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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의 생물학적 선량평가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이므로 본 연구는 방사선의 생물학척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어를

업중할수 있는 생불학적 평가기법 및 방사선 방어와 판련된 기술을 확보합

으로써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여 국민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생물학적 선량평가 기술개발 2차 년도로써 방사선이 조사된

실험통불의 간 조직에셔 여러가지 효소블의 생물화학척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특히 혈 액 내 급성 반웅물질 (C-reactive protein , ceruloplasmin, hapto-

globin , albumin)의 방사선에 따른 반웅 유무를 밝히고자 동물실험을 통하역

ELISA 기볍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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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에 피폭될 경우 야하선 (parotid gland)으로부터 혈액으로

유입되는 효소인 a -amylase를 측정한 결과 0.1 Gy 에서도 현처하게 활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선량과의 상판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혈액효소

들의 주된 합성기관인 간 조칙의 경우 방사선에 대하여 혈액 효소와 매우

유사한 반웅을 나타냈으며 특히 acid phosphatase의 경우 방사선 피폭선량과

상당한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혈액에서 측정한 급성반웅단백철은 방사선 피폭에 대한 반웅양상에 따라

albumin 같은 negative reactants와 CRP , ceruloplasmin, haptoglobin 둥의

positive reactants로 구별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 적용한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의 경우 상당히 민감한 단백질 측정 방법으로

혈청내 단백질의 변화를 신속.용야하계 갑지할 수 있으므로 APRs파 ELISA

기법올 활용한다면 아주 유용한 생물화척 피폭선량 평가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랍의 혈청을 대상으로 활용된다면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방사선

치료환자들의 피폭여부 판단에 충분히 적용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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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Qpment.of Technology for Biological Dosimetr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The present state of technology for biological dosimetry is now on

its early developmental stage.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exert

a favorable influence on public health through establishing the

techniques for the biological dosmetry and radiation protection.

II 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s the second year ’s work of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Biological Dosimetry ’ this study had heavily leaned on the animal

experiments in which the main scope was the quantification of

biochemical changes in liver tissue from gamma-irradiated animals. Ir

special ,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techniques had bet

set up to measure the responsiveness of such acute phase reactants i

serum as C-reactive protein (CRP) , ceruloplasmin, haptoglobin, a

albumin to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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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a-Amylase , an enzyme that could infiltrate into blood stream from

parotid gland when exposed to radiation ,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its activity even after exposure to 0.1 Gy of radiation. However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ivity change and radiation dose was not

clear. The enzyme activities in liver which is one of major organs for

serum enzyme synthesis showed similiar changes to those in serum by ir

radiation. Especially, acid phosphatase activity was highly correlated

to radiation dose. Of acutephase proteins in serum, eRP , ceruloplasmin ,

and haptoglobin responded positively to radiation dose , while albumin

did negatively. ELISA proved to be a very efficient method to detect

APR levels , quantifying changes in APRs with great ease.

The measurement of changes in APRs using ELISA could provide an use

ful tools for biological dosimetry.

Furthermore~ the above results can be applied to the measurements of

enzyme changes in human serum for the assessment of exposure doses in

radiation workers and patients under radi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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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생물학척 피폭선량 평가 (biological dosimetry)는 방사선 피폭 후

생체내에서 방사선에 의해 야기된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피폭된 방사선량올

추정 평가 하는 것이다. 생불학척 선량평가가 많이 용용될 수 있는 경우는

물리척 선량평가가 부족한 방사선 사고의 경우로 이때 생물학척 선량평가는

주민소개의 우선순위풍을 결정하기 위하여 불리적 선량평가와 임상적

선량평가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몰려적으로 측정된 피폭선량의 경우

생명체가 방사선에 대한 반웅이 기계적으로 일정하게 일어나지 않논 점을

감안한다면 counter checking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피폭선량평가가

생물학적 방법을 기초로 이루어져야만 방사선에 민감한 개체， 방사선에 저항성

있는 개체둥 생물학적 다양성올 고려하여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1).

선량평가에 있어서 생물학적 방법의 중요성은 Chernobyl 파 Goiania 방사선

사고에서 잘 입충된 바 있다. 물리적인 선량평가 방법은 실질적으로

dosimetry 와 피폭환자들의 치료에 크게 도웅을 줄 수 없었으나 생물학적

data들은 의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2 ， 3). 그러나 이상적인

생물학적 dosimeter는 다용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작업자의피폭제한선량(20 - 30 mSv:acute , 50 mSv :chronlc exposure)에서

부터 사고시 피폭될수 있는 수 Gy까지 적용될수 있는 좋은 dose dependence를

보여야 하며 둘째， 선량평가를 위해 선정된 효과는 방사선에 특이성끼

있어야하고 셋째， 그 결과는 긴급시를 대비하여 방사선피폭 후 수일내에

적용할 수 었어야 한다. 넷째， 방사선에 대한 피폭영향이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논 지 정확하게 알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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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다섯째， 방사선 피폭이 국부척 여든 전신피폭이든 신체의

정확한 위치까지 측정되어쳐야 한다. 또한 급성피폭이나 만성피폭 또는

간혈피폭이든 공통적으로 적용활수 있어야 하며 방사선질에 따른 차이와 특히

내부피폭에 의한 영향도 측정활 수 있어야 한다. 마자막으로 선량평가를 위한

시료는 생물학적으로 쉽게 채취될 수 있어야 하며 평가는 협고 빠른 방법으로

자동화될 수 있어야 한다 (4.5). 현재까저는 상기 모든 조건올 만족시킬수

있는 이상적 시스탱은 알려져 있지 않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생물학적 지표를

찾기 위한 연구는 생물학적 지표의 선행조건을 잘 만족시킬 수 있는 multi

parametric method(MPM)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6).

방사선 생물학 연구가 시작된 초기에 생화학자틀은 생물학적 선량평가 방법올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나 실험동물과 방사선 치료환자 및 사고시 피폭된

사랍틀의 임상결과는 방사션 피폭의 예후나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활수 있는

생화학적 지표의 도출이 용이하지는 않았다. Martin(7)퉁은 방사선 조사후

다양한 효소활성의 변화를 조사하여 혈청에서 4가지 가농성 있는 효소(serum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 a-amylase , lactate dehydrogenase ,

alkaline phosphatase)7} 가장 가능성 었는 dosimetry system이 라 주장한 바

있다. DNA 손상감시나 체세포 돌연변이를 측정하는 기술은 현재 많이

연구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처선량의 생물학척 선량I헝가를 위한 적용연구가

수행중에 있다 (8 ， 9).

본연구는 중장기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생물학척 선량평가 기술개발을 위하여

생화학 및 면역학적 방법으로 중요 효소 및 급성반용 물질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을 규명 하고자 수행되어 졌다. 생물학적 지표는 크게 혈액내에서 세포의

증감을 추적하는 혈액학적 지표， 염색체의 아상올 분석하는 세포 유전학척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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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혈청효소 및 핵산이나 단백질 분해산불을 측정하는 생화학척 지표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지표중 생화학적 지표로 이용될 수 있는 creatine

kinase , alkaline phosphatase , glutamate oxaloacetic transaminase ,

a 一amylase 동은 근육， 골수， 간， 캠샘 풍에서 방사선 손상으로 인하여 생성휠

수 있으므로 혈액내 이들 효소활성도의 변화의 측정은 사고시 방사선

피폭환자들의 예후 뿐 아니라， 의학적 치료 및 진단에 펼수적이기 때문에 본

년구에서는 일차년도에 biological dosimetry롤 위한 생물학적 지표선정

실험으로 실험풍물올 사용하여 방사선 조사후 시간에 따른 다양한 혈액효소획

활성도 변화를 추적하였다. ‘ 중장기 이차년도에는 혈청효소외에 간조칙에서

상기효소 틀의 변화양상 및 입상적으로 염중이나 조직손상 유무판별에 많이

이용되는 급성반웅 단백절 (10 ， 11)을 대상으로 방사선과의 반웅 유무를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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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2장 재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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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1연구에 사용한 실험동물은 흰쥐 (Sprague Dowley , Male , Body weight

