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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묵

인체의 방사선 및 약제 \...ff성에 대한 분자생물학쩍 연구

。

I I. 연구개발의 북척 및 중요성

방사션 조사 및 약쩨 루여시외 내성 출현에 대한 분자생물학척 수준에서의 원인

율 규명하여 이를 예흡하고 수식하는 방법율 모잭하는 것율 북척으로 한다. 방사션 조

사시의 인체에서 초래되는 유전자들의 변이 기천의 규명과 그 웅용， 방사션 및 약물

치료시의 내생의 극북풍은 방사션에 대한 인체방어의 혹변에서나 압치료의 최대 장애

물 극북이라눈 면에서 꽁히 연구 개발이 쩔실한 과헤로 믿어진다.

II 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법휘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 및 약제 내성에 대하여 인체 위암 빛 혜암 세포률 이용하

여 그 분자생불학척 기천윷 큐명코자 한 연구로서 인체의 방어 기천이나 세포의 필수

적 유전자인 transcriptional factor 틀이 방사선 조사후나 약체 내성의 출현시 어떠

한 역할윷 하는지에 대한 탐색율 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방사선 조사후 hsp70 mRNA 가 증가됨이 Northern analysis 를 통해 발견되었으며

이런 현상에 대한 계속척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방사션 조사후 인혜의 반웅율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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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ject Ti tie

Molecular Biological Studies on the Human Radioresistance and Drug

Resistance

II. Objective and Impor‘ tance of the Project

We tried to elucidate the molecular events occurring after ionizing

radiation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drug-resistant cell lines.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se events will allow us to predict and modify the clinical

problems such as radioresistance and drug resistance.

II I. Sco야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lmost all biomedical fields meet the revolutional stage because of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molecualr and cellular biolo，없 recently. Using the

molecular bi이ogical tools , we focused on the screening of the possible genetic

responses including transcriptional factors and nuclear proteins as a body

defence mechanism after ionizing radiation and as a possible candidate tor drug

resistance

IV. Results and Proposal

We found that the transcripts of hsp70 were markedly increased 1-3 hours

after the ionizing radiation. This result seems to be very encouraging as a new

finding not repor‘ ted previously. We expect that further investigations on this

result will provide us the methods to modify the cellular response to ionizing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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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핵 사고 등에 의해 초래되는 방사선에의 일시척인 과다 노출이나， 암치료의 북척

으로 계획훤 방사션 초사 풍운 오늘날 인쩨와 방사션과의 관계중 가장 중요한 부분툴

이라 할 수 있다. 방사션은 우리 인칸의 환경에 산재하면서 변이유발인자 (mutagen)

이자， 발압인자로서 알려져 있율 뿐만 아니라 공정척인 면으로는 암치료의 한 방법으

로도 이용되는 동， 두 상반된 면올 ~l니면서 인해에 대해 충요한 영향력율 가지고 있

으나 지금까지의 방사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틀은 미홉환 부분이

많으며 륙히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수준에서의 방사선의 역할이나 그 기천에 대해서

는 다른 분야에서의 눈부산 발천과 비교할때 앞으로 더욱 개척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

되어지고 있다. 방사션율 조사했율때 실제 인체내의 미세 구초에서 일어나는 현상. 축

방사선 조사에 의해 어땐 유천자툴이 활성화되어 일차적 빛 이차척 반웅율 일으키게

되는지 동에 대한 이해는 현재 초보척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같온 방사션에 대한

인체세포의 반웅 기천이 밝혀져야 방사션 치료시 나타나는 방사션 내성

(radioresistance) 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생화되리라생각되는데 아직까지 방사션 조

사에 의한 인체세포의 반응에 대한 분자생물학척 기전의 연구조차도 미미한 상태인 것

이다.

인칸의 온갖 질병율 치료하기 위한 태고척부터의 노력의 열매로서 많은 약져l률이

개발되었고 이 순간에도 암이나 AIDS 갈은 난치병의 치료률 위한 새로운 약제의 개발

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률 약제률 이용하여 철병율 치료할때 부딪히

는 제반 문제점률이 많이 있으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의 하나는 이틀 약쳐}에 대한 내

성 (resistance) 의 출현이다. 약제 내성은 약체의 효과가 처읍부터 나타나저 않는 일

차척 내성과 치료 초반에는 찰 반응하다가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지는 획륙 내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약체의 종류에 따라 그 내성의 기천은 다양한데 저자 동은 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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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에 대한 내성의 출현에 관심율 가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항

암체의 약제 내성중 가장 대표척인 것은 다체약체내생 (multidrug resistance: MDR)

으로 adriamycin 같은 한 약체에 내생이 생기는 경우 vincri stine, VP-16 ,

dactinomycin 풍의 구조적 유사생아 없는 항암제틀에도 내생율 갖게 되는 톡륙한 형태

의 내성이 생겨난다. 이런 MDR 의 원인으로 세포막에 폰재하는 p-glycoprotein 이 항

암째의 세포내로의 천탈과정율 차단함으로서 내성울 초래한다는 것이 알려졌고

p-glycoprotein 율 만드는 MDRl 유펀자가 발견되어 있으며 (Bradley 풍， 1988) 이외의

뼈R 원인 인자나 MDR 이와의 항압쩨 내성의 근원척인 원인율 밝히기 위한 노력률이 계

속 되고 있다 (Scanlon 둥， 1989: Chan 둥， 1990: Richon 둥， 1991: Basu 둥， 1991).

