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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 제목

생물학적 선량명가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비상시 개인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발중에 았다. 특히 많은 생물학척 기술은 방사션 피폭의 초기 감지를 위

하여 사용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생물학적 선량형가기술은 초보단계

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량병가를 위해 지표물질들을 추척하여

작업종사자나 비상사 개선된 생물학척 지표를 제공하므로써 방사선 방어를

위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I명카하는데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생물학적 선량평가 기술개발 제 3차 년도로써 연구의 내용 몇

범위는 방사선 조사 후 실험동물인 흰쥐의 혈액내에 존재하논 급성반웅 단백

질의 변화를 정량화하고 효소면역 측장방법(표.JSA)의 표준화 작업이었다.

특히 각 선량의 전신 피폭에 대하여 haptoglobin, a1머la-l 라I피trypsin， C

reactive protein{CRP), ceruloplasmin, alpha-l acid glycoprotein, 머pha-2

macroglobulin 뻐d 뾰1엎많in과 같은 급생반응 물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걸향척 효소변역 측정방법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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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O.IGy에서 3Gy까지 조사한 설협동물(흰쥐)을각각 6, 24, 48, 72, 96서간 경

과후에 혈액을 채취하여 haptoglobin, c많피oplar피n， C-readive protein,

atpha-I acid glycoprotein, at며la-I anti따psm， 빼lsferrin동의 급성반응물질을

길항적 효소변역 측정방법 (competitive enzyme linked imnnmosorbent assay :

ELISA)로 측정하였다. O.1Gy에서 피폭완 흰쥐에서는 피폭 후 %시간 경과시에

haptoglobin, C-reactive protein, alpha-l antitrypsin동은 정상적인 대조군

보다 약 4배 정도 증가하였고 transfl밍lin은 ν2로 감소하였다.C많u10plasmin은

피폭 후 24시간 경파시 4배 정도로 증가하였다가96시간 경과시 정상척언 수준

을 보였다. 반면 alphaI-acid glycoprotein의 경우논 변화를 보이고 었지 않았

다.3.α:iy 피폭된 흰쥐의 경우 피폭 후 장시칸 경과시， 2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방사션에 대한 이러한 생화학척 반용은 선량과의 상관관계가 멸접 하지는 않으

나 O.lGy의 홉수선량을 측정활 수 있을 만큼 민감도플 가·지고 있다.

상기의 결과는 사람의 혈청을 대상으로 하여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방사션 치

료환자의 피폭여부및 선량명가에 척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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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 단oject Ti피e

Dev머opment of Technology for Biological Dosimetr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깐oject

Many 1:t녔miques and devices capable of meas따m양 tJle dose to an

ill버vidual in emergencies are in use or under development Numerous biu

techniques can be employed for early de없피on ‘’f radiation e찌Josure， but

pr많ent 앞ate of technology for biological dosimetry is now on i않 early

developmental stag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따ch for indicators

for dosirr.ε:t:Iy， to provide in따oved bioindicators 피 ‘)c.cupati‘)n매 or

emergency se며ng and es마nate h많l암1 effect for the radiation protec‘tion.

Ill. Scope and Contents of the 단oject

As the 갑Iird ye떼s work of ’Delvelopment of 'Technol ‘)~y for Biologic떠

Dos따Ieσy ’ 납us study have hea띠ly leaned on the standardization of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and arllm:'ll experiments in which the

m떠n wo하( scope was the quantification of changes ‘)f acute phase pr‘)teins

in rat s많mn afg 6OG1 gamma-iIradiation- ms뻐:ial， competitive ELISA

technique has 야~n develo야d to measure acute phase reactants in rat

serum such as haptoglobin, alpha一lanti따psin， C-reactive prutein(CHP),

ceruluplasmin, alpha-Iacid glycoprotein, al때m-2macm셈이꾀ill 때d transfenin

after whole body 따adia디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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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es비ts and 만oposa1 for Application

Adult rats were treated a single, whole body exposure to a d‘’se ‘)f
0.1, 0.5, 1.0, 2.0, 3.0Gy. The animals were sacrificed 6, ’24, 48, 김， 96

hours following exposure. The amount of serum acute phase pmteins(

haptoglobin, ceruloplamin, C-reactive protein, 떠pha-1 antitrypsin, aJpha-1

acid glycoprηtein ， tranferrin) were measured by competitive ELISA. In

the 0.1Gy irra마ated rats, serum haptoglobin, C-reactive protein and

alpha-l antiσypsin were 400% higher and serum σansferrin was 50%

lower as compared to controls, 96 hours after irradiatiun. Ceruloplasmin

increased by 400%, 24 hours 하ter irradiation, but, 96 hours 쉰t얹·

irradiation, the concentration of this protein in rat returned to nonnaJ

level. On the other hand, no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case of

alpha-l acid glycoprotein. In the group of the :{OGy irradiated ra잉，

없nf，따in increased by 때0%， 96 hours at않r irradiation. These

biochemical responses to radiation did not show dose-dependent relation,

but the sensitivitiy of the indicators was high ennu당h to detect absorbed

dose of O.1Gy.

The above results can be applied to the measurements of acute phase

reactants in human serum for the assessment of exposure d‘)ses In

radiation workers and patients under radi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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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1 장 서론

방사선 사고시 개인의 피폭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제

품들이 사용되고 었으며 개발중에 었다. 생물학척 선량평가란 방사선 피폭

후 생체내에서 방사선에 야기되는 변화(1， 2, 3, 4)를 측정하여 피폭된 선량

을 추적， 평가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 명가기술들이 연구되고 있

고(5， 6, 7,) 피폭 후 초기 감지를 위하여 적용될 수 았다. 생물학적 선량평

가를 고려활 때 보통 툴리적 홉수선량 (physical absorbed dose)과 생물학척

비교선량(biological relevant dose)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

반적으로 유기체는 전리방사선에 의하여 피폭될 경우 방출에너지의 일부가

축적되게 되는데 이것은 피폭된 물질 및 물체동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러

한 단위 mass당 축적되는 에너지의 양을 홉수선량이라 하며 이러한 홉수선

량운 생물체의 target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차적인 초기손상의 청도를 결정

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포구성물질들은 일차적인 이러한 손상이 효

소작용으로 제거될 수 었고 아니면 복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감

한한 나머지에 의환 영향이 최종적으로 생물학적 비교선량치가 된다. DNA

의 경우 중요한 방사선의 target이 되고 손상을 받는데 이러한 손상은 상당

한 효율로 복구된다. 세포유전학(Cytogenetic)을 기본으로 한 생불학적 선량

평가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고려하여(8) 이러한 생물학적 비교선량을 측정하

는 것이고 몰리적 선량평가는 복구되지 않은 손상의 홉수선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적 선량명가방법은 방사선 사고시 주민소개의 우선

순위의 결정사항 뿐만 아나라 피폭환자들의 치료에 생물학적 data를 의사에

게 제공하므로서 치료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선량평

가방법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나라 전신피폭선량을 평가하는

데 Chemobyl사고와 브라질의 Goiania사고에서 직접 사용되었다(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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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 사고들에서는 혈청내의 penl:εral blood lymphocyte의 수준이나

bone marrow나 haematopoeitic세포에서 dicentric chromosome의 분석방법

둥을 사용하였다. 생물학적 선량평가의 가장 이상적언 조건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환다. 첫째，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재한 선량

(20-3OmSv : acute exposure, 50mSv : chronic exposure)에서부터 사고시

피폭훨 수 있는 수 Gy까지 적용될 수 있는 좋은 dose-response를 보여야

하며 둘째， 선량평가를 위해 선정된 효과는 방사션에 특이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그 결과는 긴곱시를 대비하여 수얼내에 적용활 수 있어야 환다. 넷째，

방사선에 대한 피폭영향이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시간

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눈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방사선 피

폭이 국부척이든 전신피폭이든 피폭에 의한 신체의 정확한 위치까지 측청되

어야 한다. 또한 급성피폭， 만성피폭 또는 간혈피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방사선 선질에 따른 차이와 특히 내부피폭에 의한 영향도 측정

활 수 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량평가를 위한 시료는 쉽게 채취될 수

있악야 하며 명가는 빠른 방법으로 자동화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까지 상기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 시스댐은 알려져 있지

않고 알력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방사선 l:ll상사고 방사션 작업종사

자의 개인 선량평가(저선량)， 비방사션 작업종사자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

는 피폭， 방사선 치료풍 다양한 상황 및 조건하에서 적용훨 수 있는 선량명

가방법을 선별， 분류하므로서 적절한 방법윷 이용하여야 하며 상기의 생물

화적 지표의 선행조건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multi parametric method

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활 것이다<12， 13, 14, 15).

