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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목 

생물학적 선량평가 기술개발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비상시 개인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빛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 

으며 개발중에 었다. 특히 많은 생물학적 기술은 방사션 피폭의 초기 

감지률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생물학척 선량평가 

기술은 초보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척은 선량평가률 위해 

지표물질들을 추적하여 작업종사자나 비상시 개선된 생물학적 지표를 

제공하므로써 방사선 방어를 위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 

가하는데 었다. 

11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생물학적 선량평가 기술개발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방사선 조사 후 

실험동물인 흰쥐의 혈액내에 존재하는 급성반용단백질의 변화를 정량 

화하고 효소면역측정방법(EUSA)의 표준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인체 

T-임 파구 hypo업nthine-밍1머피le phosphorγbosyl transferase(hprt) 유전 

자 좌에서 방사선 및 pentach1orophenol에 의하여 유도되는 돌연변이 

빈도 변화를 비교측정하여 선량반용곡션을 완성하였다. 톡히 방사선 

조사 후 흰쥐혈액내 C-reactive prot밍n(CRP)， a 2-ma따uglob버in，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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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gly，∞prot잉n， transferrin, haptoglobin, a z-ceru1oplasmin 뻐d 

머bwnin파 같은 급성반웅 물질올 측정하기 위하여 경쟁적 효소면역 

측정방법올 도입하였다. 

IV. 연구개발 걸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생물학적 선량평가률 위한 생화학적 지표의 연구로서 흰쥐혈액내 

효소활성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Alka1ine 

phosphatase 활성 도는 0.1, 0.25, 0.5, 2.0 그리 고 4.0 Gy의 방사선 조 

사후 24시간 까지 혈액애 활성도가 증가하였고 72시간 경과시에는 대 

조군과 비슷한 활성도를 보였다. Creatine kinase는 2.0과 4.0 Gy 방사 

선 조사후 혈액내에서 활성도가 72시간 까지 증가하였으나 0.1과 0.25 

Gy 방사선 조사시에는 혈청내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Malate dehydrogenase 활성 도는 0.1, 0.25 그리 고 0.5 Gy 방사선 조사 

시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며 lactate dehydrogenase는 방사선 조사 

후 활성도가 감소하였다. GOT의 활성도는 선량률 0.1 Gy/min로 0.1, 

0.25, 0.5, 2.0 그리고 4.0 Gy 조사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으나 선 

량률이 0.5 Gy/min인 경 우 0.1, 1.0, 3.0, 5.0, 7.0 Gy에 서 증가현상올 

보이고 있다. Acid phosphatase 활성도는 상기의 어떠한 선량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놈 흰쥐를 1.0, 2.0, 3.0, 5.0 및 7.0 Gy 선량으로 전신 조사하였으 

며 조사 후 24, 48, 72, 96시간과 216시간 경파후 혈액올 채취하였다. 

혈 액 내 ceruloplasmin올 측정 하여 선 량반웅곡선을 완성 하기 위 하여 항 

원고정 방식의 경쟁적 효소면역측정법올 사용하였다. Ceruloplasmin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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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는 염중유발물질인 turpentine올 주사한 수놈 흰쥐의 혈액을 사용 

하였다. Ceruloplasmin의 홉착효율은 50 mM carbonate;bicarbonate 

buffer, pH 9.6보다 10 mM Tris-HCl, 150 mM sodium chloride, pH 

7.4에 서 더 효과적 이 었으며 정 량을 위 한 적 정 한 ceruloplasmin의 홉착 

범 위 는 well 당 70 - 140 맹이 었다.C앙uloplasmin은 피 폭후 72 -

96시간에서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피폭 후 96시간에서 최대값올 지니 

는 선량반용관계를 보였다. Cerulplasmin은 피폭 후 216시간에서도 피 

폭이전의 농도로 회복되지 않았다. 0.1 Gy 로 피폭된 실험동물의 경 

우에 도 ceruloplasmin의 농도는 피 폭 후 72-96시 간에 서 최 대 로 중 

가하였으며 단백질의 농도는 대조군과 유의성 있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Cerulplasmin은 방사선피폭후 변화하는 중요한 급성반용물질 

중의 하나로 밝혀졌으며 방사선방호를 위한 유전자 발현 및 조절에 

과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1.0 Gy에셔 피폭된 흰쥐에서는 피폭 후 96시간 경과시에 C

reactive protein, haptoglobin, a l-an디trypsin둥은 정 상적 인 대조군 보다 

약 4배 정도 중가하였고 tr，없lsfl맘ln은 50% 감소하였다. 반면 a racid 

glycoprotein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Tranfenin의 경우 3.0 Gy 

피폭된 흰쥐의 경우 피폭 후 24시간 경과시， 2배 정도로 중가하였다. 방 

사선에 대한 이러한 생화학적 반용은 선량과의 상관관계가 밀접 하지는 

않으나 0.1 Gy의 홉수선량올 측정할 수 있올 만큼 민감도를 가지고 있 

다. 

인체 T-렴프구에서 감마선과 대표적 화학 독성물질인 pentachloro

phen이(PCP)의 돌연변이 효과를 hypoxanthine-guanine phospho

ribosyl transferase(ψπ) 유전자의 돌연변이 빈도로써 측정하였다. 감 

마선은 137Cs원올 사용하여 세포의 초기배양 시기에 o - 3.0 Gy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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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고， PCP는 세포의 초기배양시 최종농도 o - 100 ppm으로 24 

시간 투여하였다. 돌연변이세포는 6-thioguanine올 처리 하에 세포가 

성장하는 능력으로 분류하였다.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빈도는 1.0 

Gy, 2.0 Gy와 3.0 Gy 선량에서 대조군보다 약 40%， 400%와 750% 중 

가하였고 0.2 Gy와 0.5 Gy의 선량에서는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다. 

PCP를 15 ppm, 25 ppm 그리고 50 ppm을 처리하였율 때 대조군보다 

각각 30%, 90% 및 520%정도 중가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상이한 

두 돌연변이 원은 모두 비교적 벼슷한 선량-반용형태를 보였으나， 환 

경독성물질들의 혼합효과에서 돌연변이 원을 정성하기 위해서는 개선 

된 T-cell ψrt clonal assay, 즉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RTIPCR) 및 며rect sequencing에 의 한 muta디on려 

S야3따um의 적용이 요구되었다. 

