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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쩨목 : 우라늄 및 중금속 오염의 생물지표 연구

II. 연구의 목척 및 중요성

오염 휴형별 biomarker률 탕잭. 추척하고 환경독성 물질의 생물학척

영향울 갱량화하여 환경오염의 생톨학적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111. 연구의 내용 및 법위

다양한 환경오염 독성물질에 대한 세포생확학척 반용 륙성에 관한 기본

연구로서 연구에 이용되는 대상쟁물은 외부 환경변화에 대하여 빠른 반웅올

얻어낼 수 었는 수서동불율 이용하였고 다옴과 같은 분야의 살혐 연구를

수행하였다.

1) Biomoni toring 연구에 쩍합 대상 생물 선정

2) 우라늄에 와하여 유도훨 수 있는 marker protein(bioD찍rker)의 랍색

3) biomarker로 사용훨 수 있는 protein의 분리 몇 갱쩨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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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투여혜 의하여 새로운 단백쩔어 합성된다. 새로 유도합성되는

단백질은 6일 동안 주사한 잉 어 의 간에서 gel permeation column

chromatography (Sephadex G一100)와 ion exchange column

chromatography(DEAE-Sepharose)방법올 이용하여 정제되었다. 정채된

단백철은 보통， 청상객인 metallothionein특성을 가지고 었지 않으며

분자량은 40KD갱도여다. 잉어 정소의 세포질속에 존재하논 superoxide

dismutase는 3가지 동위효소(뼈lltiple forms or isozyme)형태로 되어

었으며 cyanide7. 그 활성도률 억제한다. 이러한 superoxide dismutase는

용액내에서 시간야 경과함에 따라 활성도률 유지하는 polymeric form올

형성하게 되며 chlorofor~ethanol첨전， gel filtration , ion exchange

col빼1 chromatography방법에 획하여 분리될 수 있다 • 분리 된 superoxide

dismutase subunit의 분자량은 33KD이다. 잠재객으로 이러한 단빽철들은

환정오염의 indicator protein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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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따뻐ry

1. Proiect Title

BioI뼈nitoring of Uranium and Heavy Metal Pollution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is to develop a technology for biologically

monitoring environ뼈ntal pollutions such as uranium and other heavy

뾰tals by searching for bio빼rkers of different kinds of pollutant and

quantifying biological effect of environmental toxic materials.

3. Scope and Content of the Proiect

The basic research on the cellular and biochemical response to

environmental toxic pollutant was carried out. BioI따terial used for

this research is aquatic animal which rapidly responses to

environmental changes. The following was the scope of the first-year

study.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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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lection of biomaterial for the research on biomonotoring

2. Tracing of indicator protein induced by uranium

3. Isolation and purification of protein which can be used as a

biomarker.

4. Resul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New protein was induc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uranium.

It was purified from liver of carp to which uranium had been at

administered 1.5 mg/kg-fresh for 6 days. The protein was separated by

Sephadex G-l00 and DEAE-Sephar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metallothionein were not shown by it. It has a molecular weight of

40:뻐.

Cytosol type superoxide dismutase in carp testis has at least three

electrophoretically different forms. Cyanide inhibits the activity of

cytosol type superoxide dismutase. 빠len it stored in solution.

superoxide dismutase changed into poly많ric form which retain its

activity. It has been purified by gel permeation. chloroform-ethanol

precipitation. and ion exchange column chromatography. The subunit of

superoxide dismutase has a molecular weight of 33KD. Pote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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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proteins can be used as the indicator protein(biomarker)of

environ뼈ntal pollu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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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첼 혈구의 펼요생

수차원 보효 및 환청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를 목척으로

hi이ogical monitoring 기슐의 연구가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미국애서 유해쩨수(toxic waste water)률 감시할 목적으로

biomoni toring기술의 이용융 강조한 것은 1984년 EPA의 정책 발표이후이다.

이련 b i omanitodng기술은 새로훈 면이 있기는 하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71슐객인 변에서 손쉽고 용이하다면 앞으로 질용화 훨 천방이 크다. 원래

biomonitoring이란 륙별한 목객용 위하여 측 계철에 따론 어류의

행동양식같이 생물체률 추척. 관찰하는 방법이다. 기초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다양환 외부 자극(environmental stimuli)에 대한 생물체의

생리.생화학척 변화 및 그 기착의 연구는 biomoni toring이나 환경보호

욕변에서는 별다른 관심올 보이지 않었다. 그러나 고도확된 싼업발천에

따른 환경오염의 대두 및 다양한 오염물철에 대환 쟁물체의 반용에 관한

연구가 진전휩에 따라 질제척언 운쩨에 쩍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생물체가 이러환 환경오염물철혜 노출될 경우 생혜내 분자수춘에서의

생화학척 쟁리척 변화률 흑정함으로써 생물체가 서식하는 주변 환경의 오염

정도를 간접객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생태학객 영향율 I멍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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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를 졸어 생활하수로 오염된 용수가 사랍이나 동물틀에게는 일반쩍인

질병의 발병훨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질병의 훤인은 오염때문에

항쟁쩨 투여에도 저항성이 생긴 세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조(control)지역과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었는 지역들의

antibiotic-resistance셔|균의 분포와 정도를 조사. 비교함으로써 그 지역

생활용수의 오염청도와 더불어 오혐의 심각성올 조기 경고활 수 있고

인간의 질병 빼 방(health protection)애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AL-hazali

et a/. , 1987). 이렇듯 자연환경속의 동물，식물，미생불，어류동의 생물체는

인간파 멸접한 관련이 었으며 환경오염의 파수꾼 노릇융 활 수 았다. 측

생물체는 환경독성물철에 노출되거나 독성물철이 특히 체내에 유입되었올

경우 이를 빵어하는 생리기착의 하나로서 특청 생리물질의 생성이나

활성화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었다 (Piotrowski et a/. , 1974).