생물학적 지표는 크게 혈액내에서 세포의 충감을 추적하는 혈액학적 지

표(Haematological indicators), 염색체의 이상을 분석하는 세포유전학적 지

표(cytogenetic indicators) , 혈청효소 및 핵산이나 단백질 분해산물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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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화학적지표(Body fluid indicators) , lymphocyte의 subpop비ation을 측

청하거나， 단백칠 합성동율 조사하는 면역학적 지표(immunological

indicators) , 생식세포의 운동성동 다양한 요언을 조사하는 생식사l포지표

(germ cell indicators) , 세포막의 단백철이나 막주위의 조성의 변화를 조사

하는 세포막지표(membrane biomarker indicators)풍 여 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표 1). 초기 쟁화학자들이 생물학적 평가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Martin동은 방사선조사 후 다양환 효소활성의 변화를 조사하여 혈청에서 효

소계중 serum glutamic oxaloacetic tranSaI피nase(GOT)， a-amyalse, lactate

dehydrogenase, alkaline phosphatase, creatine 퍼nase똥이 가장 가능성 있

는 dosimeσy system이라 생각하였다(16， 17, 18, 19, 20, 21). 이러한 효소들

은 근육， 골수， 간， 첨생풍에서 방사선 손상으로 인하여 생성될 수 있으므로

혈액내 이들 효소활성도의 측정은 사고시 방사선 피폭환자들의 예후 뿐만

아니라 의학척 진단 및 치료에 펼수척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변화의 지속

성과 검출할 수 었는 선량범위가 저선량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단·정을 가

지고 았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피폭선량팽가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연구발전되어 온 염색체 이상이나

micronucleus 분석방법퉁이 분석경비나 분석사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O.lGy 이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 사용되고 었다. 이외에 년칸 5rem으

로 제한 하고 었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저선량 피폭을 명가활 수 있는 저

선량 평가방법둥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Greenstock(22)은 lymphocyte

membrane에 interle따따1 2 receptor R을 flowcytometer로 분석하므로서

O.lGy이하 피폭선량에서의 평가 가농성을 살펴보았다(23， 24). 또한 이러한

지표들은 방사선이라는 제한된 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헤서도 변

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특정유전자(Hypoxanthin gua띠ne phosphoribosyl

σansferase:HPRT)의 일반 환경독성물질이나 방시-선에 특징적으로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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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를 정성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가 친행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장기 파체의 일환으로 생물학적 선량평가 기술개발을 위하

여 생화학 및 효소면역학적 방법 (Enzyme linked imrnunosorbent assay)으

로 염증 및 외부자극에 의하여 혈액내에서 증가하는 급성반웅불질(Acute

Phase Reactants)의 방사션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어졌다(25， 26,

Z7, 28, 29). 특히 중장기 3차년도에는 혈청내에서 임상적으로 암같은 질뱅 이

나 영증 혹은 조직손상의 유무판별에 많이 이용되는 각 급성반웅물질의 2차

년도 결과인 반웅 유무에 따라 방사선량애 대한 dose-response 에 대하여 유

의성을 보이고 있는지와 저선량방사선에 대하여 변화의 가눔성이 있는지애

대하여 조사하여 작업종사자에 대한 적용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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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iological Indicators

1. Haematologica1 Indicators

(a) Bone marrow cells

(b) Blood cells

2. Genn Cell Indicators

3. Immunological indicators

(a) Lymphocyte subpopulations

(b) Immunoglobulin production by lymphocytes

(C) Lympho다rte stirn벼ation

(d) Mixed lymphocyte culture

4. Membrane Biomarker Indicators

5. Cytological Indicators

(a) Chromosomal aberrations

(b) Micronuclei

6. Genomic Indicators

(a)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FISH)

(b) Mutation expression

( i ) Glycophorin A locus

(ii) T-cell receptor genes

( iii) HPRT locus

( iv) Human leukocyte antigen A (HLA- A) assay

(v) β -Globin

(c) DNA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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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혀)

7. Body Fluid 1m펴cators

(a) Urine metabolites

(b) Blo떠 biochemicals

(c) Saliva

8. Other Indicators

(a) Hair

(b) Skin

9. Biophysical Indicators

(a) Electron Spin Resonance (ESR)

(b)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c)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

(d) Neutron Activation Analysis (NAA)

(e) Lyoluminescence (LL)

(f) ’Thermoluminescence (TL)

10. Other U않ful Techniques and Devices for Biodosimetry

(a) Molec벼ar Techniques

( i ) DNA pro뾰S

( ii) Direct mutational spectra

(b) Physical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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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2 잠 재료 및 밥법

제 1 절 실험풍물의 방사선 조사 및 채혈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흰쥐 (Sprague Dawley rat, male, Body

Weight: 200-250g)로 사육실내에서 온도 26° C+0.5, 습도 60%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요며 대조군을 비롯하여， 선량을 0.1, 0.5, 1.0, 2.0, 3.0Gy로 나누어

한국원자력 연구소 방사선 웅용연구동에서 조사하였다. 단위조사선량률은

0.38Gylmin. 되는 지점에서 1회씩 tiOCa gamma ray들 한 그룹당 12마리씩

조사하였다. 방사선 조사 후 사육실로 운반하여 6, 24, 48, 72, 96시간 경과

후에 either로 마취시켠 후 개복하여 후대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였다. 이

때 물과 먹이의 공급은 계속하였다. 채취된 혈액은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4° C에서 20-30분간 보존하여 완전혀 웅고현상이 일어난 후 원심분려기

(Sorv머I HC-58)로 1，OOO-2 ，OOOg에서 30분간 원침시킨후 상둥액을 급성반웅

물질의 분리와 ELISA정량시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측정의 정확성을 위하

여는 시료채취시 적혈구둥의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최소한 줄야기 위하여

웅고와 원심분리에 주의하였다.

제 2 절 급성반응 단백질의 정제

혈액내의 급성반용물질의 정제는 사람의 혈청을 분획한 Porath방법

(1974)에 따라 metal chelate affmity수지의 일종인 Zn-imin여iacetic acid

sepharase와 Cu-iminodiacetic acid sepharose를 사용하여 crude serum을

각각 pH와 염농도가 다른 buffer로 1차적으로 분획을 설시하여 분리정제를

하였다(30， 31).

-21-



1. alpha-I antiσypsin~ 정제

흰취로부터 채혈한 혈청의 혈장부분을 0.05M Tris-HCI buffer, pH 8.0으

로 평형서칸 Zn-파따1때iacetic acid sepharose에 홉착시킨 후 O.<E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5, 0.8M NaCI 용출된 분획을 다시 Cu-in피lodiacetic

acid sepharose에 홉착시키고 비홉착 부분을 세척하여 최종적으로 O.05M

sodium acetate buffer, pH 4.5, 0.8M NaCl로 용출된 부분을 모았다. 이 분

획을 단백질 농축기(Amicon， U.S.A. PMlO)로 농축하여 다시 af마lity

colunm인 cibacron 3FGA sepharose(O.OIM phosphate buffer, pH 7.0) 어l

통과시켜 홉착되지 않은 분획을 모아 농축한 다음 상기의 buffer로 평형된

DEAE-sepharose 이용교환 수지에서 염농도 규배(NaCl， 0-200mM)로

chromatography를 실시하였다

2. transferrin 의 정제

혈액내 tranferrin의 분리 및 정제는 Zn-피따lOdiacetic acid sepharose

chromatography에서 0.05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5, 0.8M NaCl에

서 용출된 분획을 둥전점 원리를 이용하여 단빽질을 분리하는 Bio Rotofor

ce]HBIO HAD)로 pH 3.5-10.0범위 의 ampholine을 사용하여 분획한 다음 pH

5.0-7.0의 ampholine으로 재분획하여 얻은 시료를 tram많m으로 사용하였

다.

3. alpha-2 macroglobulin의 정제

채혈된 혈액을 혈액을 dextran s버fate로 처리하여 lipoprotein을 침전， 제

거시키고(32) O.OIM phophate buffer, pH 7.0 4L에서 투석한다음 O.05M

Tris-He] buff밍0， pH 8.0으로 평형된 Zn-inlinodiacetic acid sepharose에 홉

착시키고 난후 각 buffer system으로 용출시켰으며 최종적으로 0.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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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acatate buffer, pH 4.5, 0.8M NaCI로 부터 용출된 분획을 alpha-2

macroglobulin의 항체형성및 정량시료로 사용하였다.

4. alpha-1 acid glycoprotein

미국의 Sigma사에서 구입하였다.

