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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neficial Effects of Vitamin E on the Irradiation-induced Testis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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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exposure may cause tissue damage by ionized or excited atoms. The molecules are transformed from water 
or they directly interact with cells. Antioxidants such as vitamin E, vitamin C are used to reduce the interference of 
radiation. Especially, vitamin E inhibits the formation and accumulation of lipid and oxidation and the activity of 
drug-metabolizing enzymes. After irradiation of 3 Gy to the testis, the entire shape of testis was partly depressed and an 
irregular vacuole was observed to the edge. The 3 Gy group after treatment with vitamin E showed the low destruction 
of spermatogonia and partial tissue damage as compared to the 3 Gy group. Vitamin E inhibited the production of 
vacuoles from the cell death and generated the block to prevent the condensation of the seminiferous tub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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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사선은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키

며 그 에너지가 물질에 가해져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와 

원자의 전리 및 여기를 일으키므로, 물리, 화학적인 작용

에 의해 화합물의 조성 변화가 세포의 기능 장해를 일으

킨다. 장해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세포의 증식이 저

지되거나 세포가 사멸되므로 방사선이 조사된 부위의 조

직을 파괴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Kim, 2006; Liu et al., 

1995). 

정세관은 방사선노출에 민감한 조직으로 그 구조는 종

자세포 (배세포:germinal cell), 정조세포 (spermatogonim), 

1차정모세포 (primary spermatocyte), 정자세포 (spermatid)

로 구성되어 있다. 정자세포는 그 이상 분열하지 않으나 

현저하게 모습을 바꾸어 정자 (sperm)가 된다 (Kim, 2004). 

생식기관들은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크나 정자 

생성과정에 있는 생식세포들은 매우 민감하여 중간선량

에 피폭되면 염색체 이상, 세포분열 중지 및 세포의 괴사

가 일어난다. 정원세포 (spermatogonium)는 생식세포 중 

가장 감수성이 높아서 쥐의 경우 0.5 Gy를 조사하면 유

사분열이 완전히 정지된다. 아주 저선량일지라도 성숙되

는 시간이 아주 늦어진다. 완전히 성숙한 정자는 고선량 

피폭에서도 형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정자운동

에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하나 수정능력이 소실되며 비록 

수정이 된다 하여도 수정란이 착상하지 못한다. 이와 같

이 정자는 성숙 정도에 따라 방사선 감수성이 각기 다르

기 때문에 저선량 및 중간선량을 조사하여도 일정기간은 

수정능력을 유지한다 (Casini and Ceni, 1994). 

방사선의 장해를 줄이기 위해서 항산화제인 비타민 E, 

비타민 C 등이 이용되는데, 비타민 E는 항산화제로서 지

질과 산화물의 형성 및 축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약물

대사효소의 활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타민 E는 주로 

세포막에 존재하여 lipid peroxidation을 방지한다. 또한 

세포막의 구조성분인 불포화지방산이 파괴되는 것을 막

아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 항산화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 E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영양소

이지만, 식이 내의 비타민 E 수준이 높아질수록 장내 흡

수율은 저하되어 많은 양의 비타민 E가 대변으로 배설

되므로 사람한테는 독성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비

타민 E는 안전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다 (Hafeman and 

Hoekstra, 1977). 

본 연구는 생체에 무해한 비타민 E를 활용하여 정소

조직에서 방사선 조사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타민 E를 섭취한 마우스와 대조군 마우스에 각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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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조직을 적출하여 비타민 E의 방사선 방어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ICR계의 수컷 흰쥐 15마리를 동물용 사료로 4주간 실

온이 20~23℃로 유지되는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켰다. 실

험동물은 대조군과 선량 3 Gy 조사군, 비타민 E 섭취 후 

3 Gy 조사군으로 나누었으며 3 Gy(E) 조사군에는 25 g의 

비타민 E와 알코올을 희석하여 사료와 혼합 후 2주간 

급식하고 약 16시간 동안 절식시킨 다음 각각의 실험군

에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사선 조사는 치료용 방

사선 조사기를 이용하여 source-skin distancec 100 cm로 하

여 1 Gy, 및 3 Gy의 선량을 각각 1회 조사한 후 48시간 

경과 후 조직을 적출하였다. 

