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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자파 노출이 자발운동에 따른 뇌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10 주간 4그룹 즉, 정상 그룹, 자발운동
그룹, 전자파 노출 그룹, 전자파 노출 및 자발운동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선조체(striata)와 시상하부
(hypothalamus)에서 RT-PCR을 수행하였으며, 타이로신수산화효소(TH), FoxO3a, AMPKα, mRNA 발현을 조사하
였다. 선조체에서 TH mRNA 발현은 자발운동과 전자파 노출 조건에서 각각 감소하였고, 전자파 노출 및 자발운동 그
룹에서 더 많이 감소되었다. 이 결과는 전자파 노출 및 자발운동 그룹에서의 운동량 감소가 선조체에서 도파민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조체에서 FoxO3a mRNA 발현은 자발운동 그룹에서 증가했지만, 전자파 노출 및 자발운동 그
룹은 현저히 감소했다. 시상하부에서는 TH mRNA 유전자 발현은 전자파 노출을 받은 자발운동 그룹에서 감소가 유의
했으며, FoxO3a mRNA는 발현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 전자파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도 밝히기 위해 해마에서의
여러 단백질들의 발현을 추후 조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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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radiofrequency radiation (RF) exposure on mouse associated with the exercise 
was investigated in the brain at the molecular level. The expression of tyrosine hydroxylase(TH), 
FoxO3a, AMPKα and mRNA was investigated by real-time RT-PCR in striatum and the hypothalamus. 
In the striatum, TH mRNA expression was decreased in the exercise and RF exposure group. FoxO3a 
mRNA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spontaneous exercise group and a significant 
decrease was observed in the RF exposure and spontaneous exercise group. In the hypothalamus, TH 
mRNA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RF exposure and spontaneous exercise group. But, 
FoxO3a mRNA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RF exposure and spontaneous exercise 
group. We will further investigate the expression of protein molecules in the hippocampus of the brain 
to reveal the effects of RF radiation on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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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4G보다 20배까지 빠른 5
세대 디지털 통신(5G)을 시작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의 선진국보다 먼저 5G 시대가 개막되었고 이런 빠른 통
신 속도는 디지털라이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1]. 5G 
기술의 특징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장점을 활용
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홈,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실감콘텐츠를 구현하는 실용화 비즈니스들이 주요 관심
사가 되어 5G가 가져올 경제적 이익과 이에 의해 초래될 
산업 질서의 개편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2]. 더구나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웰니스(Wellness)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뷰티, 
다이어트로 대변되는 신체적 건강의 유지와 회복에 대중
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웰니스에 대한 연구들은 치유와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지니스의 개발에 대
부분의 연구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디지
털 자료들을 운영하는 전자 기기들은 다양한 주파수의 
전자파를 발생시키는데, 일반인들은 생활 속에서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실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웰니스를 
저해할 수 있는 여러 환경적 위험 요소에 직접 노출되고 
있으나,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대부
분 발생하는 미세먼지처럼 직접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
해서는 대중의 관심이 집중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
고[3], 또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언론 매체들이 건강에 유
해하다는 기사들을 재생산하고 있다. 환경이 웰니스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된 다양한 연구들은 그 연구 수준
은 고려하지 않고 살펴보더라도, 실제 생체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이유로 아직까지 명확한 과
학적 증거를 통한 생체에 미치는 기전 확립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생활 속에서 전자파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지하철 기
관사와 전화교환원 15명, 그리고 일반인인 주부와 학생 
15명의 전자파 노출 정도를 비교한 전자파 연구에서 직
업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의 평균 전자파 측정수치는 
0.33 μT, 일반인들은 0.07μT로 직업군에서 5배 정도 높
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최소 2
년 이상 무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오는 전기장에 노
출된 여성을 대상으로 면역체계를 조사한 결과, 전기장에 
노출된 사람들은 특정 림프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를 보이며, 전기장이 면역체계에 영향을 줘서 신체의 생
리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4]. 그리

고, 자발운동 그룹과 운동을 하지 않는 정상 그룹의 비교 
연구에서 염증과 관련된 사이토카인인 IL-6, IL-12, TNF-
α의 혈중 농도는 정상보다 증가했고, IFNγ, IL-1β, 
GM-CSF와 같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의 농도는 변화가 없음을 보여 전자파에 대한 노
출과 운동과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연구가 되었다[5].