이러한 특정 물철들은 독성물철의 종류와 환경오염의 유행에 따라 특정올

달리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올 잡지활 수 었는 bioI따rker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강비싸고 쟁불학척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 화학적 data의

미비정율 보완하고 환경오염의 쟁태학척 영향， 언류 보건학객인 중요성율

명가하는데 biomonitoring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리라 쟁각된다.

쩨 2첼 해독 효소계

환경으로 방출된 오염물질이 인간융 포함한 주변 생물에 며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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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객으로 측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방출된 오영물철의 화학분석척

청량만으로는 미홉하다. 이러한 부족함에 직면하면서 동.식물 어류 동올

오염갱도롤 명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척당한 indicator

molecule(biomarker)를 조사할 수 있다면 오염의 갱도와 상태률 알 수

있다. 흑 오염물질에 생물체가 노출되어 생울체내로 홉수된 후 대사과정에

창얘를 휴발하게 되며 오염물질의 종류나 홉수된 양애 따라서 쭉거나

해쭉작용울 거치거I 되는데 이때 휠요한 효소계가 사용된다. 예률들어

쟁물체의 사벌이나 암(cancer)은 이러한 효소계가 갑당할 수 없올 정도의

극한 오염상태나 혹은 유해 오영물철의 장시간 노출에 의한 버가역적

효과로서 오염의 정도률 극단척으로 나타내는 대표척인 청우이다. 이러한

상황윷 방지하고 오염의 초기 경고률 위하여 이러한 해독

효소계(detoxification system)의 활성도를 측정함으로쩌 환경오염의

청도와 총혜척인 유해불철의 효과롤 빼상할 수 었으려라 쟁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독 효소계를 분리. 정쩨하여 생화학적 륙성율 밝혀는 것이

중요한 기초자료가 훨 것이다.

1. Metallothionein

Detoxification system중 생물체가 유해금속에 노출(exposure)되었올 때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것중의 하나가 metalJothionein이다. 이러한

II얻 tallothionein·용 처분자 (6KD-I0KD)의 물철로서 cysteine기를 30%정도

- 15 -



함유하고 았고 중금속이나 미량급속에 노출되었올 경우 몇개의 cysteine과

금속이용여 coordinate complex률 형성하게 된다(Hayashi et al. , 1986).

Metallothionein의 생체내 역할 및 기작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으나 중금속의 detoxification 기눔과 Zn , Fe 둥 생체내 미량훤소의 분배

(metal homeostasis) 둥에 관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Webb et al. , 1982).

1953딴 말 equine에서 metallothionein이 처읍으로 발견훤 이후

고둥동물로부터 고둥식물， 어류， eukaryotic microorganism,

하둥미쟁물까지에서 골고후 발견되었다(Denis P. Higham et a1. , 1986).

이 러 한 metallothionein은 간(l iver) , 신장(kidney) ， 소화관(intest ine) ,

취장(pancrease)같은 분열조칙 (parenchyma) 조직에 풍부하며 각조칙의

총류에 따라， 연령에 따라 발생단계 (stage of development) 둥에 따라

상당한 다양성율 보이고 있고 보흥 세포질(cytoplasm)내에 폰채하게 된다.

특히 유해금속으로 오염된 하천지역의 어류와 실험실에서 인위척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사육한 어류가 버오염지역의 어류보다 metallothionein의

수준이 높옴을 왈 수 었어 하천에서 중픔속 오염정도의 명가를 손쉽게 활

수 있으리라 쟁각환다. 한편 중금속율 다루는 작업종사자에셔 혈액올

채취， metallothionein율 분리 , 이 단백질파 결합된 종류의 중급속의 양올

aff ini ty assay 방법으로 측정함으로써 중독성 여부의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뾰tal1othionein은 일반척으로 aroll펴tic amino acid를 갖고 있지

않아 28α1m에서 홉수파장올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염원 여러물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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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혜에 따라 각각 약간의 특성이 다론 metallothionein야 유도휠 수

있으며 metallothionein-like-protein 풍도 유도훨 가눔성아 있어 여 러 한

물철율 분리. 갱쩨하여 그 륙성융 밝히는 것이 쩨 I차객인 과쩨이다.

2. Superoxide dis血ltase

산소호홉율 하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산소독 (oxygen toxicity) 애 노출되어

었다. Oxygen toxicity는 oxygen reduction의 중간체인 superoxide anion

radical(02-)' hydrogen peroxide(H202) ,and the hydroxyl radical(OU-)과

관련이 었다. 이랴한 reactive substance는 칙.간첩으로 cell에 손상을

입히께 된다. 따라서 oxygen toxici ty로부터의 보호롤 위하여 1차척이고

최선의 defense mechanism이 있어야 하는데 그 첫번째가 superoxide

radical깥온 반옹성이 있는 intermediate의 발생올 막는 것이다. 여러환

역할올 하논 것이 oxygen올 tetravalent reduction율 통하여 불로

천환시키게 하며 악떠한 intern웅diate free radical올 발생되지않게 하는

cytochro뼈 oxidase system이다. 그러나 생체내에서 O2- , H202는 생성되게

마련이며 그에 따라 어려환 oxygen의 reactive intermediate를 제거하는

protein system이 있는데 이것이 superoxide dismutase이다. Superoxide

free radical의 발생원은 산소롤 환원시키는 많은 biological

reaction으로부터 생성된다. leucoflavins , hydroquinone, catecholamine,

thiol , tetrahydropterins , hemoprotein，외 autooxidation과정중에 O2-가

η



생성되며 oxidative enzyme(xanthine, oxidase t aldehyde oxidase,

dihydroorotic dehydrogenase)의 반웅과정 중애서도 O2-가 쟁성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phagocytosis(식세포작용)올 동반하는 respiratory