5. 단백질 정량

단백질 정량은 Comassie Brilliant Blue G를 사용하여 Bradford방법 (33)

을 사용하였으며 표준측정받백질은 ovalbw피n을 사용하였다. Comassie

Brilliant Blue G 100mg을 95% ethanol 밍m1와 85%(W/V), fuP04 100ml를

섞어 완전히 녹인 다음 증류수 1.0001피로 희석시켜 사용하였으며 595nm에

서 홉광도를 측청하였다.

6. PAGE 전기영동

분리정제된 alpha-1 acid glycoprotein, transferrin, alpha-1 antitrypsin,

a1pha-2 macroglobulin동와 급성반웅물질의 정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Non-dissociation buffer system을 사용하는 전기

영동은 Davis(34) 방법에 따라 30:0.8비율의 acrylarnide : bis acrylarnide

2.5m1, 1.5M Tris-HCI buffer, pH8.8 2.5m1, 증류수 5m1, 10% ammonium

맺rs띠fate 5뻐， TEMED 5띠를 섞 어 7.5% polyaπylamide gel

electrophoresis(PAGE)를 실시하였으며 dissocia피on buffer system을 사용

하는 전기영동용 Laemm1H35) 방법으로 30:0.8비율의 aα1'1없rude : bis

aσ1'lamide 5.01m1, 2M Tris-HCI buffer, pH 8.8 3.75m1, 증류수 6.2강피，

10% ammonium 홈rsulfate 75u1, TEMED 닮U를 섞어 10% SDS-PAGE를

실시하였다.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한 standard marker로는 Sigma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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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galactosidaseUI6，α~)， fructose-6-phosphate 퍼nase (84，α)() ，

pyruvate 퍼nase<58，α~)， furnarase<48，밍0)， lactic d하lydrogenase (36,500),

triose phosphate isomerase(26，600)둥의 분자량측정용 단백질을 사용하였다.

7. 풍전점 에 의한 분획 (isoelectric focusing fractionation)

일반척으로 단빽질은 고유의 동전첨 Usoelectric pH)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

환 원리률 이용하여 pH 3.5-10.0, pH 5.0-7.0되는 ampho파Ie을 사용 단백질

을 분획하였다. 아러한 작업을 위하여 BIO-HAD에서 Rotofor Cell이라는

Kit를 구입하였다. 이때 membrane에 의하여 구획된 음극과 양극의

chamb앉·에는 각각 O.IM 뀔P04 용액과 O.IM의 NaOH 용액을 사용하였다.

분리하고자 하는 시료는 되도록 염농도를 쩨거하여 ampholine과 섞어 분획

되는 cell에 loading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포가 생성되면 균질하게 분획이

얼어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시작 전원윤 대체로 400-많)()V이며 30

분 경과서 At폼척으로 l.OOOV로 조정된다. 보통 전개 시간은 4-6시간동안

실시하며 설시겨간 동안 반도시 4° C를 유지한고 그 이전에 미리 10-20분동

안 pre-run을 하는 것이 바랍직 하 다. 일단 분획이 완료 되었으떤 vacumn

pump에 의하여 각 cell어J pH에 따른 각 분획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데

보통 압력운 10-많m바Jg 로 하는 것이 이장적이다.

8. 단백질 염색 및 탈잭

단백질 염잭은 Coomassie Blue dye 염색방법을 사용하였다. Coomassie

B퍼liant blue R 250(0.1%)을 종류수 : methanol : ace피c acid(8 : 1: 1)혼합

용액에 섞어 용해시킨 다음 Wha1man No.1 filter paper를 사용하여 버용혜

성 불질을 제거하였다. 염잭시칸은 보통 mini-gel(l.Omm)확 경우 30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며 gel의 농도나 두께 및 염색온도에 따라 요구되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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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다. 탈색은 10% acetic acid와 50% me삼mnol 혼합용액을 사용하여

60° C에서 1시간 시행하였다.

제 3 절 효소면역측정법 (ELISA)

1. 향체의 준비

급성반웅불질의 각 정제된 항원에 대한 제 1차 항체를 준비하기 위하여

3kg정도의 토끼 (Newze a1and white, male)를 사용하였다. 혈청에서 분려 정

제된 각각의 항원인 a1pha-l antitrypsin, a1pha-l acid glycoprotein,

transferrin, alpha-2 macroglobulin을 19/1m1로 농축하여 Complete Freund

Adjuvant(CFA)와 동둥한 양으로(1:1 v/v) 잘 혼합한 후 일주일 간격으로 4

회 근육주사를 실시하였다. 토끼의 채혈은 heart puncture방법으로 시행하

여 상온에서 완전히 clotting이 일어난 후 냉동원심분리기(Sorvall RC-5B)로

3，50O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동액의 혈장부분만 취하였다. 항혈청

은 35% ammonium sulfate로 첨전시킨 후 침전물을 20mM phosphate

buffer, pH 6.4로 투석시킨 후 상기의 buffer로 포화된 DEAE-Sepharose 음

이온 교환 수지에 통파시켜 용출된 분획을 다시 Cibacron 3 FGA

Sepharose aff피ity 수지에 통과시켜 IgG 분획을 분리정제하여 ELISA용 항

체로사용하였다.

2. 간접 ELISA 방법

각각의 항원에 대한 coating 효율과 항체의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in띠reet 표JSA를 사용하였다. 정제된 각각의 항원을 coa파19

buffer(carbonate buffer, pH 9.6: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4;

acetate buffer, pH 5.0)에 희석하여 100벼씩 microtiter well에 넣어 3rc에

서 2시간 incubation 시켰다. O'<:E% Tween 이 합유된 PBS용액과 PBS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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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으로 3회 이상 세척한후 2% casein 이 포함된 PBS용액으로 3rc에서 2

시칸 이상 bloc퍼ng시켰다. 그 후 PBS-Tween용액과 PBS용액으로 세척한

후 각 항원에 대한 1차항체를 적정농도로 회석하여 각 well에 100띠씩 넣은

후 humid charnber(3'tC)에서 2시간 incubation시켰다. PBS-Tween용액파

PBS용액으로 3회 세척한 후 측정효소(Horse 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2

차 anti-rat IgG rabbit항체를 PBS를 사용하여 1/:않삐O로 희석한 후 100벼를

취하여 1차항체와 2시간동안 37°C에서 반웅시켰다. 반웅종료 후 PBS

Tween용액으로 세척하고 기질 혼합액(75ml phosphocitrate buffer, pH 5.0,

o-pheylenedi없피ne 않ng， 30띠 30% hydrogen peroxide) 100벼를 첨가하여

5-10분 반웅시킨 후 2.5M sulfuric acid를 100며 첨가하여 반웅을 정지시칸

후 ELISA reader(BIO RAD Model 450)로 492nm에서 optical density를 측

정하였다(36).

3. 길향적 파..ISA 방법

방사선 피폭후 혈청내 급성반웅물질 (acute phase proteins: APRs)의 증

감 경향성을 추적하기 위하여 걸항적 맘.JSA를 사용하였다. Microtitration

plate(con따Ig)에 최적의 coating buffer (sodium carbonate bill야er， pH 9.6: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 s떠ium acetate buffer, pH 5.0) 100띠에

항원에 indirect ELISA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최적의 농도로 희석하여 2시칸

동안 incubation시켰다. Incubation 후에 PBS-2% casein 용액 100띠를 첨

가하여 2시간동안 다시 incubation시키묘로서 다른 물질의 결합을 방지시켰

다. 그 후 PBS-Tween용액과 PBS 용액으로 3회 이상 세척한 후 방사선피

폭후 시간별로 채혈한 혈액을 희석하여 각 well에 첨가하고 피띠Teet 많..ISA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각각의 향체를 최적의 농도로 결정하여 각 well애

많띠썩 첨가시켰다. 그 후 일정하게 sha퍼ng하면서 2시간 동안 맙°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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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bation하고 난 후 PBS-Tween용액과 PBS로 3회씩 다시 세척하였다.

