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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방사선조사 후 신장 조직의 손상과 방어기 을 알아보고자 생쥐 모델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찰하 다. 학 미경(LM)의 찰 결과; 5Gy 조사 후 10일된 신장 조직에서는 정상조직과 비교하여 사

구체가 축되었으며, 10Gy 찰에서는 곱슬세 (convoluted tubules)의 막이 괴되어 세포질이 유출되

었다. 투과 자 미경(TEM) 찰 결과; 5Gy 조사에서는 사립체의 막이 괴되거나 함몰된 것으로 찰되

었으며, 내부 크리스테의 형태도 소실되었다. 한 일부에서는 핵막의 괴도 확인되었다. 10Gy 조사한 조

직에서는 기 막의 괴가 뚜렷하게 찰되고, 용해소체도 비후 된 것을 찰하 다. 하지만 로폴리스 

섭식한 실험 군에서는 소기 의 형태가 뚜렷하게 찰되었고, 핵막과 염색질도 선명하게 찰되어 방어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신장조직∣방사선∣전자현미경∣프로폴리스∣방어기전∣

Abstract

This research has microstructure observation to find tissue damage mechanism and 

radio-protection effect on mouse kidney tissue. The result observation of a Light 

Microscope(LM); The kidney tissue after 5Gy irradiation observed a glomerulus atrophy, also 

crack distance to base membrane of a convoluted tubules. The kidney tissue after 10Gy 

irradiation observed out flow cytoplasm to membrane break of a convoluted tubules. The result 

observation of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TEM); The kidney tissue of after 5Gy 

irradiation has to breaking a inside cristae and membrane of mitochondria, also show definite 

damage of nucleus membrane. 10Gy irradiation has all the more damage a base membrane  and  

thickness of lysosome. However, Propolis eating groups observed normal to nucleus membrane 

and small body of intracellular. therefore We considered "Propolis" as make radio protection 

function to kidney tissue of the greater part. 

 ■ keyword :∣Kidney Tissue∣Radiation∣TEM∣Propolis∣Radioprotec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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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생체 내 물질 균형을 유지하고 해질 항상성에 요

한 작용을 하는 신장은 다양한 독성 사산물을 제거하

는 기능을 한다[1]. 그  액 내 장의 여과 과정에서 

필요한 분자들은  선택 으로 재흡수 되고 나머지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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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유출시켜 산-염기의 균형을 유지한다[2]. 이러한 

물질 사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 은 조 제나 방사

성동 원소를 이용하는 진단 검사에서도 용된다. 따

라서 사구체를 포함한 신장조직은 타 장기에 비해 방사

선에 지의 손상을 많이 받게 되며[3], 복부장기  신

장조직이 가장 민감하다고 보고하 다[4][5]. 특히 최근

에는 기 암의 진단과 이 확인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양 자단층촬 (PET-CT) 검사가 증가되면서 방사성

동 원소의 사용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방

사성물질들은 부분이 신장을 통해 생체외부로 배설

되므로 피질의 신소체(renal corpuscle)에 포함된 수입 

 수출 소동맥의 모세 과 보우만낭(Bowman's 

capsule)  주변의 곱슬세 (convoluted tubule) 구조

물들도 배설과정에서 높은 선량을 받게 된다. 재 까

지 알려진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신장의 주요 질환들은 

신장염, 사구체경화증, 착  배설능 하를 비롯

한 만발성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8]. 

하지만 조직학  근거를 제시한 연구 발표는 부족한 실

정이며, 그에 따른 방어 물질의 연구도 필요하다. 

지 까지 연구된 방어물질은 화합물에 의한 합성물

질로 방어효과와 함께 일부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9][10].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해 천연물

질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 알려진 천연물질로

는 사포닌 성분을 포함하는 홍삼, 녹차 등이 보고되었

으나[11-13] 완벽하게 방어하지는 못하고 있어 새로운 

천연물질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

에서 로폴리스(propolis)가 방사선 손상의 회복과 

련된 연구가 발표되었다[14]. 로폴리스는 식물에서 

분비하는 수지상 물질을 꿀벌의 타액 효소와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항산화효과와 항염증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6]. 한 리방사선과 련된 

보고에서도 SOD(superoxide dismutase)의 활성을 증

가시키고, 염증을 인다고 하 으며[17], 감마선 조사

에서는 염색체의 손상을 50%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방사선에 의한 신장 조직의 손상 

정도를  밝 내고자 생쥐 모델을 이용하여 핵과 세포소

기 을 심으로 미세 구조를 찰하고, 조직 손상에 

따른 방어 기 을 알아보기 해 천연물질( 로폴리스)

을 섭식시킨 후 세포의 형태를 찰하 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장비 및 방사선 조사

방사선조사는 Linear accelerator(Linac)을 이용하여 

6Mev 에 지의 X-선을 사용하 다. SSD는 98cm로 고

정하고 심부 선량 1.5cm에 100% 에 지가 집 되도록 

한 다음 향이문조사로 신에 1Gy, 5Gy, 10Gy 조사

하 다.

