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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이 양서류의 발생파 수정에 미치는 영향

정 해 문

낌 원 선

(사대 생물과)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산엽의 급속한 발전오로 국만경제의 획기적인 신장을 보게 되었오나 반

면이1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수반되는 점도 부언활 수 없는 사질이다. 그 중얘

서도 고도의 산엽성장과 농엽생산의 증진은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시켜 자연계에서의

생물의 서식처에 큰 위협을 주게되었다. 특히 벙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의 다량살포와 공

장폐수에 의한 중금속의 오염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가 증가일로에 있어서 생불의 생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설정이다. 환경오염의 요인중에서 중금속류， 예를 들어 납

(Ph) , 수은 (Hg)， 아연 (Zn)， 카드륨 (Cd)， 구리 (Cu) , 주석 (Sn) , 알루미늄(Al) , 바륨(Ba)， 망

깐 (Mn) ， 철 (Fe) 등은 여러 경로를 거쳐 생체내에 흡수 축적된다. 이들 중에는 미량원소로

서 생체내 대사활동에 필수적인 것도 있으냐 대체로 생려적으로 불펼요할 뿐만 아니라 일

정한 농도이상 축적될 경우 신경계와 성호르온 대사에 장애블 일으킨마‘ 특히 수은， 납，

카드융 등은 세포원형질 내의 인산기， 단백질， 핵산， 포르피련 등과 높은 친화성을 나다내

어 많은 종류의 효소의 작용을 변화시키고 핵산의 업체구조 변경과 에너지대사에 필수적인

산화-인산화 과정을 저해시킨다(Vallee and Ulmer, 1972). 이러한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

에 대한 연구는 1867년 Penny와 Adams가 염색공업에 의해 오엽된 Leven강의 어류에 관한

연구를 시초로 하여 20세 기 에 들어서서 각 중금속이 어류의 발생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많

은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고 최근에는 카드융에 의한 Itai -Itai 병 혹은 Ouch-Ouch병 (Emmerson，

1970) , 수은에 의한 Minamata뱅 과 갈은 인간에 마치는 해독들이 밝혀져 사회에 커다란 울

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려나 양서류를 재료로 한 중금속의 독성에 대한 연구는 loll 교적 적을 뿐머려 수정과 초

71 발생에 마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제 2 차 소비자로서 생태체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애우 중요한 iiI 중을 차

지하고 있는 양서류를 대상으로 하여 중금속이 그들의 종족벤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

고자 하였다. 개구리는 우퍼 주위에서 흔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 특허 발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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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학， 생화학， 생리학 및 유전학의 연구재료로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왜

냐하면 개구리의 발생은 형태적， 해부학적으로 잘 연구되어 있고， 실험실에서의 인공수정

을 통하여 충분한 양의 알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알아

대단히 커서 핵의 제거 및 이식， 미량주입， 조직이식 등의 초미세적 처리가 가능하며， 방사

선 물질을 이용한 고분자물질의 합성조사에 좋은 재료플 제공하고 있다 (Briggs and King,

1952, 1957; Gurdon 1968, Gurdon et. aI. , 1971; Chimg and Malacinski, 1975, 198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금속이 양서류의 수정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환

경오염으로부터 자연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자연보호 운동에 그 일

익을 담당하고자 함에 있다.

II . 재료 및 방볍

1) 재료의 수집

본 실험에 사용된 개구리는 완전히 성숙한 참개구리 (Raηa ηigromacμlata) 로서 전남과 경

기도 일원얘서 채집하였다. 이들은 모두 4웰에 서 5월 초순까지 수집되었고 그들은 채집 즉

시 사용되거나 혹은 암，수를 분리시켜 사용전까지 냉장고 속에서 5°C의 저온으로 유지하

여 가동면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2) 인공배란 및 수정

인공배란 및 수청은 통상척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Hamburger, 1960). 먼저 이들 중 건강상태가 양호한 암컷을 배란용으로 선택하고 또 다른