:200 -250g)로 표 1 과같이 6개 그룹(대조군， 0.1 Gy , 0.5 Gy , 1.0 Gy , 2.0

Gy , 3.0 Gy , 4.0 Gy)로 나누어 한국원자력 연구소 방사선 웅용연구동에서

조사하였다. 한 그룹을 12 마리씩 분류하여 1 회씩 Co-60(gamma ray)올

단위조사선량율이 0.38 Gy/min. 되는 지점에서 조사시켰다. 방사선 조사 후

사육실로 운반하여 6시깐， 24시간， 48시간， 72 시간， 96 시간이 될때 마취제콜

사용하여 후대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간 조직을 척출하였다. 채취된

혈액은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 다음 4't에셔 20분간 보존하여 완전히

웅고된후 원섬분리기(Sorval RC-SB)로 1 ， 000g에서 20분간 원침시킨후 상동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적출된 간조직은 10 mM phosphate bUffer(pH 7.이로 잘

세척한 다음 테프론바 homogenizer로 잘 분쇄하여 원성분리기로 17 , 000 rpm

에서 9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둥액을 효소분석에 이용하였다. 대조군 및 각

실험군의 개체수는 12 마리의 흰쥐를 사용하였으며 각 개체당 효소 활성도의

측정은 7 회씩 반복하여 평균값올 구하고 개체간의 차야는 mean 土 S.E.

(standard error)로 표시 하였다 •

Fh

υ



표 1. Co-60 방사선 조사 실험 동물군

(Table 1. Group of animals for Co-60 irradiation)

Dose Time after irradiation (hr.) No. of
Animals

(Gy) 0 6 24 48 72 96

Control 12 - - - - - 12

0.1 l2 12 24 12 12 12 72
(Group 1)

0.5 12 12 24 12 12 12 72
(Group 2)

1. 0 12 12 24 12 12 12 72
(Group 3) ,

2.0 12 12 24 12 12 12 72
(Group 4)

3.0 12 12 24 12 12 12 72
(Group 5)

4.0 12 12 24 12 12 12 72
(Group 6)

Total 84 72 144 72 72 72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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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절 효소활성도 측정

1. 혈청내 효소활성 변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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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 1.)는 starch 나 polysaccharide틀 2 탄당으로 분해하는 성질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된 흰쥐의 혈청을 Sigma method 흑， maltose 의

효소학척 분혜를 기초로 glucose를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amylase 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12)올 수행하였으며 원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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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3 PNP + ET-G3 + G4 PNP

a -glucosidase
2G2 PNP + 2G3 PNP -----‘-------------------) 4PNP + 10g1ucose

• PNP p-nitrophenol

• ET ethylidene

2. 간 초칙내 효소활성 변화 측정

적출된 간조직올 homogenation후 원십분리하여 얻어진 상둥액을

효소활성도 측정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방사선 조사후 측정한 효소의 종류는

lactate dehydrogenase (LDH)~ malate dehydrogenase (MDH) , alkaline

phosphatase , creatine kinase , glutamate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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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phosphatase , β -glucuronidase 이며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3 ， 14 ， 15). Lactate dehydrogenase는 기질로서 pyruvate를 사용하였으며

6.6 mM NADH. 0.2 M Tris-HCl buffer(pH 7.3) 및 시료를 3 ml cuvett 에 넣어

spectrophotometer로 340 nm에서 NAD 생성에 따흔 홉광도 갑소를 측정하였다.

Malate dehydrogenase의 경우는 기질로 oxaloactate 를 사용하여 6.6 mM NADH.

50 mM Tris-HCl buffer(pH 7.4)에 시료를 섞어 340 nm에서 홉광도 감소를

촉정 하였다 • Alkaline phosphatase는 기 질로 p-nitrophenol phosphate를

사용하여 50 mM Tris-HC1 buffer에 시료롤 혼합하여 p-nitropheno1의 생 성 에

의한 410 nm에서의 홉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Acid phosphatase의 활성도

측정은 150 mM sodium acetate buffer(pH 5.0)를 사용하였으며 creatine

kinase의 활성도 혹청은 연속적인 반웅올 통하여 최종 6- phosphogluconate와

NADH 생성에 따른 340 nm에서 홉광도 충가를 측정하였다. GOT의 활성도

측정도 연속척인 반웅올 통하여 최총 NAD 생성에 따른 340 빼에서 홉광도

감소로 측정하였다. β-glucuronidase는 기질로서 phenolphth~lein

glucuronic acid를 사용하여 550 빼 에서 홉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실험에서 사용한 기질 및 시약은 반용효소들이 혼합된 Kit (Sigma Co.)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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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eactive protein(CRP)의 정 체

흰쥐 혈청으로부터 CRP의 정제는 Robey & Liu(16) 둥의 방법에 따라

affinity chromatography 및 gel filtration에 의 해 정 제하였다 •

。
。



p-aminopheny1 phosphoryl choline (PIERCE Co.) affinity column (1.5 x 10

cm)올 0.15 M NaCl , 0.01 M CaC1 2 • 0.05 M Tris buffer(pH 7.4)로 평형시킨후

20 ml의 흰쥐 혈청을 홉착시켰다. 그 후 상기 buffer로 더이상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율때 까지 gel올 세척한후 상기 buffer 에 0.1 M phosphorylcholine

chloride (calcium salt)를 용해시 킨 용출 buffer로 CRP를 용출하였다 • Crude

CRP 분획은 단백질 농축기 (Amicon ， U.S.A.) 로 농축후 Tris-Hel buffer(pH

7.0)으로 투석한 다음 Sephacryl 5-300 (lxlOO cm)으로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를 실시 하였다 •

2. Albumin의 정 쩨

실 험 풍물의 혈 청 올 DEAE-5epharose column chromatography (2x 30

cm) 에서 10 mM phosphate buffer(pH 7.4)로 염농도 구배 (0 - 500 mM)

gradient 률 실시하였다. 그후 crude 알부민 분획을 상기 buffer에 투석한 후

농축하여 Cibacron 3 FGA -Sepharose column (lxlO cm)을 이 용한 affinity

chromatography 를 실시하여 순수 알부민 분획올 분리하였다(17) •

3. Haptoglobin의 정 체

원십분리된 혈청올 50% ammonium sulfate 로 침전시켜 침전물을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녹힌 다음 PBS 에 서 투석 한 후 PBS교

포화된 globin agarose affinity column(l x 10 cm)을 통과시 켰다. PBS로

충분히 세척해준 다음 1.6 M guanidine-HCl (pH 7.4) 로 용출시키고

마지막으로 3.2 M guanidine- HCl (pH 4.5)로 용출사켰다. 이 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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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filtrate (Amicon YM-I0membrane) 로 guanidine HCl올 체 거한 다읍

Cibacron 3 FGA-Separose column(1 x 10 cm)올 통과시 켜 홉착되 지 않고 용출된

시료를 항체생성용 항원 및 면역반웅 시료로 사용하였다 (18). 정체된

haptoglobin 은 헤모글로빈올 처리하여 전기영동법으로 검중하였다.