HRP로 결합된 2차 항체를 113α삐로 희석하여 각- well에 챔가시킨후 다시 2

시간 동안 원℃에서 incubation한 후 상가와 동일한 PBS-Tween, PBS용액

으로 세혀하였다. 발색기질로는 역시 o-phenylendiamine을 사용하였으며 반

웅은 5-10분 후에 2.마4 황산용액을 첨가시켰으며 반웅종료 후 plate를

492nm에서 ELISA reader로 측정하였다(36， 37,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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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3 장 결과 빛 고훌훌

제 1 절 급성반응 단백질과 방사선의 상호작용

보통 급성반웅이라함은 열 및 식균작용이 수반되는 반응으로 혈액내에서

수 시간내에 간조직에서 급성반웅단백질을 비롯한 급성반용물질의 합성분l:Jl

와 함께 혈액내로 급속하게 유출된다. 일반적으로 박테리아의 성장은 조직

내 endotoxin의 양파 판련이 있고 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조직적

인 염증 대웅기작이 작용하게 되며 주로 급성반웅 단백질중 일부분이 이러

한 기눔을 담당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왔다. 급성반웅 단백질은 혈청단백

질의 서로 다른 그룹을 총청하며 급성염증외에 다양한 종류의 외부자극， 다

양환 화학물질 및 괴사(necrosis)같은 조직손상(tissue injury) 및 cancer동에

의해 혈중농도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생물학적 지표로 연구되고 었

다.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가장 넓게 연구되어진 급성반웅 단백질은

albumin alpha-1 antitrypsin, alpha-2 macroglobulin, 머pha-1 acid

glycoprotein, alpha-l antichymotrpsin, s없lIn amyloid A, fibronectin,

haptoglobin, C-reactive protein, fibrinogen , c앙uloplasmin， tI많lsfl많m둥이

있다. C-reac디ve protein은 1930년대에 T피eπ과 Francis7l- 처음으로 폐렴구

균성 폐렴환자에서 발견한 특수 단백질로 c-polysaccharide 의 향체로 인식

되어 졌다. 그러나 C-reactive protein는 폐렴구균과 전혀 관계없는 여러 가

지 염증 및 조직파피때에도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특허 사랍의 경우

혈중농도가 수 백배까지 증가하는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의

부위를 구별할 수는 없으나 serum amyloid A와 alpha-1 antichymotrypsin

퉁과 함께 중요한 지표라 활 수 었다.

Ceruloplasmin은 변형펀 Rous-sarcoma vints가 없nsfection된 Balb/C 3T3

cell line에서 mRNA의 합성이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었으며 간질환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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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었는 경우에는 혈중농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fibrinectin어l 있어서는 thoracic irradiation의 경우(l5Gy) 폐에 late fibro1며c

damage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로 정상적인 대조군의 plasma

fibronec따1의 양이 2‘3gIL에서 피폭 후 8일째 되는날 l1glL로 증가하여 2달

간 유지하였다가 120일째에 정상척인 수준으로 원상복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방사션에 의하여 유도된 폐의 endothelial 세포의 염증반웅의 결파라

고 하였다. 따라서 fibroblast proli£앙ation을 증가시키는 chemotactic 요인으

로서 또는 cell matrix 상호작용의 중깨자로서의 fibronectin은 방사선 손상

의 초기 지표로서의 가능성올 가지고 었다고 하였다(40， 41).

대부분의 급성반웅물질은 5-7시간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C

reac피ve protein나 serum amyloid A를 제외하면 외부자극에 의하여 생물학

적 반감기가 보통 2-4일 정도로 알려져 있고 혈중농도가 증가되는 양은 급

성반웅 단백질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얄려졌다. 그러나 방사션 피폭 후 급성

반웅불질의 대웅은 다른 외부자극이나 질병에 의한 것보다는 다르게 반응하

는 것으로 본 설협결과는 나타내고 었다. 예를 들어 ceruloplasmin은 혈액내

에서의 방사선 피폭에 의하여 생물학적 반감기가 2-4일인 것은 다른 요인들

과 비슷하지만 외부요인에 의하여 혈중농도가 50%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나 방사선피폭에 의하여는 때0-500%정도 증가하논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한편 haptoglobin이나 C-reactive protein역시 방사선에 의한

혈중농도가 600%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생물학적 반감기 역시

4일 정과시까지 증가된 양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외부 자극보

다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외pha-1 acid glycoprotein의 경우에

cancer환자의 료와 혈중농도를 ELISA방볍으로 측정한 결과 200%정도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66)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중농도의 증가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광다. 따라서 여러 외부자극에 의하여 바특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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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pecific)으로 작용하는 급성반웅물질이 방사선에 의하여 다른 자극이

나 질병에 의한 것과는 변화의 양이나 생물학적 반갑기가 차별적으로 변화

한다면 방사선 피폭의 biomonitoring이나 생체영향평가애 중요하게 활용될

수었다.

채 2 절 급성반웅 단백질의 정제

혈청단빽질을 그 특성에 따라 분획하여 원하는 단백질을 분리하는 방법

운 시간적으로 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실험동물

(rat)에 있어서 채취활 수 있는 혈액의 양은 상당히 제한되어 았고 또 본 연

구에 있어서처럽 정량적인 실험을 위하여 혈액내 여러 가지 물질 및 단백질

들을 동시에 다량으로 분리， 정제하고자 할 때에는 처음에 특정한 분획방법

을 사용하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립 1은 현재 방사선 피폭 후 정

량하고자 하는 급성반웅물질을 정제하는 procedure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metal chelate affinity chromatography방법은 1974년에

Porath에 의하여 고안된 방법으로 사랍혈청을 용출 buffer에 따라 효과적으

로 분획하였다. 보통 단백질 구성물질인 아미노산중 histi버ne이나 cystein의

경우 중성용액에서 Zn++와 Cu+++이온과 안정한 결합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metal 이온을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ligand를 선돼하게 되면 단백질들은 이러한 Zn와 Cu이온에 강력하게 결합

하게 된다. 현재 ligand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처III차로 bis carboXYmethyl

amino group파 2차로 iminodiace피c acid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irninodiacetic acid group악 carboxyl기에 금속이온이 coperative 결합을 하

게 되는데 이 결합형태가 혈청단백질을 홉착할 수 있는 능력은 Cuol온이

제일 강하며 Zn와 Ni, Mn 이온순으로 되어 었고 Mn이온과 혈청단백질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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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은 거의 무시할만 하다. 이러한 metal chelate 짧inty 수지는 금속이온

이 0.05M의 EDTA, pH 7.0에 의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하

기에도 용이하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histi따ne이나 cystei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pH 7‘0에서 강력하재 결합하게 확며 다른 아미노산 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pH 8.0-9.0에서 그대로 용출되고 었다. 반면 pH가 낮아지게 되면

금속이온파 결합하고 었는 histidine 이나 cystein을 포함하고 단백질플운 탈

착하게 된다.

Alpha-l anti다ypsm의 경우 사랍 혈액에서는 0.05M Tris-HC! buffer

pH 8.0, 0.15M NaCl에서 Zn-in따lOdiacetic acid sepharose에 홉착하고 았다

가 산도를 0.<X5M phosphate buffer, pH 6.5로 떨어뜨리면 이 분획에서

없nfeπin， glycoprotein, ceruloplasmin, g없nma-globulin둥과 함께 용출되었

다. 그러나 흰쥐의 혈액에서는 0.05M Tris-HCl buffer pH 8.0, 0.15M NaC!

에서 홉착하지 않고 바로 용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흰쥐의

돼pha-l anti따psm이 피stidine이나 cys뾰ill둥 아미노산의 조성이 상당허 다

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흰쥐의 alpha-1 antitrypsin은 분차량이 54,000

dalton으로 사랍의 머pha-l an피따psm의 분자량 51 ，α)()d머ton과 비슷하며

mouse의 혈액과는 달리 급성반용물질로서 native 전기영동에서 려bumin과

alpha-l acid glycoprotein둥과 같은 위치에 있고(그렵 2,) 정제과정중 사람

이나 흰겪의 혈청단백질에서 haptoglobin의 정제처럼 외b따띠n과 같이 움직

이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이러한 albumin을 제거하기 위하여 blue

sepharose언 cibacron 3FGA sepharose chromatography를 설시하였다. 반면

흰쥐의 려pha-1 anti따psm은 사랍혈청에서 처럼 Cu- iminodiacetic acid

sepharose에서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 O.<EM sodium acetate buffer, pH

4.5, O.8M NaC!로 용출된다.

Transferrin의 경우는 사람의 혈액에서 처럼 Zn-따따lOdi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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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imminodiacetic acid sepharose

~ 0.05M Tris-HCl, pH8.0, 0.1많에 NaCl

~ Na phosphate, pH6.5

~ Na phosphate, pH6.5, a.8M NaCl

~ Na acetate, pH4.5, a.8M NaCl

eu-imminodiacetic acid sepharose

Cibacron 3 FGA sepharose

DEAE sepharose

fA빼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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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ha2 ma~rOglObUlin I

그림 1. 급성반웅물철 정제파정.

(Fig. 1. P따ification procedure of acute phase prote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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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립 2. 버변생 조건하에서 정제된 al야1a-l antitrypsin 의 7. 5% 아크럴아마이드
방법에 의한 전기영동.