암의 거본척인 치료법중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사에 나타나는 내생의 근원율

분자생물학척 수준에서 규명하는 일은 가장 시급하고도 챔단의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

라 할 수 있다. 이에 저자 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압인 위압과 혜암의 세포주률

이용하여 이률 암세포주에서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각종 유천자의 변화률 탐색하고 이

세포주률에서 약제내성율 갖는 변이 세포주를 유도하여 MORl 유전자률 비롯한 각종 약

제 내성에 관련될 가농성이 있는 유천자률 검색함으로서 이들 결과률 최종척으로는 암

의 치료에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률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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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론본

제 I 철 연구 내용 빛 방법

1. 세포배양 : 본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는 인간 위션압세포추언 MKN45 와， 인간혜선암

세포주인 PC14 율 사용하였다. 이툴 모세포는 RPMI-1640 배지 (미국 Gibco Laboratory

회사 제품) 에 55°C 에서 30 분간 열처리한 10~ fetal calf serum (FCS , 미국 Gibc。

Laboratory 회사 제품) 과 100 V/ml 의 penici l Iin 과 100 ug/ml 의 streptomycin 이

첨가된 배양액 (RPMI-FCS) 으로 37°C, 5" C02 부란기에서 배양하여 설험에 사용하였

다.

2. 방사션조사 : 세포주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Co-60 원격치료기 (AECL 780) 율 이용하

여 실온에서 시행하였다. 세포주툴율 75cm2 조직배양용 플라스크에서 배양하다가 세포

의 충만도가 60~ 정도 되었율때 10cm 두께의 초직동가물질 위에 T-75 플라스크률 올려

놓고 30x30cm 조사야에서 0.5cm 깊이률 기준으로 선양유리 200 rad/min. 으로 총 500

rad 를 초사하였다. 이후 최척의 생존조건율 부여하면서 각 시간대 별로 조사후 1, 3,

6, 12, 24 , 48 , 72 시간후에 genomic DNA 및 total RNA 률 추출하였다.

3. 약제내생주 유도: MKN45 와 PC-14 그리고 이툴 세포주로부터 in vitr。 에서 유도한

adriamycin 내성세포인 뼈N45/ADR， PC14/ADR 과 cispIatinum 내생세포인 MKN45/CIS ,

PCI4/CIS 율 대상으로 하였다. 약제 내생세포는 항암제가 첨가된 배양액에 암셰포를

~l숙척으로 노출시키며 배양하여 수립하였는데 처읍에는 암세포률 저농도의 항암제에

노출하였다가 점차 고농도로 노출시켜 강한 약제 내생세포률 유도하였다. 약제 내성세

포주는 adriamycin 파 cispIatinum 에 대하여 수립하였는데 adriamycin 은 0.01 ug/ml

에서 시작하였고 cispIatinum 은 0.1 ug/ml 농도에서 시작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내성세포주는 adriamycin 에 대한 것은 0.5 ug/mI , cispIatinum 에 대한 것은 5 ug/ml

의 농도에서 안정하께 자라는 내성세포에서 genomic DNA 및 total RNA 률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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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nomic DNA 및 total RNA 추출

genomic DNA 의 추출은 phenol extraction method 훌 사용하였는데 대창을 요약

하면， 세포주를 PBS 로 2회 세척한 다읍 lysis buffer (lOmM Tris pH 8‘ 0 , 150mM

NaCI , 2빼 댄fA， 0.5" SOS) 률 낼어 세포률 용해시 킨 다음 70 바 의 proteinase K 률

추가하여 12 시간 정도 소화시켰다. phenol , phenol/chloroform 및 chloroform 으로

추출한 다읍 상충액율 2배 양의 알코올로 침전시켰다. 침천된 genomic DNA 는 깨% 알

코올로 I 회 세척한 다읍 척당히 말린후 TE 용액에 낳어 40 C 에서 보관하였다.

total RNA 의 추출은 guanidinium thiocyanate 법옳 사용하였는데 셰포추률 PBS 로 2

획 세척한 다읍 D 용액 (4M guanidinium thiocyanate, O.~ sarcosyl , 0.025M sodium

citrate pH 7.0, O.IM b-mercaptoethanol) 에 녹인 다읍， 2M sodi뻐 acetate ,

water-saturated phenol , chloroform 율 추가하여 섞운 다융 9000 rpm 에서 5 분간 원

심 분러시킨 후 상충씩율 따 알코올로 침천시켜 total RNA 률 얻어 증류수에 록인후

-70°C 에서 보관 사용하였다.

