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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요법은 항암 치료에서 널리 이용되는 요법으로, 항암치료에 저선량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

고 있고, 저선량 방사선의 다양한 생물학적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 모델에서 

저선량 방사선이 면역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를 감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C57BL/6 마우스에 
137Cs 선원을 이용하여 연속 3일간 총 90 mGy의 저선량 방사선을 전신 조사한 후 마지막 방사선 조사 2, 14, 28일 

후에 마우스를 희생시켜 말초 혈액 세포수, 비장 세포수, 비장 내 면역세포의 비율과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말초 

혈액 검사를 통해, 저선량 방사선 조사군에서 적혈구와 혈소판 수의 유의적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으며, 백혈구 수는 

마지막 방사선 조사 후 2일째에 선량-의존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점차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비장세포 수도 2일

째 감소를 보였지만 서서히 그 수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2일과 14일째에 비장세포의 Foxp3 mRNA가 감소된 반면, 

CD4 T 세포와 CD69 양성세포가 증가되었다. 마우스에서 분할 저선량 방사선을 전신조사한 결과, 방사선조사군에서 

특이적인 임상 증상이나 유의적인 체중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를 대상으로 저선량을 분할 조사하

였을 경우에도 면역학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저선량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중심어: 저선량 방사선, 전신 방사선 조사, 면역 활성 

1. 서론1)

방사선의 의학적 활용목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분

야가 암의 진단에 필요한 각종 영상을 획득하거나 암 환

자의 치료에 있다. 방사선치료는 수술요법, 항암제요법과 

함께 암의 3대 치료법으로, 항암효과는 전리방사선이 염

색체의 손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거나 간접적으로 활성

산소 생성을 증가시켜 세포사멸을 유발함으로써 나타나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 종양 치료를 위한 방사선 

조사는 주변의 정상세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종양국소 부위에 집중적으로 고선량의 방사선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치료 목적의 고선량 방사선과는 별개로 일상생

활에서부터 의료용 방사선과 같은 저선량 방사선(< 100 

mGy)의 생물학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

재한다 [2-3]. 1958년 UN방사선영향 과학위원회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UNSCEAR)에서 선형 무문턱(linear no-th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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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LNT)가설을 제시해왔고, 이는 고선량에 의해 관찰되

는 생물학적 효과가 저선량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안

전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4-6]. 하지만 암 발

생율이나 수명조사와 같은 역학적 연구결과 및 방관자 효

과(bystander effects), 적응 효과(adaptive response), 항

상성(hormesis)과 같은 다양한 작용들을 보면 저선량 방

사선은 생물학적 활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12].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2007년 권고(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에서도 LNT가설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0,13-16]. 저선량 방사선의 인체 유해설에 대해서는 직

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표지분자나 유의적인 선량-반응

곡선이 제시되지 않아 끊임없이 논쟁의 중심에 있지만 

[13],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면역 활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7]. 저선량 방사선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아 항산화 효능을 나타내며, 손상된 

DNA 회복과 종양세포의 사멸(apoptosis) 유도 또는 성장

과 전이 억제 등의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18]. 그 외에도, 저선량 방사선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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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살해세포(NK cells), 대식세포의 활성화를 통해 선천면

역반응을 증가시키고, 수지상세포와 T 세포간의 활성화

를 통해 인터페론-감마(IFN-γ), 인터루킨-2(IL-2) 생성증

가 등 획득면역반응의 유도를 통해 면역 반응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항암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

되고 있다 [19,32]. 