상기의 결파는 사랍의 혈청율 대상으로 하여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방 

사선 치료환자의 피폭여부및 선량명가에 척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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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 project Ti삐e 

[농velopm]ent of Technology for Biol맹ica1 Dosimetry 

". Objeαive and Importan∞ 아 the project 

Many techrùques and deviæ5 capable of measuring the dose to an 

individual in emergencies are in use or under development. Numerous 

biologica1 techrùques can be employed for early detection of radiation 

e짜JOsure， but present state of technol맹y for biological dosimetry is 

now on 않 잃rly developmental stag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indicators for dosime따， to provide improved 

bioindicators in occupational or emergency setting and es디rnateh않lth 

effect for the radiation protection. 

川.8∞pe and Contents of the projeα 

The work scope of ’Delvelopment of Te하mology for Biologica1 

Dosirr뚱nγ’ had contain어 the standardization of ELISAC밍강yme-li따.ed 

immunosorbent assay) , the quantification of changes of acute phase 

prot앙ns in rat serum af따 OOeo wh이e lx잉y r -irradiation for the 

dose-response r，러ationship， the rr뚱asurernent and ∞mparison of 

mutant frquencies induc어 by r -radiation 뻐d pentachlorophenol at 

ψπ locus in human T-lympho댄tes and completion of dose-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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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s. In s야cial， ∞mpeti디ve EUSA techrùques had been developed 

to measure acute phase reactants in rat serum such as haptoglobin, 

a l-antitrypsin, C-reac디ve protein(CRP), ceruloplasmin, a l-acid 

glycoprot잉n， a 2-macroglobulin 뻐d transfenin after whole body 

r -Írfai버a디on. 

IV. Res버ts and ProposaJ for Application 

Enzyme activity changes in rat blood as biochemica1 indicator 

useful for eva1uatuing exposure dose were experimenta11y studied. 

The experimenta1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 A1ka1ine 

phosphatase ac디vities increased in the blood serum 24 hours after 

0.1 , 0.25, 0.5, 2.0 and 4.0 Gy iraadiation and their activities retumed 

norma1 condition after 72 hours of post-irradiation. Creatine kinase 

activities increased in the blood serum until 72 hours after 2.0 떼d 

4.0 Gy iπadiation， however any significant activity changes were 

not detected following 0.1 and 0.25 Gy exposure. Malate 

dehydrogenase activities did not revea1 available changes after 0.1 , 

0.25 and 0.5 Gy irradia다on. Glutamate oxa1oacetate transaminase 

activity changes were detected in rat serum following 0.5, 1.0, 3.0, 

5.0 뻐d 7.0 Gy(0.5 Gy/min). Acid phophatase ac디vi디es were not 

detected in the serum of 려1 the irradiated rats. 

Adult ma1e rats were exposed to a whole body with a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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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of 1.0, 2.0, 3.0, 5.0, and 7.0 Gy. The anima1s were sacrificed 

48, 72, 96 and 216 hours following exposure. A competitive enzyme 

U따‘ed immuno sorbent assay(ELISA) with antigen immobilized on 

the solid phase has been developed to measure ceruloplasmin in rat 

serum and complete dose response curves. Ceruloplsmin was 

purified from the plasma of turpentine treated ma1e rats. Coating of 

ceruloplamin had more effectiveness in 10 mM Tris-HCl, 150 mM 

S여ium ch1oride, pH 7.4 than in 50 mM carbonatelbicarbonate 

buffer, pH 9.6. The coating range for ceruloplasmin was 70 - 140 

ng/well. Levels of ceruloplasmin increased to maximum on the 72 

- 96 hours after irradiation. Slope of between response and dose 

was greatest va1ue 96 hours following irradiation. Norma1 

ceruloplasmin levels were not recorded 216 hours following 

exposure. In 0.1 Gy irradiated group, levels of ceruloplasmin 머so 

increased to maximun on the 72 - 96 hours following irradiation. 

The concentration of this protein remain외 significant1y different 

from control v려ue， 196 hours after exposure. Ceruloplasmin was 

identified as one of the major acute phase protein following 

irradiation 뻐d further studies about gene expression and reg비ation 

would be necessary for radiation protection. 

In the 1.0 Gyπa벼a않d rats, serum haptoglobin, C-reac디ve 

protein and a l-antitrypsin were 400% higher and serum transferrin 

was 50% lower as compared to controls, 96 hours after irradiation. 

-11-



On the other hand, no changes were observed in serum a l-acid 

glycoprotein. In the group of the 3.0 Gy irra버ated rats, tranferrin 

increased by 200%, 96 hours after irradiation. These bio야lemical 

response to radiation did not show dose-dependent relation and the 

sensitivitiy of the ind.icators was high enough to detect absorbed 

dose of 0.1 Gy. 

In vitro somatic mutation induced by r -rad.iation and penta 

chlorophenoHPCP) which is representative of chemical p이lutant 

was measured at the hypoxanthine phosphoribosyl transferase(φπ) 

10αlS in human T-lymphocytes by a cell c10ning assay. Mutant 

cells were selected by their ability to form a clone in the presence 

of purine an려ogue 6-thioguanine. The mutant frequencies by 

r -irrad.iation to a dose of 1.0, 2.0 삐d 3.0 Gy were 40%, 400% 

and 750% higher than those in controls. Significant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mutant frequencies in the 0.2 and 0.5 Gy iπa벼a않d 

groups. When the doses of PCP were 15, 25 and 50 ppm, the 

mutant frequencies increased by 30, 90 and 520%, res야ctively. No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10 ppm treated group. Similar types 

of dose-response relationship were shown in the two d.ifferent 

mutagen.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RT/ 

PCR) te하1nÏque was needed for the mutation s야ctrum to 

discriminate combined exposure to radiation and chemicals. 

-12-



Potentially the above results can be applied to the measurements 

of acute phase reactants in human serum for the assesment of 

exposure doses in radiation workers and pa디ents under the 

radiation therap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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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톨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선피폭에 의한 생물영향연구중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할 파제로서는 

방사선 저선량 방사선 영향의 실험 및 이론적 명가， 생물학적 선량명가， 선 

량한도 및 생체영향 차별화둥 방호를 위한 기준이나 방사선 위해도의 저감 

화 · 방호대책에 관한 것들올 들 수 있다. 생물학적 선량명가란 방사선 피폭 

후 생체내에서 방사선에 야기되는 변화0， 2, 3, 4)를 측정하여 피폭된 선량 

올 추적， 명가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 명가기술들이 연구되고 있 

고(5， 6, 7) 사고시 개인의 피폭선량올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제 

품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발 중에 있다. 생물학적 선량명가를 고려할 때 

보통 물리적 홉수선량(physical absorlx최 dose)과 생물학적 비교선량 

(biological relevant dose)의 차이점올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유기체는 전리방사선에 의하여 피폭될 경우 방출에너지의 일부가 축척되게 

