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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imed to study about the effect of acute hyper-gravity (HG) on the allergic immune response in
a murine model of allergic asthma. Thirty-two BALB/c mice were used. In Group A (control group, n=8),
mice were sensitized and challenged with saline. Group B (HG control group, n=8) were exposed to HG
(10 Gz, 1 hour) after intraperitoneal and intranasal saline challenge. Group C (asthma group, n=8) received
intraperitoneal and intranasal ovalbumin (OVA) challenge. Group D (HG asthma group, n=8) were exposed
to HG after intraperitoneal and intranasal OVA challenge. We evaluated serum total and OVA-specific IgE;
serum titers of cytokines; and histopathologic examination of lung. As a result, titers of Serum total and
OVA-specific Ig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Compared to Group C, mice in Group
D showed significant increase of Th2 cytokines (IL-4, IL-13), cytokines involved in eosinophilia (IL-3,
IL-5, GM-CSF) and those involved in cell-medicated immunity (IFN-γ). In histopathologic examination,
lungs of Group D showed significantly more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compared to Group C.
However, these differences were not so significant between Groups A and B. In conclusion, acute HG
could exacerbate allergic asthma in experimental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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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력 변화에 의한 정상 개체 혹은 실험동물에서의 면역
학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몇몇 연구가 있어 왔으나[3-6],
우주비행사가 이륙시 실제로 경험하는 급격한 중력의 변화
에 대한 연구는 없다. 또한 정상 개체가 아닌 면역학적 질환
을 가지고 있는 개체에 대한 연구 역시 없는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면역계 질환의 일종은 알레르기 천식을
가진 개체가 정상 개체에 비해 급격한 중력 변화에 따라
더욱 유의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이
를 규명하기 위해 실험동물에서 알레르기 천식을 유발하
고, 이후 급격한 고중력에 노출시킨 뒤 일어나는 면역학적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혈청 내 면역글로불린 E 및 면역과
관련된 각종 싸이토카인 수치, 기관지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내 호산구, 호중구, 림프구 등의 염증세포 수의
변화, 그리고 폐 조직의 현미경적 관찰을 수행하였다.

론

인체는 우주비행시 급격한 중력의 변화(고중력 및 미세
중력) 및 압력의 변화, 그리고 우주 방사선과 같은 유해자극
에 노출된다[1,2]. 최근 상업용 유인 우주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일반인이 관광 목적으로 우주비행에 나서는 소위
‘우주관광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주환경 유해자극이 인
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항공우주의학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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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로써 8~10주령 암컷 BALB/c 마우스 32마리를
사용하였다(Orient Bio, Seongnam, Korea). 모든 실험동물은
실험과정 동안 Specific Pathogen Free 환경의 잘 통제된 사육
시설에서 사육되었으며, 12시간 간격의 낮/밤 주기 및 충분
한 사료와 물을 공급받았다.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경
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실험과정은 본원 동물실험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실험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of Inha University, INHA
130404-202).
마우스에서 알레르기 천식 유발을 위하여, 우선 실험 1
일, 5일, 14일, 21일째에 복강 내로 난알부민 40 μg/kg 및
aluminum hydroxide gel (adjuvant, 40 mg/kg)을 투여하였다. 이
후 실험 22일에서 35일까지 14일간 매일 난알부민(25 mg/
ml, 20 μl)을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하여 실험동물의 비강 내
로 투여하였다[7,8].
고중력 노출을 위해 원심력 장비(centrifuge)를 사용하였
다. 실험동물 사육장을 2 m 길이의 팔(arm) 끝에 매달아 분
당 67회의 속도로 회전시킴으로써 10 Gz의 고중력을 유발
하였다. 사육장 내 설치된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실험동물
의 이상행동 등을 관찰하였다.
Group A (대조군, n=8마리)는 대조군으로서 복강 및 비강
내 생리식염수만을 투여하였고, 실험적 고중력에 노출시키
지 않았다. Group B (고중력 노출군, n=8마리)는 복강 및 비
강 내 생리식염수만을 투여하였으며, 35일간의 투여 일정
이후 10 Gz의 고중력에 1시간 동안 노출시켰다. 따라서

