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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RT/BT 융합기술 이용 알레르기 치료를 위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새로운 면역원(백신)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가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의 구조 및 항원성 변화에 미치는 향분석 및 

    변성 알레르겐의 면역원성/ 알레르기원성 평가

  - 동물 임상시험을 통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치료 면역원으로서의 가능성 평가

 2. 연구결과

 -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의 분자구조와 항원결정기 (epitopes) 및 IgE,

   Cytokine 생성능 등의 분석을 통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알레르기 유발원성이 감소된

   변성 알레르겐 제조법 확립 

 - 동물 임상시험을 통한 방사선 조사된 집면지 진드기 변성 면역원의 알레르기 예방 및 

   치료제로서의 활용 가능성 확인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방사선 이용 새로운 알레르기 치료기술 개발로 국민건강 향상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

 - 새로운 면역원 생산기술은 국내외 관련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생체 거대분자에 대한 방사선 향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방사선원별/에너지 

수준별 이온화 방사선 조사가 생물 소재에 미치는 향평가 및 RT/BT 융합기술로 개발

된 생물 신소재의 의학적/임상적 활용연구 사업에 응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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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RT/BT 융합기술 이용 과민반응 단백질에 대한 새로운 면역원 제조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의 항원성 및 면역원성의 변화에 대한 

방사선 조사 효과의 명확한 이해와 RT/BT 융합기술 이용 새

로운 면역원의 개발

   ○ RT/BT 융합기술 이용 알레르기 치료를 위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새로운 

면역원(백신) 제조기술 개발

       - 국내 백신생산의 기술 혁신으로 관련 산업체 생산성 향상

       - 본 연구개발로 동물 백신의약품 생산기술 기초자료 확보

       - 국내 기술력 확보로 수입 대체 및 수출경쟁력 제고로 국가 경제 발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 확대로 국민보건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특정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서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주요 방법은 알레르겐(allergen)의 회피 및 스테

로이드 계통의 약물치료법이 있으며, 이 두 가지 치료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환자에게는 알레르겐 면역요법(allergen immunotherapy)이 행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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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Hidden 알레르겐이 존재하거나 생활 알레르겐 및 계절성 알레르겐은 회피

하기가 어렵고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치료는 장기간 처방시에는 부작용이 

일어나며 알레르겐 면역요법은 알레르겐 추출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함에 따

라, 전신적인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성이 존재함.

   ○ 알레르겐 면역요법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이 저감화

된 변성알레르겐의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방사선 기술(Radiation Technology, RT)은 기존 식품과민반응 단백질의 

IgG 및 IgE 항원결정기의 변화를 통한 알레르기 저감화 방법으로 확인된

바 있어 RT/BT 융합기술을 통한 알레르기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긍정적

인 결과가 기대됨.

   ○ 본 연구는 현재 국내․외로 큰 문제가 되며 발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의 항원성 및 면역원성의 

변화에 대한 방사선 조사효과를 규명하고, RT/BT 융합기술을 이용한 새로

운 면역원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실용화 기술개발이 요구됨.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방사선 조사가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의 구조 및 항원성 변화에 미치는 

향분석 및 변성 알레르겐의 면역원성/ 알레르기원성 평가

      -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의 2, 3차 분자구조/분자량 변화 

및 분자 표면 항원결정기 (epitope)의 변화측정

        - 변성 단백질 생산을 위한 최적 조사선량 설정

        - Cytokine(IL-2, IL-4, IL-12 등) 분석을 통한 변성 알레르겐의 IgG 생산

유도 및 IgE 생산 감소 효과 측정

  ○ 동물 임상시험을 통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치료 면역원으로서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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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가

        - In vivo 시험에서 면역원의 알레르기 치료 효과 평가 

          ․ 모델 시험동물의 생산(메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질환 마우스 

등)

          ․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PCA) 분석법을 이용한 알레르기 

소멸효과 시험  

          ․ 경구/비강투여로 IgG, IgA 항체 생산능 및 IgE 억제능 평가  

        - 새로운 면역원 이용 알레르기 치료효과 평가

          ․ 최적 생산조건 설정/안전성 검증 

IV. 연구개발 결과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의 구조 및 항원성 변화에 미치

는 향

   -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은 주요 알레르겐이 사라지고 고분자

량으로 응집화되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음.

   -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은 집먼지 진드기 환자의 혈청 및 집

먼지진드기에 대한 토끼의 다클론 항체와의 결합능이 감소하여 항원결정기

(epitopes)에 변화가 일어났음.

   - 변성 단백질 생산을 위해 20 kGy 이상의 고선량이 요구됨.

  ○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의 면역원성 및 알레르기원성 평가

    -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은 알레르기를 유도시키는 IL-4, IL-5 

등의 cytokines이 감소하여 알레르기원성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 음.

 

  ○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의 알레르기 치료 면역원으로서의 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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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르기 시험동물 모델을 확립하 으며, 집먼지 진드기 알러지 유도된 마

우스는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에 대해 IgG 항체가는 유지

하며 IgE 생산은 감소되어 면역원성은 유지되며 알레르기원성은 감소시킬 

수 있었음.

    - 또한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결과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 알

레르겐에 대한 blue spot은 조사선량에 따라 감소하 음.

    - 알레르기 치료 시험에서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특이 IgE항체는 감소하며, 

비장의 T cell에서 분비된 IL-4 및 IL-5 cytokine 양도 감소하여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 효과가 나타남.

    -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의 면역 후 알레르기를 유도한 결과,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로 면역된 시험동물에서는 집먼지 진드기 특

이 IgE 값이 감소하 으며 IL-4의 분비도 감소하 음.

  ○ 이상의 시험 결과를 통해 고선량의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

은 구조적 변화에 의해 알레르기를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면역원의 기능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도출된 성과는 2007년도부터 추진하는 원자

력연구개발(일반회계) 방사선융합기술개발사업의 “RT/BT 융합 생물공학기

술개발(대과제)”에 반 되어 산업실용화 실증연구로 추진할 것임.

   ○ 본 연구로 생체 거대분자에 대한 방사선 향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

로써, 방사선원별/에너지 수준별 이온화 방사선 조사가 생물 소재에 미치

는 향평가 및 RT/BT 융합기술로 개발된 생물 신소재의 의학적/임상적 

활용연구 사업에 응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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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of the project

   Development of novel immunogens on the hypersensitivity-induced proteins by the 

combin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II.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1. Ultimated Goal of the Project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radiation for the changes 

of antigenicity and immunogenicity and development of 

novel immunogen by the combin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 Development of effective and economical novel immunogen (allergy 

vaccine) by the RT/BT for treatment of allergy

      - Improvement of industrial products related with development of 

domestic vaccine technology

      - Acquirement of the basis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animal 

vaccine products by the project

      -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y alternation of imports and 

improvement of competitive power of export

    ○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quality of life with expans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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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for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2. Necessity of the Project

    ○ Allergy, hypersensitivity against specific antigen, increases continuously 

every year, and in particular raise the prevalence in developed 

countries.