전자파의 생체영향을 연구한 논문들은 주로 휴대폰 사
용과 연관되어 가장 근접한 신체부분인 뇌와 신경의 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많이 보고 했으며[6], 특히 30~300 
Hz의 극저주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유방암의 발생률
이 증가한다고 하였다[7]. 면역조직화학의 연구 방법으로 
생쥐를 이용한 전자파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
들도 보고되었다[8].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전자파 노
출이 뇌종양 발생 등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9]. 특히 최근에 신경교종(glioma),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교모세포종(gliobalstoma) 환자의 생존과 전자파
의 노출 정도는 관련이 없다[10]는 보고도 있었다. 이처
럼 현재까지 전자파가 인체의 각종의 생리활성이나 병태
생리에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들이 진행되었지만, 이 연구결과들 만으로는 전자파의 주
파수별 노출이 생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5G의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안전한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전자파의 영향에 관한 생물 기반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분
자 기반의 첨단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10주간
의 전자파 노출이 감정과 정서 등에 관여하는 뇌의 선조
체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를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동물
실험동물의 관리와 실험은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미국의 NIH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실험동물은 수컷ICR 생쥐(6 weeks, 약 26~28 g)는 대
한 바이오링크(Chungbuk, Korea)를 통해 구입하였다. 
식이와 음료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온도 
22±2℃, 상대습도 55±5%, 12시간 주기의 조건에서 사
육하였다. 생쥐는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정상 그룹(n=5, 
Control group; CON), 자발운동 그룹(n=5, Exercise 
group; EXE), 전자파 노출 그룹(n=5, Radio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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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Name Primer sequence Annealing 
temperature(℃)

TH

F : 
5'-AAGATCAAACCTACCAGCCG
-3'
R : 
5'-TACGGGTCAAACTTCACAGA
G-3'

53.1

51.6

FoxO3a

F : 
5'-CTCACTTTGTCCCAGATCTAC
G-3'
R : 
5'-CTTCATTCTGAACGCGCATG
-3'

52.8

56.4

Table 1. Primer sequences of real-time PCR

Fig. 1. A. Schematic experimental design for 10 
weeks, B. Voluntary wheel exercise and 
automatic wheel exercise counting device, C.
Radiofrequency radiation (RFR) exposure 
instrument (Wave Exposer V20), which is 
used for radiation exposure of mouse to 835 
MHz at SAR value of 4.0 W/kg.

radiation group; RFR), 전자파 노출 및 자발운동 그룹
(n=5, RFR+EXE)으로 분류하였다. 동물실험은 총 10주
간 실시되었고, 전자파에 노출되는 실험군은 매일 6시간 
동안 연속으로 전자파에 노출시켰으며, 이후 자발운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Fig. 1A).

2.2 운동 측정
실험동물의 자발운동과 운동량 측정을 위하여 자발운

동(Voluntary wheel exercise) 기구를 사용하였다(Fig. 
1B). 자발운동군(EXE)과 전자파 노출 및 자발운동군
(RFR+EXE)은 한 마리씩 10개 우리에 분리 사육하였고, 
각각의 우리에서 10주간 자발운동을 하도록 바퀴(wheel)
를 설치하였다.

2.3 고주파 모바일 전자파 노출 장치
모바일 전자파 노출 장치는 Wave Exposer V20을 

이용하였다(Fig. 1C 참고). 이 장비는 835 MHz의 주파
수만을 송출하며, 최대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흡수율) 값은 4.0 W/kg이 발휘하도록 설계된 기
계를 사용하였다. 

2.4 Total RNA isolation
실험에 사용한 모든 생쥐의 뇌에서 선조체(striata)와 

시상하부(hypothalamus) 부위를 적출하였다. Total 
RNA는 적출된 조직을 1 mL의 TRIzol® 용액에 넣고 
균질화한 후 chloroform (Sigma Aldrich, USA) 200 
μL를 넣었다. 혼합물을 충분히 섞어 10분간 얼음에 뒀다
가 4℃, 1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해 상층액을 
취한 후 동량의 2-prophanol(Sigma Aldrich, USA)을 
첨가해 섞은 후 상온에 10분간 뒀다. 그 후 4℃, 1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해 pellet을 얻고 RNAse free 
증류수(QIAGEN, USA)로 만든 75% 에탄올로 세척하였다. 
RNA가 반건조 상태가 될 때까지 상온에서 말린 후 RNAse 
free 증류수 일정량을 넣어 녹였다. 추출된 total RNA는 
Multiskan ™ GO (Thermo, USA)를 사용하여 260 nm과 
28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재어 농도를 정하였다. 

