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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직경 5 mm 이하 입자를 가지는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MPs)에는 화장품, 치약, 공업용 연마제, 세제, 자외선 차단

제 및 벡터 약물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형태의 1차 플라스틱

(Primary MPs) 형태와 자외선, 기계적 마모 및 생물학적 분

해로 인한 플라스틱 물체의 파편화로 생긴 2차 플라스틱

(Secondary MPs)의 형태로, 바람을 타거나 강 또는 해류에 의

해 토양환경이나 수생환경에 도달하게 되어 해를 미치게 된다.1) 

또한, 우리 일상 환경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은 의류, 가구, 교통오

염, 폐기물 소각, 건조된 비료 등에서도 노출 가능하며 특히, 일

부 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작업 환경에 존재하는 것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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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

Background: Plastic particles less than 5 mm in diameter (microplastics) are well-known for causing various 
toxicities such as lung inflammation, oxidative stress, genotoxicity, and reproductive toxicity. As microplastics 
become smaller, they can move across cell membranes, the placenta, and the blood-brain barrier.

Objectives: We evaluated the toxicities of polyethylene microplastics (PE-PMs) in dams and neonates through 
intragastric intubation of pregnant ICR mice.

Methods: Low concentrations (0.01 mg/mouse/day) and high concentrations (0.1 mg/mouse/day) of 
polyethylene microplastics were administered from the ninth day of pregnancy to postnatal day seven. 
The control group was administered with distilled water. On the day of sacrifice, the weight of dams and 
neonates and the organ weight of neonates was measured. Further, acetylcholinesterase levels and glutathione 
peroxidase levels were evaluated by using a blood sample obtained on the sacrifice day.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neonates was found, but the body weight gain of dams 
was seen to be lower in the low-dose group. On the other hand, we observed a consecutively declining trend 
in the weight gain and organ weight of neonates among the high-, control, and low-dose groups. Meanwhile, 
the serum acetylcholinesterase and glutathione peroxidase level were higher in the low-dose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urther, the dose-dependent accumulation of microplastics in the organs of neonates 
revealed the transport of plastic particles from dams to their offspring.

Conclusions: Although the exact mechanism of toxicity caused by microplastics could not be confirmed, it 
was validated that exposure to microplastics during pregnancy and lactation causes its migration between 
generations and accumulation throughout the body. Henc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systemic toxicity 
of microplastics and assessment of co-morbidities such as second-generation toxicity, neurotoxicity, and 
depression following long-term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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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ㆍ Polyethylene microplastic (PE-MPs) 

are passed through the placenta and/
or breast milk.

ㆍ PE-MPs induced changes in body/
organ weight, AChE activity and 
GSH-Px activity.

ㆍ PE-MPs can be detected in different 
organs of dams and neonates following 
intra-gastr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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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2,3) 

폐기되거나 생활환경에 버려진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 

하수처리시설에 걸리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그대로 유입된다.4)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95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 미세플

라스틱은 약 15~31%를 차지해 수생환경을 파괴하며 물고기, 

바다거북, 갑각류 등의 해양생물이 먹이로 오인하여 섭취함으

로서 수생생물에 악영향을 미친다.5,6) 이렇게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수생생물은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사람이 직접 섭취하

게 되며 그 결과로 폐 염증, 유전독성, 생식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접촉 및 흡입으로도 노출될 수 있다는 독성보고서의 

보고도 있다.7,8)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20 μm는 장기(Organs)에 들어갈 수 

있으며, 1~10 μm 미세플라스틱은 세포막, 혈액-뇌 장벽 및 태

반을 통과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9) 이렇게 장기에 

축적된 폴리에틸렌 미세플라스틱(Polyethylene microplastics, 
PE-MPs)은 제브라 피쉬의 생식력 감소와 신경독성 및 비정

상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10) 폴리스타일렌 미세플라스

틱(Polystylene microplastics, PS-MPs)에 노출된 Wistar 랫드

는 내분비 장애와 생식독성을 유발하고, 혈액-고환 장벽을 통

과해 고환 위축 및 퇴행성 정자 기형과 DNA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11) BALB/c 생쥐에서도 테스토스테론, 젖산탈수효소

(Lactate dehydrogenase, LDH)의 활성을 감소시켜 Wistar 랫드

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호기성 대사 방해, 산화

적 스트레스, 다양한 환경적 스트레스와 염증성 싸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되는 p38 MAPKs 인자들을 활성화시킨다.12) 또한 