2. 생쥐 사육 및 프로폴리스섭식

실험동물은 6주된 ICR(Institute of Cancer Research)

계 생쥐 25마리를 사용하여 동일한 환경의 사육실에서 

실험 기간 동안 사육하 다. 실험에 사용한 로폴리스

는 경북북부지역에서 채취한 양  교를 80% ethanol

에 교반하여 숙성과정을 거친 후 추출하 다. 추출한 

로폴리스는 농도측정기 (PROEM HB-62, Korea) 로 

측정한 40% 사용하 다. 섭식 방법은 사료 100 g당 

로폴리스 20 ㎖를 혼합하여 배합한 후 60℃에서 오 에

서 건조한 후 단단한 경단모양으로 만들어 섭식시키고, 

수분 섭취는 0.05% 로폴리스가 포함된 식수를 공

하 다. 사료와 수분은 실험이 끝나는 30일 동안 자유

롭게 섭취하도록 하 다. 

3. 광학현미경(LM) 시료 제작 방법 

X-선 조사 후 신장 조직을 출하여 paraffin method

에 따라 표본을 제작하 다 (Fujita H and Fujita T, 

1988). 조직은 10% FAA (Formalin Acetic Alcohol 

solution) 용액에 24시간 고정 후 ethanol을 이용하여 탈

수 하 고, xylene으로 치환한 후 paraffin block을 만들

었다. 표본은 H-E(hematoxylene eosin) 염색 후 찰

하 다.

4. 전자현미경(TEM) 시료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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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 찰은 신장조직을 출하여 이를 

glutaraldehyde (2.5%, Polyscience)에서 3시간 동안 

고정하고, osmmium tetraoxide (1%, Polyscience)로 1

시간 30분 동안 후고정 한다. ethyl alcohol (Merck)을 

사용하여 계  탈수과정을 행하고, propylene oxide 

(Merck)로 치환한다. 그리고 epon resin (polyscience)

에 포매하여 60℃ 배양기에서 48시간 합하여 block을 

제작한다. ultra microtome을 이용하여 80nm로 박  후 

uranyl acetate (Polyscience)와 lead nitrate 

(Polyscience)로 이  염색하여 투과 자 미경 

(H-7000, Hitachi, Japan)을 통하여 찰하 다. 

Ⅲ. 결과

1. 신장 조직의 광학현미경(LM) 관찰

1.1 정상 신장 조직의 관찰

신장은 액으로부터 요를 생성하여 생체내 수분과 

해질의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신장의 구조는 피질

(cortex)과 수질(medulla ;M)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질

에서 요의 생성장치인 신소체(renal corpuscle ;RC)는 

사구체(glomerulus)와 주변을 싸고 있는 보우만낭

(Bowman's capsule ;Bc)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구체에

서 여과된 물과 무기이온들은 소체쪽곱슬세 과

(proximal convoluted tubule ;PCT) 먼쪽곱슬세

(distal convoluted tubule ;DCT)을 거쳐 재흡수 된다. 

집합 (collecting duct)은 신장 단 의 마지막 곧은 부

이며 물을 투과시키지는 못하나 항이뇨호르몬(ADH)

이 존재하면 물을 투과할 수 있게 하여 간질로 보낸다. 

집합  주변에는 모세 (capillary)들이 존재하고 소엽

사이동맥(interlobular artery ;AA)도 확인되었다[그림 1]. 

1.2 1Gy,5Gy, 10Gy 전신 조사 후 신장 조직의 관찰

신 1Gy 조사 후 10일된 신장조직에서는 특정 조직

의 뚜렷한 변화는 찰되지 않았으나 피질에서 수질로 

이어지는 속질부챗살(MR)의 집합세 들이 조 하게 

형성되지 않고 일부에서 넓게 찰되었다[그림 2A]. 

한 피질의 곱슬세  주변 동맥(A)에서도 속탄력 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B]. 

