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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oconazole (KET) is an antifungal drug with a broad spectrum of activity that also induces reproductive toxicity

in humans and animals. KET inhibits C17-20 lyase which blocks the conversion of 17 α-hydroxyprogesterone to

androstenedione. The effect of Cuscutae semen(CS) extract against KET-induced testicular damage was evaluated in

male rats. CS extract was administered orally (100 and 200 mg/kg) for 26 days. Three weeks after CS extract

administration, KET was CS-administered intraperitoneally at a dose of 100 mg/kg once a day for 5 days. KET-induced

reproductive toxicity was associated with clear reductions of the weights of testes and epididymides, sperm indices and

serum testosterone levels. In addition, marked oxidative damage to testicular lipids and alterations of natural

antioxidant enzymes were reported in association with KET toxicity. Most of the KET-induced effects were greatly

decreased with the concomitant application of CS extract. This study suggests a protective role of Cuscutae semen

extract that could be attributed to its antioxidan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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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사회가 서구화된 식생활과 빠른 문명의 발달을 하면서

정신적 stress, 환경오염물질에의 노출과 흡연, 음주, 과로 등에

의해 성기능의 이상, 성기능과 관련된 기관들의 손상, 불임률의

증가 등과 같은 의학적 및 사회적 문제가 증가 추세에 있다
1)

.

불임이란 부부생활을 시작한 후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2). 불임증

의 종류에는 1차성 불임과 2차성 불임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1차

성 불임이란 과거에 한 번도 임신을 해 본 적이 없는 불임을 말

하며 2차성 불임은 과거에 임신을 해 본 기왕력이 있으나 그 후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을 말한다. 정상적인 한 부부가 각 배란주

기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 20~25% 정도이며, 1년 안에

약 90%의 부부가 임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부인과 외래 환자의 8%가 불임증이고 이중 1차성과 2차

성의 비율은 6 : 4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불임환자 진료 인원' 자료

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정관폐쇄·다낭성난소증후군

등 불임 관련 질병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04년 15만1981명에서

2008년 19만4405명으로 28% 증가했다. 이 중 20·30대 연령층이

17만3514명(2008년 기준)으로, 전체의 89%에 달했다. 30대 불임

치료 환자는 2004년 8만1818명에서 2008년 11만5589명으로 지난

4년 사이 무려 41.3%가 늘었고, 20대도 2004년 5만3387명에서

2008년 5만7925명으로 8.5% 증가했다.

통계에 의하면 15%위 부부들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

부부이며, 불임부부 중 30~50%는 정자 형성 장애나 정자의 질

적 또는 양적인 문제 등으로 야기되는 남성불임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3)

. 남성불임의 원인으로는 고환에 선천적장애나 질병

에 의한 염증이 생길 경우, 성염색체에 선천적 이상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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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정맥류로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 고환·부고환·정관·

사정관이나 전립선 등의 염증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정자수송

장애가 있으나 50% 이상이 원인불명의 무정자증(azoospermia),

정자의 활동성이 약한 약정자증(severe depressed sperm

motility) 또는 정자수가 적게 만들어지는 감정자증

(oligozoospermia)을 나타내고 있있으며
4)

, 그 요인을 찾으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사자(Cuscutae semen)는 메꽃과에 속하는 식물로 한국을

위시한 동양에서 자생하는 토사의 종자를 가을에 체취하여 햇볓

에 말린 것으로 이는 강장, 강정, 보간 및 지갈등에 효과가 우수

하여 한방에서는 토사자환, 토사자탕 및 토사자산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지금까지 토사자에 대한 생리학적인 연구로서 종기,

기미, 색소침착등의 개선, 자양강장, 항균, 간기능 보호작용, 항돌

연변이 및 항산화효과등5-8)에 대하여서는 알려져 있으나 불임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웅성 흰쥐의 성기능 저하시키는 물질로 병원성 진균 및 그

람 양성균에 대해서도 항균력을 나타내어 비교적 광벙위한 항진

균력을 가지고 있어 널리 사용되는 항진균제로 사람과 동물에서

testosterone의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로 cytochrome P-450을 매

개로 하는 수소화반응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여 성선과 부신에서

의 스테로이드 합성을 억제하여 testosterone과 cortisol의 생성을

저해 하는9,10) ketoconazole을 이용하여 불임을 유발할 목적으로

ketoconazole을 투여하여 고환독성 및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

시킨 실험동물에서 토사자 추출물을 전처리하여 생식장기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혈액에서의 호르몬 변화, 고환 조직 중의