    ○ Methods to treat allergy are the allergen avoidance and 

pharmacotherapy with steroids. Allergen immunotherapy have be 

used for patients that are not controlled despite allergen avoidance 

and pharmacotherapy.

    ○ It is difficult to avoid hidden allergen, environmental allergen and 

seasonal allergen, and to occur the side when treated with stroids 

during long-term. Also, the major risk of allergen immunotherapy is 

anaphylaxis due to use allergen extract mixture.

    ○ Development of denatured allergen with reduced allergenicity have 

been studied to reduce the risk of allergen immunotherapy.

    ○ RT achieves the reduction of allergy by the change od epitopes of the 

protein inducing food hypersensitivity. Therefore, the combination of 

RT/BT could lead to prevent and treat allergy.

    ○ The project is conduct to clear up the radiation effect of antigenicity 

and immunogenicity allergy and to acquire the basis of development of 

novel immunogen using the combination of RT/BT.

III. Contents of the project

   ○  Analysis of conformational and antigenic change of house dust 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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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rgen by radiation and assessment of immunogencity/allergenicity of 

the denatured allergen

     - Measurement of the changes of structure, molecular weight and surface 

epitopes of irradiated house dust mite allergen

     - Selection of optimal radiation dose to produce denatured protein

     - Measurement of production of IgG and IgE antibodies, analyzing 

cytokines(IL-2, IL-4, IL-12, etc)

  ○ Possibility of irradiated house dust mite allergen as immunogen for 

treatment of allergy through allergic mouse model

     - Assessment of therapeutic effect by the immunogen in vivo

       ․ Establishment of allergy-induced mouse model

       ․ The effect of the reduction of allergy using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assay

       ․ Measurement of immunoglobulins level by injection via nasal to 

allergic mouse model

     - The assessment of therapeutic effect of allergy by use of the novel 

immunogens

IV. Results of the project

  ○ The changes of structure and antigenicity of irradiated house dust mite 

allergen

     - The irradiated house dust mite allergen showed the conformational 

change with disappearance of major allergen and aggregation to higher 

molecular weights.

     - The irradiated house dust mite allergens showed the change of epit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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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results of the reduction of binding ability of house dust 

mite-allergic patients' serum (IgE) and polyclonal rabbit IgG against the 

irradiated allergens.

    - Require high radiation dose above 20 kGy for manufacture of novel 

immunogens

  ○ Assessment of immunogenicity and allergenicityof irradiated house dust 

mite allergen

    - Irradiated house dust mite allergen showed the reduction of allergenicity 

with decrease of concentration for IL-4 and IL-5, the cytokine inducing 

allergy.

  ○ Assessment of possibility as therapeutic immunogen of irradiated house 

dust mite allergen

    - The establishment of allergic induced mouse model

    - irradiated allergen showed the maintainment of immunogenicity and the 

reduction of allergenicity from the result of maintain of IgG and 

reduction of IgE.

    - Blue spots against irradiated allergen decreased raising with radiation 

dose in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 The therapeutic effect was measured by reduction of house dust 

mite-specific IgE, IL-4 and IL-5.

    - Induction of allergy after immunization of irradiated house dust mite 

allergen decreased by the reduction of house dust mite-specific IgE and 

IL-4 release.

  ○ Irradiated house dust mite allergen could function as immunogen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llergy by change of conformatio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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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oject 

   ○ Progress to practical research project reflbecting in "Development of 

combination of RT/BT

   ○ Leading medical and clinical research of macromolecules and novel 

biomaterials developed by combination of R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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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사 업 명 자체연구개발사업 기 술 분 야

     대과제명

세부과제명
RT/BT 융합기술 이용 과민반응 단백질에 대한 새로운 

면역원 제조기술 개발

주관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주관연구책임자 이주운

총 연구기간

(단계, 년차)

2 년
연 참여인력

 2 단계/ 2년

1단계 연도별

신청연구비

(백만원)

1 단계 2 단계 계

특기사항

제 1 절  연구 개발의 목적 

  ▶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의 항원성 및 면역원성의 변화에 대한 

방사선 조사 효과의 명확한 이해와 RT/BT 융합기술 이용 

새로운 면역원의 개발

   ○ RT/BT 융합기술 이용 알레르기 치료를 위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새로운 

면역원(백신) 제조기술 개발

       - 국내 백신생산의 기술 혁신으로 관련 산업체 생산성 향상

       - 본 연구개발로 동물 백신의약품 생산기술 기초자료 확보

       - 국내 기술력 확보로 수입 대체 및 수출경쟁력 제고로 국가 경제 발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 확대로 국민보건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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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개발의 필요성 

  1. 연구 개발의 배경 

   ○ 특정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서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주요 방법은 알레르겐(allergen)의 회피 및 스테

로이드 계통의 약물치료법이 있으며, 이 두 가지 치료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환자에게는 알레르겐 면역요법(allergen immunotherapy)이 행해지고 

있음.

   ○ Hidden 알레르겐이 존재하거나 생활 알레르겐 및 계절성 알레르겐은 회피

하기가 어렵고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치료는 장기간 처방시에는 부작용이 

일어나며 알레르겐 면역요법은 알레르겐 추출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함에 따

라, 알레르기 유발성이 존재하며 전신적인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 알레르겐 면역요법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이 저감화

된 변성알레르겐의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2. 기술적 측면

   ○ 방사선에 의해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붕괴되어 작은 분자량대의 폴리 펩타

이드 등으로 분해되거나, 분자 간 응집으로 인하여 더 큰 분자량의 새로운 

구조를 갖는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펩타이드 결

합과 disulfide bond의 파괴에 의해 단백질의 이차 또는 삼차구조에 변성

을 일으키지만, 단백질의 변성은 열에 의한 작용과는 다른 형태로 일어난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 변성의 특징은 산소 존재 하에서는 단백질

의 단편화(fragmentation) 보다는 응집화(aggregation)가 주로 일어나게 됨.

   ○ 방사선 조사된 단백질 구조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항체와의 반응성에도 변

화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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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조사(Radiation Technology, RT)를 이용하여 ovalbumin, heat stable 

tropomyosin, casein, β-lactogrobulin 등의 식품 알레르겐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 알레르기 환자의 IgE와의 반응성이 감소함.

   ○ 방사선 기술은 기존 식품과민반응 단백질의 IgG 및 IgE 항원결정기의 변화

를 통한 알레르기 저감화 방법으로 확인된 바 있음.

   ○ RT/BT 이용한 변성 알레르겐의 제조하여 알레르기 치료 면역원으로 활용

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

어 본 기술의 개발은 기술 선점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크

게 기여할 수 있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3. 경제․산업적 측면

   ○ 알레르기는 국내․외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선진국에서 발

병률이 높음. 특히 집먼지 진드기는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에서 가장 중요

시 되는 알레르겐이며 국내에서도 소아 및 성인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의 

약 50-80%가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피부 검사에 양성 반응을 보

임.

   ○ 알레르기는 유전적 소인 및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급속도로 증가하며, 알레

르기 환자는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 및 알레르겐 면역요법에 의한 전신적인 

아나필락시스 발병으로 사망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음.