4. Ceruloplasmin의 정 제

Phenylenemethyl sulphonyl fluoride (PMSF)로 처 리 된 (처 리 농도

lmM) 신선한 혈청을 chloroethylamine affinity column (1.5xI0 cm)과 Zn-

affinity column (2 x 15 cm)울 통과시켜 분리청제 하였다. Chloroethylamine

affinity gel의 합성은 다음파 칼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Sepharose CL-68

100g을 4't 의 5M sodium hydroxide (NaOH) 250 ml에 섞 어 O't 에 서 45분간

반응시켜 Sepharose가 완전히 반웅물이 될때까지 교반하였다. 그후

epichIorohydrin. 100mI을 첨가하여 철저하게 교반하면서 상온에서 24 시간

방치 한후 70't 에 샤 45분간 heating시 켜 반웅올 중진시킨후 충류수로

미반웅불을 완전히 세척하였다. 그후 100 % chIoroethylamine 150 ml와

70 't 에서 2시간 반움시켜 그 생성물올 affinity gel로 사용하였다(19). Zn-

affinity· gel의 합성은 Sepharose 6B 109에 10 ml diglycidyl ether

(oxirane)및 20mg sodium borohydride를 함유하고 있는 0.6 M NaOH 10 ml과

섞어 25"c에서 8 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incubation 시켰다. 그후 10 L의

증류수로 완전히 세척한 다읍 2M Na2C03에 용해시킨 iminodiacetic acid

(2g/10 ml)를 65 't 에서 24시간 반웅시킨후 ZnCl 2 (mg/ml)을 통파시켜 affinity

gel로 사용하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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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백질 정량

단백칠 정 량은 Coomassie Brilliant Blue G를 사용한 Bradford (21)

방법올 이용하였으며 표준단백질로는 bovine serum albumin올 사용하였다.

6. 전기 영동 (electrophoresis)

ceruloplasmin, haptoglobin, eRP , albumin풍의 APR의분리 정제된

순수정체 유무률 조사하기 위하여 천기영동 방법을 이용하였다.

Non-dissociation 전 기 영 동은 Davis (22) 방법으로 7.5%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률 설시하였으며 dissociation 전기 영동은 Laem띠11

방법 (23)으로 10% SDS-PAGE를 실시하였다.

7. 단백철 염색

단백칠 염색은 Coomassiee blue 염색방법올 사용하였는데 Coomassie

brilliant blue R 250 (0.1%)을 포함한 중류수 :methanol: acetic acid

(8:1:1)를 혼합하여 Whatman No.1 filter paper를 사용하여 비용해성불결을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염색시간은 보통 mini-gel (I.Omm)의 경우 30분 내지

4시간올 경과하여야 하나 gel농도와 푸쩨에 따라 요구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

정체된 ceruloplasmin의 경우는 특여성 염색방법올 사용하였으며 가질로서

p-phenylenediamine을 사용하였다.

제 4절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1. 항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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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g 정도의 토끼 (Newzealand white , male)를 각각의 항원에 대한

항체생성용 실험동물로 사용하였다. 정제된 각각의 항원인 haptoglobin,

albumin , C reactive· protein, ceruloplasmin:올 I mg/ml되 게 농촉하여

complete Freund ’ s adjuvant (CFA)와 같은 volume으로 잘 혼합한 후 얼주일

간격으로 4회 근육주사를 실시하였다. 토끼 혈액의 채취는 heart

puncture방법으로 행하여 상온에서 clotting이 ‘일어난 후 냉동원심분리기

(Sorval. RC 5B)로 3,500 rpm에서 20분간 원섬분리하여 혈청부분만 취하였다.

: 항 혈청은 3.~ % ammonium sulfate 로 침전시킨 후 침전불융 saline으로

투석 하여 20 mM phosphate buffer (pH 6.4)로 포화된 DEAE - Sepharose 이 온

교환 column(2 x 20 cm)으로 통과시 켜 용출된 분획 을 Cibacron 3 FGA-Sepharose

column(l x 10 cm)올 통과시 켜 IgG fraction울 분리 하여 ELISA 측정 용 항체 로

사용하였다.

2. Competitive ELISA method

방사선 며폭후 혈 청내에서 급성반웅불질 (acute phase reactants:

APRs)의 증감 경향성을 추적하였다. Mlcrotitration plate (Nuck)에 coating

buffer (0.1 M sodium carbonate buffer , pH 9.6) 100 뼈에 항원 (haptoglobin

:400 ng , ·CRP: 375 ng) 올 회석하여 2 시간 동안 37t 에서 incubation 시컸다.

Incubation 후 2 % casein이 포합된 PBS 용액 100 뼈를 첨가하여 2시간 동안

다시 incubation·시키므로서 비특이성 결합을 방지하였다. 그 후 0.05% Tween

20이 함유된 PBS용액과 PBS용액으로 3회씩 세척한 후 50뼈의 1 항원용액 (2X

serial dilution)을 각 well에 첨가하고 향체를 1: 500으로 회석하여 각

well에 50μe씩 첨가시켰다. 그 후 일정하게 shaking 하면서 2 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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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c에서 incubation"하고 난후 PBS-Tween 용액과 PBS로 3회씩 다시

세 척하였다 • Horseradish peroxidase(HRP) conjugate된 anti- rat IgG rabbit

항체를 1: 3,000 으로 회석하여 각 well에 100~ 씩 첨가한 후 다시 2시간

동안 37°C 에서 incubation한 후 상 71 와 동일한 PBS-Tween 과 PBS 용액으로

3회씩 셰척하였다. 발색 기질로는 o-phenylendiamine 올 사용하여 50 mM

sodium phosphate citric acid buffer (pH 5.0) 25 ml , o-phenylenediamine 10

mg , 37 % hydrogen peroxide 10뼈 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반용은 5-10분

후에 2.5 M황산용액 100~를 첨가 하여 정지켰다. 그 후 plate를 492 nm에서

ELISA reader(BIO RAD Model 450’)로 측정하였다 (24).

3. Indirect ELISA method

각각의 항훤 (방사선 조사된 시료 , 정 체 eRP , albumin , cerulop

lasmin , haptoglobin)올 coating buffer (carbonate buffer , pH 9.6)로

2 fold dilution"하여 100JJt 씩 96 well micro titer에 옮겨 37 't 에 서 2시 간

incubation 시킨다. PBS-Tween 용액으로 3회 이상 세척한 다읍 PBS에 2%

casein이 함유된 용액으로 37 't 에서 다시 1-2시간 incubation 시킨다. 그 후

PBS-Tween 용액으로 3회 이상 세척한 다음 각 항원에 대한 일차항체를 적당한

농도로 회석한 후 각 well 에 100μe 씩 옮긴다. Humid chamber(37 't)에서

1-2시 간 incubation 시 킨 후 PBS-Tween 용액 으로 3회 이 상 세 척 한 다읍

효소 (HPR)가 결합된 이차항체를 PBS로 척당히 희석하여 100뼈씩 각 well 셰

옮긴다. 37't에서 다시한번 1-2시간 반용시킨후 PBS-Tween 용액으로 3회 이상

셔l 척한다. 거질혼합액 (75 ml phosphocitrate buffer: pH 5.0 ,

a-phenylenediamine 30 mg , 30뼈 hydrogen peroxide)을 100뼈씩 well에 옮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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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분간 반용시킨다. 반웅후 정지시 약으로 2.5 M sulfuric acid를 100 J.a£ 씩

첨가한 다읍 ELISA reader로 492 nm에서 0.0.룰 촉정하였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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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챙내 효소 활성도 변화

정상적인 사랍의 α-amylase의 활성도는 70 - 300 International

Uni t (I U/I)로서 전신피폭시 중간정도의 선량(2.5 Gy)에서 6 ,000 lUll 정도로

활성도의 증가를 보이고 았으며‘ 10 Gy 피폭시에서는 30 ,000 IUIl 정도까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26). 이러한 α-amylase의

전체활성도 변화는 청확히 dose-dependence한 경향성올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피폭후 3-6일 후에는 정상적인 수준올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후두암