항산화 체계를 분석하여 free radical 소거능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동물 및 재료

본 시험에 사용한 SFP Sprague Dawley(SD)계 체중 180±10

g의 수컷 흰쥐 및 ICR계 30-35 g의 수컷, 암컷 생쥐는 효창사이

언스(대구)로 부터 분양 받아 동물사에서 일정한 조건(온도 :

22±0.5℃, 습도 : 46-60%, 명암 : 12시간 light/dark cycle)으로 1

주 동안 검역과 순화 사육을 거친 건강한 동물로 실시되었다.

사료는 실험동물용 고형 사료(천하제일사료, 대전시 대화동), 음

수는 상수도를 자유 섭취시켰다. 이때 효소 활성의 일중의 변동

을 고려하여 실험동물을 일정시간(오전 10:00-12:00) 내에서 처치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토사자는 부산진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토사자 분말 1 kg에 증류수 1 L로 열수추출하고 감압 농축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토사자 추출물은 735 g 으로 수율은 약

73.5%이였다. 토사자 추출물은 식염수로 희석한 4% Tween 80에

현탁(100, 200 mg/kg)하여 26일간 경구로 투여하였으며,

ketoconazole은 100 mg/kg을 마지막 5일간 복강내로 투여하였

으며 마지막 투여 12시간 후에 처치하였으며 실험동물은 처치

전 12시간 동안 사료를 제거하고 물만 섭취하도록 하였다. 본 실

험은 경성대학교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험윤리

규정을 준수 하였다.

2. 효소원의 조제

시료의 투입이 끝난 실험동물에 CO2로 가볍게 마취시키고

복부 대동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고 고환과 부고환을 적출

하여 생리식염수에 씻은 후 여지로 가볍게 압박하여 남아 있는

혈액 및 생리식염수를 제거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30분간 실온에

서 방치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

하여 혈액 중 testosterone 함량을 측정하였다.

고환은 생리식염수로 씻은 후, 여지로 조직에 남아 있는 혈

액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고환 조직 1 g 당 10배량의

150 mM KCl (pH 7.4)을 가하고 빙냉상에서 glass teflon

homogenizer로 마쇄하였다. 이 마쇄액은 homogenate 분획으로

하였으며, 이 분획을 냉장 원심분리기로 600×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핵 및 미 마쇄 부분을 제거한 상층액을 고속 원심분리

기로 10,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 고환 조직의 침전물을

동량의 150 mM KCl (pH 7.4) 용액을 가하여 현탁시킨 시료액을

다시 10,000×g에서 30분간 재 원심 분리하여 mitochondria 분획

을 얻었으며, 상층액은 다시 105,000×g에서 60분간 초원심 분리

하여 얻은 상층액을 cytosol 분획으로, 이렇게 얻어진

homogenate 분획에서는 lipid peroxide, glutathione 함량을 측

정하였고, cytosol 분획에서 superoxide dismutase 활성을 측정

하였고 mitocondria 분획에서 catalase 활성을 측정하는 효소원

으로 사용하였다.

3.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수컷 생쥐에 26일간 토사자 추출물(100, 200 mg/kg)을 경구

투여하고, 투여 마지막 5일 동안 ketoconazole(100 mg/kg)을 복

강내 투여하여 실험에 이용하였으며, 실험 시 암컷 생쥐를 정확

하게 발정시키기 위하여 실험 48시간 전에 estradiol

benzoate(150 ㎍/animal)를 식물성 기름(olive oil)에 섞어 피하에

주입하였고 실험 4시간 전에는 progesterone(750 ㎍/animal)을

근육 주사하여 발정을 유도하였다11,12).

조용한 암실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조명은 실험이

가능한 최소한의 밝기의 조명으로 하였다. 실험은 매번 오후 9시

에 시작하였으며 투명한 플라스틱 수조에서 진행하였다. 각 군당

수컷 생쥐 3마리로 하였으며, 한 수조에 수컷 생쥐 한 마리와 발

정 유도된 암컷 생쥐 3마리 넣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한 수조에

수컷 생쥐와 암컷 생쥐를 넣고 투명한 플라스틱 막으로 2시간 동

안 격리 시켜 적응시킨 후 수컷과 암컷을 만나게 하였다. 수컷과

암컷 생쥐가 만난 시간부터 2시간 이상을 video camera로 녹화

와 동시에 관찰하였다.

