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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 백서에서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와 공간 기억력과의 상관관계
1

2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일신기독병원 정신과

박민성1·박제민1·신성현1·한귀원2·김명정1·김성곤1
Correlation between Serum Estrogen and Spatial Memory in Peripartal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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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possible effect of pregnancy and parturition on spatial memory, especially in
relation to levels of estrogen during the third trimester and postpartal period in rats.
Methods：25 female Sprague 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pregnant group (N=14) and control group (N=11). Changes in
spatial memory during 6 weeks including third trimester and postpartal period were measured using Morris water maze. Time
to reach the platform in the maze was indicator of spatial memory. Serum estrogen level was measured on 1 week before delivery,
postpartal day 1, and day 14.
Results：Both groups showed gradual improvement in performance by trial days and weeks,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in the third trimester, pregnant group showed a trend of less achievement on 3 days of
learning than control group. Serum estrogen level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groups over the 6 weeks of period. However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rum estrogen level on postpartum day 1 and time to reach platform on postpartum
week 2, an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strogen level on postpartum day 14 and latency to the platform on postpartum week 5.
Conclusion：These results imply that changes in the serum estrogen level may have dual effects on the spatial learning in
peripartal period. It is suggested that decline in cognitive function might occur either by failure of rapid decrease of estrogen, immediately after parturition, or retarded restoration of estrogen in later postpartal period.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6;
45(5):4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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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 임신 중이 아닌 여성 보다 낮다는 보고가 있다.3-6) 또 기
억력 저하가 임신기간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도 관찰되며,7)

여성에서 임신과 출산이 기억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

이러한 기억력 저하는 임신 초기나 출산 후 장기간의 시간

측할 만한 근거들이 많으나 아직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하

이 지났을 때보다는 임신후기나 출산직후에 관찰된다고 한

고 있다. 우선 임상연구에서 임신 중 혹은 출산 후의 여성

다.8,9) 이와는 다르게, 임신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기억력은

에서 다양한 기억력 저하가 관찰되고,1-9) 임신 여성이 호소

임신 중인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오히려 뛰어나다는

하는 주관적 기억력 저하가 임신에 동반되는 우울이나 불

보고가 있고,10) 다산부와 초산부를 비교했을 때 임신 중에는

안 등의 기분과는 무관하며,1,2) 주의력과 기억력 등의 인지

인지기능의 차이가 없고, 출산 후에는 다산부가 초산부 보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했을 때에도 임신 중인 여성들

다 단어 기억력이 우수하다는 보고도 있다.10)
동물실험으로는, 수중미로를 이용하여 쥐의 공간학습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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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전후로 조사한 결과 표식을 보고 목표지점을 찾는 능
력은 임신이나 출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는 반
면에,11) 출산 경험이 많거나 새끼를 키우는 쥐가 먹이가 있
는 곳을 잘 찾는다는 제안도 있다.12) 또 임신 1, 2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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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기억력이 우수했다가 3기에 나빠진다는 보고도 있다.13)

훈련 직후 측정하였으며, 평균(±표준편차) 323(±31) gm

한편 임신이나 출산에 동반되는 기억력 변화에 관여하는

으로 대조군(240±18 gm)보다 유의하게 무거웠다(t=7.92,

생물학적 기전으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부신피질
호르몬, 옥시토신 등 임신과 분만에 관여하는 호르몬 농도
14)

df=23, p<0.001).
실험동물은 군을 구별하여 네 마리씩 사육 상자에 넣어 식

특히 에스트로겐에 관한 연구가

수와 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임신군은 출산

많은 편인데, 에스트로겐은 생리적 농도에서는 기억을 습득

후에 새끼와 같이 사육하였다. 실험기간동안 사육장의 실내

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반면, 고농도에서는 흥분성 신경독

온도는 20±1℃, 습도는 40~60%를 유지 하였고 12시간

작용이나 대사될 때 유리기를 생성함으로써 기억을 저하시

채광하고 12시간 차광하였다.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14)

킨다는 제안이 있다.