암컷 4"'5마리 를 뇌하수체 추출용￡로 선택한 둬 생리기능이 정상오로 회복되도록 실온에

서 30"-'60분간 방치한다. 이들 중 뇌하수처} 추출용 암컷의 두부를 가위로 절개하여 뇌하수

체를 추출하고， 이들 뇌하수체를 1 ml의 20% Steinberg용액(Steinberg， 1957)에 넣은 후 주

사기를 이용하여 현탁액율 만든다. 이 현탁액을 배란용오로 선택된 암컷의 복강에 좌우

0.5 ml썩 주사하고 주사액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게 주위의 점액질로 주사한 곳을 문지른 후

운동하지 못하도록 배를 워로한 채 1"-'2분간 잡고 있는다. 이렇게 쳐리된 개체는 실온에서

24"-'28시 간 후에 배 란을 시 작한다.

정충현탁액은 적출한 한개의 정소블 예리한 핀셈오로 2 ml의 10% Steinberg용액 속에서

파쇄시켜 만들고 이 현탁액을 10분간 방치하여 정충의 활동이 활발하도록 한 후 사용

한다.

알은 배란하는 암컷의 배를 앞에서 뒷쪽오보 부드럽게 짜서 시계정시 위에 받고， 그위에、

정충현탁액을 뿌려 인공수정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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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금속의 처리

아연 (Zn) 으로

서 중금속의 용액은 각 중금속별로 1,000 ppm의 용액을 미리 만들고 다시 이것을 희석하여

500,300, 200, 100, 50, 10, 7.5, 5, 2.5, 1, 10-\ 10- 2, 10- 3 ppm의 ,용액을 만들어

하였다. 용매는 sodium thiosulfate블 처리하여

난에 대한 중금속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깨끗이 건조시킨 시계접시에 받고 그 위에

사용

사용하였다.

알을

뿜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금속은 수은(Hg) ， 남 (Pb) ， 카드융 (Cd) ， 구리 (Cu) ,

엽소를 미려 제거한 수도물을

방법2..로 관찰하였다. 먼저 20"-'30개 씩 의

중금속으로 처려하지 않은 정충현탁액을

각농도별로 중금속용액을 부어 그속에서 말생이 진행되도록하였

새로운 용액으로 갈아 주었으며 이렇게 처리한 알을 매일 1회 이상

관찰하여 발생에 따른 여러가지 결함을 정상개체와 비교 기록하였다. 발생이 중-지된 개체는

즉시 10% 포르말련용액에 고정시켜 조직검사룹 하였다. 발생단계는 Shumway가 북미산 무

며 양서류인 표법개구리 (Rana pipieηs)플 사용하여 구분한 방볍을 따랐마(Shumway， 1940;

다음 10분 후에

각 중금속은 매일

수정시킨

다.

얻은 결과를 토대로 임표 l 참조). 처음의 중금속의 농도는 폭을 넓혀 사용하였으나 이때

계농도에 이르러서는 그 농도의 폭을 더욱 세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1) 개 구리 의 발생 단계 <Shumwa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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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의 청충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은 질험을 풍하여 조사하였냐. 성숙한 수컷의 정

소를 적출하여 각 중금속별로 현닥액을 만둡고 아플 10분간 방치한 푸 수정에 사응-하였마.

수정은 중금속으로 처리한 난의 경우외- 마찬가지로 시 핑하였으며 종금속으로 처려된 정충

현탁액은 10분 후 염소가 제거된 수도불로 3회 씻어내었다.

수도물 속에서 발생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 후 수정란은 염소가 제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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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금속이 수정란의 발생에 마치는 영향

師大論瓚 (21)

@ 수 은 (Hg)

개구리의 수정란을 수은의 각 농도로 처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

이 1 ppm 이상의 농도에서는 예외없이 초기에 발생이 중지되었고 이때 농도가 높우면 높을

수록 이른 시기에 치사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다. 즉 100ppm에서는 제 1 분열 도중

(stage 3) 에 ， 50 ppm에 서 는 어느 정도 난할이 진행된 포배 중기 (stage S) 에 ， 1 ppm에서 10 ppm

사이에는 난향을 끝내고 세포칩단의 재배열을 일오키는 냥배기 (stage 11) 에 발생을 중지하

고 세￡들이 용해되는 현상을 보였다.

