally

induced in crucian carp (Carassius carassius) fed melamine and cyanuric acid (each at 400 mg/kg/day for

3 days) in combination, and to compare experimentally induced crystals with those from pet animals with

triazine related renal failure. The results showed that all fish developed gold brown renal crystals arranged

in radial spherulites in the renal tubules, similar to those detected in the pet animals. 

Keywords : crucian carp, cyanuric acid, melamine, renal crystal, renal failure

서 론

멜라민(melamine; 2,4,6-triammino-1,3,5-triazine)은 66%

의 질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이며, 주방용품, 식기, 접

착제, 상업용 필터, 플라스틱, 코팅, 화학비료 등의 제조

에 사용되는 멜라민수지의 합성에 쓰이는 물질이다 [18,

19]. 멜라민은 동물에 섭취될 경우 대사되지 않고 90%

이상이 24시간 내에 소변으로 배설되며 [9], 멜라민 단

독으로는 독성이 별로 없으나, 멜라민과 멜라민 합성의

부산물인 cyanuric acid에 함께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들

이 수소결합에 의해 낮은 농도(0.2%)에서도 결정을 형

성하여 급성신부전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13]. 

한편 멜라민의 높은 질소함량 때문에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동물사료에의 첨가는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6]. 근래 아

시아와 북아메리카에서 높은 농도의 멜라민과 cyanuric

acid가 함유된 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에서 신부전증이

다수 보고되었으며 [3], 최근에는 중국에서 멜라민이 첨

가된 분유를 먹고 29만여 명의 유아와 어린이들이 신장

결석에 걸려, 5천여 명의 유아가 입원을 하였으며, 그 중

6명이 사망하였다 [10]. 

실험동물의 경우 멜라민과 cyanuric acid를 혼합하여

랫드에 투여하였을 때, 신장 무게의 증가와 갈색으로의

착색, 그리고 BUN, creatinine 수치의 상승이 관찰되었

으며 [20], 개와 고양이에서는 조직병리학적으로 원위세

뇨관과 집합관에서 갈색의 결정들이 관찰되었으며, 근

위세뇨관의 상피세포에서 다수의 초자적변성과, 세뇨관

강과 간질 내에서 호중구의 침윤이 관찰되었다 [14]. 또

*Corresponding author
Tel: +82-43-261-2617, Fax: +82-43-267-3150
E-mail: gjheo@cbu.ac.kr



260 왕성진·허강준

한 고양이 신장에서 세뇨관강 상피세포 내에 과립성의

호산성 세포질이 관찰되었고, 궁상정맥과 엽간정맥에서

울혈이 나타났다 [13]. 그리고 돼지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는 투여 24시간 내에 혈변이 나타났으며, 부검

시 신장표면에 부종과 신장 피질에서 반점들이 관찰되

었다 [14]. 

멜라민은 물에서 잘 희석되며, 어류는 포유류보다 멜

라민을 더 느리게 배설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어류의

경우 대부분의 질소 노폐물을 아가미를 통해 배설시켜,

포유류보다 광범위한 신장 손상에 잘 견딜 수 있다고 알

려져 있다 [11, 17], 또한 농어(Lateolabrax japonicus)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의 멜라민이 함유된 사료를 급

여 후 농어의 사료섭취가 감소하였고, 또한 상당량의 멜

라민이 어류의 근육 등의 식용조직에서 검출되었다 [2, 8].

현재 애완동물의 사료뿐만 아니라 어류의 양식용 사

료에서도 멜라민 오염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 멜라민이 첨가된 사료를 먹은 메기(Silurus asotus)가

대량 유통되어 문제가 되는 등, 멜라민의 공중위생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 [4].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멜라민

독성관련 연구는 포유류에 집중되어 있고 어류를 대상

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Adelman 등 [1]이 제시한 독성

시험 표준어류(standard fish)로서 채집과 실험이 용이하

고, 국내에서 널리 양식되고 있으며, 가장 넓은 서식처

를 갖는 담수어 중의 하나인 붕어(Carassius carassius)

를 대상으로 멜라민과 cyanuric acid의 혼합투여가 붕어

의 신장에 미치는 조직병리학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약제

공시약제로는 melamine(1,3,5-triazine-2,4,6-triamine,

C3H6N6; Sigma, USA)과 cyanuric acid(1,3,5-triazine-2,4,6-

triol, C3H3N3O3; Sigma, USA)를 사용하였다. 

공시어종 

2009년도에 부화한 붕어의 수컷 성어(평균 전체장:

24.5 ± 2.5 cm, 평균체중: 365.15 ± 116.45 g)를 충북 진천

의 관상어 양식조합에서 분양받아 수조 내에서 일주일

간 적응시켰다. 또한 적응기간 동안 사료는 담수어용 사

료(EP 6호; 대한사료, 한국)를 1일 1회 투여하였고, 시험

을 시작하기 24시간 전부터 절식시켜서 사용하였다. 