예를 들면 난소를 제거한 쥐는 수

동적 회피학습 능력이나15) 공간기억력이16) 저하되는데 에

실험방법

스트로겐을 투여하면 호전된다. 또 Wide 등17)은 난소를 제
거한 쥐에게 에스트로겐 투여량을 달리하여 T형 미로학습
수행력을 비교한 결과 중등도 이하의 용량에서는 수행력이
좋아지나 고용량에서는 나빠짐을 관찰하였다.

모리스 수중미로
수조는 직경 150 cm, 높이 50 cm의 원통이고 벽과 바
닥을 흰색으로 칠하였고, 수조 벽에는 아무런 표식도 하지

에스트로겐은 임신 3기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출산 직전

않았다. 수조 내 물을 27 cm의 높이로 채우고 물의 온도를

최고치에 달하고, 태반이 분리되고 나면 급격히 감소했다가

17~18℃로 유지하였다. 수면 위 24 cm 높이에 두 개의 금

14)

서서히 회복된다.

따라서 출산 전후로 에스트로겐 농도와

속 봉을 수조 중앙에서 직각으로 교차시켜 수조 면을 네 개

기억력과의 관계를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의외로 이

로 나누었다. 네 개의 사분면은 시계방향으로 각각 A, B,

9)

런 연구가 적다. Buckwalter 등 은 산모를 대상으로 분만

C, D로 정하였다. 쥐가 올라 설 수 있는 도피대는 직경 12

약 20일 전후에 걸쳐 인지기능과 부신피질호르몬, 에스트

cm의 투명 아크릴 원통이고 수면 밑 2 cm, 벽에서 30 cm

로겐, 프로게스테론, dehydroepiandrosterone, 테스토스테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다. 육안으로 도피대가 보이지 않게

론 등의 혈중 농도를 같이 측정하여 상관관계를 조사했으

흰색 수성물감으로 물을 불투명하게 하였다. 동물의 출발위

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동물실험에서 난소

치는 수조의 바깥 면에 표시해 두었다. 수조의 위치와 수조

를 절제하고 6일 후에 해마의 가지돌기 가시 밀도에 유의

밖 실험실 환경은 실험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고 실험 도중

18)

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고려할 때,

혈중 호르몬 치와 인

지기능 사이의 상관관계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나

실험자는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미로 밖 공간단서를 일정
하게 유지하였다.

리라 예상되므로 같은 날 측정한 기억력과 호르몬 농도 사
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수중미로 실험과정

저자들은 임상연구에 앞서 예비자료를 얻고자, 쥐를 대상

임신 군은 임신 10일 째부터 5일간 도피대를 A 사분면

으로 임신 3기와 출산 이후 기억력과 혈중 에스트로겐 농

에 두고 매일 4회씩 사전 훈련을 하였다. 우선 쥐를 20초

도를 일정 시간간격을 두고 여러 번 측정하여, 임신과 출산

간 도피대 위에 두었다가 A 사분면의 출발점으로 옮겨 쥐

이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지와 에스트로겐이 여기에 관여하

의 머리가 벽을 향한 자세에서 수영을 시작하게 하였다. 60

는지를 조사하였다.

초 이내에 도피대를 찾지 못하면 10초간 도피대에 올려두
었다. 60초 이내에 도피대에 올라서면 5초간 도피대에 머

방

법

물도록 하였다. 이어서 B, C, D 사분면의 출발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였다. 출발부터 도피대에 올라설 때까지의

실험동물
생후 8주의 건강한 암컷 흰쥐(Sprague Dawley)를 사용

시간을 0.1초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60초 이내에 못
찾으면 61초로 기록하였다.

하였다. 임신군(N=14)은 첫 번째 임신이었으며, 대조군(N=

본 실험은 출산 전 1주와 출산 1주 후, 4주 후에 각각 5

11)은 임신한 경험이 없었다. 모든 실험일정은 임신군의 출

일 동안 매일 4회씩 하였다. 도피대의 위치는 출산 1주 전

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진행하였고,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에는 A, 출산 후 2주째에는 B, 5주째에는 C 사분면에 각

하루 이상 오차가 생긴 동물은 자료분석 때 제외하였다. 임신

각 두었다.