5Gy 조사 후 10일된 신장조직에서는 먼쪽곱슬세 사이

(DS)의 간격이 넓어져 있었으며, 곱슬세 의 막(BM)이 

두꺼워져 있는 것으로 찰되었다[그림 2C]. 한 신소

체(RC)가 축되어 크기가 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보

우만 낭의 한쪽 부분이 유착되어 찰되었다[그림 2C]. 

일부 곱슬소체의 핵에서는 형태가 선명하지 않고 흐릿

하게 보 다[그림 2D].

10Gy 조사 후 10일된 신장조직에서는 신소체의 크기

가 정상조직에 비해 50% 이상 축되어 찰되었으며, 

곱슬소체들의 가장자리 막이 심하게 괴(MBk)되어  

세포질(cp)의 내용물이 흩어져 신장의 기능이 거의 손

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일부 곱슬소체 가장자리 

핵의 모습도 비후된 것으로 찰되었다[그림 3A]. 수질

과 피질의 경계 부분에 있는 집합 (Cd)은 정상 조직조

직보다 크게 내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맥(A)의 내측 

속탄력 의 형태는 일그러지고 동심원이 아닌 불규칙

한 타원형으로 찰되었다[그림 3B][그림 3C]. 신소체

는 심하게 축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찰되었으며, 

가장자리에 있는 편평세포가 소체쪽곱슬세 과 유착되

어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찰되었다. 한 보우만낭과

의 사이공간이 착되어 모세 이 괴되어 손상이 

매우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D]. 

1.3 천연물질 섭식 후 신장 조직 관찰

천연물질 로폴리스 섭식과 함께 5Gy 신 조사한 

신장조직에서는 곱슬소체 주변의 정맥들이 선명하게 

확인되었으며, 신소체 주변의 소체쪽곱슬세 과 먼쪽

곱슬세 의 핵들이 일정하게 찰되었다. 한 막의 형

태도 비후 되지 않고 조 하게 확인되었다. 신소체 

찰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축되지 않고 일정하게 찰

되었다[그림 4A]. 동맥 의 찰에서는 내탄력

(IEL)이 선명하고  동심원 형태를 보여 방사선 조사한 

군과 한 차이를 보 다. 한 모세 들은 곱슬세

의 막 사이에서 확인되었고, 소체 주변의 토리 공간

도 정상 인 간격을 유지하 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

아 로폴리스 섭식 군에서는 신장조직 손상이 유의한 

차이로 어든 것을 확인하 다[그림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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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B ; 1Gy 조사 후  10일된 신장 조직, C,D ; 5Gy 조사 후  10일된 신장 조직 
MR : medullary rays, A : artery, BM :base membrane, DS : distal convoluted tubule space, 

RC :renal corpuscle, N :nucleus  

그림 1. 정상 신장조직의 광학현미경 사진 A: 피질과 수질, B: 피질의 사구체와 곱슬세관
RC: renal corpuscle, AA: arcuate arteries, AV: arcuate veins, M: medulla, cap: capillary, 

Ct: collecting duct, PCT: proximal convoluted tubule, DCT: distal convoluted tubule, Bc: Bowman's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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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Gy 조사 후 10일된 신장 조직 A: 피질, B: 집합관, C:피질내 동맥, D: 사구체

RC :renal corpuscle, MBk :membrane break, cp: cell plasma, N :nucleus, 
Cd : collecting duct, A :artery, PCT : proximal convoluted tubule

그림 4. propolis 섭식과 함께 5Gy 조사 후 10일 경과한 신장 조직 A: 피질내 사구체, B: 동맥혈관
c :capillary, DCT :distal convoluted tubule, PCT :proximal convoluted tubule, 

BM :base membrane, IEL : internal elastic lamina, A :artery

2. 신장 조직의 전자현미경(TEM) 관찰

2.1 정상 신장 조직 관찰 

신장 조직  신소체 주변의 막을 형성하고, 소기

과 핵의 분포가 많은 소체쪽곱슬세 (PCT)과 먼쪽곱

슬세 (DCT)을 심으로 미세 구조를 찰하 다. 소

체쪽곱슬세 은 가운데 부분에서 풍부한 미세융모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기 막 주변에는 사립체(M)가 직

각으로 배열되어 Na+의 능동수송을 한 ATP 공 과 

아미노산을 흡수 하 다. 한 소체쪽곱슬세 (PCT) 