방사선 조사는 방사선원, 방사선량, 방사선량율, 조사

방법, 활성 측정 방법 등에 따라 생물학적 효과가 다르며 

치료 목적의 고선량 방사선조사는 일반적으로 2~2.5 Gy

의 방사선을 주 5회, 1~7주간 국소 분할 조사하는 방법을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험실내 종양 세포

주를 대상으로 한 기전 연구에서는 대부분 단회, 치사선

량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선량 방사선 

실험 역시 단회 방사선 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저선량이라고 칭하고 수행한 실험들이 0.1~3 Gy까지 다

양한 범위의 방사선량을 사용함으로써, 2012년 

UNSCEAR에서 저선량으로 정의한 기준 선량인 100 

mSv(100 mGy) 미만의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효과를 

정확히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1].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100 mGy 미만의 저선량 방사선을 택하여 마우스

를 대상으로 3회 분할 전신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고, 마

지막 방사선을 조사한 후 2일, 14일, 28일째 마우스를 희

생하여 면역반응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마우스

6주령의 암컷 C57BL/6 마우스를 오리엔트 바이오

(Gyeonggi-do, Korea)에서 구입하여 실험동물 사육실에

서1주일간의 순화기간을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

육실의 환경은 22±3℃의 온도와 50±20%의 상대습도, 

150-300 Lux의 조도를 유지하였으며, 마우스에게 방사선 

멸균사료(Purina, Korea)와 역삼투압 초순수를 자유급이

하였다. 본 실험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

회의 승인(KIRAMS-063) 하에 시행되었으며 한국원자력

의학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2.2 저선량 분할 전신 방사선조사

7주령 C57BL/6 마우스의 체중을 측정한 후 임의대로 

대조군, 선량별 방사선 조사군(총 0.9, 9, 90 mGy)의 4군

(군 당 30마리)으로 분류하였다. 각 군의 마우스에 137Cs 

조사선원(LDI-KCCH-137, KIRAMS)을 이용하여 저선량 

감마선(1 mGy․min-1)을 하루 1회, 연속 3일간 전신 조사

하였다. 2~3일 간격으로 마우스의 체중 변화를 관찰하였

으며, 면역반응 평가를 위해, 마지막 방사선 조사 후 2일, 

14일, 28일째에 마우스를 희생시켜 혈액과 비장을 채취하

였다.

2.3 혈액학적 분석

마우스의 안와정맥총으로부터 혈액을 EDTA micro-

tainer(BD biosciences, USA)에 채취하여 HEMAVET® 

950 (Drew Scientific Inc., USA) 기기를 이용하여 전혈구

검사(complete blood count, CBC)를 실시하였다.

2.4 비장세포수 측정과 유세포 분석을 통한 면역세포 

비율 변화 관찰

마우스의 비장을 적출하여 RPMI-1640 배지(Welgene, 

Korea)에서 비장세포를 모은 후 ACK lysing sol-

ution(Lonza, USA)을 이용하여 적혈구를 제거하고 nylon 

mesh에 통과시켜 단일 세포 부유액을 만들었다. 비장세

포를 0.4% trypan blue 시약으로 염색한 후 염색되지 않

은 살아있는 세포의 수를 측정하였다.

각 군의 비장세포 중 면역세포의 비율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해, 비장세포를 2% FBS, 0.05% sodium azide가 포

함된 PBS에서 세포 표면의 특이 항원에 대한 항체를 이

용하여 4℃, 30분간 형광염색한 후 유세포분석(flow cy-

tometry)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항체는 FITC-con-

jugated anti-CD3, anti-CD25, anti-CD44 또는 anti- 

CD11c와 PE-conjugated anti-TCRβ, anti-CD4, anti-CD8, 

anti-CD69, anti-CD80 또는 anti-CD86이며, 모두 BD 

Bioscience(USA)에서 구입하였고, FACSCaliburTM와 Cell 

QuestTM Pro software(BD bioscience,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5 Real-time PCR

비장세포로부터 Trizol(Invitrogen, USA) 시약을 이용

해 total RNA를 얻어낸 후, RNA(1 ug)에 oligo dT(10 

pM), dNTPs(10 mM), RNase inhibitor(20 units), M-MLV 

RTase(200 units), RT buffer(Bioneer, Korea)가 포함된 

혼합액을 반응시켜 42℃에서 1시간 동안 역전사반응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합성된 cDNA에 TNF-α와 Foxp3에 

대한 forward 또는 reverse primer를 Maxima SYBR 

Green qPCR Master Mix(Thermo Scientific Fermentas, 

USA)에 첨가한 후 CFX96 ConnectTM Real-time PCR 

Detection System(Biorad,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그래프에서 Foxp3 또는 TNF-α의 상대적인 발현양