수컷과 암컷이 만난 후 2시간 동안의 교미 행위를 관찰하였

다. 교미 행위 판단은 ML(latency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female to the first mount, 첫 교미 시도 시간), MF(number of

mounts without penile insertion during the 2hr test period, 2시

간 동안 수컷이 삽입하지 않고 교미 시도한 횟수), IL(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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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introduction of the female to the first intromission, 수

컷이 삽입하여 첫 교미한 시간), IF(number of mounts with

penile insertion during the 2hr test period, 2시간 동안 수컷이

삽입 교미 한 횟수)로 실험을 판단하였다11).

4. 정자에 미치는 영향

1) Spermatozoal 농도

Yokoi 등의 방법13)을 변경하여 시료 투입이 끝난 실험동물

에 CO2가스로 가볍게 마취시킨 후 개복하여 고환, 부고환 및 성

선을 적출하여 부고환과 성선부터 정액을 채취하고 희석피펫

(1:200) 으로 200배 희석하여 1~2방울 버리고 hemocytometer에

1방울 떨어뜨린 후 cover glass로 덮어 현미경 (100배)으로 정자

의 수를 확인하였다.

2) Viability sperm

정액에 eosin-nigrosin 시약(eosin Y 6.7 g + nigrosin 100 g

/ saline 1 L)을 1:1 비율로 가하여 30초 정도 반응 후 현미경(400

배)으로 관찰하였다. 머리 부분이 흰색은 살아 있는 정자, 머리

부분이 염색되어 연홍색 또는 붉은 색으로 나타날 경우 죽은 정

자로 판단하였다14).

5. 혈액에서의 호르몬 함량 측정

1) Testosterone 함량 측정

복부 대동맥에서 채취한 혈액을 원심분리(3000rpm, 10분)

시켜서 얻어진 혈청으로 분석하였다. 혈청 500 ㎕에 1% formic

acid 1500 ㎕을 가한 후 solid phase extraction( Supel-Select

HLB SPE 30 mg/1 ml, SupelCS )로 여과하여 분석하였다. 액체

크로마토-텐덤질량이온분석기(Liquid Chromatograh-Triple

Quadrupole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칼럼

은 Zorbax SB C18(5 cm, 2.1×4.3 mm)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HPLC용 methanol과 0.1% formic acid를 7:3의 비

율로 0.3 ml/min의 유속으로 하였고 시료는 10 ㎕를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QQQ Mass의 조건은 ion source(Electro spray ionization,

ESI), nebulize pressure(55psi), gas flow(10 L/min), source

temp.(350℃), scan mode(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delta EMV(400V)로 하였으며 testosterone 표준품은 Sigm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Follicle-Stimulating hormone과 Luteinzing hormone 측정

FSH(여포자극호르몬, follicle stimulating hormone)와 LH

(황체형성호르몬, luteinizing hormone)은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을 기초로 한 sandwich method

kit (DIAsource, Belgium)을 사용하였다.

즉, microtiterwell에 시료 25 μL를 넣고 효소 conjugate을

100 μL 가한 후 10초 동안 혼합시키고 실온에서 30분 동안 반응

시킨다. 반응이 끝나면 well을 힘껏 흔든 후 400 μL 정도의 증류

수로 5회 세척하고 sbstrate solution 100 μL를 가한 후 실온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 시킨 후 stop solution 50 μL을 가하

여 반응을 종료시키고 blank를 대조로 파장 450 ㎚ 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표준 검량선에 준해 혈중 함량은 mIU/ml로 표

시하였다.

6. 고환 조직 중 Lipid peroxide 및 Glutathione의 함량 측정

지질과산화 함량 측정은 Ohkawa15) 등의 방법을 변경하여

고환 조직 1 g당 10배량의 150 mM KCl (pH 7.4)를 가해 마쇄하

고 이 10% 마쇄액에 동일한 buffer를 동량 가하여 3시간

preincubation 시킨 후 8.1% sodium dodecyl sulfate와 20%

acetate buffer(pH 3.5) 및 발색의 목적으로 0.8% thiobarbituric

acid를 가한 후 95℃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실온에서 냉각 후

에 n-BuOH : pyridine(15:1)을 첨가하여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생성된 홍색의 n-BuOH : pyridine 층을 취하여 파장 532 nm에

서 그 흡광도를 측정하여 표준 곡선에서 그 함량을 고환 조직 1

g 당 malondialdehyde nmole로 표시하였다. Glutathione 함량

측정은 Ellman의 방법
16)
에 준하여 고환 조직 homogenate 0.5 ml

에 4% sulfosalicylic acid 0.5 ml을 가하고 25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 0.3 ml을 취하여 disulfide reagent 2.7 ml

을 넣고 20 분간 방치 후 41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표준

검량선에 준하여 산정하였다.