   ○ 북미와 유럽 주민의 약 반정도가 공통 환경 항원들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

지고 있으며 비록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러한 질병으로 인

하여 괴로움으로 학교와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됨. 

   ○ 알레르기 치료를 위한 알레르겐의 회피는 항상 행할 수 없으며 외부의 환

경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게 됨. 

   ○ 알레르기 치료를 위한 병원의 출입 및 약물 처방은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

과 내원에 따른 시간의 소요에 따른 불편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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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BT 융합기술은 알레르겐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여 원래의 알레르겐에

서 유도되는 알레르기질환을 저감화할 수 있으며 변성 알레르겐을 이용한 

알레르겐 면역요법 시행할 경우 전신적인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RT 기술과 생물학 및 의학․면역화학 분야의 응용연구로서 국내외적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임.

   ○ RT/BT 융합기술을 이용한 변성면역원 생산기술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술로서 기술도입이 아닌 기술수출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

4. 사회․문화적 측면  

   ○ 현재 국내․외로 큰 문제가 되며 발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문제

시 되고 있는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

보 및 실용화 기술개발이 요구됨.

   ○ RT기술의 생물학, 의학, 면역화학 등의 다른 학문분야로 확대할 수 있어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제 3 절  연구 개발의 범위

   1. 1차년도 (2004)

     가. 연구개발 목표

        방사선 조사가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의 구조/항원성 변화에 미치는 

향분석 및 변성 알레르겐의 면역원성/알레르기원성 평가

     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의 2, 3차 분자구조/분자량 변화 

및 분자 표면 항원결정기 (epitope)의 변화측정

        - 변성 단백질 생산을 위한 최적 조사선량 설정

        - cytokine(IL-2, IL-4, IL-12 등) 분석을 통한 변성 알레르겐의 IgG 생산유



- 5 -

도 및 IgE 생산 감소효과측정

   2. 2차년도 (2005)

     가. 연구개발목표

        동물 임상시험을 통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치료 면역원으로서의 가

능성 평가

     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In vivo 시험에서 면역원의 알레르기 치료 효과 평가 

         ․ 모델 시험동물의 생산(메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질환 마우스 등)

         ․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PCA) 분석법을 이용한 알레르기 소

멸효과 시험  

         ․ 경구/비강투여로 IgG, IgA 항체 생산능 및 IgE 억제능 평가  

        - 새로운 면역원 이용 알레르기 치료효과 평가

          ․ 최적 생산조건 설정/안전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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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및 증상  

  식품 및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는 immunoglobulin(Ig)E에 의해 매개되어 급성적

인 염증성 질환을 나타내는 type 1 allergy이다. 알레르기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지만 최근에는 환경적 요소에 의해 알레르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선

진국에서는 인구 중 30%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알레르

기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은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소화기 질환 및 전신적인 

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난다. 

  

2. 알레르기 질환의 메커니즘 

  알레르기 질환이 유발되는 메커니즘은 Fig.1과 같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알레르겐이 체내에 있는 Antigen Presenting Cells (APCs)에 의해 가수

분해되어 T 림프구에 peptide의 형태로 제시해준다. Peptide를 인식한 T 림프구

는 IL-4, IL-13과 같은 싸이토카인을 분비하여 B 림프구에 자극을 주며 이 B 림

프구에 의해 IgE항체가 생성이 되어 mast cell의 IgE 수용체에 결합한 상태가 

된다. 이 상태는 알레르기 환자가 이미 감작된 상태이기도 하다. 알레르겐에 재

노출되게 되면 mast cell과 IgE 항체에 알레르겐이 결합하여 mast cell에서는 

histamine과 같은 염증매개성 물질이 분비되며 이것은 알레르겐에 노출된 후 

20-30분 내에 일어나게 된다. 또한 APCs에 의해 알레르겐이 peptide 형태로 T 

림프구에 제시되면서 late phase inflammation이 나타나 노출 48시간 후에 염증

성 반응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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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레르기의 치료법

   ▶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한 전략은 알레르기의 예방 및 이미 발병된 알레르

기 질환의 유발을 저해하는데 있다. 현재는 아토피의 진행을 예측할 수 없

기 때문에 질환의 초기 발병의 저해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알레르기를 유발을 억제하는 방법은 알레르겐 회피

법, 약물 치료법 혹은 알레르겐 면역요법이 사용되고 있다.

  가. 알레르겐 회피법

     ▶ 알레르기 질환의 유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천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다 하지만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알레르겐을 회피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memory CD4+ T helper 2 lymphocytes의 억제 및 제거와 같

이 보다 향상되고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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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물 치료법

     ▶ 스테로이드계는 알레르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약물이다. 스테로이드계

는 T cell 활성을 부분적으로 저해시키지만 T cell 활성 및 cytokine 발현

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어 알레르겐에 노출된 후 급성 아나필락시

스가 일어났을 때 단시간 내에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장기간 치료시 

오히려 Th2 cytokine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일 

사용양이나 횟수에 제한적이다.

   다. 알레르겐 면역 요법

      ▶ 최근에 몇몇 알레르겐을 낮은 농도로 준비하여 환자에게 면역원으로서 

주사하여 면역 치료요법으로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

다. 알레르겐 면역요법은 알레르기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알

레르겐을 점차 증량시키면서 체내에 주입시켜 알레르겐에 재노출되었을 

때 표적 기관의 과민반응을 줄여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

역시스템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알레르겐 면역요법이 성공적인 치료법이 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가 발

생하여 나타나는 싸이토카인이나 항체의 양이 감소되어야 한다. 즉, 높

은 IgE의 양이 감소하며 IgG가 증가하며, IL-4, IL-5, IL-13등의 싸이토

카인의 양이 감소하며 IFN-γ의 양이 증가되어야한다. 또한 T cell 

anergy상태가 되었을 때도 성공적인 알레르겐 면역요법으로 본다.

      ▶ 알레르겐 추출물로 행해지는 기존의 알레르겐 면역요법은 면역요법을 

치료받는 동안 환자들에게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발병률은 7-33%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100번 정도의 

대략 100회 이상의 주사 횟수와 3-5년 동안 치료받아야 하므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 USFDA에서 허가 및 등록되어 있는 표준화

된 알러젠 백신을 Table 1에 나타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표준화하기가 

어렵고 전신적인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날 수 있으며, 표준화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높은 농도로 치료할 수 없어 치료효과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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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Standardized allergen vaccines currently licensed in the United States

Table 2. Recommendations to minimize risk and improve efficacy of immunotherapy 

- Specific immunotherapy must be prescribed by specialists and administered by 
physicians trained to manage systemic reactions if anaphylaxis occurs

- Patients with multiple sensitivities may not benefit as much as do patients with single 
sensitivity from specific immunotherapy; more data are necessary

- Patients with nonallergic triggers will not benefit from specific immunotherapy
- Specific immunotherapy is more effective in children and young adults than later in 

life
- It is essential for safety reasons that patients should be asymptomatic at time of 

injections because lethal adverse reactions are more often found in asthma patients 
with severe airways obstruction

- FEV1 with pharmacologic treatment should reach at least 70% of predicted values, for 
both efficacy and safety reasons