상피세포는 돌기들이 서로 깍지끼듯 맞물린 형태를 유

지하고 있으며, 용해소체(Ly)와 음소포(v), 핵(N)이 

찰되었다[그림 5A]. 먼쪽곱슬세 (DCT)은 Na+ 이온을 

재흡수하는 기능을 하며, 솔모양 가장자리가 없어 깨끗

한 속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DCT에서는 속공간쪽에

서 불규칙하게 찰되었고 상 으로 핵이 차지하는 

비 이 많았으며, 핵 주변의 세포질에는  소포들이 형

성되어 있었다[그림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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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5Gy 조사 후 20일 지난 신장 조직  A: PCT(X10,000), B: PCT의 핵(X30,000),10Gy 조사 후 

5일 지난 신장 조직  C: DCT의 기저막(X20000),  D; DCT(X9000) 
M : :mitochondria, N :nucleus, Ly :lysosome, BM :base membrane, 

de : depression, Ne :neclosis, Bk :break

그림 5. 정상 신장 조직의 전자현미경 사진 A: PCT(X3,000)   B: DCT(X4,000)  

M :mitochondria, N :nucleus, Ly :lysosome, v :pinocytotic vesicles

2.2 5Gy, 10Gy 조사 후 신장 조직의 관찰 

신 5Gy 조사 후 20일 경과된 신장 조직에서 PCT 

찰 결과; 기 막(BM) 사이 공간에 지지조직이 찰

되었으며, 특징 인 막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

만 사립체(M)는 크게 손상되었는데 그  내막에 주름

으로 형성된 크리스테(cristae)의 모양이 부분 소실되

고 일부에서는 내막과 외막이 괴(Bk)되어 세포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사립체의 

이 막이 함몰(de) 되거나 괴사(Ne)되는 모양도 일부 

찰되었다[그림 6A]. 핵과 염색질에 한 찰에서는 

핵막이 손상되어 일부 염색질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

었다[그림 6B]. 10Gy 조사 후 DCT 찰 결과는 기 막

의 한쪽부분이 손상되어 Na+의 능동 인 이온 수송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기 막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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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ropolis 섭식과 함께 전신 5Gy 조사 후  20일 경과된 신장조직 A: 사립체 (X10,000) B: DCT 

(X10,000)
M :mitochondria, v :pinocytotic vesicles, BM :base membrane, N :nucleus

치한 사립체(M) 막이 손상되어 세포질이 려난 것으로 

찰되었다. 한 용해소체(Ly)는 정상조직 보다 크게 

찰되었으며 가장자리 테두리가 흐릿하고 두께도 불규

칙하여 방사선에 의한 손상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C][그림 6D].

2.3 천연물질 섭식 후 신장의 관찰 

천연물질 로폴리스 섭식과 함께 5Gy 신 조사한 

신장조직의 곱슬세  찰 결과; 가장자리에 치한 사

립체들(M)의 모양이 정상 조직과 같이 선명하게  찰

되었으며, 포음소포(v)도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기 막(BM)의 내측 지지조직이 풍부

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세포끼리 맞물린 세포사이 공

간을 형성함으로써 속공간쪽  세포막처럼 넓은 표면 이 

찰되었다. DNA 유 인자를 포함하고 있는 핵의 구조

는 인과 염색질이 풍부하게 분포된 것으로 찰되어 방

사선 피폭에 의한 소기 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그 

림 7A][그림 7B].    

Ⅳ. 고찰

신장조직은 H2O 분포가 높아 X-선, 감마선에 의한 간

효과가 크다. 지 까지 밝 진 신장의 방사선 향은 

사구체경화증과 감뇨, 배설능 하가 수반된다고 보고되

었으며[8], 실제 실험 연구에서 양측 신장에 25Gy/3~5주 

동안 피폭되었을 때 신경화증과 신부 증이 유발된다고 

하 다[5][19].

본 연구는 이러한 신장에 한 손상이 세포의 미세구

조와 련되어 있다고 단되어 세포막을 포함한 소기

을 심으로 조직학  연구를 하 다. 이를 수행하고자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X-선을 생쥐에 신 조사하여 지

까지는 밝 지지 않는 미세구조의 손상 정도를 밝

내고 방어기 을 연구하는데 을 두었다.  

신 방사선 조사 후 10일 경과된 마우스의 신장조직

을 학 미경으로 찰한 결과; 1Gy 조사한 실험에서

는 특정 조직에서 뚜렷한 변화는 찰되지 않았고 신소

체도 구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5Gy 조사한 실험

에서는 사구체가 1Gy 조사에 비해 축되어 있었으며, 

보우만 낭과 소체 사이가 유착된 것으로 찰되었다. 