되는데 이것은 피폭된 물질 및 물체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러 

한 단위 mass당 촉척되는 에너지의 양올 홉수선량이라 하며 이러한 홉수선 

량은 생물체의 target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차적인 초기손상의 정도를 결정 

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포수성물질들은 일차적인 이러한 손상이 효 

소작용으로 제거될 수 있고 아니면 복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올 감 

한한 나머지에 의한 영향이 최종적으로 생물학적 비교선량치가 된다. DNA 

의 경우 중요한 방사선의 target이 되고 손상올 받는데 이러한 손상은 상당 

한 효율로 복구된다. 세포유전학(cytogenetic)올 기본으로 한 생물학적 선량 

명가는 생물학적 다양성올 고려하여 (8) 이러한 생물학적 비교선량올 측정하 

는 것이고 물리적 선량명가는 복구되지 않은 손상의 홉수선량올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적 선량명가 방법의 개발은 방사선 사고시 주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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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선순위의 결정사항뿐만 아니라 피폭환자들의 치료에 생물학적 data를 

의사에게 제공하므로서 치료에 크게 도움올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선량평가방법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올 뿐만 아니라 전신피폭 

선량올 평가하는데 Chemobyl 사고와 브라질의 Goiania 사고에서 직접 사용 

되었다(9， 10, 11). 특히 이 사고들에서는 혈청내의 periperal blood 

lymphocyte(말초혈액임파구)의 수준이나 bone marrow나 heamatopoeitic 세 

포에서 dicentric chromosome의 분석방법 둥을 사용하였다. 생물학적 선량 

평가의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 폭제 한 선 량(20 - 30mSv acute exposure, 50 

mSv chroruc exposure)에서부터 사고시 피폭될 수 있는 수 Gy까지 적용 

될 수 있는 좋은 dose-response를 보여야하며 둘째， 성량평가를 위해 선정 

된 효과는 방사선에 특이성이 이어야 하며 셋째， 그 결과는 긴급시를 대비 

하여 수일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방사선에 대한 피폭영향이 영 

구적으로 지속되지 않올 경우 그 영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 

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다섯쩨， 방사선 피폭이 구부적이든 전신피폭이든 

피폭에 의한 신체의 정확한 위치까지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급성피폭， 만성 

피폭 또는 간혈피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방사선 선질에 따 

라 차이와 특히 내부피폭에 의한 영향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선량평가를 위한 시료는 쉽게 채취될 수 있어야 하며 평가는 빠른 방법 

으로 자동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기의 모든 조건올 충족 

시킬 수 있는 이상적 시스템은 알려져 있지 않고 알려질 가능성도 희박하 

다. 따라서 방사선 비상사고，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평가(저선량)， 비 

방사선 작업종사자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피폭， 방사선 치료둥 다양한 

상황 및 조건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선량평가방법올 선별， 분류하므로써 적 

절한 방법올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기의 생물학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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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선행조건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multi pararnetric method를 추구 

하는 방향으로 진 행 되 어 야 할 것 이 다02， 13, 14, 15). 

생물학적 지표는 크게 혈액내에서 세포의 중감을 추적하는 혈액학적 지표 

(Haematological indicators), 염색체의 이상을 분석하느 세포유전학적 지표 

(cytogenetic indicators), 혈청효소 및 핵산이냐 단백질 분해산물을 측정하 

는 생 화학적 지 표(body fluid indicators), lymphocyte의 subpopulation을 측 

정하거냐， 단백질 합성 퉁을 조사하는 면역학적 지표(immunological 

ind.icators), 생식세포의 운동성퉁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는 생식셰포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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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세포막지표(membrane biomarker indicators)둥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초기 생화학자틀이 생물학적 평가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M따디n둥 

은 방사선조사 후 다양한 효소활성의 변화를 조사하여 혈청에서 효소계중 

serum glutamic oxaloacetic σ하lS킹피nase(GOT) ， malte dehydrogenase, a

arnylase, lactate dehydrogenase, alkaline phosphatase, creatine kinase둥 이 

가장 가능성 있는 dosimetry system이라 생각하였다06， 17, 18, 20, 21). 이 

러한 효소들은 근육， 골수， 간， 침생 둥에서 방사선 손상으로 인하여 생성될 

수 있으므로 혈액내 이들 효소활성도의 측정은 사고시 방사선 피폭환자들 

의 예후 뿔만 아니라 의학적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이라 생각하였다. 그러 

나 변화의 지속성과 검출할 수 있는 선량범위가 저선량에서는 적용되지 못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피폭선량평가에는 적 

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한 연구발전되어 온 염색체 

이상이나 micronucleus 분석방법둥이 분석겸비냐 분석시간의 문제점에도 불 

구하고 0.1 Gy 이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년간 

5 rem으로 제한하고 있는 방사선 작엽종사자의 저선량 피폭올 평가할 수 

있는 저션량 평가방법퉁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Greenstock(2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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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mphocyte membrane에 interleukin 1 receptor R올 flow cytometer로 분 

석하므로서 0.1 Gy이하 피폭선량에서의 평가 가능성을 살표보았다(23， 24). 

이러한 방법둥은 과거 면역세포와 관련된 지표로서는 저선량피폭의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경우와는 상이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은 방사선이라 

는 재한된 요인 뿔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 

에 특정유전자(Hypoxanthin guanine phosphoribosyl transferase: HPRT)의 

일반 환경독성물질이나 방사선에 특정적으로 변화하는 돌연변이를 정성적으 

로 분석하는데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표의 선정을 통 

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생물학적 선량평가애 정확성의 확보가 필요하며 

방사선 사고 후 만성효과와 방사선의 영향유무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 

표검출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제 2 절 연구범위 

본 연구는 중장기 과제의 일환으로 생물학적 선량평가 기술개발올 위하여 

시료의 채취가 가장 간편한 혈액을 대상으로 다옴과 같은 연구범위를 셜정 

하였다 

1. 생 화학 및 효소면 역 학적 방법 (Enzyme linked irnmunosorbent assay 

ELlSA)으로 염중， 감염， 외상， 방사선 및 외부자극에 의하여 혈액내에서 증 

가하는 혈액효소 및 급성반용물질(Acute Phase Reactants or proteins)~ 

방사선에 대한 선량-반용관계롤 규명하고자 수행되어졌다(25， 26, 27, 28, 

29). 지 표로 선 정 된 혈 액 효소는 creatine kinase, alkaline phosphatase, 

glutamate oxa1oacetic transaminase, a -amylase퉁이 며 측정 방법 은 효소기 

절반용방법올 이용하여 간단하게 S야ctrophotometer assay방법을 사용하였 

다. 