시험수조 

각 공시어는 공기주입장치와 순환여과장치, 온도조절

기, 그리고 형광등이 설치된 120 L의 유리수조에서 사육

하였으며, 수조의 수온은 24.2 ± 1.5oC로 유지하였다.

약제투여 

3개의 유리수조에 8마리씩의 공시어를 넣어, blank군

(blank group)과 대조군(control group), 그리고 실험군

(experimental group)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약제의 투

여는 모든 군의 어체를 benzocaine(C9H11NO2, FW 165.19,

mp 88oC; Sigma, USA)으로 3분간 마취시킨 후, 구강투

여 존대를 이용하여 실험군의 공시어는 각각 400 mg/kg

의 농도의 멜라민과 cyanuric acid를 1% carboxymethyl

cellulose(CH2CO2H; Sigma, USA)에 녹인 제제를 매일 1

회 3일간 연속 투여하였고, 대조군의 공시어는 1%

carboxymethyl cellulose만을 투여하였다. 투여를 마친 공

시어는 회복수조에서 마취에서 깨어나게 한 후, 원래의

수조로 이동하여 사육하였다.

 

부검 및 wet mount 검사 

마지막으로 약제를 투여한 지 24시간 후 공시어를 사

육 수조에서 꺼내어 마취하지 않고 둔기로 두경부를 가

격하여 기절시킨 후, 두경부 절단(cervical severance)에

의하여 희생시켰다. 즉시 공시어는 부검을 실시하여 신

장을 노출시켜 육안적으로 병변을 확인하였고, 신장을

2 × 3 mm의 크기로 잘라 2개의 슬라이드글라스 사이에

끼운 후 신장을 압착시켜 wet mount 표본을 만들어 광

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병리조직학적 관찰 

공시어의 신장 조직을 적출하여 10% 포르말린 완충

용액에 24시간 동안 고정한 후 에틸알코올 탈수 과정을

거쳐 파라핀으로 포매하였다. 4~5 µm의 파라핀 조직절

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 eosin 염색을 실시하여 광

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결 과
 

부검소견 

실험군의 신장은 크기가 정상보다 커지고, 신장의 표

면에 하얀색 침전양의 물질로 덮여 있음이 관찰되었다.

또한 질감은 젤리 양으로 정상 조직에 비해 쉽게 부서

졌다. 다른 장기에서의 특별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1).

Wet mount 소견 

Wet mount 검사에서 blank군과 대조군의 신장에서는

결정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군 8마리 모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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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에서 갈색의 구형 또는 타원형의 결정이 관찰되었

고, 몇 개 씩 덩어리져서 연쇄상의 형태로 관찰되었다

(Fig. 2).

병리조직학적 관찰 

실험군의 원위세뇨관과 집합관 내에서 몇 개 씩 덩어

리진 황갈색의 구형 또는 타원형의 결정이 관찰되었으

며, 이 결정들에 의해 집합관과 원위세뇨관의 관강이 심

하게 확장되고, 관강 내의 기저막과 편평상피세포의 변

형이 관찰되었다. 또한 결정을 갖는 관강 내에 다수의

호중구의 침윤 및 사구체의 확장성 변형이 확인되었다

(Fig. 3). 한편 대조군과 blank군에서는 특이적인 조직병

리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 1. The gross appearances of exposed kidneys in crucian carps. The surface of the kidneys were smooth and reddish

pink in blank group (A) and control group (B). The surface of the kidney had the small irregularities and numerous white

precipitates visible with the naked eye in experimental group (C).

Fig. 2. Photomicrographs of unstained wet-mount preparations of kidney sections from crucian carp. There is no remarkable

change observed in blank group (A) and control group (B). ×100. There are many crystals lined up within renal tubules

in experimental group (C). ×100. The typical golden brown crystals are arranged in radial spheroid aggregates shape

(spherulites) (D).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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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자유무역으로 인해 식품을 비롯

한 여러 물품들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수출입되고 있

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멜라민

을 혼입한 동물사료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어, 이러

한 동물사료를 가축 및 애완동물에게 급이하여 전 세계

적으로 멜라민 파동이 발생하였다 [4, 12].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메기 및 무지개송어(Oncor-

hynchus mykis)와 같은 어류에서도 멜라민과 cyanuric

acid를 각각 400 mg/kg의 농도로 경구투여 시, 신장 내

결석을 동반한 급성신부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2, 16].