5. Southern 뻐alysis

채취된 genomic DNA 15 ug 정도룰 각각 척당한 제한효소로 소화시킨 다읍， 1"

agarose gel 로 전기영통한 다읍 nylon membrane 에 이천시켰다. 교잡반웅은 6xSSC,

5x Denhardt ’ s 용액， 0.5" SOS, 100 ug/ml salmon sperm DNA, 50" formamide 률 포함

하는 용액 42°C 에서 시행하였으며 사용한 probe 는 random primer 방법으로 3Zp

l뼈ξling 하였다. 따지막 세척은 O.lxSSC, O.l"SDS G8°e 에서 5 분간 세척한후 film

에 노출시켜 -70°C 에서 적정기간동안 보관하였다.

6. Northern 없alysis

추출된 total RNA 10 ug 정도률 10xMOPS buffer , formaldehyde , formamide 와 섞

어 15 분간 65°C 에서 처려한 후 준비된 formaldehyde ‘ agarose gel 에 loading 하였

다. l xMOPS buffer 에서 running 한 다융 ny Ion membrane 에 이천하여 BOOC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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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ing 하여 보환하였다가 random pri mer 방법으로 준비된 probe 률 사용하여

hybridization 시키고 세척하여 autoradiogram 하였다，

제 2 절 연구 결과 및 고찰

1. 연구결과

(1) 방사션 초사후의 유천자척 변이에 대한 탐색

뼈N45 세포주와 PC14 세포주에서 방사션 조사후 1, 3, 6, 12, 24 48, 72 시간후

의 genomic DNA 및 total RNA 률 채취하여 heat shock protein70 (hsp70) , c-fos ,

N-myc , TGF-b, MORl 둥의 probe 률 사용하여 Southern analysis 와 Northern 없alysis

률 시행 하였먼 바 방사선 조사 천후의 유천자 양에 현져한 변화는 환촬되지 않았으나

(Fig.l - 5 ), PC14 세포주에 있어 hsp70 의 경우 방사선조사 I 시간후부터 현저히

뼈NA transcript 가 충가하였다가 24 시간대에 최대치률 보이고 48시간 이후부터는 조

사 천의 수준으로 회북되는 것이 Northern analysis 에서 환찰되었다 (Fig. 6).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MKN45 세포추에서는 6시간후에 transcript 가 중가하기 시작하여 12

시간에 peak 률 이루고 24 시간대까지 유지되었다가 48 시간대에눈 조사전 수준으로

회북되 었다 (data not shown).

{2) 약헤 내성세포의 유천자척 변이에 대한 탑색

약제 내성세포의 DNA 수준에서의 유천자척 변이는 MORl , fos , N-myc , TGF-b,

hsp70, GST 동율 screening 하였는데 내성세포주인 뼈N45/ADR， 뼈N45/CIS 및

PC14/ADR, PC14/CIS 에서 Southern analysis 의 결과 이률 유전자의 증폭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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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 찰

본 실험에 사용되었댄 probe 는 stress response gene 으로 알려져 있거나

nuclear protein 으로서 유천자 조절에 중요한 역할율 하는 유천자률 대상으로 하였

다. 위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방사션 조사 천후의 유전자적 변화가 DNA 수준에서는

관찰되지 않음으로서 방사선의 조사에 의한 세포의 반웅 가천에 유천자척 양의 변이

가 단 시간내에 형성되지는 않읍율 알 수 있었다. 그러나 Northern analysis 에서

MKN45. PC14 공히 hsp70 에 대한 뼈NA 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방사션 조사에 대한

일차척인 반웅은 transcription 수준에서 일어날 가농성율 강력히 시사해 주는 결과률

얻었다. 지금까지 알혀진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발환이 증가되는 유전자로는 c-jun 이

방사선 조사후 샤깐과 양척 상판관계흘 보이면서 transcriptional activation 됨이

알려져 있고 (Sherman 동， 1990) 또 다른 transcriptional factor 언 Egr-l 도 딸현

이 증가 하는 것이 보고 되어 있다 (Hallahan 동， 1991). 이련 transcriptional

factor 틀의 활성화는 방사션 조사에 따른 일련의 세포 반웅에 판계하는 분자척 event

률을 초래하기 위한 초기단계에서의 반웅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Weichselbaum 통，