2. 급성반용물질의 측정은 대부분 효소기질반용방법으로는 측정이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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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 량을 위 하여 효소면 역 측정 방법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량방법을 위하여 우선 타당성 있는 지표의 선정 

(실험동물을 rat 이용하므로 사랍과의 생리적， 생화학적 유연관계， 급성반웅 

물질의 생성장소 및 합성에 관여하는 cytokine파 같은 생체내 humoral 

factor의 비교)하여 혈액내에서 고순도의 급성반용물질을 현재 본 실험실에 

서 보유하고 있는 chromatographic system을 이용하여 분리정제하였고 각 

각의 급성 반용볼질 에 대 한 rabbit anti-rat acute phase proteins antibody 

(IgG)를 획득하였다. 

3. 신속， 정확한 효소면역정측정을 위하여 각각의 급성반용물질에 대한 표 

준측정조건을 확립하여 대량의 시료를 균일한 조건하에서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4. 세포유전학적 측면에서 체세포 톨연변이의 빈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 

여 hypoxanthine-guanine phosphoribosyl transferase(HPRT) 유전자좌 

(genetic loci)에서의 빈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시료는 건장한 20대와 30 

대의 혈액에서 말초혈액임파구를 분리하여 T-임파구 enrichment 배양을 하 

므로서 방사선 및 일반환경돌연변이원인 pentachlorophenol(PCP) 피폭에 의 

한 변이빈도를 관찰 비교하였다. 특히 방사선파 일반환경돌연변이원에 의한 

돌연변이세포를 확보하므로서 방사선 및 환경돌연변이원에 의한 생체영향의 

차이점을 유전적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정량 

적 자료를 활용하여 방사선에 의한 반용 유무 및 방사선선량에 대한 dose 

response에 대하여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지와 저선량방사선에 대한 변화의 

가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업종사자에 대한 적용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43-

NEXT PAGE(SI 
I.tt 8LANK 



쩌I 2 장 국내외 기솔개발 현황 

제 1 절. 생물학적 선량명가 특성비교 

가. 세 포유전학척 분석 (cytogenetic 없허ySÍs) 

(1) 염색체 이상 분석 방법 

혈판에서 취한 혈액에서 혈구외 백혈구가 함유되어 있는 혈장(plasma)올 

분리하거나 또는 혈액전체를 세포분열촉진제 즉 PHA(phytohemagglutinin) 

가 함유된 배양액에 넣어 4O't에서 배양한다. 배양액은 주로 TC medium 

199와 같은 합성 배양액을 사용하여 여기에 penicillin이나 mycm과 같은 항 

생 제 와 혈 청 (serum) 또는 혈 장(plasma)을 가한다. 혈 청 은 일 반적 으로 전 체 

용액의 10 - 20% 정도 가하며 혈액을 채공한 사람의 (autologous)이거나 혹 

은 혈액형이 AB형인 사랍의 혈청을 사용하며 태내의 송아지나 어린 송아지 

의 혈 청 (calf or bovine serum)을 사용하여 도 좋다. 

Aberration 분석은 PHA에서 배양하여 T 임파구의 중식을 촉진시키며 첫 

번째와 나중의 분열세포률 구별하기 위하여 25 uM bromodeoxyuridine 

(brdUrd)을 넣 고 배 양한다. Metaphase의 임 파구률 잡기 위 하여 48시 간에 

colcemid률 가한다.53시 간에 는 셰포를 0.075 mM KCl로 swollen시 키 고 3:1 

methanol과 acetic acid로 고정한 후 세포유전학척 분석을 위하여 현미경 슬 

라이드률 준비 한다.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FISH)를 위 한 세포 

는 BrdUrd만이 포함되지 않은 통일한 배지에서 배양한다. 

FISH 법 은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LLNL)에 서 개 발 

되었는데 transloca디on과 dicen며c율 한꺼번에 검출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FISH는 comosite DNA probe의 두 개의 cock떠il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chromosome 4에 만 륙이 적 으로 작용하고 다른 하나는 chromosome 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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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G-ban버ng법파 Unbanded chromosome은 단지 첫번째 분열세포률 세기 

위하여 fluorescence와 검사(Giemsa)법을 이용하여 염색한다. 8anded 

chromosome용 슬라이드를 σypsin으로 처리하고 Evans(2}가 확립한 방법 

에 따라 Giesma로 염색한다. 두가지 유형분석은 45개 이상의 centromere를 

갖는 세포만 센다.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염색체 이상 연구는 처음에 인간세포를 배양하 

여 한것이고 in vivo에서 인간 골수 세포와 단시간 순환혈액 임파구 배양법 

에 의해 이루어졌다. 염색체 이상 연구는 순환혈액 시료를 쉽게 얻을 수 있 

고 in vitro division 첫번째 나타난 metaphase에서 또는 첫번째 post

irradiation에 ^ì high quality yield를 만들 수 있으며 metaphase에서 염 색체 

이상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Metaphase에서의 염색체 이상은 7가지로 밝혀졌는데 한 개의 염색체만 

이 관여된 이상은 내적 변화(intrachange)라고 하며 2개 이상의 염색체에서 

의 이상은 염색체간변화(interchange)라 한다. Intrachange에는 단부결실 

(tennin려 deletion), 소단면(minute 또는 interstitia1 deletion), 무동원체환 

(acentric ring), 동 훤 체 환(centric ring), 협 동 웬 체 역 위 (pericentric inversion), 

편동원체역위 (paracentric inversion)가 있으며 interchange에는 상칭상호교 

환(symmeσica1 interchange)와 비상청상호교환 (asymmetrica1 interchange) 

이 있다. 여기에서 염색체 이상에셔 biologica1 dosimetrγ 측정에 이용되는 

염색체 이상은 상청상호교환에 속하는 전좌( transloca디on)와 비상청상호교 

환에 속하는 이동원체 (dicentric)이다. 그 이유는 intrachange는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짧은 시간안에 쉽게 복구(rep려r)되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 

문에 오랜시간이 경과후에도 검출할 수 있고 이동원쩨 (dicentric)는 피폭 

수주일까지 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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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 이상 분석에 의한 방사선 선량평가의 가장 중요한 점은 pre-

irradiation (background)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급성 피폭인 경우 

dicentric 빈도를 관찰하는데 단지 자연방사선에 의해 피폭된 개인의 

background 빈도의 최고치와 명백히 다른 방사선 유발 총이상 빈도에 기 

초를 두며 만성피폭인 경우는 염색체 이상 자연발생 빈도에 기초를 둔다. 

