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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09-0062184

해당단계

연구기간
2007.3.1～2010.2.28 단계구분 1 / 2

연구사업명
 사 업 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명  방사선융합기술개발

연구과제명
 과제명  방사선융합 생물공학기술개발

 세부과제명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조 물질 개발

연구책임자 조 성 기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 26.2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2,570,000 천원

내부 : 10.6 명 민간 천원

외부 : 15.6 명 계 2,570,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 50.9 명
총

연구비

정부 4,610,000 천원

내부 : 20.8 명 민간 천원

외부 : 30.1 명 계 4,610,000 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상 국연구기 명:

탁연구
 연구기 명: 남 학교     연구책임자: 김성호

 연구기 명: 순천 학교     연구책임자: 이성태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253

 1. 연구개발목표  내용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 기술 기반 확보

￭생체노화 조  천연물 검색 기술 확립

 2. 연구결과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기술 기반 확보

 - 방사선 생체퇴행 노화 상을 자연노화(노령)와 체계 으로 비교분석 하여 유사성 확인

 - 방사선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을 한 유효 노화지표 선발

  : NK세포활성 등 면역조 기능 지표 10개, 산화 손상 지표 1개 (mtDNA deletion), p21 등 분자

생물학  지표 6개, 지방조직무게 증가 등 지방 사 련 지표 3개

 - 생체노화 모델링을 한 최  방사선 용조건 확립 (총선량 5Gy를 10회이상 분할조사, 조사후 4

개월 이상 경과)

 - 상기 연구로 동물(생쥐)에서 자연  노화(18개월이상)에 비해 2배이상 기간을 단축(8개월 이하)할 

수 있는 방사선융합 생체노화모델링 기술을 확립

￭생체노화 조  천연물 검색기술 확립

 - 노화 생체모델에서 천연물(EGCG, HemoHIM 등)을 이용한 노화지표의 효용성 검증 완료

 - 방사선/화학물질 유발 피부  생식기계 퇴행변화 모델 정립  천연물의 효과 검증

 3. 기 효과  활용방안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한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노화 연구 활성화

￭고효능 노화조 물질의 상용화를 통한 경제  효과 기  (2015년 100억원 이상 매출)

색 인 어

(각5개이상)

한 :방사선기술, 노화조 물질, 산화  손상, 생체퇴행, 노화지표, 면역기능, 천연물

어
:radiation technology, anti-aging agent, oxidative damage, degeneration, aging 

biomarker, immune function, natural product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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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조 물질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Post-genome 시 의 생체활성조 기술 성장에 비 방사선융합기술을 활용한 

생체조 물질 개발로 국민보건 증진  생명산업분야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방사선에 의한 퇴행성 생체변화 규명을 기반으로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 기술 확립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기술 응용 노화 조 물질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  측면

◦ 사회의 속한 노령화에 따라 노화에 한 유 학 , 분자생물학  연구와 노화조

을 한 호르몬 요법, 천연물 요법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기존의 노화연구 동물모델, 특히 유 자의 결함 는 과발  모델에서는 실제 생체내

의 복잡한 노화 과정과의 연 성이 부족하다는 한계 이 있음.

◦ 방사선은 생체내에서 자연 으로 일어나는 세포/조직의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에서, 방사선기술을 용한 생체노화 모델링 기술 등의 원천기술 확보와 신물질 개

발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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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산업  측면

◦ 경제선진국의 속한 노령화에 따라 노화조  식품/의약품 세계 시장은 2006년 270

억 달러, 2012년 1080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됨.

◦ 기존의 항노화 식품이나 물질의 경우, 일부 피부노화억제 소재 이외의 부분은 그 

효능의 과학  검증이 미비함.

◦ 건강 수명의 연장을 통한 건강한 삶과 노령자의 질환으로 인한 사회  간 비용 경

감을 해 과학  검증이 확보된 노화조 물질 개발  련 기술의 개발을 해 본 

연구개발이 필요함.

다. 사회․문화  측면

◦ 최근 우리나라는 양 인 삶에서 질 인 삶으로 환되는 시 에 들어섰고 이로 인해 

웰빙에 한 국민  심이 매우 높아가고 있음.

◦ 한 노령화 사회에 어들면서 수명의 단순한 증가보다는 건강한 노년의 삶의 확보

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등의 사회  비용 감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므로, 

노화조   생체퇴행성 질병의 방  치료 기술개발을 한 본 연구가 요구됨.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 기술 연구

  가. 방사선 생체퇴행 변화에 한 분야별 분석지표 개발

    1) 면역조 기능 퇴행 련 분석 지표 개발

    2) 산화  손상 련 분석 지표 개발

    3) 분자생물학  분석 지표 개발

    4) 지방 사 련 분석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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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체퇴행 분석지표에 한 방사선  노화(노령)의 향 비교분석

    1) 세포모델에서 지표 변화 비교분석

    2) 동물(생쥐)모델에서 지표 변화 비교분석

    3) 방사선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다. 생체퇴행 노화 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1)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비교 분석

    2) 생체퇴행 노화 분석의 유효 지표 선발  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2. 생체노화 조  천연물 검색 기술 연구

  가. 노화 생체모델 용 노화조  천연물소재 검색기술 기반연구

    1) 천연물을 이용한 방사선 용 노화 세포모델  지표의 효용성 검증

    2) 생약복합물을 이용한 면역조 기능 련 노화 분석지표의 효용성 검증

  나. 방사선  화학물질 유발 퇴행변화 억제 천연물소재 검색기반 연구

    1) 방사선(자외선)에 의한 피부퇴행 변화에 한 천연물 소재의 효과 평가

    2) 방사선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계 퇴행변화에 한 천연물소재의 효과 평가

IV. 연구개발 결과

  1.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 기술 연구

  : 방사선에 의한 생체퇴행 노화와 자연  노화(노령)에 한 각종 지표의 비교분석을 

통한 방사선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의 분석지표 선발  최  방사선 용조건 정립

 가. 면역조 기능 련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1) 노화(노령)에 의한 면역조 기능 퇴행변화 규명  면역조 기능 퇴행지표 선발

함.

    2) 방사선에 의한 면역조 기능의 퇴행변화 가속 규명 효과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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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사선 생체퇴행에 의한 면역불균형 기작을 규명하 고 자연 노화와의 유사성을 

확인함.

    4)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면역조 기능 련 지표 비교분석을 통한 유효 지표 선

발  방사선 용 조건 확립함.

      - 유효지표: 림 구 증식반응 감소, NK 세포 활성 감소, IFN-γ 분비 감소, IL-4 

분비 증가, IgG2a 분비능 감소, IgG2a/IgG1 비율 감소, IL-12p70 분비 감소, 

IL-12와 IL-18 수용체 발 감소, p-STAT4 발  감소,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능 

감소

      - 방사선 용 조건: 총선량 5Gy를 분할(10회 는 25회 분할) 조사

  나. 산화 손상 련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1) 세포모델에서 방사선  노화(노령)에 의한 산화 손상 지표(ROS, mtDNA 

deletion)의 유사한 증가효과 확인함.

    2) 생쥐에서 방사선  노화(노령)에 의한 산화 손상 지표(mtDNA deletion)의 유

사한 증가효과 검증함.

    3)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생쥐 조직내 산화 손상 지표(mtDNA deletion, SOD 

활성, MDA 함량) 비교분석을 통한 유효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확

립함.

      - 유효지표: mtDNA deletion 증가

      - 방사선 용 조건: 총선량 5Gy를 분할(5회 는 10회 분할) 조사

  다. 분자생물학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1) 세포모델에서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에 의한 분자생물학  지표 (p21, 

IGF-1R, p-FOXO-3a, p-p65, p-p38) 단백질/유 자 발   SA-β-gal 염색세포수

의 유사한 증가를 확인함.

    2) 생쥐에서 방사선  노화(노령)에 의한 분자생물학  지표 변화(p-FOXO3a, p21

단백질의 발 증가) 검증

    3)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생쥐 조직내 분자생물학  지표 비교분석을 통한 유효 

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확립함.

      - 유효지표: p21, p-p38, p-FOXO3a, p-p65, p-p38, IGF-1R 단백질 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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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β-gal 염색세포 증가

      - 방사선 용 조건: 총선량 5Gy를 분할(5회 는 10회 분할) 조사

  라. 지방 사 련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1) 생쥐에서 방사선  노화(노령)에 의한 지방조직 무게 증가, 지방세포 크기 증

가, 지방 사 유 자발  감소 등 지방 사 련 생체퇴행 지표의 공통된 변화 

검증.

    2)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지방 사 련 지표 비교분석을 통한 유효 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확립함.

      - 유효지표: 지방조직무게 증가, 포만감 련 유 자  leptin 발 증가, 지방 사

유 자 SREBP1c/ACC/FAS 발 감소

      - 방사선 용 조건: 총선량 5Gy를 분할(5회, 10회, 는 25회 분할) 조사

 2. 생체노화 조  천연물 검색 기술 연구

  가. 노화 생체모델 용 노화조  천연물소재 검색기술 기반연구

    1) 천연물을 이용하여 방사선 용 노화 세포모델  지표의 효용성 검증

      - EGCG의 노화지표(SA-β-gal, p21/p-FOXO3a/p-p65 단백질)에 한 억제효과

를 검증하 으며, 이를 통해 세포모델  지표의 효용성 검증함.

      - EGCG/ascorbic acid에 의한 노화지표 (SA-β-gal, p21 단백질) 향 비교검토

를 통해 시험모델의 정 조건 정립함.

      - NAC에 의한 노화지표(mtDNA deletion) 억제효과 검증을 통한 지표로서의 

효용성 확보함.

    2) 생약복합물을 이용하여 면역조 기능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의 효용성 검증

      - 노령생쥐(12개월령)에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을 투여 후 면역조 기능 

련 노화 지표 개선 효과 검증함.

      - 선행연구(방사선생체퇴행 면역조 기능 지표에 한 HemoHIM의 효능검증)와 

비교검토로 노화조  천연물소재 검색을 한 면역조 기능 노화지표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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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 확보함.

  나. 방사선  화학물질 유발 퇴행변화 억제 천연물소재 검색기반 연구

    1) 방사선(자외선)에 의한 피부퇴행 변화에 한 천연물 소재의 효과 평가

      - 자외선에 의한 피부주름증가, 피부조직 미경 지표, 피부 암발생 등에 한 

천연물 소재 4종(녹차, 잎, 동충하 , 보 익기탕)의 억제 효과 검증함.

      - 피부조직 퇴행 평가 모델로서의 유용성 확인함.

    2) 방사선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계 퇴행변화에 한 천연물소재의 효과 평가

      - 방사선  화학물질(CYP  EV)에 의한 여성생식기계(난소/자궁) 퇴행 변화

에 한 천연물(HemoHIM)의 억제효과 검증함.

      - 방사선  화학물질(CYP)에 의한 남성 생식기계(고환) 퇴행 변화에 한 천연

물(HemoHIM)의 억제효과 검증함.

      - 생식기계 퇴행 조  천연물소재 평가를 한 모델로서의 유용성 확인함.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노화기작 규명  노화조 물질 개발 연구분야에 필수 인 생체노화 모델링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노화 련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기여

◦ 고효능 노화조  소재/성분은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약품 등으로 상용화 추진하여 

2015년 100억원 이상의 매출 효과, 50억원 이상의 수출  수입 체효과 기

◦ 고효능 노화조 물질 개발로 건강한 노령의 삶에 기여하여 의료비 등 사회  비용을 

감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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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modulators against degenerative aging using 

radiation fusion technolo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Ultimate Goal

○ Development of biological modulators by radiation fusion technology thereby 

improving the national health care and the competitivenss of the bioindustry of 

Korea

  - Establishment of the modeling technology for degenerative aging using radi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aging modulators using radiation-fusion biological aging modeling 

technology

2. Importance of the Project

 A. Technical Aspects

◦ Because of the rapid increase of aging populations, the aging research and science on its 

genetic and molecular mechanism and anti-aging therapies are getting more important.

◦ Previous animal models for aging research, especially genetically engineered animals, 

have limitations that their aging is different at many aspects from the complicated 

natural aging process.

◦ Radiation can pose oxidative stress evenly in the body and accelerate the naturally 

occurring aging process, which can make it possible to secure the source technology for 

radiation-applied aging modelling and the development of new anti-ag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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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The rapid aging of advanced societies is increasing the market for the food and 

pharmaceuticals for aging modulation, the presumed market size being 27 billion USD 

in 2006 and 108 billion USD in 2012.

◦ The existing anti-aging food and compounds have little scientific evidence for anti-aging 

activities, except for the anti-skin aging materials.

◦ This project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ally evidenced anti-aging agents 

to prolong the healthy life span and to reduce the indirect social cost for the chronic 

diseases of the elderly.

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Recently, Korean society switched from quantity-based life to quality-based life and is 

being more concerned about well-being life.

◦ The healthy aged life is getting more important than the simple prolongation of life 

span, which can be accomplished by developing the technology for the anti-aging and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Research on the modelling of degenerative aging using radiation 

technology

 A. Development of analytic biomarkers for radiation-induced degenerative 

changes

    1) Development of biomarkers for immune/hematopoietic degeneration

    2) Development of biomarkers for oxidative damage

    3) Development of biomarkers for molecular aging

    3) Development of biomarkers for lipid metabolism

 B. Comparative analysis of radiation and aging on the biomarkers for 

degenerative aging

    1) Comparative analysis in cultured cel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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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mparative analysis in animal (mouse) models

    3) Selection of analytic biomarkers for radiation-induced degenerative aging

 C. Selection of biomarkers for degenerative aging and establishment of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s

    1) Comparative analysis on the biomarkers of degenerative aging according to 

the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s

    2) Selection of valid biomarkers of degenerative aging and establishment of 

optimal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

2. Research on the screening technology for natural aging modulators

 A. Basic research on the screening technology for natural aging modulators 

by application of biomodels for aging.

    1) Validation of radiation aging cell models and biomarkers using pre-existing 

natural compounds

    2) Validation of immune/hematopoiesis aging biomarkers using herbal 

composition

 B. Basic research on the screening technology for natural agents for the 

inhibition of degenerative changes induced by radiation and chemicals

    1) Evaluation of natural agents on the reduction of UVB-induced skin 

degenerative changes

    2) Evaluation of natural agents on the reduction of radiation-induced 

degeneration of reproductive organs

IV. Results of the Projects

1. Research on the modeling of degenerative aging using radiation 

technology

   :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adiation-induced aging and the 

normal aging on the biomarkers, we selected the analytical biomarkers for 



- xii -

the radiation degenerative aging modeling and established the optimal 

conditions of radiation application.

 A. Selection of biomarkers for immune/hematopoiesis in degenerative aging and 

establishment of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

    1) Degenerative changes in immune/hematopoietic functions by normal aging 

were elucidated and the biomarkers for the immune/hematopoiesis 

degeneration were selected.

    2) The acceleration of degenerative change in the immune/hematopoietic 

functions by radiation was confirmed.

    3) The immune imbalance by radiation-induced degeneration was elicudated 

and the similarity with the normal aging was observed.

    4) By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mmune/hematopoiesis biomarkers 

according to the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s, the valid biomarkers were 

selected and the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 was established.

     - valid biomarkers: lymphocyte proliferation, NK cell activity, IFN-γ secretion, 

IL-4 secretion, IgG2a secretion, IgG2a/IgG1 ratio, IL-12p70 secretion, IL-12R 

and IL-18R expression, p-STAT4 expression, antigen-presenting of dendritic 

cells

     -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 fractionated (10 or 25 times) irradiation at 

total 5Gy.

 B. Selection of biomarkers for oxidative damage and establishment of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

    1) In cultured cell models, the biomarkers of oxidative damage (ROS and 

mtDNA deletion) were increased by both radiation and normal aging.

    2) In mice, the biomarker of oxidative damage (mtDNA deletion) was 

increased by both radiation and normal aging.

    4) By comparative analysis on the oxidative damage biomarkers (mtDNA 

deletion, SOD activity, MDA content) according to the radiation application 



- xiii -

conditions, the valid biomarkers were selected and the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 was established.

     - valid biomarkers: mtDNA deletion

     -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 fractionated (5 or 10 times) irradiation at 

total 5Gy.

 C. Selection of molecular biomarkers for degenerative aging  and establishment of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

    1) In cultured cell models, the molecular biomarkers (p21, IGF-1R, p-FOXO3a, 

p-p65, p-p38, SA-β-gal staining) were increased similarly by both radiation 

and normal aging.

    2) In mice, the molecular biomarkers (p-FOXO3a, p21) were increased by both 

radiation and normal aging.

    4) By comparative analysis on molecular biomarkers according to the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s, the valid biomarkers were selected and the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 was established.

     - valid biomarkers: p21, p-p38, p-FOXO3a, p-p65, p-p38, IGF-1R, SA-β-gal

     -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 fractionated (5 or 10 times) irradiation at 

total 5Gy.

 D. Selection of biomarkers for lipid metabolism in degenerative aging and 

establishment of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

    1) In mice, radiation and normal aging induced similar degenerative changes 

in lipid metabolism such as increases of adipose tissue weight and adipocyte 

size, repressed expression of genes related to lipid metabolism.

    2) By comparative analysis for lipid metabolism biomarkers according to the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s, the valid biomarkers were selected and the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 was established.

     - valid biomarkers: adipose tissue weight, leptin expression, 

SREBP1c/ACC/FAS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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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diation application condition: fractionated (5, 10 or 25 times) irradiation at 

total 5Gy.

2. Research on the screening technology for natural aging modulators

 A. Basic research on the screening technology for natural aging modulators 

by application of biomodels for aging.

    1) Validation of radiation aging cell models and biomarkers using pre-existing 

natural compounds

     - EGCG reduced the elevated expressions of SA-β-gal, p21/p-FOXO3a/p-p65, 

which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biomarkers and the cell model

     - By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EGCG/ascorbic acid on aging 

molecular biomarkers (SA-β-gal, p21), the optimal conditions for the model 

were established

     - Inhbition of oxidative damage biomarker (mtDNA deletion) by NAC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biomarker.

    2) Validation of immune/hematopoiesis aging biomarkers using herbal 

composition

     - Administration of herbal preparation (HemoHIM) in aged mice 

(12months-old) improved the immune/hematopoietic biomarkers

     -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previous results (effects of HemoHIM on the 

radiation degenerative immune/hematopoiesis biomarkers)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se biomarkers for screening of natural aging modulators.

 B. Basic research on the screening technology for natural agents for the 

inhibition of degenerative changes induced by radiation and chemicals

    1) Evaluation of natural agents on the reduction of UVB-induced skin 

degenerative changes

     - The inhibitory effects of 4 natural substances on the UVB-induced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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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nkle, microscopic dermal change, skin tumor were observed.

     - These models were validated for the evaluation model for skin 

degeneration.

    2) Evaluation of the natural agent (HemoHIM) on the reduction of 

radiation-induced degeneration of reproductive organs

     - HemoHIM inhibited the radiation or chemical (CYP or EV)-induced 

degeneration of female reproductive systems (ovary/uterus).

     - HemoHIM inhibited the radiation or chemical (CYP)-induced degeneration 

of male reproductive system (testis).

     - These models were validated for the evaluation model for degeneration of 

reproductive systems.

V. Application of the Project Results

◦ The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aging research activity by providing the aging 

modeling technology which is essential for the elucidation of aging mechanisms and 

the development of anti-aging agents.

◦ Developed anti-aging substance/compounds will be commercialized as functional 

food/cosmetic/pharmaceutical ingredients, and total sales of 10 million USD and 5 

million USD import substitution in 2015 are expected.

◦ Development of high-efficacy anti-aging agents will contribute to the healthy aging and 

the subsequent reduction of social costs including the medical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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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 구 개 발 과제의  개 요

최근 경제개발 선진국을 심으로 사회의 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

라도 2000년 기  65세 노령 인구가 7.1%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 고  

2022년에는 14%로 고령사회, 2032년에는 20%로 고령 사회로 진입할 망이다(통계청 

인구추계자료). 노화로 인한 갱년기 장애, 퇴행성 골 질환, 고 압, 당뇨, 갑상선 기

능부  등 내분비계 질환 등 퇴행성 질환환자가 증함에 따라, 건강한 노년의 삶과 노

화로 인한 사회 , 경제  손실을 이기 하여 노화조  물질 는 기술에 한 연구

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최근 6  국가 과제 (National 

Agenda)의 2번째로 "고령화사회 비 생활지원기술"를 선정하여 생명과학  연구 뿐 

아니라 생활지원 시스템개발 등 노령화사회를 비한 종합 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노화는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최근 유 학 , 분자생물

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노화의 유발 원인에 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growth 

hormone/insulin 등의 호르몬(Bartke, 2005), telomere의 단축(Davis and Kipling, 2005), 

DNA repair system의 변화(Greer and Brunet, 2005; Salminen et al., 2008; Kops et al., 

2002), 산화  스트 스(Harman 1956; Yu 1996; Miquel and Weber 1990; Lin and Beal 2003; 

Barja 2004), mitochondria의 기능 하 (Palaniappan and Dai, 2007), 염증 (Sarkar and 

Fischer, 2006) 등 다양한 원인이 노화와 연 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러한 

노화기작연구를 기반으로 호르몬 요법, 천연물  합성물질 요법, 칼로리 제한 등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에 한 연구가 국내외 으로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노화 련 연구는 시간 인 제한을 이기 하여 nematode, fruit fly 등의 하등 동

물이나, 유  변이에 의해 노화가 가속화되는 mouse 등의 동물모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모델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특정 소수의 유 자 결함 는 과발 이 실제 

생체내의 복잡한 노화 과정과의 연 성이 부족하다는 한계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은 생체의 노화에 있어서 생체내에서 사활동의 결과로 지속 으로 발생

되거나 는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활성산소에 의한 생체손상이 축 되어 노화를 



- 2 -

유발한다는 노화의 “자유라디칼 이론”에 주목하 다. 방사선, 특히 감마선은 투과력이 

뛰어나 배양세포 는 동물을 조사하 을 경우 거의 균일한 흡수가 일어나, 세포  조

직내에서 균일한 산화  스트 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

은 방사선을 생체에 조사함으로써 자연 인 노화와 유사한 생체퇴행 변화의 유발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방사선을 용한 노화 유발/가속 세포  동물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본 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본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1단계(‘07-’09)에는 세포  동물(생쥐)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선에 의한 생체내의 

퇴행변화와 노령에 의한 자연  노화를 비교분석하여 방사선에 의한 노화유발  가속

효과를 검증하고 노화조 물질 검색  생체효용성 검증을 한 다양한 노화지표를 선

발하고자 하 다. 향후 2단계(‘10-’11)에는 방사선에 의한 노화 유발 상에 한 심층 분

석과 등시에 방사선을 용한 노화 생체모델과 선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노화조  천연

물 소재를 탐색하고 복합을 통하여 고효능의 노화조 물질(복합물)을 개발하고자 한다.

□ 단계별 연구개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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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방사선조사와 정상 노화(노령)에 의한 생체노화 지표

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방사선융합 생체노화 모델링 기술의 기반을 확보하고, 생체노

화 조  천연물 검색기반을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별로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 방사선융합 생체노화 모델링 기술 기반 확보

 ○ 방사선  노화(노령)의 향 비교분석을 통한 생체노화 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4개의 생체기능 지표별 분야)

   - 면역조 기능 련 지표 분석  선발

   - 산화  손상 지표 분석  선발

   - 분자생물학  지표(신호 달 단백질) 분석  선발

   - 지방 사 련 지표 분석  선발

■ 생체노화 조  천연물 검색 기술 확립

 ○ 노화 생체모델에서 기존 개발 천연물 소재에 한 효과 평가를 통해 생체모델 

 노화지표에 한 효용성 평가

   - 세포모델에서 천연물 성분에 의한 노화지표 개선 효과

   - 생쥐모델에서 천연소재(HemoHIM)의 면역조 기능 련 노화지표 개선 효과

○ 방사선/화학물질 유발 퇴행변화 억제 천연물소재 검색기반 연구

   - 방사선/자외선/화학물질(CP 등)에 의한 피부/생식기 퇴행변화에 한 천연물의 

경감효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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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 내․외 기술개 발  황

제 1    노 화 의  생 물 학  기작 연 구  동향

최근 노화의 원인과 그 유발 기 을 규명하기 하여 국내외 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노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 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먼 , DNA repair와 련된 WRN, LMNA 등의 유 자 결함에 의해 노화가 가속된

다고 보고되고 있다. DNA repair 유 자의 결함은 결과 으로 세포  조직내의 DNA

의 손상으로 이어져 세포  조직의 기능 하로 이어진다. 한 telomere 길이의 단축

도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염색체 말단에 치한 telomere의 길이 단축과 

세포 노화와의 연 성은 하등동물  고등동물까지 폭넓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telomere의 길이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telomerase (hTERT)의 활성변화를 통해 노화

를 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스트 스  산화  손상도 노화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생물체별로 스트 스  산화  손상에 한 

항성과 수명에 연 성이 있으며 산화  손상에 한 생체내 방어기 이 손상된 경우 

수명이 짧아진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다. 하나의 노화 유발의 핵심 기 으로서 

mitochondrial DNA 손상  그에 따른 ROS 발생이 지목되고 있다. 세포내 에 지 생

산의 역할을 하는 mitochondria는 세포내 ROS 발생의 주요 근원지로서 mitochondria의 

손상과 이에 따른 기능 하는 세포의 기능 하와 노화를 진으로 이어진다. 한편, 만

성 인 염증반응도 노화의 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만성 염증에 의해 발생되는 

CRP, TNF, IL-6 등 cytokine의  농도와 노화에 의한 동맥경화, 암, 당뇨병 등과의 

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염증반응의 요성을 뒷받침해 다. 한 insulin과 

IGF-1 신호 달, growth hormone 등도 노화, 특히 수명과 큰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 로, insulin과 IGF-1 련 신호 달 유 자의 결함이 있는 C. elegans 

 mouse에서는 상당한 수명연장  세포노화 지연효과가 찰되었으며, 이러한 신호

달은 최종 으로 세포내 DNA repair system과 ROS 발생과 련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이와 같이 노화 연구를 해서는 생물모델과 노화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노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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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노화 기작 규명  노화조 물질 개발을 한 동물모델은 노화 련 특정 

유 자 (XPD, p53)의 결함에 의해 노화가 가속되는 생쥐모델이나 수명이 짧은 C. 

elegans나 리 등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D-galactose 등의 화학물

질 투여에 의해 노화가 가속되는 생쥐 모델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노화 연구를 

한 세포모델로서는 human diploid fibroblast (HDF) 등의 세포를 이용하여 replicative 

senescence를 유발하거나 H2O2, O2 pressure, t-BHT, UV, inflammatory cytokine 등의 

외부 스트 스에 의해 premature senescence를 유발한 세포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

한 동물  세포의 노화를 평가할 수 있는 biochemical biomarker로서는 β

-galactosidase 염색법, lipofuscin 염색법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molecular marker

로서는 p53, p21
waf-1

, pRb 등 DNA 손상/세포주기조  등에 련된 신호 달 단백질 

발 과 restriction telomere fragment length 등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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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노 화  조  물 질   요법 연 구  동향

재까지 노화 조 요법으로서 가장 범 하게 연구된 방법은 칼로리 제한 (caloric 

restriction)으로서 동물모델에서 50% 이상의 수명연장효과뿐 아니라 다양한 노화 련 

질환 억제 효과가가 규명된 바 있다. 그러나 칼로리 제한은 육체  심리  고통을 수반

하기 때문에 인체의 노화 조 을 해 범 하게 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노화를 조 하기 해 시도되는 다른 방법으로 양성분 보충법이 있다. 이는 생명

체의 vitality에 련된 비타민 B, A, C, 엽산 등이나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 크롬 등

의 미네랄을 보충함으로써 생체내 ROS 발생억제  제거효과를 통해 노화조 을 하고

자 하는 방법이나, 실제로 동물모델에서 유의한 노화 조  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어 추

가 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호르몬 용법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human growth hormone, 

malatonin, DHEA 등을 보충함으로써 이러한 호르몬 감소에 의해 나타나는 기억력 감

퇴, 근육량 감소, 면역시스템 약화 등을 강화하기 한 요법이다. 그러나 암발생 험증

가, 천식 유발 험성, 수면 장애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용에 제한 이다. 그러나 최근 klotho라는 새로 발견된 호르몬이 큰 부작용 없이 다

양한 노화 상을 억제하는 것이 동물시험에서 검증되어 이의 인체 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 (천연물) 요법은 식품소재나 국, 인도 등의 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온 천연물을 이용하여 각종 노화 련 퇴행성 질환의 방이나 회복을 하기 한 방법

으로서 마늘, 인삼, 은행잎 등의 추출물의 일부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최근 국을 심

으로 Kangen-karyu, Carthami Flos 등의 생약복합물을 이용한 노화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천연물로부터 유래한 resveratrol, α-lipoic acid 등의 단일물질과 

항당뇨 물질인 buformin 등의 노화 조  효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동물모

델에서 수명연장  노화 련 퇴행변화에 한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어 향후 인간에게 용될 수 있는 노화조 물질로서 기 되고 있다. 1990년  이후로 

천연물은 새로운 생리활성 물질의 보고서 인식되고 있으며 암, 당뇨, 뇌질환, 산화 손

상 등 다양한 질병을 방 는 치료할 수 있는 물질들이 발굴되어 의약품, 건강기능식

품, 화장품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노화를 조 할 수 있는 신물질 개

발 연구에 있어서 천연물은 주요 타겟이 되고 있으며, 이에 한 연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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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국 내 노 화  연 구 개 발  황

2000년도 들어서 국내에서도 개별 인 연구뿐 아니라 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설립

을 통한 노화 련 연구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재 국내에서 노화 련 연구를 

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소  센터로는 서울 학교 노화 고령사회 연구소(노화  

세포사멸 연구센터), 한림 학교  노화기   연구    노화  억제물질  개발  센터, 부

산 학교  분자염증  노화제어  연구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장수과학연구센터 등이 

있다. 이들 연구소에서 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로는 노화에 의한 세포사멸/조

직손상의 분자기  규명, 노화에 의한 인체기능의 퇴행성 변화 분자기  규명, 노화

biomarker  노화제어 기술 개발 등이 있다.

먼  세포 사멸  기능변화와 련 인자 연구와 련해서는 LPA (lysophosphatidic 

acid), COX-2/Akt/ASK-1 등 세포 성장  사멸 조  분자의 기능  조 , 

endocytosis  조 을  통한  노화/ 인슐린 항성 극복 기술, cytoskeleton  조   인자 

(MEK, ERK1/2, cofilin, cofilin kinase)의 노화 연 성 연구, 외부 스트 스  

metabolite에 의한 노화 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노화에 의해 나타나는 인체기능의 퇴행성 변화의 기  규명 분야에서는 피

부노화, 골다공증, 골형성 조 인자, 암발생, 뇌기능 하  뇌 질환, 사성 질환, 근육

노화 등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피부노화와 련하여 cholesterol  그 유도체의 

피부노화 련성을 규명하고 있으며, 골형성 련  조 인자로 알려진 RUNX, osterix 

등에 한 기능규명  조  연구가 진행 이다. 한  암발생과 련하여 노화세포의 

암 유도 시스템을 개발하여 p53, p21, MDM-2 등의 유 자의 노화  암발생과의 연

성을 규명하고 있다. 노화에 의한 뇌기능  뇌질환 련 연구에서는 RAGE (a 

receptor for immunogE bulin)에 의해 유발된 brain chronic inflammation이 뇌기능 

하 시Alzheimer's disease를 유발시키는 지에 하여 분자세포생물학  연구뿐 아니라 

behavioral study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 리에서 sNPF라는 신경신호물질

다. 한  신경계의 신호 달 변화가 y를 변화와 연 되어 있음을 규명하기도 하

다. 노화에 따른 사성 질환 연구에 있어서는 prim뇌질환 hepatocyte, Type II diabetes 

mouse를 이용하여 노화에 따른 glucose production 변화와 당뇨병 연 성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리모델을 이용한 사성질환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근육노화와 련

된 연구로서는 NADH dehydrogenase, mitochondria electron transport 련 유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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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의 연 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화의 biomakr  노화 제어기술과 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  

노화 biomarker 련 연구로서 senescent cell, 노화 동물의 조직, 노인 청 등을 이용

하여 phage display, biopanning method 방법으로 aging-specific 항체 선별하는 연구가 

지행되고 있다. 한 proteomics 연구를 통해 노화세포의 비가역  증식억제 인자를 찾

는 연구, 노화 련 cytokine 규명 연구, SNP 분석을 통한 노화 측지표 발굴 등의 연

구가 진행 이다. 다음으로 노화 제어기술과 련하여 일부 천연물 (methyl galate, 

fraxin  유도체)의 세포노화 효과가 규명된 바 있으며, 생쥐의 피부  C. elegans 모

델을 이용하여 COX-2 inhibitor의 수명연장 효과를 규명하 다.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 노화의 기작규명 등 기 연구에서부터 노화조  물질/기술 개

발 등 응용연구까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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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개 발 수 행  내용  결과

제 1     서  론

본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조 물질 개발 과제는 노화 련 연구개발을 한 생

체노화 분석지표를 선발하고 방사선을 용한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 기술을 확립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노화조  천연물  복합물을 탐색하고 효능을 검증하여 고효능 

노화조 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1단계에는 1) 방사선융합 생체노화 모델링 기술 기반 확립,

           2) 생체노화 조  천연물 검색 기술 확립

으로 나 어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먼  방사선융합 생체노화 모델링 기술 기반 확립을 하여 생체노화 분석을 한 

지표를 선발하고자, 1) 면역조 기능 련 지표, 2) 산화 손상 련 지표, 3) 분자생물

학  지표, 4) 지방 사 련 지표 등 4개의 분야로 나 어 각 지표에 한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에 의한 향을 비교 분석하여 유효 지표를 선발하 다. 다음으로 생체노

화 조  천연물 검색 기술 확립을 하여, 세포 는 동물 모델에서 선발된 지표에 

한 기존 천연물의 효과 검색을 통해 노화 지표로서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상기한 생체노화 지표 연구 상 4개 분야는 다음의 내용에 근거하여 선정하 다.

면역조 기능은 동물에서 가장 요한 생체방호 시스템의 하나로서, 노화(노령)로 인

하여 면역조 계 기능의 하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어있다. 특히 면역계의 변

화  표 인 상으로 면역세포 증식의 감소와 NK 세포  T 세포 련 반응들의 

감소가 일어난다(Solana et al. 1991; Grubeck-Loebenstein and Wick 2002; Linton and 

Dorshkind 2004). 한 노령 동물에서는 Th1 반응에 비해 Th2 세포반응이 우세하게 나

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Cakman et al. 1996; Alberti et al. 2006; Fulop et al. 2006; 

Rink et al. 1998; Shearer 1997), 이러한 Th1/Th2 면역반응의 불균형은 다양한 만성질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T helper (Th) 세포는 여러 종류의 면역반응을 조 하고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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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Th세포는 공통의 precursor인 Th0 세포로부터 Th1, Th2 

는 Th17 세포로 분화한다 (Abbas et al. 1996; Romagnani 1997; Romagnani et al. 

1998). Th1 세포는 주로 IL-2, IFN-γ, TNF-α를 분비하여 세포 면역반응을 일으켜 다른 

세포 내로 침입하는 병원균에 한 면역반응을 담당하고, Th2 세포는 IL-4, IL-5, IL-9, 

IL-13을 분비하여 항체 생성에 한 조 과 세포 밖에서 생존하는 기생충에 한 면역

반응을 조 한다. 하지만, 부 한 Th1 면역반응은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염, 

혹은 당뇨병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키고, 비정상 인 Th2 면역반응은 알 르기,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킨다. 흥미로운 사실은 방사선이 Th0 세포를 Th2세포

로 더 많이 분화 유도한다는 것이다(Tanay and Strober 1984; Hayashi et al. 2003; 

Bass 1989). 본 연구 에서는 방사선조사 후 다시 회복된 면역세포들의 반응  

Th1-like immune response가 감소함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한 이러한 상의 기

으로서 항원제시세포가 분비하는 IL-12p70의 생산 감소, Th 세포에 발 되는 IL-12 

receptor β2 subunit 발  감소 그리고 NK 세포 기능  활성 감소를 제시하 다(Park 

et al. 2005; Park et al. 2007).

산화  스트 스는 암, 뇌질환, 염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생체의 노화의 발생 원인도 reactiva oxygen species (ROS)에 의한 산화  

스트 스와 깊은 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Harman 1956; Yu 1996; Miquel and 

Weber 1990; Lin and Beal 2003; Barja 2004). 방사선은 생체에 흡수되면서 물분자를 이

온화 시켜 hydroxyl radical 등 유해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방사선조사에 의한 생체 노화의 가속화가 이론 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세포

내의 유해 활성산소는 DNA, 단백질, 지질 등의 생체고분자를 손상시킴으로써 세포의 

기능을 해시키게 된다. 특히 유해 활성산소에 의한 mitochondria의 DNA의 손상 

(mtDNA deletion)은 노화와의 연 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cker, 1995; 

Vijayalaxmi et al., 1998; Evans et al., 2002; Haman, 1973; Landis and Tower, 2005). 

뇌는 동물의 추 신경계를 장하는 기 으로서 노화와 련하여 치매, Alzheimer 

disease 등의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다(Friedenberg, 2003; Levy, 2007). 우리나라를 포

함하여  세계가 속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퇴행성 신경계 질환에 연 한 

지표를 검출하기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뇌의 노화는 육안 으로는 고랑(sulci)

들이 넓어지고, 이랑(gyri)들이 좁아지는 축 상이 발생하고, 신경세포수의 감소, 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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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뇌  변화, 신경 달물질의 변화 등을 래하게 된다(Lau et al., 2007). 이러

한 뇌의 노화에도 산화  손상, 특히 mtDNA deletion이 깊이 연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뇌노화 련 실험은 주로 노화된 동물을 활용하거나, 산화 스트

스 련 유 자변형생쥐 등이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정상실험동물을 활용한 뇌노화

가속화 모델에 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분자생물학  노화 기  규명과 련하여 세포주기 조 , 세포 성장  사멸 조 , 

인슐린  성장호르몬 신호 달, 스트 스반응 등과 련된 신호 달 단백질의 발   

modification이 노화와 연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화와 련되어 많이 연구된 신

호 달 단백질들은 FOXO3a, p27, p21, p53, insulin/IGF-1, growth hormone, p38, p65 

등이 있다. FOXO3a는 phosphorylation되어 inactivation 되면, transcription factor로써 

활성이 감소하여 cell-cycle arrest와 련있는 p27, DNA repair과 련있는 GADD45, 

oxidative-stress resistance와 련된 MnSOD의 발 을 감소시키고 이는 cellular 

senescence를 유발하는 신호 달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Greer and 

Brunet, 2005; Salminen et al., 2008; Kops et al., 2002). IGF-1R은 insulin signaling  

세포성장 조  등에 련된 단백질로서 노화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Holzenberger et al., 2003; Dupont and Holzenberger, 2003). 한 phosphorylated p38

의 증가는 hor, UV, X-ray와 같은 stress에 반응하는 Mek-Erk-MAPK pathway로서  

p38 MAPK의 activation은 Ras-Erk MAPK가 유도하는 senescence와 련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Zdanov et al., 2006; Coulthard et al., 2009; Kurata, 2000; Hong et al., 

2004), 면역  공격의 sensor이며 산화  스트 스에 한 반응에 여하는 

phosphorylated p65도 노화와 련성이 보고되었다(Salminen and Kaarniranta, 2009a; 

Salminen and Kaarniranta, 2009b; Helenius et al., 1996). p21은 세포주기를 조 하는 

단백질로서 세포노화가 유발되었을 때 활성화 되는 유 자라고 알려져 있다(Jayapalan 

and Sedivy, 2008; Chen et al., 2000).

지방 사 련 질환의 분자병태학  연구는 생리학, 내분비학, 의약학, 면역학  

사론에 이르는 범 한 학문분야와 제약업계의 산업 활동에 있어서도 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방 사 이상증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들로 잘 알려진 성인병은 고지 증, 콜

스테롤 증,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 상동맥질환,  비만 등이 있다. 노화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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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지방 사의 변화가 일어나 복부지방 축 , 동맥경화증, 당뇨 등의 질병의 발생

험이 증가한다. 성인병의 유발인자로서의 질환인 비만을 억제하기 한 방  치료

제의 개발은 사회 문화  요성과 아울러 경제, 산업  가치도 인정되는 Life-style 

drug로서  세계 으로 연  분야의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방퇴행 질

환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여 1996년에 이미 질병으로 규정된 바 있으며  세계

으로 약 1억 5천만 명이 건강 험요인인 비만을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최근 지방 사질환의 치료를 한 방법으로 기능성 천연물을 활용하는 등 체의학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으로 식물체의 생육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이차 

사물질인 phytochemical들은 다양한 생리활성들을 나타내어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Gugliucci and Menini 2002). Phytochemical은 매우 은 양으로 한 활성을 나

타내며 식물체에 다량 존재하는 것이 밝 지고 있는데, 이 에서도 여러 종의 식물에서 

유래한 phenol 화합물은 항산화 효과와 항암 뿐 만 아니라 범 한 약리학  활성 때

문에 약용식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질병 치료에 용하기 한 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Melisssa and Loo 2000).

1단계(‘07-’09)에서는 에서 선정한 지표들을 상으로 세포  동물(생쥐) 모델에서 

방사선에  자연  노화에 의한 변화를 비교 검토하여 방사선에 의한 노화유발  가

속효과를 검증하고, 노화조 물질 검색  생체효용성 검증에 활용될 수 있는 생체퇴행 

노화 분석 지표를 선발하고자 하 다. 향후 2단계(‘10-’11)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노화 유

발 상될 수 있심층 분석과 등웜될 방사선을 용한 생체퇴행 노화 모델과 선발된 지

표를 활용하여 노화조  천연물 소재를 탐색하고 복합을 통하여 고효능의 노화조 물

질(복합물)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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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 구 내용  방 법

1 .  면역조 기능 련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면역조 기능은 외부로부터 생체를 방호하기 한 가장 요한 시스템의 하나로서, 

인간  동물에서 노화(노령)이 진행됨에 따라 그 기능이 하되거나 불균형이 일어난

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면역조 기능 련 지표로서 면역세포(lymphocyte, NK세

포, Tc세포 등)의 활성과 Th1/Th2 면역반응을 으로 선정하여 방사선  노화(노령)

에 의한 변화를 비교검증하여 그 유사성을 검증하고, 방사선조사를 통하여 면역조 기

능 노화 모델링을 확립하기 한 방사선 용 조건을 설정하 다.

가. 노화(노령)에 의한 면역조 기능 퇴행변화 규명  지표 선발

1)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한 C57BL/6 mouse는 오리엔트에서 특정 병원체 부재(Specific 

Pathogen Free; SPF) 생쥐(6주령)를 구입 후 본 연구소의 SPF 시설을 갖춘 동물실

에서 사육하여 사용하 다. 사육실의 온도는 22±2℃, 습도는 55～60%로 유지되며 

명암 순환이 12시간 단 로 조 되는 환경에서 키우고 고형사료와 물을 제한 없이 

공 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생쥐의 월령은 2개월, 6개월, 12개월 그리고 18개월

령을 사용하 다. 이하 모은 동물실험에 한 계획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실험동물

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실험동물은 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의 ‘실험동물의 리와 사용에 한 지침(1996, USA)에 하여 취 하

다.

2) 생쥐 비장 림 구 분리

생쥐를 경추탈골로 희생시킨 후 무균 으로 비장을 출 후 포셉으로 비장을 지

분거려 비장세포를 비하 다. 비된 비장세포는 histopaque(Sigma) 에 얹어 

400g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혼입된 구를 분리하 다. 분리된 비장 림 구

는 HBSS로 3회 세척하고 trypan blue 염색법으로 살아있는 세포수를 계수한 후 완

배지(10% fetal bovine serum, 2mM L-glutamin, 100U/ml penicillin, 5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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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mycin, 0.05 mM 2-mercaptoethanol, 1mM pyruvate 그리고 1% 

non-essential amino acid가 포함된 RPMI 1640)에 정 농도로 조정하여 실험에 사

용하 다. 

3) 비장 림 구의 proliferation 측정

각 그룹의 생쥐 비장 림 구의 proliferation 정도를 3H-thymidine(TdR) uptake 

방법으로 측정하 다. 비된 비장림 구 2×10
5 

cells를 96-well microplate 

(flat-bottom)에 분주하고 mitogen으로써 ConA 1μg/ml을 첨가한 후 2일 동안 배양

하 다. 배양 후 1.5 μCi/well의 3H-TdR을 가한 후 4시간 더 배양한 다음 

cell-harvester (PerkinElmer)를 이용하여 세포를 수거 후 
3
H-TdR incorporation정도를 

β-counter를 이용하여 선량(counter per minute)을 측정하 다.

4) Mitogen에 자극된 비장 림 구로부터 분비되는 cytokine 측정: ELISA

각 그룹의 생쥐 비장 림 구를 mitogen으로 자극 후 분비되는 cytokins를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로 측정하 다. 비된 비장림 구 

2×10
6 

cells를 24-well plate에 분주하고 ConA 1μg/ml을 첨가한 후 배양하 다. 

IL-2를 측정하기 해서는 배양 1일째 배양액을 수거하 으며, IFN-γ, IL-4, IL-5 그

리고 IL-13을 측정하기 해서는 배양 2일째 배양액을 수거하 다. 수거된 배양액은 

측정 일까지 -70℃에서 보 하 다. 배양액에 존재하는 cytokins를 측정은 ELISA로 

측정하 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 다. 측정하고자 하는 cytokine의 purified 

antibody(capture antibody)을 0.2 μg/well로 well(Nunc-immuno module)에 분주하

여 4 ℃에서 overnight 방치하여 항원을 coating 하 다. Well을 세척 후 1시간정도 

blocking buffer(1% bovine serum albumin)를 처리하여 비특이  결합을 억제하

다. 그 후 well을 세척하고 청  세포배양액을 각 well에 넣어 2시간동안 항체가 

coating된 항원과 결합하게 하 다. 그 후 peroxidase 는 biotin이 결합된 

antibody를 첨가하여 1시간동안 실온에서 방치 후 세척하 다. Peroxidase가 결합된 

antibody는 바로 TMB substrate를 첨가하고 biotin이 결합된 antibody는 SAv-HRP

를 첨가하여 30분간 반응시킨 후 세척하여 TMB substrate를 첨가하 다. 약 10-30

분 정도 후에 stop solution을 넣고 ELISA reader로 450-570nm에서 흡 도를 측정

하 다. 같은 방법으로 표  cytokine 용액 농도별 흡 도를 측정하여 표 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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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고, 시료군의 흡 도를 입하여 시료에 포함된 cytokine의 양을 산출하 다.