burst기간동안 microphage나 activated polymorphonuclear

leukocytes(PMN)에 의해서도 생성이 된다. 이러한 °2-는 생체내

어노곳에서도 발쟁하므로 superoxide dismutase는 oxygen-consuming

organism어|서는 어디서나 분포되어 있는 detoxifying효소이며

metalloprotein이다. Superoxide dismutase는 act ive site에서 벌견되는

금속에 따라 3종류로 분류가 된다. 첫번째 Cu-Zn superoxide

dismutase이다. Cu-Zn SOD는 원래의 명칭은 cuprein으로 불려지는

것으로서 bovine erythrocyte , bovine brain, heart , horse liver , hu뼈n

liver , yeast , spinach leaves둥 모든 동식물째포의 cytosol파 일부

미생물에서 발천되는 것으로 버슷환 아미노산 조성올 가지고 었으므로

구초척인 유사성융 지냐고 있다. Cu-Zn type은 유꺼용매 (chloroform ，

ethano l)에 상당히 안갱하고 반면 cyanide화합물에는 상당히 불안청하다.

또환 heating (70 0
C)에도 어느정도 안정환 편이며 acetone에 의해

첨천된다. 반면 뻐)-SOD나 Fe-SOD는 Cu-Zn SOD와는 아미노산 조성에

유사성올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구조척으로도 유사성이 없다.

Chloroform-ethanol 의 유기용째안에서 상당히 불안정하며 cyanide

화합물에는 insensitive하다. Cu-Zn SOD의 경우 아미노산 조성중

tryptophan이 없으E로 280 run에서 홉수파장을 보이지 않고 각 sub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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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teine기 꺼리 disulfide intrachain율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청하므로 9M의 ureaY- 4% sodium dodecy] sul fate(SDS)에 의해서도

act ive한 상태릎 그대로 유지한다. 효소의 분리청제는 얼반격인 방법 흑，

salting out(ammonium sulfate침천)， 유기용·매에 의한 청천， ion exchange

column chromatography, gel filtration column chror때tography 둥으로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superoxide dismutase는 외부 환경요인

풍의 변확에 따론 생체내부의 생리척 기놓의 변확에 따라 그 갱도가 변할

수 있다. 예률들어 뻐1에 요염된 잉어의 청우 10얼깨까지 superoxide

dismutase의 활생도나 catalase의 활성도가 딸어지는 것올 볼 수

있다(Zivic et al., 1988). 그러므로 이 러 한 superoxide dismutase의

특성율 연구하는 것이 환경오염의 생물학적 져표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3. Mixed function oxidase(聊O)system

환경오염물질중 특히 유기물이나 많은 종류의 약품 둥은 생체내에서

생체변화 (biotransformation) 률 얼으키게 되는데 주로 간 셰포에서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에 훨요한 얼련의 효소계가 환경오염물질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다. 여 터한 효소계를 hepatic microsome enzyn몽， 또는 mixed

function oxidaseC} 한다. 이 효소계중 일부는 cytochrome p-뼈O과 여것과

조합율 이루는 flavoprotein인 NADPH-dependent cytochrome C reductas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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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H-dependent cytochrome bs reductase와 complex를 형성하는데 이것의

륙정은 수많은 산화반웅울 촉매하고 다양한 비특이척언 지절을 수용하며

유도물쩔혜 의하여 신속히 유도되는 특정올 가지고 있고 NADPH와 산소의

촌째룹 펼요로 한다. 이러한 효소계는 인체에 그리 유해하지 않은

유기물이나 약물， procarcinogen 둥을 일련의 효소작용올 거치면서 생체내

대사롤 통하여 활성화(bioactivation)되어 생체내에서 상당히 유해한

발암불철(carcinogen)으로 변화 시킬 수 었기 때문에 효소채어물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었다. 한편 혼합(mixed)유해불철에 대한 독성

효과(toxic effect)는 예상하지 어렵다. 그러나 MFO system은 외부

환경오염물질 즉， 살충제， 공해물질， 발암제 풍에 대환 효소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효소 유도쩨나 효소저해제로 구별된다. 따라서 MFO

system-은 혼합화학물철에 대하여 상숭효과 (antagonistic) 및

킬항효파 (synergetic) 의 결과로 일어나는 전체적인 반웅이기 때문에

혼합물컬어 노출되었율 경우 (mixed exposure)에 유용한 biomarker로

사용될 수 었다. 이외애 해톡작용을 하는 효소로는 catalase , peroxidase ,

동야 있는데 이러한 효소 역서 특별한 오염물질 (pollutant)에 대하여

biomarker로 사용될 수 었다. 빼률들어 항쟁물질인 doxorubicin(DOX)에

의하여 cytochrome p-월0이나 catalase , dismutase 동의 활성도는 변화가

없었으나 peroxidase의 활성도는 증가하였다(Shngh et a/. , 1990). 따라서

여러가지 환갱오염물철， 발암체， 중금속에 대한 효소활성도의 검색 및 그

기착의 연구가 상당히 중요함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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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빼e syste빠 population effect