7. 고환에서의 효소 활성의 측정

1) Superoxide dismutase 활성의 측정

Marklund와 Marklund의 방법17)에 준하여 0.2M potassium

phosphate buffer (200 μM cytochrome C, 100 μM EDTA 함유

pH 8.6) 1.0 ml에 효소액 0.2 ml를 가하여 ice bath 상에서 20분

간 방치하고 test에는 alkaline dimethyl sulfoxide(DMSO)용액

0.5 ml, blank에는 non-alkaline DMSO 용액 0.5 ml를 각각 가하

고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파장 550 nm에서 감소되는

cytochrome C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alkaline DMSO-mediated

cytochrome C reduction을 50% 억제하는 enzyme 량을 1 unit로

산정하여 활성도를 표시하였다.

2) Catalase 활성의 측정

Aebi의 방법
18)
에 준하여 50 mM potassium phsophate

buffer(pH 7.0)중에 기질인 10 mM H2O2의 환원되는 정도를 파

장 240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읽고 분자흡광계수 0.041

mM
-1

cm
-1
을 이용하여 활성도를 산정하였다. 효소활성의 단위는

1분당 1 mg protein이 분해하는 hydrogen peroxide의 양을 μ

mole로 표시하였다.

3) Glutathione peroxidase 활성의 측정

Pagila와 Valentine의 방법19)에 준해 hydrogen peroxide,

glutathione 및 NADPH가 함유된 0.1 mM Tris buffer(pH 7.2)중

에서 효소액을 가하여 파장 34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표준

검량선에 준하여 활성도를 산정하였다. 효소 활성의 단위는 1분

간 1 μM NADPH를 산화시키는 효소의 양으로 정의하였다. 당

1 ㎎ protein이 생성하는 NADP의 양을 nmole로 표시하였다.

8. 단백질 정량 및 통계처리

단백질의 함량은 Lowry 등의 방법
20)
에 준하여 bo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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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um albumin(Sigma, Fr. V)을 표준품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평균치±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였다.

결 과

1.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토사자 추출물 투여에 의한 성기능 향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26일간 토사자 추출물(100, 200 mg/kg)을 경구 투여하고,

투여 마지막 5일 동안 ketoconazole(100 mg/kg)을 복강내 투여

하여 고환독성을 유발한 수컷 생쥐와 실험 48시간 전에 estradiol

benzoate (150 ㎍/animal)를 피하에 주입하고 실험 4시간 전에는

progesterone(750 ㎍/animal)을 근육 주사하여 발정을 유도 암컷

생쥐의 교미 행위를 2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가 Fig. 1이다.

정상군에 비하여 고환독성 유도군의 ML이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 Ketoconazole과 토사자 추출물 100 mg/kg과 200

mg/kg 동시 투여군의 ML은 각각 21.3분과 21.0분으로 고환독성

유도군의 32.8분보다 약 35.1%와 36.0% 단축되었고, IL도 고환독

성 유도군이 33.3분으로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던 것이 토사자 추

출물 100 mg/kg 동시 투여군은 24.0분, 토사자 추출물 200

mg/kg 동시 투여군은 24.8분으로 단축되었다.

고환독성 유도군의 MF는 3.9회로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던 것이 토사자 추출물을 동시 투여 함으로서 감소

가 억제되었다 특히 토사자 추출물 200 mg/kg 동시 투여군이

12.0회로 증가하였다. 토사자 100 mg/kg과 200 mg/kg 동시 투

여군의 IF 역시 각각 6.3회와 10.7회로 고환독성 유도군의 2.9회

보다 증가를 관찰할 수 있다.