Group A와 Group B간의 비교를 통해, 정상 개체에서의 고중
력 노출로 인한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Group C (천식
군, n=8마리)는 복강 및 비강 내로 난알부민을 투여받았으
며, 따라서 알레르기 천식이 유발되었다. 마지막으로 Group
D (천식 고중력 노출군, n=8마리)는 복강 및 비강 내로 난
알부민을 투여하여 천식을 유발시킨 후, 10 Gz의 고중력에
1시간 동안 노출시켰다. 따라서 Group C와 D간의 비교를
통하여, 천식을 가진 개체에서의 고중력에 의한 영향을 연
구하고자 하였다. 고중력 노출 직후 모든 개체를 희생
(sacrifice)시켜 혈청 및 기관지세척액을 채취하고 폐 조직을
적출하였다. 혈청은 대동맥 천자(aortic puncture)를 이용하여
채취하였으며, 기관지세척액은 기관내 삽관튜브(endotracheal tube)를 이용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시행함으로써
채취하였다[9].
혈청 내 총 IgE 및 알부민 특이 IgE 측정을 위해 ELISA
법을 사용하였고[10], 혈청 내 싸이토카인 분석을 위해
®
Quantibody Array (Raybiotech, Inc., Norcross, GA, USA) 방법
을 이용하였다[11]. 이 방법을 통하여 총 9가지의 싸이토카
인을 측정하였다(TNF-α, IL-1b and IL-6 for cellular infiltration
and inflammation; IL-4 and IL-13 for IgE isotype switching; IL-3
and IL-5 for regulating eosinophilia; IFN-γ for cell-mediated
immunity and IL-10 for immunomodulation)).
적출한 폐 조직은 Hematoxylin & Eosin 염색 후 폐 조직
내 세포 침윤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하나의 소기관지(bronchiole) 주변으로 침윤한 세포의 개수를 10개의 고배율 현미
경 시야(×400)에서 측정하여 평균하였다.
통계를 위하여 SPSS 19.0 software (SPSS,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고, Kruskal-Wallis test 및 Mann-Whitney U test 등의

Fig. 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erum titers of total (A) and OVA-specific (B) IgE in group A (control group) and
group B (control hypergravity group). Compared with group C mice (allergic asthma group), mice in group D (asthma hypergravity group)
showed slightly higher serum OVA-specific IgE levels,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Kruskal-Wallis test and Mann-Whitney U test, P＞
†
‡
0.05). *P＜0.05, P＜0.01, P＜0.001. Abbreviation: OVA, ovalub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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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the serum titers of the cytokines TNF-α (A), IL-1β (B), and
IL-6 (C) (Kruskal-Wallis test and Mann-Whitney U test, P＞0.05).
Group A: control group, group B: control hypergravity group,
group C: allergic asthma group, group D: asthma hypergravity
†
‡
group. *P＜0.05, P＜0.01, P＜0.001.

Fig. 3.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erum titers for IL-4 (A) and IL-13 (B) between group A (control group) and group
B (control hypergravity group). However, serum IL-4 and IL-13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D (asthma hypergravity group)
†
than in group C (allergic asthma group) (Kruskal-Wallis test and Mann-Whitney U test, P＜0.05).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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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P value<0.05 수준을 통계적
유의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III. 결

과

Group A (대조군) 및 Group B (고중력 노출군)에 비하여
Group C (천식군) 및 Group D (천식 고중력 노출군)에서 총
IgE 및 난알부민 특이 IgE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그
러나 고중력 노출에 의한 유의미한 IgE 의 증가는 없었다
(Group A versus Group B, P>0.05; Group C versus Group D,
P>0.05, Fig. 1).