〈표 2> 수은 (Rg)의 각 농도가 발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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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1 ppm~로 처려한 군에서는 l개 체가 야상발생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27개 체 기- 유생시기까지 정상적￡로 발생하였다. 이상말생 개체는 정상개체에 비하여 독특

한 증상 (syndrome)一단축 (short axis) , 휘어진 처}축 (bent axis) , 왜소두부 (microcephaly) ,

복부수종 (edema) -을 나타내고 있다(그립 1'"'-'6). 이러한 특정들은 수은의 독득한 효과라

기보다는 다른 중금속용액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10-2 ppm 이하의

농도얘서는 100% 정상적인 발생을 나타내어 그 시기까지에는 외형적으로 아무런 독성의

피해를 관찬할 수가 없었다.

위의 실험견과로 수은이 수정 란의 발생 에 영 향을 미 치는 견정 적 인 농도는 10-1 ppm과

10• 2 ppm 사이 라는 것을 명 확하게 알 수 있다.

@ 납 (Ph)

납이 발생 에 미 치 는 영 향은 1,000 ppm의 농도에서는 제 l 분열을 볼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나타났다. 표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00 ppm에 서 도 여전히 독성이 강하여 낭배운동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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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냥 (Pb) 의 각 농도가 발생에 마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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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중간 단계에 모든 개체에서 세포가 분해되어 치사작용을 일으켰다. 납의 농도가

10 ppm에 서 5 ppm..2..로 줄어듬에 따라 낭배운동을 끝내고 신경관형성이 완성된 시기에 죽

는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약간의 수가 비정상적인 발생을 계속하다가 stage 23에 이르

러서 치사작용을 나타내었다. 이상발생의 개체는 수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폼의 축이 짧

아지고 또한 여러 방향￡로 휘게 된다. 또한 몸의 여러 부위에 수종이 나다냐며， 피부가

거칠고， 정상군에 비해 약한 운동성을 보였다(그림 1"-'6). 그러나 2.5 ppm 이하의 농도에

서는 외형적으로 말생상의 결함을 전혀 관찰할 수 없었다.

@ 카드륨(Cd)

표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50 ppm의 농도에서는 난할이 포배중기 (stage 8)까지 진행되다가

치사작용을 일￡컸고， 10 ppm의 농도에서는 낭배중기 (stage 11) 에 서 세표의 용해현상융 나

타내었다. 5 ppm에서는 27개 체 중 22개 체 가(81. 5%) 낭배후기 (stage 12) 나 신경판형성시기

(stage 13)에 발생융 중지하였으며， 나머지 5개 체 (I8.5%)는 발생이 더욱 진전되어 근육만

응을 나타내는 시기 (stage 18)까지 이릎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5 ppm까지 에는 말생이 중

지되는 시기가 낭배운동이 끝난 후 나타나기는 하나 치사작용을 일오키는 농도라는 접을

〈표 4) 카드움 (Cd)의 각 농도가 발생에 미치는 영 향

룹=첼펀5i~~ -r교펴 G피캘-I -5--1-끓납파팍io꾀→ lcontrol

、개 체 수 I I I 김「펴기 27) i 혜 경| 혜 쩌I 66

61-"J-펀fl z I-r-j _. -j -II -/- /- I 뭘 I 3. ~I

정 상발생 |꽃 I II I II I 11뼈 95뚫1 1뼈 96쇄
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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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보이고 있다. 1 ppm 야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안 발생을 보이나 극히

적은 수의 개체에서 약한 운동력， 와새 딸생의 부진， 짧고 흰， 축， 복부수종과 같응 특정이

관찰펴었다(그림 1'"'-'6).