5) NK 세포 활성 측정: 51Cr-release assay

각 그룹의 생쥐 비장으로부터 비장 림 구를 비하여 effect cells로 사용하 다. 

표 세포로 사용된 YAC-1 세포는 Na2
51

CrO4(200 uCi/ml)로 37℃에서 1시간 동안 

표지하여 사용하 다. 51Cr이 표지된 표 세포 2×105/ml과 작동세포(작동세포 : 표

세포의 비율은 50 : 1)를 각각 0.1ml씩 96 well-round bottomed plate에 가한 후 

배양기에서 4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상층액 0.1ml을 취하여 γ-counter로 선량

(counter per minute)을 측정하 다. NK 세포의 cytotoxicity (%)는 다음 식에 의하

여 계산하 다.

                        
% Cytotoxicity =

ER-SR
×100

MR-SR

여기서 ER(experimental release)은 실험군으로부터 유리된 상층액의 cpm, 

SR(spontaneous release)은 작동세포가 들어있지 않은 조군에서 유리된 상층액의 

cpm이고 MR(maximal release)은 표 세포(2×104 cells/well)에 표지된 방사능의 

90% 이상으로 하 고 triton X-100 1% 용액을 가하여 얻었다. 

6) 항원주사(Immunization)  액수집

DNP-KLH 2 mg/ml을 freund's adjuvant(complete)와 같은 양으로 혼합한 뒤 

4℃에서 overnight 방치하여 잘 혼합되었는지 확인한 후 0.1 ml씩 생쥐의 복강(100 

μg/mouse)에 주사하 다. 항원 주사 후 7일째에 생쥐의 안와정맥에서 액을 수집

하 고 원심분리(13,000rpm, 10min) 후 청을 분리하 다. 분리된 청은 실험 

까지 -70℃에서 보 하 다. 

7) 청 안에 immunoglobulin 측정: ELISA

각 그룹의 생쥐로부터 수집된 청 안에 존재하는 immunoglobulin은 ELISA로 

측정하 다. 그 방법은 1. 가. 4)와 같이 하 다. 단, capture antobody 신 항원

(DNP-KLH)을 0.2 μg/well로 well(Nunc-immuno module)에 분주하여 4 ℃에서 

overnight 방치하여 항원을 coating 하 다. 그 다음 방법은 1. 가. 4)와 같이 하

다. 청에 존재하는 항원에 특이 인 IgG2a, IgG1 그리고 IgE의 양 비교는 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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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 다. 

8) 비장세포 유래 수지상세포 분리

생쥐(C57BL/6)의 비장을 분리한 다음, 비장에 collagenase D(Roche, IN, USA) 2

㎎/㎖을 500㎕ 주사하고 핀셋이나 메쉬를 이용하여 단일세포 부유액을 만들었다. 단

일세포 부유액을 37℃에 30분 incubation 한 후 RPMI 1640 배양액으로 세척하고 

구 용해 완충액(Tris-buffered ammonium chloride; 90㎖ of 0.16 M NH4Cl, 10㎖ 

of 0.17 M Tris, PH 7.2)을 처리한다. 구를 제거한 후, 41㎛ 메쉬를 사용하여 지

방과 근육을 제거 하고 RPMI 1640 배양액으로 3회 세척한다. PBS(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2), 0.5% BSA, 2mM EDTA로 만든 buffer에 CD16/32 anti-Fcγ

RⅡ/Ⅲ-specific mAb(2.4G2)를 희석하여 4℃ 30분간 blocking한 다음 anti-CD11c 

anti body-couples MACS bead를 1×108/100㎕로 처리하여 4℃ 30분간 incubation한 

다음, buffer를 더 첨가하여 washing 한 후 세포를 column에 흘려 CD11c에 

positive한  수지상세포를 분리 하 다.

9) 골수세포 유래 수지상세포 배양

생쥐(C57BL/6)를 희생시킨 후 1 ㎖ 주사기를 이용하여 퇴골(femur)안에 있는 

골수를 분리하여 단일세포로 만들었다. 구 용해 완충액(Tris-buffered 

ammonium chloride; 90㎖ of 0.16 M NH4Cl, 10㎖ of 0.17 M Tris, PH 7.2)을 처리

하여 구를 제거한 후, washing용액으로 1,200 rpm에서 5분간 3회 원심 분리하

여 충분히 세척한 다음, GM-CSF(1,000 U/㎖)와 IL-4(1,000 U/㎖)가 포함된 배지

(RPMI 1640, FBS 10%)에 부유된 골수세포(1×106개/5㎖/well)를 6well micro-plate

에서 배양하 다. 4일 후 새 배지 1mL과 동량의 GM-CSF(1,000 U/㎖)와 IL-4(1,000 

U/㎖)를 첨가하고 3일간 더 배양한 후 세포를 5분간 shaking하여 가볍게 부착되어

있는 세포를 회수하 다. 회수한 세포를 washing용액으로 1,200 rpm에서 5분간 원

심 분리하여 충분히 세척한 다음, 세포(3×10
6
개/4㎖/well) 배양액에 LPS 1㎍/㎖, 

OVA 1㎎/㎖를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고 회수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10) 수지상세포의 세포표면 단백질 발  측정

수지상세포를 washing 용액(PBS, 1% FBS, 0.1% NaN3)으로 세 번 세척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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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이  염색을 막기 해 세포(1~5×10
5
)를 CD16/32 anti-FcγRⅡ/Ⅲ-specific 

mAb(2.4G2)로 30분간 blocking한 다음 washing하지 않고 바로 PE-conjugated 

anti-CD40, anti-CD54, anti-CD80, anti-CD86, anti-MHC Class I, anti-MHC ClassⅡ

에 한 항체로 각각 4℃에서 30분간 염색하 다. 그 다음 washing용액으로 세척하

고 FITC-conjugated anti-CD11c에 한 항체로 이 염색 한 후 유세포분석기(Epics 

XL ,COULTER, USA)로 분석하 다.

11) T세포 증식반응 측정

비장세포 유래 수지상세포를 96well micro-plate 에 3×10
4
/well로 분주하고, OVA 

1㎎/㎖ 첨가 하 다. 여기에 T 세포주 HS-1을 5×104/well를 첨가하여 37℃ 4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골수세포 유래 수지상세포는 GM-CSF와 IL-4를 첨가하여 6일간 배

양한 수지상세포를 회수하여 OVA 1㎎/㎖를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한 후에 세포를 

회수하 다. 세포를 충분히 세척한 다음 세포증식을 억제하기 해 37℃에서 25분 

동안 MMC(50㎍/㎖)를 처리하 다. MMC로 처리한 골수세포 유래 수지상세포를 

96well micro-plate에 3×10
4
/well로 분주하고, 여기에 T 세포주 HS-1을 5×10

4
/well를 

첨가하여 37℃ 4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두 반응 모두 5-Bromo-2'-deoxy-uridine 

Labeling and Detection KitⅢ(Roche, IN, USA)를 이용하여 Micro-Plate reader로 

세포증식 정도를 측정하 다.

12) T세포로부터 분비되는 cytokine 측정 : ELISA

비장세포 는 골수세포 유래 수지상세포를 96well micro-plate에 3×10
4
/well로 분

주하고, 여기에 T 세포주 HS-1을 5×10
4
/well를 첨가하여 37℃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 상층액을 수거하여 상층액에 포함된 IL-2, IFN-γ의 양은 효소항체법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ELISA)을 이용하여 측정 하 다. 즉, 

plate-bottom micro-well에 1차 항체(2㎍/㎖)를 coating buffer(0.1 M NaHCO3, 

pH8.2)에 희석하여 50㎕/well로 분주하고 4℃에서 하룻밤 둔 다음, washing 용액

(0.05% Tween 20/PBS)으로 세척하 다. 세척된 micro-well은 10% FBS가 첨가된 

PBS로 blocking 하 으며, 실험에서 채취한 배양 상층액을 당한 비율로 희석한 

후 각 well에 분주하여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그 다음, biotin이 부착된 2차 항체(1

㎍/㎖) 100㎕/well와 일정시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avidin-peroxidas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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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well을 첨가하 다. 마지막으로 기질(2, 2’-azino-bis, 0.1 M citritic acid, 

H2O2)을 첨가하여 발색시킨 다음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05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 다. 측정된  IL-2, IFN-γ의 농도는 표 곡선을 이용하여 환산하 고 측

정 농도의 한계치는 10pg/㎖이었다.

13) 수지상세포 cytokine 측정 : ELISA

비장세포에서 분리한 비장세포 유래 수지상세포와 GM-CSF와 IL-4를 첨가하여 6

일간 배양한 골수세포 유래 수지상세포를 회수하여 LPS  1㎍/㎖ 를 처리하여 37℃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 상층액을 수거 하 다. 상층액에 포함된 IL-6,IL-12, 

IFN-γ, TNF-α, IL-1β의 양은 효소항체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ELISA)을 이용하여 측정 하 다. 그 방법은 1. 가. 12)와 같이 하 다. 측정된 IL-12, 

IL-6, IFN-γ, TNF-α, IL-1β의 농도는 표 곡선을 이용하여 환산하 고 측정 농도의 

한계치는 IL-6, IFN-γ, TNF-α는10pg/㎖, IL-12는 15.625pg/㎖, IL-1β는 7.8125pg/㎖

이었다.

14) 수지상세포 colony forming assay

골수세포를 1×104, 3×104, 1×105로 비하고 GM-CSF(1,000 U/㎖), IL-4(1,000 U/

㎖)를 처리하여 methylcellulose와 함께 넣어 18G주사바늘과 5㎖ 주사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섞어  후 6well plate에 분주하고 well 사이에는 배지의 증발을 막기 해 

멸균된 증류수를 넣고 37℃ 5일간 배양하 다. 5일 후 미경을 이용하여 colony수

를 계수하 다.

나. 방사선에 의한 면역조 기능 지표 퇴행변화 가속 규명

1) 실험동물

본 실험에는 2개월령, 6-8개월령  18개월령의 C57BL/6 생쥐를 사용하 으며, 

사육방법은 1. 가. 1)과 같이 하 다.

2) 실험동물(생쥐)에 한 방사선 조사 

 생쥐에 한 방사선조사는 Cs-137 감마선 조사기 (Gammacell 40 Exactor, 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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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ion, Inc.)를 이용하여 시행하 다. 2개월령 는 4개월령의 생쥐를 5Gy 단일 

는 1Gy씩 5회 분할로 신조사하 다(선량률 1.1Gy/min). 실험은 처음 조사일로 

부터 2개월, 4개월 그리고 6개월째 실시하 다. 

3) 생쥐 비장 림 구 분리

생쥐 비장 림 구 분리는 앞서 서술한 방법 (1. 가. 2))과 같이 하 다. 

4) 비장 림 구의 proliferation 측정

각 그룹의 생쥐 비장 림 구의 proliferation 정도는 앞서 서술한 방법 (1. 가. 3))

에 따라 
3
H-thymidine(TdR) uptake 방법으로 측정하 다.  

5) Ovalbumin에 자극된 비장 림 구로부터 분비되는 cytokine 측정: ELISA

각 그룹의 생쥐 비장 림 구를 ovalbumin (OVA)으로 자극 후 분비되는 

cytokins를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로 측정하 다. 비된 비

장림 구 5×106 cells를 24-well plate에 분주하고 OVA 500μg/ml을 첨가한 후 배양

하 다. IL-12p70과 total IL-12를 측정하기 해서는 배양 18시간째 배양액을 수거

하 으며, IFN-γ, IL-4 그리고 IL-5를 측정하기 해서는 배양 3일째 배양액을 수거

하 다. 수거된 배양액은 측정 일까지 -70℃에서 보 하 다. 배양액에 존재하는 

cytokins를 측정은 ELISA로 측정하 고 그 방법은 앞서 서술한 방법(1. 가. 4))과 

같이 하 다. 

6) NK 세포 활성 측정: 
51

Cr-release assay

각 그룹의 생쥐 비장세포에 포함된 NK 세포의 활성을 
51

Cr-release assay로 측정

하 다. 그 방법은 앞서 서술한 방법(1. 가. 5) )과 같이 하 다. 

7) 항원주사(Immunization)  액수집

앞서 서술한 방법(1. 가. 6))과 같이 하 다.

8) 청 안에 immunoglobulin 측정: ELISA

각 그룹의 생쥐로부터 수집된 청 안에 존재하는 immunoglobulin은 ELIS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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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다. 단, capture antobody 신 항원(DNP-KLH)을 0.2 μg/well로 

well(Nunc-immuno module)에 분주하여 4 ℃에서 overnight 방치하여 항원을 

coating 하 다. 그 다음 방법은 1. 가. 4)와 같이 하 다. 청에 존재하는 항원에 

특이 인 IgG2a, IgG1 그리고 IgE의 양 비교는 흡 도로 하 다. 

9) 비장세포 아군별 분포 분석: FACS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er)

각 그룹의 생쥐 비장세포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아군별 분포를 FACS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세포를 수거하고 trypan blue로 염색하여 살아있는 세포수를 계수한 

후, FACS medium(PBS에 0.1% bovine serum albumin과 0.1% sodium azide를 첨

가한 것)으로 세척하여 각 tube에 10
6
개의 세포수로 조정하여 분주하 다. 각 tube

에 표지하고자 하는 표식자에 한 단일클론 항체(anti-CD4 antibody, anti-CD8 

antibody, anti-CD19 antibody, anti-NK1.1 antibody)를 각각 첨가하여 ice bath에서 

30분간 정치하 다. 표지 후 FACS medium으로 2번 세척하여 FACStar (CULTER, 

USA)로 세포표면 표식자에 결합된 단일클론항체의 양을 세포 당으로 분석하 다.

10) 수지상세포 연구에 사용된 시약

세포 배양에 필요한 RPMI-1640과 항생제(antibiotic-antimycotic),  FBS(Fetal 

Bovine Serum)은 Hyclone 제품을, 2ME(2-mecaptoethanol), OVA(ovalbumin), 

MMC(Mitomycin C), sodium bicarbonate(NaHCO3), 세포 증식반응에 사용한 

LPS(Lipopolysaccharide)와 Con A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USA)제품을 사

용하 다. 세포표면 단백질에 한 특이  항체(anti-CD40, CD54, CD80, CD86, 

MHC class I, MHC class II, CD11c mAb)와 cytokine 측정에 필요한 항체(IL-2, 

IFN-γ, IL-6, IL-12, TNF-α, IL-1β)는 Parmingen(San Diego, CA, USA)제품을 사용

하 다. Recombinant Mouse GM-CSF와 IL-4는 R＆D제품을 사용하 다. 비장세포 

유래 수지상 세포를 분리하기 해 anti-CD11c antibody-couples MACS bead와 

column은 Miltenyi Biotec(Bergisch Gladbacg, Germany) 제품을 사용 하 다.

11) 수지상세포 련 연구: 비장세포증식 측정  cytokine 측정법

측정 방법은 5-Bromo-2'-deoxy-uridine Labeling and Detection KitⅢ(Roche, IN, 



- 21 -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방법은 1. 가. 11)와 같이 하 다.

활성화된 비장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을 측정하기 해 비장세포 (5×10
6
개)에  

LPS 10㎍/㎖, Con A 1㎍/㎖로 처리 한 후, 24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

서 배양 하 다. 배양 후 상층액을 수거하여 상층액에 포함된 IL-2, IL-6, IFN-γ, 

TNF-α의 양은 효소항체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ELISA)을 이용하

여 측정하 으며, 그 측정방법은 1. 가. 12)와 같이 하 다. 측정된  IL-2, IL-6, IFN-

γ, TNF-α의 농도는 표 곡선을 이용하여 환산하 고 측정 농도의 한계치는 10pg/

㎖이었다.

12) 비장세포 유래 수지상세포 분리  골수세포 유래 수지상세포 배양  수지상

세포의 세포표면 단백질 발  측정

비장세포 유래 수지상세포 분리 방법은 1. 가. 8)와 같이 하 다. 한 골수세포 

유래 수지상 세포 배양 방법은 1. 가. 9)와 같이 하 다. 

 한편, 수지상세포가 면역반응을 해 세포표면에 발 되는 단백질을 측정하기 

해 항체를 이용하여 FACS 분석을 하 다. 그 방법은 1. 가. 10)와 같이 하 다.

13) 수지상세포에 의한 T세포 증식반응  cytokine 측정

비장세포 유래 수지상세포와 T 세포주 HS-1를 함께 배양 후 T세포 증식반응을 

측정하 다. 그 방법은 1. 가. 11)와 같이 하 다. 한편, 이때 T 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을 ELISA 방법으로 측정하 다. 그 방법은 1. 가. 12)와 같이 하 다. 한, 

활성화된 수지상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을 측정하 다. 우선, 비장세포에서 분

리한 비장세포 유래 수지상세포와 GM-CSF와 IL-4를 첨가하여 6일간 배양한 골수세

포 유래 수지상세포를 회수하여 LPS  1㎍/㎖ 를 처리하여 37℃ 24시간 동안 배양

한 후, 배양 상층액을 수거 하 다. 상층액에 포함된 IL-6,IL-12, IFN-γ, TNF-α, IL-1

β의 양은 효소항체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ELISA)을 이용하여 측

정 하 다. 그 방법은 1. 가. 12)와 같이 하 다. 측정된 IL-12, IL-6, IFN-γ, TNF-α, 

IL-1β의 농도는 표 곡선을 이용하여 환산하 고 측정 농도의 한계치는 IL-6, IFN-

γ, TNF-α는 10pg/㎖, IL-12는 15.625pg/㎖, IL-1β는 7.8125p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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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lony forming assay

앞에서 기술한 방법 (1. 가. 14))으로 수행하 다.

다. 방사선 생체퇴행에 의한 면역불균형 기작 규명  노화와 비교분석

1) 실험동물

본 실험에는 2개월령, 6개월령  18개월령의 C57BL/6 생쥐를 사용하 으며, 사

육방법은 1. 가. 1)과 같이 하 다.

2) 실험동물에 한 방사선 조사 

2개월령의 생쥐를 5Gy(선량률: 1.1Gy/min) 신조사하여 6개월 경과 후 실험에 

사용하 다. 

3) 생쥐 비장 림 구 분리

생쥐 비장 림 구 분리는 앞서 서술한 방법(1. 가. 2))과 같이 하 다. 

4) Ovalbumin에 자극된 비장 림 구로부터 분비되는 cytokine 측정: ELISA

각 그룹의 생쥐 비장 림 구를 ovalbumin (OVA)으로 자극 후 분비되는 

cytokins를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로 측정하 다. 비된 비

장림 구 5×10
6 

cells를 24-well plate에 분주하고 OVA 500μg/ml을 첨가한 후 배양

하 다. IL-12p70과 total IL-12를 측정하기 해서는 배양 18시간째 배양액을 수거

하 으며, IFN-γ, IL-4 그리고 IL-5를 측정하기 해서는 배양 3일째 배양액을 수거

하 다. 수거된 배양액은 측정 일까지 -70℃에서 보 하 다. 배양액에 존재하는 

cytokins를 측정은 ELISA로 측정하 고 그 방법은 앞서 서술한 방법(1. 가. 4))과 

같이 하 다. 

5) NK 세포 활성 측정: 
51

Cr-release assay

각 그룹의 생쥐 비장세포에 포함된 NK 세포의 활성을 51Cr-release assay로 측정

하 다. 그 방법은 앞서 서술한 방법(1. 가. 5))과 같이 하 다. 

6) 항원주사(Immunization)  액수집

앞서 서술한 방법(1. 가. 6))과 같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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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 안에 immunoglobulin 측정: ELISA

각 그룹의 생쥐로부터 수집된 청 안에 존재하는 immunoglobulin은 ELISA로 

측정하 다. 단, capture antobody 신 항원(DNP-KLH)을 0.2 μg/well로 

well(Nunc-immuno module)에 분주하여 4 ℃에서 overnight 방치하여 항원을 

coating 하 다. 그 다음 방법은 1. 가. 4)와 같이 하 다. 청에 존재하는 항원에 

특이 인 IgG2a, IgG1 그리고 IgE의 양 비교는 흡 도로 하 다. 

8) 비장세포 아군별 분포 분석: FACS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er)

생쥐 비장세포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아군별 분포를 FACS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 방법은 1. 나. 9)와 같이 하 다.

9) IL-12 receptor와 IL-18 receptor의 mRNA 발  분석: RT-PCR

각 그룹의 생쥐 비장 림 구를 ovalbumin (OVA)으로 자극 후 세포 표면에 발

되는 IL-12 receptor와 IL-18 receptor를 RT-PCR 방법으로 측정하 다. 비된 비

장림 구 3×10
7 

cells를 6-well plate에 분주하고 OVA 500μg/ml을 첨가한 후 배양

하 다. 배양 3일째 자극된 면역세포를 수거한 후 RNAzol B(Biotecx lab)를 이용하

여 total RNA를 분리하 다. 분리된 total RNA는 정량하여 약 5μg의 RNA와 

random hexamer인 oligo(dN)6 primer을 함께 70℃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바로 

ice에서 반응을 지시킨다. 여기에 dNTP's, RT buffer와 reverse transcriptase을 첨

가한 완충 반응액(Promega, USA)을 넣어 37℃에서 약 60분간 반응시킨 후 70℃에

서 10분간 처리하여 cDNA를 합성하 다. 이 template DNA와 Taq polymerase 등

이 포함된 반응 혼합액(Promega, USA)과 각각의 cytokine primer를 혼합하여 94℃

에서 1분간, 60℃에서 1분간, 72℃에서 1분간씩으로 β-actin의 경우 약 24 cycle을 

그리고 각각 다른 유 자는 약 28～32 cycle의 PCR을 수행하 다. 사용된 primer는 

다음과 같다:  β-actin, 5’-GTGGGGCGCCCCAGGCACCA-3’ and 5’-CTCCTTAAT 

GTCACGCACGATTTC-3’; IL-12Rβ1, 5’-CGCAAGATTAAGTTCTTGGTG-3’ and 

5’-ATTCTTGGGGTTCTTGGAGGC-3’; IL-12Rβ2, 5’-GGGAGTACATAGTGGAATG 

GA-3’ and 5’-GCGTCGGTACTGAATTTCGCA-3’,; IL-18Rα, 5'-CCCGGAAGTGCT 

AGAAGACA-3' and 5'-ACCCGCAGAGCCTTTTTGAC-3'; IL-18Rβ, 5'-ACTG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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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CGCAGTAATACGG-3' and 5'-AGTGAACATTACAGATTTATCCC-3'. 이 게 

증폭된 유 자를 ethidium bromide(0.05 μg/mL)가 첨가된 1% agarose gel에 기

동 시켜 UV하에서 찰하 다. 

라. 방사선 용조건에 따른 면역조 기능 지표 비교분석을 통한 방사선 용 

조건 확립  유효 지표 선발

1) 실험동물

본 실험에는 2개월령, 4개월령, 6개월령 그리고 8개월령의 C57BL/6 생쥐를 사용

하 으며, 사육방법은 1. 가. 1)과 같이 하 다.

2) 실험동물에 한 방사선 조사 (분할조사)

2개월령의 C57BL/6 생쥐를 총선량 5Gy의 방사선을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

로 단일 는 분할하여 신조사하 다(Scheme 1).

① 5Gy 단일 조사 (1.1Gy/min)

② 1Gy 5회 분할조사 (1회/주, 1.1Gy/min)

③ 0.5Gy 10회 분할조사 (2회/주, 0.11Gy/min)

④ 0.2Gy 25회 분할조사 (5회/주, 0.11Gy/min)

모든 실험은 방사선조사 첫 조사일을 시 으로 2개월, 4개월 6개월경과 후 실시

하 다. 

Scheme 1. The irradiation schedule used for assaying the chronic effects of 
single and fractionated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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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쥐 비장 림 구 분리

생쥐 비장 림 구 분리는 앞서 서술한 방법(1. 가. 2))과 같이 하 다. 

4) 비장세포 아군별 분포 분석: FACS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er)

생쥐 비장세포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아군별 분포를 FACS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 방법은 1. 나. 9)와 같이 하 다.

5) Ovalbumin에 자극된 비장 림 구로부터 분비되는 cytokine 측정: ELISA

각 그룹의 생쥐 비장 림 구를 ovalbumin (OVA)으로 자극 후 분비되는 

cytokins를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로 측정하 다. 비된 비

장림 구를 OVA와 함께 배양하는 조건과 배양액을 수거하는 조건 모두 앞서 서술

한 방법(1. 다. 4))와 같이 하 다. 배양액에 존재하는 cytokins를 측정은 ELISA로 

측정하 고 그 방법은 앞서 서술한 방법(1. 가. 4))과 같이 하 다. 

6) NK 세포 활성 측정: 51Cr-release assay

생쥐 비장세포에 포함된 NK 세포의 활성을 
51

Cr-release assay로 측정하 다. 그 

방법은 앞서 서술한 방법(1. 가. 5))과 같이 하 다. 

7) IL-12 receptor와 IL-18 receptor의 mRNA 발  분석: RT-PCR

생쥐 비장 림 구를 ovalbumin (OVA)으로 자극 후 세포 표면에 발 되는 IL-12 

receptor와 IL-18 receptor를 RT-PCR 방법으로 측정하 다. 비된 비장림 구를 

OVA와 함께 배양하는 조건과 RT-PCR 조건은 앞서 서술한 1. 다. 9)와 같이 하

다. 

8) P-STAT4, P-p38, SOCS3의 단백질 발  분석: Western blotting 

각 그룹의 생쥐 비장 림 구를 OVA로 자극 후 세포 신호 달에 여하는 

STAT4와 p38 그리고 SOCS3의 단백질 발 과 인산화된 단백질의 발 을 비교하기 

하여 western blotting을 수행하 다. 비된 비장림 구 3×10
7 

cells를 6-well 

plate에 분주하고 OVA 500μg/ml을 첨가한 후 배양하 다. 배양 3일째 자극된 면

역세포를 수거한 후 cell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total protein을 분리한 후 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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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정량하 다. 정량된 단백질은 sample buffer를 넣고 

100℃에서 3분 끓인 후 10% polyacrylamide gel에 기 동을 하고, nitrocellulose 

membrane에 transfer하 다. 항체의 비특이  결합을 막기 해 membrane을 5% 

skim milk에 넣어 1시간 실온에서 incubation 하 다. 그 후 사용하고자 하는 

antibody (STAT4, P-STAT4, p38, P-p38, SOCS3 antibody)가 포함된 2% skim milk

용액에 membrane을 넣어 2시간동안 실온에서 incubation 하고, 세척 후 

peroxidase-conjugated secondary antibody를 넣어 1시간 더 incubation 하 다. 모

든 반응 후 충분히 세척한 후 ECL system의 chemiluminiscence detection reagent

를 이용해서 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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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화 손상 련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노화의 산화  스트 스설 (the oxidative stress theory)는 reactive oxygen species 

(ROS)가 거 분자에 손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노화를 일으킨다는 이론으로서, 산화

손상이 세포  생체의 노화의 원인임과 동시에 노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산화  손상과 련된 지표로서 세포내의 ROS 발생, mitochondria 

(mt) DNA deletion, 조직내 SOD 활성  MDA 함량 등을 선정하여 방사선과 노화(노

령)에 의한 산화  손상을 비교 검토하 다.

가. 산화 손상 생체퇴행 노화 지표에 한 방사선  노화(노령)의 향

1) 세포주

실험에 사용한 생쥐 섬유아 세포, Balb/3T3 세포주는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을 사용하 고, 인간 폐 

섬유아세포 IMR-90 세포주는 MEM(Minimum Essential Medium) 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을 사용하여, 5% CO2, 37℃ 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방사선조

사 실험에 사용한 IMR-90 세포의 population doubling 횟수(PD)는 39 고, 노령 

조군으로 사용된 IMR-90 세포의 PD는 55 다.

2) 세포의 방사선 조사

세포의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소재 Gamma Cell 

40 Exactor (Nordin International Inc, Canada)를 사용하여 137Cs γ선(1.1Gy/min)을 

실험목 에 따라 1회 세포 배양 plate 체에 조사하 고, 조사 후 세포 배양 배지

를 새로운 배지로 교체 하여 배양하 다.

3) 세포내 ROS 발생 측정

방사선 조사에 따른 세포내 ROS 발생을 확인하기 하여, Balb/3T3 세포주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세포를 배양 plate에 3×105개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1, 2, 4, 8Gy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10일간 추가

로 배양한 후에 Trypsin-EDTA를 사용하여 세포를 수거하 다. 수거한 세포는 새로

운 배지에 부유 시킨 후, 2’,7’-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DCFH-DA)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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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로 처리하여 1시간 동안 37℃에서 반응시켰다. 그리고 fluorescence spectro- 

photometer (LB940, Berthold Technologies)를 사용하여 ex485/em535nm에서 측정

하 다. IMR-90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배양 plate에 3×105개의 세포를 분주

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1, 2, 4, 8Gy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24시간과 

48시간 동안 추가로 배양한 후, trypsin-EDTA를 사용하여 세포를 수거하 다. 수거

한 세포는 새로운 배지에 부유 시킨 후, 2’,7’-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DCFH-DA)를 20μM로 처리하여 30분 동안 37℃에서 반응시켰다. ROS 측

정은 flow cytometer (FC 500, Beckman Coulter)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4) 미토콘드리아내 ROS 발생 측정

방사선 조사에 따른 미토콘드리아내의 ROS 발생을 확인하기 하여, Balb/3T3 

세포를 배양 plate에 7×105개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방사선을 조사하

으며, 24시간, 48시간, 72시간  10일 동안 추가 배양한 후 세포를 수거하 다. 

수거한 세포는 isotonic homogenization buffer (250mM sucrose, 10mM KCl, 

1.5mM MgCl2, 1mM Na-EDTA, 1mM Na-EGTA, 1mM DTT, 0.1mM PMSF, 10mM 

Tris-HCl, pH 7.4)에 부유시켰다. 그리고 Dounce homogenizer를 사용하여 세포를 

분쇄하고, 원심분리를 4℃에서 1,000×g로 10분간 수행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다시 

10,000×g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mitochondria 침 물을 얻었다. Mitochondria는 

isotonic buffer A (145mM KCl, 50mM sucrose, 5mM NaCl, 1mM EGTA, 1mM 

MgCl2, 10mM phosphate buffer, pH 7.4)에 부유시켰다. 부유시킨 미토콘드리아는 

Bicinchoninic acid (BCA)로 단백질양을 정량한 후, DCFH-DA 10 μM을 첨가하여 

30분간 반응시키고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 (LB940, Berthold Technologies)

를 사용하여 ex485/em535nm에서 형 을 측정하 다.

5) 미토콘드리아 DNA(mtDNA) deletion 측정

방사선 조사에 따른 mtDNA deletion의 발생을 확인하기 하여, PD 

(population doubling) 39의 IMR-90 세포를 배양 plate에 5×105개로 분주하고 24시

간 동안 배양한 후, 4, 8, 16Gy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하고 72시간 동안 추가 배양

한 후 trypsin-EDTA를 사용하여 세포를 수거하 다. 세포로부터 DNA를 추출하기 

우하여, 수거 한 세포를 500×g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고 digestion 



- 29 -

buffer (100 mM NaCl, 10 mM Tris-Cl, pH8.0 Na5 mM EDTA, pH 8.0 N0.5%NSDS, 

0.1 ㎎/㎖ proteinase K) 600 μl를 첨가100 mM EDTA, 50℃에 정치시켜서 

phenol/phenolfnom법으로 DNA를 추출하 다. mtDNA deletion의 검출은 nested 

PCR 방법으로 다음 m같이 수행하 다. 먼 , mtDNA의 존재를 확인하기 해서, 

mtDNA의 247bptDonserved ative region의 primer HM/L1(5′-atgtDtt gta ggatDat 

aat aa-3′/5′-agt gggtaggtggataaa taa ta-3′)을 사용하 다(Berneburgtet al. m

M999). 그리고 deletion을 확인하기 하여, primer H2/L2(5′-ccg gggtgta tac tac 

ggt ca-3′/5′-gggtgaa gcgtaggtttgtacc tg-3′)와 H3/L3(5′-cagtttttDat gcc Dat 

cgt c-3′/5′-gat gagtagt aat aga tagtg-3′)을 사용10nested PCR을 수행하 다

tDumontet al. m2000). PCR 반응액 조성은, DNA 1 ㎍ mMU Taq polymerase 

(Neurotec mKorea) mM× Taq buffer(Neurotec mKorea) m200 μM dNTP mMμM의 primer

를 사용하 다. PCR 조건은 최조의 denaturation m94℃, 10분으로 äti고,  

HM/L1 primer는 denaturation m94°C, 1분, annealing, 58°C, 1분, eenngation m72°C, 

45 , 30tDNcles로 äti 고, H2/L2 primer는 denaturation m94°C, 30 , 

annealing, 55°C, 35 , eenngation m72°C, 1분, 40tDNcles로 äti °C, 1분,

H3/L3 primer는  denaturation m94°C, 30 , annealing, 52°C, 45 , eenngation m

72°C, 1분, 25 cycles로 실시하 다.  마지막 elongation은 72°C, 10분으로 실시하

다. Nested PCR 에서 primer H3/L3를 이용한 2차 PCR은, primer H2/L2를 이

용한 1차 PCR의 product 0.5ul를 사용하여 실시하 고, 최종 404bp의 product를 얻

었다. 

나. 방사선 용조건에 따른 산화 손상 지표 비교분석을 통한 방사선 용 

조건 확립  유효 지표 선발

1) 실험동물

본 실험에는 2개월령, 6-8개월령  20개월령의 C57BL/6 생쥐를 사용하 으며, 

사육방법은 1. 가. 1)과 같이 하 다.

2) 실험동물의 방사선 조사

방사선 단일조사는 2개월령 생쥐를 8Gy 선량으로 조사 후 6개월 뒤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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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조사 방법은 1. 나. 2)와 같이 하 다. 방사선 분할조사는 1. 라. 2)와 같은 방

법을 사용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3) 조직내 mtDNA deletion 측정

생쥐로부터 출한 신장, 간, 폐 조직에 하여 mtDNA deletion을 분석하 다. 

먼  DNA를 분리하기 하여 각 조직 (약 100mg)에 digestion buffer (100 mM 

NaCl, 10 mM Tris-Cl, pH8.0, 25 mM EDTA, pH8.0, 0.5% SDS, 0.1 ㎎/㎖ 

proteinase K) 500 μl를 첨가한 후, 18시간 동안 50℃에 정치시켜서 조직을 lysis 시

킨 후, phenol/chloroform법으로 DNA를 추출고 PCR을 수행하 다. 먼 , mtDNA

의 존재를 확인하기 해서, mtDNA의 355bp conservative region의 primer 1/2 

(5′-cgc tct act cac cat ctc tt- 3′/5′-tgc tta cct tgt tac gac tta- 3′)을 사용하

다. 그리고 deletion을 확인하기 하여, primer 3/4 (5′-aat tac agg ctt ccg aca 

ca-3′/5′-ttt agg ctt agg ttg aga ga-3′)와 5/6 (5′-acc aac agc tac cat tac att-

3′/5′-tgattg ggt tta tga ggt ctg-3′)을 사용한 nt ctg-3′)을 수행하 다. 3′)을

조성조성조DNA 1 ㎍, 1U Taq polymerase(gturotic, Korea), 1× Taq buffer(gturotic, 

Korea), 200 μM dNTP, 1μM의 primer를 사용하 다. PCR 조건은 최 의 

denaturation, 94℃, 5분으로 실시하고,  1/2 primer는 denaturation, 94°C, 30 , 

annealing, 55°C, 20 , elongation, 72°C, 30 , 30 cycles로 실시하 고, 3/4 primer

는 denaturation, 95°C, 1분, annealing, 55°C, 1분, elongation, 72°C, 2분, 35 cycles

로 실시하 다. 그리고 5/6 primer는  denaturation, 95°C, 1분, annealing, 55°C, 1

분, elongation, 72°C, 1분, 30 cycles로 실시하 다.  마지막 elongation은 72°C, 10

분으로 실시하 다. Nested PCR 에서 primer 5/6을 이용한 2차 PCR은, primer 

3/4를 이용한 1차 PCR의 product 0.5~1ul를 사용하여 실시하 고, 최종 748bp 

band로 mtDNA deletion을 확인하 다.

4) 생쥐 뇌조직의 출

실험동물을 계획시  (방사선조사후, 2, 4, 6개월)에 희생하여 뇌조직을 신속하면

서도 조심스럽게 제거하며 얼음 에서 온을 유지하여 변성을 최소화하 다. 뇌조

직을 2등분하여 우반구는 차가운 생리식염수에, 좌반구 4% 포름알데하이드에 고정

하여 조직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우반구를 호모겐나이즈를 활용하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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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한 후 4℃에서 10분간 4000 RPM으로 원심분리한후, -70℃ 온 냉동고에 분

석시까지 보 하 다.

5) 뇌조직내 SOD 활성 측정

SOD 활성 분석은 Peskin와 Winterbourn (2000)의 방법을 심으로 실험조건에 

맞도록 조정하여 분석하 다. 실험에 사용할 시약류인 2X Reaction buffer (10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4) containing 2 mM EDTA), 2.5mM Xanthine, 1 

mU/ml Xanthine oxidase(in PBS) solution을 비하 다. 냉동된 시료를 해동후 상

층액 (5 ul)을 취하여 분석용시료로 활용하 다. 96-well microplate에 sample을 분

주한 후, 10 mU/ml xanthine oxidase sol. 10 μl, WST-1 solution 10 μl를 첨가하

으며, 마지막으로 반응액의 총 부피가 100 μl가 되도록 PBS를 첨가하 다. 각 well

에 xanthine solution 10 μl를 첨가한 후, 10 min, 20 min에 각각 450 nm (ref. 650 

nm)에서 ELISA reader로 absorbance 측정하 다. 각 군의 superoxide발생 

inhibition rate를 표  SOD를 사용한 표 곡선을 활용하여 환산한 후 BCA법으로 

측정한 단백질농도로 나  뒤 비교하 다.

6) 뇌조직내 MDA 함량 측정

MDA 함량 분석은 Okawa 등 (1979)의 방법을 심으로 실험조건에 맞도록 조

정하여 분석하 다. 냉동된 뇌조직 시료를 해동후 vortex하여 균질액으로 만들어 분

석용 시료로 활용하 으며, 1~100 μM TEP (tetraethoxypropane) solution을 사용하

여 표 곡선을 작성하 다. 15 ml cornical tube에 sample 는 표 액 

(Tetraethoxypropane: TEP) 100 ul, 50 mM BHT 10 ul, 8.1% SDS 100 ul, 20% 

acetic acid 750 ul, 0.8% TBA 750 ul, DW 300 ul를 첨가한 후, 각 반응액이 담긴 

tube를 끓는 물에서 30분간 가열하 다. 상온으로 식힌후, 1.5ml n-butanol:pyridine 

(15:1, v/v) solution과 0.5 ml DW를 첨가하고 10분간 3500 RPM으로 원심분리하

다. 이 때 상층액을 취하여 532 nm에서 absorbance를 측정하 다. 각 군의 MDA함

량은 TEP를 사용한 표 곡선을 활용하여 환산한 후 후 BCA법으로 측정한 단백질

농도로 나  뒤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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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자 생 물 학  생 체 퇴 행  노 화  분석지표 선 발   방 사 선 용 조 건 정 립

노화와 련된 분자생물학  지표들로서는 세포수 의 노화에 있어 세포주기조 , 

DNA repair, oxidative stress 항성, 세포 성장  사멸조  등의 역할을 하는 신호

달 단백질(FOXO3a, IGF-1R, p38, p21, p65)  노화된 세포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진 SA-β-galactosidase를 선정하여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에 의한 향을 세포  동

물 조직내에서 비교검증하 다.

가. 생쥐 배아섬유아세포(MEF)에서 분자생물학  노화 지표에 한 방사선의 

향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8주령의 C57BL/6 생쥐를 사용하 으며 (1. 가. 1))과 동일한 방법으

로 사육하 다.

2) 생쥐 배아섬유아세포 비

임신된 C57BL/6 mice로부터 embryo 14-15일째, embryo를 꺼내 100mm dish에 

chipping 후 CO2 incubator에서 4-5일 동안 incubation하 다. Incubation 후 

trypsin을 이용하여 배양 시에 부착된 fibroblasts를 분리시켰다. 분리된 primary 

mouse embryonic fibroblast (MEF)는 10% FBS와 1% antibiotics가 포함된 DMEM 

medium에서 culture하 다.

3) 세포배양

MEF 세포, NIH/3T3, Hepa1c1c7 세포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에 10%의 fetal bovine serum(FBS)과 antibiotics를 첨가한 배지에서 배양하

다. Balb/3T3 세포는 DMEM에 10% bovine calf serum (BCS)와 antibiotics를 첨

가한 배지에서 배양하 으며, M2-10B4 세포는 MEM에 10% FBS와 antibiotics를 첨

가한 배지에서 배양하 다. 세포 배양은 5% CO2가 포함된 95% 습도의 공기가 공

되며 37℃의 온도가 유지되는 세포배양기에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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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마선조사

세포의 감마선 조사는 (2. 가. 2))에 기술한 방법으로 수행하 고, 생쥐 조사시에

는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한 polycarbonate cage에 생쥐를 넣은 후 1회 

신조사로 실시하 다. 감마선 조사 선량율은 약 1.1Gy/min으로 실시하 다.

5) 세포배양시의 시험물질(chemical) 처리

10nM IGF-1 (Sigma-Aldrich Chemical에서 구입), 10µM AG1024 (Calbiochem에

서 구입), 10µM SB203580 (Calbiochem에서 구입)을 감마선 조사 1시간 에 먼  

처리하고,  조사 직후 해당 chemical을 포함한 신선한 media로 바꿔주었고 

chemical이 들어있는 media에서 3일, 5일 동안 계 하 다.

6) Western blotting

Trypsin-EDTA를 이용하여 수거한 세포를 lysis buffer(50mM Tris-Cl, pH 7.5, 

150mM Nacl, 1% NP-40, 25mM NaF, 1mM Na3VO4, 2mM EGTA, proteinase 

inhibitor)에 넣어 부유 는 homogenization 시킨 후, ice에서 30분간 정치 시킨 후 

13000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단백질을 분리하 다. 총 30 μg 단백질을 10% 

SDS-PAGE gel (polyacrylamide gel)에 기 동 한 후, transfer buffer (96mM 

Glycine/12 mM Tris/20% methanol)으로 membrane으로 단백질을 이동시켰다. 그 

뒤 blocking solution (5% skim milk)으로 약 2시간동안 blocking 시킨 후, 2% 

skim milk로 희석시킨 1‘ antibody (1:1000) [IGF-1, IGF-1R, p-p38, p-FOXO3a 

(cellsignaling에서 구입), p21(BD Bioscience에서 구입), β-actin (santacruz에서 구

입)]에 RT에서 2시간 동안 shaking incubation 시키고, washing buffer (0.1% 

Tween 20이 포함된 TBS) 로 10분씩 3번 세척하 다.  다시 2% skim milk로 희

석시킨 2’ antibody (1:1000) [rabbit, mouse antibody (cell signaling에서 구입)]에 

RT에서 1시간 동안 incubation 시킨다음 washing buffer로 washing 시킨 후, ECL 

solution을 이용하여 film에 band를 detection 하 다.

7) RT-PCR

Trypsin-EDTA를 이용하여 MEF 세포 는 생쥐 조직을 Easy-Blue extraction kit 

(IntroRonm에서 구입)을 이용하여 total RNA를 분리 하 다. 분리된 RN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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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transcriptase (Promega에서 구입)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 으며, 

IGF-1, IGF-1R, IGF-BP5, p27, MnSOD, β-actin에 한 specific pimers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후, ethidium bromide가 첨가된 1.2% agarose gel에 기 동 시켜 

UV하에서 찰하 다. 이때 사용된 각 유 자별 primer는 다음과 같다. 

IGF-1: Forward 5‘-AAATCAGCAGTCTTCCAAC-3' Reverse 5'-AGATCACAGCT

CCGGAAGCA-3'; IGF-1R: Forward 5'-AGGACTGTCATCTCCAACC-3' Reverse 5'-

CGATTCTTTCACGCATACTTGC-3'; IGF-BP5: Forward 5'-TGCCTCAACGAAAAG

AGC-3' Reverse 5'-AGAATCCTTTGCGGTCACA-3'; p27: Foward 5'-CAAACGTGA

GAGTGTCTAACG-3' Reverse 5'-AGGGGCTTATGATTCTGAAAGTCG-3'; MnSOD: 

Forward 5'-ACCTGCCTTACGACTATGG-3' Reverse 5'-GACCTTGCTCCTTATTGA

AGC-3'; β-actin: Forward 5'-GGAATCCTGTGGCATCCAT-3' Reverse 5'-TAAAAC

GCAGCTCAGTAACA-3'..

8) Cell growth 측정

세포를 96-well에 1×103cell/well씩 seeding하고 1일이 지난 후 각종 실험 처리를 

시행하 다. 시행 후 CCK-8 (Cell Counting Kit-8, Dojindo 구입)을 well 당 10μl씩 

넣고 약 2시간 동안 세포배양기에서 반응 시킨 후,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사)를 이용하여 450nm (reference 650nm) 장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세포

의 증식정도를 환산하 다.