      ▶ 알레르겐 면역요법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 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초기에 면역 요법을 행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을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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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siderations for initiating immunotherapy

- Presence of demonstrated IgE-mediated disease
   Positive skin tests and/or serum specific IgE
- Documentation that specific sensitivity is involved in symptoms
  Exposure to allergen(s) determined by allergy testing related to appearance of 

symptoms
  If required, allergen challenge with relevant allergen(s)
- Characterization of other triggers that may ve involved in symptoms
- Severity and duration of symptoms
  Subjective symptoms
  Objective parameters; e.g. work loss, school absenteeism
  Monitoring of pulmonary function by peak flow
- Response of symptoms to nonimmunologic treatment
  Response to allergen avoidance
  Response to pharmacotherapy
- Availability of standardized or high-quality vaccines
- Contradistinctions
  Treatment with β-blocker
  Other immunologic disease
  Inability of patients to comply
- Sociologic factors
  Cost
  Occupation of candidate
  Impaired quality-of-life despite adequate pharmacologic treatment
- Objective evidence of efficacy of immunotherapy for selected patient  
  (availablity of controlled clinical studies)

      ▶ 기존의 알레르겐 추출물에 의한 알레르겐 면역요법의 위험요소를 억제

하고, 보다 효율적인 면역요법을 위해 변성된 알레르겐을 이용하는 방법

들이 연구되고 있다. 

      ▶ 면역요법에 사용되는 항원의 종류

        면역요법에 사용되는 알러젠 추출물은 대개 단백질 혼합복합물로서 수용

성 추출물, 저장성 추출물 및 변성항원이 있다. 수용성추출물은 쉽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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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가 가능하지만 항원이 잘 분해되어 역가를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하

기가 어렵고 부작용이 다른 형태의 항원에 비해 많다. 저장성 추출물은 

aluminium hydroxide를 이용해 흡착시켜 서서히 유리되도록 하며 수용

성 추출물보다는 표준화가 어렵다. 이러한 추출물의 단점을 해결하고, 항

원의 면역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항

원을 처리한 변성 항원을 만들어 면역치료에 이용이 되고 있다. 물리적 

변성항원은 aluminium hydroxide, calcium phosphate, tyrosine 등에 흡

착시킨 것이며, 화학적 변성 항원은 formaldehyde나 glutaraldehyde를 이

용해 알러젠을 중합시킨 allergoid 및 methoxypolyethylene glycol을 사용

해 비중합성 변성항원이 포함된다. 또한 T cell과는 반응을 하면서 IgE와

는 결합하지 않는 peptide, polyethylene glycol로 교합시킨 알레르겐, 유

전자변이를 이용한 백신, 알레르겐이 encoding된 DNA백신, 구강투여용 

캡슐화된 형태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 Peptides

        Haselden et al.에 의하면 T-cell epitopes를 가진 합성 peptides는 

costimulation이 없다면 차후에 알러젠에 노출되었을 때 anergy상태를 유

도할 수 있다. peptides는 Th1-매개 면역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알러

젠에 관용을 일으킨다. cat allergen Fel d 1을 27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peptides로 합성하여 4회에 걸쳐 subcutaneous 주사를 했을 때 cat에 노

출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증후가 경감되었다. 또한 peptide 90 ug으로 5

회에 걸쳐 placebo-controlled clinical trial 결과 desensitization과 late 

asthmatic reaction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PBMC culture 결과 IL-4, 

IL-13 및 IFN-r의 생산 및 증식이 감소되었고 IL-10은 증가하 다. 임상적

으로는 placebo-controlled patient보다는 심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치료결과에 대한 보고

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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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G-enhanced immunotherapy

         Bacterial DNA에서 확인된 palindrome DNA motifs(CpG)는 Th1반응을 

유도하는 보강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sequence가 보강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5‘purine-purine-CG-pyrimidine-pyrimidine-3'

이 최적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bacterial 

DNA와 synthetic oligonucleotides는 Th1 cell로 분화할 수 있는 

cytokine들(INF-r, IFN-b, IL-12, IL-18)이 생성과 B cell 증식과 항체의 

생성을 유도한다. 면역요법의 목적은 특이 알러젠에 대한 Th1반응을 활

성화하거나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CpG sequence의 첨가는 Th1반응

으로 유도할 수 있다. 

      ▶ Anti-IgE immunotherapy

         면역요법은 매우 적게 혈중 IgE의 수치를 낮추어주지만 

anti-IgE(omalizumab)는 lymphocyte physiology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면역요법을 시행하는 동안 anti-IgE의 투여는 IgE 매개성 아나필락시스

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면역요법을 단독으로 행한 그룹에 비해 

omalizumab를 준 그룹은 증상이 50% 경감되었다. 

      ▶ Recombinant and engineered allergens

        Chapman et al.은 고양이, 진드기, grass, ragweed, birch, cockroach, 

peanut에 대한 19개의 재조합알레르겐은 피부시험과 같은 진단용에 적합

한 activity를 갖는다고 하 다. 또한 기존의 allergen extract mixture가 

알러젠이 갖는 효소에 의해 degradation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면

역요법에 재조합 알레르겐을 사용하게 되면 알레르기원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CREATE 연구지원을 통해 알레르기를 위한 제품의 

표준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 화학적으로 중합된 알레르겐은  1970년 말부터 연구되기 되기 시작하여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이르 다. 화학적인 처리로 만들어진 변성 항원을 

allergoid라고 하며, formaldehyde나 glutaraldehyde 등을 사용하여 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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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합시킨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알레르겐 추출 혼합물보다 환자 1명

당 치료기간동안 1%이하의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날 수 있으며, 치료횟수

도 15번 정도 주입하면 되고, 초기 치료과정에서 고농도의 항원을 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도 짧으며 효과를 기존의 알레르겐 추출물보다 

빠르게 볼 수 있다. 이 allergoides는 환자의 IgE와의 반응성이 95%이상 

저해되며, IL-4 가 감소하며, IFN-γ가 증가한다. 또한 동물실험에서 

IgG2a의 반응성도 증가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 변성항원 백신의 표준화 및 제어를 위해 (1) 변성되기 전에 알레르겐 백

신의 표준화, (2) 완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항원결정기

(allergenic epitopes)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변성과정이 재현성이 있어야 

하며 (3) 동일한 특성을 갖고 제품이 일정하며 재현성이 있어야 하는 조

건이 필요하다.