조직 관찰 실험방법으로 전자현미경적 방법을 병행

하여 정소조직을 적출하여 2.5% glutaraldehyde, 2.5% 

paraformaldehyde (4℃ 0.4 M phosphate buffer, pH 7.2)으로 

10분간 2회씩 수세한 후 1% OsO4 (4℃)를 이용하여 1시

간 반 동안 2차 고정하였다. 계속해서 동일 완충액으로 

2회 세척한 후, ethanol (50% → 95%)로 10분간 2회 탈

수하고, ethanol 100%로 10분간 4회 탈수하였다. Propylene 

dioxide로 10분간 4회 치환하고, resin과 propylene dioxide

를 1 : 1: 1 또는 1 : 2 : 1로 배합하여 각각 12시간씩 치환과

정을 거친 다음 30℃, 40℃, 60℃ 순으로 배양기에서 경화

시켰다. 포매된 재료는 LKB ultramicrotome으로 초박절편

을 만들어 1% toluidine blue (1% borax)로 plate (60℃)에 

2분간 염색하여, 절편을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한 다음, 

전자현미경용 절편을 광학현미경으로 저배율에서 고배율

까지 관찰하였다. 

 

결  과 

대조군 (control) 

정소의 표면은 정조세포 (spermatogonia), 제1차정모

세포 (primary spermatocyte), 제2차정모세포 (secondary 

spermatocyte), 정자세포 (sperm cell)들이 정자 (sperm)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Fig. 1A). 기저막 안의 

정조세포사이로 지지세포가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

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성장시기를 관찰할 수 있다 (Fig. 

1B). 정소의 조직 중앙의 빈 공간 정세관의 lumen에는 

정자를 관찰할 수 있고, 조직 절편 중심에서 실타래 모

Fig. 1. Photograph of the control group. The mouse testis shows 
the normal structure of spermatogonia, spermatid and sertoli's cells.
A: × 100; B: × 200; C: × 500; D: × 1,000. LU: lumen, SC:
Sertoli's cell, Sa: Spermatid, S: Sperm. 

Fig. 2. Photograph of the 3 Gy group photography. The mouse 
testis shows loose tissue and several vesicles in seminiferous 
tubule. A: × 100; B: × 200; C: × 500. IC: Intermediated Cell, 
CD: Cell death, SG: Spermatogonium arrowhead, star: ves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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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같은 정자꼬리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Fig. 1C). 조

직 내에서 정세포와 Sertoli세포가 괴사되거나 세포사멸사 

(apoptosis)가 일어나는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1D). 

3 Gy 조사군 

3 Gy 조사군은 정소조직의 가장자리 기저막의 형태는 

일부 함입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Fig. 2A). 간질세포는 

파괴되어 있고, 일부 조직의 각 가장자리에서 불규칙한 

공포를 관찰할 수 있으며 정세포 주변에도 공포가 관찰

되었다 (Fig. 2B). Figure 2A와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형태

가 일부 위축되어 있고, 기저막 안의 지지세포와 정소

조직은 괴사되어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고, 기저막과 정조세포 사이에 많은 공포들이 

관찰되었다 (Fig. 2C). 1,000배의 고배율로 관찰한 결과 

Sertoli세포의 밀도가 낮고 정조세포들이 조밀하지 않았

다 (Fig. 2D). 

비타민 E 섭취 후 3 Gy 조사군 

비타민 E 섭취 후 3 Gy 조사군에서는 전체적인 형태

에 부분적으로 공포가 발견되었으며, 3 Gy 조사군보다 

조밀한 정조세포를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A). 정조, 정

모세포의 손상이 발견되었으나 3 Gy 실험군처럼 사멸된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3 Gy 조사군에 비해 가장자리 

부분의 정세관이 보다 더 응축됨을 알 수 있었다 (Fig. 

3B-3C). 대조군의 정세관 내강에는 정자가 조밀하게 구성

되며 정자의 형태가 손상되지 않았다. 3 Gy 조사군 역시 

정자로 조밀하게 이루어져 있었으나, 정세관 벽을 이루고 

있는 정원세포의 파괴로 인해 불분명한 상을 관찰할 수 

있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비교 

정조세포와 그 주변을 비교해보면 먼저 대조군은 기저

막과 정조세포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반면에 

3 Gy 조사군에서는 vesicle (공포)이 발견되며, 기저막과 

정조세포사이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으며 정조세포가 

사멸되어 없어진 부분도 관찰되었다 (Fig. 1 & 2). 3 Gy(E) 

조사군에서는 정조세포가 사멸된 곳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 정조세포가 생존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정모세포와 그 주변조직은 정상조직에서는 구형의 정

모세포가 밀접하게 배열하여 있으나 3 Gy 조사군에서는 

조직의 밀도가 느슨하게 관찰되었다. 3 Gy(E) 조사군에

서도 조직의 밀도가 낮게 관찰되었으나, 일부분은 조밀한 

배열을 볼 수 있었다. 정조세포와 그 주변을 비교해보면 

먼저 대조군은 기저막과 정조세포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는 반면 3 Gy 조사군에서는 vesicle (공포)이 발견

되며 기저막과 정조세포사이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으

며 정조세포가 사멸되어 없어진 부분도 관찰되고 있다. 