나. 인간섬유아세포(IMR-90)에서 분자생물학  노화 지표에 한 방사선의 향

1) 세포배양

본 연구에서는 인간폐섬유아세포주(human normal lung fibroblast, IMR-90)를 

ATCC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세포 배양은 5% FBS와 antibiotics (10unit 

Penicillin & 10ug/ml Streptomycin)가 첨가된 MEM media에서 수행하 다. 세포

는 3-4일마다 계 배양을 하 으며, 계  배양시 세포수를 계수하여 2배 증가시 마

다 population doubling (PD) 수를 1씩 증가시키면서 배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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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조사

방사선조사 선량은 실험 목 에 따라 1Gy씩 4회 (PD39, PD41, PD43, PD45)로 

조사하거나, 2Gy씩 2회 (PD39, PD43) 는 4Gy 1회 (PD39) 조사하 고, 조사 방법

은 2. 가. 2)와 같이 하 다.

3) 세포의 senescence-associated (SA) β-gal staining

노화 세포의 표 인 지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senescence-associated β

-galactosidase (SA-β-gal)에 한 염색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 다 (Severino et al., 

2000). 양성세포 세포 4×104/wel l(6well)개를 plating하고 세포가 부착 할 시간인 1

일 경과 후 media를 제거하고 1X PBS 2ml씩 3회 세척 후 1ml 3% Formaldehyde

가 들어있는 1X PBS로 상온에서 10분간 고정시켰다. 고정액을 제거하고  1X PBS 

2ml씩 3회 세척 후 1.5ml staning solution (1mg/ml X-gal, 5mM potassium 

ferricyanide, 5mM potassium ferrocyanide, 2mM MgCl2, 150mM NaCl, citric 

acid-sodium phosphate (pH6.0))을 넣고 37℃ CO2가 없는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16~24시간이 지난 후 staining solution을 제거하고 1X PBS 2ml씩 3회 세척한 

후 미경으로 찰하 으며, 사진을 어 체 세포수와 염색된 세포수를 세어 백

분율로 계산하 다.

4) PI staining을 통한 세포주기 분석

세포가 배양된 배양 시에 trypsin-EDTA를 처리한 다음 PBS로 세척하여 70% 

EtOH에 2시간 이상 세포를 고정시켰다. 고정이 끝난 후, 다시 PBS로 세척하고 PI 

buffer (10mg/ml RNAse  5mg/ml PI)에 세포를 부유시킨 다음 30분간 상온에서 

정치하 다. 정치후 다음 flow cytometer (FC500, Beckman Coulter)를 사용하여 

FL-2 filter에서 분석을 시행하 다

5) Western blotting

앞에서 기술한 방법 (3. 가. 6))으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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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쥐에서 분자생물학  노화지표에 한 방사선  노화(노령)의 향

1) 실험동물

실험동물로는 특정 병원체 부재(Specific Pathogen Free; SPF) C57BL/6 생쥐  

Sprague Dawley 랫드를 사용하 으며, 1. 가.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육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생쥐는 2개월령( 은생쥐), 18-24개월령(노령생쥐)를 사용하 다. 

월령별(6, 12, 18, 24 개월령) 랫드의 조직은 부산 학교 노화조직은행으로부터 

Wistar rat의 조직을 구매하여 사용하 다.

2) 실험동물에 한 방사선 조사

실험동물에 한 방사선 조사는 앞서 기술한 (3. 가. 4)) 방법으로 시행하 다. 실

험동물은 방사선 조사한 후 2-6개월간 사육한 후 경추탈골로 희생시키고 각 장기를 

출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3) Western blotting

생쥐로부터 출한 조직을 RIPA Buffer(50mM Tris(pH 8.0), 150mM NaCl, 0.2% 

SDS, 1% NP-40, 5mM NaF, 1mM Na3VO4, 2mM EGTA, proteinase inhibitor)를 사

용하여 homogenization 한 후 단백질을 분리하 다. 그 후, 실험은 앞서 기술한 (3. 

가. 6))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 다.

4) RT-PCR

생쥐 조직으로부터 Easy-Blue extraction kit (IntroRonm에서 구입)을 이용하여 

total RNA를 분리 하 다. 분리된 RNA는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에서 구

입)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 고, 그 후 (3. 가. 7)) 방법으로 RT-PCR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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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생체조직내 분자생물학  노화 지표 변화 비교

분석을 통한 방사선 용 조건 확립  유효 지표 선발

1) 실험동물

본 실험에는 2개월령, 6-8개월령  18개월령의 C57BL/6 생쥐를 사용하 으며, 

사육방법은 1. 가. 1)과 같이 하 다.

2) 실험동물에 한 방사선 조사 (분할조사)

방사선 단일조사  분할조사가 분자생물학  지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앞에서 기술한 방법 (1. 라. 2))에 따라 2개월령 생쥐에 4가지의 방법 

(5Gy×1회,  1Gy×5회, 0.5Gy×10회, 0.2Gy×25회)으로 조사하 다. 첫 방사선조사 시

을 기 으로 2개월, 4개월, 6개월 후에 각군/싯 당 12마리의 실험동물을 희생하

여 각 조직을 출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3) Western blotting

각 군별로 12마리의 생쥐를 사용하 으며, 1회 분석시 4마리의 생쥐로부터 출

한 각 장기를 pooling하여 하나의 단백질 시료를 제조하여 western blotting을 3회 

반복 실시하 다. 각 장기별 조직의 western blotting은 앞에서 기술한 방법(3. 가. 

6))으로 시행하 다.

4) 신장조직의 SA-β-gal staining

신장조직의 β-gal staining은 기존에 보고된 방법(James Choi et al 2000; 

Hongjun Liu et al 2007)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 다. 방사선조사 시작 후 

2, 4,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경추탈골로 생쥐를 희생시켜 kidney 조직을 출하여 

liquid nitrogen에서 속 냉동시켜 염색시험 까지 -70℃에 보 하 다. 조직의 포

매를 시행하기 해 -20℃를 유지하는 microtome (Leica에서 구입)를 사용하여 호

일로 만든 mold에 조직을 올려놓고 OCT compound (Sacura에서 구입)를 부었다. 

동결된 조직을 OCT compound를 부어가며 cryoplate (Leica에서 구입) 에 부착시

키고 label 된 silane coating slide glass (Marienfeld에서 구입)에 조직을 7㎛두께로 

잘라서 붙 다. 조직이 부착된 slide는 1시간 이상 R.T에서 건조한 후 -20℃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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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염색을 시작하기  R.T에서 30분 이상 건조 시킨 후 cold 10% formalin에서 

10분간 고정시켰다. 고정액을 제거하고, 1X PBS에서 1분씩 3회 세척 후 Dako 

pen(dako에서 구입)으로 조직 주변에 선을 그어서 staining의 효율을 높 다. 조직 

주변의 남은 buffer를 제거하고, staining solution(1mg/ml X-gal, 5mM potassium 

ferricyanide, 5mM potassium ferrocyanide, 2mM MgCl2, 150mM NaCl, citric 

acid-sodium phosphate(pH6.0))을 조직에 뿌린 후, humidity camber(plastic 용기-습

도유지)를 이용해 CO2가 없는 37℃ incubator에서 16시간 배양하 다. 그 후 1X 

PBS에서 1분씩 3회 세척한 후 counter staining을 해 eosin(junsei에서 구입)에서 

10 간 염색하 다. 수돗물로 2분간 세척한 후 90% glycerol(junsei에서 구입)을 이

용해 입한 후 미경으로 결과를 찰하고 사진을 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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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방 사  련 생 체 퇴 행  노 화  분석지표 선 발   방 사 선 용 조 건 정 립

노화(노령)에 따라 지방 사와 련된 퇴행성 변화는 고지 증, 동맥경화증, 비만 등 

의 질병을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노화(노령)에 의한 지방 사 련 퇴행을 

분석하기 한 지표로서, 지방조직 무게  지방 사  에 지 사 련 유 자를  

선정하고 비교분석하여 방사선에 의한 지방 사 퇴행 모델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

다.

가. 생쥐에서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에 의한 지방 사 련 지표 변화 규명

1) 실험동물

본 실험에는 2개월령, 4개월령, 6개월령 그리고 8개월령의 C57BL/6 생쥐를 사용

하 으며, 사육방법은 1. 가. 1)과 같이 하 다. 

2) 방사선 조사

생쥐에 한 방사선 조사는 상기한 방법 1. 나. 2)과 같이 하 다. 이와 함께 노

화(노령)에 의한 향을 함께 찰하고자 2개월령의 은 생쥐  20개월령의 노령 

생쥐에 한 분석을 시행하 다.

3) 지방조직(adipose tissue) 출  RNA 분리

생쥐의 복부를 해부하여 생식기 주 의 백색지방조직 (white adipose tissue, 

WAT)을 출 한 뒤, 그 무게를 측정하 다. RNA를 분리하기 하여 지방조직을 

easy-BLUE
TM

 total RNA extraction kit과 함께 넣고 분쇄한 뒤 원심분리하 다. 이 

때 상층에 있는 지방층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RNA가 있는 층 부분을 새

로운 tube로 옮긴 뒤, chloroform을 넣고 섞은 후 다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

하 다. 상층액에 isopropanol을 넣고 실온에서 incubation 시킨 뒤, 원심분리하여 

침 된 pellet을 70% ethanol로 washing 시킨 뒤, DEPC-H2O로 pellet을 녹이고 정

량한 뒤 다음 단계의 RT-PCR 실험을 수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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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T-PCR를 이용한 지방조직 분화  지방 사 련 유 자 발  분석

출한 지방조직에서 total RNA를 분리하여 reverse transcriptase가 포함된 완충

액을 넣어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하 다. 이 cDNA와 Taq polymerase 등이 포함

된 반응 혼합액과 adiponectin, leptin, SREBP1c, FAS, ACC의 primer를 혼합하여 

PCR을 수행하 다. 이 게 증폭된 유 자를 ethidium bromide가 첨가된 1% 

agarose gel에 기 동 시켜 UV하에서 찰하 다.

나.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생체조직내 지방 사 련 지표 변화 비교분석

을 통한 방사선 용 조건 확립  유효 지표 선발

1) 실험동물

본 실험에는 2개월령, 4개월령, 6개월령 그리고 8개월령의 C57BL/6 생쥐를 사용

하 으며, 사육방법은 1. 가. 1)과 같이 하 다. 

2) 실험동물에 한 방사선 조사 (분할조사)

방사선 단일조사  분할조사가 분자생물학  지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앞에서 기술한 방법 (1. 라. 2))에 따라 2개월령 생쥐에 4가지의 방법 

(5Gy×1회,  1Gy×5회, 0.5Gy×10회, 0.2Gy×25회)으로 조사하 다. 첫 방사선조사 시

을 기 으로 2개월, 4개월, 6개월 후에 각군/싯 당 12마리의 실험동물을 희생하

여 각 조직을 출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3) 지방조직의 채취

생쥐를 해체되는 과정  생식기주 의 지방조직(gonadal adipose tissue) 을 채

취하 다. 지방조직을 멸균된 phosphate-buffered saline(PBS: 0.76M NaCl, 0.3M 

NaH2PO4, pH 7.2)에 넣어서 신속하게 무게를 측정하 다.

      

4) 방사선조사와 노화에 의한 지방 사 련 유 자 발  변화 검증

지방 사 련 유 자의 mRNA 발  변화를 분석하기 해 Srebp1c, Fas Acc, 

Glut4, Acl,  G6pd2, Me1, Leptin, Adiponectin, Lpl, Ppar, Dgat의 유 자를 실시간 

지원 시스템 (Applied Biosystems, 7300)으로 설계된 primer  SYBR Green R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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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Kit (TaKaRa Code RR045A)를 사용하여 각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total RNA를 

주형으로 하여 Real-Time PCR 하 다. Total RNA 1 pg∼100 ng를 주형으로 하여 

각 유 자에 한 검량  선을 작성하고 융해곡선을 분석하여 목  서열의 특이 인 

증폭을 확인하 다. 모든 실험  결과에 한 통계처리는 각 실험군별로 평균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하여 분산분석(ANOVA 검증)을 수행하 으면, 분산분석의 결

과 유의성이 발견된 경우 군간의 유의도를  Turkey's test에 의해 분석하 다. p값

이 0.05 미만일 때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정하 다(*: P<0.05, **: P<0.01). 상 정

량으로 유 자의 발  양을 해석하 다 (Pfaffl 2001). 각 실험에 사용된 primer는 

다음과 같다. β-actin: sense 5’-agccatgtacgtagccatcc-3, antisense 5’-tctcagctgtggtggtg

aag-3’; Gadph: sense 5’-acccagaagactgtggatgg-3’, antisense  5’-cacattgggggtaggaacac

-3’; Fas: sense 5’-tgggttctagccagcagagt-3’, antisense 5’-accaccagagaccgttatgc-3’; Acc: 

sense 5’-accgactgaaggacatacgg-3’, antisense 5’-acgctgaagtaaccccacac-3’; Acl:  sense 

5’-ccccagtgaacaacagacct-3’, antisense 5’-cttcccaacttctcccatca-3’; Srebp-1c: sense 5’-gat

caaagaggagccagtgc-3’, antisense 5’-tagatggtggctgctgagtg-3’; Glut4: sense 5’-gattctgct

gcccttctgtc-3’, antisense 5’-attggacgctctctctccaa-3’; Me1: sense  5’-agaggtgtttgcccatga

ac-3’, antisense 5’-tcccttggtcaccttgtagc-3’; G6pd2: sense 5’-aaatgatgccttccaccaag-3’, a

ntisense 5’-gcatagcccacaatgaaggt-3’; Leptin: sense 5’-ttcacacacgcagtcggtat-3’, antisen

se 5’-tcattggctatctgcagcac-3’; Dgat1: sens 5’-gcttctgcagtttggagacc-3’, antisense 5’-ctca

tggaagaaggctgagg-3’; Dgat2: sense 5’-ctctgtcacctggctcaaca-3’, antisense 5’-tatcagccag

cagtctgtgc-3’. 각 유 자의 증폭을 해 95℃ 30sec, 60℃ 15sec; 72℃ 30sec 총 20 c

ycle로 PCR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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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 화  생 체 모델 용 노 화 조  천 연 물  소재 검색 기반연 구

방사선 용 는 노화(노령) 생체모델  선발된 노화 분석지표의 효용성을 검증하

고자, 기존에 보고된 노화억제 련 천연물의 노화 분석지표에 한 효과를 검증하 으

며, 이를 통하여 선발된 노화 분석지표  생체모델이 새로운 노화조  천연물소재 검

색에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가. 천연물(EGCG, ascorbic acid)을 이용한 방사선 용 노화 세포모델  지

표의 효용성 연구

1) 세포배양

Human normal lung fibroblast (IMR-90)을 앞서 기술한 방법 (3. 나. 1))으로 배

양하 다.

2) 방사선조사

본 실험에서는 IMR-90세포를 PD39, PD41, PD43, PD45에서 각각 1Gy씩 총 4Gy

의 선량으로 조사하 으며 실험에 사용한 세포는 PD39인 1Gy 1회 조사한 세포와 

1Gy 4회 조사한 세포를 각각 실험에 사용하 다. 시험물질의 처리는 방사선 처음 

조사 2시간 에 처리 하여 조사 후에도 media에 물질이 계속 처리되어져 있는 상

태로 배양하 다. 단기간 처리는 10mM EGCG를 media에 희석한 1mM을 10, 25, 3

5uM가 되게, 는 1M Ascorbic acid를 media에 희석한 10mM을 100, 200, 300uM

가 되게 cell이 들어있는 media에 각각의 농도로 처리 하 고, 장기간 처리는 EGC

G 1, 5uM 는 Ascorbic acid1 10, 20uM의 농도로 처리 하 다.

3) 세포주기 분석(PI staining)

앞서 기술한 방법 (3. 나. 4))으로 수행하 다.

4) Western blotting

수거한 세포내 단백질 발  분석은 앞에서 기술한 방법 (3. 가. 6))에 따라 시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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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nescence-associated (SA) β-gal staining

SA-β-gal staining은 앞에서 기술한 방법 (3. 나. 3))에 따라 수행하 다.

6) 세포내 ROS  mtDNA deletion 측정

세포내 ROS 측정  mtDNA deletion 측정은 앞에서 기술한 방법 (2. 가. 3)  

 2. 가. 5))에 따라 수행하 다.

나. 생약복합물(HemoHIM)을 이용한 면역조 기능 련 노화 분석지표의 효

용성 검증  작용기작 연구

1)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한 C57BL/6 mouse는 한실험동물센터에서 번식 사육한 특정 병원

체 부재(Specific Pathogen Free; SPF) 생쥐를 구입하여 사용하 다. 은생쥐로는 2

개월령을, 노령생쥐로는 12개월령 생쥐를 사용하 다.

2) HemoHIM 투여

HemoHIM의 투여 농도는 100 mg/kgBW로 정하 고 3주 동안 강제 경구투여 

하 다. NK activity, proliferation, cytokine의 실험을 해서 HemoHIM 마지막 투

여 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비장세포를 분리하여 실험하 다. 항원에 한 항체 실험

은 3주 동안 HemoHIM 투여 후 바로 다음날 항원을 주사하 으며 항원주사 이후 

일주일 동안은 HemoHIM을 투여하지 않았다.

3) 생쥐 비장 림 구 분리

생쥐로부터 비장 림 구 분리하는 방법은 앞에서 기술한 1. 가. 2)와 같이 하

다.  

4) 비장 림 구의 proliferation 측정

각 그룹의 생쥐 비장 림 구의 proliferation 정도를 
3
H-thymidine(TdR) uptake 

방법으로 측정하 으며, 그 방법은 앞에서 기술한 1. 가. 3)과 같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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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togen에 자극된 비장 림 구로부터 분비되는 cytokine 측정: ELISA

각 그룹의 생쥐 비장 림 구를 mitogen으로 자극 후 분비되는 cytokins를 ELIS

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로 측정하 으며, 앞에서 기술한 방법 (1. 

가. 4))으로 수행하 다.

6) NK 세포 활성 측정: 51Cr-release assay

각 그룹의 생쥐 비장으로부터 비장 림 구를 비하여 effect cells로 사용하 다. 

표 세포로 사용된 YAC-1 세포는 Na2
51

CrO4(200 uCi/ml)로 37℃에서 1시간 동안 

표지하여 사용하 다. 상세한 방법은 앞에서 기술한 방법(1. 가. 5))에 따라 수행하

다.

7) Ovalbumin에 자극된 비장 림 구로부터 분비되는 cytokine 측정: ELISA

각 그룹의 생쥐 비장 림 구를 ovalbumin (OVA)으로 자극 후 분비되는 cytokin

을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로 측정하 다. 비된 비장림 구  

배양 조건은 앞서 기술한 방법 1. 다. 4)와 같이 하 다. 배양액에 존재하는 cytokin

s 측정은 ELISA로 측정하 고 그 방법은 앞서 서술한 방법 (1. 가. 4))과 같이 하

다. 

8) 항원주사(Immunization)  액수집

DNP-KLH 항원 주사  청 비과정은 앞서 기술한 방법 1. 가. 6)과 같이 하

다.   

9) 청 안에 immunoglobulin 측정: ELISA

각 그룹의 생쥐로부터 수집된 청 안에 존재하는 immunoglobulin은 ELISA로 

측정하 다. 단, capture antobody 신 항원(DNP-KLH)을 0.2 μg/well로 well(Nunc

-immuno module)에 분주하여 4 ℃에서 overnight 방치하여 항원을 coating 하

다. 그 다음 방법은 1. 가. 7)와 같이 하 다. 청에 존재하는 항원에 특이 인 IgG

2a, IgG1 그리고 IgE의 양 비교는 흡 도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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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 사 선   화 학물 질  유발  퇴 행 변화  억제 천 연 물 소재 검색기반 연 구

향후 본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될 노화조  천연물 소재/복합물에 하여 다양한 요

인에 의한 여러 생체퇴행변화의 조 물질로서의 활성 검증을 한 기반을 확보하고자, 

피부  생식계의 퇴행변화가 유발된 동물모델에서 천연물소재의 효과를 검증하여 모

델의 효용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가. 자외선(UVB) 피부퇴행 변화에 한 천연물 소재의 억제효과 평가

1) 피부주름 형성에 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  25-30 g의 성숙된 hairless 생쥐 (SKH1-hr)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

서 20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

-B  조사기를 사용하 다. 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생쥐 등쪽면에 자외선 B를 0.5 

mW/sec의 용량으로 최  1주간 90 mJ/㎠을, 이후 8주까지 매주 10%의 용량을 증

가시켜 조사하고, 8주부터 22주까지 175 mJ/㎠으로 고정하여 조사하 다. 이상의 

용량으로 주당 3회 조사하 다. 

다) 시료제조  투여

시험에 사용한 시료는 녹차, 동충하 , 잎, 보 익기탕을 용하 다. 후보 물

질은 200 g 당 증류수 2000 ml의 비율로 혼합하고 80 
o
C수조에서 8시간 탕 추출

한 뒤 고형분을 제거한 탁액을 1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시키고 상층액을 여과

하여 감압농축하고 동결 건조시켜 사용하 다. 1회 주사 용량으로 체  kg 당 25 

mg을 용용량으로 정하 다. 실험군의 분류는, 복강내 주사군은 체  kg당 25 mg

의 용량으로 각 자외선 조사  24시간에 주사하 으며,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

국콜마)에 헤모힘을 0.2 %로 혼합하여 제조하 고 각 자외선 조사  15분에 도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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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검  미경  검사

자외선 조사 6주부터 22주 까지 2주간격으로 피부주름의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

하 으며 등  정의 기 은 아래와 같이 국제 으로 통용되는 보고의 기 을 

용하 다.

피부주름 등  정 기

----------------------------------------------------------------------------------------------------------------------------

등       피부상태

----------------------------------------------------------------------------------------------------------------------------

0       다수의 미세 무늬가 등과 외측면을 덮고, 미세 무늬는 머리쪽에서 꼬리쪽으

로 주행하는 상태

0.5      등쪽 미세 무늬의 소실이 있고 외측 미세 무늬는 잔존하는 상태  

1.0      등쪽  외측 미세 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피부가 매끈하게 평탄한 상태

1.5      등쪽  외측 미세 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약간의 얕은 구 주름이 머리와 

꼬리 방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2.0      등쪽  외측 미세 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몇몇의 얕은 구 주름에서 등도

의 깊은 구주름이 머리와 꼬리 방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2.5      등쪽  외측 미세 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다수의 등도의 깊은 구주름에

서 깊은 구주름이 머리와 꼬리 방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3.0      등쪽  외측 미세 무늬가 모두 소실되고, 다수의 깊은 구주름이 머리와 꼬

리 방향의 수직으로 나타난 상태   

----------------------------------------------------------------------------------------------------------------------------

2) 피부조직 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  25-30 g의 성숙된 hairless 생쥐 (SKH1-hr)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

서 20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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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

-B  조사기를 사용하 다. 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생쥐 등쪽면에 자외선 B를 0.5 

mW/sec의 용량으로 최  1주간 90 mJ/㎠을, 이후 8주까지 매주 10%의 용량을 증

가시켜 조사하고, 8주부터 22주까지 175 mJ/㎠으로 고정하여 조사하 다. 이상의 

용량으로 주당 3회 조사하 다. 

다) 시료제조  투여

시험에 사용한 시료는 녹차, 동충하 , 잎, 보 익기탕을 용하 다. 후보 물

질은 200 g 당 증류수 2000 ml의 비율로 혼합하고 80 
o
C수조에서 8시간 탕 추출

한 뒤 고형분을 제거한 탁액을 1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시키고 상층액을 여과

하여 감압농축하고 동결 건조시켜 사용하 다. 1회 주사 용량으로 체  kg 당 25 

mg을 용용량으로 정하 다. 실험군의 분류는, 복강내 주사군은 체  kg당 25 mg

의 용량으로 각 자외선 조사  24시간에 주사하 으며,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

국콜마)에 헤모힘을 0.2 %로 혼합하여 제조하 고 각 자외선 조사  15분에 도포하

다. 

라) 부검  미경  검사

각 실험군은 자외선 조사 후 22주에 부검을 실시하고 등쪽 피부를 제거하고 

미경 표본제작 시 정확한 횡단면을 얻기 하여 조직을 두터운 종이에 부착하고 1

0% 성포르말린액에 고정하 다. 고정된 조직은 근육과 지방을 제거하고 당한 

두께로 자른 후 마리당 3-4개씩 원통모양으로 감아 통상 인 방법에 따라 라핀 

포매, 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eosin 염색을 실시하여 미경 검경을 실시

하 으며, 아래와 같이 국제 으로 통용되는 보고의 기 을 용하여 표피두께, 세

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의 등 을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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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조직 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의 등  정 기

----------------------------------------------------------------------------------------------------------------------------

등      조직 미경 지표  상태

----------------------------------------------------------------------------------------------------------------------------

표피두께

0      정상 표피 두께 상태

1      약간 증가한 표피 두께 상태

2      등도로 증가한 표피 두께 상태

3      크게 증가한 표피 두께 상태

세포침윤도

0      정상 세포수 상태

1      약간 증가한 세포수 상태

2      등도로 증가한 세포수 상태

3      크게 증가한 세포수 상태

진피 낭종형성

0      정상 낭종 상태

1      낭종 크기 증가 상태

2      경미에서 등도의 낭종수 증가 상태

3      등도에서 크게 증가한 낭종수 상태

4      경미에서 등도의 낭종수 소실 상태

5      등도에서 완 한 낭종 소실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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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조직 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의 등  정 기  

사진 (배율 100배)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1 : 표피두께 등  0, 세포침윤도 등  0, 진피 낭종형성 등  0

사진 2 : 표피두께 등  2, 세포침윤도 등  2, 진피 낭종형성 등  2

사진 3 : 표피두께 등  3, 세포침윤도 등  3, 진피 낭종형성 등  4

3) 피부에서 육안  종괴  암발생에 한 효과 검색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  25-30 g의 성숙된 hairless 생쥐 (SKH1-hr)를 사용하고 각 실험에

서 20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나) 자외선조사

자외선 B의 원으로 Sankyo denki UV-B lamp GL20SE를 이용하여 제작한 UV

-B  조사기를 사용하 다. 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생쥐 등쪽면에 자외선 B를 0.5 

mW/sec의 용량으로 최  1주간 90 mJ/㎠을, 이후 8주까지 매주 10%의 용량을 증

가시켜 조사하고, 8주부터 22주까지 175 mJ/㎠으로 고정하여 조사하 다. 이상의 

용량으로 주당 3회 조사하 다. 

다) 시료제조  투여

시험에 사용한 시료는 녹차, 동충하 , 잎, 보 익기탕을 용하 다. 후보 물

질은 200 g 당 증류수 2000 ml의 비율로 혼합하고 80 
o
C수조에서 8시간 탕 추출

한 뒤 고형분을 제거한 탁액을 1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시키고 상층액을 여과

하여 감압농축하고 동결 건조시켜 사용하 다. 1회 주사 용량으로 체  kg 당 25 

mg을 용용량으로 정하 다. 실험군의 분류는, 복강내 주사군은 체  kg당 25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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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량으로 각 자외선 조사  24시간에 주사하 으며, 피부도포시험은 연고기재(한

국콜마)에 헤모힘을 0.2 %로 혼합하여 제조하 고 각 자외선 조사  15분에 도포하

다. 

라) 부검  미경  검사

각 실험군은 자외선 조사 후 22주까지 등부 의 육안  종괴의 발생을 찰하

으며 22주에 부검을 실시하고 암발생  발생암의 유형을 악하기 하여, 등쪽 

피부를 제거하고 조직을 두터운 종이에 부착하고 10% 성포르말린액에 고정하

다. 고정된 조직은 근육과 지방을 제거하고 당한 두께로 자른 후 마리당 3-4개씩 

원통모양으로 감아 통상 인 방법에 따라 라핀 포매, 편을 제작하여 hematoxyl

in  eosin 염색을 실시하여 미경 검경을 실시하 다.

나. 여성 생식기계(난소/자궁) 퇴행변화에 한 천연물 소재의 억제효과 평가

1) 방사선에 의한 여성 생식기 장해 경감 효과 평가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  25-30 g의 성숙된 암컷 ICR 생쥐를 사용하 고 각 실험에서 암 

수 각 6마리씩을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나)  방사선 조사 

방사선은 실험용 방사선 조사기(Gamma-cell Elan 3000, Nordion International, 

Canada)를 사용하여 
60

Co 감마선(감마선 선량율: 3.2 Gy/min) 3 Gy를 1회 신조

사 하 다. 

다)  시료  투여

헤모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에서 공 받아 사용하

으며 복강내주사군은 체  kg당 50 mg의 양으로 방사선 조사  36시간과 12시간, 

방사선 조사 후 30분과 24시간에 총 4회 주사하 다. 경구투여군은 체  kg 당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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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의 양으로 방사선 조사  7일부터 부검 시까지 매일 1회 투여하 다.  

라)  부검  미경  검사

각 실험군은 방사선 조사 후 6  48시간에 부검을 실시하고 체   난소 량

을 측정하 으며, 양측 난소  자궁은 10% 성포르말린액에 고정하 다. 통상

인 방법에 따라 라핀 포매, 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eosin 염색  apop

tosis 발생 세포를 찰하기 하여 TUNEL 염색 후 미경 검경을 실시하 다. TU

NEL 염색은 in situ apoptosis detection kit (APOPTAG 
TM

, Oncor, Gaithersburg, 

MD, U. S. A.)를 사용한 in situ DNA end-labeling (ISEL)을 실시하 다. ISEL tech

nique는 표본 슬라이드에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를 첨가하여 fragme

nted DNA에 digoxigenin-nucleotides를 부착시키고 anti-digoxigenin-peroxidase ant

ibody를 면역염색법으로 결합시킨 후 diaminobenzidine (Sigma Chemical Co.)으로 

peroxidase enzyme 부 를 발색하 다. 난소는 평면이 가장 넓은 부 를 단하여 

조직표본을 제작하 다. 미경 검사항목은 난소에서 찰되는 강난포, 강난포  

황체의 총 수, 강난포와 강난포에서 1개 이상의 apoptotic cell이 찰되는 난포의 

수  폐쇄강난포에서 체난포세포에 한 apoptotic cell의 수를 계측하 으며 폐

쇄강난포는 약 지름이 약 300 um인 비슷한 크기의 난포를 찰하 다. 자궁은 자

궁내막의 자궁샘에서 체샘세포에 한 apoptotic cell의 수를 계측하 다. 

마)  통계처리

모든 성 은 평균  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 통계분석은 Graph PAD In Plot 

로그램 (GPIP, Graph PAD software, USA)을 사용하 다.

2) 화학물질에 의한 여성 생식기 장해 경감 효과 평가

가) 실험동물 

7-8주령의 체  25～30 g의 성숙된 암컷 ICR 생쥐를 사용하 고 각 실험에서 암 

수 각 6마리씩을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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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물질 투여 

CYP (Sigma-Aldrich, St. Louis, MO)는 체  kg 당 50 mg을 1회 복강내 주사하

다. EV (Sigma-Aldrich, St. Louis, MO)는 랫드 마리당 4 mg을 0.2 ml의 sesame 

oil (Sigma-Aldrich, St. Louis, MO)에 용해시킨 후 1회 근육 주사하 다. 

다) 시료  투여

헤모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에서 공 받아 사용하

으며 복강내주사군은 체  kg당 50 mg의 양으로 CYP 투여  36시간과 12시간, C

YP 투여 후 30분과 24시간에 총 4회 주사하 다. 경구투여군은 체  kg 당 250 mg

의 양으로 CYP 투여  7일부터 부검 시까지 매일 1회 투여하 다.  

라) 부검  미경  검사

방사선조사 실험의 경우, 각 실험군은 방사선 조사후 6  48시간에 부검을 실

시하여 체   난소 량을 측정하 으며, 양측 난소  자궁은 10% 성포르말린

액에 고정하 다. 통상 인 방법에 따라 라핀 포매, 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eosin 염색  apoptosis 발생 세포를 찰하기 하여 TUNEL 염색 후 미경 

검경을 실시하 다. TUNEL 염색은 in situ apoptosis detection kit (APOPTAG 
TM

, 

Oncor, Gaithersburg, MD, U. S. A.)를 사용한 in situ DNA end-labeling (ISEL)을 

실시하 다. ISEL technique는 표본 슬라이드에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

se를 첨가하여 fragmented DNA에 digoxigenin-nucleotides를 부착시키고 anti-digo

xigenin-peroxidase antibody를 면역염색법으로 결합시킨 후 diaminobenzidine (Sig

ma Chemical Co.)으로 peroxidase enzyme 부 를 발색하 다. 난소는 평면이 가장 

넓은 부 를 단하여 조직표본을 제작하 다. 미경 검사항목은 난소에서 찰되

는 강난포, 강난포  황체의 총 수, 강난포와 강난포에서 1개 이상의 apoptoti

c cell이 찰되는 난포의 수  폐쇄강난포에서 체난포세포에 한 apoptotic cel

l의 수를 계측하 으며 폐쇄강난포는 약 지름이 약 300 um인 비슷한 크기의 난포

를 찰하 다. 자궁은 자궁내막의 자궁샘에서 체샘세포에 한 apoptotic cell의 

수를 계측하 다.

EV 투여 실험의 경우, 각 실험군은 투여후 35일에 부검을 실시하고 체   난

소 량을 측정하 으며, 우측 난소는 10% 성포르말린액에 고정하 다. 통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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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따라 라핀 포매, 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eosin 염색  NGF에 

한 면역염색을 실시하여 검경하 다. NGF 염색은 rabbit anti-NGF polyclonal an

tiserum (1:200 dilution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를 용하여 반

응시키고,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es (Elite kit; Vector, Burlingame, CA) 

 diaminobenzidine substrate kit (Vector)로 발색하 으며 hematoxylin 으로 비 

염색하 다. 좌측 난소는 nerve growth factor (NGF) western blot 분석을 해 

용하 다.

마) Nerve growth factor (NGF) western blot 분석

NGF 발 은 난소를 채취 즉시 leupeptin (0.5 ug/ml), PMSF (1 mM), aprotinin 

(5 ug/ml)등의 protein inhibitor가 포함된 40 mM Tris-HCl, pH 7.4, 120 mM NaC

l, 0.1% Nonidiet P-40 (polyoxyethylene [9] p-t-octyl phenol)의 buffer에서 녹인 후, 

갈아서 완 히 쇄한 후, 14,000 g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청액을 회수하 다. 

이들을 단백질 정량하여 변성시킨 후 동량 (20 ug/20 ul)으로 sodium dodecyl sulf

ate- polyacrylamide gel에서 기 동하고, gel 상의 단백질밴드를 다시 nitrocellulo

s membrane에 100V에서 2시간 동안 이동시켰다. Rabbit polyclonal anti-NGF (1:20

0 dilution, Santa Cruz Biotechnology)로 4
0
C에서 12시간 노출시킨 후 2차 항체로

는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rabbit (1:10,000, Pierce, Rockford, I

L)로 실온에서 60분간 반응시켰다. 면역반응이 끝난 membrane은 Amersham ECL 

reagents (Amersham Life Science, Buckinghamshire, UK)로 반응시켜, X-ray 필름

에 노출시키고, 그 결과를 densitometer (M GS-700 Imaging Densitometer,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로 측정하 다.

바) 통계처리

모든 성 은 평균  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 통계분석은 Graph PAD In Plot 

로그램 (GPIP, Graph PAD software, USA)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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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성 생식기계(고환) 퇴행변화에 한 천연물 소재의 억제효과 평가

1) 실험동물 

7주령의 수컷 ICR 생쥐(오리엔트바이오, 성남)를 사용하 다. 동물의 사육은 온

도 22 ± 2℃, 상 습도 50 ± 10%, 조명시간은 12시간(오  8시 등-오후 8시 소등) 

 조도 200-300 lux로 설정된 시설에서 수행하 다. 순화기간을 거쳐 polycarbonat

e 사육상자에 4마리씩 수용하 고 실험동물용 고형사료(삼양사료, 원주)와 정수장치

를 통과한 수도수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 다. 생쥐는 6마리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용하 으며, 모든 실험동물은 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의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1996, USA)에 하여 취 하 으며 

동물실험은 남 학교 동물실험윤리 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

mmittee)의 승인하에 수행되었다. 

2) 방사선 조사  시료 투여

방사선은 실험용 방사선 조사기(Gamma-cell Elan 3000, Nordion International, 

Canada)를 사용하여 
60

Co 감마선(감마선 선량율: 3.2 Gy/min) 3 Gy를 1회 신조

사 하 다. 헤모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에서 공 받아 

사용하 으며 복강내주사군은 체  kg당 50 mg의 양으로 방사선 조사  36시간과 

12시간, 방사선 조사 후 30분과 24시간에 총 4회 주사하 다. 경구투여군은 체  kg 

당 250 mg의 양으로 방사선 조사  7일부터 부검  는 방사선조사 후 7일까지 

매일 1회 투여하 다.  

3) CYP 투여  시료 투여

CYP (Sigma-Aldrich, St. Louis, MO)는 체  kg 당 40 mg을 매일 1회씩 5일간 

복강내 주사하 다. 헤모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에서 공

받아 사용하 으며 복강내주사군은 체  kg당 25 mg의 양으로 최  CYP 투여 

 2일 부터 CYP 투여 후 2일까지 매일 1회씩 총 9회 주사하 다. 경구투여군은 

체  kg 당 250 mg의 양으로 CYP 투여  7일부터 부검 시까지 는 CYP 투여 

후 2일까지 최  총 19일간 매일 1회 투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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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   장기 량 측정

모든 동물은 희생 에 생쥐의 무게를 측정하고 부검시 고환, 부고환을 출하여 

량을 측정한 후 우측고환은 bouin 용액에 고정하 다. 

5) 고환의 정자두부수 측정

좌측고환의 량을 측정한 후 고환의 백막을 제거하고 5 ml의 증류수에 고환조

직을 넣고 균질기로 1분간 균질화 한다. 균질액은 음 기를 이용하여 4-7 °C에서 

3분간 음 를 처리한다. 균질액을 염색액(0.25% trypan blue, 0.35% formaline, 0.

5% NaHCo3)과 1 : 1 로 염색하고 구계산 에 고르게 퍼지도록 주입하고 5분간 

방치후 학 미경을 이용하여 200배율로 찰한다. 

고환당 정자두부수 = n x 10 x 25 x (5 + 고환 량 g) x 1000 x 2

6) 부고환의 정자수 측정

좌측부고환 미부의 량을 측정후 0.5 ml의 생리식염수에 부고환미부를 넣고 잘

게 세 후 균질기를 이용하여 1분간 균질화 한다. 균질액은 5분간 37 °C 항온기에

서 보 후 균질액을 염색액(0.25% trypan blue, 0.35% formaline, 0.5% NaHCo3)과 

1 : 1 로 염색하고 정자두부수와 같은 방법으로 구계산 에서 정자수를 계산하

다. 

부고환 미부당 정자수 = n x 10 x 25 x (0.5 + 부고환 미부 량 g) x 1000 x 2

7) 정자운동성  생존성 평가 

우측 부고환미부는 5 mg/ml의 BSA(bovine serun albumin)가 들어있고 pH 7.2

로 조정된 Hank's balanced salt solution(sigma chemical Co., St.Louis, MO, USA) 

10 ml이 들어있는 1회용 배양 시에 넣고 세 한 후 37 °C 배양기에서 5분간 배양

하 다. 정자배양액을 37°C로 유지된 홈이 진 슬라이드 라스에 놓고 커버 라스

를 덮어서 미경의 항온 (microscope heating system, 화과학, 서울)에 놓은 다

음 400배율로 검경하 다. 각 개체당 200마리의 정자에 해서 운동성의 유무를 

찰하 으며 3 동안 조 이라도 움직이는 정자는 운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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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자의 형태학 검사 

좌측고환미부에서 얻은 정자배양액을 라스 슬라이드에서 1% eosin Y 와 2:1로 

잘 혼합하여 염색하 다. 커버 라스를 덮어서 염색표본을 제작하고 각 개체당 200

마리의 정자에 해서 형태학  이상 유무를 찰하 다. 정자의 형태는 정상, 소두

부, 비정형두부, 이 두부/미부, 두부각도 과다, 두부각도 과소, 미부분리, 미부 힘, 

미부 단, 미부단소 등으로 분류하 다. 

9) 조직표본제작 

고정된 고환을 조직처리과정을 거쳐 라핀 포매를 한다. microtome으로 4 μm 

두께로 박 한 다음 H&E 염색을 하고, 학 미경을 이용하여 조직학 변화를 

찰하 다. 정자발생단계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periodic acid schiff (PAS) 

염색을 추가로 실시하 다. 

10) 고환 정자발생세포수 측정

각 생쥐의 고환에서 정자발생주기 VII단계 정세  정자발생세포수를 계산하 다. 

각 생쥐당 4개씩의 VII 단계 고환정세 을 찰하 으며, 정자발생세포는 정조세포, 

세사기정모세포, 태사기(후사기)정모세포, 원형정자세포, 신장형정자세포, 지지세

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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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 구 결과  고 찰

 방 사 선 융 합  생 체 노 화  모델링 기술 연 구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 기술 기반을 확립하고자, 세포  동물 모델

에서 자연 인 노화(노령)에 의한 생체퇴행 변화와 방사선에 의한 생체퇴행 변화를 비

교분석하여 방사선에 의한 노화 가속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  생체퇴행노

화 모델링을 한 방사선 용조건을 확립하고 노화 련 유효 지표를 선발하 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생체기능 지표별 분야로 나 어 연구를 수행하 다.

 ○ 면역조 기능 련 생체노화 지표

 ○ 산화  손상 련 생체노화 지표

 ○ 분자생물학  생체노화 지표(신호 달 단백질)

 ○ 지방 사 련 생체노화 지표

각 분야의 지표에 하여 세포 는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선조사와 노화(노령)

에 의한 지표 변화의 유사성을 비교 분석하여 유효지표를 선발하 으며, 방사선 용 조

건 (분할조사, 조사후 경과 기간)별로 각 지표를 비교분석하여 방사선융합 생체퇴행노화 

모델링을 한 최  방사선 용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 다. 궁극 으로, 자연 인 노화

를 모델링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처리) 조건을 결정하고 이때 여러 가지 생체기능 분

야의 노화를 측/ 단할 수 있는 유효 지표를 선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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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면역조 기능 련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본 연구에서는 생쥐의 월령에 따른 면역반응의 변화를 통해 노화(노령)에 따른 면역

조 기능 련 지표를 선정하여, 방사선조사 생쥐에서 이들 지표에 한 변화를 비교분

석하여 면역조 기능 련 생체퇴행 노화 유효 분석지표를 선발하 다. 기존의 보고에

서 노화(노령)에 의해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면역세포 활성  Th1/Th2 

면역반응 지표를 심으로 방사선조사와 자연 노화(노령)의 향을 비교 분석하여 그 

유사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한 생체퇴행 노화 유발을 한 최  방사선 용 조건을 

설정하고자, 방사선조사방법  조사 후 경과기간을 다양화하여 비교분석 함으로써 면

역조 기능 련 생체퇴행 노화의 유효 지표를 선발하고 최  방사선 용 조건을 도출

하 다.

가. 노화(노령)에 의한 면역조 기능 퇴행변화 규명  지표 선발

1) 노령생쥐에서 lymphocyte의 proliferation  IL-2 분비 하

은생쥐(2개월령)와 비교하여 6개월령 생쥐에서는 비장 림 구의 proliferation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12개월령과 18개월령 생쥐에서는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Fig. 

1.1-1). 한 면역세포들이 proliferation 하기 해 분비되는 cytokine으로 알려진 

IL-2를 측정한 결과(Gillis et al. 1981), 2개월령 생쥐의 림 구에서 분비되는 IL-2의 

양보다 6개월령, 12개월령, 18개월령 생쥐에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분비량이 

유의성 있게 감소됨을 확인 하 다 (Fig.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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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Decline of the responses of lymphocytes to mitogen by ageing. Spleen 

cells (2×10
5
 cells/well) obtained from mice were cultured with 1μg/ml ConA. 

On day 2 after incubation, the proliferation of the lymphocytes was determined 

by the 3H-thymidine incorporation assay. There were eight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2) 노령생쥐에서 lymphocyte의 cytokine 분비 하  불균형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장 림 구가 mitogen (ConA)에 자극 받은 후 분비되는 

IFN-γ, IL-4, IL-5 그리고 IL-13의 분비량의 변화를 측정하 다. 이들 cytokine들은 

활성화/분화된 Th세포로부터 분비되는 것으로 naive Th 세포가 Th1세포로 분화되

면 IFN-γ를 분비하고 반면, Th2 세포로 분화되면 IL-4, IL-5, IL-13을 분비한다고 알

려져 있다. 본 결과에서는 은 생쥐(2개월령)와 비교하여 IFN-γ 분비는 6개월령, 

12개월령, 18개월령 생쥐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Fig. 1.1-2). 

반면, IL-4와 IL-5 그리고 IL-13 분비는 2개월령 생쥐에 비해 6개월령과 12개월령에

서는 유의 으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18개월령 생쥐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함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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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 Effect of ageing on the cytokine production of lymphocytes to 

mitogen. Spleen cells (2×10
5
 cells/well) obtained from mice were cultured with 1

μg/ml ConA. On day 2 after incubation, the cytokines in the supernatant were 

measured by ELISA. There were eight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3) 노령생쥐에서 NK 세포 기능 하  비율 감소

NK 세포는 innate immune system을 담당하며, 면역반응 기에 IFN-γ를 생산

하여 항원제시세포  T 세포를 활성화 시키는데 요한 역할은 한다. 노화의 진행

에 따라 NK 세포의 활성이 감소한다는 보고(Mocchegiani and Malavolta 2004; 

Plackett et al. 2004)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노화에 따른 NK 세포의 활성(암세포에 

한 cytotoxic activity)을 측정하 다. 그 결과(Figure 1.1-3A), 은 생쥐(2개월령)

에 비해 6개월령 이상의 생쥐에서부터 유의 으로 NK 세포 기능이 히 감소하

다(p<0.001). 이러한 결과는 노령생쥐에서 IFN-γ의 생산이 감소되어 있던 결과와 

연계하여 생각 할 수 있다. 한 생쥐의 비장세포 내 NK 세포의 비율이 월령이 증

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Figure 1.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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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3. Effect of ageing on NK cell activity. Spleen lymphocytes obtained 

from the young adult or aged mice were co-incubated with 51Cr-labeled YAC-1 

(H-2
a
) cells. After 4 hours of incubation, the cytotoxicity of NK cells wa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radioactivity of 
51

Cr released in the culture 

supernatant. There were eight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p<0.01, **p<0.001; p values mean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2-month-old mice.