2.5 cDNA 합성과 실시간 중합효소 반응
    (Real-time PCR) 

수집한 샘플은 Oligo(dT)와 Nuclease-free 증류수
에 있는 RNA 1 μg/μl를 65℃에서 5분간 뒀다. 
nuclease-free 증류수, 5X RT buffer, dNTP, DTT, 

M-MLV RT(BIONEER, Korea), RNasin® plus 
RNase Inhibitor(PROMEGA, USA)를 추가해 총 20 μl
를 만들었다. 이후 25℃ 10분, 42℃ 60분, 95℃ 10분간 
반응시켜 cDNA를 얻었다. PCR 샘플은 1/5로 희석한 
cDNA에 2X SYBR Master Mix, 10 pM primers, 
Nuclease-free water를 넣어 최종 15μl로 반응시켰다
[11]. Real-time PCR은 Rotor-Gene Q(QIAGEN, 
USA)에서 95°C 5분, 95℃ 15초, 58℃ 30초를 40 
cycles간 반응시킨 후, 72℃에서 15초간 반응시켰다. 
Primer는 Tyrosine hydroxylase(TH), FoxO3a, 
AMPKα 그리고 GAPDH의 4개를 사용했다(Table 1 참
고). 데이터의 분석은 사용한 기계의 프로그램으로 하였
으며 각 primer들의 값을 GAPDH 값으로 나눠 
delta-delta C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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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Kα

F : 
5'-CCTGGAGAAAGATGGCGAC-
3'
R : 
5'-TCACAGCCACTTTATGTCCG
-3'

54.2

53.2

GAPDH

F : 
5'-TCGTGGATCTGACGTGCCGC
CTG-3'
R 
:5'-CACCACCCTGTTGCTGTAGC
CGTAT-3'

69.8

63.8

Fig. 3. Effect of RFR exposure and exercise on mRNA expression in hypothlamus. Values are means ± SEM 
(n=4).CON: control group; EXE: voluntary wheel exercise group; RFR: radiofrequency radiation group; 
RFR+EXE: radiofrequency radiation plus voluntary wheel exercise group.(A: *P < 0.05; compared to CON 
group, B: ***P < 0.001, ###P< 0.05; compared to RFR+EXE group: *P < 0.05, ***P < 0.001; compared to CON
group).

Fig. 2. Effect of RFR exposure and exercise on mRNA expression in striatum. Values are means ± SEM (n=4).CON: 
control group; EXE: voluntary wheel exercise group; RFR: radiofrequency radiation group; RFR+EXE: 
radiofrequency radiation plus voluntary wheel exercise group.(A: #P < 0.05, **P < 0.01, ++P< 0.01; compared 
to RFR+EXE group, B: **P < 0.01; compared to CON group, #P< 0.05; compared to RFR+EXE group, C: **P 
< 0.01; compared to CON group).

2.6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GraphPad Prism (GraphPad Software, 

USA)을 사용하여 양측검정(two-tailed) Student’s t 테스트
와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분산분석에
서 각 그룹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 확률이 p<0.05인 
경우 Tukey’s 사후검정(post-hoc test)을 수행하였으며, 결
과값은 mean±SEM으로 나타냈다.

3. 결과

3.1 선조체에서의 유전자 발현
10주간 모바일 전자파 노출과 유산소 자발운동이 생

쥐 뇌의 선조체에서 TH 및 AMPK 신호전달 관련 유전
자들의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real-time 
RT-PCR로 조사하였다. 운동량과 관련한 신경전달물질
인 도파민 생성의 주요 효소인 TH mRNA의 변화는 정
상 그룹과 비교해 전자파 노출과 자발운동 그룹에서 TH 
mRNA 발현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Fig. 2A 참고). 
FoxO3a mRNA 발현의 경우 자발 운동 그룹에서는 현
저하게 감소한 반면 전자파 노출 그룹에서는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전자파 노출 그룹과 비교하여 전자파 노출 
및 자발운동 그룹에서는 FoxO3a mRNA 발현이 정상 
회복되었다(Fig. 2B 참고). AMPKα mRNA 발현은 전자
파 노출 및 자발운동 그룹에서만 감소되었고, 정상 그룹, 
전자파 노출 그룹, 자발 운동 그룹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Fig. 2C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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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뇌하수체에서의 유전자 발현
10주간 모바일 전자파 노출과 유산소 자발운동 후 스

트레스 중추의 하나인 뇌하수체에서  TH 및 AMPK 신
호전달 관련 유전자들의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real-time RT-PCR로 조사하였다. 뇌하수체에서는 정
상 그룹과 비교하여 전자파 노출 및 자발운동 그룹에서 
TH mRNA 발현이 감소되었다(Fig. 3A). FoxO3a 
mRNA 발현은 자발 운동 그룹에서는 현저하게 감소되었
으나, 전자파 노출 그룹에서는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전
자파 노출 그룹과 비교하여 전자파 노출 및 자발운동 그룹
에서는 FoxO3a mRNA 발현이 정상 회복되었다(Fig. 3B 
참고). AMPKα mRNA 발현은 정상 그룹, 전자파 노출 그
룹, 자발운동 그룹, 전자파 노출 및 자발운동 그룹에서 어
떠한 유의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Fig. 3C 참고). 

4. 논의

장기간의 모바일 전자파 노출이 자발운동으로 인한 뇌
의 mRNA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운동과 관련
된 선조체와 스트레스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서 운동, 
에너지 대사 등에 관련된 TH, FoxO3a, AMPK alpha, 
유전자의 mRNA 발현을 통해 조사하였다. 