을 GAPDH의 양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primer sequence는 다음과 같다. FoxP3: forward 

5’-TCAAAGAGCCCTCACAACCAGCTA-3’,reverse 

5’-TTTGAAGGTTCCAGTGCTGTTGC-3’; TNF-α: forward 

5 ’ -GACGTGGAAGTGGCAGAAGAG-3 ’ , r eve r se 

5’-TGCCACAAGCAGGAATGAGA-3’; GAPDH: forward 

5’-AACTTTGGCATTGTGGAAGGGCTC-3’, reverse 5’- 

TGGAAGAGTGGGAGTTGCTGTTGA-3’.

2.6 통계 분석

자료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통계학적인 유의

성 평가를 위해 GraphPad Prism 프로그램 (version 3.02, 

USA)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과 Newman-Keuls 방법

의 사후 검정을 수행하였다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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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Body weight change of mice with fractionated low-dose total body irradiation.

3. 결과 및 논의

3.1 마우스의 임상증상 관찰과 체중 변화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에 저선량 방사선을 분할 전신 

조사하여 면역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위의 재료 및 방법에서 기술한 대로, C57BL/6 마

우스의 체중을 토대로 대조군과 선량별 방사선 조사군(총 

0.9, 9, 90 mGy)의 4군으로 임의 분류한 후, 방사선 조사

군의 마우스에 저선량 감마선(1 mGy․min-1)을 하루 1회

(0.3, 3, 30 mGy), 연속 3일간 같은 시간에 전신 조사하

였다(Fig. 1A). 시험기간 동안 대조군 포함 모든 시험군

에서 피모나 피부의 변화, 눈과 점막의 변화, 진전, 경련, 

유연, 설사 등의 특이적인 임상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으

며, 마우스의 체중 변화를 관찰한 결과, 대조군 대비 전 

방사선 조사군에서 유의적인 체중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

다(Fig. 1B).

3.2 혈액학적 분석 결과 

저선량 방사선의 면역학적 영향평가를 위해 방사선 조

사시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인자 중 하나인 말초 혈액 

세포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말초 혈액 내 백혈구 수는 

2일째에 대조군 대비 선량-의존적 감소가 유의적으로 나

타났으며 14일째는 감소폭의 둔화가 관찰되었다. 방사선 

조사 후 28일째에 저선량 방사선 조사군에서 선량-비의존

적으로 감소된 결과가 나타났으나 대조군과 비교하여 대

략 15% 감소된 수준으로, 방사선 조사 후 2 일째보다는 

훨씬 증가된 수치이며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Fig. 2A). 최근 Balb/c마우스에서 선량율에 따른 혈액

구수와 싸이토카인 분비능을 확인한 실험에 따르면 저선

량율로 50 mGy (3.49 mGy․h-1) 용량의 방사선 조사 후 

24시간째에 혈액 내 호중구 수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며 기타 혈구수의 변화가 동반

되지 않고, 혈청 중 Flt3와 G-CSF가 증가됨을 보고하였다 

[22]. 상기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실험에서도 방사선 조사 

후 14일째에 호중구 수가 선량-의존적으로 증가되었을 뿐

만 아니라, 이와 함께 림프구 수, 총 백혈구 수 또한 증가

하였으므로, 이는 조혈 촉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하지만, 호중구가 증가되는 시점은 서로 상이한데, 

이는 총 조사선량이나 선량율, 마우스의 성별, 방사선 조

사 후 분석시간 등 실험 조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혈구 수와 혈소판 수는 방사선 조사 

후 2일, 14일, 28일째 모두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2B, 2C). 본 연구에서 관찰

된 변화는 단회 전신 저선량 방사선조사시 말초혈구수에

는 변화가 없다는 보고와 상반되는 결과이나 [23], 백혈구 

수가 정상적인 범위(1.8∼10.7 × 106 ml-1) 내에서 변화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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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Hematological analysis in mice with fractionated LDI.