4) 노령생쥐에서 항원 특이  항체 생산 능력 하  불균형

여러 논문들에서 노령생쥐에서 Th1 반응보다 Th2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보고(Cakman et al. 1996; Alberti et al. 2006; Fulop et al. 2006; Rink et al. 1998; 

Shearer 1997)들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항원에 한 항체 반응으로 Th1/Th2 균형

을 살펴보고자 하 다. 그 결과(Figure 1.1-4), Th1 세포에 의해 B 세포가 분비하는 

IgG2a는 6개월 생쥐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12개월과 18개월 생쥐에서는 

히 감소하 다 (p<0.01). 한, Th2 세포에 의해 B 세포가 분비하는 IgG1과 IgE는 

6개월 생쥐에서는 약간의 증가를 보 고, 12개월 생쥐에서도 증가 상이 유지되었

다. 하지만 18개월 생쥐에서는 반 인 면역기능(Th1  Th2 련 면역반응)의 감

소로 항체 생성이 감소하는 결과가 두드러진 이며, 반면 모든 항체 생성이 감소

함에 따라 면역반응 불균형은 뚜렷이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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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4. The low secretion of antigen-specific IgG2α by ageing. Mice were 

intraperitoneally immunized with DNP-KLH (100 μg/mouse). The mice were 

bled from retro-orbital veins 1 week after an immunization. The serum anti-DNP 

IgG2α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by an indirect ELISA. There were eight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p<0.01, **p<0.001; p values 

mean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2-month-old mice.

5) 노령생쥐에서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능 하

노령생쥐에서 수지상세포의 기능 변화를 찰하기 하여, 생쥐의 비장으로부터 

수지상세포를 분리하고 그 활성을 찰하 다. 각 실험군마다 5마리씩 생쥐의 비장

을 분리하여 총 비장세포의 수를 계산하고 생쥐 한 마리당 비장세포 수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은 실험군(2개월령)에 비해 노령 실험군(23-24개월령)의 비장세포수

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1). 그리고 비장세포에서 수지상세포의 특이  

세포표면 분자인 CD11c 양성인 세포를 분리하여 체 비장세포 수에 한 분리 비

율을 계산한 결과 노령 실험군에서 수지상세포의 분리 비율이 높게 나왔다 (Table 

1.1-1).

다음으로 비장세포에서 분리한 수지상세포의 특이  항원 제시능력을 비교하기 

하여 ovalbumin 항원에 특이 인 항원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T세포 clone을 이

용하여 증식반응을 비교하 다. 증식반응은 각 실험군 간의 값을 비교하기 하여 

조군값을 1로 하여 상 인 값(stimulation index, S.I.)으로 비교하 다. 그 결과 

항원 특이  T세포의 증식반응은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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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에서 분리한 수지상세포가 ovalbumin 항원을 제시하여 ovalbumin 항원 특

이  항원 수용체를 가진 T세포의 증식반응을 유도할 때, T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

카인인 IL-2와 IFN-γ의 분비량을 비교하 다. 그 결과 노령 실험군에서는 은 실

험군에 비해 IL-2와 IFN-γ의 분비량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3).

Table 1.1-1. The number of total spleen cells and the yield of spleen cell-derived 

dendritic cells isolated from young and old mice.

Number of spleen cells Yield of spleen dendritic cells

Young 6.9±1.6×107 2.0±0.5%

Old 5.5±0.5×10
7

6.8±1.1%

Isolated spleen cells were incubated with anti-CD11c mAb-coupled MACS, followed by 

passing through a MACS cell sorter for positive selection of CD11c
+
 cells.

Table 1.1-2. The effect of ageing on the antigen presentation activity of spleen 

cell-derived dendritic cells.

DC+T cell DC+OVA+T cell

Young 1.000 11.372±0.959

Old 1.000 14.834±2.657

Syngeneic T cell clones(5×104 cells/well) were cultured for 2 days with young and old 

mice spleen-derived dendritic cells(3×10
4 

cells/well). Dendritic cells were treat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OVA. Proliferation of syngeneic T cells were measured by a 

5-Bromo-2'-deoxy-uridine Labeling and Detection Kit Ⅲ.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D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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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3. The effect of ageing on the cytokine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clone activated with ovalbumin and spleen cell-derived dendritic cells.

IL-2(pg/㎖) IFN-γ(pg/㎖)

DC+T cell DC+OVA+T cell DC+T cell DC+OVA+T cell

Young <10 2,287.2±78.5 11.2±28.2 327,500.0±883.8

Old <10 1,837.2±23.5 <10 279,375.0±5,303.3

Antigen-specific T cells were cultured for 24 hours with young and old mice 

spleen-derived dendritic cells. Dendritic cells were treat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OVA. Culture supernatants were harvested and cytokine level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D for triplicates.

6) 노령생쥐에서 LPS 자극에 한 수지상세포의 활성화능 하

비장에서 분리한 수지상세포를 LPS로 자극하 을 때, 수지상세포가 분비하는 사

이토카인의 분비량을 비교하 다. 그 결과(Table1.1-4), 수지상세포가 분비하는 Il-6, 

IFN-γ, TNF-α, IL-1β의 분비량이 은 실험군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IL-12의 분비량은 차이가 없으며 분비량도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장세포에서 분리한 수지상세포의 특이  세포표면 단백질에 양성인 

세포의 비율을 비교하 다. 즉 수지상세포 특이  세포표면 단백질인 CD11c와 각 

세포표면 단백질에 이  양성인 세포의 비율을 비교하 다. 그 결과(Table1.1-5), 

CD40, CD80, CD86, MHC class II의 발 양이 young 실험군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HC class I의 발 양은 old 실험군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CD54의 발 양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4. The effect of ageing on the cytokine production of spleen 

cell-derived dendritic cells activated with LPS.

IL-12(pg/㎖) IL-6(pg/㎖) IFN-γ(pg/㎖) TNF-α(pg/㎖) IL-1β(pg/㎖)

(-) LPS (-) LPS (-) LPS (-) LPS (-) LPS

Young <15.6 <15.6 <10
1,113.6

±37.7

17.2

±3.5

374.7

±7.0
<10

802.8

±50.9

8.0

±0.0

462.0

±5.7

Old <15.6
22.0

±28.2

12.0

±7.0

881.0

±0.0
<10

94.7

±7.0
<10

682.8

±8.4
<7.8

98.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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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5. The effect of ageing on the expression of various surface markers of 

the spleen cell-derived dendritic cells.

CD40 (%) CD54 (%) CD80 (%) CD86 (%)
MHCⅠ 

(%)

MHCⅡ 

(%)

Young 48.2±0.5 99.7±0.0 56.7±5.0 33.1±2.1 34.4±2.8 76.6±0.1

Old 42.0±1.5 99.7±0.4 45.1±4.5 26.7±7.4 53.7±5.1 71.4±1.2

 Isolated spleen cells were incubated with anti-CD11c Ab-coupled MACS, followed by 

passing through a MACS cell sorter for positive selection of CD11c
+
 cells. Surface 

expression of MHC class I, MHC class Ⅱ, CD40, CD54, CD80, CD86 and CD11c were 

analyzed by two colour flow cytometry. Numbers represent the percentage of double 

positive cells. 

7) 노령생쥐에서 골수세포의 수지상세포로의 분화능 하 확인

각 실험군마다 5마리씩 생쥐의 퇴골을 분리하여 총 골수세포의 수를 계산하고 

생쥐 퇴골 당 골수세포 수를 비교하 다. 그 결과(Table 1.1-6.), 은 실험군에 비

해 노령 실험군의 골수세포수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쥐의 퇴골에서 분리한 골수세포에 GM-CSF와 IL-4를 첨가하여 수지상세포로 

분화하도록 유도한 다음, 수지상세포로 분화하는 세포집단인 colony의 수를 세어서 

비교하 다. 그 결과(Table 1.1-7.), 은 실험군과 노령 실험군에서 colony의 수는 

골수세포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 지만, 은 실험군의 colony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6. The number of total bone marrow cells isolated from young and 

old mice.

Number of bone marrow cells

Young 0.8±0.1×107/femur

Old 1.1±0.1×107/fem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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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7. The effect of ageing on the colony formation of dendritic cells from 

bone marrow cells by GM-CSF and IL-4 treatment.

1×10
5

3×10
4

1×10
4

Young 127.0±21.6 44.3±4.93 19.0±4.5

Old 79.6±27.6 38.0±6.0 9.3±1.5

 Bone marrow cells isolated from C57BL/6 mice were cultured for 5 days in the 

presence of GM-CSF and Il-4.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D for triplicates.

8) 노령생쥐의 골수세포에서 분화된 수지상세포의 cytokine 분비 활성능 하 확인

골수세포에서 GM-CSF와 IL-4로 분화 유도하여 분리한 수지상세포의 특이  항

원 제시능력을 비교하기 하여 ovalbumin 항원에 특이 인 항원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T세포 clone을 이용하여 증식반응을 비교하 다. 증식반응은 각 실험군 간의 

값을 비교하기 하여 조군값을 1로 하여 상 인 값을 비교하 다. 그 결과

(Table 1.1-8.), 항원 특이  T세포의 증식반응은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골수세포에서 GM-CSF와 IL-4로 분화 유도하여 분리한 수지상세포가 

ovalbumin 항원을 제시하여 ovalbumin 항원 특이  항원 수용체를 가진 T세포의 

증식반응을 유도할 때, T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인 IL-2와 IFN-γ의 분비량을 

비교하 다. 그 결과(Table 1.1-9.), 두 실험군의 IL-2와 IFN-γ의 분비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골수세포에서 GM-CSF와 IL-4로 분화 유도하여 분리한 

수지상세포를 LPS로 자극하 을 때, 수지상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량을 

비교하 다. 그 결과(Table 1.1-10.), 수지상세포가 분비하는 IL-12, IL-6, IFN-γ, 

TNF-α, IL-1β의 분비량이 young 실험군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수세포에서 GM-CSF와 IL-4로 분화 유도하여 분리한 수지상세포의 특이  세

포표면 단백질에 양성인 세포의 비율을 비교하 다. 즉 수지상세포 특이  세포표

면 단백질인 CD11c와 각 세포표면 단백질에 이  양성인 세포의 비율을 비교하

다. 그 결과(Table 1.1-11.), 분화 유도한 수지상세포에서는 CD40, CD54, CD80, 

CD86, MHC class I, MHC class II의 발 양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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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8. The effect of ageing on the antigen presentation activity of bone 

marrow-derived dendritic cells.

DC+T cell DC+OVA+T cell

Young 1.000 5.779±0.584

Old 1.000 5.763±0.263

  Syngeneic T cells(5×104 cells/well) were cultured for 2 days with young and old mice 

bone marrow-derived dendritic cells(3×104 cells/well). Dendritic cells were treat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OVA, for 24hours. Proliferation of syngeneic T cells were 

measured by a 5-Bromo-2'-deoxy-uridine Labeling and Detection Kit Ⅲ.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D for triplicates.

Table 1.1-9. The effect of ageing on the cytokine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clone activated with ovalbumin and bone marrow-derived dendritic cells. 

IL-2(pg/㎖) IFN-γ(pg/㎖)

DC+T cell DC+OVA+T cell DC+T cell DC+OVA+T cell

Young <10 8,593.7±35.3 73.6±16.4 723,500.0±10,606.6

Old <10 8,962.5±44.1 1,663.6±16.4 711,833.3±29,462.7

 Antigen-specific T cells were cultured for 24 hours with young and old mice bone 

marrow-derived dendritic cells. Dendritic cells were treat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OVA, for 24hours. Culture supernatants were harvested and cytokine level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D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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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0. The effect of ageing on the cytokine production of bone 

marrow-derived dendritic cells activated with LPS.

IL-12 IL-6 IFN-γ TNF-α IL-1β

(-) LPS (-) LPS (-) LPS (-) LPS (-) LPS

Young <15.6
2,557.0

±63.4

505.5

±16.4

154,050.0

±1,414.2

42.5

±0.0

1,571.0

±26.5

232.6

±1.4

22,830.0

±353.5

12.1

±1.9

1,022.2

±44.9

Old <15.6
1,772.0

±56.5

535.3

±40.0

127,550.0

±1,414.2

42.5

±10.6

721.0

±19.4

154.6

±7.0

20,380.0

±707.1

11.7

±1.2

829.0

±35.3
  

On day 6, dendritic cells were treated with or without LPS (1㎍/㎖), respectively, for 24 

hours. Culture supernatants were harvested, various cytokine level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D for triplicates. 

Table 1.1-11. The effect of ageing on the expression of various surface markers 

of the bone marrow-derived dendritic cells.

CD40 CD54 CD80 CD86 MHC Ⅰ MHCⅡ

(-) LPS (-) LPS (-) LPS (-) LPS (-) LPS (-) LPS

Young
64.6

±7.4

98.7

±0.7

100.0

±0.1

100.0

±0.0

92.2

2.0±

99.2

±0.4

77.0

±4.7

92.3

±3.5

29.8

±12.2

31.9

±23.1

93.7

±4.1

92.6

±4.8

Old
70.3

±20.8

99.0

±0.6

100.0

±0.0

100.0

±0.0

90.3

±3.3

98.2

±1.1

78.5

±8.5

86.7

±6.8

49.0

±22.6

48.4

±27.5

96.0

±1.5

93.3

±3.4

 On day 7, dendritic cells were analyzed by two colour flow cytometry. Numbers 

represent the percentage of double positive cells.

9) 노화(노령)에 의한 면역조 기능 퇴행변화 규명  지표 선발 결과

본 연구에서 은 생쥐에 비해 노화(노령) 생쥐에서 그 변화가 찰된 지표를 면

역조 기능 퇴행지표로 선발하 다. 즉, lymphocyte proliferation 감소, NK 세포 

활성 감소, IFN-γ 분비 감소, IL-4 분비 증가, IgG2a 분비 감소, IgG2a/IgG1 비율 

감소, Th1 련 면역반응 감소,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능 감소를 선정하 다.



- 69 -

나. 방사선에 의한 면역조 기능 지표 퇴행변화 가속 규명

1) 방사선조사 생쥐와 노령생쥐의 mitogen 자극에 의한 lymphocyte의 

proliferation과 IL-2 분비능의 하 비교 확인

방사선 조사(5Gy, 단회 신조사) 생쥐에서 노화에 따른 proliferation이 감소하는

지 보기 해, 조사 후 2개월, 4개월, 6개월 생쥐로부터 얻은 비장 면역세포를 비

하여 mitogen (ConA)에 한 proliferation 정도를 노화 18개월 생쥐와 비교하 다. 

그 결과(Figure 1.1-5A), 조사 후 2개월과 4개월 생쥐의 면역세포 proliferation은 감

소하지 않았지만, 조사 후 6개월 된 생쥐는 같은 월령(6～8개월 생쥐)에 비해 유의

성 있게 (p<0.02) 감소하 으며, 18개월 생쥐와 비슷하 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와 

연계하여 ConA에 의해 감작된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IL-2를 측정한 결과는 조사 

후 2개월, 4개월, 6개월 된 모든 생쥐에서 같은 개월 생쥐에 비해 감소하지는 않았

다(Figure 1.1-5B).  

Figure 1.1-5. Comparison of the responses of lymphocytes to mitogen between 
aged and irradiated mice. Spleen cells (2×10

5
 cells/well) obtained from mice 

were cultured with 1 μg/ml ConA. On day 2 after incubation, the proliferation 
of the lymphocytes was determined by the 

3
H-thymidine incorporation assay. 

There were eight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p<0.05 
compared to the same old mice (8 month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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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조사 생쥐와 노령생쥐의 mitogen 는 ovalbumin(OVA) 자극에 의한 

lymphocyte의 cytokine 분비 하  불균형 비교 확인

노령생쥐에서 mitogen에 감작된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cytokine 즉, IFN-γ 분비 

감소와 IL-4  IL-5 분비 증가 상이 방사선 조사(5Gy, 단회 신조사) 생쥐에서도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Figure 1.1-6), IFN-γ의 분비는 방사선 조사 후 4개

월과 6개월째 같은 개월 생쥐(6개월령, 8개월령)에 비해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이는 18개월령의 노령생쥐와 같은 결과를 보 다. 반면, IL-4, IL-5, IL-13의 분비는 

방사선 조사 후 4개월과 6개월째 같은 개월 생쥐(6개월령, 8개월령)에 비해 증가하

으며, 이는 노령생쥐와 같은 경향을 보 다.

한편, 노령생쥐에서 나타나는 면역 불균형  반응 지표가 방사선 조사로 인해 

진되는지를 알아보기 해, OVA에 감작된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 즉, 

Th1 세포에서 분비되는 IFN-γ와 Th2 세포에서 분비되는 IL-4, IL-5를 측정하 다. 

그 결과(Figure 1.1-7), IFN-γ 분비는 방사선 5Gy를 단일 조사 후 2개월, 4개월, 6개

월 된 생쥐 모두 같은 개월 생쥐(4개월령, 6개월령, 8개월령)에 비해 유의 으로 감

소하 으나, 방사선을 1Gy씩 5회 분할 조사한 그룹에서는 방사선 조사 후 모든 기

간에서 감소하는 경향만 보 다. IL-4의 분비는 방사선 5Gy 단일 조사와 1Gy 5회 

분할 조사군 모두에서 조사 후 4개월과 6개월째 생쥐(6개월령, 8개월령 생쥐)에 비

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p<0.05). 하지만 조사 후 2개월째는 증가하는 경향만 보

다. IL-5 분비는 방사선 5Gy 단일 조사와 1Gy 5회 분할 조사군 모두에서 조사 

후 6개월 된 그룹에서만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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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6. Comparison of cytokine production patterns of lymphocytes to 
mitogen between aged and irradiated mice. Spleen cells (2×10

5
 cells/well) 

obtained from mice were cultured with 1μg/ml ConA for 2 days, and the 
cytokines in the supernatant were measured by ELISA. There were eight mice in 
each group. Data show the mean±SD. *p<0.05 compared to the same old mice 
(8 month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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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7. Effect of irradiation on cytokine production patterns (Th1 or 
Th2-related cytokines) of lymphocytes. Spleen cells (5×10

6
 cells/24-well) were 

cultured with OVA for 3 days, and the cytokines in the supernatant were 
measured by ELISA. Bars show the means±SD. ** p<0.01, *p<0.05 compared to 
the same old mice (4 months old, 6 months old, 8 months old).

3) 방사선조사 생쥐와 노령생쥐에서 항원에 특이 인 항체 생산 능력 하  불

균형 비교 확인

노화에 따라 Th 세포의 불균형 인 분화가 일어남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보고

(Cakman et al. 1996; Alberti et al. 2006; Fulop et al. 2006; Rink et al. 1998; 

Shearer 1997)되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에 단백질항원에 노출된 

생쥐에서 Th1 는 Th2 세포의 분화에 의해 B 세포의 항체 생산 능력  불균형  

분비가 방사선 조사로 인해 발생되고, 한 노령생쥐와 비교하 다. 그 결과(Figure 

1.1-8), 12개월 노령생쥐에서 IgG2α의 한 감소에 반해 IgG1과 IgE의 한 증

가를 보 다. 하지만 18개월령 생쥐는 Th1 반응과 Th2 반응 모두가 감소하는 결과

를 보 다. 이는 노화에 의해 B 세포의 항체 생산 능력이 매우 하 되어 모든 항

체 생산이 하된 것이라 상하 다. 다음으로, 방사선 5Gy를 단회 조사한 생쥐에

서 노화의 진 상이 보이는지를 확인 하 다. 그 결과(Figure 1.1-8), IgG2α는 방

사선 조사 후 2개월과 4개월 된 생쥐에서 IgG2α 분비가 같은 개월 생쥐(6개월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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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더 감소하는 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IgG1과 IgE는 같은 개월 생쥐(6개월령)

에 비해 더 많이 분비하여 12개월령 생쥐와 비슷하게 분비함을 확인하 다. 

Figure 1.1-8. Comparison of the patterns of antigen-specific IgG2a, IgG1 and IgE 
production between aged and irradiated mice. Mice were immunized 
intraperitoneally with DNP-KLH (100 μg/mouse). The concentrations of 
antigen-specific IgG2a, IgG1 and IgE in serum were measured by an indirect 
ELISA. Bars show the means±SD. * p<0.05 compared to the same old mice (8 
months old). 

4) 방사선조사 생쥐에서 IL-12p70 분비 패턴 비교 확인 

Th1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인 IFN-γ가 노령생쥐와 방사선 조사된 생

쥐에서 공통 으로 감소함을 확인하 다. Th세포가 마지막 면역반응에서 Th1 세포

로 분화하기 해서는 항원제시세포가 분비하는 IL-12p70 (bioactive form)을 꼭 필

요로 한다(Hsieh et al. 1993; Gately et al. 1998; Gubler et al. 1991; Wolf et al. 

19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bioacitve form인 IL-12p70을 측정함과 동시에 total 

IL-12의 양에 한 IL-12p70의 비율을 함께 계산하 다. 그 결과(Figure 1.1-9), 방사

선 5Gy를 단회 조사한 후 2개월, 4개월, 6개월 된 생쥐에서 total IL-12의 변화 없이 

IL-12p70의 양이 같은 개월의 조군 생쥐(4개월령, 6개월령, 8개월령)에 비해 유의

성 있게 감소하 으며, total IL-12의 양에 한 IL-12p70의 비율 한 방사선 조사

군이 조군에 비해 감소하 다. 한 방사선을 1Gy씩 5회 분할로 조사한 생쥐 그

룹에서도 조사 후 4개월과 6개월 된 그룹에서 IL-12p70의 양이 같은 개월 생쥐(6개

월령, 8개월령)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 으며, total IL-12의 양에 한 IL-12p70

의 비율 한 조군에 비해 감소하 다. 단, 1Gy씩 5회 분할 조사 후 2개월 된 그

룹에서는 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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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9. Effect of irradiation on IL-12p70 secretion patterns. Panel A: Spleen 
cells (5×106 cells/well) were cultured with OVA for 18 hours, and the IL-12p70 
and total IL-12 in the supernatant were measured by ELISA. Panel B: To obtain 
the percentages of IL-12p70 in total IL-12, the following formula was used: % of 
IL-12p70 in total IL-12 = (the concentration of IL-12p70 / the concentration total 
IL-12)×100. Bars show the means±SD. ***p<0.001, ** p<0.01, *p<0.05 compared to 
the same old mice (4 months old, 6 months old, 8 months old).

5) 방사선조사 생쥐와 노령생쥐의 NK 세포 활성 하  비장내 NK 세포 비율 

감소 비교 확인

노화에 따라 NK 세포 기능이 감소하 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로 인해 NK 세포

의 기능 감소가 진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Figure 1.1-10), 방사선 5Gy를 단회 

조사한 후 2개월, 4개월, 6개월 된 생쥐에서 NK 세포의 기능은 같은 개월 생쥐(4개

월령, 6개월령, 8개월령)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한 방사선을 1Gy씩 5회 

분할로 조사한 생쥐 그룹에서도 조사 후 모두 NK 세포 기능이 유의성있게 감소함

을 확인하 다. 

한편, 생쥐 비장세포 내 NK 세포의 비율이 노화에 따라 감소됨에 따라 방사선 

5Gy 단회 조사와 1Gy씩 5회 분할 조사한 생쥐 노령생쥐와 같은 상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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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 하 다. 그 결과(Figure 1.1-10), 방사선 5Gy 단일 조사한 생쥐 그룹에서는 

조사 후 2개월, 4개월, 6개월 된 생쥐그룹에서 모두 같은 개월 생쥐(4개월령, 6개월

령, 8개월령)그룹에 비해 NK세포 비율이 유의성 있게 감소한 결과를 보 다. 한 

방사선 1Gy씩 5회 분할 조사한 그룹에서는 방사선조사 후 2개월과 6개월 후에 NK 

세포의 비율이 조군에 비해 유의성있게 감소함을 확인 하 다.       

Figure 1.1-10. Effect of irradiation on cytolytic activity of NK cells. Spleen 
lymphocytes obtained from the young adult or aged mice were co-incubated 
with 

51
Cr-labeled YAC-1 (H-2

a
) cells. After 4 hours of incubation, the cytotoxicity 

of NK cells wa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radioactivity of 
51

Cr released in 
the culture supernatant. Bars show the means±SD. ***p<0.001, ** p<0.01, *p<0.05 
compared to the same old mice (4 months old, 6 months old, 8 months old).

6) 방사선조사 생쥐에서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능 하 확인

각 실험군마다 5마리씩 생쥐의 비장을 분리하여 총 비장세포의 수를 계산하고 

생쥐 한 마리당 비장세포 수를 비교하 다. 그 결과 (Table 1.1-12.), 2개월령 조군

에 비해 방사선 조사 후 4 개월 실험군의 비장세포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비장세포에서 수지상세포의 특이  세포표면 분자인 CD11c 양성인 

세포를 분리하여 체 비장세포 수에 한 분리 비율을 계산한 결과(Table 1.1-12.), 

2개월령 조군에 비해 방사선 조사 후 2 개월 실험군의 수지상세포의 분리 비율은 

감소하 지만 방사선 조사 후 4 개월 실험군의 수지상세포 분리비율은 비슷하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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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세포에 T세포  B세포 특이  mitogen인 Con A와 LPS를 첨가하여 증식

반응을 비교하 다. 증식반응은 각 실험군 간의 값을 비교하기 하여 조군값을 

1로 하여 상 인 값(stimulation index, S.I.)을 비교하 다. 그 결과 (Table 

1.1-13.), LPS 자극에 한 증식반응은 2개월령 조군보다 방사선 조사 후 2 개월 

실험군에서 증가하 지만, 방사선 조사 후 4 개월 실험군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on A 자극에 한 증식반응은 2개월령 조군보다 방사선 조사 

후 2 개월 실험군에서 차이가 없지만, 방사선 조사 후 4 개월 실험군에서는 감소하

다. 한편, mitogen인 Con A와 LPS에 의해 자극된 후 비장세포의 사이토카인 분

비량을 비교하 다. 그 결과 (Table 1.1-14.), 2개월령 조군에 비해, IL-2의 분비량

은 방사선 조사 후 2개월, 4개월 실험군에서 모두 감소하 고, IL-6 분비량은 방사

선 조사 후 2개월, 4개월 실험군에서 모두 증가하 다. IFN-γ의 분비량은 방사선 

조사 후 2개월 실험군에서는 감소하 고, 4개월 실험군에서는 증가하 고, TNF-α의 

분비량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장세포에서 분리한 수지상세포의 특이  항원 제시능력을 비교하기 

하여 ovalbumin 항원에 특이 인 항원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T세포 clone을 이

용하여 증식반응을 비교하 다. 증식반응은 각 실험군 간의 값을 비교하기 하여 

조군값을 1로 하여 상 인 값(stimulation index, S.I.)을 비교하 다. 그 결과 

(Table 1.1-15.), 항원 특이  T세포의 증식반응은 2개월령 조군에 비해, 방사선 조

사 후 2개월, 4개월 실험군에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장에서 분

리한 수지상세포가 ovalbumin 항원을 제시하여 ovalbumin 항원 특이  항원 수용

체를 가진 T세포의 증식반응을 유도할 때, T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인 IL-2와 

IFN-γ의 분비량을 비교하 다. 그 결과(Table 1.1-16.), IL-2의 분비량은 2개월령 

조군에 비해 방사선 조사 2개월 실험군은 증가하고 4개월 시험군은 감소하 으며, 

IFN-γ의 분비량은 방사선 조사 2개월 실험군은 증가하고 4개월 시험군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장세포에서 분리한 수지상세포의 특이  세포표면 

단백질에 양성인 세포의 비율을 비교하 다. 즉 수지상세포 특이  세포표면 단백

질인 CD11c와 각 세포표면 단백질에 이  양성인 세포의 비율을 비교하 다. 그 

결과 (Table 1.1-17.), CD80, CD86의 발 양이 2개월령 실험군에 비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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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2. The number of total spleen cells and the yield of spleen 

cell-derived dendritic cells isolated from irradiated mice.

Number of spleen cells Yield of spleen dendritic cells

2 months old 8.7±2.1×107 4.5±1.7%

4 months old 9.2±3.5×107 4.8±0.3%

4 months old
(2 months after IR) 9.2±3.5×10

7 2.8±0.3%

6 months old 9.8±0.9×107 6.2±1.9%

6 months old
(4 months after IR) 12.2±0.6×10

7 5.4±0.4%

Isolated spleen cells were incubated with anti-CD11c mAb-coupled MACS, followed by 

passing through a MACS cell sorter for positive selection of CD11c
+
 cells.

Table 1.1-13.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proliferation of spleen cells to 

stimulation with LPS or ConA.

LPS(㎍/㎖) Con A(㎍/㎖)

0 1 10 1.0 0.1

2 months old 1.000 1.767±0.033 1.886±0.124 1.452±0.047 2.113±0.145

4 months old 1.000 1.643±0.053 1.774±0.055 1.313±0.026 1.825±0.021

4 months old
(2 months after IR) 1.000 2.031±0.044 2.453±0.040 1.324±0.077 2.305±0.017

2 months old 1.000 2.867±0.137 2.805±0.022 1.168±0.094 2.466±0.019

6 months old 1.000 2.566±0.234 2.666±0.059 1.242±0.047 2.187±0.038

6 months old
(4 months after IR) 1.000 1.857±0.044 1.921±0.058 0.933±0.015 1.716±0.058

  

The spleen cells(C57BL/6, 5×10
5 

cells/well) of young and old mice were stimulated with 

LPS , Con A at various concentrations for 48 hour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D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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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4.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cytokine production of ConA or 

LPS-stimulated spleen cells.

IL-2(pg/㎖) IFN-γ(pg/㎖) IL-6(pg/㎖) TNF-α(pg/㎖)

(-) Con A (-) Con A (-) LPS (-) LPS

2 months old <10 1,931.7±18.6 <10 7,395.0±84.9 125.5±38.9 991.5±31.82 153.2±1.2 349.5±3.5

4 months old <10 1,658.3±23.6 15.0±0.0 9,015.0±254.6 100.5±3.5 1,434.0±84.9 101.5±24.7 217.0±0.0

4 months old
(2 months after IR) <10 1,446.7±7.1 10.1±7.1 4,215.0±0.0 148.0±7.1 1,254.0±42.4 134.8±3.5 344.5±10.6

2 months old <10 14,312±293.7 320.0±2.4 11,700.0±190.7 126.0±2.3 891.8±10.6 145.4±4.0 421.3±3.0

6 months old <10 9,454.6±179.5 66.7±11.8 9,165.0±42.4 448.5±8.8 1,634.3±31.8 185.4±2.0 408.4±9.1

6 months old
(4 months after IR) <10 8,589.2±130.5 111.7±4.7 12,565.0±325.3 229.8±7.1 1,881.8±42.4 96.9±2.0 447.0±9.1

 The spleen cells(C57BL/6, 5×105 cells/well) of young and old mice were activated with 

LPS or Con A for 24 hours. Culture supernatants were harvested, various cytokine 

level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representes as mean ± SD for triplicates. 

Table 1.1-15.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antigen presentation activity of 

spleen-derived dendritic cells.

 

DC+T cell DC+OVA+T cell

2 months old 1.000 11.318±0.425

4 months old 1.000 5.653±0.433

4 months old
(2 months after IR) 1.000 5.443±0.272

2 months old 1.000 12.981±2.730

6 months old 1.000 10.202±0.206

6 months old
(4 months after IR) 1.000 10.005±0.528

 Syngeneic T cell clones(5×104 cells/well) were cultured for 2 days with young and old 

mice spleen-derived dendritic cells(3×104 cells/well). Dendritic cells were treat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OVA. Proliferation of syngeneic T cells were measured by a 

5-Bromo-2'-deoxy-uridine Labeling and Detection Kit Ⅲ.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D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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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6.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cytokine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clone activated with ovalbumin and spleen-derived dendritic 

cells.

IL-2(pg/㎖) IFN-γ(pg/㎖)

DC+T cell DC+OVA+T cell DC+T cell DC+OVA+T cell

2 months old <10 743.9±9.1 175.7±18.9 460,333.3±5,892.6

4 months old <10 459.6±9.1 69.0±0.0 423,666.7±1,178.5

4 months old
(2 months after IR) <10 1,148.1±45.5 262.3±4.7 534,500.0±11,785.1

2 months old <10 54.8±0.8 120.8±23.0 264,125.0±11,490.5

6 months old <10 90.7±0.8 273.3±1.8 293,500.0±10,606.6

6 months old
(4 months after IR) <10 <10 44.5±10.6 251,000.0±10,606.6

 Antigen-specific T cells were cultured for 24 hours with young and old mice 

spleen-derived dendritic cells. Dendritic cells were treat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OVA. Culture supernatants were harvested and cytokine level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D for triplicates.

Table 1.1-17.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expression of various surface 

markers of the spleen-derived dendritic cells.

CD40 CD54 CD80 CD86 MHCⅠ MHCⅡ

2 months old 2.2±1.4 94.4±3.9 9.6±3.6 10.5±2.0 3.3±2.4 60.6±3.8

4 months old 8.5±1.2 97.5±0.5 19.2±0.6 21.4±1.6 12.1±1.3 63.1±7.4

4 months old
(2 months after IR) 7.8±1.5 96.8±0.4 16.8±1.5 18.8±0.3 9.4±0.2 66.8±2.5

6 months old 3.8±1.9 92.6±5.3 16.5±7.0 21.8±7.0 9.0±6.0 58.0±12.1

6 months old
(4 months after IR) 3.4±2.0 90.6±7.1 13.4±4.3 17.6±4.5 7.4±1.6 67.5±1.0

Isolated spleen cells were incubated with anti-CD11c Ab-coupled MACS, followed by 

passing through a MACS cell sorter for positive selection of CD11c
+
 cells. Surface 

expression of MHC class I, MHC class Ⅱ, CD40, CD54, CD80, CD86 and CD11c were 

analyzed by two colour flow cytometry. Numbers represent the percentage of double 

positive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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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사선조사 생쥐에서 골수세포의 수지상세포로의 분화능 확인

각 실험군마다 5마리씩 생쥐의 퇴골을 분리하여 총 골수세포의 수를 계산하고 

생쥐 퇴골 당 골수세포 수를 비교하 다. 그 결과 (Table 1.1-18.), 각 실험군 간에 

유의한 골수세포 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생쥐의 퇴골에서 분리한 골수세포에 GM-CSF와 IL-4를 첨가하여 수지상

세포로 분화하도록 유도한 다음, 수지상세포로 분화하는 세포집단인 colony의 수를 

세어서 비교하 다. 그 결과 (Table 1.1-19.), 조군과 실험군에서 colony의 수는 골

수세포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 지만, 각 실험군 간에 유의한 colony 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18. The number of total bone marrow cells isolated from irradiated 

mice. 

Number of bone marrow cells

2 months old 11.4±3.6×106/femur

4 months old 8.1±4.8×10
6/femur

4 months old
(2 months after IR) 8.2±4.0×10

6/femur

6 months old 10.8±3.3×10
6/femur

6 months old
(4 months after IR) 12.1±1.1×10

6/femur

Table 1.1-19.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colony formation of dendritic cells 

from bone marrow cells by GM-CSF and IL-4 treatment.

1×105 3×104 1×104

2 months old 277.3±14.5 76.0±13.1 20.0±5.6

4 months old 267.7±24.0 96.7±16.6 25.3±3.5

4 months old
(2 months after IR) 243.3±38.6 74.7±13.6 23.7±8.6

2 months old 232.0±23.4 50.7±2.9 15.0±3.6

6 months old 346.3±14.5 128.7±14.6 40.0±5.6

6 months old
(4 months after IR) 268.0±18.2 70.7±8.0 18.0±8.0

 Bone marrow cells isolated from C57BL/6 mice were cultured for 5 days in the 

presence of GM-CSF and Il-4.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D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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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사선조사 생쥐의 골수세포로부터 분화된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능 하 확

인

골수세포를 GM-CSF와 IL-4로 분화 유도하여 분리한 수지상세포의 특이  항원 

제시능력을 비교하기 하여 ovalbumin 항원에 특이 인 항원 수용체를 가지고 있

는 T세포 clone을 이용하여 증식반응을 비교하 다. 증식반응은 각 실험군 간의 값

을 비교하기 하여 조군 값을 1로 하여 상 인 값을 비교하 다. 그 결과 

(Table 1.1-20), 항원 특이  T세포의 증식반응은 2개월령 조군에 비해 방사선 조

사 후 2개월 실험군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방사선 조사 후 4개월 실험군에서 유

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골수세포로부터 유도 분화시킨 수지상세포

가 ovalbumin 항원을 제시하여 ovalbumin 항원 특이  항원 수용체를 가진 T세포

의 증식반응을 유도할 때, T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인 IL-2와 IFN-γ의 분비량

을 비교하 다. 그 결과 (Table 1.1-21.), 8주령 조군에 비해 방사선 조사 후 4개월 

실험군에서 IL-2와 IFN-γ의 분비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골수세포로부터 유도 분화시킨 수지상세포를 LPS로 자극하 을 때, 수지

상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량을 비교하 다. 그 결과 (Table 1.1-22.), 수

지상세포가 분비하는 IL-12, IL-6, TNF-α의 분비량은 2개월령 조군에 비해 방사선 

조사 후 2, 4개월 실험군에서 모두 증가하 고, IL-1β의 분비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들 수지상세포의 특이  세포표면 단백질에 양성인 세포의 비율

을 비교하 다. 즉 수지상세포 특이  세포표면 단백질인 CD11c와 각 세포표면 단

백질에 이  양성인 세포의 비율을 비교하 다. 그 결과 (Table 1.1-23.), 분화 유도

한 수지상세포에서는 CD40, CD54, CD80, CD86, MHC class I, MHC class II의 발

양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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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20.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antigen presentation activity of  

bone marrow-derived dendritic cells.

DC+T cell DC+OVA+T cell

2 months old 1.000 9.114±0.212

4 months old 1.000 8.492±1.516

4 months old
(2 months after IR) 1.000 9.386±1.821

2 months old 1.000 10.394±1.263

6 months old 1.000 7.656±0.423

6 months old
(4 months after IR) 1.000 7.704±0.332

  Syngeneic T cells(5×10
4 

cells/well) were cultured for 2 days with bone 

marrow-derived dendritic cells(3×104 cells/well) from young and old mice . Dendritic 

cells were treat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OVA, for 24hours. Proliferation of 

syngeneic T cells were measured by a 5-Bromo-2'-deoxy-uridine Labeling and Detection 

Kit Ⅲ.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D for triplicates.

Table 1.1-21.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cytokine production of 

OVA-specific T cell clone activated with ovalbumin and bone marrow-derived 

dendritic cells. 

IL-2(pg/㎖) IFN-γ(pg/㎖)

DC+T cell DC+OVA+T cell DC+T cell DC+OVA+T cell

2 months old <10 1,903.9±21.2 362.3±18.9 669,500.0±16,499.2

4 months old <10 1,529.6±23.2 342.3±9.4 703,666.7±12,963.6

4 months old
(2 months after IR) <10 1,936.0±18.1 347.3±11.8 628,666.7±8,249.6

2 months old <10 1,439.8±91.5 77.0±3.5 800,750.0±26,516.5

6 months old <10 960.9±14.6 153.3±5.3 695,375.0±2,651.7

6 months old
(4 months after IR) <10 1,110.9±2.0 617.0±0.0 758,250.0±33,587.7

 Antigen-specific T cells were cultured for 24 hours with bone marrow-derived dendritic 

cells of young and old mice. Dendritic cells were treat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OVA, for 24hours. Culture supernatants were harvested and cytokine level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D for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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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22.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cytokine production of bone 

marrow-derived dendritic cells activated with LPS.

IL-12 IL-6 IFN-γ TNF-α IL-1β

(-) LPS (-) LPS (-) LPS (-) LPS (-) LPS

2 months old <15.6
618.3

±16.1

381.0

±9.4

47,400.0

±1,060.7

55.0

±2.4

220.0

±4.7

349.7

±4.7

11,816.7

±471.4
<7.8

320.8

±11.8

4 months old <15.6
709.2

±8.2

62.7

±2.4

49,650.0

±707.1

73.3

±9.4

170.0

±9.4

64.7

±7.1

11,983.3

±235.7
<7.8

254.2

±47.1

4 months old
(2 months after IR)

<15.6
731.9

±80.4

582.7

±21.2

51,650.0

±707.1

41.7

±2.4

263.3

±4.7

166.3

±4.7

12,816.7

±235.7
<7.8

175.8

±7.1

2 months old
90.6

±83.2

1,394.5

±124.8

18606

±701

32,560.0

±707.1

107.3

±1.8

294.8

±1.8

238.5

±0.0

7,550.0

±176.8

22.6

±3.0

470.0

±25.3

6 months old <15.6
2,100.4

±180.2

27.7

±9.4

79,150.0

±4,949.7

56.0

±3.5

191.0

±0.0

26.0

±0.0

14,175.0

±0.0
<7.8

366.4

±0.0

6 months old
(4 months after IR)

139.6

±41.6

1,580.8

±194.1

2464.3

±56.6

48,150.0

±1,414.2

86.0

±7.1

274.8

±1.8

1,392.3

±15.9

14,737.5

±441.9
<7.8

273.6

±20.2

  

On day 6, dendritic cells were treated with or without LPS (1㎍/㎖), respectively, for 24 

hours. Culture supernatants were harvested, various cytokine levels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representes as mean ± SD for triplicates. 

Table 1.1-23.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expression of various surface 

markers of the bone marrow-derived dendritic cells.

CD40 CD54 CD80 CD86 MHC Ⅰ MHCⅡ

(-) LPS (-) LPS (-) LPS (-) LPS (-) LPS (-) LPS

2 months old
34.1

±23.0

82.2

±21.1

96.8

±3.0

99.6

±0.5

73.5

±14.9

92.9

±6.4

76.5

±16.5

86.9

±8.9

7.7

±6.3

10.7

±8.3

92.8

±5.9

92.0

±6.1

4 months old
16.2

±7.3

63.3

±20.6

97.7

±1.9

95.0

±4.9

64.4

±11.5

85.3

±2.1

47.8

±25.5

79.5

±2.2

4.7

±4.6

8.6

±10.2

93.1

±1.7

82.6

±3.2

4 months old
(2 months after IR)

16.0

±9.0

64.7

±33.4

97.6

±2.8

99.5

±0.3

73.9

±1.6

89.8

±6.7

67.8

±2.5

83.3

±3.2

3.1

±4.0

3.4

±3.8

91.7

±3.4

89.6

±0.5

6 months old
43.9

±18.7

90.7

±4.3

99.0

±0.1

99.7

±0.0

82.3

±8.5

97.4

±0.3

86.4

±5.4

93.6

±2.4

15.3

±5.5

24.1

±4.1

96.2

±0.1

96.7

±1.2

6 months old
(4 months after IR)

56.0

±7.9

92.0

±1.3

99.4

±0.0

99.7

±0.0

85.7

±6.0

95.4

±1.3

89.6

±3.5

89.7

±7.7

9.5

±1.8

19.1

±15.0

95.45

±0.0

94.9

±3.4

 On day 7, dendritic cells were analyzed by two colour flow cytometry. Numbers 

represent the percentage of double positive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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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 생체퇴행에 의한 면역불균형 기작 규명  노화와 비교분석

1) 방사선과 노화에 의한 림 구 아군별 분포 변화 비교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T세포를 성숙시키는 흉선의 퇴화로 인해 그 수가 감소한

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다(Thoman 1995; Hsu et al. 2003; Haynes et al. 2000). 우리

의 연구결과(Figure 1.1-11)에서 보듯이 노령생쥐는 은생쥐에 비해 Th 세포와 Tc 

세포의 수  비율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하지만 흉선과 상 없이 생성되는 B 

세포나 NK 세포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노령생쥐에서 비

장면역세포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NK 세포의 수도 은생쥐에 비해 유의 으로 감

소하 다. 반면, 노령생쥐와 다르게 방사선조사 생쥐는 정상 조군에 비해서 Th 세

포와 Tc 세포의 수  비율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방사선 조사 생쥐는 

정상 조군에 비해 NK 세포의 비율  세포수의 유의  감소를 보 다. 이와 같이 

방사선 조사 후 6개월 된 생쥐의 비장 내 면역세포비율은 노령생쥐와 차이가 있었다.

Figure 1.1-11. Comparison of lymphocyte subpopulations between aged and 
irradiated mice. Spleen lymphocytes were stained with anti-CD4 mAb, anti-CD8 
mAb and anti-NK1.1 mAb and were analyzed by flow cytometer. To obtain the 
absolute number of cells for each lymphocyte population, the following formula 
was used: no. of cells in population / spleen = no. of lymphocytes/spleen  
percentages of population. There were fifteen mice in each group. Bars show the 
means±SD. *p<0.01;**p<0.001 compared to the same old mice (8 month old). 

†

p<0.05, ††p<0.005 and †††p <0.001 compared to the 2-month-old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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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과 노화에 의한 IFN-γ (Th1-type)  IL-4/IL-5 (Th2-type) 분비 패턴 비교

노령생쥐에서 나타나는 면역 불균형  반응 지표가 방사선 조사로 인해 진되

는지를 알아보기 해, 단백항원(OVA)에 감작된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 

즉, Th1 세포에서 분비되는 IFN-γ와 Th2 세포에서 분비되는 IL-4와 IL-5를 측정하

다. 은 생쥐(2개월)에 비해 노령생쥐(18개월)에서 IFN-γ의 분비는 감소하 고, 

반면 IL-4와 IL-5의 분비는 증가하 다 (Figure 1.1-12). 한편, 방사선 조사생쥐는 같

은 개월의 정상생쥐에 비해 IFN-γ 분비는 감소한 반면, IL-4와 IL-5의 분비는 유의

성 있게 증가하 다(Figure 1.1-12). 방사선 조사생쥐에서 이러한 변화는 노령생쥐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

Figure 1.1-12. Comparison of the secretion patterns of Th1 or Th2-related 
cytokines between aged and irradiated mice. Spleen cells (5×10

6
 cells/well) were 

cultured with OVA for 3 day, and the cytokines in the supernatant were 
measured by ELISA. There were fifteen mice in each group. Bars show the 
means±SD. *p<0.1;**p<0.05;***p<0.01 compared to the same old mice (8 month 
old). 