종류의 질병올 가지고 있는 환자의 방사선 치료나 bone marrow (골수이석)올

위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차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 결파로서 침샘 (paratid

gland)이나 훼장(pancrease)의 손상으로 인한 것어라 하였다(27). 현재의

실험은 정상척언 흰취를 대상으로하여 각 선량별로 96 시간까지의

α-amylase의 활성도를 조사하였다.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은

실험동불군에서는 600-1 ,000 lUll 의 활성도를 나타내고 있고 0.1 Gy에서도

24샤간 정도에서 활성도 최고수준올 보이고 있으며 96시간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준요로 회복되고 있었다 〈그림 1, 표 2).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 알려 진

사랍에서의 측정 한계선량인 0.5 Gy보다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0.5 Gy이상의 선량에서는 최고활성도가 24시간 이후로 이동되고

있으며 96시간 경과시에서도 활성도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된 준위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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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조군과 조사된 흰쥐 간조직내에서의 a-amylase 의 활성도.
(Table 2. Serum a-amylase activities(lU/L) in control 히1d irradiated rats)

Time 6 hour 24 hour 48 hour 72 hour 96 hour
Dose(Gy)

control 942土89.5 896土80. 1 899±91. 4 1002土109.9 1100±91. 3

0.1 1299土124.9 1789±36 ‘ 3 2048土112.9 177l±128.9 1761 土147. 7

0.5· 1549土280.1 1890土236.6 1784±99.7 1540土105. 7 1160±92.1

1. 0 1142土90.2 1574土208.2 1656土49.4 1942土132.5 1676土134.8

2.0 1163土110.8 1578土179.2 1620±139.5 2094土67.9 1839土144.8

3.0 1192±70.2 1405±136.7 1906±88.3 1802±178.8 1743土116.'0

aOne international unit of activity =amount that catalzes the formation of
I umole of product per minute under 3'rC.

bCalculation of amylase activity =
~A/min x total volume of reaction mixture x 100 xl.25

Millimolar absorptivity of p-nitrophenol x lightpath(lcm) x sample volume(0.02)

CThevalues shown are the means together with their standars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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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 방사선 천신조사후 흰쥐 혈청내에서의 a.-amylase의 활성도 변화.
피폭훤 션량율 표시한 것임.

(Fig.I. a.-amylase activity ch와1ges in rat serum after whole body r-irradiation.
The symbols represent irradiation dose: (filled square) , control: (empty
square) , O.lGy: (Filled triangle) , O.5Gy: (hourglass) , lGy: (square with
X) , 2Gy: (plus) , 3Gy.)

각 기호는

n



있다. 또한 증가율은 2 - 2.5배 정도이며 방사선 치료환자의 100 lUll

정도와는 앙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정상적인 개체와

tumor1.i- 다른 질병올 가지고 있는 개체간의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로는 사랍과 실험동물군통 각 종간의 방사선에

대한 민강도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현재의 실험에서는 조사

선량(0.1 - 4 Gy)에 따른 dose-dependency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선량-활성도의 관계 보다는 방사선 피폭의 유무와 피폭시간의 경과둥올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올 활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hyperamylase는 방사선에 의해 야기될 수 있으며 pancrease는 2 Gy까지 영향이

없을 정도로 방사선에 강하지만 만약 salivary gland가 0.6 Gy이상 펴폭된다면

amylase의 증가를 검출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피폭하루만에 최대치를

이루고 3일 후에는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분명한 dose-dependence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28).

2. 간조직내 효소활성도의 변화

방사선 피폭시 serum내의 α-amylase의 활성도벅 중가는 캠샘의

손상에 외하여 70 -80% , 훼장의 손상에 의하여 20 -30%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조직에서 효소활성도의 변화를 측정하므로서 serum내에서

효소활성도의 변화와 비교하여 방사선에 대한 간초직의 민감도와 손상정도를

예측활 수 었다.

7r. Acid phospha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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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상적 인 사랍의 혈청내 acid phosphatase는 자궁압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 활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29). 이러환 경우에

방사선을 피폭 (0.5-5 Gy)시켜도 전체활성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청상적인

rat에서도 방사선 피폭시 (0.1-7 Gy) acid phosphatase의 활성도 변화는

감지할 수 없었다. 반면 간조직내에서의 활성도는 선량(0.1-2 Gy)에 따라

어느정도 유의성 있게 중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이러한 acid

phosphatase는 전리방사선에 기인한 lysosome의 얼시적인 osmotic lysis에

의한 활성도 증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의 실험적 data로서는

0.1 Gy에서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Lactate dehydrogenase (LDH)

방사선에 의해 야기되는 대부분의 glycogen 어나 포도당의 분해는

glycogen 합성 작용보다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30).

이러한 이유는 pyruvate까지 분해하논 효소들의 활성도가 감소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현재 간조칙에서의 LDH 활성도는 0.1 , 0.5 Gy에서 변화의

폭이 뚜렷하지 않으며 O.lGy 이상에서 활성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야러한 증가현상은 glucose 혹은 glycogen 생합성어 일어나는

조직 및 기관으로 간에 촉척된 lactate는 바로 pyruvate로 전환되 어 glucose

생합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사선에 의한 glycogen 합성의 활성화와 L~~

활성도의 증가현상은 서로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다. Glumate oxalate transaminase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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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방사선 전신조사후 흰쥐 간조직내에서의 acid phosphatase의 활성도 변화.
각 기호는 피폭된 션량율 표시한 것암.

(Fig.2. Acid phosphatase activity changes in rat liver at various time of post
-irradiation. ~he symbols represent irradiation dose: (filled square) ,
control: (empty square) , O.l~y: (Filled triangle) , O. 5Gy: (hourglass) ,
1Gy: (square with X). 2Gy. DOne unit of activity =change in optical
density of 0.001 per minute per mg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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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3.

(Fig.3.

방사션 천신조사후 흰쥐 찬조직내애서의 latate dehydrogenase의 활성도 변
화. 각 기호는 피폭된 션량율 표시한 것임.
Lactate dehydrogenase activity changes in rat liver at various time
of post-irradiation. 칸he symbols represent irradiation dose: (filled
square) , control: (empty square) , O.IPY: (Filled triangle) , O. 5Gy;
(hourglass) , lGy: (square with X). 2Gy. DOne unit of activity= change
in optical density of 0.001 per minute per mg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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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의 지표로서 사용되는 GOT는 방사선 피폭후 7-10일

이후까지 활성도의 증가현상올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31). 그려나 본

연구에서는 0.1-4 Gy선량에서 72시간 경파후까지 GOT의 변화는 조사선량 1 Gy

이상에서 활성도가 소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용 보이고 었다(그립 4).

라. Malate dehydrogenase (MDH)

당대사에 중요한 Kreb ’ s회로에 관계되는 malate dehydrogenase의

경우 0.1-2 Gy정도 에서는 피폭후 효소활성도의 중감에논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그렴 5). 이러한 결과는 해당작용과 Kreb ’s회로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효소들 활성도가 억제된다는 사실과 차이가 있는데

생리적으로 볼때 생체내에서 방사선량 중가에 따른 malate의 농도 중가에 따른

활성도 상숭으로도 추흑할 수 있다.

마 • β -Glucuronidase 및 Creatine kinase

Acid-phosphatase와 같이 lysosomal enzyme이 면서 방사선 피폭후

활성도의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0.1"" 2 Gy의 방사선 피폭후 72 시간

까지는 활성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96시간 경과후에야 활성도 감소가

일어나는 것올 볼수 었다(그립 6). 이러한 사실은 우라늄둥 방사성 물질올

잉어 둥에 투여 하였올 경우 간 조직에서 β-glucuronidase 활성도가 증가하는

경향파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32) • 측， 외부피폭은 내부피폭과 달리 생리적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방사선 피폭후 흰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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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4. 방사선 천신조사후 흰쥐 간조직내에서의 glutamate oxaloacetate trans
aminase(GOT)의 활성도 변화. 각 기호는 피폭된 선량을 표시한 것임.