Fig. 1. Effect of Cuscutae semen extract on sexual performance in

male mouse. ML is latency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female to the first mount. IL
is latency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female to the first intromission. MF is number of

mounts without penile insertion during the two hours test period. IF is number of mounts

with penile insertion during the two hours test period. Data is mean ± SD of six

determinants. Values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Spermatozoal 함량

Ketoconazole로 유도된 고환독성 흰쥐의 정액에서 정자의

수에 미치는 토사자 추출물에 대한 영향을 관찰한 성적이 Table

1이다. 고환독성 유도군의 sperm count는 7.36 (108/ml),

sperm/testis는 3.68 (108/g testis)로 정상군의 sperm CSunt 9.37

(108/ml), sperm/testis 5.01 (108/g testis) 보다 sperm CSunt는

약 21.5% 감소하였고 sperm/testis는 약 28.3%로 감소하였다. 토

사자 추출물 100 mg/kg과 ketoconazole 동시 투여군에서는

ketoconazole 단독 투여군과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토사자 추출물 200 mg/kg와 ketoconazole을 동시 투여군에서는

고환독성 유도군에 비하여 정자수의 감소가 억제되었다. 토사자

추출물 200 mg/kg와 ketoconazole을 동시 투여군은 ketoconazole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정자수는 약 12.8%, sperm/testis는 약

18.5% 증가하였다.

Table 1. Effect of Cuscutae semen extract on spermatozoal

concentration in ketoconazole-induced rats

Group
Spermatozoal Concentration

Sperm Count
(108 / ml)

Sperm / Testis
(108 / g Testis )

Normal 9.37 ± 1.21a 5.01 ± 0.77a

KET 7.36 ± 0.90c 3.68 ± 0.59b

KET + CS 100 7.54 ± 0.43
c

3.88 ± 0.45
b

KET + CS 200 8.30 ± 1.52b 4.36 ± 0.61a

The assay procedure was described in the experimental methods. Value represent means
± SD (n=6). Values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Viability sperm

Ketoconazole로 유도된 고환독성 흰쥐의 정액에서 정자의

생존율에 미치는 토사자 추출물에 대한 영향을 관찰한 성적이

Fig. 2이다. 토사자 추출물100 mg/kg, 200 mg/kg 투여군의 정자

사멸율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를 관찰할 수는 없었지

만 고환독성 유도군에서는 정상군과 비교하여 약 5배 정도 증가

되었던 것이 토사자 추출물 100 mg/kg과 ketoconazole 동시 투

여군에서 정상군과 비교하여 약 4배 정도 증가하였고 토사자 추

출물 200 mg/kg과 ketoconazole 동시 투여군에서는 약 2.7배 증

가하여 토사자 추출물의 투여로 정자의 사멸률이 감소하는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Effect of Cuscutae semen extract on spermatozoal viability

in ketoconazole-induced rats

Group
Viability sperm

Live ratio (%) Dead ratio (%)

Normal 95.4 ± 0.42a 4.6 ± 0.42d

KET 75.3 ± 0.57d 24.7 ± 0.57a

KET + CS 100 80.0 ± 1.26c 20.0 ± 1.26b

KET + CS 200 87.6 ± 1.39b 12.4 ± 1.39c

The assay procedure was described in the experimental methods. Value represent means
± SD (n=6). Values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Testosterone, Follicle-Stimulating 및 Luteinzing hormone에

미치는 영향

Ketoconazole로 유도된 고환독성 흰쥐에서 혈중

testosterone, FSH 및 LH에 미치는 토사자 추출물의 영향을 관찰

한 성적이 Fig. 3이다. 고환독성 유도군의 혈중 tstosterone 수치

는 1.98±0.37(ng/ml)로 정상군의 4.72±0.64(ng/ml)에 비하여 약

2.4배 이상 감소되었으나 토사자 추출물 100 mg/kg과

ketoconazole 동시 투여군에서는 2.62±0.59(ng/ml), 토사자 추출

물 200 mg/kg과 ketoconazole 동시 투여군에서 4.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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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ml)로 용량 비례적 증가를 나타내었다. FSH와 LH에 미치는

토사자 추출물의 영향을 관찰한 결과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Table 3. Effect of Cuscutae semen on serum levels of testosterone,

FSH and LH in ketoconazole-induced rats

Parameter Normal KET
KET +

CS 100 CS 200

Testosterone
(ng/ml)

4.72 ± 0.64a 1.98 ± 0.37cd 2.62 ± 0.59c 4.03 ± 0.32b

FSH
(mIU/ml)