군의 체중은 임신 10일째부터 5일간 모리스 수중미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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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였다. 모든 실험은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 하

출산 전 1주, 1주 후와 4주 후 시기별로 양군간 비교하였

였다.

다(반복측정변량분석). 사후검증은 t-검증법으로 하였다.
혈중 에스트로겐 치도 반복측정변량분석하였다. 혈중 에

호르몬 분석

스트로겐 치와 수중미로 수행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방
법으로 검증하였다. 이 때 수중미로 수행력은 첫 3일간 성

혈액채취

적의 평균을 대표값으로 삼았다. 검체 부족으로 대조군 한
마리의 에스트로겐 자료는 누락되었다.

호르몬 분석을 위한 혈액은 임신 15일(출산 1주 전), 출
산 후 1일과 14일에 채취하였다. 먼저 pentobarbital 0.6~

계산은 사회과학통계프로그램(SPSS 12판)으로 하였

0.7 mg을 복강 내 주사하여 쥐를 마취시켰다. 꼬리 정맥에

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유의수준 0.05로 양측검증하

서 혈액을 최소 1 ml 채취하였고, 수집된 혈액은 즉시 혈청

였다.

을 원심분리(2500 rpm, 15분)하여 분석 때 까지 -80℃에

결

서 보관하였다.

에스트로겐의 정량

과

수중미로 수행력

혈청 estradiol 치를 의료법인 녹십자(용인, 한국)에서 I125

임신군과 대조군이 모리스 수중미로에서 도피대를 찾기까

19)

Estradiol을 이용한 면역형광법 으로 측정하였다. 시약은

지 걸린 시간을 출산 전후 시기별, 반복시행 날짜 별로 표

Coat-A-Count Estradiol(Diagnostic Products Co, USA)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전 자료에 대해 변량분석한 결과, 시

을 사용하였고 측정장비는 COBRA 5010 Ⅱ(Quantum,

행 회수가 반복될수록 시간이 단축됨을 알 수 있었다. 이것

USA)이었다. 직선성이 보장되는 분석범위는 10~3600 pg/

은 3일에 걸친 단기간 반복시행에서도 유의하였고(Day：

ml이었다.

F2,46=14.71；p<0.001), 5주에 걸친 장기간 반복시행에서
도 유의하였다(Birth：F2,46=27.79；p<0.001). 그리고 단

통계처리

기 학습효과의 정도는 5주에 걸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Birth x Day：F4,92=1,21；p=0.31).

매일 A, B, C, D 각 사분면에서 출발하여 도피대에 도달
한 시간의 평균치를 그 날의 대표값으로 삼았다. 5일 연속

임신군과 대조군 간에는 수중미로 수행력이 유의한 차이

측정했을 때 첫 3일간은 수행력이 점차 좋아졌으나 4, 5일

가 없었다(Group：F1,23=0.20；p=0.663, Group×Birth：

째는 일관성이 없었다. 이 현상은 양군 모두 관찰되었고, 다

F2,46=1.50；p=0.234, Group×Day：F2,46=1.09；p=

11)

른 연구에서도 일부 관찰된다.

0.345, Group×Birth×Day：F4,92=1.62；p=0.176). 임

그래서 첫 3일간의 성적을

Table 1. Mean time (sec, mean±SD) to reach platform started from each 4 quadrant on water maze test measured before and
after delivery in pregnant rats compared with those measures at the same time schedule in virgin rats
Pregnant (N=14)

Control (N=11)