                            Fig. 3. The effects of fractionated LDI on the murine spleen cellularity.

3.3 비장세포 중 면역세포의 비율 및 활성화 분석

방사선조사 후 2일, 14일, 28일째 비장을 적출하여 세

포수를 측정하였을 때, 대조군 대비 모든 방사선 조사군

에서 비장세포 수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방사

선 조사 후 2일째와 14일째 대조군 대비 선량의존적인 감

소를 나타냈으나 시간경과에 따라 회복되는 추세로 28일

째는 대조군 대비 통계학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변화

를 보였으며 이는 말초혈액 내 백혈수 수치 변화와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Fig. 3). 

비장세포로부터 면역세포의 비율과 활성화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다양한 표면 마커를 사용하여 유세포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대조군과 비교하여 3 mGy 혹은 30 mGy

로 3회 분할 조사한 군에서 비장세포 중 T 림프구

(CD3/CD4, CD3/TCRβ 양성세포)의 증가가 방사선 조사 

후2일과 14일째 관찰되었고, T 림프구와 NK cell의 활성

화 상태에서 발현이 증가되는 C-type lectin protein인 

CD69의 발현 또한 증가되었다. 방사선 조사 후 14일째 

활성화된 림프구에서 증가되는 IL-2 수용체의 alpha 사슬

인 CD25의 발현 증가도 확인되었다. 방사선 조사 후 28

일째 9 mGy 조사군에서 T 림프구의 활성화보조인자인 

CD28의 증가가 관찰되어 면역활성이 증가됨을 알 수 있

었다. 그 외 표지분자에 대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4). 

이와 같이 비장세포수의 감소는 있으나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 T 림프구의 활성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저선량 방사선에 의해 림프구의 감소가 유발

되고, 이로 인해 항상성 증식(homeostatic proliferation)

을 초래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26-27], 이러한 

증식 과정에서 naïve T 림프구는 항원-특이적 T 림프구로 

증식, memory T 림프구로 분화하며, 흉선에서 naïve T 

림프구의 생성 또한 증가되어 림프구 수의 회복이 이루어

진다 [28-29].

본 실험에서는 단회 방사선 조사군을 설정하지 않았으

므로, 이러한 백혈구 수나 비장세포수의 감소가 단지 분

할 방사선조사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마우스의 품종이

나 주령에 따른 변화인지 향후 추가 실험을 통해 검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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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Alterations in the relative number of spleen cells with fractionated LDI.

                           Fig. 5. The expression of Foxp3 and TNF-α mRNA in fractionated LDI.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기존의 고식적 종양치료 방법 외에 면역치료를 

병행하여 복합 치료하는 기술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으

며, 이러한 관점에서 저선량 방사선의 면역활성 효과에 

의한 항암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가 종양이식 마우스를 대

상으로 간혹 보고되고 있으나 정상적인 마우스에 저선량 

방사선 분할조사에 의한 면역학적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본 연구와 유사하나 분할조사가 아닌 단

회조사에 의한 연구 논문을 고찰해 보면, 0~0.1 Gy 선량

의 방사선을 단회 조사한 다음 21일째 T 세포, B 세포, 

NK 세포, CD4+ T 세포, CD4:CD8 T 세포 비 모두 감소하

였으며, 0.01 Gy에서만 혈구수 변화 없이 총 T 세포, 

CD4+ T 세포, NK 세포가 증가됨을 확인하고 저선량방사

선이 CD4+ T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선량, 시간 의존적이

라 결론지었다 [32]. 또 다른 논문에서는, 0.01~2 Gy 방사

선을 단회조사하고 일주일간 관찰하였을 때 2 Gy 고선량

에서는 확실한 면역억제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0.1 Gy 이

하의 저선량에서는 NK세포나 수지상세포의 세포사멸은 

감소되었으나 모든 면역세포수가 방사선 조사 후 3일 째 

최저수준으로 감소됨을 나타냈다. 하지만 IL-5의 지속적 

증가, 초기 IL-6의 증가, 후기 IL-10의 증가가 전반적으로 

감소된 사이토카인 발현과는 대비되어 나타났고, 저선량 

방사선의 영향이 일괄적이지 않고 개체별 변동이 큰 것으

로 보고하였다 [33]. 따라서 상기 언급한 논문들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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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볼 때, 저선량 조사에 의한 비장세포 수 혹은 면역세