PE-MPs와 PS-MPs에 노출된 인간세포주(HeLa human glioma 
cell)를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시험에서도 세포생존력에는 영향

을 미치진 않지만 강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13) 미세플라스틱은 본래의 독성 외에도 카드뮴, 수인 및 

기타 미량의 금속의 독성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환경에 존재하는 수은 축적에 영향

을 미쳐 유럽피언 농어(European sea bass)의 에너지 대사와 관

련된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14)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잠

재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 형태로서 오염물질을 전달하는 매

개체 역할수행과 인체의 효과적인 흡수와 독성을 향상시켜 건

강 영향에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 낸다.4,15) 

대부분의 미세플라스틱 연구는 수중 생물에 미치는 독성영

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설치류와 같은 포유

류를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노출 연구 및 사람 세포주를 이용해 

미세플라스틱의 독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16,17) 최근에는 경구

를 통해 노출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영향과 소화계의 축적 

정도, 대사 장애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 개체에 노출 시켜 

신생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8) 하지

만 임신 및 수유기간 동안 실험동물에 미세플라스틱을 위내투

여 후 조직 축적 및 추가 독성에 대한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

며, 임신 및 수유 중인 쥐에 노출된 후 다음 세대의 부작용 연

구결과는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강물 및 하천 어류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플라스틱 유형 중 하나로 보고된 PE-MPs19)를 임신

한 ICR 마우스에 위내투여하여 임신과 수유기간 노출에 따른 

어미와 신생자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실험동물
본 실험에 사용된 임신 6일차 암컷 ICR 마우스는 ㈜코아텍

(평택,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였다. 실험동물의 입수시 몸무게

는 27.0~31.7 g으로 입수 후 3일간의 순화기간을 가졌으며, 이

후 육안적으로 이상이 없으며 체중이 비슷한 개체를 무작위로 

용매투여대조군, 저농도 PE-MPs군, 고농도 PE-MPs군으로 각 

군당 3마리로 나누었다. 군 분리 후, 투여를 진행하는 과정에

서 저농도 PE-MPs의 한 개체가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

인되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사육 환경은 온도 22±3°C, 상대

습도 50±20%, 조도 150~300 Lux, 환기 횟수 10~20회/시간, 

조명 명암 1회/12시간, 암모니아 농도 20 ppm 이하, 소음 60 

dB 이하의 조건으로 실험기간 동안 모든 동물의 사료와 음수

는 자유 급여시켰다. 본 연구는 실험기간 동안 실험동물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별 사육하였고, 출산용 깔짚을 충분히 깔

아주어 개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였다. 동물실험은 대구가

톨릭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동물

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제IACUC-2019-021호) 후 

실시되었다. 

2. 시험물질 및 투여
시험물질은 Fluorescent Red Polyethylene Microspheres (Cat. 

No: UVPMS-BR-0.995, Cospheric, Santa Barbara, California, 

USA)으로 직경은 10~45 μm이며, 밀도는 0.995 g/cc 소수성 

미세플라스틱이다. 해당 시험물질은 입수 후 용기를 aluminum 

foil로 감싸 차광된 상태로 암실에 보관하여 형광 손실을 방

지하였다. 저농도 PE-MPs (0.01 mg/mouse/day), 고농도 PE-

MPs (0.1 mg/mouse/day)를 3차 증류수에 현탁시켜 투여하였

고 용매투여 대조군은 3차 증류수만 투여하였다. 투여 기간은 

임신 기간과 출산 후 기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임신기간 중 

투여는 임신 9일차부터 13일차까지 5일간 진행하고, 2일 휴식

하였다. 휴식 후 임신 16일차부터 17일차까지 2일간 투여하여 

총 7회 투여하였다. 출산 후 투여는 출산 당일을 출산 0일차라

고 할 때, 출산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총 5회 투여하였다. 시험

물질은 당일 조제하여 투여하였고, PE-MPs의 균일한 현탁을 

위해 투여 직전 30분 동안 sonicator를 이용해 균질화하였다. 