1 w before delivery
§

26.1±09.7

29.3±16.5

2nd day

26.7±12.6§

19.2±17.5§

§

19.7±12.0§

24.9±09.1

1 w after delivery
1st day
2nd day
3rd day

20.8±12.5§

18.0±08.5§

‡

11.7±08.8∥

§

09.9±03.8∥

§

§

14.1±05.0
12.0±04.0

Day

Interaction

0.49

03.24*

2.94†

1.12

17.78¶

0.05§

1.54

02.78†

0.04§

§

1st day
3rd day

F scores of repeated measures ANOVA
Group

4 w after delivery
1st day

12.8±08.9

14.8±07.9

2nd day

09.0±02.6§

11.7±07.1§

3rd day

09.9±05.6§

12.6±05.4§

Repeated measures ANOVA. Group：F1,23=0.20；p=0.663, Week：F2,46=27.79；p<0.001, Day：F2,46=14.71；p<0.001, Group×Week：
F2,46=1.50；p=0.234, Group×Day：F2,46=1.09；p=0.345, Week×Day：F4,92=1,21；p=0.31, Group×Week×Day：F4,92=1.62；p=0.176.
†：p<0.1, *：p<0.05, ¶：p<0.01, ‡：p<0.1, §：p<0.05,∥：p<0.01, compared with 1st day values,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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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의 출산 전후 시기별로 수중미로 수행 성적을 대조군

Birth：F2,44=0.042；p=0.959)(표 2).

과 비교해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통계량은 표 1 참조). 다

임신군은 출산 하루 후 측정한 에스트로겐 치와 출산 1주

만 출산 전 1주 때 임신군은 3일에 걸친 측정값(평균±표

후 수중미로에서 도피대를 찾은 시간 간 유의한 양의 상관

준편차)이 26.1±9.7, 26.7±12.6, 24.9±9.1초로서, 대

관계가 있었다(r=0.75, p<0.01). 또 출산 14일의 에스트

조군의 29.3±16.5, 19.2±17.5, 19.7±12.0초와 비교했

로겐 치와 출산 4주 후 도피대를 찾은 시간 간 유의한 음의

을 때 반복시행 학습효과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Group×

상관관계가 있었다(r=-0.60, p<0.05)(표 3, 그림 1). 대

Day：F2,46=2.94, p=0.063). 즉, 대조군은 2일(t=3.41,

조군은 혈청 에스트로겐 치와 도피대 찾은 시간 간 유의한

df=10, p=0.07)과 3일(t=2.76, df=10, p=0.02) 시간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 1일 보다 유의하게 단축되었으나, 임신군은 일간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았다.
출산 1주 후 임신군은 1, 2, 3일의 값이 각각 20.8±12.5,

Table 2. Serum estradiol levels (pg/ml) measured before and
after delivery in pregnant rats compared with those measures at
the same time schedule in virgin rats
Pregnant (N=14)

Control (N=10)

1 w before delivery

26.0±8.3*

29.0±15.4

는 경향이 있었다(t=1.86, df=13, p=0.086). 대조군은 각

1 day after delivery

21.7±8.1*

24.8±12.3

각 18.0±8.5, 11.7±8.8, 9.9±3.8초였고 2일(t=3.56, df=

14 days after delivery

21.1±8.2*

22.9±11.5

14.1±5.0, 12.0±4.0초였고, 2일 값은 1일 값 보다 단축되

10, p=0.005)과 3일(t=3.43, df=10, p=0.006) 값이 1일
값 보다 유의하게 단축되었다. 그러나,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임신군의 출산 4주 후에 해당하는 마지막 시기에는 3일
간의 반복시행효과가 유의한 경향만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무
렵 학습이 포화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Day：F2,46=2.78,
p<0.1). 양군간 차이는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Repeated measures ANOVA. Group：F1,22=0.646；p=0.430,
Week：F2,44=2.70；p=0.078, Group×Week：F2,44=0.042；p=
0.959, *：p<0.05, compared with 1w before delivery, paired t-test,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gnant and control group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erum estradiol levels and mean
time to reach platform of 3 day-trials on water maze test measured before and after delivery
Estradiol

Mean latency

혈청 에스트로겐 치와 수중미로 수행력과의 상관관계

-1 w

1d

14 d

Pregnant group (N=14)