환경오명이 장기화 되면 동불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면역계에

변화롤 가져융 수 었다. 이러한 변화는 해독효소계 이후 변화로

오염물질이 노출이 좀 더 킬 경우에 일어난다. 이러한 면역껴l 변화 이후의

단계에서는 생활혜에 질병이 벌생， 자연계의 직접객언 파괴 및 인간의

오염정도에 심각성올 더하여 주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계의 변화흘 손쉽게

갑지할 수 았는 분석 방법이 개발되어악 한다. 현재로는 interferon올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중이다. 한편 유해물질의 오염정도를 집단적인

측면에서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생존할 수 있는 자손들의 수얼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먹야연쇄에 의한 생태계의 영향까지 예측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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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장 본 론

제 1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와 대상생물 및 사육

인공양식한 2년생 (혜장: 20-25cm. 체중: 명균 300g)의

잉어(강prinus carpio)훌 실험실내에서 30x150x90 cm의 수조에 보통

10-15마리의 개체률 넣어 3-4힐깐 수조안에서 방치， 순확서켰다. 그후

계속척인 사육은 수온 18" C에서 부유성 pe 11 et벅이를 주어 aeration올

시키면서 시행하였다.

2. 우라늄의 형태 및 처리

실험질에서 사용된 우라늄의 형태는 Uranyl nitrate

hexahydrate(U02(NOs)2.6H2이용액율 사용하였으며 metallothionein이 나

metallothionein-like-protein이 유도합성되는 것올 detect하고 분리

갱제하기 위하여 처치용량 1잉O μg uranium/kg-carp/day를 일주얼간

복강주사(intraperitoneal injection)하였다. 또 superoxide dismutase의

변확양상올 살펴보기 위하여 수조안에 우라늄의 농도를 2 ppm파 10 pp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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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약 한달동안 방치하여 날쩌별로 sampl ing 하였다.

3. 셔료의 조제

우라늄올 주사환자 7일 지난 잉어를 희생시킨 후 흑시 칸(l iver)와

청소 (testis) 흘 분리하였으며 일정량올 미리 냉각시칸 10 빼의 phosphate

buffer나 Tris-Hel buffer(pH 7.5)로 4배 용량올 가한 다읍 Teflon-pestle

homogenizer로 균질확 하였다. 이 균질액올 4 0
C에서 초고속 냉동

훤성분리기로 105 ， OOOg에서 60분 동안 초원섬분리하여 그 상총액올 column

chrol때 tography와 효소 활성도 혹정 및 단백질 정량율 하는데 사용하였다.

4. Superoxide dismutase 활성도 측갱

Superoxide dismutase활성도 측정은 negative assay방법으로서 °2-의

발생원으로photoactivation riboflavin율 사용하고 indicator불철로서

nitrobIue tetrazolium(NBT)을 사용하였다(Fridovich， 1971). 3 ml 용량의

cuvette 때 O.067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8) 2.6 mI , nitro

blue tetrazolium 0.1 ml , peroxidase둥 다륜 효소의 작용울 억제하가

워하여 0.3 d{.의 sodium cyanide륭 포함환 0.1M EDTA 용액 0.2 mI ,

sample(enzyme) 0.1 ml 률 찰 혼합하여 상온(25
0

c)에서 중탕시킨후 0.12

빼의 ribof lavin율 첨가하여 uni form한 light intens i ty를 제꽁하기 위하여

%“



질험실혜서 쩨작환 I ight box에 cuvette흘 넣고 10분동안 방치한다. 그후

매 2분간의 시간차로 560 run에서 홉광도를 측정한다(Fridovich， 1971).

여기서 륙청하는 방법은 NBl‘의 reduction율 inhibition하는 percentage롤

혹청하는 것으로 sample이 안률어간 control과 비교하여 1/2 뼈x.

inhibition하는 효소의 양올 1 uni t로 쩡하였다.

5. Metallothi9nein 의 측정

일반척 으로 뾰tallothionein 이 나 n웅tallothionein like protein은

tryptophan이나 tyrosine 같은 arOl떠tic amino acid률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척기 때문에 280 run에서 홉수파장융 보이지 않는다. 반면 cystein

함유량이 많아 240 run에서 홉수파장용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라늄올

주사한 후 각 날싹별 시료를 chrol따tography률 할 경우 280 run에서의

profile파 찌onm에서의 prof i Ie률 비교하여 새로운 metallothionein이나

뼈tallothionein like protein이 유도되느냐를 흑청 하였다.

6. 단백질 정량

단빽 철 정 량은 COOl뻐ssie Brilliant Blue G를 사용하여

Bradford(l976)방법올 사용하였으며 표준단액질로는 bovine serum

albumin올 사용하였다. 단팩쩔 청량 사약은 다용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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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massie brilliant Blue G 50 r맹올 95% ethanol 25 ml 에 녹여 빠른

속도로 st irring한다. 그후 85% (w/w) 언싼(83 P04)용액 50 ml률 섞어

녹인 다읍 500 ml 의 중류수로 volume올 맞추어 쩨latman No.1 filter

paper로 insoluble 물질올 쩨거시킨다. Spectrophotometer(Perkin Elmer

Lambda 38)로 595 nm에서 홉수 파장융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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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oxide dis빼tase풍 단액질이나 효소의 pattern융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영동 방법율 사용하였다. Native한 분자의 천가영동방법은 DAVIS

방법에 따라 polyacTyl amide gel electrophoresis(PAGE)를 사용하였다.

측， 다읍과 같은 stock solution을 제조하여 final acrylamide 농도를

5%되게 하였다(표 1).