4. 면역요법의 효능

   ▶ 면역요법의 효능은 다음의 7가지의 규정(criteria)으로 평가한다. (1) 이중맹

검법(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randomized study)을 사용한 시험, 

(2) 같은 분야에서 심사받은 논문(a peer-reviewed journal)에서 full paper

이면서 어로 출판된 연구내용, (3) 임상적 시험규준 및 특이 알레르기 진

단에 따라 선별된 환자, (4) 가급적 백신은 표준화가 되어있으며 양이나 주

요 알레르겐은 명확해야하며, (5) 소량의 면역요법은 비효율적이며 다량의 

알레르기 백신은 전신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biologic unit이나 

주요 알레르겐의 질량(mass)를 사용하여 최적의 양을 결정해야한다. 또한 

(6) 치료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며 (7) 면역요법에 대한 임상적 효능의 결

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면역요법은 투여하는 항원에 대해 특이하

게 작용하고 치료시작에 앞서 완전한 알레르기평가가 요구된다. 알레르겐

이 코, 기관지 및 시각(ocular) 점막과 작용하기 때문에 specific 알레르기 

질환에 의하기 보다는 알레르겐의 종류에 의해 면역요법의 효능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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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료로서의 면역요법

   ▶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학적, 약물적인 치료를 병행한다. 이 방법은 부작용 

없이 증상을 완화한다. 이 두 가지 치료법의 차이는 안전성 및 효능면에서 

제한되지 않는다. 약물은 증상치료에 사용되지만 알레르겐 회피 및 면역요법은 

알레르기 질환의 진행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치료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 연중 끊이지 않는 비염과 천식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인 질환이며, 만성염

증성 질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면역요법은 연중 끊이지 않는 알레르겐에 알

레르기성이고 알레르기질환을 가진 환자보다는 seasonal allergen에 대해 

알레르기를 가진 환자에서 더욱 빠르게 효과적이다. 면역요법의 주요 목적

은 단기간 내에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감소시키고 염증반

응을 줄여주고 만성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는데 있다. 

6. 예방으로서의 면역요법

   ▶ 현재, 알레르겐 회피와 면역요법이 새로운 알레르기 발생을 예방이나 질환

의 병력이나 진행과정을 변경하여 알레르기 질환의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

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7. 면역요법의 안전성

   ▶ 면역요법을 시행하는 과정에 주사부위에 부분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하지

만, 극히 적지만 치명적인 전신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의사의 감

독하에서 이루어져야한다. 

   ▶ 면역요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dosage(항원량)의 오류

      (2) 천식 증후

      (3) 심각한 과민반응 (피부시험 이나 특이 IgE 측정)

      (4) β-blocker의 사용

      (5) 새로운 vials의 사용

      (6) 증상이 악화되는 동안에 행해진 주사

    따라서, 표준화된 백신으로 최적의 정량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전신적인 반응

을 감소시키기 위해 면역요법에 대한 안전성은 향상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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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수행내용 

   ○ 시험시료(항원, 항체)의 준비 및 감마선 조사

      - 항원의 준비 

        전세계적으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진드기는 2종으

로 Dermatophagoides farinae (D. farinae)와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 pteronyssinus)이다. 이들로부터 얻어진 알레르기 물질(항원)을 항원용

액으로 조제하기 위해 0.01 M phosphate buffered saline (0.15 M NaCl, 

pH 7.4, PBS)에 2 mg/ml의 농도로 희석한 후 감마선을 조사하 다.　

      -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

량률로 5, 10, 20, 50 및 10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하여 실험

에 사용하 다.

      - 환자 혈청

        실험에 사용된 항혈청은 집먼지 진드기에 대해 IgE 매개 알레르기가 있

는 17세 이하의 환자 9명(남아 4명, 여아 5명)의 혈청을 pooling한 후 사

용하 다(Table 4).

      - 다클론 항체의 생산

        다클론 항체의 생산은 D. farinae를 면역원으로 하여 토끼에서 얻은 

IgG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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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Profiles of the study subjects1)

Patient No.  Sex Age(yr)
Total IgE 

(kU/L)

d1

(kU/L)

d2

(kU/L)

1 F 9 >100 >100 >100

2 F 6 214 32.7 46

3 M 6 565 55.5 >100

4 M 11 168 44.4 63.5

5 F 10 385 20.4 46.4

6 M 12 549 52.2 >100

7 F 11 769 81.5 >100

8 F 17 >100 >100 >100

9 M 7 878 >100 >100

    1)Total IgE and house dust mite specific-IgE was evaluated by using 

Pharmacia CAP system. d1 and d2 mean Dermatophagoides pteronylssinus 

and Dermatophagoides farinae

   ○ 항원의 분자구조 변화 측정

      -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GPC)-HPLC 

        GPC-HPLC상에서 감마선 조사된 D. farinae의 구조 및 분자량의 변화를 

분석하 다. HPLC system은 Waters Allience HPLC system (Mo. 2690. 

MA, USA)에 Protein KW-803 column (Shoko Co., Ltd., Tokyo, Japan)을 

사용하 다. 0.01 M PBS (pH 7.4)를 이동상으로 하여 1 ml/min의 유속

으로 40분 동안 이동시켰으며 260 nm 및 28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

하 다. GPC용 표준물질(Thyroglobulin, MW 670,000; bovine IgG, MW 

158,000; OVA, MW 44,000; myoglobulin, MW 17,000; vitamin B12, MW 

1,350)은 Bio-Rad사로부터 구입하여 100 μg/ml의 농도로 사용하 다.

      - 전기 동 

        SDS-PAGE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15% minigel)를 실시하여 분자 변화를 관찰하 다. 각 단백질의 분자량 

측정을 위해 Bio-Rad사의 prestained molecular weight marker(250, 150, 



- 17 -

100, 75, 50, 37, 25, 15 및 10 kDa)를 사용하 다.

      - IgE-immunoblot analysis

        IgE-Immunoblot을 실시하여 전기 동된 단백질 분획에 대한 환자 혈청

내 IgE 결합반응성을 측정하 다. 

      - ELISA 분석 

        감마선 조사된 D. farinae 항원에 대한 집먼지 진드기 특이-IgE 및 

polyclonal rabbit anti-D. farinae IgG의 결합능을 측정하기 위해 

competitive indirect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Ci-ELISA)법

을 사용하 다. 

   ○ Cytokine 분석시험을 통한 IgG 생산유도 및 IgE 생산 감소효과 측정

      - 알레르기 유도물질인 cytokine의 함량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50 kGy로 

조사된 D. farinae 항원과 대조구를 시험동물(Balb/c mouse)에 투여한 후 

혈액을 채취하여 전용 분석 Kit를 이용하여 혈액내 cytokine을 분석하

다.

   ○ 모델 시험동물의 생산

      -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질환 마우스를 생산하기 위해 생후 6주령의 inbred 

마우스인 Balb/c (female)를 구입하여 1주일간의 순화기간을 거친 후, 투

여 방법, 투여 시기 및 보강제 사용에 대한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

여 효율적으로 알레르기가 유발이 되는 시험동물 모델을 결정하 다.

      ◎ 시험 1

        복강내 주사법을 이용하여 0일과 7일, 총 2회 주사하 으며 이때 투여한 

알레르겐의 양은 20 μg이었으며 보강제는 투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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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2

        복강내 주사법을 이용하여 주사하 다. 이때 투여한 알레르겐의 양은 20 

μg이었으며 보강제는 aluminim hydroxide을 1.3 mg을 사용하 다.

      ◎ 시험 3

        복강내 주사법을 이용하여 0일과 7일, 총 2회 주사하 으며 이때 투여한 

알레르겐의 양은 20 μg이었으며 보강제는 aluminim hydroxide을 1.3 mg

을 사용하 다.