임신군의 임신 15일(출산 1주 전), 출산 1일 후와 14일

-1 w

-0.40

-0.28†

-0.34*

후 혈청 에스트로겐 치는 각각 26.0±8.3, 21.7±8.1, 21.1±

-1 w

-0.06

-0.75†

-0.16*

-4 w

-0.32

-0.23†

-0.60*

-0.39

-0.06†

-0.39*

-1 d

-0.19

†

-0.23

-0.20*

-4 w

-0.02

-0.28†

-0.01*

8.2 pg/ml이었는데, 출산 14일 후 값은 출산 1주 전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13)=2.41, p=0.032). 같은 시기의 대
조군 값은 각각 29.0±15, 24.8±12.3, 22.9±11.5 pg/ml
이었고 시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혈청 에스트
로겐 치는 양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Group：F1,22=
0.646；p=0.430, Birth：F2,44=2.70；p=0.078, Group×
26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p<0.05, †：p<0.01, -1w, 1w,
4w：1 week before, 1 and 4 weeks after delivery, 1d, 14d：1 and
14 day (s) after delivery

r=-0.60, p<0.05

18

22

Time to reach platform (sec)
4 weeks after delivery

Time to reach platform (sec)
1 week after delivery

-1 w

20

r=0.75, p<0.01

2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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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 (N=10)

3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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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relations between serum
estradiol level and time to reach
platform on Morris water maze test.
r：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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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미로에서 먹이를 찾을 때 실패율을 줄이는 것으로 보아 모
성이 작동기억을 향상시킨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수중미

모리스 수중 미로 수행력

로를 사용한 이번 실험이나 다른 연구에서는 분만 후 수행

모리스 수중미로 성적은 새로운 공간지식을 획득해서 굳

력이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먹이를 찾는 과제와

히고 다음에 회상해 내는 능력, 현재의 공간 단서와 과거 기

위험으로부터 도피하는 과제는 불안 정도나 동기가 공간학

억을 비교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내포하며 해마

습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관여하는 학습기전이 다르기 때

와 편도 등 기억과 직접 관련된 영역 외에도 전전두엽 기

문이라 추측한다.

11)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기억

당연하지만 임신군과 대조군간 체중 차이가 있어 수영 속

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 수행력

도가 수행력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는데, 임신 3기에도 수

만 보았다. 연구에 따라서는 수조의 각 사분면에 머무는 시

영 속도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다.11) 또 혈액

간을 따로 측정하여 도피대를 옮겼을 때의 반응을 공간 작

채취를 위해 마취를 한 것이 학습능력을 저하시켰을 수 있

동기억(working memory)으로 간주하고, 도피대에 도달한

으나 반복시행으로 인한 학습효과가 확인되었고, 대조군도

시간과는 구분해서 보기도 한다.

같은 처치를 했으므로 양군 간 비교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

능을 함께 반영한다.

이번 연구에서 모리스 수중미로에서의 임신군은 임신 3

었다고 본다.

기에 대조군 보다 학습력이 저조한 경향이 있었을 뿐, 전
반적으로 볼 때 임신군과 대조군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

에스트로겐 치와 모리스 수중미로 수행력의 상관관계

므로 임신 3기(출산 전 1주)나 출산이 공간 학습과 기억

이번 연구에서 임신군은 출산 하루 후 측정한 에스트로겐

력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임신 기간 및 출

치가 높을수록 출산 1주 후 측정한 수중미로 수행력이 좋지

산 후 1주 동안 출발점으로부터 도피대에 이르는 시간이 전

않았다. 반면에 출산 2주 후의 에스트로겐 치가 높을수록 출

반적으로 임신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산 4주 후의 수행력이 좋았다. 이것은 에스트로겐이 공간학

11)

았던 Bodensteiner 등 의 결과와 비슷하다. 그런데 같은
11)

습에 이중적 역할을 한다는 것과 에스트로겐 치의 변화가 공

연구에서 Bodensteiner 등 은 임신군이 임신 1, 3주 첫

간학습에 영향을 주기 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날에 도피대가 이전에 있던 사분면 보다 도피대가 새로 놓

암시한다. 출산 전후로 농도 변화가 크면서 학습에 영향을

여진 사분면에 유의하게 오래 머물지만 대조군은 두 사분면

줄 수 있는 프로게스테론, 부신피질 호르몬, 옥시토신 등을

에 머무는 시간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임신이 공간

함께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수중미로 수행력을 에스트로겐 하

작동기억(working memory)을 향상시킨다고 제안하였다.