운동과 관련한 도파민의 신경 분포가 있는 선조체 에
서 도파민 대사 효소인 타이로신수산화효소(TH) mRNA
을 조사하였다. 흑색 도파민성 입력신호 전달은 흑질선조
체 경로를 거쳐 선조체로 가는 밀접하게 선조체의 기능과 관
련된다[12]. 타이로신수산화효소가 카테콜아민 신경전달물질들
을 합성하는데 있어 속도결정단계로서 타이로신(L-tyrosine)을 
도파(L-DOPA, L- dihydroxyphenylalanine)로 전환시킨다
[13]. 타이로신수산화효소의 활성은 중간뇌 흑색질에서의 도파
민성 신경세포들의 상실에 따라 감소한다. 운동은 흑질선조체
의 도파민 손상에서 회복되는 것을 향상시키고 흑질선조체 시
스템에서 도파민성 신경전달물질을 변화시킨다[14]. 주
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모델 쥐 실험에서 운동부하검
사(treadmill exercise)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증상을 악화시켰다[15, 16]. 이는 본 연구의 결과인 선조
체에서의 자발운동과 전자파 노출 조건에서 각각 TH 
mRNA 발현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자발운동 및 전자파 
노출 그룹에서는 더 많은 감소가 관찰된 결과와 유사하
다(Fig. 2A). 전자파 노출에 따른 자발운동량 감소는 체

중의 증가와 도파민 대사 효소의 발현 및 대사의 이상으
로 인한 도파민의 생성 감소가 그 원인일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자발운동 및 전자파 노출 그룹에서의 운동량 
감소가 도파민 대사 효소의 감소에 따른 선조체에서의 
도파민 감소가 그 원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FoxO 인자들은 DAF-16 단백질과 유사한 스트레스 
저항과 수명연장의 조절 등의 몇 가지 기능들을 갖는다
[17]. 또한 FoxO3 는 산화적 손상에 반응해 복합체를 형
성하는 것이 밝혀졌다[18].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
듯이 전자파로 인한 FoxO3a mRNA 발현과 인산화 증
가는 FoxO3a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는 신호전달 경
로의 활성화를 위해 그 발현량이 증가한 것으로써 본 연
구 결과와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Fig. 2B). 그러나, 
Brunet[18]의 연구 결과처럼 복합체를 형성해서인지, 전
자파만 조사한 실험군에서는 FoxO3a 발현의 양적 차이
가 발견된다. 이는 아마도 신호전달 경로에서 전자파 노
출에 의해 FoxO3a를 증폭시키는 신호전달물질이 존재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이 물질들과 함께 FoxO3a 유
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경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
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면역염색이나 western blotting 등의 추후 연구를 수행
하여 생체에서 직접 작용하는 단백질들의 발현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연구한다면 본 연구인 mRNA 실험의 결
과에서 보여주는 실제 생체 기능의 데이터뿐 아니라 더 
정확한 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의 소모과정인 운동은 AMPK를 중심으로 생체 
내에서의 에너지 인식 및 항상성 조절과 당과 지방 대사
의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 AMPK는 중심적인 에너
지 감지기(sensor)로서 대사과정의 중요한 조절자이다
[19]. 식이제한, 운동, 허혈과 같은 AMP : ATP의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세포를 촉진시키는 자극들에 의해 활성화
된다[20].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발 운동은 노화 
쥐의 해마에서 AMPK를 활성화 시키고[21], 15 주간의 오
랜 트레이닝 후에도 AMPK 단백의 인산화가 증가 시킨다
고 보고되었다[22]. 이런 AMPK 단백의 인산화는 노화, 에
너지 대사 및 세포성장 및 사멸과 관련된 FoxO3a, SIRT1, 
및 PGC-1a 신호전달계와 연관되며[23], 운동 등에 따른 
산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자들이다[24]. 

전자파 노출의 연구 실험 대상의 경우 동물과 사람 모
두에서 대부분 성인으로 한정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런 전자파 실험이 좀 더 폭넓은 데이터를 얻기 위
해서는 다양한 연령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연령에 따
른 병태생리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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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자파 노출에 따른 생
체의 반응을 포괄적으로 얻기 위해 단발적인 전자파 조사
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전체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25], 
real time RT PCR 등의 방법으로 차이가 나는 유전자에 
대한 재현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까지 전자파
의 조사가 미치는 생체 작용기전을 예측하기란 쉽지가 않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모델에서 장기간 전자파 노출은 다양한 외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뇌 내 선조체와 시상하부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의 mRNA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
로, 장기간의 전자파 노출은 자발운동으로 생기는 유익한 
생리적 반응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적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전자파의 조사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
중들의 관심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휴대
폰 전자파에 노출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에 
어떤 분자들이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더욱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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