(Fig. 2. Polyacrylamide(7.~) gel electro빼oresis of alpha-l antitrypsin
in non denaturir핑 conditions.lane(A). Cr‘ude serum sample:lane(B).
뻐rifled a1뼈a-I antitryp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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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harose에 강력하게 결합하고 있다가 0.05M phosphate buffer, pH 6.5분

획에서 용출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흰쥐의 혈청에서 transfenin을 분려

하고차 할 때에는 없nmoruum s띠fate 침 전법 , 0.4% 없-cinol 용액 의 처 리，

DEAE-Sephadex 이온 교환 수지， sephadex G-l50 gel fIltration, Con A

Sepharose chromarography방법둥 상당혀 복잡하고 여러단계를 거쳐 분리정

제하였다(42). 현재의 분리방법은 일단 Zn-irr따lOdiacetic acid sepharose에

서 용출된 분획을 중류수로 투석하여 이며 알려져 있는 transfenin의 퉁전

점 (isoelectric pH: 미， 5.95-6.2) 을 이용하여 pH범위가 3.5-10언 ampholine을

사용하여 isoelecσic focusing electrophoresis를 실사하여(그림 3) 두개의

peak중 이 범위에 해당하는 pe밟를 모아 종류수에서 다시 농축， 투석하여

pH범위가 5.0-7.0 인 ampholine을 사용하여 다시 isoelectric focusing 전기영

동을 실시하였다(그립 4).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애 의한

분자량은 72,000 dalton으로 사람의 80,000 dalton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5).

사람의 혈청에서 alpha-2 macroglobulin은 0.05M Tris-HCI buffer pH

8.0, 0.1마11 NaCI로 명형된 Zn-iminodiace피c acid sepharose에서 강력하게

결합되며 산도를 0.05M sodium acetate buffer, pH 4.5, 0.8M NaCI로 떨어

뜨리면 이 분획에서 용출(그림 6)되는데 흰쥐의 혈청 분획도 사람혈청과 같

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분자량은 800,000 dalton과 720,000 dalton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립 7). 1982년에 Hayasida동은 흰쥐의 혈청에

서 떠pha-2 macroglob띠111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Dextran s버fate와 CaCb

침전법 , DE-52 ion exchange chromatography, rechronatography,

Sephacryl S-3OO gel fUn-ation chromatography둥 여러방법을 사용하였고

1988년에 Shibuya(43)은 육상식물인 Snowdrop bulb에서 새로운 mannose

specific lectin 함유물질을 추출하여 Sepharose에 고정시켜 aff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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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변성조건 하에서 정제된 transferrin 의 10% 아크럴아마이드 방법에 의한

전기영동.

(Fig. 5. Polyacrylamide(I~) gel electrophoresIs of transferrin in denaturil필

condition.lane(A) , Standard marker ~-galactosidase(116.000) ， fructose 6
phosphate kinase(84, OOO) , pyruvate kinase(58 , OOO) , fun빠rase( 48, 500) ,
lacticdehydrogenase(36, 500) , triose phos뼈ate isomerase(26, 600); lan~(B) ，

purified transfer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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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7. 변성조건 하에서 정계된 alpha-2 macroglobulin의 10% 아크랄아따이드 방법에

의한 전기영풍

(Fig. 7. Polyacrylamide(l~) gel electrophoresis of alpha-2 macroglobulin in
denaturing condition. lane(A) , Standard 뼈rker p-galactosidase(116, OOO) ,
fructose-6-phosphate kine월e(84， 000 )， pyruvate kin원e(58， OOO) ， fumarase
(48 , 500) , lactic dehydr‘ogenase(36, 500) , triose 빼osphateisomerase(26， 600)

; lane(B) , alpha-2 macroglob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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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tography를 한 결과 단일과정으로 m파me IgM과 사랍의 alpha-2

macroglobulin을 윌-리정제 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metal chelate a펴nity chromatography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단일과정으로 분리가 가눔하고 혹은 약간의 다른 단백질에 의하여 오엽되었

을 경우 대부분 low density lipoprotein임을 감안활 때 용출액에 10%

dexσan sulfate와 1M CaCl률 50 : 1 : 5으로 처 리하게 되면 깨끗하게 재거

된다.

현재 항혈청을 획득하고I ELISA에 사용하기 위한 머pha-l add

glycoprotein 은 Si믿na(G-0514)에서 구압한 물품을 사용하였으며 전기영동

한 결과는 그립 8에 었다.

제 3 절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에

의한 급성반응 단백질의 변화

1. ELISA의 표준화

혈액내의 단백질중 효소적 기능을 가지고 었는 것은 각각의 적철한 기질

을 이용하여 spectrophotometer 둥의 기기둥을 활용하여 홉광도의 변화를 측

정하므로서 정량척인 측정을 손쉽게 활 수 있다. 그러나 급성반웅물질 같은

버효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은 항원향체반웅을 웅용환 효소면역

측정법 (ELISA)을 사용하여야만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신속하고 정확한

ELISA의 정량적 데이타를 얻기 위하여 각 측정하고자 하는 단빽질이 solid

phase에 비공유결합성 홉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표춘조건틀을 완성

하여야 한다. 현재 ELISA를 위한 S이id phase로는 polystylene형태의 plastic

채료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재료는 다른 nitrocellulose 같은 특수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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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비변생 조건하에서 정쩌l된 al합la-I acid glycoprotein의 7.516 아크럴아마이드
방법에 의한 전기영동.

(Fig. 8. Polyacrylamide(7. S-) gel electrophoresis of al빼a-I acid glyιoprotein

in non denaturing conditions. lane(A).Crude serum sample:lane{B) ,purified
alpha-l acid glyc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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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반웅물질을 고정화시키기 위하여는 10배 이상의 반응물을 처리히·여

야 하고 향원항체반웅 시간 역시 수 시간을 요하며 특히 항체(IgG)의 홉착

이 매우 낮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Enzyme ImmunoAssay(EIA)둥 정량적

인 측정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도 었다. Nitrocellulose재질 같은 경우

는 이러한 EIA둥에서는 보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정량적인 측정

이 아닌 경우나 측정하고자하는 시료가 상당히 척은 양일 경우나 아니면 이

온 형태의 세제(detergent)에 용해되어 있는 항원을 측정하고자 활때 특별환

목적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어진다. Plastic swface예 현재 측정하고자 하는

급성반응 단백질들의 홉착은 단백질 net charge와는 판계없이 hydrophobic

interaction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단백질의 분자량이나 charge, pI값과는

무판하게 홉착현상01 일어냐는 것이다. 한편 IgG의 경우 온도에 의한 부분

적으로 변성(denaturation)을 시켜 홉착시키면 native IgG보다 5배 정도 홉

착률이 좋다. 따라서 현재 정제된 급성반웅 단백질의 홉착효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온도， 항원 및 항체의 농도， 반웅시간 몇 pH변화에 의하여 단빽찰의

구조변화에 따른 홉착의 정도를 살펴 보았다. 대체적으로 반응온도는 4°C에

서의 수십사간의 반웅이 필요로 하나 37° C에서의 2-3시간이면 가능하기 때

문에 본 실험에서는 반웅시찬을 2시간 온도는 원℃로 통일하였다. 길항적

ELISA의 경우 홉착시키는 향원(급성반웅탄백칠)의 양이 많을 경우 정량하

고자 하는 물질이 혈액내에 제한되어 있어 홉착항원파의 경쟁이 제대로 일

어나지 못하여 최종 발색과정에서 측정범위를 넘게되며 반대로 양이 적을

경우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와 정확환 경쟁반응을 활 수 없기 때문에 정제된

향원을 희석하여 optical density(O.D.)값이 1.0-1.5 사이가 되는 향원량을 취

하였다. alpha-l acid glycoprotein의 경우는 향원량을 3ug/l0α피(그립 9)로

alpha-1 antitrypsin의 경우는 440ng/l0α.tl(그림 10)로 transferrin의 경우는

2ug/l00u1(그립 11)로 조절하여 coating시켰다. 일반적으로 haptogl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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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direct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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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ctive protein, ceruloplasmin동은 pH 9.6애서 coating 효율이 좋은 편

이며 alpha-2 macroglobulin는 좋지 않았다(그립 12). 향체의 양이 너무 많

거나 적게되면 역시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와 plastic표면에 홉착된 향원사이

에 정확한 경쟁반웅을 활 수 없으므로 고정된 항원하에서 향체를 희석하여

a.D.값이 1.0-1.5 사이가 되는 향체량을 취하였다 Alpha-1 acid

glycoprotein의 경우 항체량을 600ng전a꾀(그림 13), alpha-1 antitrypsin의

경우는 840ng/ 50벼 (그립 14), 그려고 transferrin의 경우논 700ng/많괴(그

램 15)로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coating buffer는

50mM sodium carbonate buffer, pH 9.6이 다. 그러나 alpha-1 aci

g빙lyco매prot않em의 경우 정제된 항원을 carbonate buffer로 홉착을 시킬 경우

a.D.범위가 1.0-1.5에 해당하는 항원량을 결정할경우 5-1αJg정도로 많은 양

이 사용되게 된다. 그러나 coating buffer를 PBS, pH 7.4로 사용하였을 경우

1-2ug으로 홉착효율을 5배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Transferrin의 경