      ◎ 시험 4

        복강내 주사법을 이용하여 0일과 7일, 총 2회 주사하 으며, 21일째에는 

비강투여를 하 다. 이때 투여한 알레르겐의 양은 20 μg이었으며 보강제

는 aluminim hydroxide을 1.3 mg을 사용하 다. 마지막 21일째에는 보

강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 시험 5

  복강내 주사법을 이용하여 알레르겐 20 μg을 0일과 7일에 총 2회 주사

하 으며 보강제는 Freund's complete/incomplete adjuvant를 순차적으

로 사용하 다.

   ○ 감마선 조사된 집먼지진드기의 항원성 평가

      - Balb/c 마우스 (6주령, female)에 감마선 조사된 집먼지진드기 항원 50 μg

을 면역시켰다. 이때에 사용된 보강제는 Freund's complete/ incomplete 

adjuvant를 이용하여 총 3주간 면역하 다. 부분채혈을 하여 각 그룹당 

마우스의 혈청을 얻은 후 혈청내의 면역 항체가를 측정하 다. 면역 항체

가는 total IgGAM, IgG1, IgG2a 값 및 집먼지진드기 특이 IgGAM, IgG1, 

IgG2a 항체가를 측정하 다.



- 19 -

   ○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시험

      - Balb/c 마우스 (6주령, female)에 집먼지진드기 항원 20 μg을 각 마우스 

마다 aluminum hydroxide와 함께 알레르기를 유도한 후 채혈하여 혈청

을 얻은 후 Sprague-Dewley rats의 피하내에 주사하고 30분 후 감마선 

조사된 혹은 비조사된 알레르겐과 Evans blue를 정맥내 주사하여 피하내

에 생긴 스팟의 크기를 재었다. 3 mm이상의 지름을 갖는 것은 특이 IgE

항체에 대한 양성으로 판별하 다.

   ○ 비강투여모델에서의 IgE항체 생성능 평가

      - 알레르기질환 마우스 모델에서 21일째에 비강으로 투여한 모델을 이용하

여, 비조사됨 알레르겐과 감마선 조사된 알레르겐을 비강으로 투여한 후 

생성되는 특이 IgE항체를 측정하 다. 

   ○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 치료 효과 시험

      - 생후 6주령된 balb/c 마우스 (female)에 알레르겐 (20 ug)과 aluminum 

hydroxide (1.3 mg)로 0일과 5일 2회에 걸쳐 알레르기를 유도한 후 12일

째에 희생한 후 비장조직을 얻은 후 조직을 균질화한 비장세포를 10% 

fetal bovine serum과 100 U/mL의 penicilin과 streptomycin을 함유한 

RPMI-1640 medium에 1×10
6 cell/well이 되도록 세포수를 보정한 후 96 

well plate에 세포를 넣고 집먼지진드기를 100 ug/mL의 농도로 

re-stimulation시켜 72시간 후 배양을 종료하고 T cell에서 방출된 

cytokine 중 IL-4, IL-5, IFN-r, IL-2를 측정하 다.

   

   ○ 감마선 조사된 집먼지진드기로 면역시킨 마우스 비장세포의 cytokine 생성

능 평가 시험

      - 상기 스케줄로 면역 및 알레르기를 유도한 마우스 각각을 희생하여 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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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얻은 후 조직을 균질화한 비장세포를 RPMI-1640 medium에 

1×106 cell/well이 되도록 세포수를 보정한 후 96 well plate에 세포를 넣

고 집먼지진드기 항원을 100 ug/mL의 농도로 재감작시켜 72시간 후 비

장세포에서 나온 IL-2 및 IL-4를 측정하 다.

   ○ 면역시 보강제 투여에 따른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 발생 억제 시험

      - 혈청내 면역항체의 변화 : 감마선 조사된 집먼지진드기의 보강제 투여여

부에 의한 면역으로 인한 알레르기 유도 후 혈청내 면역항체가의 변화를 

시험하기 위해 위와 시험 스케줄을 다르게 시험하 다. 감마선 조사된 집

먼지진드기 20 μg와 1.3 mg의 aluminum hydroxide 혼합액으로 면역한 

‘보강제투여 면역군’과 감마선 조사된 집먼지진드기 20 μg 단독으로 면역

한 ‘변성알레르겐 단독투여 면역군’을 1주 간격으로 총 2회 면역시킨 후, 

알레르기 시험방법을 통해 intact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과 alumimun 

hydroxide 혼합액으로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를 유도하 다. 알레르기 유

도 후 specific IgE값을 측정하 다.

      - 비장세포에서 분비된 IL-4 cytokine의 변화 : 감마선 조사된 집먼지진드기

로 보강제 투여에 따라 면역화 한 후 알레르기를 유도한 마우스 각각을 

희생하여 비장조직을 얻은 후 조직을 균질하여 RPMI-1640 medium에 

1×106 cell/well이 되도록 세포수를 보정한 후 96 well plate에 세포를 넣

고 집먼지 진드기를 100 ug/mL의 농도로 재감작시켜 72시간 후 비장세

포에서 나온 IL-4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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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수행결과

   ○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 항원의 감마선 감수성 측정

      - 전기 동법을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된 2종(D. farinae, D. pteronyssinus)의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 항원의 구조변화를 관찰한 결과 Fig. 1과 같이 조

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주요 구성 단백질들 중 50 kDa 이하의 단백질이 감

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주요 알레르기원성을 갖고 있는 75 

kDa 부근의 단백질들은 큰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적용 선량

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음 시험을 실시하 다.  

      - 시험에 사용한 집먼지진드기 중 한국인에게 천식 및 알레르기를 잘 유발

하는 D. farinae를 50과 100 kGy의 고선량으로 감마선을 조사한 후 항원

물질의 전기 동적 분리형태 변화를 관찰하 다(Fig. 3). 50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로 Fig. 2에서 관찰되었던 고분자량대의 단백질 감소가 확연

히 나타남을 확인하 다.

D.farinae

M      0      5     10     20 

D.pteronyssinus

M     0    5   10   20 

D.farinae

M      0      5     10     20 

D.pteronyssinus

M     0    5   10   20 

    Fig. 2. Electrophorotograms of gamma-irradiated Dermatophagoides 

       farinae (D.farinae) and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pteronyssinus). M indicated molecular weight standard marker.

    Numbers on the upside indicated irradiation dose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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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SDS-PAGE profile of irradiated D. farinae (2 mg/ml in 0.01 M 

phosphate buffered saline). M indicated molecular weight standard 

marker. Numbers on the upside and left side indicated irradiation 

dose (kGy)  and molecular weight, respectively.