@ 구 리 (eu)

구리의 경우는 100 ppm의 농도에서는 난할이 진행되는 도중(포배중기〕 흑은 난할과 낭배

운동을 끝낸 후 (stage 13) 치 사작용을 보였다. 50ppm에서는 53개체중 35개체 (66%)가 신경

관 형성기 (stage 13) 에 ， 16개 처) (32%)가 외새에 혈액순환을 보이면서 젤리층을 뚫고 나요

는 부회-시기 (stage 20)플 전후해서 치 사작용을 나타내 었고， 2개 체 (3.8%)는 다른 중금속으

로 처리하여 얻은 것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유생으로 말생함을 관찰하였다. 10 ppm에 서

도 대부분의 개 체 (36개 체 중 30개 체 , 83.3%)는 신경 판 시 기 (stage 13) 에 치 사작용을 보이

나 1개 체 (2.8%)는 신경관 형성후， 4개 체 는 부화시기， 1개 체 는 유생단계까지 말생이 진전

되었다. 5 ppm 이하에서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상발생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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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
서
「

hl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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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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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rva raised in 7‘ 5 ppm Pb solution at
stage 25. Note extreme microcephaly
and short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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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rvae raised in 7.5 ppm Pb solution at Fig. 4. Larva raised in O. 1 ppm Hg solution at
stage 20. Note rough skin. stage 24. Note bent axis.

Fig. 5. Larvae raised in 5 ppm Cd solution at Fig. 6. Control larva at stage 24.
stage 24. Note edema at the belly,

(표 5, 그럼 1""'6).

@ 아 연 (Zn)

500 ppm의 아연 농도는 독성이 아주 강하여 채 4 분열(stage 6) 이 일야난후에 세표의 용해

현상을 100% 일A컸고 100 ppm 농도에서는 난할이 포배 중지 (stage 8)까지 진랭되었다.

50 ppm의 농도로 처 리 한 경 우에는 22개체중 107~ 체 (약 50%)가 tail bud 출현시 기 (stage 17)

에서부터 아가바 뚜껑이 완성되는 시기 (stage 25) 에 결처 발생이 정지되었오벽 나머지 12개

체 (50%)는 정상 발생을 보였다. 이 경우 치사 작용을 나바내는 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10

개체 중 신경관이 형성된 후의 tail bud출현기 에 1개체 가， 그리고 발생이 더욱 진랭된 심장

딱동기 (stage 19) , 부화기 (stage 20) , . 아가마 뚜껑 완성시기 (stage 25) 에 각각 1개 채 썩 죽

었다. 10 ppm 이하에서는 앞서의 중금속에 의한 이상 발생 현상융 보이는 극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그럼 1"-16). 각 중금속의 농도에 따른 생존율윤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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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아연 (Zn)의 각 농도가 발생에 마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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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급속이 수정율에 미치는 영향

난의 말생율은 표

수은 (Rg)의 경우에는 50 ppm 이상의 농도에서는 0에 가까운 수정율을 나타내나 10 ppm

이하에서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남 (Ph) 의 경우 50 ppm에서는 100%의

수청율을 보이다가 100 ppm에 서 는 전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리 (eu) 에 서 는 100 ppm

각 중금속의 농도 구배에서 10분간 처리한 정충 현탁액A로 수정시킨

7과 같다.

에서도 정상적인 수정율을보였으며 200 ppm에 서 바로소 수정이 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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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각 중금속의 농도에 따른 수정율의 변화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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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융 (Cd)의 경우 200 ppm에 서 56%의 수정율을 보였￡냐 300 ppm에 이르러서 수정율이

8.3%로 저하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연 (Zn)의 경우에는 10 ppm까지 는 수정율에 전

혀 영향을 마치지 못하였으나 50 ppm 이상에서는 점진적무로 독성을 나타내어 50"-'100 ppm

까지 는 수정 란의 약 25% , 200"'300 ppm 농도에서는 약 절만 기-까운 수 (45%)가 발생을

일으키지 옷하였다.

위의 실험 결과로 정충의 수정율을저하시키는 중금속 독성의 강도는 수은(Hg» 납 (Pb»

구리 (Cu» 카드융(Cd» 아연 (Zn)의 순으로 판명되 었다(그립 8).