(Fig.4.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 activity changes in rat liver at
various time of post-irradiation. 하he symbols represent irradiation
dose: (fi lIed sq뼈re) ， c。ntro1; (empty square) , 0.lGy; (Fil1ed tri히19le)

, O. 5Gy: (hourglass ), lGy: (square with X).2Gy. Dane unit of activity
=ch없1ge in optical density of 0.001 per minute per mg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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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ig.5.

방사선 전신초사후 훤취 간조직내에서의 malate dehydrogenase의 활성도 변

화. 각 기호는 피폭된 선량을 표시한 것임.
Malate dehydro응~nase activity changes in rat liver at various time of
post-irradiation. 칸he symbols represent irradiation dose: (filled
square) , control; (empty square) , 0.1맹; (Filled triangle) , a.5Gy:
(hourglass) , lGy; (square with X) , 2Gy. DOne unit of activity=change
in optical density of 0.001 per minute per mg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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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6.

(Fi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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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전산조사후 흰쥐 간조칙에서의 β-glucuronidase의 활성도 변화. 각

기호는 피폭된 선량을 표시한 것임.
β -glucuronidase activity changes in rat liver at various time of post
-irradiation. -rhe symb이 s represent irradiation dose: (filled square) ,
control: (empty square) , O.19Y: (Filled triangle) , O.5Gy: (hourglass) ,
1Gy: (square with X) , 2Gy. DOne unit of activity = change in optical
density of 0.001 per minute per mg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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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내에서 creatine kinase의 활성도 변화는 1 Gy이상에서 72 시간 까지

활성도의 증가현상올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간조직에서의 creatine

kinase 의 활성도 변화는 없었다(그림 7). 따라서 혈액내에서 충가된 상기

효소의 활성도는 간조직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요리라 생각된다.

혈 액 내 에 서 alkaline phosphatase는 0.1-4 Gy의 방사선이 조사된 이후

24시깐까지 활성도가 충가하다가 72시간 경파시에는 대조군과 비슷한 활성도를

보이고 었으나 간조직의 경우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특여성은 없었다. 반면

acid phosphatase의 경우 간조칙에서는 조사선량(0.1-2 Gy)에 따라 유의성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혈액내에서는 오히려 활성도의 변화가 없었다.

다른 연자들에 의하면(33) 방사선 조사된 모든 그룹에서 혈액내의 acid

phosphatase 효소 활성도가 감소 한다고 하였는데 그 경향이 dose dependent한

e “

특성이 있었요나 8 Gy로 조사된 실험동물의 경우 방사선 조사 15일 어후

부터는 중가된다고 보고하였다. LDH의 경우 간조칙에서 비교척 저선량

(0.1-0.5 Gy)에서는 효소활성도의 변화가 적으나 1 Gy 이상에서는 활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올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혈액중에서는 LDH가 방사선 조사후

활성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올 나타내고 있으묘로 서로 상반되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활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그룹의 연구에 의하면 비교적

고선량 (Is Gy)의 방사선이 조사될 경우 실험풍물에서 LDH는 24시간만에 감소한

반면 4-8 Gy의 경우 5일만에 LDH의 활성이 감소하면서 dose-dependence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34). 반면 ADH는 4-15 Gy의 방사선이 조사된 모든

실험동물에서 24시간 만에 활성이 감소하였다가 15일째는 회복되는 경향올

보인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소일자라도 방사선 피폭후 간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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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방사선 천신조사후 흰쥐 간조직에서의 creatine-kinase의 활성도 변화. 각

기호는 피폭된 선량을 표시한 것임.
(Fig.7. Creatine kinase activity ch하~es in rat liver at various time of post

-irradiation. srhe symbols represent irradiation dose:(filled square) ,
control: (empty square) , O.lPy: (Filled triangle) , 0.5Gy: (hourglass) ,
lGy: (square with X). 2Gy ‘ DOne unit of activity = change in optical
density of 0.001 per minute per mg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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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액내에서 활성도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논것은 방사선이 효소에

직접적으로 영향률 주기보다 생체 대사과정에 영향올 주므로서 복합쩍인

요인에 의혜 혈액과 간조직사이에 동알한 경향성올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사선량과 피폭후 경과시간애 따른 경향성을 분석한다연 의미있는

결과를 얻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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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반웅은 열， 식균작용둥이 수반되는 반웅으로 혈액내에서

’중금속야 변하고 간조직에서 급성반용 단백질의 분비와 함께 아미노산의

대사율이 중가한다 (35). 박돼리아의 성장은 조직내의 endotoxin의 양과

연관이 있고 이물질올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초직척인 염중 대웅기작이

작용하게 되며 주로 급성반용 단백질이 생불학적 지표로 가장 많아 연구되어

지고 있다. 건강인의 경우 혈장단백질은 체내 총단백질이 약 3.5%를 점하며

단백질 대사의 약 10%가 혈장으로 전환된다. 염충에 대한 급성반웅이

진행되는 동안 혈장 단백질로 전환되는 아미노산의 대사는 2-10배 정도

증가되며 대부분이 급성반웅 단백질로 사용된다. 급성반웅 단백질은

혈청단백질의 서로 다른 그룹을 통칭하며 다양한 종류의 외부자극， 급성염중

및 necrosis같은 조직 손상둥에 대웅하여 혈중농도가 변화될 수 있다 (36 , 37).

사람의 경우 가장 잘 연구되어진 급성반용 단백질은 αl-acid glycoprotein

(AGP) , a] -antitrypsin (α ]-AT) , a]-antichymotrypsin (ACH) , serum

amyloid A (SAA) protein , haptoglobin (HPT) , ceruloplasmin (CER) ,

fibrinogen (FIB)과 C-reactive protein (CRP)둥이 다 • 급성 염종의 경우 e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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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와 ACH는 조직손상후 12시 간만에 상송하게 되 며 AGP , ai-AT , HPT와 FIB는

척어도 24시간후에 혈중농도가 중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혈중애서 이러한

단백질의 농도 변화논 서로 연관성이 있다. 측， 최고 농도와 변화율은

아미노산의 합성과 동화율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 대부분의 급성반웅

단백질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2-4일여지만 CRP와 SAA만 예외척으로 5-7시간으로

매우 짧다. Kushner(38)에 의하면 급성 반용 단백질은 크게 3 group으로

구분활 수 있는데 첫째， CRR 같이 농도가 약 50% 증가되는 것 둘째， AGP ,

a. i-AT , ACH , HPT같이 2-4배가 중가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CRP , SAA같이

수백배 증가되는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급성반웅 단백질은 조직손상이나

외부자극어 있을 경우 매우 신속하게 변화하므로 이들의 준위를 쉽게 검출할수

었으며 biomonitoring에 왜우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급성 반웅

단백질은 다양한 종류의 조직손상에 비특이척 (non-specific)야기 때문에 다른

외부자극도 정확하게 감지활 수 었다.