†
p<0.005 and 

††
p<0.001 compared to the 2-month-old mice.

3) 방사선과 노화에 의한 IgG2a (Th1-type)  IgG1 (Th2-type) 분비 패턴 비교

노령생쥐에서 나타나는 면역 불균형  반응 지표가 방사선 조사로 인해 진되

는지를 in vivo에서 알아보기 해, 단백항원(DNP-KLH)에 감작된 생쥐에서 분비되

는 항체 즉, Th1 세포에 의해 활성화 된 B 세포가 분비하는 IgG2α와 Th2 세포에 

의해 활성화 된 B 세포가 분비하는 IgG1을 측정하 다. 노령생쥐(18개월)는 은생

쥐(2개월)에 비해 IgG2α는 한 감소를 보인데 반해 IgG1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Figure 1.1-13). 하지만, IgG2α에 비해 IgG1의 비율을 본 결과 노령생쥐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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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게 증가하 다. 한편, 방사선 조사생쥐에서 IgG2α의 분비는 같은 개월 정상생

쥐(6개월령)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 으나, IgG1은 같은 개월 정상생쥐(6개월

령)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Figure 1.1-13). 이러한 변화로 IgG2α(Th1-type)

에 비해 IgG1(Th2-type)의 비율은 방사선 조사생쥐에서 비정상 으로 역 되었다 

(p<0.001).

Figure 1.1-13. Comparison of antigen-specific IgG2a and IgG1 production 
patterns between aged and irradiated mice. Mice were immunized 
intraperitoneally with DNP-KLH (100 μg/mouse). The concentrations of 
antigen-specific IgG2a and IgG1 in serum were measured by an indirect ELISA. 
There were fifteen mice in each group. Bars show the means±SD. * 
p<0.05;**p<0.001 compared to the same old mice (8 months old). 

†
p<0.001 

compared to 2-month-old mice

4) 방사선과 노화에 의한 IL-12p70 분비 패턴 변화 비교

Th1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cytokine인 IFN-γ가 노령생쥐와 방사선 조사된 생쥐에

서 공통 으로 감소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노령생쥐의 면역반응은 Th1세

포로 분화를 게 유도함을 보이는 것이다. Th세포가 마지막 면역반응에서 Th1 세

포로 분화하기 해서는 항원제시세포가 분비하는 IL-12p70 (p40+p35 heterodimer; 

bioactive form)을 꼭 필요로 한다(Hsieh et al. 1993; Gately et al. 1998; Gubler et 

al. 1991; Wolf et al. 19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bioacitve form인 IL-12p70을 측정

함과 동시에 total IL-12 (p40 monomer, p40 homodimer, p40+p35 heterodimer)의 

양에 한 IL-12p70의 비율을 함께 계산하 다. 본 결과에서 보듯이, 은생쥐(2개

월)에 비해 노령생쥐(18개월)는 IL-12p70을 히 게 분비하 고, total IL-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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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에는 차이가 있지 않았다(Figure 1.1-14A). 이러한 상으로, 노령생쥐에서는 

total IL-12에 한 IL-12p70의 비율은 은생쥐에 비해 히 낮아졌다(Figure 

1.1-14B). 한편, 방사선 조사생쥐는 같은 월령  정상생쥐에 비해 IL-12p70을 히 

게 분비하 으며, 반면 total IL-12 분비의 양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Figure 1.1-14A). 이러한 상으로, 방사선 조사생쥐에서는 total IL-12에 한 

IL-12p70의 비율은 정상생쥐에 비해 히 낮아졌다(Figure 1.1-14B). 

Figure 1.1-14. Comparison of IL-12p70 secretion patterns between aged and 
irradiated mice. Panel A: Spleen cells (5×10

6
 cells/well) were culttttttwith OVA 

for 18 hours, and the IL-12p70 and total IL-12 (insert) otathe su Srnatant  were
 culttttttwi8 hoursPanel B: To ottaotathe  Srcentages of IL-12p70 otatotal 
IL-12,athe follatotg formula  as used: % of IL-12p70 otatotal IL-12 = (the 
concentration of IL-12p70 /athe concentration total IL-12)×100rs, and the IL-12p70 
and tin each group. Bars show the means±SD. * p<0.001 compared to the same 
old mice (8 months old).

5) 방사선과 노화에 의한 IL-12 receptor와 IL-18 receptor 발  패턴 비교

Th세포가 마지막 면역반응에서 Th1 세포로 분화하기 해서 필요한 요소로 

IL-12p70 (bioactive form) 뿐만 아니라 naive Th 세포에서 발 되어야 하는 IL-12 

receptor와 IL-18 receptor가 있다. IL-12 receptor는 항원제시세포와 NK 세포가 분

비하는 IFN-γ에 의해 발 이 되고, IL-18 receptor는 IL-12 receptor가 발  된 후 

항원제시세포에서 분비되는 IL-12에 의해 발 이 된다(Szabo et al. 1997; Nakanishi 

et al. 2001; Smeltz et al. 2001). 이 두 receptor들이 발 되어야 만 Th1 세포로 분

화가 가능해진다. 본 결과에서 보듯이(Figure 1.1-15), 방사선조사 생쥐는 같은 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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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조군에 비해서 IL-12 receptor β1과 β2의 발 이 유의 으로 감소하 고, 

이는 노령생쥐에서의 발  양상과 비슷했다. 한 IL-18 receptor α와 β의 발 도 

방사선조사 생쥐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 고, 노령생쥐에서도 비슷한 발  양상을 

보 다.

Figure 1.1-15. Comparison of IL-12R and IL-18R expressions between aged and 
irradiated mice. (A) Spleen cells (2.5×10

7
 cells/dish) were cultured with OVA for 

3 day, and the IL-12R and IL-18R expression were measured by RT-PCR. There 
were fifteen mice in each group and the spleens of three mice were pooled. 
Bars show the means±SD of the quintuple experiments. (B) This data showed 
representative data of five bend. *p<0.1;**p<0.05;***p<0.01 compared to the same 
old mice (8 months old).

6) 방사선과 노화에 의한 NK세포 활성 감소 비교

NK 세포는 IL-12 receptor β1 subunit과 β2 subunit을 모두 발 하고 있어 면역

반응 기에 항원제시세포가 분비하는 IL-12p70을 수용하여 IFN-γ를 분비함으로써 

Th1세포의 분화에 요한 역할을 한다(Fehniger et al. 2003). 본 연구 에서는  

연구에서 방사선 조사생쥐에서 Th1/Th2 반응 불균형의 원인으로 NK 세포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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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 었다. 본 실험에서는 노령생쥐와 방사선 조사로 노화를 진시킨 모델

에서 NK 세포의 활성을 비교하 다. 그 결과(Figure 1.1-16), 노령생쥐의 NK 세포 

활성은 은생쥐에 비해 유의 으로 감소하 다. 한 방사선조사 생쥐는 같은 월

령  정상 조군에 비해서 NK 세포 활성이 히 감소하 고, 노령생쥐와 거의 

비슷한 활성을 보 다.      

Figure 1.1-16. Comparison of cytolytic activity of NK cells between aged and 
irradiated mice. There were fifteen mice in each group. Bars show the 
means±SD. * p<0.01 compared to the same old mice (8 months old).

7) 방사선조사  노화(노령) 생쥐의 비교분석을 통한 면역조 기능 지표 선정

본 연구결과들로부터 방사선조사 생쥐와 노령생쥐에서 공통 으로 찰된 

lymphocyte proliferation 감소, NK 세포 활성 감소, IFN-γ 분비 감소, IL-4 분비 증

가, IgG2a 분비 감소, IgG2a/IgG1 비율 감소, Th1 련 면역반응 감소, 수지상세포

의 항원제시능 감소를 지표로 선정하 다 (하지만, 노령 생쥐에서는 T 세포 비율이 

감소한데 비해 방사선조사 생쥐에서는 NK 세포 비율이 히 감소하 음. 한 

노령 생쥐에서는 IgG2a 뿐만 아니라 IgG1 분비도 감소한데 비해 방사선조사 생쥐

에서는 IgG2a는 감소하 으나 IgG1의 생산은 증가함. 이에 한 심층  추가 연구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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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선 용조건에 따른 면역조 기능 지표 비교분석을 통한 방사선 용 

조건 확립  유효 지표 선발

1) 방사선 용조건에 따른 림 구 아군별 분포 비교

앞선 실험결과, 방사선 5Gy를 단회 조사한 생쥐의 비장 내 면역세포비율은 노령

생쥐와 차이가 있었다. 즉, 노령생쥐에서는 흉선의 퇴화로 인해 비장내 T세포의 비

율  수가 감소하 으나 방사선조사 생쥐그룹에서는 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흉

선과 상 없이 분화하는 NK 세포의 비율은 노령생쥐에서는 은생쥐와 차이가 없

었으나, 방사선조사 생쥐그룹에서는 NK 세포 비율이 감소하 다. 본 실험에서는 방

사선에 의한 노화 모델링을 해 최  방사선 용 조건을 설정하고자, 방사선조사

방법을 다양화 하 다. 첫째, 비장내 체 면역세포 수는 방사선을 조건별로 조사한 

모든 그룹에서 같은 월령  조군 그룹(4개월령, 6개월령, 8개월령 생쥐)과 차이가 

없었다(Figure 1.1-17A). 그리고 B 세포 비율 한 조군과 차이가 없었다(Figure 

1.1-17E). 둘째, T 세포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Tc 세포는 5Gy 단회 조사군과 1Gy씩 

5회 분할조사 군에서 조사 후 4개월째에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 으

나, 노령생쥐만큼 감소하진 않았다(Figure 1.1-17C). 다른 조사군에서는 조군과 차

이가 없었다. Th 세포 비율은 방사선을 조건별로 조사한 모든 그룹에서 같은 월령

 조군 그룹(4개월령, 6개월령, 8개월령 생쥐)에 비해 유의 으로 증가하 다

(Figure 1.1-17D). 이러한 결과는 노령생쥐에서 Th 세포 비율이 감소한 결과와는 상

이하 다. 셋째, NK 세포 비율은 방사선을 조건별로 조사한 모든 그룹에서 같은 월

령  조군 그룹(4개월령, 6개월령, 8개월령 생쥐)에 비해 유의 으로 감소하 다

(Figure 1.1-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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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7. Comparison of lymphocyte subpopulations between irradiated 
mice and age-matched control mice. Spleen lymphocytes were stained with 
anti-CD19 mAb, anti-CD4 mAb, anti-CD8 mAb and anti-NK1.1 mAb and were 
analyzed by flow cytometer. There were nine mice in each group. Bars show 
the means±SD. *p<0.05;**p<0.01;***p<0.001 compared to the age-matched control 
mice.

2) 방사선 용조건에 따른 IFN-γ(Th1-type)  IL-4(Th2-type)의 분비 패턴 비교

노화생쥐에서 나타난 면역 불균형  반응이 방사선 조사로 진이 됨을 앞선 실

험에서 확인 하 다. 본 실험에서는 방사선 조사 조건에 따른 면역 불균형  반응

을 조사하 다. 단백항원(OVA)에 감작된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 즉, Th1 

세포에서 분비되는 IFN-γ와 Th2 세포에서 분비되는 IL-4를 측정하여 면역 불균형  

반응을 찰하 다. 그 결과(Figure 1.1-18), 방사선 0.2Gy씩 25회 분할 조사한 그룹

만 제외하고 방사선조사 조건 모든 그룹에서 IFN-γ의 분비가 같은 월령  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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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4개월령, 6개월령, 8개월령 생쥐)에 비해 유의 으로 감소하 다. 반면, IL-4 분

비는 모든 방사선조사 조건으로 조사한 그룹에서 조군 그룹(4개월령, 6개월령, 8

개월령 생쥐)에 비해 유의 으로 증가하 다.

Figure 1.1-18. Comparison of the cytokine production patterns (IFN-γ and IL-4) 
between irradiated mice and age-matched control mice. Spleen cells (5×106 
cells/well) were cultured with OVA for 3 day, and the cytokines in the 
supernatant were measured by ELISA. There were twelve mice in each group. 
Bars show the means±SD. *p<0.05;**p<0.01;***p<0.001 compared to the 
age-matched control mice.

3) 방사선 용조건에 따른 NK 세포 활성 비교

앞선 실험결과,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NK 세포 기능이 감소하 다. 본 실험에서

는 방사선 조사 조건에 따른 NK 세포 활성을 비교하 다. 그 결과(Figure 1.1-19), 

방사선 5Gy로 단회 조사한 그룹에서는 조사 후 2개월, 4개월, 6개월째 모두에서 

조군(4개월령, 6개월령, 8개월령 생쥐)에 비해 유의 으로 감소하 다. 한 1Gy씩 

5회 분할 조사한 그룹과 0.5Gy씩 10회 분할 조사한 그룹도 조사 후 모두에서 조

군에 비해 유의 으로 감소하 다. 단, 방사선 0.2Gy씩 25회 분할 조사한 후 2개월

째에는 조군(4개월령 생쥐)과 비슷하 으나 조사 후 4개월과 6개월 후에는 조

군에 비해 유의 으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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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9. Comparison of cytolytic activities of NK cells between irradiated 
mice and age-matched control mice. There were twelve mice in each group. Bars 
show the means±SD. *p<0.05;**p<0.01;***p<0.001 compared to the age-matched 

control mice.

4) 방사선 용조건에 따른 IL-12p70 분비 비교

노령생쥐에서는 활성화된 항원제시세포가 분비하는 IL-12p70이 감소하 다. 본 

실험에서는 방사선 조사 조건에 따른 IL-12p70 분비를 비교하 다. 우선 IL-12p40 

(total IL-12)은 방사선조사 조건 모든 그룹에서 조군과 차이가 없었다(Figure 

1.1-20). 단, 0.5Gy씩 10회 분할 조사한 후 2개월째에 만 조군(4개월령 생쥐)에 비

해 유의 으로 감소하 다. 방사선 5Gy 단회 조사군과 1Gy씩 5회 분할 조사군에서

는 조사 후 2개월, 4개월, 6개월째 모두에서 조군(4개월령, 6개월령, 8개월령 생

쥐)에 비해 IL-12의 bioactive form인 IL-12p70의 분비량이 유의 으로 감소하 다

(Figure 1.1-20). 그리고 0.5Gy씩 10회 분할 조사군과 0.2Gy씩 25회 분할 조사군에서

는 조사 후 2개월째와 6개월째에 조군에 비해 IL-12p70의 분비량이 유의 으로 

감소하 으나, 조사 후 4개월째에는 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Figure 1.1-20. Comparison of IL-12p70 secretion levels between irradiated mice 
and age-matched control mice. Spleen cells (5×10

6
 cells/well) were cultured with 

OVA for 18 hours, and the IL-12p40 and IL-12p70 in the supernatant were 
measured by ELISA. There were nine mice in each group. Bars show the 
means±SD. *p<0.05;**p<0.01;***p<0.001 compared to the age-matched control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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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 용조건에 따른 IL-12 receptors 발  비교

노령생쥐에서는 활성화된 Th 세포 표면에 발 되는 IL-12 receptors의 발 이 감

소하 다. 본 실험에서는 방사선 조사 조건에 따른 IL-12 receptors의 발 을 비교

하 다. 항원제시세포가 분비하는 IL-12p70이 binding 할 수 있도록 energy를 제공

하는 IL-12 receptor β1 subunit(IL-12Rβ1)은 방사선조사 조건 모든 그룹에서 그리

고 조사 후 2개월, 4개월, 6개월 후 모두에서 발 이 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Figure 1.1-21). 하지만, IL-12p70이 receptor에 binding 후 신호 달을 담당하는 

IL-12 receptor β2 subunit(IL-12Rβ2)은 방사선 5Gy 단회 조사군, 1Gy씩 5회 분할 

조사군 그리고 0.5Gy씩 10회 분할 조사군에서 조군에 비해 발 이 감소하 다. 

단, 0.2Gy씩 25회 분할 조사한 그룹은 조군과 발 에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Figure 1.1-21. Comparison of IL-12 receptor expressions between irradiated mice 
and age-matched control mice. Spleen cells (2.5×107 cells/dish) pooled from three 
mice were cultured with OVA for 3 days, and the IL-12R expression was 
measured by RT-PCR. (Upper) A representative data out of three is shown. 
(Lower) The quantification of target genes was normalized to the reference gene 
β-actin. Bars show the means±SD. *p<0.05;**p<0.01;***p<0.001 compared to the 
age-matched control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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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 용조건에 따른 인산화 된 STAT4, p38과 SOCS3 발  비교

방사선 조사한 생쥐에서 IFN-γ의 분비가 감소한 이유는 항원제시 세포가 분비하

는 IL-12p70가 감소하 고, Th 세포에서는 이를 받는 IL-12 receptor 발 이 감소하

기 때문이었다. 본 실험에서는 IL-12 신호에 의한 IFN-γ 유 자 발 을 해 

transcription factor로서 STAT4(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4)

와 p38의 발 을 비교하 다(Nakahira et al. 2001; Bacon et al. 1995; Jacobson et 

al. 1995). 방사선조사 조건 모든 그룹에서 인산화된 STAT4선조사 조건 조군에 비

해 감소하 다(Figure 1.1-22). 특히, 0.5Gy씩 10회 분할 조사한 그룹과 0.2Gy씩 25

회 분할 조사한 그룹에서는 더욱 그 발 이 감소함을 확인 25회 분었다. 한편, 인

산화된 p38의 발 은 0.5Gy씩 10회 분할 조사한 그룹과 0.2Gy씩 25회 분할 조사한 

그룹에서만건 조군에 비해 감소하 다(Figure 1.1-22). 이 결과는 0.2Gy씩 25회 분할 

조사한 그룹에서 IFN-γ의 분비 감소 결과에 있어 IL-12Rβ2선조사 조건 조군에 비

해  감소하 다던 결과를 보상하는 것이라이 겠다.

다음으로 IL-12-induced STAT4 activation을 억제시키는 인자로 알려진 

SOCS3(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 3)의 발 을 알아보았다 (Yamamoto et al. 

2003). 그 결과(Figure 1.1-22), SOCS3의 발 은 방사선조사 조건 모든 그룹에서 

조군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 하 다. 

Figure 1.1-22. Effect of fractionated IR on the expression levels of 
phosphorylated STAT4 and SOCS3. The spleen lymphocytes (2.5×10

7
 cells/dish) 

pooled from 3 mice were cultured with OVA for 3 days. Immunoblot showing 
STAT4 and SOCS3 in total protein extracts from cultured spleen lymph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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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역조 기능 퇴행 유효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검토

모든 방사선 용 조건에서 NK 세포 활성 감소, IFN-γ 분비 감소, IL-4 분비 증

가, Th1 련 면역반응 감소, IL-12p70 분비 감소, IL-12와 IL-18 수용체 발  감소, 

P-STAT4 발  감소 상이 공통 으로 나타나 노화(노령)와 비슷한 상을 보임을 

확인하 다. 하지만, 모든 방사선 용 조건에서 T 세포 비율의 감소는 없이 NK 세

포 비율만이 감소하여 자연 노화와는 일부분 차이 을 보 다.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상기 지표들의 차이 은 찰되지 않았으나, 노화 모델링 방사선 용 조건으

로서는 0.5Gy×10회 는 0.2Gy×25회 분할조건이 더 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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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화  손상 련 생 체 퇴 행  노 화  분석지표 선 발   방 사 선 용 조 건 

정 립

본 연구에서는 생쥐 섬유아세포 (Balb/3T3), 인간 폐 섬유아세포 (IMR-90, human 

lung fibroblast) 등의 세포모델과, C57BL/6 생쥐의 조직에서 방사선 조사  노화(노

령)에 따른 산화  손상 지표의 변화를 확인하고, 다양한 방사선조사 조건에서 지표변

화를 비교검증함으로써 생체 노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산화  손상 련 

생체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 최 의 방사선 조사조건을 확립하고자 하 다. 한 뇌조직

의 생체노화 지표로 산화  손상과 련하여 뇌조직내 항산화능과 한 인자로 표

항산화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 (SOD)의 활성을 측정하고, 표  지질과산화물인 

malondialdehyde (MDA)의 함량변화를 찰하여 두 지표의 노화에 따른 변화  방사

선조사에 의한 가속화 상의 발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 다.

가. 산화 손상 생체노화 지표에 한 방사선  노화(노령)의 향

1) Balb/3T3 세포에서 방사선조사에 의한 ROS 증가

Balb/3T3 세포주에 방사선을 1~8Gy 선량으로 조사한 후, 각 1, 2, 3, 10일 후에 

세포를 수거하여 ROS를 측정할 수 있는 DCF-DA 시약을 이용하여 세포내 총 ROS

를 측정하 다. 그 결과, 방사선 선량에 따라 세포내 ROS 가 증가하는 것이 찰되

었다. 이러한 세포내 ROS 증가는 방사선 조사 후 3일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 후 10일까지 유지됨을 확인하 다(Fig. 1.2-1).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하되면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urrens, 2003). Balb/3T3 mouse fibroblast 세포주에서 방사선을 조사한 후, 세포

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분리하여 DCF-DA를 이용하여 미토콘드리아내 ROS를 측정

한 결과, 방사선 선량에 따라 미토콘드리아내 ROS가 증가하 으며, 이러한 증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 으나 방사선 조사 후 3일째까지 조군에 비해 높게 

유지되었다(Fig.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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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1. Effect of ionizing radiation on ROS level in Balb/3T3 cells. The 

intracellular ROS level was detected using the DCF-DA. The cells were seeded 

at 3×10
5 

cells/plate and 24hr later they were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at 1, 

2, 4, 8 Gy and incubated at 37℃ for (a) 24hr, (b) 24hr, 48hr and 72hr and (c) 

10 days. After treatment of DCF-DA solution (20 μM) for 60min, the mean 

fluorescence was measured by a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 at 485/535nm. 

Results represent the combined mean ±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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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2. Effect of ionizing radiation on ROS level in mitochondria of 

Balb/3T3 cells.  The ROS level of mitochondria was detected using the DCF-DA. 

The cells were seeded at 7×105 cells/plate and 24hr later they were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at 1, 2, 4, 8 Gy and incubated at 37℃ for (a) 24hr, (b) 24hr, 

48hr and 72hr and (c) 10 days. Mitochondria isolation form Balb/3T3 cells was 

used isotonic homogenization buffer and Dounce homogenizer. After treatment 

of DCF-DA solution (10 μM) for 60min, the mean fluorescence was measured by 

a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 at 485/535nm. Results represent the combined 

mean ±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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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R-90 세포에서 방사선조사에 의한 ROS 증가

방사선에 의한 산화  손상 지표, ROS 발생을 확인하기 하여, 정상세포주인 

인간폐섬유아세포(IMR-90)를 사용하 다. IMR-90 세포는 immortalized 되지 않은 

정상세포주이기 때문에 세포분열 횟수가 증가할수록, 즉 PD (population double) 

번호가 커질수록 노화가 진행된다. 일반 으로 PD 40번 이하의 세포를 노화가 진

행되지 않은 은 세포이며, PD 55번 이상에서는 세포분열 속도가 뚜렷이 느려지

고 세포형태면에서도 바닥에 착되어 크기가 커지고 잔가지 모양이 많이 생기는 

등 뚜렷한 세포노화가 찰된다. 

본 실험에서는 은세포(PD39)에 방사선을 1~8Gy 선량으로 조사한 후에, 노령 

세포(PD55)에서의 ROS 발생과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 은 세포에 비해 노령 세

포에서는 ROS가 2배 이상 증가하 으며, 방사선을 1~8Gy 선량으로 조사하고 24시

간과 48시간에, 방사선 선량에 따라 ROS가 증가함을 확인하 다(Fig. 1.2-3).

노화된 세포에서 축 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 ROS는 정상 인간 

폐 섬유아세포 IMR-90의 노화가 진행된 실험군(population doubling 55)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 고, 이와 비교하여 방사선을 조사한 Balb/3T3와 IMR-90 세포주의 

실험군에서도 방사선의 선량에 의존 으로 ROS가 증가하 다. 이는 방사선을 이용

한 노화모델 확립에 ROS가 산화  손상 지표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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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3. Effect of ionizing radiation on ROS level in IMR-90 cells. The 

intracellular ROS level was detected using the DCF-DA. The cells were seeded 

at 5×10
4 

cells/plate and 24hr later they were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at 1, 

2, 4, 8 Gy and incubated at 37℃ for (a) 24hr and (b) 48hr. After treatment of 

DCF-DA solution (20 μM) for 30min, the mean fluorescence was measured by a 

flow cytometer. The population doubling (PD) number of cells for radiation 

groups was PD 39, and that of old group was PD 55. Results represent the 

combined mean ±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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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R-90 세포에서 방사선조사에 의한 mtDNA deletion 증가

여러 종류의 세포에서 세포의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mtDNA deletion이 증가한

다고 보고된 바 있다(Lu et al., 1994).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방사선조사에 의해 

자연노화와 유사한 mtDNA deletion이 증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실험에서

는 인간 폐섬유아세포주인 IMR-90를 이용하여 mtDNA 내 4977bp common 

deletion의 발생을 nested PCR 방법으로 측정하 다. 그 결과, 은 IMR-90 세포주

에 4～16Gy의 방사선을 조사하 을 때 세포내 mtDNA deletion이 선량에 따라 증

가하는 것이 찰되었다(Fig. 1.2-4). 이와 함께 정상 은 세포(PD 39)와 노령 세포

(PD55)의 mtDNA deletion을 비교하 을 때, 노령 세포에서 mtDNA deletion이 크

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Fig. 1.2-4).

본 실험에서 노화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축 되는 것으로 알려진 mtDNA 

deletion은 노령의 IMR-90 세포에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 고, 이와 유사하게 

방사선을 조사한 실험군에서도 방사선 선량에 의존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mtDNA deletion이 방사선에 의한 세포 노화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mtDNA
4977bp deletion

Y    O
IR dose (Gy)

0     4      8     16

Figure 1.2-4. Effect of ionizing radiation on mitochondrial DNA deletion in 

IMR-90 cells. The mtDNA deletion was detected using nested PCR assay. The 

cells were seeded at 5×105 cells/plate and, 24hr later, the cells were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at 4, 8, 16 Gy and incubated at 37℃ for 72hr. The total DNA 

was isolated from the cells and PCR was performed as nested-PCR method. The 

mtDNA deletion was detected by 404bp product. The population doubling (PD) 

number of cells for radiation groups was PD 39, and that of old group was PD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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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용조건에 따른 산화 손상 비교분석을 통한 방사선 용 조건 

확립  유효 지표 선발

1) 방사선조사  노령에 의한 생쥐 조직내 mtDNA deletion 증가

여러 노령 동물모델에서 각 장기의 조직에 mtDNA deletion이 발생한다고 알려

져 있다. 본 실험에서도 2개월령 생쥐에 비해 20개월령 생쥐의 폐, 신장, 간에서 

mtDNA deletion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을 찰하 다(Fig. 1.2-5). 특히, 2개

월령 생쥐에 방사선을 4Gy 조사하고 6개월이 경과한 생쥐의 각 조직에서 mtDNA 

deletion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하 다(Fig. 1.2-5). 이러한 결과는 IMR-90 등 배양세

포모델 뿐 아니라, 동물(생쥐) 조직내에서도 방사선에 의한 mtDNA deletion이 증

가하며 노령에 따른 mtDNA deletion 증가와 유사한 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은 생체조직의 노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mtDNA deletion은 이러한 

방사선  노령에 의한 생체조직 노화 유발의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

다.

2)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조직별 mtDNA deletion 증가 분석

동물 조직의 노화 유발을 한 최  방사선 용 조건을 확립하기 해, 2개월

령의 생쥐에 단일조사 (5Gy×1회) 는 3가지 조건으로 분할조사(1Gy×5회, 

0.5Gy×10회, 0.25Gy×25회)를 시행한 후, 조사후 각 2개월, 4개월, 6개월 경과시 에 

생쥐로부터 lung, kidney, liver 조직을 출하여 mtDNA deletion의 발생을 분석하

다. 그 결과, 2개월, 4개월, 6개월째 모두 조군에 비해 방사선 조사군에서 

mtDNA deletion이 증가함을 찰하 다(Fig. 1.2-6). 특히, 방사선을 단일 조사한 그

룹에 비해 분할조사한 그룹에서 더 높은 mtDNA deletion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1.2-6). 방사선조사후 6개월 경과시 에서 비교하 을 때, kidney  liver

에서는 단일조사 그룹에 비해 모든 분할조사 그룹에서 비슷하게 높은 mtDNA 

deletion이 찰되었으며, lung의 경우에서는 5회 분할  25회 분할조사 그룹에서 

뚜렷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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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5. Effect of ionizing radiation on mitochondrial DNA deletion in lung, 

kidney and liver of C57BL/6 mice. The mtDNA deletion was detected using 

nested PCR assay. The mice were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at 8 Gy in 2 

months old and, 6 months later,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total DNA was 

isolated from lung, kidney and liver and PCR was performed as nested-PCR 

method. The mtDNA deletion was detected by 748bp product.(lane1 : marker, 

lane2 : 2 months old, lane3 : 8 months old, lane4 : 8 months old mice, exposed 

8Gy, lane5 : 20 month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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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6. Effect of fractionated-ionizing radiation on mitochondrial DNA 

deletion in lung, kidney and liver of C57Bl/6 mice. The mtDNA deletion was 

detected using nested PCR assay. The mice were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at 0.2Gy×25time, 0.5Gy×10time, 1Gy×5time and 5Gy×1time in 2 months old and, 

2~6 months later,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total DNA was isolated from 

lung, kidney and liver and PCR was performed as nested-PCR method. The 

mtDNA deletion was detected by 748bp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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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령에 의한 생쥐 뇌조직내 SOD 활성감소  MDA 함량 증가

자연 노화에 따른 뇌조직내 SOD 활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2개월령 

Young 조군과 24개월령 Old 비교군의 뇌조직으로부터 얻은 SOD활성을 비교한 

결과를 Fig. 1.2-7에 나타냈다. 24개월령 생쥐의 뇌조직에서는 2개월령 생쥐의 뇌조

직에서에 비하여 SOD 활성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12.2±1.4 vs 10.5±2.0 U/mg 

protein, p<0.05).

한편, 자연 노화에 따른 뇌조직내 MDA 함량의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실시한 

2개월령 Young 조군과 24개월령 Old 비교군의 뇌조직으로부터 얻은 MDA 함량

을 비교한 결과는 Fig. 1.2-8에 나타내었다. 24개월령 생쥐의 뇌조직에서 는 2개월령 

생쥐의 뇌조직에 비하여 MDA 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1.7±0.3 vs 2.3±0.4 

nmol/mg protein, p<0.05). 

4)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생쥐 뇌조직의 SOD 활성  MDA 함량 분석

방사선단일조사  분할조사가 뇌조직에서 SOD 활성 감소  MDA 함량 증가 

등 뇌노화 련 지표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조군  방사선 

단일조사(5Gy×1회) 는 분할조사(1Gy×5회, 0.5Gy×10회, 0.2Gy×25회)군에서 방사선

조사한 후 2개월, 4개월, 6개월 경과시 에 생쥐 뇌조직의 SOD 활성  MDA 함량

을 측정하 다.

그 결과, 뇌조직의 SOD 활성은 방사선 단일조사  분할조사에 의해 유의한 변

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Fig. 1.2-9), 이와 마찬가지로 뇌조직내 MDA 함량도 유의

한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 (Fig. 1.2-10).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령 생쥐에서

는 은 생쥐에 비해 유의한 SOD의 활성감소  MDA 함량 증가 찰된 바 있어, 

본 실험에서 용한 방사선조사 조건에서는 뇌조직의 노화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산화  손상 련 유효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검토

세포모델에서는 방사선  노화(노령)에 의해 ROS  mtDNA deletion이 증가

하 으며 생쥐모델에서는 mtDNA deletion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이를 바탕으로 

산화 손상 련 유효지표로서 노화(노령)  방사선 용조건별 비교에서 공통 으

로 찰된 조직내 mtDNA deletion을 선발하 다. mtDNA deletion은 기존에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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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노화에 따라 찰되는 표 인 지표로 정립되어 있는바 본 연구를 통하

여 방사선  노화(노령)에 따라 공통 으로 나타남을 재확인하여 방사선에 의해 

조직의 노화가 일어남을 보여주었다. 한편, 방사선 용 조건별 결과를 검토한 결과, 

mtDNA deletion은 단일조사 그룹에 비해 모든 분할조사 그룹(1Gyx5회, 0.5Gyx10

회, 0.2Gyx25)에서 뚜렷히 높게 찰되었으며, 분할조사 그룹간 비교에서는 1Gyx5

회  0.2Gyx25회 분할조사 그룹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경과기간별 분석에서는 조

사후 2개월 경과시 부터 mtDNA deletion 증가가 찰되었으나, 조사후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가장 뚜렷한 증가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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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7. The Superoxide dismutase (SOD) activity in the brain of the old 

mic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young mice. The brain samples from 

2-month-old and 22-month-old C57BL/6 mice was used as young and old group, 

respectively. The supernatant of the centrifuged brain homogenate was used for 

SOD activity determined by measuring of inhibition of xanthine oxidation using 

water-soluble tetrazolium salt (WST-1). The protein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by BCA protein quantification method. Data show the mean±SD of 14 

mic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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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8. The Malondialdehyde (MDA) amount in the brain of the old mic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young mice. The brain samples from 

2-month-old and 22-month-old C57BL/6 mice was used as young and old group, 

respectively. The brain homogenate was used for MDA quantification determined 

by reating with thiobarbituric acid (detected at 532 nm). The protein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by BCA protein quantification method. Data show 

the mean±SD of 14 mic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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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9. Effect of the ionizing radiation (single and fractionated irradiations) 

on Superoxide dismutase (SOD) activity in the mouse brain at 2, 4, 6 months 

after irradiation. The 2-month-old C57BL/6 mice were randomly divided into a 

control group, and 4 irradiation groups (5Gy*1 group, 1Gy*5 group, 0.5Gy*10 

group, 0.2Gy*25 group). The mice were given whole-body irradiation with γ

-rays from a 157Cs source at a single (5Gy) dose or fractionated 

(1Gy/week, twice 0.5Gy/week, five times 0.2Gy/week for 5 weeks) doses. 

At 2, 4, or 6 months after irradiation, the mice were euthanized and the 

brain sample was prepared. The supernatant of the centrifuged brain 

homogenate was used for SOD activity determined by measuring of inhibition of 

xanthine oxidation using water-soluble tetrazolium salt (WST-1). Data show the 

mean±SD of 12 mic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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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10. Effect of the ionizing radiation (single and fractionated irradiations) 

on Malondialdehyde (MDA) amount in the mouse brain at 2, 4, 6 months after 

irradiation. The 2-month-old C57BL/6 mice were randomly divided into a 

control group, and 4 irradiation groups (5Gy*1 group, 1Gy*5 group, 0.5Gy*10 

group, 0.2Gy*25 group). The mice were given whole-body irradiation with γ

-rays from a 
157Cs source at a single (5Gy) dose or fractionated 

(1Gy/week, twice 0.5Gy/week, five times 0.2Gy/week for 5 weeks) doses. 

At 2, 4, or 6 months after irradiation, the mice were euthanized and the 

brain sample was prepared. The brain homogenate was used for MDA 

quantification determined by reating with thiobarbituric acid (detected at 532 

nm). Data show the mean±SD of 12 mic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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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자 생 물 학  생 체 퇴 행  노 화  분석지표 선 발   방 사 선 용 조 건 정 립

기존 보고에서 세포  동물의 노화와 연 된 것으로 알려진 신호 달 단백질인 

FOXO3a, p21, IGF-1R, p38, p65 등의 유 자/단백질들의 발 에 한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의 향을 규명하고 방사선 용 조건을 설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범 를 

설정하여 수행하 다. 즉, 세포주  생쥐에서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에 의한 분자생

물학  단백질/유 자 발  변화 규명하 으며, 방사선 용 조건(단일/분할조사  조

사후 경과기간)에 따른 분자생물학  지표 비교분석을 통하여 방사선 용 조건을 확립

하고 유효 지표를 선발하고자 하 다.

가. 생쥐 배아섬유아세포(MEF)에서 분자생물학  노화 지표에 한 방사선에 

향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 IR)은 암세포주에서 세포노화(accelerated 는 

premature senescence)를 유발한다고 보고되어 있다(Choi 등, 2006; Gadbois 등, 1996). 

본 연구에서는 이온화 방사선(감마선)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노화에 있어서 IGF-1  

p38 신호 달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 으며, 다양한 세포주  생쥐의 생체내 조직에

서 감마선에 의한 IGF-1 련 유 자들의 변화를 찰함으로써 감마선에 의한 세포성장

억제/노화 등 생체반응에서 IGF-1 신호 달의 련성과 그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C57BL/6 생쥐의 배아로부터 분리한 primary cell인 MEF (mouse 

embryonic fibroblast) 세포를 사용하 다. MEF 세포는 수명이 짧은 생쥐의 primary 

cell로서, 50회 이상 분열 후 세포노화가 일어나는 인간세포에 비해 8번 정도의 은 횟

수의 분열을 거친 후 세포노화가 일어나므로 단시간내에 세포노화 상 연구가 가능하

여 본 실험에 사용하 다.

1) 자연 인 세포노화에서 IGF-1  p38 신호 달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young (PD1, population doubling 1)과 old (PD8, population 

doubling 8) 생쥐 배아섬유아세포(MEF)를 이용하여 세포노화와 련성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된 IGF-1/IGF-1R/FOXO3a와 p38 신호 달 련 단백질의 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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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분석하여, 세포의 자연 인 노화(senescence)에 의한 신호 달 변화를 분석하

다. 본 실험에서 young MEF 세포로는 C57BL/6 생쥐의 배아에서 분리후 1회 분

열한 세포(PD1)을 사용하 으며, young MEF 세포의 지속 인 배양을 통하여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세포의 모양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 인 PD8에 MEF를 수거하

여 old MEF 세포로 사용하 다.

먼  young과 old MEF 세포의 형태학 인 찰을 수행한 결과, old (PD8) 

MEF 세포는 young (PD1) MEF 세포에 비해 세포질이 커졌으며 세포 모양이 늘어

진 형태를 보이는 등 세포노화의 형 인 형태  특성을 나타내었다(Fig. 1.3-1). 

다음으로 이러한 노화된 세포에서 IGF-1  p38 련 유 자의 mRNA  단백질 

발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찰하 다. Young (PD1)에 비하여 old (PD8) MEF 세

포에서는 IGF-1 신호 달에 련된 IGF-1, IGF-1R, IGF-BP5의 mRNA 발 이 감소

하 으며, FOXO3a 신호 달에 련된 p27과 MnSOD의 mRNA 발 이 감소하

다. 한 phosphorylated FOXO3a의 단백질 양은 노화된 세포에서 감소하 다. 노

화와 련된 유 자인 p21 (CDK inhibitor)의 단백질의 발 은 old (PD8) MEF 세

포에서 증가하 고, phosphorylated p38 단백질 양이 증가되어 p38 신호 달이 활

성화 됨을 찰하 다. RT-PCR에 의한 mRNA 발  결과와는 달리 IGF-1R의 단백

질의 양은 young  old MEF 세포에서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Fig.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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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1. The morphological change and the expressions of IGF-1/IGF-1Rand 

p38 signaling molecules in young (PD1) and old (PD8) MEFs. (A) The 

morphological change was observed between passage 1 or 8 MEFs. (B) The 

mRNA expressions of IGF-1, MnSOD, and β-actin were measured by RT-PCR in 

young (PD1) and old (PD8) MEFs. (C) The protein expressions of IGF-1R, 

p-FOXO3a, p-p38, p21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in young (PD1) and 

old (PD8) MEFs.

2) 감마선에 의한 세포노화에서 IGF-1  p38 신호 달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young (PD2) MEF 세포에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  

IGF-1/IGF-1R/FOXO3a와 p38 신호 달 련 단백질의 발   활성화를 분석하여, 

세포가 감마선에 노출되었을 때 노화(senescence) 련 신호 달의 변화를 분석하

다. Young (PD2) MEF 세포에 감마선을 10Gy 는 20Gy를 조사한 후 3일 는 5

일째 세포 모양의 변화  IGF-1/IGF-1R/FOXO3a과 p38 신호 달 련 유 자의 

mRNA 발 , 단백질 발   활성화를 찰하 다. 먼  Young  (PD2) MEF 세포

에 감마선을 조사하고 3일 는 5일 후에 세포형태와 세포 성장율을 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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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이 조사된 세포에서는 자연노화 (Fig. 1.3-1)와 유사한 늘어진 형태의 세포 모

양변화를 찰할 수 있었으며(Fig. 1.3-2A), 세포성장도 억제됨을 확인하 다(Fig. 

1.3-2B).

Figure 1.3-2. Ionizing radiation-induced senescence like-cell morphology and 

growth arrest. MEFs were unexposed or exposed to 10Gy or 20Gy of γ-rays. 

After 3days or 5days of irradiation, the morphological change of cells was 

observed (A) and cell growth was examined by CCK-8 cell counting kit (B).

다음으로 MEF 세포에서 감마선에 의한 IGF-1  p38 신호 달 련 유 자의 

mRNA  단백질의 발  변화를 찰하 다. Young MEF 세포에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 IGF-1 신호 달에 련된, IGF-1, IGF-BP5의 mRNA 발 이 감소하 으며, 

IGF-1 신호 달의 down stream target인 FOXO3a phosphorylation  p27과 

MnSOD의 mRNA 발 이 감소되어 old MEF 세포와 비슷한 발  변화가 찰되었

다(Fig. 1.3-3). 한 cell cycle arrest를 유발하는 p21 (CDK inhibitor) 단백질 발

도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증가하 으며 세포내 스트 스 반응 련 단백질인 p38의 

phosphorylation 한 증가하는 것이 찰되어 자연노화된 MEF 세포와 유사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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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나타내었다(Fig. 1.3-3).

Figure 1.3-3. The expressions of IGF-1/IGF-1R and p38 signaling molecules in 

irradiated MEFs. MEFs were unexposed or exposed to 10Gy or 20Gy of γ-rays. 

After 3days or 5days of irradiation, the mRNA expressions of IGF-1, MnSOD, 

and the protein expressionsof IGF-1R, p-FOXO3a, p-p38, and p21 were examined 

by RT-PCR (A) or western blotting (B).

3) IGF-1R 억제를 통한 감마선 세포반응에서 IGF-1 신호 달의 역할 연구

본 연구에서는 IGF-1R의 활성 억제제인 AG1024를 처리하여 IGF-1 신호 달을 

억제시킨 후 MEF 세포에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 나타나는 세포 반응을 찰함으

로써, 감마선에 한 MEF의 세포 반응에서 IGF-1 신호 달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 다.

Young (PD2) MEF 세포에 IGF-1R 해제 (AG1024)를 1시간 먼  처리한 후 감

마선을 10Gy 조사하 다. 감마선 조사 3일 는 5일 후 세포 morphology 변화와 

IGF-1/IGF-1R/FOXO3a와 p38 신호 달 유 자 발   활성화를 찰하 다. 먼  

감마선 조사에 의한 MEF 세포의 morphology 변화와 세포 성장억제에 해 

AG1024 처리에 의한 효과를 찰한 결과, AG1024 처리는 감마선에 의해 유발된 

senescence 유사 morphology 변화와 세포 성장억제에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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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4. Effect of AG1024 treatment on cell morphological changes and cell 

growth in irradiated MEFs. MEFs were pretreated with AG1024 (10 μM) 1hr 

before ionizing radiation (10Gy). After incubation for 3days or 5days, the 

morphological change of cells was observed by microscope (A) and the cell 

growth was measured by WST-8. IR, ionizing radiation (10Gy); AG, AG1024 (10 

μM).

다음으로, 감마선에 의한 IGF-1  p38 신호 달 단백질 변화에 한 AG1024의 

향을 찰하 다. 그 결과, 감마선에 의해 감소되는 IGF-1, IGF-1R, IGF-BP5의 경

우 AG1024 처리에 의해 큰 향이 없었으나(단, 감마선 조사후 5일째에 IGF-1R의 

발 이 AG1024에 의해 회복됨), IGF-1의 down stream target인 p27과 MnSOD의 

mRNA 발 은 AG1024에 의해 회복되는 것을 찰하 다(Fig. 1.3-5). 반면, 감마선

에 의해 증가된 phosphorylated p38  p21 단백질은 AG1024 처리에 의해 큰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찰되었다(Fig.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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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5.  Effect of AG1024 treatment on IGF-1/IGF-1R and p38 signaling in 

irradiated MEFs. MEFs were pretreated with AG1024 (10 μM) 1hr before ionizing 

radiation (10Gy). After incubation for 3days or 5days, the protein and mRNA 

expressions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and RT-PCR. IR, ionizing 

radiation (10Gy); AG, AG1024 (10 μM).

4) IGF-1 활성화를 통한 감마선 세포반응에서 IGF-1 신호 달의 역할 연구

본 연구에서는 IGF-1 단백질을 세포에 직  처리하여 IGF-1 신호 달을 활성화

시킨 후 MEF 세포에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 나타나는 세포 반응을 찰함으로써, 

감마선에 한 MEF의 세포 반응에서 IGF-1 신호 달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 다. 

Young (PD2) MEF 세포에 IGF-1 단백질을 1시간 먼  처리한 후 감마선을 10Gy 

조사하 다. 감마선 조사 3일 는 5일 후 세포 morphology 변화와 

IGF-1/IGF-1R/FOXO3a와 p38 신호 달 유 자 발   활성화를 찰하 다.

감마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morphology 변화와 성장 억제는 IGF-1를 처리하

을 때 증가되는 경향이 찰되었다(Fig. 1.3-6). 한편, 감마선에 의해 감소되는 

IGF-1R, IGF-BP5의 경우 IGF-1 처리에 의해 일부 회복이 찰되었으나, IGF-1의 

down stream target인 MnSOD의 mRNA 발 은 IGF-1 처리에 의해 더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Fig. 1.3-7). 감마선에 의해 증가된 phosphorylated p38  p21 단백질은 

IGF-1 처리에 증가폭이 확 되었다(Fig.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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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6.  Effect of IGF-1 treatment on morphological changes and cell 

growth in irradiated MEFs. MEFs were pretreated with IGF-1 (10 nM) 1hr before 

ionizing radiation (10Gy). After incubation for 3days or 5days, the morphological 

change of cells was observed (A) and the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WST-8 

(B). IR, ionizing radiation (10Gy); IGF, IGF-1 (10 nM).