한 먼쪽곱슬세 의 기 막 간격이 넓어진 것이 확인되었

다. 10Gy 조사에서는 신소체가 정상 조직에 비해 50% 

어들고, 기 막이 괴되어 세포질이 흩어져 있었으

며, 핵막도 비후되어 회복 불가능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학 미경에서는 방사선 에 지

가 증가 할 수록 손상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

소체와 기 막, 동맥 의 내탄력 에 손상이 선명하

게 찰되었다. 하지만 세포질내의 소기  찰에는 한

계가 있었다. 한 로폴리스 섭식과 함께 5Gy 조사한 

실험군에서는 정맥의 모습이 정상 으로 찰되었으며, 

신소체와 동맥의 내탄력 도 선명하게 찰되어 일정부

분 방어효과를 찰할 수 있었으나 소기 을 구별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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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자 미경을 활용한 미세구조는 피질의 신소체와 곱

슬세   핵을 심으로 세포질의 소기   기 막 모

습이 정확하게 찰 되었다. 5Gy 신조사 후 20일된 조

직에서는 LM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립체의 손상을  뚜

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요 손상 형태는 외부 이

막의 괴와 내부에 분포되어 있는 크리스테가 소실되어 

텅빈 모습으로 찰되었다. 한 일부 사립체는 가장자

리가 안쪽으로 함몰된 형태로 보이고 일부에서는 궤사를 

동반한 손상도 찰되었다. 이처럼 사립체의 손상은 

ATP 생성을 방해 하여 결국 세포의 죽음으로 진행되는

데 방사선은 특히 세포막에서 손상이 큰 것으로 확인되

었다. 한 곱슬소체 내측에 치하고  있는 핵에서도 방

사선에 의한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요 손상 형태

는 핵막의 한쪽 부분이 터져 염색질이 유출되고 핵소체

가 흐릿하고 연한 농도로 찰되었다. 하지만 기 막과 

막내 지지조직 모습은 정상으로 찰되어 세포의 손상에

도 감수성의 차이가 있음을 학인 할 수 있었다. 10Gy 조

사 후 신장조직에서는 기 막 까지 괴되었으며, 리소

솜도 비후되어 가장자리가 흐릿하게 찰하 다. 이같은 

결과로 보아 기 막이 사립체보다 방사선 항성이 높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로폴리스 섭식 후 5Gy 

신 조사한 실험군은 사립체가 선명하게 분포되어 있었으

며, 핵속의 염색질과 인의 형태도 진하게 찰되었다. 

한 기 막 내외측이 선명하게 확인되었으며 내측지지 조

직도 흐트러짐이 없어 방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방사선에 지가 세포의 소기   사

립체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세포성장에 필요한 ATP 공 을 방해하여 더 이

상 세포를 성장할 수 없게 하여 기능이 상실되는 것으로 

단된다.  한 학 미경에서 확인 할 수 없었던 리소

솜의 비후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세포막에서 손상이 시

작되어 핵과 소기 을 괴 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

라서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지 까지 밝  지지 않았던 

신장조직에서 소기 들의 손상 형태와 감수성의 변화를 

구체 으로 제시 할 수 있었으며, 향후 리방사선의 손

상에 따른 조직들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  자

료에 토 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한 천연물질의 방어 

기 을 확인할 수 있어 분자 세포생물학의 연구에 크게  

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Ⅴ. 결론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X-선 신조사 후 신장조직의 

손상 기 과 천연물질인 로폴리스의 방어효과 연구에

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학 미경 찰 결과, 사구체가 하게 축되었고, 

동맥내 내탄성 의 형태를 손상시키고, 곱슬세 의 막사

이의 간격을 넓히는 것으로 찰되었다. 한 곱슬세

의 자 미경 찰에서는 사립체에서 함몰 는 막의 

괴와 괴사를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핵막의 괴와  염색질의  흩트러짐도 찰되었다. 10Gy 

조사한 조직에서는 더욱 손상정도가 심하 고 기 막과 

용해소체의 손상도 찰되었다. 하지만 로폴리스 섭식

군에서는 사립체와 핵막에서 뚜렷한 손상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사구체 축이나 동맥내 내탄성 도 일정하게 

찰되었다. 한 사립체를 포함한 소기 의 세포막에서 

방사선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기 막이 상 으로 항

성이 크다는 밝 냈다.  본 연구는 로폴리스가 세포막 

보호에 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방어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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