자연발생 빈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소한 

20개체 이상을 분석하며 개체는 반사선 진단이외의 방사선 피폭사례가 없는 

개체 및 병력이 전혀없는 개체를 선택할 필요가 었다. 또한 임파구를 이용 

해서 실험적 조건하에서 방사선량-반웅곡선올 구하는데 in vitro 상태에서 

37"C 에서 heparin올 함유한 혈액을 직접 방사선 조사 후 염색체를 검사하여 

이상빈도와 선량간의 관계를 관찰하는데 낮은 선량일 경우에는 200 - 500 

개 정도의 세포수를 센다. 

그밖에 방사선 선질에 따라 적용되는 방사선량-반용 관계식이 다르다. 

Low-LET X선 또는 y 선 조사에서의 급성피폭은 방사선량에 따라 

tennina1 deletion파 같은 single break의 이상빈도가 중가한다. 대조적으로 

이 동원 체 (dicentric)와 같은 exchange ty야 aberration 빈도는 염 색 체 절 단올 

유발하여 2개의 분리된 염색체 또는 염색체 단편이 재결합되고 방사선량에 

비례하여 또한 중가한다. 이렇게 방사선량-반용관계는 exchange type 이상 

빈 도와 low LET radiation dose에 대 해 plot하면 전 형 적 인 형 태 가 나타난 

다. 따라서 이동원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형 이차함수 선량-반용 

관계식이라고 하는 식에 Y값을 대압하여 방사선량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식 

은 다옴파 같다. 

y = c + aD + β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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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 서 , D = radiation dose (rad) 

c = base line (backgr∞und freq uency) 

a = linear coefficient 

β = dose quadrated codfficient 이 다. 

한편 high LET dose-resJX>nse curve에서는 방사선량에 따라 직선을 나 

타내 며 dicenbic dose-resJX>nse function은 다옴 식 에 의 한다. 

y = C + aD 

여 기 서 Y = dicenbic yield 

C = baseline 

D = neutron dose 이 다. 

이와 같이 이동원체 선량-반용관계는 직선적인 경향을 나타내므로 이동원 

체 데이터를 갖고 쉽게 방사선량을 추정할 수 있다. 대부분 chromosome 

exchange type aberration은 single hit DNA lesion의 상호작용의 결 과로 얻 

는다. 염색체 이상 연구는 신속하게 순환혈액 시료채취를 통하여 0.1 Gy 

(lOrad)이하의 외부피폭을 정확하게 검출하고 측정할 수 있으며 또한 집단 

의 과피폭을 피폭 수십년 후까지 검출하고 측정할 수 있으나 방사선 낙진으 

로부터의 내부피폭을 위한 세포유전학적 분석으로는 부적당하다. 

근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염색체 관련 biodosimeter들 가운데 체세포 

돌 연 변 이 (somatic mutations), 염 색 체 전 좌(chromosome translocations), 미 

세핵(micronuclei) 및 이동원체 (dicentrics) 둥을 들 수 있는데 이중에서 특 

히 염색체 전화는 glycophorin A와 더불어 피폭 후 시간경과에 따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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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성피폭(chronic exposure) 조건하에서 방사선 피 

폭의 누적선량을 추산해 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반면에 미세핵과 

이동원체는 시간경과에 따른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 사고에 의한 피 

폭 퉁 급성피폭에 따른 선량을 추정하는데 이용된다. 특히 인간의 순환혈액 

임파구에서의 염색체 이동원체 이상은 생물학적 방사선량 평가에 가장 중요 

하다. 이것은 급성 또는 아급성 피폭 후 수 주일 내에 선량평가에 이동원체 

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원체는 오래전 또는 몇 달， 몇 년 

이상 오래 경과된 피폭에는 유용하지 않온 것으로 밝혀졌다. 

(2) 미세핵 분석방법 

EastInond and Tucker에 의하여 개발된 미세핵 분석방법은 French 둥에 

의하여 유전독성학적 연구률 다양하게 인류집단에 적용시켰다(3O) Anti

피netochore항체 및 형 광 rabbit anti-human second항체 로 염 색 체를 착색 시 

키고 0.25 μ g/ml DAPI로 counters없i띠ng을 실시， 형광위상차현미경하에서 

검경한다. 이때 각 미세핵의 kineto하lore label의 존재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혈액순환임파구(PBLs)내에 생성되는 미세핵은 전리방사선에 의해서 

유발된 염색체 손상의 생물지표로 매우 유용하다. 방사션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핵들은 주로 염색체의 무동원체 단편(acentric fragment)에서 유래되었 

음이 최근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고되었다. Cytochalasin B를 이용하여 세포 

질분열을 억제시키면서 세포간기에서의 미세핵 발생빈도를 측정 

(Cytokinesis-blocked ITÚcronuclei assay)함으로써 방사선 사고에 의 한 과피 

폭시에 적용이 가능한 생물학적 선량산정 (biological dosime따)의 한 방법으 

로 활용할 수 있다. 염색체 손상을 평가하는 고전적 방법에 비하여 미세핵 

분석법온 단순할 뿔 아니라 단 시간내에 수 많은 셰포를 측정할 수 있는 장 

컵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가까운 장래에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자동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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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것으로 본다. 방사선 조사에 대한 생물지표로서의 염색체 이상은 m 

vitro 및 m V lVO 두 경우 모두 방사선 감수성 (radiosensi디vity)에 있어서 거 

의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세핵 유발의 X-ray 선량의존성 둥은 in 

vitro 조건하에서의 방사선 조사로 용이하게 추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편 미세핵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연구보고에 따르 

면 혈액시료제공자의 연령이 중가함에 따라 미세핵 자연발생빈도도 증가하 

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혈액시료 제공자의 나이와 미셰핵 자연발생 

빈도 간에는 다음 관계식이 성립된다 (r=O.64). 

YBL = 3.46 + 0.412A 

여기서， YBL는 1 ，αm 세포당 미세핵 자발빈도， 

A는 혈액시료제공자의 연령이다. 

French & Morley(31)는 세포질분열 억제 (CB) 방법올 이용한 단기피폭에 

따른 염색체 손상 연구를 통해 0.05 Gy정도의 X-ray 피폭결과도 수 시간내 

에 감지할 수 있음올 밝혔다. X-ray의 경우 미세핵 생성빈도와 선량간에는 

일반적으로 선형이차함수 (linear-quadra디c)의 관계식이 성립된다. 하나 이 

상의 미세핵올 갖는 1，아)()개의 세포핵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계처리하여 다 

옴과 같은 관계식 (r=O.98)이 성립하였다. 