한편 단팩철의 분차량올 흑정하기 위해서는 sodium dodecyl sulfate

plo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를 LaDJnl i (1970)방법율

변형시켜 5DS continuous buffer system율 사용하였다. 측， 다읍과 같은

stock solution올 만들어 final acrylamide농도가 15%가 되게

하였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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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Recipe for Gel Preparation using Non-dissociating
Continuous Buffer System

Stock solution Final acrylamide
concentration 5%

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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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맹
빼

4 ml

IN HCI 48 ml
Tris 36.6 g
’I‘EMED 0.23 ml
in 100 ml distilled water

• Acryl amide 30 g
bis acylamide 0.8 g
in 100 ml distilled water

4 ml

• Ammonium persulfate
(0.14 g/l00 ml Distilled
water

16 ml

• Distilled water 2 ml

• Reservior buffer (pH 8.3)

Tris 6 g
Glycine 28.8g
Distilled water 1000 ml

dilution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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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Recipe for Gel Preparation using SDS
Continuous Buffer System

Stock solution Final acrylamide
concentration 15%

Acrylamide -bisacrylamide
(30 g: 0.8 g in 100 ml Distilled
water)

15 ml

Resolving gel buffer (pH 8.3)
Tr is :36.3 g
1 MHCI : 48 ml in 100 ml
Distilled water

3.75 ml

10% SDS 0.3 ml

1.5% a l1lDOnium persul fate water 1.5 ml

TEMED 9.45 ml

Reservo i r buffer
Tris 30.3 g
Glycine 144 g
10 g SDS in 1α)() ml Dis till ed
water

dilution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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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oxide dismutase의 gel electrophoresis는 일반격 인 COOlI필ssie

Brilliant Blue R올 쓰는 대선 specific staining올 사용한다. 2!>... ,

Nitroblue tetrazoJium (NBT)과 O2와의 반응이 superoxide dismutase를

detect하는데 사용한다.(Fridovich， 1971) Gel 올 우선 2 .45 X 10-3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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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T용액때 20분동안 방치한다. 그후 28 UitI의 TEMED와 0.028 빼의

riboflavin올 포함하눈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8)에 약 15분간

방치하고 5-10분 동안 빛올 주게 되면 superoxide dismutase가 있는

부위를 쩨외한 나머지 부위는 푸른 색깔을 띠께 된다(negative staining).

얼반객인 단빽질 염색은 Coomassie blue staining방법올 쓰는데 COOl뼈ssie

bri lliant blue R 250(0.1 %) water; methanol; acet ic acid( 5:5:2 by

volume) 녹여 쩨lat뼈n No. 1 filter paper로 insoluble물질율 체거한다.

보통 염색시간은 상온에서 획소한 4시간융 청과하여야 하나 gel 놓x.와

두째에 따라 요구되는 시간은 차이가 난다.

제 2철 연구결과 및 고찰

1. 우라늄에 의하여 經. 합생되는 단백철

쟁물체는 환정독성물질에 노출되거나 (특히 중금속) 혜내에 유업이

되었율 청우 이률 반영하는 쟁리 기작의 하나로서 특청 쟁리불철의

생성어나 활성확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Cd의 정우 어류에 촉척이

될 경우 상당환 량의 metallothionein 이 휴도된다고 한다 (Hideaki Ki to et

al. , 1986). 이러한 Cd외에도 Hg, MD, Cu, Zn풍의 금속애 의해서도

유도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은 잉어에 우라늄올

주업함으로서 이러한 metallothionein이나 다른 protect system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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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불철이 생성되는 지 죠사하였다‘ 그립 1은 우타늄올 주사하지 않은

대조군의 밍어로부터 적출한 liver의 단빽질 분획양장융 Sephacryl S-200

column chromatography로 나타댄 그림이다. 그림 2는 잉어에 우라늄올

3일빼 주사한 후 잉어로부터 쩍출한 liver의 단백질 분획양상올 살펴본

것이다. Elution volume 100--130 ml사이에서 싫onm애서 peak를 보이는

새로운 불질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6얼 쩨 주사한 잉어에서

척출한 간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8일째 주사한

잉어에서 적출한 간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0일째 주사한 잉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그립3--5). 한편 잉어의 신장에 있어서는 우라늄올

주입하지 않은 대조군과 6일째. 10일째 우라늄융 주사한 잉어의 신장과

어떤 뚜렷한 profile상의 차이가 없었다(그링 6--8) • 이렇께 우라늄에

의해서 쟁성된 물질야 metallothionein인지 아니면 다론 단백질인지는 다음

결파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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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의 간에서 우라늄에 의해 유도 합성되는 단백찰의 륙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리 정제릅 다읍파 같윤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잉어를 6일 동안

I. 5JI홈 uranium/kg 용량으로 주사환 다읍 마지막 주사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잉어를 잡았다. 잉어에서 간올 떼어내어 4 v이 ume의 10 빼 tris-HCl

buffer(pH 7.5)로 Teflon-pestle homogenizer로 파쇄시캔 후 4° 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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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동안 105 ， α109에서 초휩심분리 (Contron) 시켰다. 이렇게 초원심