1. C-reactive protei~ (CRP)의 정 체

CRP는 1930년대에 ’fillet과 Francis7} 쳐읍으로 혜염구균성 혜염환자의

혈청에서 발견한 일종의 특수단백질로 이단백질을 c-polysaccharide의

향체라고 믿었다. 그러나 CRP는 혜염구균과는 전연 관계없는 여러가지 염증

또는 조칙파괴때도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eRP의 검사는 일반적인

급성염충 또는 조직파괴의 예민한 지표로 사용되며 염종의 원인이나 부위는

구별할 수 없으나 eRP는 혈침보다도 더 예민 하게 또한 꺼짓없이 영중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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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나타나고 그정도로 알 수 있으며 염중이 사라지면 이것도 없어지으로

급성염충의 좋은 지표가 되는 것이다· CRP의 검출은 주로 혈청반웅올

이용한다. 측， CRP률 순수정께하여 이것을 향원으로 토끼에 면역시킨

항혈청율 이용하여 시료항원파 반웅시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영동올 하면 β

와 r globulin 사이에 위치하는 일종의 globulin임올 알 수 있고 70% 에서

30분간 가열하면 파괴되고 혈청외에 peritoneal fluid나 synovial fluid풍

다른 체 액중에도 폰재하고 있다. 임상적으로 CRP는 acute inflammatory

disease의 정도를 판정하고 조직붕피때 중가되는 acute phase reactants의

동태를 판단할 뿐아니라 CRP의 반용정도로 질병의 중중도 및 경파를

판단하는데 웅용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방사선에 조사된 실험동물의 혈청올

phosphorylcholine affinity chromatography를 실시 하여 단일 peak를

얻은후(그림 8) 농축하여 Sephacryl 5-300으로 gel filtration을 하여

순수청제된 eRP를 얻었다. 순수청제된 CRP는 non-denature PAGE에서 단일

band로 확인되었다(그림 9). 정상척으로 CRP는 인간의 체액충에 아주 소량만

존재하고 있으나 질병이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 혈청이나 체액내에서 0.1 g/ml

이하에서 100 - 500 g/ml로 단시간 (24-48hrs)내에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39).

토끼의 경우도 eRP가 사랍에서와 같이 조직손상이 있올 경우 비슷한

증가배율올 나타낼 수 있으며 ιimulus pool}ψ'1Jemus같은 원시형태의 생볼에서도

초기 방어 71 작의 일환으로 CRP의 농도는 몇일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외부의

자극이 사라지면 정상준위로 곧바로 회복된다(40).

2. Ceruloplasmin의 정 제

一 30-



40

그립 8. Phosphorylcholine affinity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에 의한 흰춰 혈청에서

c-reactive protein의 분리 .
(Fig.8. Spectrophotometric profile(280r뼈 。f rat serum protein eluted from

phosphorylcholine affinity column. Fractions were collected in 3.~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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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9.

방법7.5% 아크럴아마이드비변성 조건에서의 정제된 c~reactive protein의

에 의한 전기영동

PolyacryJamide(7.5%) gel electro야loresis of rat serum c-reactive protein
in non denaturing condi tions.lane(a). Purified c-reactive protein: lane
(b) crude rat serum}

9.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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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uloplasmin은 130 ， 000-160 ， 000정 도의 분자량을 가져고 있는

단량체로서 구리를 함유하고 있으며 효소기능둥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다. 이미 보고된 바와같이 (4 1) 정제과정중 serine계통의 protease인

trypsin과 plasmin의 영향을 받지 쉬우므로 serine protease의 억제물질인

PMSF(Phenyl methyl Sulphonyl Fluoride)를 정 제하고자 하는 혈 청 시 료와

측정하고자 하는 혈챙시료에 1 - 10 mM정도로 처리하여 단백질 분해효소의

영향을 극소화 하였다. 이러한 악제불질이 처리되지 않은 분리된

ceruloplasmin 의 경우 non -denaturing 조건하에서는 단일 band로 분리되지만

(그림 10) denaturing 조건하에서는 단백질 분해효소의 영향을 받아

subfragment가 생 성 된다 (그 림 11) . 또 정 제 된 ceruloplasmin은

freeze-thawing을 반복하게 되면 oxidase기능이 상설하게 되며 함유하고 있는

구리가 분차 에서 이탈하게 되어 극히 일부분 단백질 분해효소의 영향올

받았던 분차가 파괴되어 ELISA측정이나 효소 활성도 측정으로는 부적절하게

되어 처리된 시료는 측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ethylamine affinity chromatography와 metal(Zn) chelate affinity chromato

graphy에 의한 분리정제 방법은 상당히 빠른 방법으로 polyclonal antisera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그립 12, 13)

3. Haptoglobin 및 Albumin 의 정 제

Haptoglobin은 생체내에서 hemoglobin과 결합하여 철의 체외손실을

방지하는둥 다양한 가능올 카치고 있는 단백질로서 총에따라 분자적 구조나

조성의 차이가 많지 않으며 rat haptoglbin은 human haptoglobin type }-1과

%

써



a b c

그림 10. 비변성 조건에서의 정쩨된 ceruloplasmin의 7.5% 아크릴아마이드 방법에 의한
천기영동.

(Fig.10. Polyacrylamide(7.5%) gel electrophoresis of rat serωn ceruloplasmin in non
denaturing conditions. lane(a ), Crude serum sample: lane(b ), Ceruloplasmin
purified by affinity chromatography: 1없le(c). p-phenylenediamine specifi c
staining of ceruloplas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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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럼 11. 변성조건에서의 정체된 ceruloplasmin 의 7.5% 아크럴아마이드 방법에 의한
천기영동.

(Fig.ii. Polyacrylamide(lO%) gel electrophoresis of rat serum ceruloplasmin in
denaturing condition. lane(a) , standard marker: Bovine serum albumin
(66.000) , Egg albumin(45.야0) ， Carbonic anhydrase(29.000) , Trypsj~

비，ibitor(20.100). a-Iactalbumin(14.200); lane(b) , Crude serum:lane(c)
Purified ceruloplasmi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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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2. Ethylamine-sepharose affinity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에 의한 흰쥐 혈청

에서 ceruloplasmin의 분리.

(Fig.12. Spectrophotometric profile(280nm) of rat serum protein eluted from
Ethylamine-sepharose affinity column. Fractions were collected in
3.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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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Metal(Zn)-cheleate affinity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에 의한 흰춰 혈청에서
ceruloplasmin의 분리.

(Fig.13. Spectrophotometric pro(ile(280nm) of rat serum protein eluted from
metal(Zn) chelate affinity column. Fractions were collected in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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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a 2-g lycoprotein이다 (42) . 일반적으로 affinity chromatography로

hemoglobin-sepharose를 사용할 경우 albumin , hemopexin , albumin dimer둥의

단백질들이 오염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heme group을 제거한 globin-Sepharose

matrix를 사용하였다(그림 14). 대부분의 haptoglobin은 hemoglobin의 globin

group과 결합하며 hemopexin은 heme group과 결합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hemopexin 은 제거되게 된다(그립 15 , 16). 일부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albumin의 경우는 Cibacron 3 FGA Sepharose 를 통과시킬 경우 대부분의

albumin은 이 러 한 matrix 에 결합하게 되 나 haptoglobin 의 경우는

용출된다(그림 17). . Haptoglobin은 hemoglobin과의 반웅이 급속하게

일어나므로 채혈시 erythrocyte가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

haptoglobin은 작은 분차량의 a 사솔 2개와 큰분차량의 β사슬 2개의 4량체로

구성 되 어 있는 100 KD의 분자량올 가지고 있으며 이 러 한 사솔간에 disulfide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자에는 상당히 단단한 형태로

이루어쳐 용출 buffer자체도 고농도의 guanidine-HCl 퉁의 극한조건풍을

사용하여야만 정제되어 질 수 었다. Albumin의 정제 결과는 그림 18 ， 19에

표시하였다.

4.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혈액내 조성들의 정량척인 측정방법으로 일반 효소기놓올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광화학적 측정합법으로 10-3
정도까지의 홉광도의 변화를 측정활 수

있다. 현재 실험에 사용 되고 있는 단백질은 ceruloplasmin의 경우 효소척

특성이 (oxidase)기질 특이성에 의하여 효소적 측정을 할 수 있으나 혈액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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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4. Globin-agarose affinity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에 의한 흰쥐 혈청에서
haptoglobin의 분리.

(Fig.14. Spectrophotometric profile(280nm) of rat serum protein eluted from
globin-agarose affinity column. Fractions were collected in 3.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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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5. 바변성 조건에서의 정제된 haptoglobin 의 7.5% 아크렬아마이드 방법에 의한 천

기영동.
(Fig.15. Polyacrylamide(7.5~) gel electrophoresis of haptoglobin in non denaturing

conditions. lane(a) , Rabbit hemoglobine: lane(b) , Haptoglobin + rabbit
hemoglobin(erythrocyte lysate): lane(c) , Haptoglobin purified by affinity
chromatography: lane(d) , Crude serum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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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변성조건에서의 정져l된 haptoglobin의 7.5% 아크렬아마이드 방볍에 의한 전
기영풍.