   ○ 감마선 조사된 D. farinae의 GPC-HPLC 분석 결과

      - GPC-HPLC를 사용하여 감마선 조사된 D. farinae 항원의 구조적인 변화를 

관찰하 다(Fig. 4). D. farinae 항원은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최고 높이 

및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 으며, 260 및 280 nm의 흡광도에서 모두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Main peak의 면적은 대조구에 비해 50 kGy로 조사

된 항원이 16.95배, 100 kGy로 조사된 항원이 22.45배로 증가하 고, 최고 

높이 또한 대조구에 비해 각각 18.64배, 26.09배 증가하여 조사선량이 높

아짐에 따라 항원이 main peak로 응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마

선 조사 후 하나의 peak로 나타난 분자량은 대략 1.35 kDa으로 추정되었

다. 단백질 내 tyrosine과 tryptophan의 아미노산은 280 nm에서 최대 흡

광도를 가지며 260 nm에서는 phenylalanine이 최대 흡광도를 갖는다. 이

상의 결과에 의해, 감마선 조사가 D. farinae 항원에 구조적인 변화를 유

도하여 단백질 내부의 아미노산 잔기들이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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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Chromatogram of irradiated D. farinae by using GPC-HPLC (left 

panel, 280 nm; right panel, 260 nm). (A), non-irradiated; (B), 50 

kGy-irradiated; (C), 100 kGy-irradiated.

   ○ 감마선 조사된 항원에 대한 IgE immunoblot analysis

      - 전기 동의 결과(Fig. 3)에서 확인하 듯이, 대조구는 250-10 kDa까지 여

러 분자량의 단백이 관찰되었으나 감마선 조사된 D. farinae 항원은 250 

kDa이상의 고분자량으로 응집하거나 저분자량으로 소편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전기 동적으로 분리된 항원에 대해 환자 혈청내 IgE와 반응

하는 단백질은 대조구에서 6개 정도가 관찰되었으며, 주요 알레르겐이라

고 보고되고 있는 약 15 및 25 kDa의 분자량에서도 반응이 관찰되었다

(Fig. 5). 이전 보고에 의하면 집먼지진드기 조항원 내에는 적어도 32개의 

IgE-반응 단백질들이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30% 이상의 IgE 반응

성을 보이는 단백질은 11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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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Binding pattern of house dust mite hypersensitive patients' 

IgE for irradiated D. farinae by western blot.

      - 한편, 감마선 조사된 D. farinae 항원에 대한 환자 혈청 IgE의 반응 단백

질은 대부분 250 kDa이상의 고분자량으로 응집되어 나타났으며 25 kDa

이하의 분자량에서는 반응을 관찰할 수 없었다. 

   ○ 감마선 조사된 항원에 대한 환자혈청 및 다클론 항체의 결합능 변화

      - 감마선 조사된 D. farinae 항원에 대한 환자 혈청과의 결합능을 확인하기 

위해 Ci-ELISA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선행연구

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거하여 감마선 조사된 항원과 항체간의 결합능을 

Ci-ELISA 분석에 의해 얻어진 그래프에서 linear한 부분에 대한 기울기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측정된 그래프의 기울기로부터 환자 IgE는 감마선 

조사된 D. farinae 항원과의 결합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 kGy로 조사된 항원은 대조구와 거의 유사한 기울기를 가졌지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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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비해 증가된 흡광도 값에 의해 항원에 대한 혈청의 친화력은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0 kGy로 조사된 항원은 50 kGy로 조사된 항

원에 비해 기울기가 더 감소하여 IgE와 결합능 및 친화력이 떨어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D. farinae 항원에 대한 다클론 항체는 감마선 조사된 항원과의 결합능이 

거의 소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50 kGy로 조사한 항원은 

기울기가 급격히 감소하 으며 100 kGy로 조사된 항원에서는 더욱 감소

되었다. 

      - 이상의 결과는 조사된 항원에 대해 환자혈청 IgE와 다클론 항체가 인식

할 수 있는 항원결정기가 대부분 소실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D. farinae 항원 내 단백의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 IgE 

항원결정기가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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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Binding ability of house dust mite hypersensitive patients' IgE to 

irradiated D. farinae by Ci-ELISA. The slope (m) was obtained from 

the equation of each curve.



- 26 -

Concentration (µ g/ml) of D. farinae added 

2512.56.33.11.60.8

O
D

 a
t 4

92
 n

m

0.0

0.2

0.4

0.6

0.8

1.0

1.2

1.4

1.6

0 kGy (m= -0.286)
50 kGy (m= -0.184)
100 kGy (m= -0.166)

       Fig. 7. Binding ability of rabbit anti-D.farinae IgG to irradiated D. farinae 

by Ci-ELISA. The slope (m) was obtained from the equation of 

each curve.

   ○ 알레르기 유도물질 cytokine (IL-2, -4, -5, -12 등) 분석시험 

      - 알레르겐이 체내에 감작되었을 때 세포로부터 발현되는 주요한 cytokine

은 IL-4와 IL-5가 있으며, 이들 cytokine은 일련의 signal transduction을 

통해 알레르기 관련 세포의 활성화와 분화를 촉진시켜 결국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된다. Fig. 8과 같이, 집먼지진드기 항원에 의한 cytokine 발현 

결과를 분석한 결과 50 kGy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된 집먼지진드기 항원

을 처리한 경우 감마선 비조사구 항원과 비교할 때 IL-4와 IL-5의 발현 

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IL-2와 IL-12은 상대적으로 많이 유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ell signal이 Th-2에서 Th-1으로 전환되

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결국 감마선 조사된 집먼지진드기 항원의 알레르

기원성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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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Cytokine secretion profile induced by exposure to D. farinae allergen.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native, non-irradiated allergen; 

irradiated, irradiated allergen.

   ○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 질환모델 시험동물 개발

      -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 질환 시험동물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결과를 Fig 

9에 나타냈다. 시험 1에서는 보강제 투여없는 경우 specific IgE가 형성이 

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aluminum hydroxide를 보강제로 

사용하여 복강내 투여를 한 경우 알레르겐과 함께 1회 투여한 것보다 2

회 투여한 것이 더 높은 집먼지 진드기 특이 IgE항체를 생산하 다(시험 

2, 시험 3). 또한 체액성 면역을 이끌수 있는 보강제로 Freund's adjuvant

를 사용한 경우 특이 IgE항체가 나타나긴 하 지만 aluminum hydroxide

를 사용한 것보다 적게 생산되었다(시험 5). 이상의 실험에서 투여기간을 

0일과 7일로 하여 aluminum hydroxide을 보강제로 병용사용하 을 경우 

알레르기를 유도한 동물시험 모델이 최적 조건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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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비강투여 동물모델을 만들기 위해 2회 복강내 투여 후 마지막에 알

레르겐만 비강으로 호흡기계에 알레르기를 감작시켰으며 그 결과 특이 

IgE항체 생성이 2회 유도할 때 보다 더 많이 증가하 다. 