Y = 25.72( :t 22.30)D + 43.30( :t 5.99)D2 

여기서 ， Y는 1.α)() CB 세포당 미세핵 생성빈도 

D는 홉수선 량 (0 - 4.0 Gy)올 의 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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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식으로 제시된 선량-미세핵 생성빈도 간의 관계에서 2.0 Gy이상의 

범위에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는 계수된 미세핵의 숫자에 따른 

통계적 오차보다는 주로 개인차이 {interindividua1 difference)에 기 인한다. 

CB 미세핵분석법에의한 개인의 선량평가에 있어서 전반적인 선량오차 (불 

확실성)는 2.0 Gy까지는 비교적 일정한 값(:t 0.25 Gy)올 나타내며 4.0 Gy 

의 선량까지는 연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t0.4 Gy의 오차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방법에 의한 선량 검출함계는 0.3 Gy로 그 야하의 선량 

범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기술적인 난점올 갖는다고 보고되었으며 1.0 Gy 

이하의 선량범위에서의 선량평가 정확도가 낮은 것은 시료제공집단 자체가 

갖는 이질성 (성별， 연령 둥)에 따른 미세핵 자발빈도의 변이와 통계적 문제 

점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동윈체 (dicentric)의 자연발생빈도 

(background)는 1 ，αm 세포당 1 (즉， 1Q-3/cell)로 밝핵져 Thierens둥(32)의 

연구에 따른 미세핵 자연 발생빈도인 1 ，αm세포당 25.7과는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종래의 염색체 변이 분석법에 비해 볼 때 미세핵 분석법의 큰 결 

점중의 하나는 미세핵의 자연발생이다. 한편， 저선량법위의 선량평가의 정확 

성올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개인별 pre-iπadiation base line va1ue를 정확 

히 알아야 하며 또한 기법의 자동화 둥올 통한 통계학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집단내에서의 방사선 민감도 또는 방사선 저항성올 가 

지는 개인을 감별혜내기 위해서는 관심있는 션량범위 (base-line level - 4.0 

Gy) 전반에 걸친 dose-response의 확립이 션행되어야 한다. 

[장점] 

• 분석법이 단순하여 분석수행 용이 

- 비전문가에 의한 분석 가능 

- 분석장벼 단순 (현미경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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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내에 많은 세포의 미세핵 계수 측정 가능 

- 수시간 이내에 분석가농 

• 방사선 사고에 따른 과피폭자의 선량평가 용이 

- 혈액채취만으로 시료 완료 

- 단순계수작업 후 선량추정 

- 따라서 과피폭자 숫자가 많을 때 유리 

• 낮은 선량검출의 하한 

- 선 량검 출하한 0.05 Gy (4，α)() - 5，αm 세포의 경 우) 

[단점] 

• 피폭 후 한정된 기간내에서만 적용 가농 

- 시간경과에 따른 안정성이 없옴 

• 자연발생빈도 (비gh background) : 1 ，αm 세포당 25이상 

- 비교 dicentric 자연발생빈도 1，αm 세포당 1 

1945년 이후 생존한 히로시마 원폭피해자 엄파구의 실제 염색체전좌 빈도 

는 in vitro 조건하에서 방사선 조사한 임파구가 최소한 세포분열 때에 나타 

내는 전좌빈도와 통계적 유의성올 갖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염색체전 

좌가 시간경과에 대해 매우 안정한 biodosimeter임이 입중되었다. 

H = [ (Y-k) / a ] x Q 

여 기 서 H : dose equivalent (Sv) (o.4-2 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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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No. of translocation π:T cell 

k : Spontaneous background frequency for translocations 

(l7:t6 x 10-3) 

a : linear coefficient for translocations 

(a = 0.023 :t 0.016 transloca디onslceψGy) 

Q : usually a value of 1.0 for gamma rays (Quality fa다or)이다. 

일반적으로 재래식 염색체 이상분석방법올 이용할 때 어느정도 정확한 홉 

수선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 metaphase 세포를 분석해야 한다. 

반면에 미세핵 분석법을 이용하면 전신피폭의 경우 500 - 1 ，α)() 세포정도의 

미 세 핵 분석 을 통해 0.2 Gy 범 위 까지 의 피 폭선 량을 base-line level로부터 

분리감지할 수 있다. 종래의 염색체 이상분석법에서 500 세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 시간 정도인데 반해 CB 미세핵 분석법으로 

1 ，αm 세포를 검사하는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이내이며 이 분석법올 자동화 

할 경우 미세핵 계수의 효율을 현저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선량평가상의 

불확실성에 기여하는 통계적 요인올 배제할 수 있다. 한편， 신속한 현미경 

계수를 통한 미세핵 분석법은 방사션 작업종사자의 사전선별을 위한 개인별 

방사선 감수성을 명가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용용될 수 있다. 

냐. 체 세 포 돌연 변 이 (somatic gene mutation) 

(1) HPRT (hypoxantine-guanine phosphoribosyl transferase) assay 

HPRT assay는 최 초로 개 발된 인 간의 체세 포돌여 변 이 (somatic gene 

mutation 검출벙법으로써 세포가 DNA를 합성하는 생화학적 경로를 이용한 

돌연변이 세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HPRT는 재순환되는 nucleotide base 

로부터 DNA를 합성하는 효소로서 HPRT 효소기능을 지닌 정상세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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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nuc1eotide base의 유사체이며 독성올 지닌 6-thoguanine( 6-TG)올 첨가 

하여 배양시 새로 합성되는 DNA에 6-TG가 결합되므로 T-엄파구는 죽게 

된다. HPRT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T-임파구의 경우에는 HPRT 효소가 작 

용하지 못하므로 6-TG가 DNA에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는 생존하게 

된다. 따라서 HPRT assay는 채취된 혈액으로부터 T-엄파구를 분리하여 

6-TG률 첨가하여 세포배양(1주-3주) 후 살아있는 돌연변이 세포(HPRT-)를 

autoradiographic method'-t cell cloning assay technique률 이용하여 cel1 

colony의 수를 측정하므로써 선량평가가 가능하다. 

HPRT assay를 이용한 방사선량 명가에 관한 보고들에 의하면 10 mGy의 

방사선 치로률 받은 환자의 HPRT 돌연변이 빈도는 5 X 10-4 mutants/cel1 

/Gy였고14.0 Gy의 방사선 치 료를 받은 환자의 경 우 7 X 10-6 mutantslcell 

/Gy/Sv로써 고선량에서는 더 낮은 비율로 돌연변이가 유도되는 것으로 보 

아 아주 낮은 선량에서 돌연변이 유도곡선에 shoulder가 었음올 암시해 주 

고 있다- 인간의 T-엄파구의 X션에 의한 HPRT 돌연변이율은 0.6 Gy의 

doubling dose를 보였으며 나이와 홉연에 의해 중가하는 경향올 보였으며 

암과 그밖의 다른 환경돌연변이원에 의하여도 증가하였다 .. 