(Fig.16. Polyacrylamide(l~) gel electrophresis of haptoglobin in denaturing
condition. lane(a) , Purified haptoglobin: lane(b) , Crude serum:lane(c)
’ Standard marker BSA(66.OOO) , Egg albumin(45.000) , Carbonic anhydra~~
(29.000) , Trypsin inhibitor(20.100) , a-lactalbumin(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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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7. Cibacron 3FGA sepharose affinty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에 의한 흰쥐 혈청

에서 haptoglobin의 분리 .
(Fig.17. Spectrophotometric profile(280nm) of rat serum protein eluted from

Cibacron 3FGA-sepharose affinity column. Fractions were collected in
3.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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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버변생 조건에셔의 정쳐l된 albumin의 7. 5% 아크릴아마이드 방법에 의한 천기

영동.
(Fig.18. Polyacrylamide(7.~) gel electrophoresis of rat albumin in non denaturing

condi 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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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변성조건에서의 정제된 albumin의 7. 5% 아크릴아마이드 방법에 의한 천기영동.
(Fig 19‘ Polyacrylamide(I~) gel electrophoresis of rat serum albumin in denaturing

condition)

- 44-



oxidase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요소틀의 작용올 받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CRP나 haptoglobin , albumin둥윤

이러한 효소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인 방법은 ELISA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혈액내 조성틀올 정량화하려면 가장 좋은 ELISA

방법으로 sandwitch 방법과 competitive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각기 장점과

불편한점이 있다(43). Sandwitch 방법의 경우에는 최총적 단계에 처리하는

antibody에- 검출할 수 있는 효소， 예를들어 peroxidase~ alkaline

phosphatase둥을 직접 labelling 시켜야 하는 불편이 있다. Competitive한

방법은 향상 정제된 항원올 필요로 한다는 불편이 있다. 특히

ceruloplasmin의 경우에는 freeze - thawing을 반복활 경우 항원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므로 즉시 실험에 사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ompetitive

ELISA 방법 을 사용하였는데 plate 에 coating하는 antigen의 양은 각각의

항원의 농도률 회석하여 indirect 한 방법으로 ELISA를 실시하여 홉광도가 0.8

- 1.3 사이되는 항원의 농도를 고정시켰다(그림 20). 일반적요로

ceruloplasmin의 농도는 4.54 }Jg Iml , CRP는 3.75 pg Iml , haptoglobin은 3.5

얘 Iml로 결정하여 100μ l씩 plate에 coating하였다. 각각의 항원에 대한

표준독선올 정하가 위하여 ceruloplasmin은 0.02 - 40 뼈 사이에서 항원량을

결정하여 competition 올 시겼고 CRP는 0.02 - 20 때， haptoglobin 은 0.002 - 4

때사이에 항원량을 결정하여 plate에 coating훤 항원과 competition올 시켰다.

각 well 에 첨가되는 항체의 양은 원래 정체하려고 하는 crude antiserum.셔

volume파 DEAE -Sepharose 와 Cibacron 3 FGA -Sepharose 를 통과시 킨 후의

volume울 일치시켜 1/500정도 회석하여 사용하였다. 각 sample 의 측정은

방사선올 피폭시키지 않은 rat와 1 Gy 피폭시킨 rat의 serum올 각각 회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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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0. 간접척 ELISA 방법에 의한 급생반웅불철 (ceruloplasmin,
haptoglobin)의 coating효율.

Coating efficiency of APRs(ceruloplasmin , haptoglobin , c-reactive protein)
to the microtiter well measured by indirect ELISA. The symbols represent
APRs: (filled square) , c-reactive protein: (empty square) , ceruloplasmin:
(plus) , haptoglobin)

c-reactive prot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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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well 에서 competition올 시켰다. Ceruloplasmin의 경우 회석법위를 16

2 ， 048배 사이에서 회석시켰으며 CRP는 8-2 ， 048때， haptoglobin은 16-8 ， 192배로

회석시켜 사용하였다. 각각의 standard curve(표준곡선)에서 50% 억제되는

항원량을 결정하고 각각의 시료에 있어서 50% 억제시키는 희석정도를 구하여

serum에 있어서 상대적 인 농도를 구하였다( 1 linhibition vs 1

/concnetration). Albumin의 경우는 serum 농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serum을 상당히 회석 시키게 되면 albumin에 대한 항체와의 비특이성

결합을 최소한으로 출일 수 있다. 따라서 청제된 항원올 80 ng/ml - 40 때 Im1

사이에서 회석시켜 표준곡선올 ’ 작성하였다. 방사선 조사시료 및 대조군

시료는 200-60 ， 000배까지 회석시켜 표준곡선과 비교하여 albumin농도를

결정하였다(그립 21 , 22 , 23 , 24).

가 • Ceruloplasmin 의 농도 변화

현재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은 실험동물에서는 482 μg/ml 의

ceruloplasmin 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1 Gy 피폭된 흰쥐의 serum에서는

6시간이후에 387 .4 μglml， 24시간 경과시에는 2.09 mg/ml , 48시간에는 1.929

mg/ml , 72시간 경과시에는 1.579mg/ml , 96시간 경과시에는 0.676 mg/ml의

농도를 보야고 있다. 피폭후 6시간 경과시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실험실내에서 ceruloplasmin분자가 laser radiation에서 활성도가 감소하걱

610nm에서 홉광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44)로 보아 전리방사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농도가 감소하눈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24시간 경과사에는

500%이상 증가하고 96시간 경과시에는 정상적인 수준을 보이고 었다(그림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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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흰쥐 haptoglobin의 ELISA 표준곡선.

(Fig.22. ELISA standard curve of rat serun haptoglobin(competi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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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 러 한 ceruloplasmin의 생 리 적 특성은 ferrous iron·으} 산화에 관여하여

apotransferrin의 결합형 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려방사선에 의한 이러한 작용억제가 ceruloplasmin양의 충가에 의하여

감소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나 • Haptoglobin 의 농도 변화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은 대조군에서의 haptoglobin의 농도는

411 μ glml serum으로서 자금까지 보고되었던 500μglml serum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24). 1 Gy의 방사선 피폭후에는 피폭후 6시간 경과후부터

200% 이상 급격히 충가하여 72사간 경과시에는 580%까지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그립 27 , 28). 방사선 피폭후에는 serum내에서는 lymphocyte

granulocyte , platelet동 blood cell들의 숫자가 0.5 Gy 이상에서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생성될 수 있는 free hemoglobin은 haptoglobin과

결합하여L 간에서 분해된 후 철은 다시 혈액내로 홉수되어 철의 손실을 막게

된다. 따라서 방사선 찍폭후 이러한 중가되논 haptoglobin의 양은 생리적으로

증가되는 free hemoglobin에 의한 철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활

수 있다고 하겠다.

다. C-reactive protein 의 농도 변화

일반척으로 C-reactive protein은 정상적인 사람에서 1.3

mgll농도를 보이고 있으나 외과적 수술후나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의한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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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25. 고정항원 (ceruloplasmin) 의 흰쥐 혈청내 항원에 의한 폴리를론항체반용의 억

제율. 각 기호는 ELISA에 사용되는 천신조사후 시간별로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을 표시한 것엄.