환리하여 얻은 상둥액은 Sephadex G- l00 gel(5 x 70 cm)의 column에 넣고

column chromatography를 설시하여 280 nm에서와 240 nm에서 단백질의

O.D.톨 측청하여 240 뼈에서 peak가 나타나는 분획올 모았다(그림 9) •

모아진 분획융 Am icon ultrafiltration membrane(M.W. 1 ， 000，YM2)으로

질소가스 (N2)를 사용하여 농축사렸다. 농혹시킨 sample올 10 빼 Tris-Hel

buffer(pH 7.5)로 평형시킨 DEAE-Sepharose에 객용시켜 chromatography(3x

40 cm)률 하였다(그립 11) • 이때 elution은 10 빼 Tris-HCI buffer(pH

7.5)에서 NaCl 농도 0-150 빼의 농도 규배를 주어 질시하였다. 이때

농도규배를 주기천에 뼈jor peak가 나타나고 NaC)로 농도규배률 실시하였올

청우 minor peak가 2채 나타난다. 이 러한 때jor peak의 amino acid조성을

초사한 결과는 표 3에 었다. Peak I 의 분자량온 대략 40， 000청도 되는

것으로서 일반객으로 나타나는 metallothionein의 분자량

6， 000-10， 000보다 상당히 큰 것올 볼 수 있다. 또환 아미노산 초성도

많tallothionein.으l 겨우 30% 야상의 cysteine율 포함하고 있는 것에

버하여 Peak I protein는 4%청도의 cysteine올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었다. Tyrosine이나 Tryptophane의 경우 metallothionein의 경우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Peak I protein약 경우 이 2가지 종류의

아미노산 조성이 다 포함되어 었으므로 280 nm에서 홉수파장올 보이고

있다. Pr이 ine의 경우 힐반척인 단백질보다 조금 높은 조성비율올 보이고

있고 다른 아미노산 죠성은 일반적인 단빽질과 til 슷한 조성 비율을 보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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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현째 우라늄에 의하여 합성 유도되는 단백질은 일반척인

뾰tallothionein파는 성 질 이 틀린 protect system에 관여하는 다른

뾰tal-induced protein일 가농성이 크다. 이러한 protein이 현재

uranium울 포함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정확한 해답올 내릴 수

없고 만약에 우라늄올 포함하고 있다면 어느정도 포합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체내애 틀어간 우라늄온 많은 양이 배철되는데 잔존하는

우라늄이 이러한 protein과 철합되어 었올 경우 극미량얼 가능성이 커

얼반척인 atomic absorption spectrum(AAS)같은 방법으룡 불가농확다.

따라서 activation analysis같은 분석법으로 우라늄융 분석할 경우

확실하제 이러환 peak I 단백찰이 protect system이 관여하는 단백칠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올 것여다. 한편 minor peak로 나타나는 peak II와 III의

단백찰의 경우도 분리 정쩨하여 그 특성 및 아미노산 조성올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3. 우라늄얘 의한 superoxide dismutase 와 활성도의 변화

실험실내얘서 잉어가 우라늄 2 ppm파 10 ppm 정도로 노출되었올때

날~별로 superoxide dismutase의 act ivi ty를 흑정하였다. 2 ppm의

우라늄으로 노출된 엉어의 정소의 경우 노출된후 20벌 째까지 활성도가

감소되는 것융 볼 수 있었고( 그령 II) 25일 째애서 act ivi ty가 약간

상숭하는 것올 불 수 있었다. 반면 10 ppm으로 노출된 잉어의 청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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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oxide dismutase의 활성도는 날짜애 따라 어펀 방향챔올 가지고 있지

않고 상당혀 fluctuation이 심하였다(그렵 12). !£ 10 ppm외 상태에셔는

20마랴의 개체중 보통 2마리 갱도가 사망하였다. 50 ppm으로 우라늄으로

처리한 carp의 경우는 처리한 후 24시깐 이내에 20마리의 개체가 모두

사망하였다. 따라서 우라늄에의 한 오명정도률 superoxide dismutase융

이용하고자 한다면 2 ppm이하의 오염정도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었다.

이러환 carp testis의 superoxide dismutase를 분리.청체하여 그특성을

찰펴보기 위하여 crude한 상태에서 superoxide dismutase의 단빽철

pattern올 천기영동으로 살펴보았다(그렴 13). Cytosol superoxide

dismutase는 3가지 형태의 multiple forme or isozyme)으로 화어 었요며

이러한 cytosol type 4 빼의 cyanide에 의하여 활성이 처해된다.

4. Carp testis빠서 Cu-Zn Superoxide dismutase 의 분라 및 쟁제

잉어혜서의 superoxide dismutase의 쟁화학객 특성율 살펴보기 위하여

testis에서 분리 • 갱쩨롤 λI도하였다. 잉어에서 적출한 testis에 4배

volume의 O.OlM phosphate buffer(pH7.5)를 가하여 4° C에 서 teflon pestle

homogenizer 로 균질하였다. 그후 초고속 훤집분리기로 4° C에서 60분동안

원섬분라한 후 그 상둥액올 시료로 사용하였다. 101빼의 phosphate buffer

(pH 7.5)로 명 행 시킨 Sephadex G 100 column에 시료를 척용시 켜 tube당 70

drop으로 chrol따 tography를 실시하여 단백질 O.D. 와 supe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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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utase의 specific activity흘 측정하였다(그립 14).

보통 superoxide dismutase는 26--60 fract ion사이에서 검출된다.