HPRT assay는 저선량의 방사선에서도 비교적 예민하며 돌연변이 빈도는 

최근에 피폭받은 선량일수록 더 높은 상관관계 (돌연변이 세포는 비교적 짧 

은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감소함)률 보이고 있어 비교적 최근 

에 받은 방사선 피폭선량 명가(6개월 이전에 피폭시에 적용)에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HPRT 기능을 나타내는 오직 하나의 유전자만이 X 염색체상에 위 

치하고 었기 때문에 한 쌓의 염색체가 관여되는 돌연변이(특히 남자의 X 

염색체상에 얼어나는 mitotic recombination)는 이 방법으로 검출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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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PA (glycophorin-A) assay 

(가) 원리 

Bone marrow stem cel1 4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는 GPA 유전자는 두 

개의 대립유전자 (two allelic fonn M형， N형)로 구성되어 있다. GPA는 

적 혈구 표면에 세포당 약 5 x lcr copy로 존재하는 siaIoglycorprotein으로서 
두 가지 형태의 GPA 즉， M형과 N형이 존재하며 131개의 아미노산 중 아 

미 노 말단기 (amino tenninus)로부터 위 치 1과 5에 두 개 의 아미 노산만이 다 

르다. Erythroid precursor cell에 방사선으로 인한 돌연변이 (GPA 유전자의 

손상은 hemopoetic stem celI에 지속되어 계속 영향올 미침)에 의해 두 

GPA 단백질 중 하나의 표현이 결핍된 적혈구의 빈도수를 측정하므로서 방 

사선량올 평가하는 방법이다. 

GPA assay는 원폭 생폰자 및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과거 수 십년간의 누 

적된 피폭선량의 평가 및 암 발생 위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최근 방 

사선 피폭올 정량화하기 위한 정밀도 높은 biologicaI dosimetry 기술 개발 

의 차원에서 효윷성 빛 민감도를 중진시킬 수 있는 GPA assay 측정방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었다. 

(나) 측정방법 

GPA assay는 erythroid precursor cell에 GPA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GPA 중 한 형태가 결핍된 적혈구를 확인하기 위해 M형과 N형 각각에 특 

이적인 형광을 뭔 단일항체(monoclonal antibody)를 이용하여 유동세포분석 

기(flow cytometer)로 측정한다. 이때 어느 한 형태가 돌연변이로 인해 결핍 

된 경우에는 적혈구 세포표면상에 폰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형태에 특이 

적인 항체가 결합하지 않으므로 즉， M형의 표면이 결핍된 경우 (Nφ ， NN) 

에는 적색을 지닌 M형의 항체가 결합하지 않으므로 녹색만을 떡게 되나 N 

략
 ω 



형의 표현이 결핍된 경우 (Mφ ， MM)는 녹색올 띤 N형의 항체가 결합되지 

않으므로 적색만올 띄게 된다. MN형 모두가 이상이 없는 정상세포의 경우 

적색과 녹색 모두를 나타내므로 단일 색상만올 나타내는 세포를 flow 

cytometer로 측정하므로써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의 빈도수를 측정한다. 

GPA assay는 원래 dua1-1aser flow sorter를 이용하여 M형이 결핍된 세 

포(Nφ ， NN)와 N형이 결핍된 세포(Mφ ， MM)를 확인하는 방법이 개발되었 

으나 dua1 beam flow cytometer는 너무 값이 비싸고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 

문에 현재는 N형은 정상적으로 표현되나 M형이 표현되지 않는 variant 

celHNφ , NN)의 빈도률 측정 하기 위 해 single-beam flow cytometer를 사용 

하므로써 사용이 편리하고 정밀도가 개선된 방법이 널리 적용되고 었다. 

(다) Biologica1 dosimeσy에의 활용 

GPA assay는 Lawrence Livennore Nationa1 Laboratory(LLNL) 에 서 개 발 

되어 화학물질 및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의 biodosimeσy에 적용되었다. 

LLNL에 36년간(1않3년 - 1989년) 종사한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공식적인 

피 폭기 록은 0.56 SV(O.54 Sv는 감마선， 0.02 Sv는 중성 자에 의 한 것 )로서 기 

록되었으나 실제는 이보다 높은 선량을 피폭받은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에 

대해 GPA를 이용한 biologica1 dosimetry로 재명가하였다. 

GPA assay시 측정된 돌연변이의 빈도수를 방사선량과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기 위하여 Hiroshima 원폭 생존자 및 브라질의 Goiania 방사선사고 희 

생자들에 관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얻은 수식은 다음과 같다. 

H = [ (Nφw-Nφb) / slope of standard curve ] x Q 

H: 선량당량 (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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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φw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Nφ 빈도수 

Nφb 대조군의 Nφ의 빈도수 

Q: 방사선의 선질계수 (1 .0) 

Slo야 48 x 1Q-6/Gy (Hiroshima 원폭생폰자) 

12.8 x 10-6/Gy (브라질 Goi때a 희 생 자) 

BEIR(Committee on the Bio10gical Effects of iomzing Radia디on， NAS/ 

NRC)) V 위원회의 유전적인 영향에 관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저선량의 감 

마선은 고선량 감마선의 1/5 이하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dose

rate effectiveness factor ; DREF). 따라서 Hiroshima 원폭생존자로부터 얻 

은 GPA의 slo야률 방사선 작업종사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1/5 값을 사 

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 Goiania 사고 회생자의 경우 137CS 감마 

선올 2주간에 걸쳐 피폭되었기 때문에 방사선 작업님종사자의 경우처럼 방 

사선 작업종사자의 GPA 변이빈도(23 X 10-6)는 피폭받지 않은 대조군의 경 

우(8 X 10-6)보다 훨 씬 높았으며 이 들의 누적 된 피 폭선 량은 0.4 - 2 Sv로 

평가되었다. 