(Fig.25. Inhibition by rat serum ceruloplasmin of reaction of polyclonal antisera
with immobilized antigen(ceruloplasmin) on solid phase well. The symbols
represent serum acquired from rats at various time after whole body }'-
irradiation(lGy): (filled square) , control: (empty square) , 6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triangle) , 24 hour after irradiation; (hourglass) ,
48 hour after irradiation: (square with X), 72 hour after irradiation;
(plus) , 96 hou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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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6. 방사선 전신조사 (lGy)후 흰쥐 혈청내에서의 ceruloplasmin 의 농도변화.

(Fig.26. Changes in concentration of ceruloplasmin in rat blood serum after
whole r- i rradiation<l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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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7. 고정항원 (haptoglobin) 의 흰쥐 혈청내 항원에 의한 폴리클론항체반웅의 억제

율. 각 기호는 ELISA에 사용되는 천신조사후 시간별로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율 표시한 것임.

(Fig.27. Inhibition by rat serum haptoglobin of reaction of polyclonal antis~~~

with immobilized antigen(haptoglobin) on solid phase well. The symbols
represent serum acquired from rats at various time after whole body
r-irradiation(lGy): (filled square) , control: (empty square) , 6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triangle) , 24 hour after irradiation:
(hourglass) , 48 hour after irradiation: (square with X) , 72 hour after
irradiation: (plus) , 96 hou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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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28. 방사션 천신조사 (lGy)후 흰쥐 혈청내에서의 haptoglobin 의 농도변확.
(Fig.28. Chan응es in concentration of haptoglobin in rat blood serum after

whole body r-irradiation<l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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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에 대용하여 400 mg/l 수준으로 증가 한다고 하였다(45). 현재 정상적인

rat에서 600 때 Iml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보고된 정상치

수준이 3.5-700 뼈 Iml둥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각가 실험실

조건이나 실험동물 상태둥 여러 환경조건하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CRP 역시

1 Gy 방사선 피폭후 6시간경과 후부터 200% 이상 증가하기 시작하여 96시간

경과후에 500% 이상 증가하는 현상올 봅 수 있다(그림 29 , 30).

라. Albumin 의 농도 변화

정상적 인 대조군에서의 albumin의 농도는 25.6 mglml로서 lGy

펴폭후 6시간 。l 후에 50% 로 감소하였고 48시간 이후에는 30% 까지 떨어지고

있다가 72시간 이후에 다시 정상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립 31 -- 33).

Ablumin의 생리적 특성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작 동물 조직 및 세포의 삼투압

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사선 피폭후 간조직 세포의 단일막으로

되 어 있는 lysosome이 파괴되 어 acid phosphatase둥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도 전리방사선의 직접적인 영향이기보다는 혈액내에서

albumin량의 감소에 의하여 삼투조절 능력 부족에 따른 osmotic

shock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부난할 것이다. 혈청중 당단백질은 감염， 염중동

외부영향으로 중가할 수 있으나 혈청에서 당단백질의 분포와 농도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을 mice와 dog에서 연구한 결과 치사선량 정도 조사된 동물에객

상당한 충가현상올 나타내었으나 저선량올 받은 동물에서는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46). 그러나 transferrin , haptoglobin , β 2- glycoprotein , a 2

-macroglobulin둥은 농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공통쩍으로 이들은

런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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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9. 고정항원 (c-reactive protein) 의 흰쥐 혈청내 항원에 의한 폴리클론항혜

반웅의 억제율. 각 기호는 ELISA에 사용되는 전신조사후 시간별로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율 표시한 것임

(Fig.29. I바libition by rat serum C-reactive proteinof reaction of polyclonal
antisera with immobilized antigen(c-reactiv’e protein) on solid phase
well. The symbols represent serum acquired from rats at various time
after whole body irradiation(lGy): (filled square) , control: (empty
square) , 6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triangle) , 24 hour after
irradiation: (hourglass) , 48 hour after irradiation: (square with X) ,
72 hour after irradiation: (plus) , 96 hou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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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0. 방사션 천신조사 (lGy)후 흰쥐 혈청내에서의 c-reactive protein의 농二
변화.

(Fig.30. Changes in concentration of c-reactive protein in rat blood serum
after whole body r-irradiation(l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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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방사선 조사후.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융 사용하여 실시한 albumin ELISA.
각 기호는 ELISA에 사용되는 천신조사후 시간별로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
을 표시한 것임

(Fig.31. ELISA of albumin with crude serum acquired from rats after whole body}'
-irradiation. The symbols represent serum acquired from rats at various
time after whole body r-irradiation(lGy): (filled square) , control:
(empty square) , 6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triangle). 24 hour
after irradiation: (hourglass). 48 hour after irradiation: (square with
X) , 72 hour after irradiation: (plus). 96 hou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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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방사선 전신조사(lGy)후 흰쥐 혈청내에서의 albumin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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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빽질 자체에 당이 많이 결합 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방사선 피폭후 단백질

분획에 대한 전기영동학적 분석은 albumin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실험은 mice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사랑의 경우

thymidine의 농도가 생취의 1/10 밖에 되지 않으므로 기술척으로 인간에

쩍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었다. 방사선 피폭후에는 핵산이나 단백질의

상당히 많은 효소학적 파피가 유발될 것이다. 그결파 신장올 통한 핵산물질，

아미노산 및 대사산물의 배출이 증가한다. Solovasky와 Shopova(47)에 의하면

기관세척 액 (bronchoalveo1ar lavage fluid:BALF)에 4-15Gy까지 천신조사를 한

겸우 피폭초기에 총단백질이 통계학척으로 의미있게 감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방사선이 혈챙 알부민의 감소를 야기함으로써 혈청의 주된 성분의

감소에의한 총단백질의 감소로 추정되고 있다(48 ， 49).

결론적으로 상기에서 언급된 급성반웅 단백질(APRs)들은 대부분 염증반용

이나 외상， virus 감염， hormone 투여， 제조약의 투여퉁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혈중농도가 상숭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숭요인외에도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상숭될 수 있움이 본 실험에 의해 그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현재의 실험적

결과로는 단일선량(lGy) 에 있어서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지만， 이와 같이 변화된 수준이 어느정도 유지되는 지， 또한 각 선량에

따른 dose-dependence륜 보이는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해보아야 활 것이다.

다만 염중이나 외상둥 다른 상숭요민들보다는 방사선 피폭이 haptoglobin이나

eRP의 경우 변화된 수준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96 hour). 이러한

결파로 보아 최소한 방사선 피폭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물질

로서의 가농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방사선 피폭은 면역기능 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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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염증반웅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유발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방사선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도 여 때문에 유발된 이차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급성 반웅불질틀은

예측된 생 리 적 특성 에 따라 그불질올 radiation protection에 이 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들어 그 기능이 촬분명하게 밝혀진 C-reactive

protein외에 haptoglobin와 경우는 hemoglobin파 결합올 하므로서 침투된

병원성 유기체가 철의 이용을 막는 작용올 하여 셰균발육 저지재

(bacteriostat)의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제안되었으며 ceruloplasmin은

laser방사선을 홉수 분자자체의 활성도흘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방사선 피폭후 6시간 경파시 74%까지 감소하는 현상올 보면

ceruloplasmin 자체가 전려방사션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완충작용율 하는

분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어러한 급성반용 물질 이외에도

a 1-ant1trypsin, α 2-macroglobulin, transferrin풍 다른 종류의 급성반용

물질도 그 생리적 특성 규명 및 방사선 피폭에 대한 변화1 양상을 추쩍하므로서

생물학적 선량평가 기술 및 방사선 망어의 기초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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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반용물질은 방사선피폭 반용양상에 따라 albumin은 음성 반웅불로，

CRP , ceruloplasmin , haptoglobin은 양성 반웅불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

쩍용한 ELISA의 경우 상당히 민캄한 단백질 측청방법으로 혈청내 단백질의
변화률 신속.용이하게 감지할 수 있었으므로 APRs와 함께 ELISA 거법올

잘 활용할 경우 아주 유용한 생물학척 선량평가방법이 될 가농성이 있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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