3.24 ± 0.04ns 3.08 ± 0.02 3.07 ± 0.06 3.16 ± 0.09

LH
(mIU/ml)

0.74 ± 0.08ns 0.80 ± 0.09 0.81 ± 0.05 0.77 ± 0.04

The assay procedure was described in the experimental methods. Value represent means
± SD (n=6). Values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고환 조직 중 지질과산화 및 glutathione의 함량

토사자를 26일간 경구 투여한 고환독성 흰쥐의 고환 조직의

지질과산화 함량을 관찰한 성적이 Fig. 2이다. 생체 내 지질과산

화물은 DNA를 손상하며 발암, 돌연변이, 유전자의 손실 및 노화

의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직의 과산화물의 함량은 정

상군의 2.63±0.22 MDA nmol/mg testis과 비교하여 고환독성 유

도군은 11.06±1.18 MDA nmol/mg testis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으나 토사자 추출물과 ketoconazole 동시 투여 군에서 토사자

추출물의 투여 농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ketoconazole과 토사자 추출물 200 mg/kg에서는 7.04±1.07

MDA nmol/mg testis로 약 36.3% 감소되었다. 한편 glutathione

의 함량에서는 ketoconazole과 토사자 추출물의 투여시 유의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A) (B)

Fig. 2. Effect of Cuscutae semen extract on ketoconazole-induced

altertions in (A) lipid peroxidation and (B) reduced glutathione levels.
Data is mean ± SD of six determinants. Values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6. 고환조직에서의 항산화 효소계에 미치는 영향

토사자 추출물 투여가 ketoconazole로 유도된 고환 독성 흰

쥐에서의 활성산소의 소거능을 관찰한 성적이 Fig. 3이다.

Superoxide dismutase(SOD)는 생체 내 항산화 방어기구 중 효소

적 방어계의 하나로서 superoxide radical을 H2O2로 환원시킴으

로서 산소독으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다. 토사자 추출

물의 투여가 ketoconazole로 유도된 고환 독성 흰쥐에서의 SOD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의 2.00±0.17 U/mg

testis과 비교하여 고환독성 유도군은 1.16±0.17 U/mg testis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토사자 추출물과 ketoconazole 동시

투여군에서 토사자 추출물 투여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토사자 추출물 200 mg/kg 과 ketoconazole 동시 투

여군에서는 1.65±0.23 U/mg testis로 고환독성 유도군과 비교하

여 약 38.7% 증가되었다. 한편 catalase 및 glutathione peroxidase

의 활성에서도 ketoconazole의 투여로 억제되던 효소의 활성이

토사자 추출물을 투여하므로서 정상군에는 미치지 못하나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였다.

(A) (B)

(C)

Fig. 3. Effect of Cuscutae semen extract on ketoconazole-induced

altertions in (A) superoxide dismutase, (B) catalase and (C)

glutathione peroxide activities. Data is mean ± SD of six determinants. Values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고 찰

불임(Infertility)이란 부부생활을 시작한 후 피임방법을 사용

하지 않고 1년이 지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

다. 통계에 의하면 15%위 부부들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

부부이며, 불임부부 중 30~50%는 정자 형성 장애나 정자의 질

적 또는 양적인 문제 등으로 야기되는 남성불임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생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성분 중의 하나가 산소

분자(O2)이다. 하지만 산소분자가 전자를 획득하여 환원되어 더

욱 활발한 반응을 할 수 있는 superoxide 이온(·O2), 수산화기

(·OH), hypochiorite radical(·OHCl2) 등의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를 형성한다. 또한 이들 활성산소는 전이금속이

온(transition metal ion)이나 다른 분자들과 반응하여 유리기

(free radical)를 형성한다. 유리기는 생체내의 분자들과 활발히

반응하여 여러 병적상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활성산소들의 수과 활성의 증자로 세포손상과 변성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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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일어나는 단계를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증가한

다고 표현한다. 만성질병, 노화, 손상 등에서는 병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세포손상과 고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1).