포 타입 별 감소나 활성변화 유무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정도나 시간적 변화는 실험조건에 

의한 차이가 상당히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4 비장세포 중 면역세포의 Foxp3와 TNF-α의 발현

Foxp3는 regulatory T cells의 분화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사인자이며 [30-31], TNF-α는 전신적 

염증반응을 초기에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이들은 면역반응의 억제 혹은 활성 정도를 대

변할 수 있는 대표적 인자로 간주된다.  방사선조사 후 

2일째 대조군과 비교하여 방사선 조사군에서 선량 의존

적인 Foxp3의 발현 감소가 관찰되었고, 특히, 90 mGy 

조사군에서 유의적인 Foxp3 발현 감소를 확인하였다. 

TNF-α의 발현은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 5). Fig. 4에서 CD4 양성 T 세포는 증가된 반면 비

장세포 내의 Foxp3 mRNA 발현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면역억제효과가 있는 regulatory T 세포가 유의적으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우스 종양 모델에서 저선

량 방사선 조사에 의해 regulatory T 세포의 비율이 선택

적으로 감소한다는 보고와 맥락을 같이 한다 [34].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저선량 방사선의 단회 조사가 아닌 분

할 전신조사에 의한 면역반응의 변화 여부를 마우스를 대

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저선량이라 함은 100 mGy 

미만의 방사선량을 지칭하므로, 90 mGy를 최고용량으로 

설정하고 3회 분할 방사선 조사하였으며 10배씩 방사선

량을 감소하여 시험군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

면 저선량 방사선의 분할 조사에 의해 비장 내 CD4 T세

포와 그 활성화 마커인 CD25, CD28, CD69의 증가, 

Foxp3 mRNA 발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욱 주

목할 만한 점은 단회 조사가 아닌 분할 조사에 의한 면역

학적 변화를 확인한 것이다. 이는 저선량 분할 조사가 좀 

더 실제 생활 환경을 모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영향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그 변

동을 감지할 수 있음을 제공하는 연구라 할 것이다.  

요약해보면 100 mGy 미만의 저선량 방사선을 전신 분

할 조사한 마우스 혈액 중 백혈구수 및 비장세포수의 감

소가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체중감소나 특이적인 임상증

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비장 내 T세포 표면의 TCR/CD3, 

CD4, CD28의 발현증가는 면역세포의 수적인 감소와는 

달리 오히려 약간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물학적 반응을 입증하기 어려운 저선량 영역에서 마우

스를 대상으로 전신 분할 방사선 조사 시 면역학적 변화

가 유발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유의

적으로 평가 가능한 인자들을 도출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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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long with the wide use of radiotherapy in cancer treatment,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beneficial effect of 

low-dose irradiation (LDI) in cancer therapy. Therefore, we investigate how LDI affects immune responses in mice model. 

Total body irradiation (TBI) on C57BL/6 mice was given at low-dose rate of 1 mGy․min-1 using 137Cs source at three times 

for consecutive three days. Hematological examination, total cell numbers of spleen, popul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spleno-

cytes were determined. Total numbers of RBC or platelet in irradiated mice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WBC counts were 

de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2 days after TBI, however, these differences are gradually waned until 28 days. 

Dose-dependent decrease in the number of splenocytes of TBI mice at day 2 was also improved as time progressed. While 

the level of Foxp3 mRNA was decreased, the frequency of CD4+ T cells and CD69+ cells in spleen was increased at day 2 

and 14. Fractionated low-dose TBI on mice exhibited normal body weight with no distinguishable behavior during whole 

experimental perio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me parameters of immune system could be altered and evaluated by fractio-

nated low-dose TBI and be used to broaden boundary of low dose radi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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