우도 carbonate buffer·사용시 3ug의 항원이 사용되었으나 PBS, pH 7.4를 사

용하였을 경우 lug의 항원을 사용하여도 가능하였다. 반면 alpha-l

antitrypsin은 carbonate buffery. PBS, pH 7.4에서 coating 효율에 차이률

보이 않고 있다. 이러한 coatir멍 buffer를 사용하여 항체를 홉착시킬 때

Triton X-lOO이나 Tween 20과 같은 non lOmc세재률 사용활 경우 항원 단

백질과 표변사이의 hydrophobic interaction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

툴온 사용헤서는 안된다. 한편 alpha-2 macroglobulin의 경우는 각 pH에 따

라 coating 효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carbonate buffer, pH 9.6보다는

acetate buffer, pH 5.0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coatin당 효율이 좋았고 그 순서

는 pH 5.0>7.0>9.6>2.5 이었다. 그러나 제 2차항체 (goat)7} 향원(alpha-2

macroglobulin) 과의 비특이성 결합이 강하여 이러한 길항적 ELISA로는 정

량적인 측정이 불가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그림 16). 이외에 항원에 대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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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항체의 비특이성 결합은 alpha-l antitrypsin에서 약간 나타나고 있으며

려pha-l a다d glycoprotein이나 transf，없m에서는 이러한 비특이성 결합온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2. 급성반웅 단백질의 농도변화

가. Haptoglobin 의 농도변화

Haptoglobin은 급성반용 물질에 속하는 혈액단백질로서 염증반응야나，

trauma 후에 곧 혈액내에서 농도가 증가하는 단백질로서 생펴적 기눔온

free hemoglobin을 포획하여 철분의 체외 유출을 막는 작용으로 알려져 왔

고 이외에도 채내에서 병원체(pathogenic organism)에 의한 철성분의 이용

을 막는 자연척언 bacteriostat로서의 기눔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되어 지고

있다. 소 같은 되새김동물의 경우에 정상인 경우 혈액내에서 haptoglobin은

검출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병이나 약물에 의해 중독된 소의 biomonitoring

에 중요한 지표이다. 사랍의 정우 Rheumatoid ar하Iritis에서 급성반용물질의

monit따19이 따ug의 효율야나 예후를 예상하는데 중요한 방법인 것 처렴

haptoglobin 역시 collagen에 의하여 유도된 질병에 의하여 상당히 증가현상

을 보임으로서 이러한 질병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서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치료제의 효눔을 조사하는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44， 45, 46, 47,

48). 현재 방사션 선량별<0.1 ， 1.α 2.0, 3.0Gy)파 피폭후 시간별 (6， 24, 48, 72,

96시간)로 조사한 흰쥐에서의 haptoglobin의 양을 정량한 결과 O.1Gy에서도

%시간 청과시 정상적인 양보다 많0%정도 증가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된 양 역시 96시간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l.OGy에서도 벼슷한

양상을 보이고 었으나 2Gy에서는 1000%정도의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 반면

3Gy에서는 선량에 따른 증가현상이 아년 2Gy에서보다 증가량의 폭이 매우

m

ω



낮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haptoglobin의 증가는 O.lGy 이하의 저선량쪽에서

도 큰 폭으로 변활 가능성이 크며 2-3Gy가 선량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양의

한계선량으로 추측된다(그림 17, 18, 19, 20, 21).

나. Ceruloplasmin의 농도변화

Ceruloplasmin은 1046개 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었는 a1pha-2

glycoprotein으로서 대부분 간에서 합성되며 90-95%의 구리를 함유하여 혈

액내로 방출된다. 그것은 다양한 기눔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로 간에서의 철

분이동의 조절을 판여하는 oxidase의 기능(fl앙Toxidase activity), 혈액 및 조

직의 biogenic amine이나 phenol의 수준을 조절하는 기농(amine ox.idase

ac피vity)， 혈액내에서의 항산화제로(antioxidant)서의 기능， sUPeroxide anion

radical율 제거활 수 있는 기능(superoxide dismutase ac피vity)， 염증반웅에

서 내부 modulator로서의 기능둥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체내 실험

에서는 ceruloplasmin이 금속 이온에 의하여 유도펀 지질 산화작용을 방지

하고 적혈구의 금속이온에 의한 분해작용을 억제하는 가능을 보이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나 rat에서는 혈액중 농도가 lfi)-6OOug/ml정도로

ceruloplasmin은 hOlTI10ne이나 Interle따따}-2의 주업에 의해서도 수준이 증가

하고 었고 다양한 형태의 동물이나 사랍의 cancer에 었어서도 혈액내에서

그 수준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retic버0

endotherial 질병이나 bile duct의 이상에서도 증가하며 유전적 질병인

Wilson ’s deaease퉁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았다(49， 50, 51). O.lGy

방사선 피폭시 rat의 혈액에서는 피폭 후 강시간 경과시에 정상적인

ceruloplasmin의 양보다 때0%이상이 증가하고 았으며 이 시칸을 정점으로

96시간 경과시에는 거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고 았다. 반면 피폭선량

이 O.잃y와 l.OGy에서는 오히려 저선량에서 보다 증가율여 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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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고청항원 (haptoglobin) 의 흰쥐 혈청내 항원에 의한 폴리를론항체반웅의 억제

율. 각 기호는 ELISA에 사용되는 천신조사후 시간별로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율 표시한 것임 (O.lGy).

(Fig.17. I삐)ibition by rat serum haptoglobin of reaction of polyclonal antisera
with immobilized antigen(haptoglobin) on solid phase well. η)e symbols
represent serum acquired from rats at various time after whole body
r-irradiation(O.lGy):(filled circle) , control: (empty circle) , 6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triangle) , 24 hour after irradiation:(empty
tri리18le) ， 48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square) , 72 hour after
irradiation: (empty sq뻐re). 96 hour after irradiation)

따ω



90

80

70
~‘、

δR
、‘../

}ι〉」、
60

c
‘+- 50‘-o
σ、

E 40.-
τ〕

I

m
30

20

10

O
104 103 102 10 1

Seri미 dilution of serum

그림 lB. 고정항원(haptoglobin)의 흰쥐 혈청내 항원에 의한 폴리클론항체반웅의 억제

율. 각 기호는 ELISA에 사용되는 천신조사후 시간별로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을 표시한 것입(lGy).

(Fig.1B. Inhibition by rat serum haptoglobin of reaction of polyclonal antisera
with immobilized antigen(haptoglobin) on solid phase well. The symbols
represent serum acquired from rats at various ti뾰 after whole body
r-irradiation(IGy) : (filled circle) , control: (empty circle) , 6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triangle) , 24 hour after irradiation:(empty
triangle) , 48 뻐ur after irradiation: (filled square) , 72 hour after
irradiation: (empty square) , 96 hαJ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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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고정항원 (haptoglobin) 의 흰쥐 혈청내 항원에 의한 폴리클론항체반웅의 억제

율. 각 가호는 ELISA에 사용되는 전신조사후 시칸별로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율 표시한 것입 (2Gy).

(Fig.19. Inhibition by rat serum haptoglobin of reaction of polyclonal antisera
with immobilized antigen(haptoglobin) on solid phase wel l. The symbols
represent serum acquired from 쩌ts at variαJS time after whole body
r-iπadiation(2GY) : (filled circle) , control: (empty circle) , 6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tri뻐gle) ， 24 hour after irradiation:(empty
triangle) , 48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square) , 72 hour after
irradiation: (empty sq뻐re) ， 96 hou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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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고정항원(haptoglobin) 의 흰쥐 혈청내 항원에 의한 폴리클론항체반웅의 억재

율. 각 기호는 파ISA에 사용되는 전신초사후 시간별로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율 표시한 것입 (3Gy).

(Fig.20. Inhibition by rat serum haptoglobin of reaction of polyclonal antisera
with immobilized antigen(haptoglobin) on solid phase well. πle symb이 s

represent serum acquired from rats at various time after whole body
r-irradiation(3Gy) : (filled circle) , control; (empty circle) , 6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triangle) , 24 hour after irradiation;(empty
triangle) , 48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square) , 72 hour after
irradiation; (empty squ없‘e) ， 96 hou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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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방사선 전신조사 후 흰쥐 혈청내에서 haptoglobin의 농도변화.