활성산소가 정자의 기능적 이상을 유발하여 남성불임을 발

생시킨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즉, Iwasaki와

Gagnon의 연구에 의하면 가임력이 있는 사람의 정액에서는 활

성산소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불임 환자의 40%는 정액에서 활성

산소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활성산소의 농도가 높을

수록 정자의 운동성의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22). Ketoconazole

은 Imidazole 계열로 많은 병원성 진균 및 그람 양성균에 대해서

도 항균력을 나타내어 비교적 광범위한 항진균력을 가지고 있어

널리 사용되는 항진균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imidazole 계통의

항진균 기전은 세균막의 기능을 파괴하고, purin 과 glutamine

흡수 방해를 일으켜 세포의 peroxisone 함량 및 catalase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여 결국 세포구조의 괴저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ketoconazole은 항진균 작용 외에도 사람과 동물에서

testosterone의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로 cytochrome P-450을 매

개로 하는 수소화반응(hydroxylation)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여

성선과 부신에서의 스테로이드 합성을 억제하여 testosterone과

cortisol의 생성을 저해 한다. 그리고 고환에서 lipid peroxide를

증가 시키고 superoxide dismutase(SOD)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등 고환 독성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23).

본 연구에서는 토사자가 생식장기에서의 생리기능을 검색할

목적으로 26일간 토사자를 투여하고 토사자 투여 22일부터 26일

까지 총 5일간 ketoconazole을 처리하여 고환독성으로 유도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토사자의 성기능

향상 및 생식장기에 대한 효과 검색을 위한 예비실험으로 토사

자를 26일 동안 투여하고 투여 마지막 5일 동안 ketoconazole을

복강 투여하여 고환독성을 유도한 수컷 생쥐를 발정 유도된 암

컷과 교미를 시켜 교미행위를 관찰하였다. 교미실험 결과 ML과

IL은 정상군에 비하여 고환독성 유도군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던 것이 토사자 추출물을 처리함으로서 시간이 단축 되었고, 특

히 토사자 추출물 처리군이 정상군보다 더욱 빠른 시간에 ML과

IL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용량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MF는 정상군에 비해 고환독성 유도군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던

것이 토사자 추출물을 동시 처리함으로서 감소가 용량 비례적으

로 억제되었으며 특히 토사자 추출물 200 mg/kg의 경우 정상군

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IF는 정상군에 비하여 고환독성

유도군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던 것이 토사자 추출물을 동시 처리

함으로서 감소가 용량비례적으로 억제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

에서는 ketoconazole로 유도된 고환 독성 흰쥐에 대한 토사자의

영향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토사자 추출물(100, 200 mg/kg)를 26

일간 경구로 투여하고 토사자 추출물 투여 22일부터 26일까지

총 5일간 ketoconazole(100 mg/kg)을 복강 주사하여 고환독성을

유도한 흰쥐에서 고환 및 부고환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고, 부

고환에서부터 얻어진 정자에서 정자의 농도 및 정자의 운동성의

변화를 확인하고, 혈중에서는 Testosterone 함량과 난포자극 호

르몬(FSH) 및 황체 형성 호르몬(LH)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고환

조직 중에서 지질과산화 측정하고 항산화물질인 glutathione의

함량을 측정하고 활성산소의 해독계 효소인 catalase, SOD,

glutathione peroxidase의 활성의 변화를 고환의 조직에서 관찰

하여 본 결과 토사자 추출물이 ketoconazole로 유도한 고환 독성

흰쥐의 고환 및 부고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에

비하여 고환독성 유도군의 고환 및 부고환의 무게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던 것이 토사자 추출물을 투여함으로써 현저히 억제되

었다. 그리고 부고환에서부터 얻어진 정액에서 정자의 수 및 정

자 생존율에 토사자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에 비

하여 고환독성 유도군의 정자수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던 것이

토사자를 투여함으로써 감소가 억제되었다. 또한 정상군에 비하

여 고환독성 유도군의 정자 생존율이 현저히 감소되었던 것이

토사자를 처리함으로써 유의적 증가를 보였다.

고환독성이 유발됨에 따라 정자의 수 및 생존율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정자의 수와 생존율의 감소의 원인을 확인하

고자 정자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함량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자

ketoconazole로 유도한 고환 독성 흰쥐의 혈액에서 testosterone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혈중 testosterone이 정상군에 비하

여 고환독성군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던 것이 토사자를 처리함

으로써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토사자 추출물 투여 농

도에 비례적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혈중에서 FSH와

LH의 함량은 정상군, 고환독성 유도군과 토사자 처리군에서 유

의적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는 testosterone의 감소가

생식선 자극 호르몬인 FSH와 LH의 변화에 의한 결과는 아니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질과산화 반응의 진행은 생리 조건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방어체계의 조절에 의하여 free radical의 생성과 억제의 균형이