이 러한 superoxide dismutase activity가 검출되는 fraction올 Am icon

ultrafiltration membrane(M.W. 10 ， 000，뻐10)을 사용하여 농축시킨 다읍

보롱 erythrocyte 의 superoxide dismutase룰 추출할 때 사용하는 유기용매

chloroformrethanol융 사용하여 다른 protein올 첨천서켰다. 흑

chloroform 0.15 volume파 ethanol 0.25 volume올 섞 어 용액의 잭깔이

혼탁해 질때까지 약 30분간 stirring 하였다. 이것을 15,000 g에서

고속원심분리기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둥액폴 얻었다. 이때 유가용매올

처리하기 천과 후의 superoxide dismutase의 act ivi ty률 측정하여 보면

act ivi ty 차이에는 거의 변확가 없었다. 그후 이시료를 다시 10 빼의

phosphate buffer로 미 리 명 형 시 킨 DEAE-sepharose column에 적 용시 켜

ion-exchange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였다. 이때 NaCI로 염의

농도규때는 0-300 빼로 주었다(그립 15). Superoxide dismutase

act ivi ty는 50--90 fract ion에서 나타녔으며 200 빼의 염농도에서

eJ ut ion되었다.이렇께 superoxide dismutase의 activity가 나타나는 분획올

모아 다시 ultrafiltration membrane(~O)으로 농축시킨 다음 2차로

유기용매를 처리한다. 01 때 chloroform 0.05 volume, ethanol 0.25

volume올 처리한다. 이렇게 하여 15분동안 st irring한 용액을 15, OOOg 로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풍액에 K2 HP04(300 giL)를 천천히 첨가하여 준 후

잃



15분동안 상용애셔 st irring하여 준다(salt ing out). 야렇게 처리환

용액율 10， 000g에서 5분갱도 훤섬분려하계 되면 2증충으로 갈라지제 되는데

이때 ethanol-rich phase와 그볕에 ethanol-free dense phase로 나뉘게

되는데 ethanol-rich phase어}만 superoxide dismutase activity가 나타나게

된다. 이충융 dialysis sac(25o-7U molecular weight 10， 000)으로 10 Did

phosphate buffer(pH 7.5)에 하룻동안 투석하고 투석한 시료률 gel

electrophoresis하면 specific staining파 coo뼈sie염잭올 한 컬과는 그립

13 에 있다. 이때 puri ty가 좋지 않율 정우 Sephadex G-75나 100으로

rechrol따tography 할 수도 았다. 이렇게 분리 정째한 효소를 전기영동한

결과 3개의 muIt ipie form중 5-3 type형태가 가장 안청환 형태로 분리

갱쩨되었고 처읍 crude homogenation한 sample올 천기영풍한 철과애서는

보이자 않는 band가 나타나고 있다(그렴 16). 이러한 결파는 superoxide

dismutase moleculeAt체가 self-reactive SH group올 가지고 있어 in

vi tro(설험실내)애서 시간이 오래 정과할 경우 분자꺼리 서로 반용하여

거대 분자(poly뾰ri zat ion)가 생성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self-reactive superoxide dismutase는 chicken liver얘서 벌견되었다.

5. Carp testis에서 갱제한 Cu-Zn superoxide dismutase 의 생화학적 특성

Carp testis애서 분리갱제한 superoxide dismutase는 15% SDS-polyacryl

amide gel electrophoresis로 monomer의 분차량올 측정하였융 경우 대략

-34-



33KD의 분자량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그렵 17, 18). 이때

사용한 standard molecular weight marker protein인 ovoalbumin(45KD) ,

carbonic anhydrase(29KD) , cytochrome C(12KD) , Insulin(6KD)풍이다.

이러환 superoxide dismutase의 nat ive한 molecular weight올 결정하기

위하여 Sephacryl 5-100으로 gel filtration chra뼈tography률 한 결콰

200KD의 superoxide dismutase와 60 KD의 superoxide dismutase가 나타나고

있다(그렴 19, 20). 따라서 웬래 superoxide dismutase 3개의 DIU} tip}e

form은 moolecular weight 60 때정도의 dimer로 되어 었고 이것이

설험실내에서 시간이 경파하면 sel f-react ive하여 hexamer를 이루는 것으로

추측된다. SOD의 경우 prokaryte, fungi , seed plants , fish ,

vertebrate풍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군에서 분리 정체 되었는데

보흉 Cu-Zn형태의 cytosol superoxide는 molecular weight야 30KD--40

KD갱도의 dimer로 되어 있다. 흑혀 chicken 1iver의 경우에는

cytosol 형태의 superoxide dismutase는 30,600 Dolton 머생물의 분자량융

가지고 있는 dimer형혜의 분자여나 β-mercaptoethanol올 첨가하여 24,000

RPM에서 equilibrium sedi뼈ntat ion설협올 하여 보면 molecular weight이

32,000, 48,000, 78 ， 000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hicken

liver Cu-Zn superoxide dismutase disulfide bridge를 형성하여

polymerization하기 때푼야라 한다(Fridovich， 1973).

Chicken liver superoxide dismutase의 amino acid조성율 보면 cyst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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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의 양이 14.3 moles/mole enzyme으로 총 residue중 14 residue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residue가 intramolecular disulfide와

intermolecular disulfide훌 형성하여 상당히 안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chloroform칼은 유기용매나 heat ing에 의해서도 activity가

유지된다. 반면 tyrosin의 경우 2 residue, tryptophan의 경우는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따라서 280 run에서 metalJothionein쳐럽

홉수파창율 보이지 않고 있다.

현채 분리 청쩨된 잉어 정소의 superoxide dismutase도 chloroform같은

유기용매나 heating에 안갱한 것으로 보아 intramolecular 혹은

intermolecular disulfide결합으로 언하여 환자 자체가 안정한 것으로

쟁각환다. 한편 정째한 superoxide dismutase를 230 run에서 340

m사이에서 홉수파장에 대한 scanning 하였다(그립 21). 잉어 정소의

superoxide dismutase 역시 280 nm에서 홉수파장울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tyrosine이나 tryptophan의 amino acid residue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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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론 및 건의사항

재 1첼 결론 및 활용 전망

우라늄이 인체에 주는 영향은 차드률 (Cd)이나 납 (Ph)둥 다른

중금속 만룸 유해하다. 따라서 환경내로의 우라늄의 방출시 이를 갑지할

수 었고 biomoni toring 에 용용될 수 었는 indicator protein(bior따rker)에

관하여 추척. 탐잭하였다. 우라늄의 노출시 일반 중금속의 오염시

생성되는 metallothionein이나 혹은 다룬 방어기작에 펼요한 protein이

유도 합성휠 가능성윤 추측하였고 생체내얘서 free radical올 제거하는

superoxide dismutase에 관한 기초객인 생화학적 륙성융 연구하였다.