투여용량 설정은 미세플라스틱을 이용한 위내투여실험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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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참고하였다.20) 

3. 체중 및 장기 무게 측정
어미 개체의 체중 측정은 투여 1일차(Gestational day 9; 

GD9), 투여 5일차(Gestational day 13; GD13), 출산 후 1일차 

(Postnatal day 1; PND1), 부검일(Postnatal day 7; PND7)에 측

정하였다. 신생자 개체의 체중 측정은 출산 후 1일차와 부검일

에 진행되었다.

4.  Acetylcholinesterase Activity 및 Glutathione 

Peroxidase Activity 분석
혈청에서 Acetylcholinesterase (AChE) level (Acetylcholinesterase 

Assay Kit, ab138871, abcam, Cambridge, MA, USA)와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level (Glutathione Peroxidase 
Assay Kit, ab102530, abcam, Cambridge, MA, USA)을 kit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희생부검 시 어미 개체와 신생자의 심장채

혈을 통해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혈액은 원심분리(4,000 rpm, 

4°C, 30 min)하여 혈청을 분리 한 후 분석 전까지 냉동(–20°C)

보관하였다. AChE 및 GSH-Px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 혈청

을 각각 1/100 배 및 1/10으로 희석하였고, microplate reader 
(Victor3, PerkinElmer, MA, USA)를 이용하여 570 nm 및 34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장기 내 미세플라스틱 계수
임신기간 및 모유 수유 중 위내투여 된 미세플라스틱이 태

반과 모유를 통해 신생자로 이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ND7

에 어미와 신생자를 부검하였다. 어미 개체를 부검하여 뇌, 간, 

폐, 장(5 mL homogenization buffer/organ), 난소, 신장, 가슴샘, 

심장, 위, 비장(2 mL homogenization buffer/organ)을 50 mL
의 polystyrene tube에서 homogenization 하였다. 신생자의 경

우 간, 폐, 장(0.5 mL homogenization buffer/organ), 뇌, 가슴

샘, 심장, 위, 비장, 신장(0.2 mL homogenization buffer/organ)

을 1.5 mL e-tube에서 homogenization 하였다. 원심분리(3,000 

rpm, 1 min) 후 모든 상등액은 냉장(4°C) 보관하였다. 분리된 

상층액을 hemocytometer에 각 10 μL를 주입하여 450~490 

nm filter의 형광현미경(Axiolab, Zeiss, Germany)을 사용하였

다. 장기별 PE-MPs 총 갯수는 전체 homogenization buffer vol-
ume을 고려하여 보정 계산되었다. 상등액 내 PE-MPs를 불

순물과 구별하기 위해 homogenization buffer에 PE-MPs를 현

탁 시켜 표준물질 조제 후 관찰하여 크기와 모양, 색 등을 미

리 파악하였고 장기 상등액을 이용하여 기포, micelle 등을 관

찰하여 실제 PE-MPs 입자와 구분 작업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homogenization buffer (pH 8.0)는 

20 mM Tris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100 mM 

NaCl, 2 mM NA2EDTA (sodium ehtylenediaminetetra-acetate) 

1% Ipepal CA-630을 혼합하여 조제하였다. 

6. 통계분석
통계처리는 SPSS 19.0K (SPSS Inc., USA)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대조군과 시험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유의성 검증

은 one-way ANOVA test를 실시하였고 군 간의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와 Dunnett test를 사용하였다.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Mann-Whitney U-test를 통하여 대조군과의 유의성

을 검정하였다. 모든 결과값은 평균±표준오차(Standard Error, 
SE)로 나타냈다. 유의수준은 p-value<0.05에서 검정하였다.

Ⅲ. 결    과

1. 미세플라스틱 투여에 따른 체중 및 장기 무게 변화 
임신기간 및 수유기간 동안 어미의 체중 증가는 Table 1과 같

다. 임신기간 동안 미세플라스틱 투여에 따른 어미 개체들의 

체중 증가는 군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출산 

후 수유기간 동안 측정한 체중 증체에서 어미-용매투여대조군

(6.2±1.1 g)에 비해 어미-저농도 PE-MPs군(1.1±2.7 g) 및 어

미-고농도 PE-MPs군(3.0±1.4 g)으로 어미-용매투여대조군에 

비해 각각 1/6 및 1/2 수준으로 낮은 증체를 보였다.