1991). 이런 분자척 사건 (molecular event) 의 대상으로 growth factor 나. cytokine

의 생산， DNA repair , cell cycle 분포 조절 동이 포함될 것이며 mutation 율 포함하

는 malignant transformation 의 과정도 포함될 것여다. 현재까지 밝혀진 late

response gene 으로는 TNF-a (Hall빼an 둥， 1989: Economou 둥， 1989) , PDGF-a (Witte

둥， 1989: Pech 풍， 1989) 퉁이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early response gene 과

late response gene 의 상판 관계나 이틀 이외의 response gene 에 대해서는 별로 알

려격 있지 않다. 여기에 저자 동의 실험결과는 hsp70 이라는 또 하나의 반웅 유천자를

발견하여 보탠 것이다. hsp 은 원래 열， 바이러스감염， shock 등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는 인체의 중요한 방어 기천에 환여하는 단백질로서 알려져 있으며 hsp30, hsp70,

hsp90 동 몇 개의 family 로 나누어 진다 떠다니esinger， 1986). 현재까지 알려진 hsp

의 기능으로는 prokaryote cell 에서의 thermotolerance (Y빼amori :동， 1982 ), Yeast
-11-



의 glyc이ys'i s (I ida 풍， 1985) , sea urchin 에서 growth 와 differentiation 에 관

계하는 등의 기능둥이 쩌I시되고 있으나 아직 그 기능의 대부분은 모르는 것으로 생각

되며 최근 종양억쩨 유전자인 p53 과의 연관 (Pinhasi-ki D1h i 풍， 1986) 둥도 알려져

tumorigenesis 와도 관련되어 있읍이 얼혀지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DNA 수준에서의

유전자 증폭 없이 PC14 세포주에서는 l 시간후부터， 뼈N45 에서는 6 시칸후부터 hsp70

의 RNA 발현이 중까되었다가 공히 48 시간후에는 방사선 초사천의 수준으로 회북되었

다. hsp70 의 충가가 단순히 transcriptional factor 와 같은 기능율 위한 것인지 방

사션 ’조사에 대한 방어 기전에 직접 관여훤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명확치 않으나 지금

까지 알려진 기능으로 보아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율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c-jun 같

은 transcriptional factor 와의 상판관계나 활생화되는 시점의 더 정확한 연구풍이

필요하리라 생각펀다.

1 약꺼l 내성세포주에서 실시한 탑잭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DNA 수준에의 중폭이 발

견되지 않았다. Goldstein 동은 대장， 깐， 콩팔등의 장기에서 생긴 암의 경우 MORt 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고， Moscow 동에 의하면 glutathione-S-transferase

의 발현이 주위의 정상조직보다 충가된다고 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DNA 수준에서의

유철자 중폭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향후 RNA 수준에서의 검사률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약제 내생의 경우에는 뻐HI 유천자의 증폭이 중요한 기천의 하나로

밝혀져 있기때문에 약쩨 노출 기간틀율 보완하여 계숙척인 겸쩍율 할 필요가 있율 것

으로 사료되며 RNA 수춘에서의 검색을 계속하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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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 사항

제 1 절 결론

1. 한국에서 가장 흔한 위압과 폐암의 세포주인 뼈N45 와 PC14 세포추률 대상으로 500

rad 의 방사선 초사률 실시하고. adriamycin. cisplatinum 에 대한 내성셰포주룰 확립

하였다.

2. 방사선초사후 각 세포주에서 genomic DNA 및 total RNA 률 추출하여 Southern 및

Northern analysis 률 시행하였먼바 hsp70 의 경우 DNA 수준에서의 증폭이 없이 뼈NA

transcript 가 두 세포추에서 공히 현저히 충가되어 방사션 초사에 의해 hsp70 의 발

현이 중가됨율 알 수 있었다.

3. 약제 내성세포주의 경우 본 실험에 사용원 DNA probe 에 대한 유천자의 변화는 판

찰되지 않았다.

4. 여상의 결과포서 방사션 초사후의 hsp70 transcript 의 증가는 의미있는 발견으로

사료되며 여기에 관련되는 transcriptional factor 에 대한 연구나 hsp70 이 설쩌1 방

사선 내생에 미치는 영향 퉁에 대해서는 계속척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제 2 철 건의사항

1. 연구비의 사용시 구매 요구로서부터 실제 기자재나 재료의 획묵시까지의 기간이 너

무 길다. 선진국의 경우 1-2 얼 이면 혹한 항록이 3-4 개월까지 걸리니 국제경챙혁 강

화률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생착된다.

2. 연구 시설과 인력의 부촉이 심각하다. 이의 적절한 보충이 철설히 요구된다.

3. 연구에 대한 주변의 인식 천환이 철설하다. 실험척 연구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가

부축하여 최선의 연구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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