따라서 유라늄에 의하여 유도 합성되는 protein파 superoxide

dismutase에 관하여 연구한 결파는 다음과 같다. 잉어에 우라늄을

주사하여 적출한 간으로부터 단백철 양상올 살펴본 결파 3일째 주사한

1iver에서 째로운 물질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8일째부터 감소하여

10일째 주사한 잉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Kidney에서는 우라늄올

주입하지 않은 대초군과 어떤 뚜렷환 profile상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단백철은 gel filtration (Sephadex G-I00)파 ion exchange

(DEAE-sepharose) chro뼈tography에 의하여 분리되는데 30% 이상의

cystein을 가지고 있는 갱상척 인 metallothionein과는 다른 protein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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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oxide dismutase의 정우 2 ppm정도로 잉어가 노출되었올 겸우 20일

째까지 superoxide dismutase의 활성도가 떨어진다. Superoxide

dismutase는 gel filtration(Sephadex 운100) ， ion exchange (DEAE

Sepharose) column chromatography, chloroform-ethanol 참 전 , salting

out방법 풍으로 분려정쩨활 수 있으며 self-reactive group율 가지고 있어

분자량이 크게 polymerization 환다. 이렇게 우라늄에 의해서 합성된

protein이나 superoxide dismutase롤 항체 (antibody)륨 아용하는둥 여러

방법으로 오염에 따흔 변화 청도롤 정량화할 수 었다면 환경오염의

져표뿔반 아니라 작업종사자의 오염 정도도 측청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재2철 건의사항

수자원은 산업의 발달 및 그것올 이용하는 인류의 종가에 따라

오염속도와 정도가 검정 더해가고 오염훤도 다양해지고 었다. 그러므로

인류역사상 항상 수자훤율 이용혜 온 인간에게 치명객인 질병이나 급.만성

중금속 오염풍의 가능생이 높아점에 따라 수질 보존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오영원에 따른 오염의 정도와 상태률 moni tor하가 위하여

biomoni toring에 판하여 연구하는 것이 인류 보건과 환경보존에 중요환

일이라 하꼈다. 따라서 biomonitoring에 이용할 수 있는 biomarker률

추적. 탐잭하는 작업과 이률 발천시킬 수 있도록 계속척인 지원과 관섬이

기초 연구 활성화 관점에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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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mino acid composition of 40 KD

polypeptide from carp liver

Residues

Aspartic acid

Threonine

Serine

Glutamic acid

Prol ine

Glycine

Alanine

Cysteine

Val ine

Me thionine

Isoleucine

Leucine

Tyrosine

Phenylalanine

Histidine

Lysine

Arginine

-44-

mole %

1.7

5.4

5.2

11.8

12.6

2.8

18.4

4.0

3.6

8.6

2.8

5.6

1.7

2.5

5.6

5.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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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한다.이러한 superoxide dismutase는 용액내에서 시간이 갱파합에 따라

활성도를 유지하는 poly뾰ric form올 행성하게 되며 chloroform-ethanol
침천， gel filtration , ion exchange column chroJ때 tography방합에 의하여

분리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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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by it. It has a molecular weight of 40 뼈. Cytosol type super-
oxide dismutase in carp testis has at least three electrophoretically
different forms. Cyanide inhibits the activity of cytosol type super-
oxide dismutase. When it stored in solution, superoxide dismutase
changed into polymeric form which retain its activity. It has been
purified by gel permeation, chloroform-ethanol precipitation, and ion
exchange column chro뼈 tography.

Subject Keywords(About 10 words) Carp, Uranium, Me tallothionein ,
Superoxide dismutase, Purification



우려늄 및 중금속 오염의 생울지표 연구

1992年 1月 88 印빼

1992年 l 셔 17·A 體行

활行A 4* 룹 生

發行盧 韓 園 흩 子 力 tiff 究 所

大버直輪市 罷城끓 홉律빼 150

~n뼈所 新 友 社

l멀는n뜸 A)킨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 |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해독 효소계
	1. Metallothionein
	2. Superoxide dismutase
	3. Mixed function oxidase(MFO) system
	4. Immune system과 population effect


	제2장 본론
	제1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생물 및 사육
	2. 우라늄의 형태 및 처리
	3. 시료의 조제
	4. Superoxide dismutase 활성도 측정
	5. Metallothionein의 측정
	6. 단백질 정량
	7. 전기영동(electrophoresis) 방법
	8. 단백질 염색방법(staining method)

	제2절 연구결과 및 고찰
	1. 우라늄에 의하여 유도, 합성되는 단백질
	2. 우라늄에 의하여 유도 합성되는 단백질의 정제 및 아미노산 분석
	3. 우라늄에 의한 superoxide dismutase의 활성도의 변화
	4. Carp testis에서 Cu-Zn superoxide dismutase의 분리 및 정제
	5. Carp testis에서 정제한 Cu-Zn superoxide dismutase의 생화학적 특성


	제3장 결론 및 건의사항
	제1절 결론 및 활용전망
	제2절 건의사항

	REFERENCES

	qq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