신생자의 경우, 태어난 1일차(PD1)와 희생부검(PD7) 당시 실

시한 몸무게 변화 차이에서 신생자-용매투여대조군(2.6±0.1 

g)의 체중 증체 수준에 비해 신생자-저농도 PE-PMs군(1.7±

0.1 g)에서 유의하게 낮은 증체량을 나타냈다. 신생자-고농도 

PE-MPs군(2.7±0.1 g)으로 신생자-용매 투여대조군과 차이가 

Table 1. Body weight gains (g) of dams and neonates 

Group

Control Low dose  
PE-MPs

High dose 
PE-MPs

Dams (D)
   Gestational period 9.2±1.2 8.7±0.6 7.6±1.4
   Lactational period 6.2±1.1 1.1±2.7 3.0±1.4
Neonates (N)
   PND 1 to PND 7 2.6±0.1 1.7±0.1* 2.7±0.1

Body weight of dams were measured on the days of first and 
fifth microplastics administration (D-Control: 0 mg/mouse/
administration, D-Low dose Polyethylene microplastic (PE-MPs): 
0.01 mg/mouse/administration, D-High dose PE-PMs: 0.1 mg/
mouse/administration) during gestational period, and the PND1 and 
7 during lactational period. Body weight of neonates was measured 
at PND1 and 7. Number of animals were 3, 2, 3 for dams and 29, 17, 
26 for neonates of Control, Low dose PE-MPs and High dose PE-
MPs group, respectively. Data are expressed as means±standard 
error. *p<0.05, compared to the N-Control (neonates of D-Control) 
and N-High Dose PE-MPs (neonates of D-High dose PE-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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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Table 2).

신생자가 태어난 후 7일 뒤 희생부검을 실시한 후 각 장기

별 무게를 측정하였다(Table 2). 신생자-용매투여대조군에 비

해 신생자-저농도 PE-MPs군에서 각 장기별 절대무게가 감

소 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슴샘(Thymus), 비장(Spleen), 위

(Stomach)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신생자-고농도 PE-MPs군
은 신생자-용매투여대조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좌·우 신장(Kidney)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신생자-저농도 PE-MPs군과 신생자-고농도 PE-MPs군은 뇌

(Brain)을 제외하고 모든 장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혈청 내 Acetylcholinestrase 및 Glutathione 

Peroxidase 수준 변화 
미세플라스틱의 투여에 따른 신경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희

생부검 시 얻은 혈청을 사용하여 AChE 수준을 측정하였다. 어

미-저농도 PE-MPs (37,245±1,685 mU/mL)군은 어미-용매

투여대조군(27,422±1,167 mU/mL)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또한 신생자-용매투여대조군(15,127±131 mU/mL)에 

Table 2. Organ weights (mg) of neonates

Organ
Group

N-Control 
(n=11) 

N-Low dose  
PE-MPs (n=9) 

N-High dose 
PE-MPs (n=11)

Kidney (L) 22.7±1.2 19.4±0.6 27.7±1.9*

Kidney (R) 23.1±1.5 19.7±0.7 28.9±2.0*

Thymus 17.6±2.4 11.1±0.9† 21.2±1.4
Lung 92.5±5.7 81.1±2.9 103.0±4.0§

Heart 22.6±1.3 19.1±1.6 26.3±1.0§

Spleen 21.4±2.1 14.6±0.7† 25.7±2.1
Brain 221.5±7.3 218.3±7.0 243.9±8.1
Liver 134.4±10.5 110.5±7.2† 159.1±8.7
Stomach 31.4±1.5 22.7±1.2† 29.6±1.3
Intestine 207.1±10.4 185.2±8.0 238.8±8.2§

Organ weight of neonates were measured at the time of sacrifce, 
PND7. Data are expressed as means±standard error.
N-Control, neonates of D-Control; N-High dose PE-MPs, neonates 
of D-High dose PE-MPs; N-Low dose PE-MPs, neonates of 
D-Low dose PE-MP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compared to N-Control and N-Low Dose PE-MPs; †compared to 
N-Control and N-High Dose PE-MPs; §compared to N-Low Dose 
PE-MPs.

Fig. 1. Serum levels of acetylcholinesterase of (A) Dams (B) neonates and Glutathione Peroxidase of (C) Dams (D) neonates. Data are expressed as 
means±standard error from 2 dams and 9 neonates in low dose PE-MPs and 3 dams with 11 neonates of each control and high dose PE-MPs.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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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신생자-저농도 PE-MPs (17,719±1,928 mU/mL)는 증가

하였으나 통계적이 차이는 없었다. 어미 및 신생자-고농도 PE-

MPs는 각각 28,215±2,696 mU/mL 및 14,660±686 mU/mL
를 나타냈다(Fig. 1A, 1B). 