어류는 포유류보다 화학물질들을 더 느리게 흡수하고

배출하는 냉혈동물로 체내의 반감기도 포유류보다 더

길다고 알려져 있어, 양식사료에 혼입되어 섭취된 멜라

민의 상당량이 출하 시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어류의

식용조직에 잔류하여 이를 섭취한 인간의 공중위생학적

인 측면에서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사료된다 [15]. 

수소결합에 의해 단단하게 결합되고 격자무늬를 생

성한 멜라민과 cyanuric acid는 결정 형태로 섭취되며

[21], 위내의 낮은 pH에서 해리된다. 두 화합물이 다른

pKa(melamine: 5, cyanuric acid: 6.9)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산성을 띄는 멜라민은 위내에서 대부분 흡수되고,

염기성을 띄는 cyanuric acid는 소장에서 흡수된다. 이

두 물질들은 신장을 통과하여 세뇨관에서 불용성의 결

정을 재생성하게 되고, 신장의 결정 침착은 신장 내 압

력을 증가시키고, 신장의 혈류량을 감소시킨다. 신장의

혈류량 감소는 사구체의 여과율을 감소시키게 되고, 결

과적으로 급성신부전(acute renal failure)을 야기하게 된

다. 또한 멜라민과 관련 유도체들은 125 mg/kg의 농도

이상에서 나트륨 배설 증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신전성 질소혈증(prerenal azotemia)을 일으킴으로써 급

성신부전을 심화시킨다. 이에 따라 멜라민과 cyanuric

acid 투여 후 포유동물에서는 식욕부진, 구토, 무기력,

다음, 다뇨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나고 임상병리학적으

로는 혈중 BUN과 creatinine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또

한 랫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멜라민과 cyanuric

acid를 각각 400 mg/kg의 이상의 농도로 3일간 투여 시

Fig. 3. Photomicrographs of histologic preparations of kidneys from crucian carp in experimental group. Dilated distal tubule

contains fragmented or globular crystals (A). Large aggregates of characteristic crystals penetrating through the tubular

epithelium to the basement membrane distend a tubule (B). Neutrophil is evident in the damaged tubule (C). Glomerular

distention is observed (D). H&E stai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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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의 요산 농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cyanuric acid

가 hepatic uric acid oxidase의 억제제로써 작용하여,

혈액 중의 요산의 농도를 증가시킨 결과이다 [5, 7, 20].

그리고 멜라민과 cyanuric acid를 각각 400 mg/kg의 이

상의 농도로 3일간 투여 시 어류에서 신장의 세뇨관강

내에서 다수의 결정과 함께 신부전이 발생한다고 보고

하였다 [14, 16].

본 실험에서 멜라민과 cyanuric acid를 각각 400 mg/

kg의 이상의 농도로 매일 3일간 붕어에게 경구투여하였

을 때, 신장의 세뇨관강 내에서 다수의 결정이 발생하였

다. Wet mount 검사에서도 방사형 모양에 갈색을 띄는

다수의 결정이 연쇄상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조직병리

학적 검사에서도 신세뇨관과 집합관에서 다수의 결정이

관찰되었으며, 이 결정들에 의한 세뇨관 상피세포의 괴

사와 상피세포 기저막의 파괴, 관강 내 호중구의 침윤,

관강의 확장과 사구체의 확장 등 급성신부전증의 소견

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멜라민에 오염된 동물

사료를 섭취한 개와 고양이에서 발생된 신장결석의 조

직병리학적 소견과 일치하였다 [3].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멜라민과 cyanuric acid을 각

각 400 mg/kg 씩 3일 동안 붕어에 경구투여하면, 신장

의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 멜라민과 cyanuric acid의 결

정(melamine-cyanurate crystal)이 형성되었고, 붕어의 신

장에 급성신부전의 병리학적 소견을 야기하였다. 따라

서 어류에서도 멜라민과 cyanuric acid를 사료에 혼합 투

여 시, 포유동물에서와 같이 신장에 유사한 조직병리학

적 손상을 일으킨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통하여 멜라민이 붕

어에 미치는 독성 영향을 평가함으로서, 추후 멜라민을

양식사료에 혼합 투여할 경우 다른 어종이나 수생동물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사료에 멜라민의 혼합 투여 시 여러 환경

조건에 따른 단기독성연구 뿐만 아니라 장기독성연구,

그리고 어류 체내 잔류에 대한 연구가 계속 수행되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멜라민과 cyanuric acid을 각각 400 mg/kg 씩 3일 동

안 붕어에 경구투여한 결과, 신장의 원위세뇨관과 집합

관에 멜라민과 cyanuric acid의 결정(melamine-cyanurate

crystal)이 형성되었고, 붕어의 신장에 급성신부전의 병

리학적 소견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어류에서도 멜라민

과 cyanuric acid를 사료에 혼합 투여 시, 포유동물에서

와 같이 신장에 유사한 조직병리학적 손상을 일으킨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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