3 Gy(E) 조사군에서는 정조세포가 사멸된 곳이 일부 나

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 정조세포가 생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정상조직에서는 정조세포가 파괴되지 않았

으며, 3 Gy 조사군에서는 대다수의 정조세포가 사멸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 Gy(E) 조사군에서는 사멸된 곳

이 일부 나타났다. 

 

고  찰 

 

마우스 정소조직에 방사선을 조사한 결과 (Table 1), 고

선량에서 조직이 일부 함몰이 있었고 가장자리에 불규칙

Table 1. Histological characteristics in the control, 3 Gy, and 3 
Gy(E) group 

 Tissue Vesicle Spermatogonia
condition 

Control Compact Absent Normal 

3 Gy Loose Many vesicle Many death 

3 Gy(E) Loose and compact Few vesicle Several death

Fig. 3. Photograph of the 3 Gy(E) group. A: × 100; B: × 200;
C: × 500. CD: cell death, Sg: Spermatogonium, St: spermatocyte,
V: vesicle, arrow: cell membrane inv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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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포가 관찰되었다. 비타민 E를 섭식시킨 후의 3 Gy 

조사군에서는 정조세포의 파괴가 비교적 적었으나, 부분

적인 손상을 보이고 있었다. 산화성 스트레스에 의한 간 

손상 시 항산화제인 비타민 E는 산화성 스트레스에 의

한 변환성장인자의 활성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세포 손상 

및 간성상세포의 활성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Liu et al., 1995; Casini et al., 1994; Lee and Um, 

1987; Houglum, et al., 1991). 

정자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4~9층으로 배열되어 있

는 정자발생세포로부터 생식주기에 바깥층의 정원세포 

(spermatogonia)는 수 시간 내에 일어나며, 정소의 경우에

는 12시간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방

사선 조사에 의한 후 세포사멸은 방사선 조사 후 12시간

에서 24시간에 최대가 된다. 방사선 조사 후 정소에서 감

수성이 가장 높은 세포는 분열 또는 분화 중에 있는 정

원세포이며, DNA 합성가가 지난 정모세포, 정세포, non-

germinal cell들은 방사선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Hasegawa et al., 1997: Oakberg, 1995). 

정소 내에서 발생된 vesicle은 3 Gy에 피폭된 마우스에

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Control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비타민 E를 투여한 군에서는 일부 관찰되고 있

었다. 그리고 대조군과 비타민 E를 알코올 희석 후 섭취

시키고 선량 3 Gy를 조사한 실험군과 비섭취 후 조사한 

실험군에서는 정상조직의 정모세포가 밀접하게 배열하였

으나 3 Gy 조사군에서는 조직의 밀도가 낮게 관찰되었고 

3 Gy(E) 조사군에서도 조직의 밀도가 낮게 관찰되었으나, 

일부분은 조밀한 배열도 나타나고 있어 비타민 E가 방사

선 방어제로서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생체에서 비타민 E의 주요 저장장소는 간과 지방조

직으로서, 간에 저장된 비타민 E는 혈장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관여하나 뇌 조직에는 다른 조직에 비

해 소량의 비타민 E가 존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

서 비타민 E는 방사선에 대해 정소조직 내에서는 저항성

을 증가시켜 주는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orn 

et al., 1976; Liu et al., 1995; Rechnagel and Clende, 1973; 

Tappel, 1980). 

비타민 E는 과산화로 인해 세포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

아주는 1차 방어선으로서 유리라디칼을 제거해 주며 연

쇄반응을 종식시키고 세포막의 제한된 부위에 손상을 

한정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지

용성의 필수 영양소 비타민 E는 생체 내 세포막에 주로 

존재하며 가장 오래 알려진 생체의 항산화제로서 인지질, 

단백질, 호르몬, 효소활성 등 각종 물질대사에 광범위하

게 관여한다. 특히 세포막 내에 지질과 산화라디칼을 효

과적이고 양적으로 가장 많이 억제하며 지용성 복합체

와 수용성 요소들의 산화를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비타민 E는 지질과 산화라디칼을 환원시키고 이로 인해 

tocophero1 라디칼로 산화되는데 글루타치온과 비타민 C 

등에 의해 수소전자를 공여받고 재 환원되어 본래의 항

산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May, 1999; Steinberg and Chait, 

1998; Waldek and Stocker, 1996). 

본 연구에서 비타민 E가 방사선 손상에 일정부분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세관의 외형이 일부 응축도 함

께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응축은 비타민 E를 용해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을 희석시켜 사료와 함께 섭식시켰는데, 

사용된 에탄올에 의해 정세관을 응축이 일어날 수도 있

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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