(Fig.21. 다1히~es in concentration of haptoglobin in rat blood serum
after whole body ooeo r-irradiation(0.1 , 1.0. 2.0 , 3.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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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그립 22, 23, 상， 25). 이러한 현상은 rat의 ceruloplasmin 이

보통 단백칠 분해효소인 pi없띠n둥의 영향을 많이 받게되는데 생쳐}내에서 생

성된 superoxide radical을 처리한 ceruloplasmin이 그 분자적 구조가 변화

되어 단빽질 분해효소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분해속도가 바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설험적인 데이타를 좀 더 확보한 후에 결론에 이르리

라 생각된다. 한편 현재까지 사용되고 았는 C앙uloplasmin의 효소적 기농인

p-phenylenediamine의 산화기농에 의환 530nm에서의 홉광도변화 측정에 의

환 정량적인 방법은 기질로 사용되는 p-phenylenediamine의 안정성에 문채

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freeze-thaw를 2회이상 반복하게 되면 활성도가 없어지게 되므로(그림 26)

많은 시료의 측정에는 불가능하다. 포한 시료 채취시 단백질 분혜효소의 억

제물질을 첨가 시키지 않을 경우 단백질의 조각이 생성되므로 정상적인 분

자와의 p-phenylenediamine 의 활성도를 측정하게되면 차이가 나고 있(그림

Zl). 따라서 정확환 시료의 측정을 위하여 시료 채취시 단백질 억제불질을

첨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료의 freeze-thaw 011 의한 활성도 저히-에 따

른 정량적인 측정의 한계를 효소변역측정법으로 극복하였다. 그립 잃은 정

제된 ceruloplasmin 을 다른 조건하에서 coating 효율을 측정한 것이다. 실협

동물에서 바로 정제된 시료와 2-3회 freeze-thaw한 시료의 coating 효율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었다.

다. C-reactive protein의 농도변화

C-reactive protein은 사람의 혈청에서 prototypic 급성반웅물질로 작용하

며 급생반웅시 24시간 안에 최소한 1，000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화상 및 다른 외장이나 염증 몇 rheumatoid artlnitis에 대환 반웅으로 가장

오랫동안 얄려져 왔던 물질로 칸에서 합성된다. 일반적으로 항체(anti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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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고정항원 (ceruloplasmin) 의 흰쥐 혈청내 항원에 의한 폴리클론항체반웅의 억

제율. 각 기호는 ELISA에 사용되는 천신조사 후 시간멸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율 표시한 것임 (O.lGy).

(Fig.22. I띠libition by rat ser뼈 ceruloplasmin of reaction of polyclonal antisera
with immobilized antigen(ceruloplasmin) on solid 뼈ase well. The symbols
represent serum acquired from rats at various time after whole body r-
irradiation(O.lG,y):(filled circle) , control:(empty circle) , 6 hour after
if‘radiation:(filled triangle) , 24 hour after irradiation:(empty triangle) ,
48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square) , 72 hour after irradiation:
(empty square ), 96 hou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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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고정항원 (ceruloplasmin) 의 흰쥐 혈청내 항원에 의한 폴리를론항체반웅의 억

제율. 각 기호는 표lSA에 사용되는 천신훌사 후 시간별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율 표시한 것업 (O. 5Gy).

(Fig.23. Inhibition by rat ser빼 ceruloplasmin of reaction of polyclonal antisera
with immobilized antigen(ceruloplasmin) on solid phase well. πle symbols
represent serum acquired from rats at various time after whole body r-
irradiation(O. 5G,y ):(filled circle) , control:(empty circle) , 6 hour after
irradiation:(filled tri려19le) ， 24 hour after irradiation:(empty triangle) ,
48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squ없-e)， 72 hour after irradiation:
(empty square) , 96 hou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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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고청항원 (ceruloplasmin) 의 흰쥐 혈청내 항원에 의한 폴리를론항체반웅의 억

제율. 각 기호는 다‘ISA에 사용되는 전신조사 후 시간별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율 표시한 것입(I Gy).

(Fig.24. Inhibition by rat serum ceruloplasmin of reaction of polyclonal antisera
with immobilized 하ltigen(ceruloplasmin) on solid phase well. The symb이 s

represent serum acquired from rats at various time after whole body r-
irradiation(lGy): (filled circle) , contI‘01: (聊ty circle) , 6 hour after
irradiation:(filled tri하19le) ， 24 hour after irradiation:(empty triangle) ,
48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square) , 72 hour after irradiation:
(empty square) , 96 hou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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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5. 방사선 전신초사 후 흰쥐 혈청내에서 ceruloplasmin 의 농도변화.

(Fig.25. 01하1ges in concentration of ceruloplasmin in rat blood serum
after whole body ~Co r-irradiation(O.I. 0.5. I.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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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complement 활성 , agglutination, phagocytosis의 증가， 감염와 방지동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 외에 C-reactive protein은 손상된

세포의 핵물질악 인지나 제거에 판여하는 것으로 체안되었는떼 원래는

pneumococal C-polysaccharide의 phosphocholine과 결합한다. 이외에도 최

근에는 핵의 chromatin, histone, nuclear ribonucleoprotein풍파 결합하는 것

과 같은 급성반웅물질언 fibronectin과 serum amyloid P compenent 및

lam빼둥과 결합되는 것을 주목하고 았다. 특히 serwn amyloid P

compenent는 C-reactive protein와 구조척으로 비슷하지만 사랍에서는 이러

한 외부자극시 상당히 척웅 변화를 보이고 었으며 반면 mouse에서는 중요

한 급성반웅 물질로 알려져 었다(52， 53, 54, 55, 56, 57, 58 59, 50, 61). 따라

서 C-reactive protein의 생체내에서의 기능을 계속 조명중이며 한 가지가

아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현재 사용중인 실험

동물인 rat(0.4-0.8mg/mD에서는 사랍(30-4뻐g/ml)의 경우보다 혈청내 C

reactive protein의 양이 많으며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며 사람의 경우

에는 외부자극에 의하여 수 백에서 수 천 배까지 증가하나 rat에서는

till뿜ntine 주입시 2배 정도 증가하였다가 4-5일 후면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냐 현재 방사선 피폭된 rat에서는 화학적인 자극보다는

O.lGy를 포함하는 각 선량에서 증가되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자극의 차이에 따른 변화의 정도가 사랍의 경우에서도 뚜렷히

차이가 난다면 방사선 피폭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실

험에서 보면 0.1-3.OGy에서 선량에 따른 변화의 경향성은 나타나고 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2.OGy, 3.OCiy에서는 정상척인 rat에서 보다 1，α)()%정

도의 증가를 보였고 O.lGy에서도 500%이상의 증가를 보엄으로서 저선량 방

사선에 대한 지표로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그립 29, 30,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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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29. 고정항원 (c-reactive πotein) 의 흰쥐 혈청내 항원에 의한 폴리를론항체

반웅의 억제율. 각 기호는 ELISA에 사용되는 천산조사 후 시간별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율 표시한 것임 (0.1 Gy).
(Fig.29. Inhibition by rat ser빼 C-reactive protein of reaction of polyclonal

antisera with immobilized antigen(c-reactive protein) on solid 빼ase

well. π1e symbols represent serum acquired from rats at various time
after whole bodY irradiation(O.lQy):(filled circle) , control:(empty
circle} , 6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triangle) , 24 hour after
irradiation; (empty tri원~le) ， 48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squ하-e} ， 72 hour after irradiation:(plus) , 96 hou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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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고정항원 (c-reactive protein)의 흰쥐 혈청내 항원에 의한 폴리클론항체

반웅의 억제율. 각 기호는 ELISA에 사용되는 천션조사 후 시간멸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율 표시한 것암(0‘5Gy).

(Fig.30. Inhibition by rat serum C-reactive protein of reaction of polyclonal
antisera with immobilized antigen(c-reactive In‘otein) on solid 빼ase

wel l. The symbols represent serum acquired from rats at various time
after whole boφ irradiation(O.lGy):(filled circle) , control:(빼pty

circle) , 6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triangle) , 24 hour after
irradiation: (빼ty tri빼Ie) ， 48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square) , 72 hour after irradiation:(plus) , 96 hou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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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고정항원 (c-reactive protein) 의 흰쥐 혈청내 항원에 의한 폴리클론항체

반웅의 억제율. 각 기호는 ELISA애 사용되는 전신조사 후 시간별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율 표시한 것임(I Gy).

(Fig.3l. Inhibition by rat serum C-reactive protein of-reaction of polyclonal
antisera with immobilized antigen(c-reactive protein) on solid 빼ase

well. The symbols represent serum acquired from rats at various time
after whole boφ irradiation(IGy): (filled circle). control: (empty
circle). 6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triangle). 24 hour after
irradiation: (empty tri려19le) ， 48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squ따e).72 hour after irradiation:(plus) , 96 hou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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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 고정항원 (c-reactive protein)의 흰쥐 혈청내 항원에 의한 폴리를론항체

반웅의 억제율. 각 기호는 ELISA에 사용되는 천신조사 후 시간별 흰쥐로

부터 채혈한 혈청율 표시한 것임 (3Gy).