또한 미세플라스틱 투여에 따른 산화적 스트레스를 확인하

기 위해 혈청 중 GSH-Px 수준을 측정하였다. GSH-Px 수준은 

어미-용매투여대조군(629±36 nmol/μL) 및 신생자-용매투

여대조군(982±27 nmol/μL)에 비해 어미-저농도 PE-MPs군
(908±449 nmol/μL)과 신생자-저농도 PE-MPs군(1,096±11 

nmol/μL)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어미 및 신생자-고농

도 PE-MPs는 715±131 nmol/μL 및 935±43 nmol/μL를 보였

다(Fig. 1C, 1D).

3. 장기 내 미세플라스틱 계수
희생부검시 어미와 신생자들의 각 장기에서 나온 미세플라

스틱의 계수를 측정하였다. 어미의 경우 가슴샘, 심장, 뇌를 제

외한 모든 장기에서 PE-MPs가 발견되었다(Table 3). 신생자-

저농도 PE-MPs군은 심장과 장에서 PE-MPs는 관찰되지 않았

으며, 좌측 신장(8.0±4.9개), 가슴샘(8.0±8.0개), 비장(12.0±

8.0개), 뇌(4.0±4.0개), 장(80.0±25.5개)에서 관찰되었다. 신

생자-고농도 PE-MPs군은 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좌측 

신장(3.3±3.3개), 우측 신장(6.7±4.2개), 가슴샘(3.3±3.3개), 

폐(16.7±10.5개), 심장(3.3±3.3개), 비장(10.0±6.8개), 위(6.7

±4.2개), 장(50.0±18.3개)에서 관찰되었다(Table 4).

Ⅳ. 고    찰

본 연구는 실험동물을 사용해 PE-MPs에 직접 노출된 ICR 

어미 마우스와 그 자손에 대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번 연구에 사용된 임신한 ICR 마우스

의 수가 적고, 본 연구에서 해당 미세플라스틱 투여를 임신 후

기인 임신 14~15일차 2일간 투여하지 않았던 점은 본 연구 방

법 설계의 제한점이라 여겨질수 있지만, 태반과 모유 수유가 다

음 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중요한 경로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

으며, PE-MPs의 노출이 다음 세대에 세대 간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출된 PE-MPs는 첫 번째 세대 자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 21일까지 암컷 마우스에 5 μm PS-MPs를 음용수의 형태로 

100 또는 1,000 μg/L로 섭취 및 10~45 μm PE-MPs을 6 또는 

60 μg을 12회 기관내 점적(Intratracheal instillation) 한 연구결

과에서도 새끼의 생존율과 성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전 연구와 일치하였다.18,21) 다만, 또 다른 이전연구에서는 2~6 

μm PS-MPs (0.023 mg/L)의 생활환경에서 해양생물인 굴을 

자라게 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난모세포의 수(–38%), 직경

(–5%), 정자의 속도(–23%) 및 번식력(–41%)를 감소22)시켰으며, 

BALB/c 수컷 생쥐에 5~5.9 μm의 PS-MPs를 노출시켰을 때 웅

성세포(male cell)과 테스토스테론에 영향을 주어 번식력 손상

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다.12) 이는 부모가 동시에 미세플라스

틱 노출되었을 때 자손에게 일어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어 어

미개체만 미세플라스틱 노출만 시킨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

Table 3. Numbers of PE-MPs in tissue homogenates from each dam 
at PND7

Organs
Group

D-Low dose  
PE-MPs  (n=1)

D-High dose  
PE-MPs (n=2)

Brain, thymus, heart ND ND, ND
Ovary Left 200 400, ND

Right ND ND, ND
Kidney Left ND 200, 600

Right ND ND, ND
Lung ND 500, 500
Liver ND 200, ND
Spleen 200 ND, ND
Stomach ND ND, 200
Intestine ND 500, 500

No PE-MPs were detected in D-Control; Brain, liver, lung (including 
thyroid and parathyroid glands), and intestine from dams were 
homogenized with 5 mL of buffer while thymus, heart, ovaries, 
kidneys, spleen, and stomach were homogenized with 2 mL of buffer.