혈청 내 TNF-α, IL-1 및 IL-6 수치를 비교하였을 때 각
group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Fig. 2). 면
역글로불린의 IgE로의 아형 변화(isotype switching)를 담당하
는 혈청 내 IL-4, IL-13 농도는 Group C에 비하여 Group D에
서 고중력 노출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5, Fig. 3). 혈액 내 호산구 수의 증가와 연관된 싸이토
카인인 IL-3 및 IL-5의 농도 역시 Group C에 비하여 Group
D에서 고중력 노출 후 현저히 증가하였다(P<0.05, Fig. 4).
이러한 싸이토카인의 증가 경향은 천식이 없는 일반 동물
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Group A versus Group B, P>
0.05).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 IFN-γ 및 면역조절(immuno
modulation)과 관련된 사이토카인인 IL-10 역시 Group D에서

Fig. 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erum titers for IL-3 (A) and IL-5 (B) between group A (control group) and group
B (control hypergravity group). However, serum IL-3 and IL-5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D (asthma hypergravity group) than
in group C (allergic asthma group) (Kruskal-Wallis test and Mann-Whitney U test, P＜0.05). *P＜0.05.

Fig. 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erum titers for IFN-γ (A) and IL-10 (B) between group A (control group) and group
B (control hypergravity group). However, serum IFN-γ and IL-10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D (asthma hypergravity group)
showed than in group C (allergic asthma group) (Kruskal-Wallis test and Mann-Whitney U test, P＜0.0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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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flammatory cell counts such as eosinophils (A),
neutrophils (B) and lymphocytes (C) in BAL fluid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ly more neutrophils and fewer lymphocytes
in group D (asthma hypergravity group) than in group C (allergic
asthma group) (Kruskal-Wallis test and Mann-Whitney U test, P
＜0.05). *P＜0.05, †P＜0.01, ‡P＜0.001, §P=0.000.

Fig. 7. Histopathologic examination showed that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increased after hypergravity exposure in both control mice
and asthmatic mice (group B vs. group A and group D vs. group C, respectively,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200 and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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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Fig. 5).
기관지세척액 내 호산구 개수를 분석한 결과, 고중력 노
출 이후 Group A와 B, C와 D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Fig. 6A). 호중구 개수는 고중
력 노출 후 Group D에서 C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천식이 없는 개체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Group A versus Group B, P>0.05, Fig. 6B). 림프구의 경우
Group B에서 A에 비해 고중력 노출 후 의미있게 감소하였
다. Group D에서도 Group C보다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
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ig. 6C).
정상 개체군에서 고중력 노출 후 폐조직 내 염증세포 침
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Group A versus Group B).
Group C와 비교하였을 때 Group D에서는 폐조직 내 보다
심한 염증세포의 침윤 경향을 보였다(Group C versus Group
D, Fig. 7).