Figure 1.3-7.  Effect of IGF-1 treatment on IGF-1/IGF-1R and p38 signaling in 

irradiated MEFs. MEFs were pretreated with IGF-1 (10 nM) 1hr before ionizing 

radiation (10Gy). After incubation for 3days or 5days, the protein and mRNA 

expressions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and RT-PCR. IR, ionizing 

radiation (10Gy); IGF, IGF-1 (1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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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38 억제제를 이용한 감마선 세포반응에서 p38 신호 달의 역할 연구

Young (PD2) MEF 세포와 비교하여 old (PD8) MEF 세포에서는 p38 단백질의 

phosphorylation이 증가하 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도 p38 단백질의 

phosphorylation이 증가하 다. 따라서 감마선에 의한 세포노화에서 p38 신호 달

의 역할을 규명하기 하여 p38 해제(SB203580)를 1시간 먼  처리하여 p38 신호

달을 해시킨 후 감마선을 조사한 후의 세포반응의 변화를 찰하 다.

먼  MEF 세포의 morphology와 세포성장을 찰한 결과, 감마선에 의해 유도

되는 세포 morphology 변화와 세포 성장억제는 p38 MAP kinase의 억제제

(SB203580) 처리에 의해 억제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3-8).

Figure 1.3-8. Effect of SB203580 on morphological changes and cell growth in 

irradiated MEFs. MEFs were pretreated with SB203580 (10 μM) 1hr before 

ionizing radiation (10Gy). After incubation for 3days or 5days, the onizing radiat

ion (10Gy). After incubation for 3days or 5daygrowth was measured by WST-8 

(B). IR, ionizing radiation (10Gy); SB, SB203580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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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감마선에 의해 감소되는 IGF-I, IGF-1R, IGF-BP5, MnSOD의 mRNA 발

을 살펴본 결과, p38 억제제(SB203580) 처리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1.3-9). 

그러나 감마선에 의해 증가되는 p38의 phosphorylation과 p21 단백질의 발 은 p38 억

제제(SB203580)에 의해 크게 감소되는 것을 찰하 다(Fig. 1.3-9). 반면, 감마선에 의해 

감소되는 FOXO3a의 phosphorylation은 p38 억제제에 의해 더욱 크게 감소하 다. 이

러한 결과는 p38 신호 달의 억제는 IGF-1, IGF-1R, IGF-BP5, MnSOD mRNA 발  등 

IGF-1 신호 달에는 향을 주지 않았으나 감마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노화는 억제하

는 것을 보여주어, 감마선에 의한 노화 등의 세포 반응에 있어서 IGF-1 보다는 p38 신

호 달의 역할이 매우 요함을 시사하 다.

Figure 1.3-9. Effect of SB203580 on IGF-1/IGF-1R and p38 signaling in irradiated 

MEFs. MEFs were pretreated with SB203580 (10 μM) 1hr before ionizing 

radiation (10Gy). After incubation for 3days or 5days, the protein and mRNA 

expressions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and RT-PCR. IR, ionizing 

radiation (10Gy); SB, SB203580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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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에 의한 IGF-1  련 신호 달 단백질의 향 고찰

정상 세포인 생쥐 배아섬유아세포(MEF)에서 노화와 련된 것으로 보고된 분자생물

학  지표인 IGF-1 신호 달의 역할을 상세 규명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MEF 세

포에서 감마선 조사후 p21의 발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EF 세포에서는 감

마선 조사 후 세포성장 억제와 노화와 유사한 세포형태 변화가 찰되어 기존의 연구

에서 이온화 방사선이 p53과 p21 발 을 통해 cell cycle arrest를 유발한다는 보고와 일

치하 다.

MEF 세포에 IGF-1R의 해제인 AG1024를 처리하 을 때, 감마선에 의해 유발되는 

p38 phosphorylation과 MnSOD 발 감소가 일부 경감되는 것을 확인하 으나 증가된 

p21  세포형태 변화는 향을 주지 못하 다. 한 IGF-1 처리에 의한 IGF-1 신호

달을 활성화시켰을 경우, 감마선에 의한 p38 phosphorylation  p21 증가, MnSOD 발

 감소 등을 증 시켰으나 세포형태는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MEF 세포에서 감마선에 의한 세포노화 등의 반응에 있어서 IGF-1/IGF-1R 신호 달이 

일부 여하지만 필수 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단된다. 

반면, 감마선을 조사한 MEF 세포에서는 p38 MAP kinase의 phosphorylation이 증가

하 으며, p38의 해제인 SB203580을 처리하 을 때 감마선에 의한 세포형태 변화, 

p38 phosphorylation 증가, p21 발  증가 등이 억제되는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마

선에 의한 세포 노화 등의 반응에 있어서 p38이 필수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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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간섬유아세포(IMR-90)에서 분자생물학  노화 지표에 한 방사선의 향

정상 세포인 인간섬유아세포(human lung fibroblast)인 IMR-90를 이용하여, 방사선

이 분자생물학  생체노화 지표 발 에 미치는 향과, 방사선의 분할조사 조건별 지표

의 향을 비교분석하여 최  방사선 용조건을 정립하고자 하 다.

1) 노화(노령) 세포에서 분자생물학  지표 변화

IMR90 (Human lung fibroblast) cell에서 자연 인 세포노화(노령)에 따른 노화

상 검증  노화지표 변화 찰을 하여 다양한 분열횟수(PD)의 IMR-90 세포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즉, PD가 37(young), 40, 43, 46, 49, 52, 55(old)인 세포를 

사용하여 cellular senescence marker인 SA-β gal staining을 수행하여 염색된 세포

의 변화와, 세포주기를 FACS (fluorescent activated cell sorter)을 이용하여 찰하

고, western을 수행하여 각 노화 련 지표 단백질의 발 을 찰하 다.

먼  각 PD별 세포주기를 비교한 결과 PD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분열  성장

기에 해당하는 S, G2/M기의 세포수가 어들었다(Fig. 1.3-10). 반면 apoptosis가 진

행된 세포인 sub G1 세포수가 증가하 으며, G1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노화

상에서 볼 수 있는 G1기 arrest가 일어남을 확인하 다(Fig. 1.3-10).

다음으로 세포분열에 의한 자연  노화가 유발된 IMR-90 세포에서 표 인 노

화 지표인 SA-β-gal staining을 수행하 으며, 세포  동물모델에서 노화와 련된 

것으로 보고된 단백질(IGF-1R, FOXO3a, p65, p38, p21)의 발  는 활성화(인산화) 

여부를 찰하 다. 먼  각 PD별 SA-β-gal 염색된 세포수의 변화를 찰한 결과, 

PD의 증가에 따라 염색된 세포의 수가 증가됨을 확인 하 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

인 노화에 의해 cellular senescence된 cell의 수가 증가함을 나타내어 기존의 보

고와 동일함을 나타낸다 (Severino et al., 2000; Yang and Hu, 2004). 한편, 각 PD

별 노화와 연 된 분자생물학  지표 단백질 양을 비교하 을 때 세포노화와 련

된 단백질인 IGF-1R, phosphorylated-FOXO, phosphorylated-p65, p21, 

phosphorylated-p38이 PD가 증가함에 따라 발 이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IMR-90세포의 노화와 연 되어 SA-β-gal 염색과 IGF-1R, phosphorylated-FOXO, 

phosphorylated-p65, p21, phosphorylated-p38 단백질 양의 변화가 찰되었으며, 

이들은 세포 노화를 평가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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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10. Cell cycle analysis of IMR-90 cells at various PD numbers. PD 

(population dou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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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11. Increased SA-β-gal positive cells and the alteration of protein 

levels associated with cellular senescence in IMR-90 cells with higher PD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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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조사  화학물질(H2O2)에 의한 세포노화 유발

가) 세포노화(노령)과 방사선에 의한 SA-β-gal 양성세포 증가 효과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상 인 노화(노령) IMR-90 세포에서 SA-β-gal 양성

세포가 증가됨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방사선조사에 의해서도 유사한 세포노화 

상이 유발하는지 찰하고자 은 IMR-90 세포 (PD35)에 방사선을 조사한 후 

SA-β-gal 염색세포를 찰하 다. 그 결과, 은 세포에 비해 4Gy 방사선을 조사한 

세포에서 SA-β-gal staining 양성 세포가 증가함을 확인하 으며, 노령세포 (PD56)

에서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재 찰하 다 (Fig. 1.3-12).

 

Figure 1.3-12. Increase of SA-β-gal positive cells in old cells and irradiated cells.

나) 방사선  과산화수소에 의한 세포성장 억제 효과 비교

다음으로 방사선에 의한 세포노화 유발 상을 상세히 규명하기 하여 방사선 

조사방법 (단일 는 분할조사)에 따른 세포노화 상을 찰하 으며, 세포노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인 과산화수소(H2O2)와 비교 찰하 다. 단일 방

사선조사는 PD39에서 시행하 으며, 1Gy 4회 분할조사는 각각 PD39, 41, 43, 45에 

시행하 다. H2O2 처리는 PD39에 50μM  100μM의 농도로 시행하 다.

먼  방사선과 화학물질이 세포의 증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방사선조사 는 H2O2을 처리하여 1, 3, 6일 동안 배양 후,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을 조사한 그룹과 H2O2을 처리한 그룹 모두에서 dose dependent하게 세포 

증식이 감소하 다 (Fig.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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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13. Reduction of cell viability of IMR-90 cells by irradiation or H2O2 

treatment.

다)  방사선  과산화수소에 의한 SA-β-gal 양성세포 증가 효과 비교

방사선조사 조건  H2O2 처리에 의한 SA-β-gal 양성 세포수 변화를 찰하

다. 세포노화가 유발되었을 때 산성 (pH 6.0) 조건에서 활성을 나타내는 SA-β

-galactosidase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때 X-gal을 기질로 제공하면 이 효소의 활성

에 의해 세포가 란색으로 염색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방사선조사 조건에 따른 

SA-β-gal 양성 세포의 증가 효과를 찰하 으며, 과산화수소 처리에 의한 효과와 

비교하 다. 1Gy 4회 분할조사 그룹은 PD 39, 41, 43, 45에 각 1Gy씩 총 4Gy를 조

사하 으며, 단일조사 그룹은 PD 39에 2Gy 는 4Gy를 조사한 후, 1Gy 4회 분할

조사 그룹과 같이 실험 종료시까지 계속하여 배양 하 다. 먼  PD 39에 1Gy, 

2Gy, 4Gy의 방사선을 단일조사 는 H2O2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3일간 배양한 후 

SA-β-gal 염색을 시행한 결과, 조군에서는 양성세포가 거의 찰되지 않았으나 

방사선의 선량이 높아지고 H2O2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양성세포가 증가하 다 (Fig. 

1.3-14). 한편, 첫 조사 시행후 18일간 세포를 배양한 후 SA-β-gal 염색을 시행한 결

과, 방사선을 2Gy 는 4Gy 단일 조사한 그룹보다는 1Gy를 4회 분할 조사한 그룹

에서 β-gal 양성 세포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3-14). 이러한 결과는 

총 선량은 동일하더라도 여러번 분할하여 방사선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세포노화 

유발에 더욱 효과 이라는 것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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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term effect (3 day)

cont 1GyX1 2GyX1 4GyX1 H2O2 50μM H2O2 100μM

cont 1GyX4 2GyX1 4GyX1 H2O2 50μM H2O2 100μM

(B) long-term effect (18 day)

Figure 1.3-14. SA-β-gal staining of IMR-90 cells after irradiation or H2O2 

treatment. (A) 3 days and (B) 18 days after irradiation or H2O2 treatment.

라) 방사선  과산화수소에 의한 cell cycle 변화 비교

세포가 노화되면 G1 arrest가 일어나면서 세포의 증식이 감소하게 된다. 앞의 연

구결과에서(Fig. 1.3-13), 세포에 방사선을 조사하거나 H2O2를 처리하 을 때 

IMR-90 세포의 증식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세포증식 감소 상

이 cell cycle arrest와 련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하여 방사선조사 (1, 2, 4Gy) 

는 H2O2 50μM, 100μM을 처리한 뒤 cell cycle의 변화를 측정하 다. 방사선조사  

H2O2 처리 3일 후의 cell cycle 분석 결과, 방사선을 조사한 그룹에서는 G2 arrest가 

증가하고 sub G0/G1이 증가하 다. H2O2를 처리한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sub 

G0/G1이 증가하며, G2 arrest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Fig. 1.3-15). 반면 

방사선조사  H2O2 처리 18일후의 cell cycle 분석 결과에서는, 1Gy 4회 분할조사

한 그룹에서는 sub G0/G1이 크게 증가하 으며, 반면 4Gy를 1회 조사한 그룹에서

는 G2/M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3-16). 한편, 노령세포 조군 

(PD55)에서는 sub G0/G1이 크게 증가한 반면, G2/M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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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방사선을 1Gy씩 4회 분할조사한 그룹이 자연 인 노화세포와 유사한 cell 

cycle 분포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control 1GyX1 2GyX1 4GyX1

H2O2 50μM H2O2 100μM Old control (PD 56)

cell cycle

0%

20%

40%

60%

80%

100%

cont 1GyX1 2GyX1 4GyX1 50μM 100μM

G2/M
S
G1
sub G0/G1

23.45 22.70 24.53 19.93 18.99 17.77 G2/M

15.40 6.05 3.10 3.71 4.79 6.00 S

48.50 61.02 58.81 68.62 67.77 69.09 G1

9.49 4.53 9.40 4.49 4.58 2.00 sub G0/G1

100μM50μM4GyX12GyX11GyX1cont

Figure 1.3-15. Cell cycle analysis of IMR-90 cells at 3 days after irradiation or 

H2O2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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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1GyX4 2GyX1 4GyX1

H2O2 50μM H2O2 100μM Old control (PD 56)

cell cycle

0%

20%

40%

60%

80%

100%

cont 1GyX4 2GyX1 4GyX1 50μM 100μM

G2/M
S
G1
sub G0/G1

     

             

17.74 18.23 29.53 16.43 16.13 13.56 G2/M

5.17 2.98 1.63 3.68 4.10 3.71 S

68.13 70.98 59.65 67.35 63.89 77.87 G1

4.48 1.92 4.11 6.67 11.46 1.41 sub G0/G1

100μM50μM4GyX12GyX11GyX4cont

Figure 1.3-16. Cell cycle analysis of IMR-90 cells at 18 days after irradiation or 

H2O2 treatment.



- 130 -

마) 방사선  과산화수소에 의한 노화 련 분자생물학  지표 단백질 발  변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연 노화된 IMR-90 세포에서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

된 분자생물학  지표 단백질들에 하여, 방사선조사 는 H2O2 처리가 그 발 에 

어떤 향을 주는지 찰하 다. 방사선조사 는 H2O2 처리 3일 후 결과에서는 방

사선조사군 모두에서 p-p65, p-p38, p21의 발 량이 증가하 으며, H2O2 처리에 의

해서도 유사한 변화가 찰되었다 (Figure 1.3-17A). 반면 방사선조사 는 H2O2 처

리 18일후 분석한 결과에서는, 방사선조사군 에서는 1Gy를 4회 분할조사한 군에

서 p-p38  p21의 발  증가가 뚜렷이 찰되었다(Fig. 1.3-17B). 이러한 결과는 

cell cycle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분할조사한 경우가 단일조사한 경우에 

비해 자연  노화와 더욱 유사한 분자생물학  지표 변화가 유발되는 것을 시사하

다.

p-FOXO3a

1Gy    2Gy   4Gy     50 100

Radiation H2O2 (μM)

FOXO3a

p-p65

p65

p-p38

p38

p21

β-actin

(A) Short-term effect (3 day) (B) Long-term effect (18 day)

Radiation H2O2 (μM)Con
1GyX4   2GyX1 4GyX1   50

Con

Figure 1.3-17. Effects of irradiation and H2O2 treatment on protein levels 

associated with cellular senescence in IMR-9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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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포노화 유발을 한 방사선조사 조건 정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SA-β-gal staining, 세포주기 분석, 노화 련 단백질 발

변화 등에 한 분석을 통하여 방사선을 조사한 IMR-90 세포주에서 자연 노화와 

유사한 세포노화가 유발됨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의 단일 는 

분할조사에 의한 세포노화 유발효과를 재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SA-β-gal 

양성세포 비율 분석, 세포주기 분석, 노화 련 신호 달 단백질의 발  변화를 확

인 하 다. 방사선조사는 1Gy씩 4회 분할조사 (PD 39, 41, 43, 45), 2Gy씩 2회 분할

조사(PD 39, 43), 는 4Gy (PD 39) 단일조사 등 방법을 달리하여 시행하 으며, 

방사선조사 후 세포를 계속 계 배양하여 PD 47에 이르 을 때 세포를 수거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먼  PI staining을 통한 세포주기 분석 결과, apoptotic cell 상태인 subG1 세포

의 비율은 정상 인 노화세포와 유사하게 방사선을 조사한 세포에서도 증가하 다

(Fig. 1.3-18). 특히 방사선조사 조건별로 비교하 을 때 1Gy를 4회 분할조사하 을 

때 subG1 세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세포노화가 가장 많이 유발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Fig. 1.3-18).

Figure 1.3-18. Cell cycle analysis of IMR-90 cells treated with various irradi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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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방사선조사 조건별 IMR-90 세포의 분자생물학  노화 지표의 변화를 

확인하 다. 먼  표 인 cellular senescence 지표인 SA-β-gal staining을 분석한 

결과, 4Gy 단일 조사에 비하여 1Gy씩 4회 분할조사 는 2Gy씩 2회 분할조사한 

경우에 SA-β-gal staining 양성 세포증가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찰하 다(Fig. 

1.3-19). 다음으로 신호 달 단백질의 발  변화를 찰한 결과, 1Gy를 4회, 2Gy를 

2회 조사하 을 경우 p-p38, p-FOXO, p21, p-p65이 증가하여 자연 노화된 세포

(PD56)와 비슷한 수 을 나타내었다(Fig. 1.3-19).

이와 같이 단일조사에 비해 분자생물학  노화지표의 변화를 잘 유발시키는 것

으로 나타난 방사선의 분할조사(1Gy씩 4회 는 2Gy씩 2회) 조건이 방사선을 이용

한 세포노화 유발을 한 정 조건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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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19. Induction of SA-β-gal positive cells and alteration of aging-related 

protein levels in IMR-90 by irradiation at variou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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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쥐에서 분자생물학  노화 지표에 한 방사선  노화(노령)의 향

1) 노령생쥐의 폐/신장조직에서의 노화 련 신호 달 단백질 발  변화

생체내에서 노화(노령)에 따른 노화 련 신호 달 단백질 발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2개월령  24개월령 생쥐의 폐  신장조직에서 련 단백질 발 을 

western blotting으로 찰하 다. 분석 상 단백질로는 앞에서 기술하 던 IMR-90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노화(노령)에 따라 유의한 변화가 찰되었던 단백질 에

서 p-FOXO3a, IGF-1R, p21을 선정하 다. 그 결과, 2개월령의 은 생쥐에 비하여 

24개월령의 노령 생쥐에서는 상기 단백질 모두의 발 이 증가됨을 확인하 다. 특

히 신장조직에서 그러한 증가효과가 뚜렷하게 찰되었다(Fig. 1.3-20).

Figure 1.3-20. Expression pattern of aging-associated proteins in lung and kidney 

of young (2 months-old) and old (24 months-old) C57BL/6 mice.

2)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에 의한 신호 달 단백질 발  변화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에 의한 신호 달 단백질 발  변화를 비교 검토하

다. 먼  다양한 월령(3, 6, 12, 18개월)의 생쥐(C57BL/6)의 폐(lung)으로부터 단백질

을 분리하여 산화  스트 스 련 단백질 4종(p-ERK, p-FOXO3a, COX-2, SI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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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 을 찰하 다. 그 결과,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p-ERK5와 SIRT1은 감소하

으며 p-FOXO3a와 COX-2는 증가하는 것을 찰하 다(Fig. 1.3-21A). 이에 따라 상

기 단백질 발 이 방사선조사에 의해 어떠한 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2개월령의 

생쥐에 5Gy의 방사선을 신조사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 8개월령이 되었을 때 폐조

직을 출하여 단백질 발 을 분석하 다. 조군으로서 2개월령 은 생쥐, 8개월

령 정상생쥐, 18개월령 노령생쥐를 같이 비교하 다. 그 결과, 같은 월령의 정상 생

쥐(8개월령)와 비교하 을 때 방사선조사 생쥐에서는 p-FOXO3a의 양이 증가하여 

18개월령 정상 노령생쥐의 양과 비슷한 수 을 보 으나 p-ERK, COX-2, SIRT1의 

양은 같은 월령의 정상 조군 생쥐와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Fig. 1.3-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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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21. Effects of irradiation and aging on the expression pattern of 

aging-associated proteins in lung of C57BL/6 mice. 2R6: mice which had been 

irradiated (5Gy) at the age of 2 months and further raised for 6 months. 

3)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에 의한 IGF-1/IGF-R 발  변화

Glucose 사뿐 아니라 생체의 노화와 깊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1)  그 receptor (IGF-1R)의 생체 조직내 발 이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에 의해 어떠한 향을 비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먼  

다양한 연령의 랫드 조직에서 이들 단백질 발 을 찰하여 생체노화에 의한 향

을 찰하 다. 그 결과, 분석에 사용한 liver뀬 발 이 방사, lung 조직 모두에서 IGF-1과 

IGF-1R의 발 이 랫드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Fig.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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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노화(노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 IGF-1, IGF-1R의 발 에 

한 방사선의 향을 알아보고자 방사선조사(1-5Gy) 후 2개월 는 6개월이 경과된 

생쥐(C57BL/6)의 lung에서 해당 단백질  mRNA 발 을 찰하 다. 그 결과, 방

사선조사 이후 2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에서 lung 조직내 IGF-1과 IGF-1R의 발

이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Fig.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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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22. Increased expression of IGF-1 and IGF-1R proteins in the tissues 

of aged Wistar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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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23. Increased expression of IGF-1 and IGF-1R proteins and mRNA in 

lung of irradiated C57BL/6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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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생체조직내 분자생물학  노화 지표 변화 분석

을 통한 방사선 용 조건 정립  유효 지표 선발

1) 노화(노령)에 따른 생쥐 조직내 신호 달 단백질 발  변화 검증

본 연구에서는 생체퇴행(노화)와 련된 것으로 알려진 여러 분자생물학  지표

를 선발하여 연령별 동물모델에서 지표 변화를 재검증하 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

선조사 동물모델에서 생체퇴행 지표의 변화를 찰하여 방사선에 의한 방사선 분할 

조사 (5Gyx1, 1Gyx5, 0.5Gyx10, 0.2Gyx25) 후 2개월(2R2), 4개월(2R4), 6개월(2R6)의 

생쥐(C57BL/6)에서 분자생물학  노화 지표(p-FOXO3a, IGF-1R, p-p65, p-p38, p21)

의 발  증가 가속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먼  노화(노령)에 따른 노화 련 신호 달 단백질의 발 변화를 재검증하고자 

은 생쥐(2개월령)와 노령 생쥐(24개월령)의 lung, liver, kidney로부터 단백질을 분

리하여 IGF-1R, p21, p-FOXO3a, p-p65, p38의 발 을 찰하 다. 그 결과, 노령 생

쥐의 lung 조직에서는 IGF-1R, pFOXO3a, pp65, p21의 발 이 증가하는 것을 찰

하 다 (Fig. 1.3-24). Liver 조직에서는 IGF-1R, p21의 발 이 증가되었으며, kidney 

조직에서는 FOXO3a  p21 단백질의 발  증가를 확인하 다(Fig. 1.3-24). 이러한 

결과는 노화와 련된 것으로 보고된 여러 단백질의 발  변화 양상이 조직의 종류

에 따라 약간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lung 조직에서 노화 련 

신호 달 단백질 발  변화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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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24. Expression pattern of aging-associated proteins in lung, liver 

kidney of young (2 months-old) and old (24 months-old) C57BL/6 mice.

2)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생쥐 조직내 신호 달 단백질 발  변화 비교

생쥐 조직내 노화 련 신호 달 단백질의 발  변화를 유발하기 한 최  방

사선 용 조건을 확립하기 하여, 방사선을 단일조사(5Gyx1회) 는 분할조사

(1Gyx5회, 0.5Gyx10회, 0.2Gyx25회) 등 방사선조사 방법을 달리하고, 방사선조사후

의 경과기간(2, 4, 6개월후)에 따른 lung, kidney, liver 조직내 노화 련 신호 달 

단백질의 발 을 비교검토 하 다.

먼  생쥐의 lung 조직에서 단백질 발  변화를 찰한 결과는 Fig 1.3-25, 26, 

27에 나타내었다. p21 단백질의 발 은 은 생쥐에 비해 노령 생쥐와 방사선 분할 

조사한 생쥐에서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이 찰되었으며, p-FOXO-3a, p-p38도 증가

하는 경향이 찰되었령 생쥐러한 변화는 방사선조사후 4개월 는 6개월이 경과되

었을 때 더욱 뚜렷이 찰되었령 생그러나 p-p38, IGF-IR의 발  증가 것이 는 확인

할 수 없었령 생방사선의 단일 는 분할조사 조건에 따라서는 뚜렷한 변화가 찰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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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25. Effects of single or fractionated irradiation on the expressions of 

aging-associated proteins in lung of C57BL/6 mice at 2 month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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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26. Effects of single or fractionated irradiation on the expressions of 

aging-associated proteins in lung of C57BL/6 mice at 4 month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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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27. Effects of single or fractionated irradiation on the expressions of 

aging-associated proteins in lung of C57BL/6 mice at 6 month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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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kidney 조직에서 신호 달 단백질의 발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Fig 

1.3-28, 29, 30에 나타내었다. 방사선조사군에서 p21, FOXO3a와 p65의 발  증가가 

찰되었으며, 단일조사군에 비해 0.5Gyx10회  0.2Gyx25회 분할조사군에서 발  

증가폭은 더 큰 경향이 찰되었다. FOXO3a의 발 증가는 방사선조사후 2, 4개월 

경과시, p65 발  증가는 2개월 경과시에만 찰되었으나, p21의 발 증가는 모든 

시 에서 발 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4개월  6개월 경과시 에서는 분할조사군에

서 더욱 뚜렷한 발  증가가 찰되었다.

Figure 1.3-28. Effects of single or fractionated irradiation on the expressions of 

aging-associated proteins in kidney of C57BL/6 mice at 2 month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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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29. Effects of single or fractionated irradiation on the expressions of 

aging-associated proteins in kidney of C57BL/6 mice at 4 months after 

irradiation. 

Figure 1.3-30. Effects of single or fractionated irradiation on the expressions of 

aging-associated proteins in kidney of C57BL/6 mice at 6 months after 

irradiation. 



- 143 -

다음으로 liver 조직에서 신호 달 단백질의 발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Fig 

1.3-31, 32, 33에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군에서 p21, FOXO3a, IGF-1, p65, p-p65의 

발  증가가 찰되었다. 특히 p21, FOXO3a, IGF-1은 방사선 조사후 2, 4, 6개월 경

과시  모두에서 증가가 찰되었으며 단일조사 보다는 분할 조사시 그 증가폭이 

증가함을 찰하 다.

Figure 1.3-31. Effects of single or fractionated irradiation on the expressions of 

aging-associated proteins in liver of C57BL/6 mice at 2 month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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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32. Effects of single or fractionated irradiation on the expressions of 

aging-associated proteins in liver of C57BL/6 mice at 4 months after irradiation. 

Figure 1.3-33. Effects of single or fractionated irradiation on the expressions of 

aging-associated proteins in liver of C57BL/6 mice at 6 month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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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생쥐 신장조직내 SA-β-gal 염색세포 변화 비교

β-galactosidase는 in vivo, in vitro에서 cellular senescence maker로 알려져 있다

(Severino et al., 2000). 방사선조사에 의한 생쥐 조직의 노화 상을 규명하기 한 

지표로서 kidney 조직에서 β-galactosidase 양성세포수 변화를 찰하 다. 조직내 

신호 달 단백질 발  변화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쥐를 단일 (5Gy×1회) 는 분

할(1Gy×5회, 0.5Gy×10회, 0.2Gy×25회) 조사하여 첫 조사시 으로부터 2, 4, 6개월 

경과한 후에 생쥐의 kidney를 출하여 SA-β-gal 염색을 시행하 다.

먼  방사선조사 후 2개월 된 생쥐의 kidney 조직에 한 분석 결과, 은 생쥐

(2개월령)에 비해 노령 생쥐(24개월령)와 방사선조사 생쥐에서 SA-β-gal 양성세포

(화살표로 표시한 blue spot을 의미함)가 뚜렷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방사선조사 조건별로 비교하 을 경우, 0.5Gyx10회, 0.2Gyx25회 등 분할조사한 생

쥐의 조직에서 더욱 뚜렷한 증가가 찰되었다 (Fig.1.3-34). 한 방사선조사후 4개

월  6개월 경과후의 분석결과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방사선 분할조사한 생쥐

의 kidney 조직에서 SA-β-gal 양성 세포수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Fig. 1.3-35, 36).

Figure 1.3-34. Effects of single or fractionated irradiation on the SA-β-gal 

staining in kidney of C57BL/6 mice at 2 month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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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35. Effects of single or fractionated irradiation on the SA-β-gal 

staining in kidney of C57BL/6 mice at 4 months after irradiation. 

 

Figure 1.3-36. Effects of single or fractionated irradiation on the SA-β-gal 

staining in kidney of C57BL/6 mice at 6 month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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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자생물학  노화 분석을 한 유효 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검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고에서 세포  동물의 노화와 연 된 것으로 알려진 신호

달 단백질인 FOXO3a, p21, IGF-1R, p38, p65 등이 방사선조사된 세포  생쥐조직에

서 어떠한 변화가 유발되는지 찰하여 방사선에 의한 노화유발 효과를 검증하 다. 

본 연구결과 인간폐섬유아세포주인 IMR-90에서 상기한 신호 달 단백질들은 높은 

PD의 노화(노령) 세포에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 특히 방사선조사에 의해서도 

이들 유 자의 발 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한 방사선을 단일 조사한 경우에 비해 2

회 는 4회 분할조사하 을 때 그 발 변화가 더욱 뚜렷함을 찰하 다. 상기 신호

달 단백질에 하여 방사선조사 생쥐의 조직에서 발  변화를 찰한 결과에서는 세포

모델에 비해 그 변화가 뚜렷하지는 않았으나 세포모델과 유사한 변화양상이 찰되었

으며, 특히 p21  p-FOXO3a의 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방사선조사 조건별 

변화 양상에서는 세포모델과 유사하게 단일조사에 비해 분할조사시 발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찰되었다.

한편,  senescence-associated β-galactosidase (SA-β-gal)에 한 분석 결과, 노화(노

령)의 세포  생쥐 조직내에서 SA-β-gal 염색 양성세포의 수가 증가함을 확인하 다. 

특히 방사선이 조사된 배양세포 모델  생쥐 조직내 자연 노화(노령)과 유사하게 SA-

β-gal 양성세포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방사선조사 조건별 변화 양상에서는 신호 달 단

백질 발 의 경우와 같이 단일조사에 비해 분할조사시 양성세포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

이 찰되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분자생물학  노화 분석을 한 유효 지표로서, 노화

(노령)  방사선 용조건별 비교에서 공통 으로 찰된 조직내 세포 성장/사멸  스

트 스 반응 련 신호 달 단백질인 p21, p-p38, p-FOXO3a, p-p65, p-p38, IGF-1R의 

발  증가, 조직내 SA-β-gal 염색세포 증가 등을 선발하 다. 한편, 방사선 용 조건에 

한 검토 결과, 신호 달 단백질 발   신장조직 SA-β-gal 염색세포수는 5Gyx1회 

단일조사에 비해 0.5Gyx10회, 0.2Gyx25회 등 분할조사시 증가가 찰되었으며, 일부 지

표에서 2개월 경과시에 비해 4개월  6개월 경과시 더욱 뚜렷한 변화가 찰되었다. 

따라서 방사선을 10회이상 분할조사하여 4개월 이상 경과하는 조건이 최  방사선 용 

조건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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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방 사 련 생 체 퇴 행  노 화  분석지표 선 발   방 사 선 용 조 건 정 립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지방 사 퇴행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지방 사 

퇴행 분석지표들을 심으로 방사선의 향  방사선의 용 조건 등을 심층 분석하

여 유효 지방 사 퇴행 지표를 선발하고 방사선조사  노령에 따른 지방조직  련 

유 자 변화규명을 생쥐(C57BL/6)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가. 생쥐에서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에 의한 지방 사 련 지표 변화 규명

1) 방사선조사에 의한 생쥐의 지방조직 무게  지방세포의 크기 증가

먼  생쥐로부터 출된 지방조직의 크기  무게를 찰하 다. 그 결과, 5Gy

의 방사선이 조사된 생쥐에서는 같은 월령(8개월령)의 생쥐에 비해 지방조직이 크

게 증가함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Fig. 1.4-1A), 실제 출된 지방조직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유의 인 증가가 찰되었다(Fig. 1.4-1B). 이러한 지방조

직 크기 증가는 자연 인 노화(노령) 생쥐에서도 찰이 되었다.

이러한 방사선조사에 의한 지방조직의 무게 증가의 원인이 지방세포의 수의 증

가인지 지방세포의 크기의 증가인지 알아보기 해 지방조직에 한 염색을 시행하

여 미경으로 찰하 다. 그 결과, 방사선조사  노령 생쥐에서 지방세포의 수 

보다는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 음을 확인하 다 (Fig. 1.4-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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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1. Effects of γ-irradiation and aging on the adipose tissue and 

adipocyte in mice. Normal 2, 8, 20 months-old C57BL/6 mice and 8 months-old 

irradiated (5Gy) mice were observed for its adipose tissue development. 

Irradiation induced the increase of the adipose tissue size in gross findings (A) 

and the tissue weight (B). The microscopic observations after H&E staining 

revealed that aging and irradiation increased the size of adipocytes, not the cell 

numbe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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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분할 조사가 지방조직 무게  지방세포의 크기에 미치는 향

방사선의 분할조사가 지방조직  지방세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방사선을 5Gy 단일 는 1Gy씩 5회 분할조사하여 4개월  6개월경과 후에 지방

조직 무게와 지방세포의 크기를 찰하 다. 그 결과, 지방조직의 무게는 단일 조사

한 경우에 비해 분할조사한 경우 그 증가폭이 유의 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방사선조사 후 경과시 에 계없이 모두 찰되었다 (Fig. 1.4-2). 반면, 지

방세포의 크기의 경우 방사선 단일 는 분할 조사군 간에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 

(Fig. 1.4-3).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의 단일 조사에 비해 방사선의 분할조사가 지방

조직 련 퇴행 변화 유발에 더욱 효과 임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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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months after irradiation:  n=3

(B)  6 months after irradiation :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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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2. Effects of fractionated irradiation on the adipose tissue weight in 

the mice. Both single and fractionated irradiation with total dose of 5Gy 

increased the adipose tissue weight at the age of 6 month (A) or 8 month (B).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t fractionated irradiations.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performed, and in each experiment three mice 

were used per group.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using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inter group comparisons were made using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average 

values of 3 experiments.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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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3. Effects of fractionated irradiation on adipocyte size in the mice. 

Both single and fractionated irradiation with total dose of 5Gy increased the 

adipocyte size at 4 months or 6 month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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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생체조직내 지방 사 련 지표 변화 분석

노령에 따른 자연  노화와 가장 유사한 방사선조사 용 조건 연구의 일환으

로, 방사선조사 방법과 방사선조사 후 기간에 따른 지방 사 련 퇴행변화 지표(지

방조직 크기, 지방 사 련 유 자 발 변화)를 분석하여 최  방사선 용조건을 

확립하기 한 기반연구를 수행하 다. 은 (2개월령) C57BL/6 생쥐를 5가지 조건

에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 으며, 방사선 첫 조사일을 기 으로 2개월후 (4개월

령), 4개월 후 (6개월령), 6개월후 (8개월령)에 생쥐를 희생하여 지방 사 련 지표

를 분석하 다. 

1) 방사선조건에 따른 지방조직 무게 증가효과 비교 검증

방사선 조사 4개월 후에는 5Gy 1회조사군과 1Gy 5회조사군, 0.5Gy 10회조사군, 

0.2Gy 25회 분할조사군에서 지방조직 무게 증가가 찰되었으며, 특히 1Gy 5회 조

사군과 0.2Gy 25회 조사군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Fig. 1.4-4). 방사선조사 6

개월 후에도 방사선조사에 의해 지방조직의 무게 증가가 찰되었으며, 특히, 1Gy 

5회 분할조사군에서 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타 조건의 방사선조사 군에서는 

비슷한 폭의 지방조직 무게 증가가 나타났다 (Fig. 1.4-4).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의 

단일 조사보다는 방사선 분할조사가 지방조직 무게증가 유발효과가 크다는 것을 재

차 검증하여 주었으며, 특히 여러 분할 조건  5회 분할조건의 효과가 가장 큼을 

보여주었다.

Figure 1.4-4. Effect of γ-irradiation on the weight of white adipose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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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형성  사 련 상 유 자 선정

지방형성에 여하는 유 자들로 부터 이들 유 자의 발 양의 변화가 있는 경

우 지방 사에 향을 미쳐 지방축 이 과하게 되고 사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

지 않아 에 지 소모가 감소되어 지방이 비 해지게 된다. 노령  방사선 용조건

에 따른 지방 사 퇴행 분석지표 모델 유 자로서 지방형성을 시작하기 의 

primary 유 자와 성지방을 형성하는 유 자로 선별하 다. 한, 에 지 사와 

산화스트 스와 여하는 주요한 조 자로서 Ppar α, Ppar γ 유 자를 선별하 다. 

마지막으로 노화에 의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Leptin, Adiponectin 유

자를 선별하 다. 이 게 선별된 유 자에 하여 지방조직내에서의 mRNA 발 을 

찰하 으며, 각 방사선조사 조건에 따른 향을 비교검토하 다.

 

3) 방사선조사와 노화(노령)에 의한 지방 사 련 유 자 발  변화 검증

방사선조사 용조건에 따른 지방 사 련 유 자의 mRNA 발 정도를 

real-time PCR로 정량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Fig. 1.4-5, 1.4-6, 1.4-7에 나타내었다. 

Acl (ATP-citrate lyase), Acc (acetyl-CoA carboxylase), Srebp1c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transcription factor 1), Fas (fatty acid synthase), G6pd2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 Me1 (malate dehydrogenase 

(NADP+-dependent)) 등 유 자의 발 은 방사선조사에 의해 감소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러한 감소는 노령생쥐에서도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Leptin, Adiponectin, Ppar α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s α), Ppar 

γ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s γ), Dgat (diacylglycerol 

O-acyltransferase), Lpl (lipoprotein) 등 유 자의 발 은 방사선조사 생쥐에서 증가

하 으며, 마찬가지로 노령 생쥐에서도 동일하게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분석 상 유 자를 주요 기능으로 나 어 방사선조사후 2개월 (Fig. 

1.4-5,), 4개월 (Fig. 1.4-6),  6개월 (Fig. 1.4-7) 등 조사후 경과기간에 따른 발 변

화를 비교분석하 다.

지방산 생합성에 련된 주요 유 자 Srebp1c, Fas, Acc의 경우 방사선조사 후 2

개월 경과시 에서는 발 이 방사선조사에 의해 감소한 경향을 보여주었다(Fig. 

1.4-5). 방사선 조사후 4개월 경과 시 에는 2개월 경과시 에 비해 이들 유 자의 

발 이 더욱 감소하는 경향이 찰되었으며(Fig. 1.4-6), 방사선조사 후 6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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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에는 이들 유 자 발 이 매우 히 감소해 노령생쥐 (25개월령)와 유사한 

유 자 발 양을 보여주었다.

노화에 의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된 Acc, Fas, Srebp1c는 지방산합성을 조 하

는 유 자들로서 지방형성에 요한 역할을 한다. 방사선조사 2개월 경과되었을 때 

이들 유 자 발 은 정상 조군에 비해 감소되었고, 조사후 4개월 는 6개월 경

과 시 에도 유 자 발 이 확연히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포분화의 지표가 되는 유 자로서 G6pd2, ME1의 발 변화를 비교한 결과 방

사선 조사 2개월 후에는 정상 조군에 비해 발 이 감소되었고, 조사 4개월 는 

6개월 후에도 유 자 발 이 확연히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을 uptake하는 Glut4 (Glucose transport) 유 자와 해당과정에 요한 유 자

인 Acl)의 발 양을 비교한 결과, 방사선 조사 2개월 후에는 정상 조군에 비해 감

소되었고, 4개월 는 6개월 후에는 유 자 발 이 확연히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식욕조   에 지 사와 련이 있는 지방유래 호르몬으로서 노화에 의해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leptin, adiponectin의 발 양을 비교한 결과, 방사선조사 2개

월 후에 정상 조군에 비해 확연히 증가됨을 보 고, 조사 4개월 는 6개월 후에

도 유 자 발 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령생쥐와 비슷한 발 양 증가가 

찰되었다.

성지방을 합성하여 비만 발생에 기여하는 주요한 유 자인 Dgat 

(diacylglycerol O-acyltransferase),  Lpl (lipoprotein lipase)의 발 양을 비교한 결

과, 방사선조사 2개월 후에는 정상 조군에 비해 확연히 증가됨을 보 고, 조사 4

개월 는 6개월 후에도 조군에 비해 증가되었다.

에 지 사  산화스트 스에 여하는 PPAR (Peroxisome pro-

liferator-activated receptor) 유 자의 발 양을 비교한 결과, 방사선 조사 2개월후

에는 유 자 발 이 확연히 증가하 으며, 방사선조사 4개월 는 6개월 후에도 유

자 발 이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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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5. mRNA expression levels of lipogenic genes in white adipose tissue 

of C57BL/6 mice at 2 months after irradiation. 2R2: 4-month-old C57BL/6 mice 

which received irradiation at the age of 2-months and were sustained for 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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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6. mRNA expression levels of lipogenic genes in white adipose tissue 

of C57BL/6 mice at 4 months after irradiation. 2R2: 6-month-old C57BL/6 mice 

which received irradiation at the age of 2-months and were sustained for 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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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7. mRNA expression levels of lipogenic genes in white adipose tissue 

of C57BL/6 mice at 6 months after irradiation. 2R6: 8-month-old C57BL/6 mice 

which received irradiation at the age of 2-months and were sustained for 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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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 사 련 유효 분석지표 선발  방사선 용 조건 검토

지방 사 련 퇴행변화 유 자 발 에 한 방사선의 향을 종합 으로 검토한 결

과, 노령생쥐와 유사하게 방사선에 의해 지방 사에 련된 유 자(Acc, Fas, Srebp1c, 

Glut4, Acl, G6pd2, Me1) 발 양이 감소하 다. 많은 연구자들이 백색지방조직으로 생

산된 호르몬 단백질인 렙틴에 의해 지방 사가 조 된다고 보고하 다 (Zhang et al. 

1994; Bai et al. 1996; Iritani et al. 2000; Nogalska et al. 2005). 본 연구에서도 방사선

에 의한 leptin과 adiponectin의 변화가 찰되었으며, 노령 생쥐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Nogalska 그룹은 노령화 된 생쥐의 백색지방 조직의 지방 사 련 유 자의 감소에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Nogalska et al. 2005; Nogalska and Swierczynski 

2001; Nogalska and Swierczynski 2004). Nogalska 그룹의 결과처럼, leptin의 mRNA 

발 이 은 (2개월령) 생쥐보다 노령화 된 (25개월령) 생쥐에서 높은 발  양을 보여주

었다. 단일  분할 조사된 방사선 그룹과 비교해보면, 방사선 조사 후 6개월 된 생쥐

에서 높은 발 양 을 보여주었다. 한 지방 사에 련된 유 자의 발 양의 변화도 

노령화된 생쥐와 같은 변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 결과로 방사선 조사된 생쥐는 노령

화된 생쥐처럼 지방 사가 퇴행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 방사선에 의해 성지방합성유 자인 Dgat, Lpl 유 자는 발 양이 증가하

고, 에 지 사  산화스트 스에 여하는 유 자인 Pparα, Pparγ의 발 양도 증가

하 다. 포만감에 한 신호를 달하며 식욕과 체 을 조 하는 역할을 하는 Leptin 

유 자 발 양의 증가는 Srebp1c 유 자를 억제시키고, 감소된 Srebp1c유 자는 지방형

성에 여하는 유 자의 발 양을 감소시켜 성지방형성에 불균형을 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Fig. 1.4-8).

결론 으로, 방사선 용 조건에 따른 지방 사 련 지표 비교분석을 통한 노화모델

링 방사선 용 조건 확립  유효지표 선발하 다. 방사선에 의한 지방조직무게증가, 

포만감유 자 leptin 발 증가, 지방 사유 자 SREBP1c/ACC/FAS 발 감소를 재확인

하여 유효 생체노화 지표로 선발하 다. 한 단일조사에 비해 분할조사에 의한 지표 

변화의 증가가 찰되어 노화모델링을 한 정 조건으로 사료되며, 조사 후 경과기간

에 따라서는 2개월에 비해 4개월째 이후에 부분의 지방 사 련 유 자의 발  변

화가 뚜렷이 찰되어 조사 후 4개월 이상이 정 조건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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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8. A proposed mechanism of imbalanced lipid metabolism by ionizing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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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체 노 화  조  천 연 물  검색기술 연 구

방사선  노화(노령)에 의한 생체퇴행 변화의 지표 연구를 기반으로 선발된 노화 

지표  생체모델을 이용하여, 기존에 보고된 생체조 물질의 효능을 검증해 으로써, 

선발된 지표  생체모델이 노화조  천연물 소재 검색에 있어서 유용한 것인지를 평

가하고자 하 다. 한 다양한 요인에 의한 여러 생체퇴행변화 조 물질로서의 활성 검

색을 한 기반을 확보하고자, 방사선  화학물질에 의해 유발된 피부  생식계의 퇴

행 동물모델에서 천연물소재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1 .  노 화  생 체 모델 용 노 화 조  천 연 물  소재 검색 기반연 구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연구를 통해 선발된 노화 생체모델  노화지표에 한 효용

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방사선조사를 통해 유발된 노화 세포모델에서 노

화조  는 항산화물질로 기존에 알려진 천연물질의 분자생물학  노화지표 억제 효

과를 평가하 다. 한 본 연구로 선발된 면역조 기능 련 노화지표에 하여 노령 

생쥐모델에서 생약복합물(HemoHIM)의 노화지표 개선효과를 살펴 으로써 면역조 기

능 노화지표를 이용한 동물모델에서의 노화조  천연물 검색 기반을 확립하 다.