나로만 설명할 수는 물론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

그러나 임신군은 대조군에 비해 임신 2주 첫날 엉뚱한 사

과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고들이 있다.

분면에 머무는 시간이 유의하게 길었다. 그리고 임신군이

우선 공간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와 작동기억에 관여하는 기

대조군 보다 도피대가 새로 놓인 사분면을 잘 찾는다면 이

저 전두엽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고20-22) 이를 통해 해

것이 왜 도피대가 놓인 장소를 정확히 찾는 시간에는 반영

마의 신경세포 가소성이나 기저 전두엽의 콜린성 기능을 유

이 안 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지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쥐에서 생

13)

또 Galea 등 의 연구에서는 임신 1~2주 동안 임신군이

리주기 중 혈중 에스트로겐 치가 높은 시기에 해마 가지돌

대조군 보다 도피대를 찾는 시간이 짧으나 임신 3주에는 양

기 가시 밀도나23) CA1의 피라미드 신경세포의 연접 밀도

군간 차이가 없고, 이동 거리는 임신군이 오히려 길었다. 이

가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24) 또 난소를 절제하여 에스

번 연구에서 임신 초기를 관찰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

트로겐을 고갈시키면 해마 가지돌기 가시 밀도가 줄어들고,

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임상에서 임산부나 산모가 기억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면 크기가 회복된다는 보고가 있다.16,18)

력 저하를 호소하는 것 중 일부는 임신 초기에 비해 임신 말

Singh 등15)은 난소 제거 후 수동적 회피학습 능력과 콜린

기에 단지 상대적인 기억력 저하를 느끼기 때문일지 모른다.

성 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고,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면 회복

임산부의 기억력 저하는 임신 초기 보다 임신 말기와 출산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런 보고들은 기억과 학습에 에스

8,9)

직후에 관찰된다는 임상 보고가 있는데,

이를 확인하려

면 임신 이전 기억력을 기준으로 임신 초기 부터 출산 후 까
지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Kinsley 등12)은 새끼 양육이 방사미로나 건조한 모리스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 Volume 45, No 5 / September, 2006

트로겐이 긍정적 역할을 함을 보여 준다.
반면에 고농도의 에스트로겐은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연접 밀도를 지나치게 증가시키거나
막수용체에 직접 작용하여 흥분성 세포독성을 일으키거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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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정에서 다량의 유리기가 생성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14)
즉, 이번 연구 결과처럼 개체에 따라 출산 전 증가된 에

7)

스트로겐이 출산 후 빨리 감소되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손상

8)

되고, 그 결과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기억과 학습능력의 저
하로 나타날 수 있다. 또 출산 후 저하된 에스트로겐의 회

9)

복 속도가 느린 개체는 일정 기간 후에 인지기능이 저하될
10)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출산 1주 전과 출산 하루 후 측정

11)

한 에스트로겐 치는 대조군 보다 높지 않았다. 혈액 채취 시
기가 임신 3기 시작 무렵과 출산 하루 이후여서 에스트로겐

12)

의 농도가 높은 시기를 놓쳤을 수 있다. 일부는 대조군의 생

13)

리주기를 통제하지 않아 에스트로겐 치가 높은 주기에 있는
동물이 많이 포함된 탓일 수도 있다. 앞으로 채혈시기와 대

14)

조군의 생리주기를 조절하여 이번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5)

요약하면, 이번 연구 결과는 임신 3기부터 분만 4주 후
동안 모리스 수중 미로에서 도피대를 찾는 시간으로 본 공
간학습능력은 변화가 없으나, 출산 직후 에스트로겐 치가 빨

16)

리 감소하지 않거나, 산욕기에 에스트로겐 치 회복이 더디
면 인지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17)

중심 단어：임신·분만·공간 기억·수중 미로·에스트로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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