   
    ○ 감마선 조사된 집먼지진드기의 항원성 평가

      - 감마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의 항원성 평가를 하기 위해 항체를 만들기 

위한 보강제로 사용되는 Freund's adjuvant로 IgG 항체를 측정하 다

(Fig. 9). 혈중에 있는 IgGAM, IgG1 및 IgG2a의 측정은 생체 면역시스템

에서 면역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 cell의 반응이 helper T cell type 

1 (Th1) 혹은 helper T cell type 2 (Th2)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려준

다. IgGAM은 이 모든 IgG항체를 검지할 수 있으며, IgG1은 Th2, IgG2a

는 Th1방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 In vivo 혈청 내의 항체가를 측정한 결과, 총 IgGAM 항체가 및 specific 

IgGAM 항체가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IgG1 및 IgG2a의 값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감마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가 비조사구와 

유사한 IgG type의 항체를 유도하는 것을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된 변성 

알레르겐의 항원성에 변화가 없음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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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ouse dust mite-allergic murine model by various injection route, time, 

use of adjuvant. HDM indicate house dust mite alle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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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시험

      - PCA 시험에 의한 감마선 조사된 알레르겐에 대한 특이항체의 반응은 감

소하 다(Table 3). 비조사된 항원의 blue spot 지름은 5.2 mm로 나타나 

IgE 항체에 대해 양성반응으로 판정되어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 kGy로 감마선 조사된 변성알레르겐은 2.6 mm, 100 

kGy 조사된 항원은 1.2 mm로 IgE 항체에 대한 음성반응으로 판정되었

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감마선 조사된 변성 알레르겐은 IgE 항체 및 알

레르기 유발 세포들과 반응하여 알레르기를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인

체 내에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시키지 않는 안전한 면역원으로 활

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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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Immunoglobuline level of total IgGAM, IgG1, IgG2a and HDM-specific 

IgGAM, IgG1 and IgG2a. The mice sera were diluted at 1:10,000, 

1:1,000, and 1:100 to IgGAM, IgG1 and IgG2a, respectively.



- 30 -

Table 3. Diameter (mm) of blue spot by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Sample Diameter (mm)

Intact HDM 5.2 ± 0.37

50 kGy-irradiated HDM 2.6 ± 0.19

100 kGy-irradiated HDM 1.2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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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ouse dust mite-specific IgE production by administration of irradiated 

house dust mite in nasal administration murine model.

    ○ 비강투여모델에서의 IgE항체 생성능 평가 

      -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 질환 시험동물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결과(Fig.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 최적조건인 0일과 7일에 

aluminum hydroxide을 보강제로 하여 알레르기를 유도한 동물시험 모델

에 비강투여 동물모델을 만들기 위해 알레르겐만 비강으로 호흡기계에 

알레르기를 감작시켰으며, 특이 IgE항체 생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감마선 조사된 변성면역원의 항체 감소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

로 이용하 다. 그 결과 감마선 조사된 알레르겐은 조사선량에 따라 특이 

IgE가 감소하 다(Fig. 11). 따라서 알레르기 유발원성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되어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안전한 변성알레르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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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ctivity level of cytokines released from splenocyte of intact house 

dust mite-allergic mice after re-stimulating irradiated house dust mite.

   ○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치료 효과 시험

      -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를 유도한 마우스의 비장을 꺼내어 그 세포에 감

마선 조사된 변성 알레르겐을 첨가한 결과는 Fig. 12과 같다. Th1 면역반

응으로 유도하는 IFN-γ는 IL-12에 의해 stimulation되어 형성이 되며, 

Th2 면역반응을 IL-4가 대표적으로 유도하게 되며 호산구의 증식을 형성

하는 IL-5 역시 Th2반응을 일으킨다. 

      - 이와 같은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의 4가지 cytokine을 측정하 다. 

감마선 조사된 알레르겐를 알레르기가 유도된 비장세포에 첨가하 을 때 

세포에서 분비된 cytokine은 IL-4 및 IL-5가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라 감소

하 고 IL-12는 증가하는 경향은 보 지만 유의적이지 않고 INF-γ 역시 

선량에 따라 증가하지는 않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마선 조사된 집먼지 드기는 이미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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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가 형성된 마우스에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된 변성알레르겐은 알레

르기 예방을 위한 면역원(vaccine)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면역시 보강제 투여에 따른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 발생 억제 효과

      - 혈청내 면역항체의 변화 : 보강제 투여를 하지 않았을 때 혈청내 IgE의 

항체가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되었고 보강제를 투여할 경우 더욱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13). 이는 보강제를 투여할 경우 면역성

이 더욱 높아지며 알레르기를 유도하여도 IgE 항체 level의 상승이 억제

되는 것을 보여준다. intact HDM과 aluminum hydroxide를 총 4회 면역

하게 된 E group은 3회 째에는 높은 IgE 항체값을 나타내었으나 4회째에

는 그 값이 매우 적게 나온 것은 3회까지 주사하여 생성된 IgE가 4번째 

주사된 항원에 대해 바로 작용하여 항원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마우스로부터 비장세포를 분리한 후 비조사된 알레르겐으로 자극을 

준 후, T cell에서 나온 IL-4를 측정하 다(Fig. 14). 측정한 결과 보강제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 IL-4의 값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고 

보강제를 투여한 경우 IL-4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감마선 조사된 집먼지진드기를 보강제를 이용해 면역

화시킬때 알레르기가 유도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을 나타내어 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마선 조사 기술을 이용한 면역원 개발

에 있어서 감마선 조사 변성알레르겐은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보강

제와 함께 투여할 때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이용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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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House dust mite-specific IgE level of mice sera by immunization of 

irradiated house dust mite with/without adju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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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IL-4 level released from spleen cell with immunized irradiated 

         house dust mite with/without adjuvant.

   ○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에 감

마선을 조사하면 알레르겐의 구조변화를 일으켜 알레르기 유발원성이 감소

된 안전한 항원의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 따라서,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 변성 알레르겐을 알레르기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원으로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기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면역원 제조 등의 생물 의학적 연

구에 이용가능 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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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연구목표 연구결과
달성도

(%)

방사선 조사가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의 구조 

및 항원성 변화에 미치는 

향분석 및 변성 

알레르겐의 면역원성/ 

알레르기원성 평가

- 방사선 조사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의 

2, 3차 분자구조/ 분자량 변화 및 분자 

표면 항원결정기 (epitope)의 변화측정

- 변성 단백질 생산을 위한 최적 방사선 

조사선량 설정

- cytokine(IL-2, -4, -12 등) 분석을 통한 

변성 알레르겐의 IgG 생산유도 및 IgE 

생산 감소효과 측정

100%

동물 임상시험을 통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치료 면역원으로서의 

가능성 평가

- 마우스 이용 In vivo 시험동물 모델 개발 

- 방사선 조사된 변성면역원의 알레르기 

소멸 효과 평가 (PCA test)  

- 비강투여 마우스 모델에서 변성면역원의 

IgE 생성 감소효과 확인  

- 방사선 조사된 알레르겐을 이용한 

알레르기 예방/치료효과 및 안전성 확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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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도출된 성과는 2007년도부터 추진하는 원자

력연구개발(일반회계) 방사선융합기술개발사업의 “RT/BT 융합 생물공학기

술개발(대과제)”에 반 되어 산업실용화 실증연구로 추진할 것임.

  

   ○ 본 연구로 생체 거대분자에 대한 방사선 향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

로써, 방사선원별/에너지 수준별 이온화 방사선 조사가 생물 소재에 미치

는 향평가 및 RT/BT 융합기술로 개발된 생물 신소재의 의학적/임상적 

활용연구 사업에 응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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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 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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