Table 4. Numbers of PE-MPs in tissue homogenates from each 
neonate at PND7

Organ
Group

Low dose  
PE-MPs (n=5) 

High dose  
PE-MPs (n=6)

Kidney Left ND, 20, 20, ND, ND ND, ND, ND, 20, ND, ND
Right ND, ND, ND, ND, ND ND, 20, 20, ND, ND, ND

Thymus 40, ND, ND, ND, ND 20, ND, ND, ND,ND, ND
Lung ND, ND, ND, ND, ND 50, ND, ND, 50, ND, ND
Heart ND, ND, ND, ND, ND ND, ND, ND, ND, 20, ND
Spleen 40, ND, ND, ND, ND ND, ND, ND, ND, 20, 40
Brain ND, 20, ND, ND, ND ND, ND, ND, ND, ND, ND
Stomach ND, ND, ND, ND, ND ND, ND, ND, 10, 20, ND
Intestine ND, 100, 100, 150, 100 ND, 50, 50, 100, ND, 100

No PE-MPs were detected in N-Control; Lung (including thyroid 
and parathyroid glands), and intestine from dams were homogenized 
with 0.5 mL of buffer while kidneys, thymus, heart, spleen, brain and 
stomach, spleen, kidneys, and ovaries were homogenized with 0.2 
mL of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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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시험물질 투여에 따른 체중 변화는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활용23)할 수 있는데, 출산 후 1일에

서부터 희생부검까지 어미-저농도 PE-MPs와 어미-고농도 PE-

MPs는 용매투여대조군에 비해 체중 증체가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미세플라스틱은 입을 통해 식도, 위, 장으로 들어가기 때

문에 소화기관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독성효과는 분명하게 나

타나게 된다. 소화기관에 노출된 미세플라스틱은 장내 세균총

의 장애를 일으키며, 프로바이오틱스와 병원성 박테이라의 비

율을 파괴할 수 있고 장 점액 분비를 줄이고 장 점막상피를 손

상을 유발해 궁극적으로 장 장벽을 파괴하기도 하며 지방산 

및 아미노산 대사 장애를 유발하여 지질 침착을 유발할 수 있

다.24) 이런 이유로 어미 개체의 체중 증체에 영향을 받았을 것

이며, 신생자 체중 증체에서 신생자-저농도 PE-MPs가 낮은 증

가율을 보여 어미의 영양 상태에 따라 신생자의 영양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기 무게에서

도 신생자-저농도 PE-MPs의 장기절대 무게가 신생자-용매투

여군에 비해 작게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신생자-

고농도 PE-MPs는 신생자-용매투여대조군 및 저농도 PE-MPs
에 비해 장기의 절대 무게가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신생자-저농도 PE-MPs와 비교해 뇌를 제외한 모든 

장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이런 결과는 미세

플라스틱 노출농도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축적

된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다. 이는 PE-MPs을 ICR 생쥐에 임신기간 동안 노출된 어

미와 자손에 대한 체중 변화에 관여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
25)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부모의 미세플라스틱 노출에 따른 

독성, 임신 개체의 마리 수 선정, 투여방법 및 투여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영향을 묘사하는데 좋은 준비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고기를 이용한 많은 연구에서 폴리에틸렌 마이크로 및 나

노플라스틱의 신경독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AChE 활성은 수

생생물에서 신경독성을 보기위한 대표적인 인자 중 하나다.26) 

AChE는 시냅스 틈에서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의 가수분

해를 촉매하여 그 작용을 종결시키는 콜린성 신경전달의 중요

한 구성 요소이다. 인간이 섭취하는 물고기에 PE-MPs 노출 시

켰을 때 노출되지 않은 물고기에 비해 뇌, 아가미 및 등 근육에

서 지질 과산화 수준의 유의한 증가와 뇌에서 AChE 활성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27)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은 AChE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브라피쉬 유충을 이용해 PE-MPs 
(10 μm, 5~500 μg/L)를 10일 동안 노출시켰을 때 장에서 PE-

MPs가 발견되었고 뇌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AChE를 포함

해 성장과 유전자 발현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28) 위 결과처럼 본 연구에서도 AChE 수준이 저농도의 

어미 및 자손에서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미

세플라스틱의 노출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효소29)인 GSH-Px의 수준 또한 어미 및 신생자 저농도 