N. 토 의 (Discussion)

금속 원소들이 생물체에 미치는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에 대하여는 19세 기 부터 조

사되어 왔으나， 그들의 생화학적안 작용은 지난 40여 년 동얀 바로소 계통적인 연구가 수행

되 었다. 금속 원소는 효소의 활동부위 (active site) 의 구성 에 참여 하여 촉매 작용에 직 접 관

계하기도 할 뿐더러 뇨분자 단백절괴헥산의 구조플 안정시켜 그 작용에 간접적안 영향을

부여하거나 흑은 세포내의 각 성분과 효소에 작용하여 생영 현상을 일오키는 여려 과정을

조절하기도 한다. Bertrand가 생리적， 독소학적인 견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모든 금속원

소들은 그 양에 따라 생명체에 양띤의 효과를 보인다. 즉 어느 농도까지는 최대의 효과플

보이지만(부족시에는 결핍증) , 어느 한계 농도 이상에서는 요히려 독성을 나타낸다 (Bertrand，

1912).

현재 수은 (Hg)， 카드융 (Cd)， 납 (Pb) ， 구라(Cu)와 같은 중금속의 동식물과 인간에 대한

단기간 독성효과는 찰 알려져 있지만 여러 세대에 걸친 장기간의 효괴에 대하여는 거의 알

려진 바가 없는 설정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에 의하면 중금속에 따라 차이는 있

으나 어느 한계농도 이상일 경우에는 수정란에 한결같이 독성효과를 나타내어 치사작용을

일오킴을 볼 수 있다. ·100% 치사 작용을 일으키는 농도를 살펴보면 수은(Hg) 1 ppm , 납

(Pb) 5 ppm , 카드융 (Cd) 5 ppm , 구리 (Cu) 10 ppm , 아연 (Zn) 100 ppm 이 상으로 독성효과

가 Hg>Cd늘Pb>Cu>Zn의 순으로 나다났다. 이와 같은 독성효과의 순서는 Oshima의 뱀

장어와 Cyprinodont fish인 ()rizias latipes를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에 나다난 Hg>Cu ,Zn,Cd

순이 나 Iwao의 ()ri상as에 대 한 독성순서 인 Hg，Cu>Cd의 순서 (Daudoroff & Katz , 1953)와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토끼의 골격근 소포체에서 추출한 ATPase 활생에 미

치 는 금속이온의 영 향에서 Hg>Cu>Cd::::oPb>Zn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김한도 et. at., 1978)

와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구리 (Cu)의 독성효과가 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

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나 각 중금속이

jelly층 투과에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얀다. 실제로 고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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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용액으로 처 리하여 수정 란을 관찰하면 시 간이 경 과함에 따라 처음 투명 하던 jelly층이

점차로 푸른색을 띄게 되는 점오로 미루어 상당량의 구리 ion이 이 층을 통과하는 동안 침

적된다고 보아진다.

각 중금속의 농도에 따흔 정충의 수정율 변화에 대한 실험의 결과는 발생의 결과와 마찬

가지로 수은 (Rg)의 독성이 기-장 높고 아연 (Zn)이 가장 약한 것￡로 나타났으나 구리 (Cu)

의 독성이 카드융 (Cd)보다 약간 높거나 거의 같게 냐타났다.

수정 여부의 판정은 수정 후 정 충아 jelly층을 뚫고 들어 간 흔적 인 정 충칩 입 점 (sperm pit)

의 유무를 조사하여 수정율을 결정하는 방법아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나 본 질험에서

사용한 참개 구리 (Rana ni낳romacμlata) 는 뚜렷한 정충침 입 접 (sperm pit)을 관찰하기가 용01

하지 않을 뿐더러 때애로 그 수가 여렉 개 나타나는 다정현상 (poly spermy)까지 도 보이고

있어서 위의 방법에 의한 결정은 거의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1난할면의

형성여부로 수정을 판단하였오묘로 실제의 수정율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 그러나 중금속이 정충의 운동력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제 1 분열의 시작과 대체적￡로