가. 천연물(EGCG, ascorbic acid, NAC)을 이용한 방사선 용 노화 세포모델 

 지표 효용성 연구

본 실험에서는 노화조  는 항산화물질로 기존에 알려진 물질(EGCG, ascorbic 

acid, NAC 등)을 상으로 방사선 용 세포모델(IMR-90)에서 노화지표의 변화 억제 효

과를 검증함으로써 방사선을 용한 노화 세포모델과 선발된 분자생물학  노화 지표

의 효용성을 검증하여 향후 본 모델  지표를 활용한 노화조  천연물 검색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 다.

1) 방사선조사된 IMR-90세포에서 EGCG의 노화지표 억제 효과

본 실험은 방사선에 의한 세포 노화 모델에서 EGCG의 노화지표 억제효과를 알

아보고자 수행하 다. IMR-90 세포가 PD 39, 41, 43,  45에 이르 을 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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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y씩 4회 방사선을 조사하여 세포노화를 유발시켰다. EGCG는 배지에 1 는 5μ

M의 농도로 실험기간 동한 항상 같은 농도를 유지하여, 노화지표 억제 여부를 

찰하 다. 노화지표에 한 분석은 1Gy를 1회 조사후 1일이 지난 시   4회 조사

후 1일이 지난 시 에 시행하 다.

가) 방사선에 의한 세포주기 변화에 한 억제 효과

PI staining 방법으로 세포주기를 분석한 결과, EGCG 5μM만 처리한 세포(EGCG 

control)는 조군과 비슷한 세포주기를 보여주어 EGCG 자체는 세포주기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Gy를 1회 조사한 세포도 마찬가지로 조군과 유사한 

세포주기를 보 다(Fig. 2.1-1A). 반면, subG0/G1기 비율에 있어서 1Gy씩 4회 조사

한 세포는(21.10%) 조군(1.26%)에 비해 증가하 다(Fig. 2.1-1B). 이것은 방사선 조

사로 인하여 apoptosis가 증가하 음을 나타내었다. 이때 EGCG 5μM과 1μM을 각

각 처리하고 방사선을 1Gy씩 4회 조사한 세포에서는 sub G0/G1기가 각각 11.64%

와 14.95%로 방사선조사만 시행한 세포에 비해 크게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로부

터 EGCG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세포노화  apoptosis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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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d
Control

(PD39)
R(1Gy×1) EGCG 5uM

EGCG 5uM

+(1Gy×1)

EGCG 1uM

+(1Gy×1)

SubG0/G1 2.74 5.86 3.77 7.11 9.27

G0/G1 66.15 49.56 63.95 56.37 49.42

S 2.63 5.60 2.62 5.39 5.56

G2/M 20.35 23.15 21.06 21.18 21.47

% Gated
Control

(PD45)
IR((1Gy×4) EGCG5uM

EGCG5uM

+(1Gy×4)

EGCG1uM

+(1Gy×4)

Sub G0/G1 1.26 21.10 1.26 11.64 14.95

G0/G1 74.57 51.48 74.57 61.69 59.27

S 3.81 10.64 4.00 5.51 9.30

G2/M 15.93 12.06 15.99 17.09 11.42

 (A) 방사선 조사 1Gy 1회 조사 세포 주기 분석                

   

    

(B) 방사선 1Gy 4회 조사후 세포 주기 분석

      

 

Figure 2.1-1. Effects of EGCG on the cell cycle in irradiated IMR-9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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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에 의한 SA-β-gal 염색 증가에 한 억제 효과

 SA-β-gal 염색을 통한 노화세포의 수를 비교하 다. 방사선 1Gy 4회 조사한 세

포에서는 조군에 비해 SA-β-gal 염색 양성 세포의 증가를 보 다. 이 때, EGCG 

5μM  1μM을 처리하 을 때 방사선조사에 의한 SA-β-gal 염색 양성세포 증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EGCG를 1uM 처리하 을 때 더 크

게 나타났다(Fig. 2.1-2).

       

  

Figure 2.1-2. Effects of EGCG on the SA-β-gal staing of irradiated IMR-90 cells

다) 방사선에 의한 분자생물학  지표 단백질 발  변화에 한 억제 효과

분자생물학  노화 지표 단백질로 선정된 p21, phosho-p38, phospho-FOXO3a, 

phospho-p65의 세포내 발 을 살펴보았다. 방사선 1Gy씩 4회 조사한 세포는 p21, 

phospho-FOXO3a, phospho-p65 단백질 발 이 증가하 으며, 이때 EGCG의 처리

에 의해 p21, phospho-FOXO3a, phospho-p65 단백질 발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이 

찰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EGCG 1μM 처리하 을 경우가 EGCG 5μM을 처리한 

경우보다 더 뚜렷이 나타났다. phospho-p38 발 양은 변화가 없었다 (Fig.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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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 Effects of EGCG on aging-associated protein expression in 

irradiated IMR-90 cells

라) 방사선  H2O2에 의한 세포주기변화에 한 억제 효과 비교

방사선을 4Gy 조사한 세포와 H2O2를 50μM 처리한 세포에서 subG0/G1기 세포

의 비율은 각각 8.50%와 10.19%로 나타나 조군의 0.95%에 비해 증가하 다(Fig. 

2.1-4). 이 때, 방사선조사 는 H2O2 처리와 함께 EGCG 25uM을 병행하여 처리한 

세포에서는 subG0/G1 세포비율이 각각 3.18%  1.08%로 크게 감소하 다. G2/M

기 비율은 방사선조사와 H2O2 처리에 의해 소폭 증가하 으며, EGCG 처리에 의해 

이러한 증가효과가 경감되는 것을 확인하 다(Fig. 2.1-4). 이 결과는 방사선  

H2O2에 의한 세포주기 변화에 해 EGCG가 억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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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d
Control

(PD41)

EGCG

25uM
R(4Gy)

4Gy+

EGCG25uM
H2O2

H2O2+

EGCG25uM

SubG0/G1 0.95 0.86 8.50 3.18 10.19 1.08

G0/G1 58.94 66.14 44.66 62.06 54.62 65.37

S 8.35 6.90 9.51 6.89 4.43 7.55

G2/M 20.32 18.42 24.60 22.59 27.31 18.56

      

    

Figure 2.1-4. Effects of EGCG on cell cycle in irradiated or hydrogen 

peroxide-treated IMR-90 cells

마) 방사선  H2O2에 의한 분자생물학  지표 단백질 발 변화에 한 억제 효

과 비교

방사선을 4Gy 조사한 세포와 H2O2 50uM을 처리한 세포에서 분자생물학  노화

지표 단백질의 발 을 살펴본 결과, 조군에 비해 p21, phospho-FOXO3a, 

phospho-p65의 발 이 증가하는 것으로 찰되었다(Fig. 2.1-5). 이 때, 25 μM 

EGCG 처리는 H2O2에 의한 p-p65의 발 증가를 크게 억제하 으나 p-FOXO3a  

p21의 발 증가에는 향이 없었다. 한편, 방사선에 의한 p21, phospho-FOXO3a, 

phospho-p65의 발 증가에 해서는 EGCG 처리에 의한 감소효과가 찰되지 않

았으며, 오히려 p-p65의 발 증가에 해서는 더욱 진시키는 효과를 보 다(Fig. 

2.1-5). 이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 있는 EGCG 1μM 는 5μM 처리한 경우(Fig. 

2.1-3)와 매우 상이한 결과로서, EGCG의 처리농도에 따라 방사선에 한 효과가 매

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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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5. Effects of EGCG on aging-associated protein expressions in 

irradiated or hydrogen peroxide-treated IMR-9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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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조사 IMR-90 세포에서 산화 손상  분자생물학  노화 지표에 한 

EGCG와 ascorbic acid의 억제효과 비교

가) 방사선에 의한 세포성장 억제에 한 EGCG와 ascorbic의 경감효과 비교

IMR-90 세포에서 기존 보고된 천연 노화 조  물질인 EGCG와 ascorbic acid의 

처리가 방사선에 의한 세포증식 억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그 

결과, 방사선 조사(4Gy) 2시간 부터 ascorbic acid를 지속 으로 처리한 경우, 방

사선에 의한 세포증식 억제를 경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EGCG의 처리에 의해

서는 이러한 세포증식억제 경감효과가 찰되지 않았다(Fig. 2.1-6).

0

0.1

0.2

0.3

0.4

0.5

0.6

0.7

0.8

media 0.10% 10uM 25uM 100uM 200uM

media DMSO EGCG ascorbic acid

0 Gy
4 Gy

Figure 2.1-6. Effects of EGCG and ascorbic acid on growth inhibition by 

irradiation in IMR-9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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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에 의한 SA-β-gal 염색 증가에 한 EGCG와 ascorbic의 경감효과 비교

방사선을 조사한 세포에서는 조군에 비해 SA-β-gal 염색 양성 세포가 증가하

으며, 이러한 증가는 ascorbic acid (100, 200, 300μM)에 의해 경감되는 것을 확인

하 다 (Fig. 2.1-7). 반면, EGCG는  SA-β-gal 염색 양성세포수 경감 효과가 찰되

지 않았다.

Figure 2.1-7. Effects of EGCG and ascorbic acid on SA-β-gal staining by 

irradiation in IMR-9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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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에 의한 분자생물학  지표 단백질 발 변화에 한 EGCG와 ascorbic

의 경감효과 비교

방사선을 단일 조사한 세포에서는 25uM EGCG처리에 의해 p-FOXO, p-p38, p21

의 발  증가량이 감소하 고, ascorbic acid를 처리한 cell에서는 p-p38의 발  증

가가 경감되는 양상을 보 다(Fig. 2.1-8). 분할 조사 조건에서 p-FOXO의 증가가 

EGCG 1μM 처리에 의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단백질의 증가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2.1-8).

Figure 2.1-8. Effects of EGCG and ascorbic acid on expressions of 

aging-associated proteins in irradiated IMR-9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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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선에 의한 산화 손상 지표(ROS  mtDNA deletion) 증가에 한 

EGCG와 ascorbic acid의 경감효과 비교

방사선 노화모델에서 증가된 ROS와 mtDNA deletion에 하여 EGCG와 

accorbic acid의 경감효과를 찰하고자 하 다. IMR-90 세포주에 EGCG 10uM과 

ascorbic acid 100uM을 방사선 조사(8Gy) 2시간 부터, 방사선 조사 후 72시간까

지 처리하고 세포를 수거하여 ROS와 mtDNA deletion을 확인하 다. 그 결과, 

EGCG는 방사선에 의한 ROS의 발생을 뚜렷하게 억제시켰으나 mtDNA deletion 발

생에는 향을 주지 못한 반면,  ascorbic acid는 mtDNA deletion 발생은 억제시켰

으나 ROS 발생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하 다(Fig. 2.1-9). 이러한 결과는 EGCG 

 ascorbic acid가 세포내에서 방사선에 의한 반응에 하여  다르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세 작용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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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9. Effect of EGCG and ascorbic acid on ROS level and mitochondrial 

DNA deletion by ionizing radiation in IMR-90 cells. The intracellular ROS level 

was detected using the DCFH-DA assay. The mtDNA deletion was detected by 

nested-PCR assay. The cells were seeded at 5×10
5 

cells/plate, and 24hr later, the 

cells were treated EGCG at 10 μM and ascorbic acid at 100uM and exposed 

ionizing radiation at 8 Gy and incubated at 37℃ for 72hr. After treatment of 

DCF-DA solution (20μM) for 30min, the ROS level, the fluorescence of the 

2',7'-dichlorofluorescein was detected by flow cytometric analysis (Upper). The 

total DNA for detection of mtDNA deletion was isolated from the cells and 

nested-PCR was preformed. The mtDNA deletion was detected by 404bp product 

(Lower).  The population doubling (PD) number of  cells used for the 

experiment was PD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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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사선에 의한 산화 손상 지표(ROS  mtDNA deletion) 증가에 한 항산

화제(NAC)의 경감 효과

세포모델에서 방사선에 의한 산화 손상지표 (ROS  mtDNA deletion 증가)에 

한 경감물질 검색 기반을 확보하기 하여 강력한 항산화제인 NAC 

(N-acetylcysteine)를 사용하여 산화  손상 경감 효과를 찰하 다. IMR-90 세포에 

NAC를 방사선 조사 1시간 에 5mM로 처리하고 방사선을 8Gy 선량으로 조사한 

후, 24시간과 48시간에는 ROS를 확인하 고 72시간에는 mtDNA deletion을 확인하

다. 그 결과, 방사선에 의해서 증가된 ROS가 NAC에 의해서 24시간과 48시간 모

두에서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하 고, mtDNA deletion 역시 NAC에 의해서 감소된

다는 것을 확인하 다(Fig. 2.1-10).

노화된 세포에서 축 되는 mtDNA deletion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그 

에서 산화  스트 스가 미토콘드리아 DNA 손상에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

다(Berneburg et al., 1999; Dumont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방사선조사

는 IMR-90세포내의 ROS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결과 으로 mtDNA deletion

을 유발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방사선에 의한 세포 노화 억제 물질의 탐색을 한 

지표로서 ROS  mtDNA deletion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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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0. Effect of NAC on ROS level and mtDNA deletion by ionizing 

radiation in IMR-90 cells. The intracellular ROS level was detected using the 

DCFH-DA assay. The cells were seeded at 5×10
4 

cells/plate, and 24hr later, the 

cells were treated with NAC at 5 mM for 2hr, and exposed ionizing radiation at 

8 Gy and incubated at 37℃ for (a) 24hr and (b) 48hr. After treatment of 

DCF-DA solution (20μM) for 30min, the fluorescence of the 

2',7'-dichlorofluorescein was detected by flow cytometric analysis(facs). The 

mtDNA deletion was detected using nested PCR assay. The cells were seeded at 

2×10
5
 cells/plate, and 24hr later, the cells were treated with NAC at 5 mM for 

2hr, and exposed ionizing radiation at 8 Gy and incubated at 37℃ for 72hr. The 

total DNA was isolated from the cells and PCR was performed. The mtDNA 

deletion was detected by 404bp product (c). The population doubling (PD) 

number of cells used for the experiment was PD 39. Results represent the 

combined mean ±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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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약복합물(HemoHIM)을 이용한 면역조 기능 노화 분석지표의 효용성 검증

본 실험에서는 기존 개발 천연물소재인 생약복합조성물 HemoHIM을 이용하여 노화

(노령) 생쥐의 면역조 기능 련 노화지표에 한 개선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선발된 

노화지표의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즉, 기존에 보고된 바 있는 방사선조사 생쥐

모델에서는 면역조 기능 지표에 한 개선효과를 기반으로, 노화(노령) 생쥐에서 동일 

지표에 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선발된 면역조 기능 노화지표의 효용성을 확보하고

자 하 다.

1) 노령 생쥐에서 HemoHIM에 의한 면역세포 활성 회복 효과

은생쥐에 비해 노령생쥐에서 하된 것으로 나타난 면역기능 련 지표에 

하여 HemoHIM의 개선 효능을 검색하 다. 먼  노령생쥐에서 하되어 있는 

mitogen에 한 면역세포 반응이 HemoHIM에 의해 회복되는지 확인하 으며 그 

결과는 Fig. 2.1-11에 나타내었다. 비장 면역세포의 proliferation을 확인한 결과, 노

령생쥐에서 감소된 proliferation이 HemoHIM 투여에 의해 반응이 증가하 다

(p<0.1). 한 mitogen의 자극에 의해 림 구가 분비하는 여러 cytokine의 양을 측

정한 결과에서도 노령생쥐 림 구의 불균형 인 활성이 HemoHIM 섭취로 정상화

됨을 확인하 다. 즉 IL-2  IFN-γ의 생성이 노령생쥐에서 감소하 으나, 

HemoHIM 투여에 의해 회복되었으며 (p<0.1, p<0.04), 노령생쥐에서 증가된 IL-4의 

분비는 HemoHIM 투여에 의해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HemoHIM 투여가 노

령생쥐의 림 구 활성을 증가시키며, Th1/Th2 면역반응 패턴을 정상화시킬 수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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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1. Promoting effects of HemoHIM on various immune functions in 
aged mice. (A) lymphocyte proliferation, (B) IL-2 secretion, (C) IFN-γ secretion, 

(D) IL-4 secretion by lymphocytes stimulated with ConA.

2)  노령생쥐에서 HemoHIM에 의한 NK세포 활성 회복 효과

노령생쥐에서 감소된 NK 세포 활성이 HemoHIM의 투여로 회복되는지를 확인

하 으며 그 결과는 Fig. 2.1-12에 나타내었다. HemoHIM을 투여한 노령생쥐에서 

조군 노령 생쥐에 비해 NK 세포의 활성이 히 증가됨을 확인하 다(p<0.01). 

식세포에서 분비한 IFN-γ에 의해 NK세포가 활성화 되고, NK 세포는 더욱 많은 

양의 IFN-γ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앞선 결과에서에서 IFN-γ의 생성이 

HemoHIM 투여 생쥐에서 증가한 결과와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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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2. Restoration of NK cell activity by HemoHIM in aged mice.

3)  항원에 한 면역반응의 균형  회복 효과

노령생쥐에서는 은 생쥐에 비하여 IFN-γ의 생산이 감소하고 IL-4의 생산이 증

가함으로써 Th2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1-13). 그러나 HemoHIM을 

투여한 노령생쥐에서는 IFN-γ의 생산은 유의 으로 증가하 으며 (p<0.03), IL-4의 

생산은 유의 으로 감소되어 (p<0.0001), 이러한 불균형 인 반응이 정상화됨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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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3. Balanced recovery of immune response to antigen by HemoHIM 
in aged mice.

4) 항원에 한 항체 생성능 회복 효과 

Th1세포는 B세포가 IgG2a를 분비할 수 있도록 조 하며, Th2 세포는 IgG1 는 

IgE를 분비할 수 있도록 조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HemoHIM 투여 노령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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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에서 항원에 한 반응이 균형 으로 회복되는지를 확인하 다(Fig. 2.1-14). 그 

결과, 은생쥐에 비해 노령 생쥐에서 낮아져 있는 IgG2a의 분비가 HemoHIM에 

의해 유의 으로 회복되었다(p<0.05). 반면, IgG1의 분비는 노령생쥐에서 높아져 있

었으나 HemoHIM 투여에 의해 유의 으로 감소하 다 (p<0.03). 결과 으로, IgG1

에 한 IgG2a의 비율이 노령생쥐에서 낮아져 있었으나 HemoHIM 투여에 의해 증

가하 다(p<0.003). 이러한 결과들은 HemoHIM이 노령생쥐에서 나타나는 Th1/Th2 

불균형  면역반응을 정상화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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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4. Balanced recovery of Ag-specific antibody production by 

HemoHIM in aged mice.

5) HemoHIM에 의한 IL-12p70 생산의 정상화

Th1세포로의 분화는 항원제시세포가 분비하는 IL-12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노령 생쥐에서 IL-12p70의 생산수 을 은생쥐와 비교하여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Fig. 2.1-15에 나타내었다. 우선 항원에 노출된 생쥐의 청에

서 IL-12의 생산을 측정한 결과, IL-12p70의 양이 어서 본 실험에서는 측정할 수

가 없었으므로 total IL-12의 양을 측정하 다. 노령생쥐에서는 total IL-12 생산이 

은생쥐에 비해 감소되어 있었으나, HemoHIM을 투여한 노령 생쥐에서는 유의

으로 그 생산이 회복되었다. 다음으로 항원에 노출된 생쥐의 비장세포를 동일한 항

원으로 자극시켜 IL-12p70의 양을 측정한 결과, 노령생쥐에서는 그 생산량이 

히 감소되어 있었다. 그러나 HemoHIM을 투여한 노령생쥐에서는 IL-12p70의 생산 

양이 은생쥐 수 으로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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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5. Restoration of total IL-12 and IL-12p70 secretion by HemoHIM in 
aged mice. 

방사선조사 생쥐모델을 이용한 본 연구 의 선행 연구에서 HemoHIM의 면역조

기능 퇴행 노화지표(림 구의 proliferation 감소, 림 구의 IL-2/IFN-γ 분비능 감

소, NK세포 활성 감소, IgG2a/IgG1 생성능 비율 불균형)에 한 개선효과를 보고

한 바 있다. 본 결과에서 노화(노령) 생쥐에서 동일 지표에 한 HemoHIM의 개선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에 의해 변화되는 면역조 기능 

련 퇴행지표를 활용하여 새로운 노화조 소재를 검색하고 생체효용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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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 사 선   화 학물 질  유발  퇴 행 변화  억제 천 연 물 소재 검색기반 연 구

향후 본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될 노화조  천연물 소재/복합물에 하여 다양한 요

인에 의한 여러 생체퇴행변화의 조 물질로서의 활성 검증을 한 기반을 확보하고자, 

피부  생식계의 퇴행변화가 유발된 동물모델에서 천연물소재의 효과를 검증하여 모

델의 유용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가. 자외선(UVB) 피부퇴행 변화에 한 천연물 소재의 효과 평가

피부조직의 퇴행변화 유발요인으로서 자연방사선(자외선)을 사용하고자, 자외선을 조

사한 생쥐(SKH1-hr hairless mouse) 모델에서 피부조직의 퇴행 분석지표 3종(피부주름, 

피부조직 미경지표, 피부암)에 한 후보물질 4종(녹차, 잎, 동충하 , 보 익기탕)

의 효과를 검증하여, 피부조직 퇴행 평가 모델로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1) 피부주름 형성에 한 효과 검색

자외선 단독 조사군의 경우 조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주름 등 은 계속 증가 되

었다. 시료 복강내 주사군에서는 녹차, 동충하 , 잎  보 익기탕 추출물 모두

에서  찰기간에 걸쳐 유의성 있는 주름 형성 감소가 찰되었다(Fig. 2.2-1 ～ 

2.2-5, p<0.05).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서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여 연고기재의 물리  방어 효과에 기인하여 등 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 으며 녹차  잎 추출물 도포의 경우에도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20주를 제외한  실험 기간  유의성 있는 주름 형성 감소가 찰되었다

(Fig. 2.2-2, 2.2-3 p<0.05). 이에 비하여 동충하  도포군은 6-12주의 찰 기에 효

과를 나타냈으나 이후 유의성은 없었으며(Fig. 2.2-4), 보 익기탕 도포의 경우 10주

를 제외한  기간 동안 유의성 있는 감소는 없었다(Fig.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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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 Photographs of hairless mouse skin. (A) normal skin (grade 0). 

Numerous fine striations covering back and sides of body. Fine striations run 

length of body (head-to-tail direction). (B) wrinkled skin (grade 2). No fine 

striations on back and along sides. Several shallow to moderately deep 

permanent wrinkles across back (perpendicular to head-to-tail direction).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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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 Sequential changes of wrinkle grad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green tea extract (GTE)-treated mice. The mice were graded using a 

scale of mouse wrinkling. The scale ranges from 0 for the normal skin to 3 for 

the heavily fixed wrinkling skin. Half-grade increments can be used with this 

scale.

*p<0.01 as compared with corresponding UV + vehicle group.

**p<0.05 as compared with corresponding UV + vehic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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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3.. Sequential changes of wrinkle grad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bamboo leaf extract (BL)-treated mice. The mice were graded using a 

scale of mouse wrinkling. The scale ranges from 0 for the normal skin to 3 for 

the heavily fixed wrinkling skin. Half-grade increments can be used with this 

scale.

*p<0.05 as compared with corresponding UV + vehicle group.

**p<0.01 as compared with corresponding UV + vehic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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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4. Sequential changes of wrinkle grad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Dongchongxiacao extract (Paecilomyces japonica, PJE)-treated mice. The 

mice were graded using a scale of mouse wrinkling. The scale ranges from 0 

for the normal skin to 3 for the heavily fixed wrinkling skin. Half-grade 

increments can be used with this scale.

*p<0.01 as compared with corresponding UV + vehicle group.

**p<0.05 as compared with corresponding UV + vehic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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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5. Sequential changes of wrinkle grad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Bu-Zhong-Yi-Qi-Tang (BZYQT)-treated mice. The mice were graded 

using a scale of mouse wrinkling. The scale ranges from 0 for the normal skin 

to 3 for the heavily fixed wrinkling skin. Half-grade increments can be used 

with this scale.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p<0.05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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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조직 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한 효과 검색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의 경우 22주에 평균치를 기 으로 표피두께는 

2.83, 세포침윤도는 2.67, 진피 낭종형성도는 3.50으로 무처치 조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Table 2.2-1). 시료 복강내 주사군의 경우 녹차는  지표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 효과를 나타냈으며, 동충하 는 표피두께  진피 낭종형성도에서 유의성 있

는 효과를 보 으나 세포침윤도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잎  보 익기탕 주사

군에서는 진피 낭종형성도에서는 효과가 있었으나 표피두께  세포침윤도에서는 

효과가 찰되지 않았다(Table 2.2-1 ～ 2.2-4).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서

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여 연고기재의 물리  방어 효과에 기인

하여 등 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 으며 동충하  도포군에서 진피 낭종형성도에 

효과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시료에서 평균치는 감소하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특히 보 익기탕 도포군의 경우 조군에 비하여 각 지표 별 수치의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어 피부손상을 가 시킨 결과가 찰되었다(Table 2.2-1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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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 Effects of green tea extract (GTE) on UVB-induced histological changes 

---------------------------------------------------------------------------------------------------------------------------

                                       Histological scores (mean±S.D.)

Groups               -------------------------------------------------------------------------------------------

                     Epidermal thickening   Dermal cellularity   Dermal cyst changes

---------------------------------------------------------------------------------------------------------------------------

NC                            0                    0                  0.83±0.79

(n=20)

UV + vehicle (i.p.)
a
         2.83±0.35             2.67±0.50               3.50±0.50

(n=18)

UV + GTE (i.p.)a           1.89±1.02c            1.28±0.76c               1.72±1.28c

(n=18)

UV + vehicle (topical)
b
      1.97±0.58             1.40±0.44               2.10±0.59

(n=20)

UV + GTE (topical)
b
        1.75±0.46             1.69±0.59               2.38±0.69

(n=16)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
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
2
.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histological parameters and grading scales follow: epidermal thickness, 0-3 scale; 

dermal cellularity, 0-3 scale; dermal cyst changes, 0-5 scale.
aGTE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
GTE cream (0.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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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2. Effects of  bamboo leaf extract (BL) on UVB-induced histological changes 

---------------------------------------------------------------------------------------------------------------------------

                                       Histological scores (mean±S.D.)

Groups               ------------------------------------------------------------------------------------------

                     Epidermal thickening  Dermal cellularity   Dermal cyst changes

---------------------------------------------------------------------------------------------------------------------------

NC                            0                    0                  0.83±0.79

(n=20)

UV + vehicle (i.p.)
a
         2.83±0.35             2.67±0.50               3.50±0.50

(n=18)

UV + BL (i.p.)
a
             2.44±0.73           2.38±0.35               2.38±0.44

c

(n=16)

UV + vehicle (topical)b      1.97±0.58             1.40±0.44               2.10±0.59

(n=20)

UV + BL (topical)
b
         2.19±0.70             1.56±0.50               2.06±1.08

(n=16)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
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
2
.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histological parameters and grading scales follow: epidermal thickness, 0-3 scale; 

dermal cellularity, 0-3 scale; dermal cyst changes, 0-5 scale.
aBL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
BL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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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3. Effects of Dongchongxiacao extract (Paecilomyces japonica, PJE) on 

UVB-induced histological changes 

---------------------------------------------------------------------------------------------------------------------------

                                       Histological scores (mean±S.D.)

Groups               ------------------------------------------------------------------------------------------

                     Epidermal thickening  Dermal cellularity   Dermal cyst changes

---------------------------------------------------------------------------------------------------------------------------

NC                            0                    0                  0.83±0.79

(n=20)

UV + vehicle (i.p.)a         2.83±0.35             2.67±0.50               3.50±0.50

(n=18)

UV + PJE (i.p.)
a
             1.90±0.80

c
           2.40±0.55               2.15±0.68

c

(n=20)

UV + vehicle (topical)
b
      1.85±0.56             1.63±0.48               2.83±0.99

(n=18)

UV + PJE (topical)b         1.63±0.38             1.33±0.44               1.79±0.31c

(n=16)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
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histological parameters and grading scales follow: epidermal thickness, 0-3 scale; 

dermal cellularity, 0-3 scale; dermal cyst changes, 0-5 scale.
a
PJE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PJE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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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4. Effects of Bu-Zhong-Yi-Qi-Tang (BZYQT) on UVB-induced histological 

changes 

---------------------------------------------------------------------------------------------------------------------------

                                       Histological scores (mean±S.D.)

Groups               ------------------------------------------------------------------------------------------

                     Epidermal thickening  Dermal cellularity   Dermal cyst changes

---------------------------------------------------------------------------------------------------------------------------

NC                            0                    0                  0.83±0.79

(n=20)

UV + vehicle (i.p.)a         2.83±0.35             2.67±0.50               3.50±0.50

(n=18)

UV + BZYQT (i.p.)
a
        2.75±0.35           2.70±0.44               2.75±0.56

c

(n=20)

UV + vehicle (topical)
b
      1.85±0.56             1.63±0.48               2.83±0.99

(n=18)

UV + BZYQT (topical)b      2.41±0.32d            2.19±0.34d               2.22±0.44e

(n=18)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
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histological parameters and grading scales follow: epidermal thickness, 0-3 scale; 

dermal cellularity, 0-3 scale; dermal cyst changes, 0-5 scale.
a
BZYQT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BZYQT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d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
p<0.05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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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에서 육안  종괴  암발생에 한 효과 검색

육안  종괴(Fig. 2.2-6)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의 경우 13주부터 발

생하여 22주에 94.4%의 발생율을 보 고 평균 발생 개시일은 15.06일 이었다(Table 

2.2-5). 미경 검사에서 피부에 유두종(papilloma)  암종(carcinoma)(Fig. 2.2-7)의 

발생율은 88.9% 으며 마리당 평균 수는 각각 4.78개  0.56개로서 총 5.33개의 암

이 발생하 다(Table 2.2-6). 시료 복강내 주사군의 경우 녹차는 육안  종괴의 발생

은 88.9% 고 평균 발생 개시일은 16.06일이었으며 유두종  암종의 발생율은 

66.7% 고 마리당 평균 수는 각각 1.11개  0.22개로서 총 1.33개의 암 발생이 

찰되어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 다(Table 2.2-5, 2.2-6  Fig. 2.2-8). 동충하 는 육

안  종괴의 발생은 95.0% 고 평균 발생 개시일은 16.67일이었으며 유두종 발생

율은 20.0% 고 마리당 평균 수는 각각 0.2개 으며 암종은 발생되지 않아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 다(Table 2.2-7, 2.2-8  Fig. 2.2-9). 잎은 육안  종괴의 발생은 

93.8% 고 평균 발생 개시일은 16.47일이었으며 유두종  암종 발생율은 62.5%

고 마리당 평균 수는 각각 0.88개  0.13개로서 총 1.00개의 암이 발생되어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 다(Table 2.2-9, 2.2-10  Fig. 2.2-10). 보 익기탕은 육안  종괴의 

발생은 85.0% 고 평균 발생 개시일은 16.65일이었으며 유두종  암종 발생율은 

50.0% 고 마리당 평균 수는 각각 0.90개  0.20개로서 총 1.10개의 암이 발생되어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 다(Table 2.2-11, 2.2-12  Fig. 2.2-11).

부형제 도포 자외선 조사 조군에서는 무처치 자외선 단독 조사 조군에 비하

여 연고기재의 물리  방어 효과에 기인하여 발생율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 으며 

시료도포군에서 녹차는 육안  종괴의 평균 발생 개시일이 지연되었고 미경 검사

결과 암의 발생은 없어 유의성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Table 2.2-5, 2.2-6  Fig. 

2.2-8). 동충하 는 육안  종괴의 평균 발생 개시일은 차이가 없었으나 암의 발생

율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 으나 평균 수는 비슷한 경향이었다(Table 2.2-7, 2.2-8  

Fig. 2.2-9). 잎은 육안  종괴의 평균 발생 개시일은 지연되었으나 암발생은 차이

가 없었다(Table 2.2-9, 2.2-10  Fig. 2.2-10). 보 익기탕은 육안  종괴의 평균 발

생 개시일은 차이가 없었으나 암의 발생은 발생율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 으나 평

균 수는 비슷한 경향이었다(Table 2.2-11, 2.2-12  Fig.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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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6. The macroscopic appearances of hairless mice at completion of 

UVB irradiation are shown. Small macroscopic masses are apparent in hairless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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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7. Formation of skin tumors by UVB exposure in hairless mice. (A) 

Squamous cell carcinoma. (B) papilloma (original magnification, x 4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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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8.  Macroscopic mass prevalence in SKH-1 hairless mice treated with 

green tea extract (GTE) and exposed to UVB radiation.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
2
.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GTE (25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GTE cream (2% in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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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9. Macroscopic mass prevalence in SKH-1 hairless mice treated with 

Dongchongxiacao extract (Paecilomyces japonica, PJE) and exposed to UVB 

radiation.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
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
2
.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PJE (25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PJE cream (2% in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 196 -

Figure 2.2-10. Macroscopic mass prevalence in SKH-1 hairless mice treated with  

bamboo leaf extract (BL) and exposed to UVB radiation.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
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BL (25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L cream (2% in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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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1. Macroscopic mass prevalence in SKH-1 hairless mice treated with 

Bu-Zhong-Yi-Qi-Tang (BZYQT) and exposed to UVB radiation.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
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
2
.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BZYQT (25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ZYQT cream (2% in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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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5. Effect of green tea extract (GTE) on onset time of macroscopic mass 

-------------------------------------------------------------------------------------------------------------------

Treatment                          Average week of mass onset (± S.D.)

-------------------------------------------------------------------------------------------------------------------

UV + vehicle (i.p.)a (n=17)                15.06 ± 0.75         

UV + GTE (i.p.)
a
 (n=16)                  16.06 ± 0.57

c

UV + vehicle (topical)
b
 (n=16)             16.88 ± 0.81

UV + GTE (topical)b (n=15)               18.07 ± 0.96d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
2
.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aGTE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
GTE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dp<0.05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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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6. Macroscopic mass incidence and number of tumors by typ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green tea extract (GTE)-treated mice

---------------------------------------------------------------------------------------------------------------------------

                        Incidence             No. of tumors by type (± S.D.)

Groups                               -------------------------------------------------------------------

                        of mass      Papilloma        Carcinoma          Total

---------------------------------------------------------------------------------------------------------------------------

NC                         0          0 (0)              0 (0)            0 (0)

(n=20)

UV + vehicle (i.p.)a         94.4     4.78±3.19 (88.9)    0.56±0.88 (33.3)   5.33±3.57 

(88.9)

(n=18)

UV + GTE (i.p.)a          88.9c     1.11±1.36c (55.6)c   0.22±0.67 (11.1)c   1.33±1.32c 

(66.7)
c

(n=18)

UV + vehicle (topical)b     80.0      1.70±1.83 (60.0)    0.10±0.32 (10.0)   1.80±1.99 

(60.0)

(n=20)

UV + GTE (topical)b       93.8d        0d (0)d            0 (0)d            0d (0)d 

(n=16)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
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
2
.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a
GTE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
GTE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d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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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7. Effect of Dongchongxiacao extract (Paecilomyces japonica, PJE) on onset 

time of macroscopic mass 

---------------------------------------------------------------------------------------------------------------

Treatment                         Average week of mass onset (± S.D.)

---------------------------------------------------------------------------------------------------------------

UV + vehicle (i.p.)
a
 (n=17)                15.06 ± 0.75         

UV + PJE (i.p.)
a
 (n=19)                   16.67 ± 0.41

c

UV + vehicle (topical)b (n=16)             17.63 ± 0.89

UV + PJE (topical)
b
 (n=12)                17.50 ± 0.91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
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
2
.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a
PJE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PJE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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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8. Macroscopic mass incidence and number of tumors by typ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Dongchongxiacao extract (Paecilomyces japonica, PJE)-treated 

mice

----------------------------------------------------------------------------------------------------------------------------

                        Incidence             No. of tumors by type (± S.D.)

Groups                               -------------------------------------------------------------------

                        of mass      Papilloma        Carcinoma          Total

----------------------------------------------------------------------------------------------------------------------------

NC                         0          0 (0)              0 (0)            0 (0)

(n=20)

UV + vehicle (i.p.)
a
         94.4     4.78±3.19 (88.9)    0.56±0.88 (33.3)   5.33±3.57 

(88.9)

(n=18)

UV + PJE (i.p.)
a
            95.0     0.20±0.42

c
 (20.0)

c
      0

c
 (0)

c
        0.20±0.42

c
 

(20.0)
c

(n=20)

UV + vehicle (topical)
b
     88.9      0.44±0.53 (44.4)        0 (0)        0.44±0.53 

(44.4)

(n=18)

UV + PJE (topical)
b
         75.0

d
    0.38±0.74 (25.0)

d
       0 (0)        0.38±0.74 

(25.0)
d
 

(n=16)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
2
.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a
PJE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PJE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d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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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9. Effect of bamboo leaf extract (BL) on onset time of macroscopic mass 

----------------------------------------------------------------------------------------------------------------

Treatment                         Average week of mass onset (± S.D.)

----------------------------------------------------------------------------------------------------------------

UV + vehicle (i.p.)a (n=17)               15.06 ± 0.75         

UV + BL (i.p.)
a
 (n=15)                   16.47 ± 0.64

c

UV + vehicle (topical)
b
 (n=16)            16.88 ± 0.81

UV + BL (topical)b (n=14)                17.86 ± 0.77d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
2
.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aBL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
BL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dp<0.05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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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0. Macroscopic mass incidence and number of tumors by typ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bamboo leaf extract (BL)-treated mice

----------------------------------------------------------------------------------------------------------------------------

                        Incidence             No. of tumors by type (± S.D.)

Groups                               -------------------------------------------------------------------

                        of mass      Papilloma        Carcinoma          Total

----------------------------------------------------------------------------------------------------------------------------

NC                         0          0 (0)              0 (0)            0 (0)

(n=20)

UV + vehicle (i.p.)a         94.4    4.78±3.19 (88.9)    0.56±0.88 (33.3)   5.33±3.57 

(88.9)

(n=18)

UV + BL (i.p.)a            93.8    0.88±0.84c (62.5)c   0.13±0.35 (12.5)c   1.00±0.93c 

(62.5)
c

(n=16)

UV + vehicle (topical)b     80.0      1.70±1.83 (60.0)    0.10±0.32 (10.0)   1.80±1.99 

(60.0)

(n=20)

UV + BL (topical)b         87.5d    0.75±1.04 (50.0)d   0.75±1.04e (50.0)d  1.50±2.00 

(62.5) 

(n=16)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
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aBL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
BL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d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
p<0.05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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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1. Effect of Bu-Zhong-Yi-Qi-Tang (BZYQT) on onset time of macroscopic 

mass 

---------------------------------------------------------------------------------------------------------------

Treatment                         Average week of mass onset (± S.D.)

---------------------------------------------------------------------------------------------------------------

UV + vehicle (i.p.)
a
 (n=17)                 15.06 ± 0.75         

UV + BZYQT (i.p.)
a
 (n=17)                16.65 ± 0.70

c

UV + vehicle (topical)b (n=16)              17.63 ± 0.89

UV + BZYQT (topical)
b
 (n=16)             17.50 ± 0.97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
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
2
.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a
BZYQT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BZYQT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 205 -

Table 2.2-12. Macroscopic mass incidence and number of tumors by type in the skin 

of UV-irradiated mice and Bu-Zhong-Yi-Qi-Tang (BZYQT)-treated mice after 22 weeks

----------------------------------------------------------------------------------------------------------------------------

                        Incidence             No. of tumors by type (± S.D.)

Groups                               -------------------------------------------------------------------

                        of mass      Papilloma        Carcinoma          Total

----------------------------------------------------------------------------------------------------------------------------

NC                         0          0 (0)              0 (0)            0 (0)

(n=20)

UV + vehicle (i.p.)a         94.4     4.78±3.19 (88.9)    0.56±0.88 (33.3)   5.33±3.57 

(88.9)

(n=18)

UV + BZYQT (i.p.)a       85.0c     0.90±1.00c (50.0)c   0.20±0.60 (10.0)c   1.10±1.40c 

(50.0)
c

(n=20)

UV + vehicle (topical)b     88.9      0.44±0.53 (44.4)        0 (0)        0.44±0.53 

(44.4)

(n=18)

UV + BZYQT (topical)b    88.9     0.33±0.71 (22.2)d   0.17±0.33d (11.1)d   0.44±0.73 

(33.3)
d
 

(n=18)

----------------------------------------------------------------------------------------------------------------------------

SKH-1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90 mJ/cm
2
 three times per week; the dose was 

increased by 10% per week until the dose reached 175 mJ/cm2. UVB treatment was 

stopped at 22 weeks after first irradiation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The 

percentages of mice with tumors are shown in parentheses.
aBZYQT (25 mg/kg of body weight) or vehicle (saline) was given i.p. at 24 hours 

prior to each irradiation.
b
BZYQT cream (2% in cream base) or vehicle (cream base) was topically treated at 15 

minutes prior to each irradiation.

c
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i.p.) group.

dp<0.01 as compared with UV + vehicle (top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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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외선 피부퇴행에 한 천연물소재 억제효과 종합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복강내 투여의 경우 피부주름 형성 억제 지표에서는 녹차  

잎, 피부조직 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한 효

과 지표에서는 녹차, 육안  종괴  암발생에 한 효과 지표에서는 녹차, 동충하

, 잎  보 익기탕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가 있었으며, 피부도포의 경우 피부주

름 형성 억제 지표에서는 녹차  잎, 피부조직 미경 지표(표피두께, 세포침윤

도, 진피 낭종형성) 변화에 한 효과 지표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유의성은 없었으

며, 육안  종괴  암발생에 한 효과 지표에서는 녹차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가 

있었으나 기타 시료는 일부 항목에서만 효과를 보 다. 

이상의 결과에서 녹차의 효과가 가장 우수하 으며, 지 까지 연구가 미진한 

잎의 효과도 상당한 수 으로 확인되었다. 시료 피부도포 시험에서 효과가 주사군

에 비하여 미진한 것은 자외선 장기 조사로 인한 피부 표피세포의 증생으로 각 시

료의 흡수가 물리 으로 차단된 결과로 사료되며 특히 보 익기탕 도포군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만성 피부손상을 일부 가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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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 생식기계(난소/자궁) 퇴행변화에 한 천연물소재의 효과 평가

1) 방사선에 의한 여성생식기계(난소/자궁) 퇴행변화에 한 천연물소재 

(HemoHIM)의 경감효과

체 변화는 실험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난소의 무게는 헤모힘 복강내 주사

군에서 방사선 조사 6시간에 방사선 비조사 조군에 비하여 증가하 다. 방사선 

조사 후 48시간에는 변화가 없었다. 헤모힘 투여에 의한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Table 2.2-13).

난소 최  단 조직면에서 강난포, 강난포  황체의 수를 찰한 바, 방사선 

조사후 48시간에 황체의 수가 감소하 으며, 방사선 단독조사군에 비하여 헤모힘 

복강내 주사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Table 2.2-14).

난소 최  단 조직면에서 강난포, 강난포에서 apoptosis가 발생한 난포의 수

는 방사선 조사 후 증가하 으며, 특히 6시간에 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방사선 조사 조군에 비하여 6시간에 헤모힘 투여군에서 감소의 경향을 보 으며, 

경구투여군에서 유의성이 있었다(Table 2.2-15). 

폐쇄강난포에서 체세포  apoptosis 발생 세포의 분포는 개체차에 의해 유의

성은 없었으나 평균치를 기 으로 방사선 단독 조사군에 비하여 헤모힘 투여군에서 

감소의 경향을 보 다(Fig. 2.2-12).

자궁샘에서 체세포  apoptosis 발생 세포의 분포는 방사선 조사군에서 증가

하 으며, 방사선 단독 조사군에 비하여 헤모힘 투여군에서 감소의 경향을 보 고 

헤모힘 복강내 투여군에서 유의성이 있었다(Fig. 2.2-13).