PE-MPs에서 증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세플라스틱 노

출로 생성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항산화 효소 중 

하나인 GSH-Px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어미-신생자 

고농도 PE-MPs는 용매투여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PE-MPs는 10~45 μm 크기의 형광 염료와 결합된 미세

플라스틱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된 미세플라스틱 직

경은 장기에 침투하거나 세포막과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9) 실제 생활환경에 노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직경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투여

시 sonicator를 이용해 균질화하였지만 다양한 크기가 존재하

여 군간 투여된 미세플라스틱 직경 크기는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다. 실제 본 연구에서 장기에 추적된 미세플라스틱의 크기가 

차이가 있고 직경에 따른 독성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기존

의 연구결과에서 본 연구의 저농도 PE-MPs와 고농도 PE-MPs 
사이의 독성영향 차이는 분명 존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

라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신경독성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

는 여러 연구결과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직경에 따른 독성영

향평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중증의 우울증 환자들에서 높은 AChE 활성이 

이루어진 연구결과30)에 따라 우울증과 관련된 불안유사행동시

험, 관련 바이오마커들을 활용해 실험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어미와 신생자의 장기 내 미세플라스틱은 대부분 장기에서 

관찰되었고, 고농도 PE-MPs에서 다양한 장기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PE-MPs는 위내투여 하였을 때 직경이 

5 μm의 경우 소화기관(Gut)>신장>간 순으로 축적이 되었으며, 

20 μm의 경우 신장>소화기관>간 순으로 축적이 된다.20) 비

록 간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기관에

서 미세플라스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신생자의 경우 

다른 외부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음식 섭취를 어미의 수유

를 통해서만 섭취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신생자의 미세플라스틱 

축적은 어미의 태반이나 모유수유로만 자손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물고기(Red tilapia)의 뇌에서 70~90 

μm PS-MPs가 축적되고, 10 μm 또는 그 이하 크기의 미세플

라스틱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는 연구보고가 있다.24) 반면에 

20 nm PS-나노플라스틱을 제브라 피쉬 난황에 투여하였을 때 

혈액-뇌 장벽이 아닌 난황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해 뇌

에 축적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24) 본 연구의 신생자

의 뇌에서 발견된 PE-MPs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해 축적되었

는지 혹은 신생자 발달 초기 단계에 혈액-뇌 장벽이 확립되기 

전에 뇌에 축적이 된 것인지는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다만, 신생자 여러 장기의 PE-MPs 존재는 신생자 성장에 

영향을 주어 이후, 신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경독성, 생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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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유전독성, 2세대 전달 등을 다양한 실험들을 활용해 미세

플라스틱 독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세플라스틱의 정확한 독성발현은 확인

할 수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마우스에 관찰되는 미세플라스틱 

독성 정도는 물고기에서 관찰되는 것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다. 

물고기의 경우 플라스틱의 섭취와 축적이 장과 아가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노출되지만, 마우스는 위장(Gastrointestinal)경로

를 통해 섭취를 제한하기 때문이다.31)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

라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태반과 모유수유를 통해 세대 간 전달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여러 기관에 분포된 미세플라스

틱의 특성에 따라 전신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독성영향은 급성보다 만

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 할 때 미세플라스틱의 장기간 

노출 영향 평가와 신경독성, 유전독성, 생식독성, 발달독성으

로 유발되는 다양한 질환과 연계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결

과를 활용해 미세플라스틱의 독성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추

후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Ⅴ. 결    론

임신 및 출산후 기간 동안 PE-MPs를 위내투여 후 어미 개

체와 신생자 개체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PE-MPs 위내투여에 따라 신생자-용매대조군에 비해 저농도 

PE-MPs에서 체중 증체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신생자-고농

도 PE-MPs의 장기 절대무게는 용매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었

다. 신경독성과 산화적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한 AChE 및 GSH-Px 수준은 용매대조군에 비해 저농도 PE-

MPs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세대 간 미세플라스틱

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 신생자의 장기 내 축적된 미세플라스

틱은 대부분의 장기에서 발견되었고 고농도-PE MPs에서 더 많

은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된 어미개

체의 수, PE-MPs의 직경, 투여기간 설정 등의 제한성은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태반과 모유수유을 통해 PE-MPs 노출이 세

대간 전달로 인해 독성영향을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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