상관 관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방법에 의한 수정율 결정에 큰 요차가 일어날 가

능성은 적다고 보겠다‘

수정란을 치사농도 이하에서 발생을 진행시킬 경우 많은 개체에 중급속의 독성오로 안한

이상증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의 종류에 따른 독득한 증세보다는 공

통된 일반적인 특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짧고 휘어진 축， 왜소한 두부， 수종현상(복

부 흑은 그 외의 부분)， 거친 피부， 외새의 발생저하， 외부 자극에 대한 약한 반응 등의 증

세를 보이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유생의 어느 단계에서 죽고 말았다.

중금속의 생체내에서 생화학적인 작용 mechanism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 예블 들어

수은 (Rg)， 카드융 (Cd)， 납 (Pb) 등은 모두 단백질의 SR기 와 결합하여 업체구조블 변화시

킴오로써 그 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은 중추신경계동의 피루

부산 (pyruvate) 대 사를 억제 시킴으로써 다。1 아만 (Thiamine, Vitamin B) 결핍증과 같은 증

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중금속의 작용은 곰 짧고 휘어진 축， 왜소 두부의 현상

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믿어진다.

위의 결과들은 지연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동불의 기형을 유발시키는 농도차를 규명함￡

로써 인간에 의한 자연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아윷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생태계를 유지

하는 데 있어서 기초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요 약

본 연구는 충금속 중 생체계에 강한 독성 효과블 나다내는 Rg , Ph, Cd, Cu, Zn이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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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의 2차 소비 자로서· 중요한 위 치 를 차지 하고 있는 개우리 (Raηa ηigromacμlata) 의 수정 란

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융 조사하여 다읍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L 수정 란에 완전 치 사 작용을 일드키는 농도는 Hg 1 ppm, Pb 5 ppm, Cd 5 ppm, Cu 10

ppm, Zn이 100 ppm 이 상A로 그 독성 효과가 Hg>Cd늘Pb>Cu>Zn의 순a로 나타났다.

2. 각 중금속의 10분 동안 처리한 수정 능력은 Hg>Pb>Cu>Cd>Zn의 순으로 낮아진

다.

3. 치사농도 이하에서 발생을 계속한 수정란이라도 어느 농도 아상에서는 중금속 특유의

증세를 유말한다. 일반적인 특징은 짧고 휘어진 축(short and bent axis) , 왜소한 두부

(microcephaly), 수종현상(edema-복부 흑은 그외의 부분)， 거친 피부， 외새의 발생저하

(poor gill development) , 외부 자극에 대 한 약한 반응 (weak response to stimulus) 등의 증

세를 보이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유생의 어느 단계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중금속 종류

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아주 낮은 농도에서는 외형상무로 뚜렷한 발생결함을 관찰할 수 없

었다.

4. 위의 결과륜은 오염된 자연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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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Heavy Metals on Development and

Fertility of the Amphibian Eggs

Hae-Moon Chung and Won-Sun Kim

Summary

The effects of heavy metals (mercury , lead, cadmium, copperand zinc) on fertility and

development of the fertilized amphibian eggs were investigated. Amphibians were selected

since their status is very important as a secondary consumer in the ecosyst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a. Fatal concentrations of each heavy metal are Hg: 1 ppm, Pb: 5 ppm, Cd: 5 ppm,

Cu: 10 ppm, and Zn: 100 ppm. Therefore, the strength of toxicity appeared to be

Hg>Cd~Pb>Cu>Zn.

b; Fertilities of sperm suspensions which were treated with heavy metals for 10 minutes

decreased in the order of Hg>Pb>Cu>Cd>Zn.

c. Embryos developed in the solution of slightly lower than· the lethal point showed

several unique characteristics. General syndromes of all heavy metals are short and

bent axes, microcephaly, edema atthe abdomen, rough skin, poor gill deveklpment

and weak response to stimulus etc. Eventually they died at certain stages of

development. However , there is no external abnormalities in the embryo raised in

lower concentration.

d. The abov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c inform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from pol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