결과를 종합해보면, 방사선에 의해 성장 인 난포내 apoptosis가 증가되어 난포

의 발달을 해하 으며, 헤모힘은 apoptosis의 발생을 억제하여 난포발달을 지속시

키고 따라서 48시간 후 황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궁샘 상피의 apoptosis 발

생도 헤모힘은 억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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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Sham 　 　 　IR (6 h) 　 IR (48 h)　

Saline HH (i.p.)
a
 HH (p.o.)

b
 　 Saline HH (i.p.)

a
 HH (p.o.)

b
 　 Saline HH (i.p.)

a
 HH (p.o.)

b
 

Body weight (g) 32.1±4.0 30.3±4.0 29.8±5.2 32.4±1.2 31.2±1.5 30.6±1.6 27.9±3.1 29.4±3.5 31.7±3.4

Right ovary weight 
per 

0.47±0.03 0.42±0.05 0.41±0.11 0.44±0.16 0.51±0.06c 0.42±0.08 0.56±0.10 0.44±0.10 0.44±0.10
body weight (mg/g)

Left ovary weight per 
0.39±0.09 0.37±0.05 0.47±0.06 0.39±0.14 0.54±0.10

d
0.48±0.06 0.49±0.07 0.51±0.03

d
0.51±0.03

body weight (mg/g) 　 　

Table 2.2-13. Body and ovary weight of the sham control, HemoHIM (HH)-treated, and irradiated (IR)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rradiation (3 Gy),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irradiation.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rradiation to autopsy.

cp<0.05 as compared to the sham control group.

dp<0.01 as compared to the sham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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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m 　 　 　IR (6 h) 　 IR (48 h)　

　
Preantral

follicle
Antral
follicle

corpus
luteum

　
Preantral

follicle
Antral
follicle

corpus
luteum

　
Preantral

follicle
Antral
follicle

corpus
luteum

Saline 9.3±3.6 7.7±2.4 9.3±1.8 9.0±2.0 10±2.7 10.8±1.7 9.8±4.0  9.6±2.1 5.6±1.5
c

HH (i.p.)a 6.3±4.9 8.0±2.8 7.7±2.3 7.7±4.1 8.2±1.3 9.7±2.1 6.4±2.1 8.4±1.5 7.8±0.8d

HH (p.o.)
b

10.8±4.6 8.0±3.8 9.8±1.7 　 8.0±3.4 8.3±2.8 9.0±2.6 　 7.0±2.3 7.2±1.9 6.8±1.9
c

Table 2.2-14.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total number of preantral, antral follicle and corpus luteum in the largest 

cross section of the irradiated (IR) mouse ovary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rradiation (3 Gy),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irradiation.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rradiation to autopsy.
c
p<0.05 as compared to the sham control group.

d
p<0.05 as compared to the ir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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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m 　 IR (6 h) 　 IR (48 h)

　 Preantral Antral 　 Preantral Antral 　 Preantral Antral

Saline 8.3±20.4 31.3±11.1 55.4±25
c
 77.9±7.3

c
26.6±13.7  55.5±22.8

c

HH (i.p.)a 6.1±9.5 43.1±23.0 45.7±28.0c   76.9±9.7c  36.1±14.1c 61.8±29.1

HH (p.o.)
b

17.8±4.8 25.7±15.1 　 49.2±13.9
c

60.2±2.8
c,d

　 37.6±23.1 67.8±17.8
c

Table 2.2-15.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follicles containing TUNEL positive cells to that of 

total preantral and antral atretic follicles in irradiated mouse ovary 

Values (%)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rradiation (3 Gy),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irradiation.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s before irradiation to autopsy.

c
p<0.01 as compared to the sham control group.

d
p<0.01 as compared to the irradiati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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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aline  HH (i.p.) HH (p.o.)  Saline  HH (i.p.) HH (p.o.)  Saline  HH (i.p.) HH (p.o.)

                -------------------  -------------------  -------------------

                     Sham               IR (6 h)             IR (48 h)

Figure 2.2-12. Photomicrograph of TUNEL staining of the sham control (A) and 

irradiated (3 Gy) (B) mouse ovary (x 400).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the percentage of TUNEL-positive granulosa cells in the atretic 

antral follicles in irradiated mouse ovary (C, bar = mea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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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aline  HH (i.p.) HH (p.o.)  Saline  HH (i.p.) HH (p.o.)  

                               -------------------  -------------------  

                                  Sham               IR (6 h)            

Figure 2.2-13. Photomicrograph of TUNEL staining of the sham control (A) and 

irradiated (3 Gy) (B) mouse uterus (x 400).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the percentage of TUNEL-positive cells per total glandular 

epithelium (C, bar = mean value). 
† 

p<0.01 as compared to the irradiation control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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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에 의한 여성생식기계(난소/자궁) 퇴행변화에 한 천연물소재 (HemoHIM)

의 경감효과

가)  Cyclophosphamide (CYP) 유발 생식기 장해에 한 경감 효과 평가

체   난소 무게의 변화는 실험군에서 차이가 없었다(Table 2.2-16).

난소 최  단 조직면에서 강난포, 강난포  황체의 수를 찰한 바, CYP 투여 

후 6시간  48시간에 강난포  황체의 수가 헤모힘 병행 투여군에서 다소 증가하는 경

향을 보 으며, 48시간의 경우 강난포의 수가 헤모힘 병행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 

하 다(Table 2.2-17).

난소 최  단 조직면에서 강난포, 강난포에서 apoptosis가 발생한 난포의 수는 

CYP 투여 후 경미하게 증가하 으며, 헤모힘 투여군에의한 효과는 찰되지 않았다

(Table 2-6). 

폐쇄강난포에서 체세포  apoptosis 발생 세포의 분포는 개체차에 의해 유의성은 

없었으나 평균치를 기 으로 CYP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헤모힘 투여군에서 감소의 경향

을 보 다(Fig. 2.2-18). 자궁샘에서 CYP 투여에 의한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결과를 종합하면, 방사선에 비하여 CYP 투여의 경우 반 인 난소의 장해는 경미하

으며, apoptosis의 발생은 증가하 고 헤모힘은 평균치를 기 으로 apoptosis의 발생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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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Control 　 　 　 CYP (6 h) 　 　 　 CYP (48 h) 　

Saline HH (i.p.)
a
 HH (p.o.)

b
 　 Saline HH (i.p.)

a
 HH (p.o.)

b
 　 Saline HH (i.p.)

a
 HH (p.o.)

b
 

Body weight (g) 32.1±4.0 30.3±4.0 29.8±5.2 32.1±1.3 31.5±1.5 31.4±1.6 29.4±2.1 30.4±3.7 32.1±3.3

Right ovary weight 
per 

0.47±0.03 0.42±0.05 0.41±0.11 0.40±0.07 0.47±0.06 0.41±0.1 0.41±0.14 0.47±0.14 0.38±0.08
body weight (mg/g)

Left ovary weight per 
0.39±0.09 0.37±0.05 0.47±0.06 0.39±0.12 0.43±0.05 0.48±0.14 0.35±0.07 0.38±0.10 0.34±0.13

body weight (mg/g) 　 　

Table 2.2-16. Body and ovary weight of the sham control, HemoHIM (HH)-treated, and cyclophosphamide (CYP)-treated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p. injection of CYT (50 mg/kg of body weight),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CYT injection.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p. injection of CYT (50 mg/kg of body weight) to 

auto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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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ine 　 　 　CYP (6 h) 　 CYP (48 h)　

　
Preantral

follicle
Antral
follicle

corpus
luteum

　
Preantral

follicle
Antral
follicle

corpus
luteum

　
Preantral

follicle
Antral
follicle

corpus
luteum

Saline 9.3±3.6 7.7±2.4 9.3±1.8 6.3±1.5 7.3±2.5 7.7±2.1 6.8±1.3  7.3±1.0 7.3±1.3

HH (i.p.)
a

6.3±4.9 8.0±2.8 7.7±2.3 6.7±2.1 9.8±2.1 8.5±1.9 5.7±0.6 9.0±1.4
c

8.5±2.1

HH (p.o.)b 10.8±4.6 8.0±3.8 9.8±1.7 　 5.3±1.5 8.0±2.6 9.0±1.0 　 7.7±0.6 11.3±4.2c 7.0±1.0

Table 2.2-17.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total number of preantral, antral follicle and corpus luteum in the largest 

cross section of the cyclophosphamide (CYP)-treated mouse ovary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p. injection of CYT (50 mg/kg of body weight),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CYT injection.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p. injection of CYT (50 mg/kg of body weight) to 

autopsy.
cp<0.05 as compared to the CYT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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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ine 　 CYP (6 h) 　 CYP (48 h)

　 Preantral Antral 　 Preantral Antral 　 Preantral Antral

Saline 8.3±20.4 31.3±11.1 28.9±18.4 48.1±29.7 11.7±8.4  44.6±14.8

HH (i.p.)a 6.1±9.5 43.1±23.0 23.8±25.2   46.2±12.4  4.2±8.3 40.4±12.4

HH (p.o.)
b

27.8±4.8 25.7±15.1 　 13.1±12.5 44.3±13.9 　 18.8±8.8 56.9±18.6
c

Table 2.2-18.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follicles containing TUNEL positive cells to that of 

total preantral and antral atretic follicles in irradiated mouse ovary 

Values (%)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p. injection of CYT (50 mg/kg of body weight),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CYT injection.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p. injection of CYT (50 mg/kg of body weight) to 

autopsy.
c
p<0.01 as compared to the salin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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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aline   HH (i.p.)  HH (p.o.)   Saline   HH (i.p.)  HH (p.o.)  

                  ---------------------------------------   ---------------------------------------  

                            Saline                      CYT (6 h)           

Figure 2.2-14. Photomicrograph of TUNEL staining of the saline control (A) and 

cyclophosphamide (CYP)-treated (B) mouse ovary (x 400).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the percentage of TUNEL-positive granulosa cells in 

the atretic antral follicles (C, bar = mea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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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stradiol valerate (EV) 유발 생식기 장해(다낭성난소 발생)에 한 경감 효과 평가

체 변화는 실험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난소의 무게는 헤모힘 병행투여에 의해 증

가하 으며 경구투여군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Table 2.2-19).

난소 최  단 조직면의 찰에서 EV 단독투여군은 강난포의 수가 증가하고 황체의 

수는 감소하는 다낭성난소의 소견을 보 고, 헤모힘 병행투여군에서 황체의 수는 유의성 

있게 증가 하 다(Table 2.2-20, Fig. 2.2-15).

EV에 의해 유발되는 다낭성난소 발생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nerve growth factor 

(NGF)는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난포막 주변, 난소의 간질  황체에서 넓게 찰되었

으며, EV 단독투여 군에 비하여 헤모힘 투여군의 경우 난소조직에서 염색 강도가 완화되

었고, western blot analysis 결과 NGF 단백질의 발 량 한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Fig. 2.2-16, 2.2-1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EV 투여에 의해 배란이 억제되고 강난포의 분포가 증가하는 

다낭성난소(polycystic ovary, PCO)가 유발되었고, 헤모힘은 PCO의 발생을 억제하고 난

포의 발달을 유지하여 EV 단독투여군에 비해 난소의 무게가 증가하 으며 황체의 수도 

증가하 다. 헤모힘 투여에 따라 EV에 의해 유발되는 다낭성난소 발생에 여하는 것으

로 알려진 nerve growth factor (NGF)의 난소조직 내 분포부 는 유사하 으나 염색강도

는 감소하 고 western blot analysis 결과 NGF 단백질의 발 량 한 유의성 있게 감소

하여 헤모힘이 PCO의 발생을 억제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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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9. Body and ovary weight measurements of control and polycystic ovary 
(PCO)-induced rats 

------------------------------------------------------------------------------------------------------------------------

Group                        Body weight (g)       Ovaries weight (mg) 

per g body weight 

------------------------------------------------------------------------------------------------------------------------

Oil control                     244.5 ± 15.5           0.43 ± 0.08

PCO                          226.3 ± 19.9           0.27 ± 0.03

PCO + HemoHIMa              232.2 ± 13.4           0.32 ± 0.04 c

PCO + HemoHIM
b
              223.5 ± 17.6           0.31 ± 0.07

-----------------------------------------------------------------------------------------------------------------------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The SD rats (n=7) were injected with estradiol valerate (EV) and were autopsied 35 days 
later.
a
HemoHIM (100 mg/kg of body weight/day, p. o.) was given for 35 days after EV 

injection. 
b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35 days 

after EV injection. 
c
p<0.05 as compared with PC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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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20. Effect of HemoHIM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corpus 
luteum in the largest cross section of the ovary

------------------------------------------------------------------------------------------------------------------------

Group                           Number of corpus luteum

------------------------------------------------------------------------------------------------------------------------

Oil control                            11.2 ± 3.2

PCO                                  2.4 ± 1.3

PCO + HemoHIM
a
                      5.0 ± 2.2

c

PCO + HemoHIMb                      4.8 ± 1.6c

------------------------------------------------------------------------------------------------------------------------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The SD rats (n=7) were injected with estradiol valerate (EV) and were autopsied 35 days 
later.
aHemoHIM (100 mg/kg of body weight/day, p. o.) was given for 35 days after EV 
injection. 
b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once every other day for 35 days 

after EV injection. 
cp<0.05 as compared with PC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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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5. Ovarian morphology. (A) Oil control group. (B) Polycystic ovary (PCO) 

group. (C) PCO + HemoHIM (p.o.) group. (D) PCO + HemoHIM (i.p.) group. Hematoxylin 

and eosin stain, X 40. * depicts corpora lu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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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6. Representative ovarian distribution of nerve growth factor immunoreactivity 

in the ovary tissue of an estradiol valerate-treated rat. Survey view (A) showing regressed 

corpus lutea, atretic follicles, and healthy growing follicles. Detailed view (B) of a healthy 

growing follicle (framed area in A). Detailed view (C) of a regressed corpus luteum 

(framed area in A). Detailed view (D) of a atretic follicle (framed area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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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7. Effect of HemoHIM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nerve growth factor 

(NGF) protein levels in the ovaries. Ovary tissue from polycystic ovary (PCO) rats 

contain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ovarian NGF protein than oil control ovary tissue. 

The level of NGF protein in ovary samples from PCO + HemoHIM rat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samples from PCO rats. Values are given as mean ± S.E. *p< 0.05 versus the 

PC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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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생식기계(자궁/난소) 퇴행에 한 천연물소재 억제효과 종합 분석

이상의 결과에서 헤모힘은 방사선에 의한 난소  자궁변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

었다. 화학물질투여 실험에서는 cyclophosphamide 투여 실험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비해 

생식기계의 손상이 경미하여 헤모힘의 효과 찰에 유의성이 없었으나 완화의 경향을 나

타냈고, estradiol valerate 투여에 의한 다낭성난소의 발생은 효과 으로 억제하 다. 결

론 으로 헤모힘은 방사선  화학물질에 의한 여성 생식기 장해 개선효과가 확인되었

고, 특히 최근 여성 불임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다낭성난소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어 헤모힘의  다른 신기능이 발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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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성 생식기계(고환) 퇴행변화에 한 천연물소재의 효과 평가

1) 방사선 유발 생식기계(고환) 퇴행변화에 한 경감효과 

체 변화는 실험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고환의 무게는 방사선 조사에 따라 10일과 

20일째 감소하 으며 헤모힘 투여에 의한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Table 2.2-21).

방사선 조사 후 12시간에 고환 정세 에서 발생되는 apoptosis는 방사선 조사(2 Gy)에 

따라 격히 증가하 으며, 헤모힘 복강내 주사  경구투여군에서 공히 유의성있게 감

소하 다(Table 2.2-22, Fig. 2.2-18).

방사선 조사 후 10, 20  40일 후 고환 정자두부수, 부고환 내 정자수, 정자생존율, 

기형정자 발생을 찰한 바, 10일에서는 정상 조군에 비해 방사선 조사군에서 정자두부

수, 부고환 내 정자수, 정자 생존율의 경미한 감소가 찰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헤

모힘 투여군에서는 방사선 단독조사군에 비해 각 찰지표에서 다소 수의 감소가 경미하

나 심한개체차로 유의성은 없었다. 10일째 정자기형 발생은 실험군간 차이가 없었다. 20

일째 방사선 조사에 따라 정자두부수, 정자수  정자생존율은 격히 감소하 으며, 정

자 기형발생은 증가하 다. 방사선 단독 조사군에 비해 헤모힘 복강내 주사군에서는 정

자수  정자생존율이, 헤모힘 경구투여군에서는 정자두부수  정자수가 유의성 있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생존율도 증가하고, 기형발생율은 감소의 경향을 보 으나 개체

차로 유의성은 없었다. 40일째 각 찰 지표에서 방사선조사에 의해 가장 장해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헤모힘투여에 의한 향은 경미하 다 (Table 2.2-23). 정자기형은 비정형두부

(amorphous head), 굴곡갈고리(bent hook), 이 미부(two tailed), 갈고리각도이상(hook 

at wrong angle), 갈고리결 (knobbed hook) 등으로 나타났다(Fig. 2.2-19).   

고환 정세 의 정자발생 7단계에서 각 구성 정자발생세포를 찰한 바 정조세포

(spermatogonia)는 원천 인 소수로 인해 변동이 은 것으로 찰되었고, 방사선 조사 

후 12시간에는 각각의 종류의 세포수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3일째, 세사기정모세포

(preleptotene spermatocyte)는 격히 감소하 으며, 태사기(후사기)정모세포(pachytene 

spermatocyte) 약간 감소하 다. 10일째, 세사기  태사기정모세포 모두 속히 감소

하 다. 20일째, 세사기  태사기정모세포 수의 감소는 회복의 경향을 나타냈고, 원형

정자세포(round spermatid)  신장형정자세포(elongated spermatid)의 수는 격히 감소

하 다. 40일째, 세사기  태사기정모세포의 수는 정상 수 으로 회복되었고, 원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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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포수는 회복 단계이며, 신장형정자세포 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헤모힘 투여에 따

라 3일과 10일에서 세사기  태사기정모세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 으며, 

20일째 원형정자세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 으며, 신장형정자세포 수의 감소

도 억제의 경향을 나타냈다(Table 2.2-24, Fig. 2.2-20). 지지세포의 수는 방사선 단독조사 

는 헤모힘 병행투여군 모두에서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방사선에 의해 기 고환정세 의 

apoptosis 발생이 유발되고, 이후 고환 정자두부수, 부고환 내 정자수  정자생존율의 

감소가 일어나고, 기형정자 발생이 증가되었다. 헤모힘 투여에 따라 기 apoptosis의 발

생이 억제되고, 방사선 조사 후 20일에 유의성 있는 장해경감효과를 나타내고, 40일째에 

효과의 정도가 감소되는 결과를 보 다. 이는 고환에서 정자발생 1단계에서 12단계까지 

정상 발달 소요 기간이 약 9일이라는 에서 헤모힘은 기 apoptosis 유발  이에 따

른 각종 고환 련 장해Xapopt경감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 조사에 따라 가

장 민감한 장해를 유발하는 정조세포의 수 장건장 많은 정자발생 5-6단계에서 방사선이 

조사된t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장해 발생 양Ápt 악하기 해 정세 의 미경 

찰은 7단계를 경시 으로 찰하 다. 정세  7단계 찰에서 방사선 조사 후 시간 경과

에 따라 각 발달 단계 세포에 향이 나타났으며, 헤모힘 투여에 따라 기에는 세사

기  태사기정모세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 으며, 20일째 원형정자세포 수

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고환 장해를 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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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Body weight (g) 

Testis weight per body weight 
(mg/g)

Left Right 

IR

(12 hr)　

Control 39.2±2.8 2.5±0.3 2.4±0.2

HH(i.p.)
a
 37.8±3.2 2.6±0.3 2.5±0.3

HH(p.o.)
b
 40.2±3.2 2.4±0.3 2.3±0.4

IR 

(3 day)　

Control 35.3±1.3 2.1±0.3 2.1±0.3

HH(i.p.)a 36.7±2.0 2.4±0.3 2.3±0.1

HH(p.o.)
b
 37.6±3.7 2.1±0.4 2.1±0.3

IR

(10 day) 

Control 38.0±2.9 1.7±0.2 1.8±0.2

HH(i.p.)a 37.8±4.1  2.1±0.3c 2.0±0.2

HH(p.o.)
b
  43.8±1.4 1.8±0.1 1.7±0.1

IR

(20 day) 　

Control 39.3±2.5 1.4±0.2 1.4±0.2

HH(i.p.)a 42.7±4.4 1.3±0.3 1.2±0.2

HH(p.o.)
b
 41.7±0.7 1.4±0.1 1.4±0.1

IR

(40 day) 

Control 39.7±1.9 1.9±0.2 1.7±0.2

HH(i.p.)a 39.2±1.5 1.8±0.2 1.6±0.2

HH(p.o.)
b
 39.5±2.7 2.0±0.4 1.8±0.2

Table 2.2-21. Body and testis weight of HemoHIM (HH)-treated and irradiated (IR)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rradiation (3 

Gy),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irradiation (2 Gy).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rradiation to 7th day after irradiation (2 Gy).

c
p<0.05 as compared to the radiation control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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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s 　Apoptotic cells per seminiferous tubule 

Sham control　

Radiation control

Radiation + HH (i.p.)a

Radiation + HH (p.o.)
b

0.36±0.06

2.27±0.42

1.58±0.29c

1.60±0.31
c

Table 2.2-22.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apoptotic cells in irradiated mouse testi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t 12 hours after 

irradiation (2 Gy).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rradiation (3 

Gy), and 30 minutes after irradiation (2 Gy).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rradiation to autopsy (2 Gy).
c
p<0.05 as compared to the radiation control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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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Sperm head 

count

Sperm count Sperm 

liability

Sperm 

abnormality

(x106 / testis)
(x10

6
 / cauda 

epididymis)
(%) (%)

Sham control 

(20 day)
285.6±37.1 269.8±86.1 82.3±5.1 7.1±1.6

IR

(10 day) 

Control 253.6±44.2 229.5±46.7 54.3±17.6 6.6±1.7

HH(i.p.)
a
 262.2±26.0 279.1±89.5 76.5±7.1

c
6.8±1.9

HH(p.o.)
b
 276.9±57.2 248.5±78.3 75.3±8.2

c
7.4±1.7

IR

(20 day)

Control 157.7±17.3 138.5±33.8 49.0±9.8 14.5±3.0

HH(i.p.)
a
 153.4±8.9 181.0±29.5

c
65.6±7.2

c
13.2±4.8

HH(p.o.)
b
 263.1±12.6

c
277.9±41.9

c
64.4±14.1 11.8±2.1

IR

(40 day) 

Control 103.1±6.2 46.9±11.7 22.6±6.9 18.5±4.9

HH(i.p.)
a
 131.0±15.4

c
49.4±23.9 25.0±1.7 17.3±4.0

HH(p.o.)
b
 117.0±12.5 108.1±37.8 25.7±7.6 16.8±2.7

Table 2.2-23.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sperm examination in 

irradiated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rradiation (3 

Gy),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irradiation (2 Gy).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rradiation to 7th day after irradiation (2 Gy).
c
p<0.05 as compared to the radiation control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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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Spermatogonia
Preleptotene 

spermatocytes
Pachytene 

spermatocytes
Round 

spermatids
Elongated 
spermatids Sertoli cells 

Sham 
control

(20 day)

Control 1.8±1.2 37.7±7.3 43.2±9.3 115.0±19.6 98.5±31.1 11.7±2.6

HH(i.p.)
a

2.3±1.5 38.7±11.5 45.7±8.5 118.3±22.0 91.3±9.0 12.3±1.5

HH(p.o.)b 1.5±1.3 38.5±10.1 54.0±12.4 123.3±30.5 106.0±23.4 11.0±2.2

IR

(12 hr)　

Control 1.7±1.0 34.3±3.9 51.7±8.2 107.5±18.5 100.0±13.6 10.8±2.4

HH(i.p.)
a

1.8±1.3 37.8±9.5 54.0±7.8 107.3±10.1 118.0±25.5 10.7±2.1

HH(p.o.)b 1.5±1.3 40.0±7.3 52.3±6.8 118.5±15.2 120.0±32.6 11.0±2.2

IR

(3 day)　

Control 1.8±1.3 4.6±2.2 35.2±4.8 107.0±18.1 90.2±13.2 12.6±1.1

HH(i.p.)
a

1.8±0.8 7.5±2.0
c

48.3±7.9
c

119.2±9.3 125.7±24.3 13.3±1.5

HH(p.o.)b 2.2±1.5 12.3±5.0c 48.3±4.8c 133.3±6.0 119.0±19.0 10.3±2.2

IR

(10 day) 

Control 2.0±1.6 4.5±2.1 7.0±2.9 93.6±26.8 106.2±36.0 11.2±2.2

HH(i.p.)
a

1.8±1.3 7.8±2.8
c

7.0±2.2 108.0±8.6 127.0±17.1 11.2±1.1

HH(p.o.)b 2.2±0.8 22.6±6.7c 32.8±7.9c 98.2±27.6 107.8±41.4 10.2±5.0

IR

(20 day) 　

Control 2.4±1.1 17.4±6.0 27.0±8.1 10.8±7.2 69.6±44.1 12.2±2.3

HH(i.p.)
a

2.7±1.2 20.6±15.4 25.7±3.8 13.2±9.2 90.8±44.6 11.5±1.5

HH(p.o.)b 2.4±1.1 23.4±3.6 33.3±6.3   51.3±35.0c 105.6±32.1 11.2±1.6

IR

(40 day) 

Control 2.8±1.6 32.4±7.6 36.0±8.5 87.4±28.6 60.0±16.1 12.2±1.9

HH(i.p.)
a
 2.8±1.0 29.7±9.2 38.5±10.1 89.3±21.2 59.2±13.1 12.0±1.4

HH(p.o.)b 2.5±1.3 33.5±10.5 42.0±6.0 99.0±23.4 60.8±20.2 12.3±1.7

Table 2.2-24.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 of the number of spermatogenic cells in stage VII 

seminiferous tubules in irradiated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a HemoHIM (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at 36, 12 hours before irradiation (3 Gy), and 30 minutes, 24 hours 

after irradiation (2 Gy).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from 7th day before irradiation to 7th day after irradiation (2 

Gy).
c
p<0.05 as compared to the radiation control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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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8. Representative examples of apoptosis in the seminiferous tubules 

as determined by the TUNEL with PAS staining (A) and morphological 

examination by H-E with PAS staining (B). Photographs are for mice exposed to 

2 Gy gamma 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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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9. The abnormalities in sperm morphology induced by radiation 

(2Gy). (A) normal sperms; (B) amorphous head; (C) bent hook; (D) two tailed; 

(E) hook at wrong angle; (F) knobbed hook. Eosin Y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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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0. The morphology of stage VII seminiferous tubules in 2 Gy 

irradiated mice. (A) sham control, showing normal appearance. (B) 12 h 

post-irradiation, showing decreased spermatogonia. (C) 3 days post-irradiation, 

showing decreased preleptotene spermatocytes. (D) 10 days post-irradiation, 

showing decreased pachytene spematocytes. (E) 20 days post-irradiation, showing 

decreased round spermatids. (F) 40 days post-irradiation, showing decreased 

elongated spermatids. Periodic acid-Schiff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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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CP) 유발 생식기계(고환) 퇴행변화에 한 경감효과 

체 변화는  실험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고환의 무게는 cyclo-

phosphamide (CP) 투여에 따라 감소하 고 헤모힘 병행투여에 의해 증가되

는 경향을 보 다(Table 2.2-25).

CP 투여(체  kg당 40 mg, 1일 1회, 5일간 복강내 주사)에서는 고환 정세

에서 apoptosis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CP 투여 후 20  40일 후 고환 

정자두부수, 부고환 내 정자수, 정자생존율, 기형정자 발생을 찰한 바, 20일

째 CP 투여에 따라 정자두부수, 정자수  정자생존율은 격히 감소하 으

며, 정자 기형발생은 증가하 다. 헤모힘 복강내 주사군에서는 정자두부수, 정

자수, 정자생존율  기형정자발생율 지표에서 공히 유의성있는 효과를 나타

냈으며, 헤모힘 경구투여군에서는 생존율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기타 지표에

서도 장해 경감의 경향을 나타냈다. 40일째 각 찰 지표에서 CP 투여에 의

한 장해는 지속되었고 헤모힘투여에 의한 향은 경구투여의 경우 경미하 으

나 복강내 주사군은 장해 견감의 경향이 뚜렷하 으며, 정자수와 기형율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 다(Table 2.2-26).   

고환 정세 의 정자발생 7단계에서 각 구성 정자발생세포를 찰한 바 정

조세포(spermatogonia)는 원천 인 소수로 인해 변동이 은 것으로 찰되었

고, 방사선 조사 후 12시간에는 각각의 종류의 세포수 변화는 찰되지 않았

다. 3일째, 세사기정모세포(preleptotene spermatocyte)는 감소하 다. 10일

째, 세사기정모세포 수의 감소가 회복되기 시작하 고, 태사기정모세포는 최

 감소를 나타냈으며, 원형정자세포(round spermatid)의 감소가 시작되었다. 

20일째, 세사기  태사기정모세포 수의 감소는 회복되었고, 원형정자세포

(round spermatid)의 수는 최 로 감소하 다. 40일째, 세사기  태사기정

모세포의 수는 정상 수 으로 회복되었고, 원형정자세포수는 회복 단계이며, 

신장형정자세포 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헤모힘 투여에 따라 10일에서 태사

기정모세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 으며, 20일  40일째 원형정자

세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 다(Table 2.2-27, Fig. 2.2-21). 지지세포

의 수는 방사선 단독조사 는 헤모힘 병행투여군 모두에서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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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CP 투여에 의해 고환정세 의 

apoptosis변화는 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CP의 투여량  5일간의 투여기간

에 따른 apoptosis의 발생변화와 소멸 상으로 단된다. 고환 정자두부수, 부

고환 내 정자수  정자생존율의 감소가 일어나고, 기형정자 발생이 증가되

었다. 헤모힘 투여에 따라 CP 투여후 20일  40일에  다수의 지표에서 유의

성 있는 장해경감효과를 나타내어 각종 고환 련 장해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세  7단계 찰에서 CP 투여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각 

발달 단계 세포에 향이 나타났으며, 헤모힘 투여에 따라 기에는 태사기정

모세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 으며, 20일과 40일째 원형정자세포 

수의 감소를 유의성 있게 억제함으로서 CP에 의한 고환 장해를 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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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Body weight (g) 

Testis weight per body weight 
(mg/g)

Left Right 

CP

(12 hr)　

Control 43.8±3.5 2.0±0.3 1.9±0.3

HH(i.p.)
a
 39.0±4.2 2.3±0.4 2.2±0.4

HH(p.o.)
b
 40.2±3.5 2.5±0.5 2.5±0.4

CP 

(3 day)　

Control 41.9±1.8 2.2±0.2 2.2±0.3

HH(i.p.)a 36.3±3.5 2.5±0.3c 2.5±0.2

HH(p.o.)
b
 38.3±2.9 2.4±0.1

c
2.3±0.2

CP

(10 day) 

Control 37.1±2.9 1.9±0.2 1.7±0.2

HH(i.p.)a 40.0±2.2 1.8±0.4 1.8±0.7

HH(p.o.)
b
  38.0±2.2 1.8±0.7 1.7±0.5

CP

(20 day) 　

Control 42.3±3.6 1.6±0.1 1.5±0.1

HH(i.p.)a 39.9±2.2 2.1±0.3c 2.0±0.3c

HH(p.o.)
b
 37.1±6.3 1.7±0.4 1.5±0.3

CP

(40 day) 

Control 39.5±5.7 2.1±0.5 1.7±0.4

HH(i.p.)a 42.3±2.9 2.3±0.8 2.2±0.1c

HH(p.o.)
b
 43.8.±3.3 2.1±0.4 2.1±0.3

Table 2.2-25. Body and testis weight of HemoHIM (HH)-treated and 

cyclophosphamide (CP)-treated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Mice were treated i.p. daily for 5 days with CP (40 mg/kg of body weight). 

a 
HemoHIM (25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daily for 9 days from 

2nd day before CP treatment to 2nd day after CP treatment.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daily for 19 days 

from 7th day before CP treatment to 7th day after CP treatment. 

c
p<0.05 as compared to the CP control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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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Sperm head 

count

Sperm count Sperm 

liability

Sperm 

abnormality

(x106 / testis)
(x10

6
 / cauda 

epididymis)
(%) (%)

Untreated control 

(20 day)
285.6±37.1 269.8±86.1 82.3±5.1 7.1±1.6

CP

(20 day) 

Control 111.7±24.8 108.1±48.4 28.5±16.7 17.6±5.6

HH(i.p.)
a
 153.8±31.1

c
218.6±76.9

c
51.5±6.2

c
11.8±2.9

c

HH(p.o.)
b
 135.0±20.7 175.3±83.8 64.8±17.7

c
15.8±1.9

CP

(40 day)

Control 127.9±91.7 127.9±91.7 47.8±23.1 27.4±9.1

HH(i.p.)
a
 206.7±22.0 258.8±38.3

c
56.3±8.3  14.4±3.8

c

HH(p.o.)
b
 146.0±13.8 152.4±74.1 59.0±15.5 15.6±3.3

c

Table 2.2-26.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sperm examination 

in cyclophosphamide (CP)-treated mou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Mice were treated i.p. daily for 5 days with CP (40 mg/kg of body weight). 

a 
HemoHIM (25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daily for 9 days from 

2nd day before CP treatment to 2nd day after CP treatment.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day) was given p.o. daily for 19 days 

from 7th day before CP treatment to 7th day after CP treatment. 

c
p<0.05 as compared to the CP control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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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27. Effect of HemoHIM (HH) administration on the change of the number of spermatogenic cells in stage VII 

seminiferous tubules in cyclophosphamide (CP)-treated mouse

Groups Spermatogonia
Preleptotene 

Spermatocytes

Pachytene 

Spermatocytes
Round spermatids Elongated 

spermatids Sertoli cells 

Saline 
control

(20 day)

Control 1.8±1.2 37.7±7.3 43.2±9.3 115.0±19.6 98.5±31.1 11.7±2.6

HH(i.p.)a 2.3±1.5 38.7±11.5 45.7±8.5 118.3±22.0 91.3±9.0 12.3±1.5

HH(p.o.)
b

1.5±1.3 38.5±10.1 54.0±12.4 123.3±30.5 106.0±23.4 11.0±2.2

CP

(12 hr)　

Control 1.2±1.2 26.7±5.0 50.5±7.2 109.3±14.8 92.7±33.3 10.5±1.1

HH(i.p.)a 1.3±1.0 29.5±7.8 54.0±8.2 115.8±13.0 109.2±25.5 11.3±1.5

HH(p.o.)b 1.0±1.2 28.3±7.9 47.8±11.3 104.8±6.2 100.8±23.0 11.0±0.8

CP

(3 day)　

Control 1.5±1.1 22.7±8.9 40.7±5.0 108.0±7.2 120.5±17.0 10.3±1.0

HH(i.p.)
a

1.5±1.1 24.8±9.8 41.7±4.3 99.2±7.7 108.7±23.4 11.0±2.2

HH(p.o.)
b

1.7±1.4 23.2±10.4 37.2±6.5 92.7±19.7 126.8±41.1 10.8±1.5

CP

(10 day) 

Control 1.6±1.5 28.0±6.4 2.6±2.7 71.2±30.3 107.4±19.4 11.6±1.5

HH(i.p.)a 1.3±1.0 26.3±5.5 16.6±9.6c 80.7±24.7 108.2±28.1 10.5±1.5

HH(p.o.)b 1.4±0.6 28.0±7.7 22.5±12.4c 100.8±27.6 115.4±33.4 11.0±1.2

CP

(20 day) 　

Control 2.0±0.8 28.3±7.3 42.0±6.3 54.3±8.8 102.3±29.3 10.8±1.0

HH(i.p.)
a

1.6±1.1 30.8±7.9 41.2±5.2 87.6±16.0
c

101.2±40.6 11.0±1.2

HH(p.o.)
b

1.2±1.0 29.0±6.2 42.3±7.5  65.2±11.0 107.2±26.9 10.2±1.2

CP

(40 day) 

Control 2.0±0.7 35.0±5.6 45.0±3.2 85.2±15.3 89.4±21.6 11.2±1.3

HH(i.p.)a 1.8±1.2 35.2±5.2 42.2±6.1 114.5±15.9c 92.5±22.7 10.7±2.3

HH(p.o.)b 1.6±1.1 35.8±7.5 44.2±7.7 114.0±18.5c 92.8±30.0 11.6±1.7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six ICR mice in each group. 

Mice were treated i.p. daily for 5 days with CP (40 mg/kg of body weight). 
a 

HemoHIM (25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i.p. daily for 9 days from 2nd day before CP or saline treatment to 2nd 

day after CP or saline treatment. 
b 

HemoHIM (250 mg/kg of body weight) was given p.o. daily for 19 days from 7th day before CP or saline treatment to 7th 

day after CP or saline treatment. 
cp<0.05 as compared to the CP control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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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1. The morphology of stage VII seminiferous tubules in 

cyclophosphamide (CP)-treated mice. (A) sham control, showing normal 

appearance. (B) 12 h post-treatment, showing decreased spermatogonia. (C) 3 

days post-treatment, showing decreased preleptotene spermatocytes. (C) 10 days 

post-treatment, showing decreased pachytene spematocytes. (D) 20 days 

post-treatment, showing decreased round spermatids. (E) 40 days post-treatment, 

showing decreased elongated spermatids. Periodic acid-Schiff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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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결론  고 찰

본 연구과제에서는 노화 련 연구개발을 한 생체노화 분석지표를 선발하고 

방사선을 용한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 기술을 확립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노

화조  천연물 개발을 한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 다.

방사선융합 생체노화 모델링 기술 기반 확립을 하여 생체노화 분석을 한 

지표를 선발하고자, 기존의 보고에서 생체의 노화의 진행과 련성이 높은 4개 분

야의 지표들을 상으로 방사선조사  노화(노령)에 의한 지표 변화를 세포  

동물(생쥐)모델에서 비교 검증하 다. 이를 통하여 방사선조사에 의한 생체퇴행 

노화가 자연  노화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이 때 노화분석을 한 유효 지표

들을 아래와 같이 최종 선발하 다. 그 지표는 면역조 기능 련 10개, 산화  

손상 련 1개, 분자생물학  노화 지표 6개, 지방 련 3개 등이다. 이와 같이 다양

한 노화 련 지표에서 방사선조사에 의한 생체퇴행 변화가 자연 인 노화(노령)

과 유사하게 유발되는 것을 찰함으로써 방사선조사에 의한 생체퇴행 노화는 자

연 인 노화 상과 아주 유사함을 규명하 다.

■ 선발된 생체퇴행 노화 분석 유효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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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방사선을 조사한 후 6개월째(8개월령)의 생쥐는 20-24개

월령 노령생쥐와 비교하여 많은 노화 련 지표에서 거의 같은 수 의 변화가 

찰되어,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퇴행 동물모델은 자연 인 노화 유발을 한 기간을 

훨씬 단축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사선조사 생체와 자연 인 노화 생

체의 유사성에 한 본 연구결과는 방사선조사를 통하여 생체의 노화를 유발 

는 가속화시킴으로써 자연 인 생체퇴행 노화를 방사선을 이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는 이론  기반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을 한 기반을 확립하고자 방사선

(5Gy)의 단일 는 분할 조사에 의한 향과 조사후 경과기간에 따른 향을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상기 선발된 부분의 지표에서 단일조사보다는 분할조사시 

그 노화 지표의 변화 유발효과가 뛰어남을 찰할 수 있었다. 1회 조사선량 1Gy 

이하에서 방사선에 의한 직 인 성장해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을 고려하여, 

총선량 5Gy를 5회 는 10회 분할조사하는 조건이 방사선 생체퇴행 모델링을 

해 가장 합한 조건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방사선조사후 경과기간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많은 지표에서 방사선조사후 2개월에 비해 4개월  6개월 경과후에 

더욱 뚜렷한 변화가 찰되어, 방사선 생체퇴행 노화 모델링을 해서는 방사선조

사후 4개월 이상의 경과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선발된 방사선 생체퇴행 노화 분석지표에 한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기

존에 보고된 천연물들을 상으로, 노화 세포 는 동물 모델에서 일부 지표에 

한 효과를 평가하 다. 이를 하여 방사선조사 세포(IMR-90) 모델에서 일부 지표

에 하여 천연물 EGCG, ascorbic acid, N-acetylcysteine 등의 효과를 찰한 결

과, 그 지표가 후보물질 검색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 에서 개

발한 바 있는 생약조성물(HemoHIM)을 이용하여 노령 생쥐에서 면역조 기능 

련 노화 지표의 개선 효과를 검증하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선발된 노화 

분석지표  노화유발 생체모델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새로

운 노화조 물질의 탐색  생체효용성 평가를 한 좋은 지표  생체모델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와 같이 1단계 연구로 선발된 노화 분석을 한 유효지표 20종은 2단계 연구

에서 노화조  천연물 소재의 스크리닝  생체효용성 검증을 한 지표로 활용

될 정이다. 산화 손상 련 지표 (mtDNA deletion 1종), 분자생물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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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달 단백질 발  변화 6종), 지방 사 련 지표 (지방 사 련 유 자 발

 변화 2종) 등은 세포모델  생쥐모델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지표들로서 천연

물소재의 량 탐색과 생체내에서의 노화조  효용성 검증 등에 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면역조 기능 지표의 경우 그 생물학  작용 특성 상 시험

내 세포모델에서 소재 탐색에 활용되기에는 많은 제약 이 있어, 량 탐색을 

통해 1차 선발된 후보소재  복합물들에 하여 생쥐모델에서 면역조 기능 노

화 개선 생체효능 평가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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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개 발  목표 달성 도  외 기여도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방사선융합 

생체노화 

모델링 기술 

기반 확보

○방사선  노화(노령)의 생체퇴행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노화 련 유효 지표를 선발함

∙면역조 기능 련 유효 노화지표 선발

 : 림 구 증식반응 감소, IFN-γ 분비능 감소, IFN-γ

/IL-4 비율 감소, IgG2a 분비능 감소, IgG2a/IgG1의 

비율 감소, NK 세포 활성 감소, Th1 련 면역반응 

감소, 수지상세포의 항원제시능 감소

∙산화 손상 련 유효 노화지표 선발

 : mtDNA deletion 증가

∙분자생물학  신호 달 단백질/유 자 련 유효 노

화지표 선발

 : p21, p-p38, p-FOXO3a, p-p65, p-p38, IGF-1R 단백질 

발 증가, SA-β-gal 염색세포 증가

∙지방 사 련 유효 노화지표 선발

 : 지방조직무게 증가, leptin 발 증가, 지방산합성 유

자 SREBP1c/ACC/FAS 발 감소

○방사선 용 조건 확립

 : 5Gy를 5회 혹은 10회 분할조사 후 4개월 혹은 6개월 

후 노화지표 검색 조건이 최 으로 확인됨

60 100

생체노화 

조  천연물 

검색 기술 

확립

○노화 생체모델 용 노화조  천연물소재 검색기술 기

반연구/작용기작 기 연구

∙방사선조사 세포모델에서 천연물(EGCG, ascorbic 

acid, NAC)의 효능평가를 통한 세포모델  지표 효

용성평가로 소재검색기술 기반확립

∙면역조 기능 노화지표를 이용한 천연물소재

(HemoHIM)의 노화조  효과검증  작용기작 연구

를 통한 생체노화지표의 효용성 기반확보

○방사선/화학물질 유발 퇴행변화 억제 천연물소재 검색

기반 연구

∙피부  생식기계(난소/자궁, 고환) 퇴행변화에 한 

천연물 소재(HemoHIM 등)의 효과 검증을 통한 생체

조 물질 효능평가 모델로서의 효용성 검증

40 100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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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 기여도

■ 경제  측면

○ 경제선진국의 속한 노령화에 따라 노화조  식품/의약품 세계 시장은 2006

년 27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2년 1080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상됨.

○ 2단계 사업으로 개발될 고효능 노화조  소재/성분은 기술투자/연구원 창업

을 통해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약품 등으로 상용화 추진

○ 본 과제로 개발될 생체퇴행 노화조 물질은 최종단계 연구 종료후 건강기능

식품/화장품/의약품으로 상용화 함으로써 2015년 100억원 이상의 매출 효과, 

50억원 이상의 수출  수입 체효과 기

○ 방사선융합 노화 모델링기술은 신규 노화조 물질 개발 연구에 활용되어 

련 산업의 신장에 크게 기여 상

■ 사회  측면

○ 고효능 노화조 물질로 건강한 노령의 삶에 기여하여 의료비 등 사회  비용

을 감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방사선의 생체 향에 한 심층  이해를 통하여, 방사선의 의학/생명공학/

산업  활용성을 제고하여 방사선/원자력의 평화  이용증진에 기여

■ 기술  측면

○ 노화기작 규명  노화조 물질 개발 연구분야에 필수 인 생체노화 모델링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노화 련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기여

○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한 노화조 물질 개발 분야의 창의  신기술 개발로, 

post-genome 시 의 생체조 물질 개발 분야의 세계  선도기술 확보 가능

○ 방사선융합기술 이용 노화 모델링 등 핵심기술은 생체조  신물질 개발 후속

연구 수행을 한 기반기술로 활용

○ 천연물의 노화조 물질 효능검색  검증시스템 개발로 천연물의 활용성 증

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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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 구 개 발 결과의  활용 계획

○ 1단계(‘07-’09)에서 획득한 생체퇴행 노화지표와 방사선이용 생체노화 모델링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2단계(‘10-’11)에서는 각 지표별 노화조  천연물 소재

를 검색 선발하고 복합물을 도출하여, 방사선융합 생체퇴행 노화 모델에서 

종합 인 노화억제 효과를 갖는 복합물을 도출하고 생체효용성을 검증하여 

고효능 노화조  복합물질을 개발하도록 추진할 정임.

○ 2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노화조 /퇴행성질환(비만, 면역조 장해, 뇌질환) 

조  복합물, 소재  성분 등 사업화가 가능한 신물질을 확보할 것으로 기

됨

○ 노화조  물질의 경우  법규 (건강기능식품법  규정/고시)에서 노화조

은 질병치료가 아닌 건강증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향후 건강기능 식품으

로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퇴행성질환(비만, 면역조 장해, 뇌질환) 조  

물질의 경우 의약품 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정임.

○ 다만, 상기 신물질들은 2단계 연구를 통해 개발될 정으로서 개발과정이나 

개발후에 기존 물질/제품 비 효능의 우월성, 독성학  안 성 등에 한 

종합  면 한 검토 후 사업화 여부  사업화 상 품목을 략 으로 선

정할 정임.

○ 2단계 연구개발로 확보하게 될 노화조  천연물 소재/성분  복합물은 특

허 출원하여 지  재산권을 확보한 후 기업과 공동으로 제품화기술( 량생

산, 원료  제품 표 화 등) 개발, 안 성 평가  임상 시험 평가 등의 후

속연구를 추진하여 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으로 상품화함으로써 노령화

사회를 비한 노령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생체퇴행 노화 (면역조 기능, 지방 사, 피부/생식

기계 퇴행 등) 조 을 한 천연물 소재 검색  생체효용성 평가기술은 향

후 천연물을 이용한 다양한 신물질 개발을 이용한 후속 연구 수행을 한 

핵심기반기술로 활용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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