유지되어 지질과산화 반응으로 기인되는 손상이 일어나지 않지

만 세포내의 산화적 자극이 증가하여 free radical의 생성이 증가

나 방어 체계 능력의 감소가 일어났을 때는 생체에 심각한 독성

을 나타내게 된다. 지질과산화의 생성은 병태 생리 현상이나 조

직의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생체막 구성 성분인 인지질

의 불포화 지방산은 활성 산소종과 같은 활성산소에 의해 과산

화 반응이 시작되며 연쇄적으로 진행된다. 내외인성 요인에 의하

여 생성된 친전자성 물질을 포함하는 활성산소
24,25)

에 의한 지질

의 과산화 반응은 세포막의 투과성을 항진시킬 뿐만 아니라 전

반적인 세포독성을 초래하여 노화 현상이나 이에 따른 여러 가

지 질환의 병리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28)

. 지질과

산화의 지표로 부산물인 malondialdehyde의 함량을 측청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ketoconazole로 유도된 고환독성 흰쥐의 고

환조직에서 토사자가 지질과산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할 목적으로 고환조직에서 MDA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

과 고환독성을 유도한 흰쥐의 고환 조직 중 지질과산화는 정상

군과 비하여 약 4.2배로 현저히 증가하던 것이 토사자를 처리함

으로써 증가가 억제되었고 투여 농도에 비례하여 억제되었다.

Superoxide dismutase(SOD)는 xenobiotics로 인하여 생성

된 superoxide anion을 H2O2로 전환시키는 효소로 생체 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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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 중 하나이다. 또 Catalase(CAT)는 체내

에서 지방의 자동 산화 및 유기물의 산화로 생기는 H2O2를 H2O

와 O2로 분해하여 무독화 시키는 radical scavenging enzyme
29-32)

로 물로 변환시켜 생성된 활성 산소를 체외로 배설시킨다. SOD

는 산소대사의 유해 작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방어효소의 하나

로 생각되어지며 이 효소는 대사과정 중 생성되는 superoxide

radical을 제거하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의 경우 SOD

및 그에 상응하는 방어기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생체는 내인

적 혹은 외인적으로 정상적인 대사과정 중에도 반응성이 큰 유

리기를 생성하며 유리기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동맥경화의

발생 또는 노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3)

. 이들 활성 산소종으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체는

효소적 항산화제인 SOD, CAT, glutathione peroxidase(GPx) 등

의 효소를 가지고 있다. GPx 역시 CAT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효소로 glutathione을 기질로 하여 유리기를 물로 변환시켜 생성

된 활성 산소를 체외로 배설시킨다. SOD, CAT, GPx와 같은

radical scavenging enzyme의 활성은 정상군에 비교하여 고환독

성을 유발함으로써 현저히 억제되던 효소의 활성들이 토사자의

투여로 각각의 증가폭의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

게 증가되었다.

이상의 실험성적을 종합하여볼 때 ketoconazole 통해 유도

한 고환독성 흰쥐에 토사자의 투여는 혈중 testosterone 함량의

증가시켜 정자의 양과 질의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고

환독성으로 유도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

며 이러한 작용은 활성산소 생성 억제 및 제거하는 작용을 하여

고환독성의 예방인자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바 앞으로 이 부분

의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토사자 추출물의 ketoconazole로 유도된 고

환 독성 흰쥐의 산화적 스트레스 저해효과에 대하여 관찰한 결

과 ketoconazole의 투여로 감소하던 성기능, 정자수 , 정액에서의

정자 생존률 및 혈액중에서의 testosterone의 함량은 토사자 추출

물 200 mg/kg의 투여로서 회복된는 경향을 보였으며, FSH 및

LH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고환조직에서의 지질과산화의 함

량은 ketoconazole의 유도로 현저히 증가 되던 것이 토사자의 전

처리로 억제되었으며, SOD, catalase 및 glutathione peroxidase

의 활성은 ketoconazole의 투여로 억제되던 것이 토사자 추출물

의 투여로 증가되었다. 이에 토사자 추출물은 항산화효과에 의하

여 ketoconazole의 투여로 나타나는 고환의 독성을 제거하여 성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추측되며 천연 항산화제 및 고부가

가치의 기능성 식품 신소제로서 이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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