IV. 고

찰

본 연구는 면역학적 질환이 있는 개체에서 급성 고중력
자극 노출에 의한 영향을 다룬 첫 연구이다. 천식이 없는
정상 개체에서 고중력 노출 이후 혈청 내 IgE 수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기간 우주여행 이후 혈청 내 면
역글로불린 수치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2]. 천식이 있는 개체에서 고중력
노출 이후 IgE 수치 역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전의 연
구 결과에 따르면 고중력 노출 이후 IgE를 분비하는 비만세
포의 개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폐포 주위 혈관들에서 증
가하였다고 하였다[13]. 그러나 증가된 중력에 의해 비만세
포의 탈과립을 증가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고중력 노출 후 정상군과 천식군 모두에서
TNF-α 및 IL-1 수치는 증가하지 않았다. Liu 등에 따르면,
14 Gz의 고중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설치류의 뇌조직에서
TNF-α, IL-1 수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48시간 이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이
보다 다소 낮은 10 Gz의 고중력을 단발성으로 가하였기 때
문에 변화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TNF-α,
IL-1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IL-6 역시,
Group D에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
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보다 많은 개체수 및 반복적인 고
중력 노출에 대한 반복 실험을 수행하여 이들 싸이토카인
의 변화를 보다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천식이 없는 정상개체에서 고중력 노출 후 IgE 아형 변화
와 관련된 IL-4, IL-13 및 혈액 내 호산구증다증을 조절하는
싸이토카인인 IL-3 및 IL-5 농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Guéguinou 등의 연구자들은 3주간 3 Gz의 장기간 고중력 노
출 실험을 통하여 실험동물의 혈청에서 IL-4, IL-5 수치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3].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천
식을 가진 개체는 단발성의 급성 고중력 노출에 의해서도
위에서 열거한 싸이토카인들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사
실을 밝힐 수 있었다. 고중력에 의해 증가된 IL-4 및 IL-13은
혈청 내 IgE를 증가시키고, IL-3 및 IL-5는 호산구증다증을
유발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
다.
IFN-γ는 항원제시세포(antigen presenting cells)에 의한 항
원 제시를 증가시키고 단핵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 싸이토카인이다. 이전의 연구들에
따르면, 장기간 고중력에 노출되었을 때 정상 개체에서
IFN-γ는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다[3].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단기간 급성 고중력 노출 후 Group B에서 A에 비해 IFNγ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천식군에서 급성 고중력 노출 후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IFN-γ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급성 고중력 노
출이 세포성 면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첫 연구로서, 추
가적인 연구를 통해 천식 모델에서 IFN-γ의 증가가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면
역억제를 담당하는 IL-10의 경우, 정상 개체에서는 고중력
노출 이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 역시 이전
의 연구들과 일치한다[3]. 그러나 천식을 가진 개체에서는
고중력 노출 이후 IL-10 수치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면역조절 싸이토카인의 증가로 인하
여, 각종 감염성 질환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급성
고중력 노출이 부비동염 등 감염성 질환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급성 고중력 노출 이후 정상 개체의 기관지세척액 내 염
증세포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Gridley 등은 장기
간 고중력 노출 이후 림프구 및 단핵구의 수가 감소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들에 대한 전구세포가 고중력에 대
하여 특히 취약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15]. 본 연구에서
고중력 노출 이후, 천식 개체의 기관지세척액 내 호중구는
의미있게 증가하였고, 림프구 수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폐조직 내로의 호중구 침윤 증가는 실험동
물에서 천식의 악화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전의 연구를
통하여 고중력 노출 후 림프구의 개수가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임이 알려진 바 있으므로[16], 천식 개체
는 림프구 감소에 의해 급성 고중력 노출 후 생존할 가능성
이 더욱 낮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천식에 이환된 개체의 폐조직을 직
접 평가함으로써, 천식이 있는 개체에서 급성 고중력 노출
에 의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시하
였다. Cogoli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중력은 (1) 싸이토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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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비 및 활성화를 증가시키고, (2) 각종 성장인자 및 면역
조절물질의 분비와 관련된 수용체의 발현을 증가시키며,
또한 (3) 항원제시세포와 림프구와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킴
으로써 면역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7].
본 연구의 단점은 대조군을 회전자극 대조군(rotational
control)이 아닌 정지 대조군(stationary control)로 하였다는 것
이다. 회전 자극 자체의 스트레스로 인해 개체의 생리적인
상태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그러나 이전의 연구
들에 따르면 10일간 지속적으로 회전자극을 주었을 때에도
정지 대조군과 회전자극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면역학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15]. 본 연구에
서는 급성 고중력을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노출하였
으므로, 정지 대조군을 사용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
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천식을 가진 개체에서 급성 고중력 노
출은 (a)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과 관련된 각종 싸이토카인
을 증가시키고, 또한 (b) 폐조직으로의 염증세포 침윤을 증
가시킴으로써 천식의 임상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
실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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