(Fig.32. Inhibition by rat serum C-reactive protein of reaction of p이yclonal

antisera with immobilized antigen(c-reactive protein) on solid phase
wel l. π\e symbols represent ser빼 acquired from rats at various time
after whole boφ irradiation(3Gy): (fi lled circle ), control; (빼pty

circle) , 6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triangle) , 24 hour after
irradiation: (empty tri하~le) ， 48 hour after irradiation; (filled
squ떠"e) ， 72 hour after irradiation;(plus) , 96 hou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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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lpha-1 antiσypsm의 농도변화

Alpha1 anti'따psm은 S어ne protease inhibitor로서 지난 30년 동안 상당

허 활발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그 후로 선천척으로 alpha-l anti따psm의 유

전자의 결핍은 lung emphy였na(혜기종)나 어떤 경우 심각한 간질환언

liver cirrhosis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알려지고 었다(62. 63. 64. 65. 66). 이러

한 alpha-1 anti따psm은 종에 따른 특이성이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 rat에서는 an뼈rrombin ill와 함께 염증이나 초직손상동에 의환 급성반웅

물질로 되어있다. 반면 mouse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trauma의

경우 유의성 있는 증가가 혈액내에서 멀어나지만 급성반웅물질로는 인식되

지 않고 있으며 이러환 경우는 horse. dog에서도 마찬가지이다. Guinea pig

의 경우 F형.S형의 두 가지 동위효소 형태로 되어 있는데 F형은 상당히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으며 반면 S형은 매우 극미량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

한 S형은 급성반웅에 의하여 혈액내에 상당히 증가하게 되며 반면 F형은

매우 미약하게 충가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척인 rat의 혈액에서는 3-如tg/ml

로 사람의 1.32mg/ml 보다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일반척으로 rat에서는 급

성반웅물질로 알고 었으며 방사선 피폭시에도 마찬 가지로 상당히 큰폭으로

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현재 피폭된 선량 0.1Gy에서는200%.

1.0Gy에서는 300-500%. 2.0Gy에서는 떼0-500%. 3.OGy에서는 400-600%정

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었으며 96시칸 경과시 까지 증가된 양이 유지되고

있다(그립 34, 35). 따라서 현재의 데이타를 바탕으로 변화의 하한치가 어느

선량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를 조사하여 저선량 피폭병가의 가능성을 조사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Alpha-l acid glycoprotein의 농도변화

Alpha-l acid glycoprotein은 orosomucoid로도 불리우며 완전한 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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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방사션 천신초사 후 흰쥐 혈청내에서 a1pha-l antiyr，ypsin의 농도

변화.

(Fig.35. 다1없~es in concentration of a1뻐a-I acid glycoproteinin rat blood
serum after whole bod,y 때Co r-irradiation(O.l , 1.0, 2.0 , 3.0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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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배열이 밝혀진 몇몇의 단빽질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환 단백질의 분

명한 기눔은 청립되지 않았으며 최큰 Arnaud와 Gianazza에 의하여 유전적

으로 생물학쩍으로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인식되었다. 사람에 있어서

alpha-1 acid glYCOlπutein은 1뾰0년 Winzler의 실험실에서 분리가 성공한

이래로 분자적 구조 및 특성은 거의 밟혀졌다. 분자량이 40，아)() dalton정도

로 18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져 었으며 carbohy따ate의 합량이 42%를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로서 대채적으로 밝혀진 가능은 급성반웅물질로 알려

져 있다는 사실이다(66， 67, 68). 특히 관절염이나 폐렴둥의 염중반웅 과정중

이나 혹은 외과수술 직후 혈액내에서 상당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었으며 면역반웅의 modulator로서의 기농이 채일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상적인 사랍의 경우에는 혈액내의 농도가 0.5- l.Or맹1m!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혈액내의 수준을 정량화한 결

과 쟁상인 보다 2배 청도의 중가를 보이고 었었다. 이러한 머pha-1 acid

glycoprotein·은 머pha-1 antitrypsin둥과 함께 dexamethasone둥에 의하여 배

양된 hepatoma cell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었다(69). 현계 방사선

피폭 후 O.1Gy 에서는 rat에서 alpha-1 acid glycoprotein 의 양이 뚜렸하게

충가하고 었지는 않고 있어 저선량 피폭의 지표로서의 가능성은 희박하나

l.OGy 이상에서는 200%정도로 증가하고 았으며 선량에 따른 상관관계는 보

이지 않고 있다. 또한 증가의 폭도 cancer나 다른 외부자극에 의하여 변하

는 것파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립 36, 37).

바. Transil없m의 농도변화

Transferrin은 철을 합유하고 있는 beta-1 glob바m으로서 철분의 운반과

순환 및 retic며oendoth양i려 system에 철분의 공급을 하므로서 혈액내의 철

농도의 조절과 배뇨에 의한 철분의 손실파 철에 의한 독성방지동 다양한 가

-77-



1.4

•
1.2

1.0

0.8

0.4

0.2

0.6

E

ζN
@

양

}
。

m
Q
I
。
j
」
(
〕m
끄
〈

0.0
10-2 10210 1

acid glycoprotei n (ug)

10°10- 1

A1

흰쥐 alpha-l acid glycoprotein의 타~ISA 표준곡션.

ELISA stan뻐rd 띠'"Ve of rat a1야1a-l acid glycoprotein)

-78-

그림 36.
(Fig.36.



-- •
MJ.

”
1"'1

,-1 -
,.(

. .

1000

800

900

700

600

500

400

300

200

E
그
』m
m
-
E늄
그
드
뀔
。
」g
。
U
〉
-
m
--um

F
m
z
α
-
m

3.0Gy2.0Gy1.0Gy0.1Gy

100

o

rat blood serum
3.0Gy»)

그립 37. 방사선 전신조사 후 흰쥐 혈청내에서 alpha-l acid glycoprotein의

농도변화.

(Fig.37. 다1없1ges in concentration of alpha-1 antitrypsinin
60after whole boφ Co r-irradiation(O.l ,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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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았으며 사람 및 닭동의 transferrin의 일

차구조와 cDNA의 염기서열 및 mRNA의 염기서열풍이 밝혀졌다. 이러한

transferrin은 우유에 함유하고 있는 lactofl얹m과 철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나 색짤 및 분자량이 비슷하나 1차구조와 탄구화물의 함량， antigenic

detetminant둥이 확연히 다르다. 보통 없nsu앙TIn은 1분자에 2분자의 철을

함유하고 었으며 이때 salmon-pink잭을 띄고 았다. 정상척인 사람의 혈액에

는 보통 2.5mg/ml의 tr，없lsferrin의 함유하고 있으며， rat에서는 4-5mg/rnl의

transferrin을 함유하고 었다(70， 71, 72). 다른 급성반웅불질과는 다르게

albumin둥과 함째 외부자극 및 염층에 의하여 nega피ve 반용을 보이므로서

혈액내의 양적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방사선 피폭시에는 O.lGy나 l.OGy의

경우 혈액내의 transu없m의 농도가 피폭 후 $시간 경파시 50%까지 감소

하고 았으며 2Gy에서는 정상수준과 차이를 보이고 었지 않으며 3Gy에서는

오히려 200%정도로 증가하고 었다(그립 38, 39).

현재 연구되고 있는 급생반용물질은 외부자극이나 염증 및 질병에 의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포유동물 및 조류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종에 따라 이러환 자극에 의하여 급성반웅 물질로 작용하는 것과 못하는 것

이 있기는 하나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한두 종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

서 현재의 실험동물의 실험 결과는 대부분 사랍의 경우에서도 정도의 차이

는 었지만 사람의 경우에서도 급성반웅물질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서 일부

는 임상적으로 질병진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

과를 가지고 어떻게 사랍의 경우에 적용시키느냐가 문제이며 현계 O.lGy에

서도 일부 급성반웅물질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저선량

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환 것으로 쟁각된다. 사람의 경

우는 방사션에 대환 민감도가 설협동물로 사용되고 있는 rat보다 매우 높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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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101e b빼 ~Oo r-irradiation(O.l , 1.0, 2.0, 3.0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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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l문에 (LD50 rat: 7밍-85Orad， h따없n: 150-않뻐ad) 이 러환 저선량에 평가 가

농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side effect를 최대한 줄여 신뢰성 었는 데이타를 확보하는 것과 실험동물애

서 처렵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사랍 특히 방사선 치료환자

와 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량적인 측정 살험을 하여 적용성의 여부를 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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