미국의 LLNL과 일본의 RERF 연구진은 Hiroshima 원폭생폰자 중 고선량 

피폭군(0.14 - 8.84 Gy), 0.01 Gy이하로 피폭된 대조군과 피폭되지 않은 표 

준 일본인으로 나누어 GPA assay를 하였다. 표준인과 대조군의 경우 비교 

적 낮은 변이 빈도(7 - 15 x 10-6)를 보인데 반해 피폭된 그롭의 변이 빈도 

(32 - 78 x 10-6)는 크게 증가하였다. 변이빈도(variant frequency VF)와 

방사선량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 GPA assay는 과거에 피폭된 누적선량을 

명가하는데 좋은 dosimeter를 제공해 주고 있다. 피폭군에 있어서 1.7 - 5.0 

Gy에서는 VF의 큰 변동이 있으나 5.0 Gy이상에서는 비교적 고르고 낮은 

VF를 보였다. 생존하는 hemopoietic stem cell의 수는 방사선량에 지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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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하기 때문에 고선량 피폭의 경우 유도된 돌연변이의 stem cell 수는 

방사선량에 지수적으로 감소하므로 고선량 피폭의 경우 유도된 몰연변이의 

stem cell 수는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특별한 선량에서 유도된 돌연변이의 

수에 관한 stem cell의 치사효과를 고려하므로써 VF의 큰 변동으로 발생되 

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었다. 

1987년 브라질의 Goiania에서 137Cs 조사기 (l375-CD의 부주의로 인해 발 

생한 사고 회생자들에 대한 혈액을 채취하여 LLNL에서 GPA assay를 실시 

하였다. Linear-quadratic dose-response 모 텔을 사용한 GPA 변 이 빈도와 

이 동원 체 반도(dicentric frequency) 사이 의 정 량적 인 벼 교시 밀 접 한 상관관 

계를 보여주고 있어 이들 사고 회생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GPA에 관한 연 

구는 방사선량과 시간에 따른 반웅 및 biologica1 dosimetry 적용에 있어 좋 

은 자료가 될 것이다. 

(라) 문제점 

Bone marrow stem cell에 일어나는 GPA 유전자의 손상은 평생 지속되 

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 후 수 십년 후에도 누적된 피폭선량의 추정이 가능 

할 뿐아니라 현재 건강 및 질병 발생에 있어서 방사선의 기여 여부의 상관 

관계를 추정할수 있기 때문에 biologica1 dosimetry에 좋은 수단올 제공해 

줄 수 있다. 

현재까지 돌연변이 세포를 확인하기 위한 소수의 방법들 만이 알려져 있 

다. 이들 방법들의 대부분이 세포의 배양 및 많은 세포의 검색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GPA assay는 세포배양이 요구 

되지 않으며 소량의 시료(혈액 1 m! 이내)로 짧은 시간에 분석이 가능하며 

특별한 시료처리(멸균처리 퉁)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 

는 사랍에게 적용(2주간의 냉장시 분석이 가능)할 수 었다는 여러 장점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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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나 MN 혈액형을 지닌 사람(사람의 약 50%가 MN 혈액형을 나타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단점을 지니고 었다. 

GPA assay의 장단점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 

- 수십년간의 누적된 피폭선량의 명가가 가능 

- 세포배양이 요구되지 않옴 

- 소량의 시료로 짧은 시간에 분석이 가능 

- 특별한 시료처리가 요구되지 않옴 

-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 

[단점] 

- MN 혈액형을 지닌 사람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 

- 값버싼 flow cytometry 장비가 요구됨 

그러나 방사선 피폭을 정량화하기 위해 GPA 방법을 biological dosimetry 

에 활용보다 효율적인 분석방법의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방사선 손상의 개 

인적인 차이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자료의 축적이 

요구된다. 

(3) I-표A - A (human leucocyte an디gen A) assay 

HLA-A는 핵을 지니고 있는 세포에 존재하고 표면단백질로서 면역반용에 

관여하고 있다. HLA-A 유전자는 6번 염색체상에 위치하며 여러 개의 대립 

유전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성질의 HLA-A 단백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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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 이 방법은 HLA-A의 A2 또는 A3형 (사랍의 약 60% 이상이 이 

형질을 지님)을 지닌 혈액으로부터 적혈구를 분리하며 A2 또는 A3 항체와 

함께 배양시킨 후 complement (혈청단백질의 복합체로서 항체와 결합된 세 

포를 죽이는 작용을 함)를 처리하게 되면 정상세포는 항체와 결합하기 때문 

에 complement에 의해 죽게 되나， HLA-A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하여 A2 

또는 A3 단백질이 결핍된 mutant T-임파구의 경우 항체와 결합하지 않으 

므로 생존하게 된다. 살아있는 세포를 clone 상태로 키운 다음 돌연변이 빈 

도를 측정한다. 

X 선에 의해 약 1.0 Gy의 doubling dose로 HLA-A 돌연변이가 일어났으 

며， 방사선에 의해 결실 (deletion)과 mitotic recombination에 의한 돌연변이 

를 보여 주고 있어 방사선량평가의 가능성이 있으나 biological dosimetry에 

적용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다. 생물학적 지표<Biological indicator) 

생물학적 지표는 생물계에서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을 생물학적으로 표현하 

는 방법으로 전리방사선의 작용이 형성된 이온과의 작용으로 화학결합이 

깨지고 원자가 여기되어 free radical이 형성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화 

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세포의 구성성분이며 대사기능 및 

유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단백질(효소)파 DNA 둥에 영향을 미쳐 생명 

활동의 기본단위인 세포의 기능을 변형시쳐 궁극적으로 생물학적 영향을 유 

발할 수 있다. Lushbaugh 둥(4)은 대부분의 생물체가 방사선 피폭 후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세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의 알려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표의 경우 피폭 후 수년이 지난 후에는 피폭 

선량 추정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었으나 피폭선량 추정을 위해서 잠재력 

이 있는 생물학적 지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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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학적 지표의 선행 조건 

생물학적 지표의 신뢰성과 실질성의 측면에서 방사선 사고로부터 우리가 

배울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엄상적이 혈액학이 방사선 피폭선량 명가 

를 위한 적당한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환자들의 임상적인 관리에도 적당 

하다. 오늘날 생물학적 변화를 근거로 한 정확한 선량평가 정보는 유일하게 

세포학적 실험으로만 가능하지만 생화학적 또는 생물몰리학적 지표는 아직 

까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이 

같은 시도가 유용한 생물학적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도 아니다. 적절한 생물학적지표는 다음과 같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느 것도 아니다. 적절한 생물학적지표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조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생물학적 지표의 요구조건] 

- Easy collection of test sample 

- Reproducibility 

- Dose effect relationship 

- Persistence of effect 

- Sensitivity 

- Specificity 

- Early availability of results 

생물학적 지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시료는 적어도 손쉬운 방법으로 얻 

어질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즉， 뇨， 혈액， 머리카락 및 손톱 둥은 쉽게 얻 

을 수 있는 시료이다. 어떤 생물학적 지표라도 실험과 실질적인 경험올 근 

거로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재현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생물학적 

-61-



지표의 반웅이 방사선량과 좋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어야 하고 저선량에 의한 

영향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일시적인 여향은 실험적인 조건하에서 쉽게 

측정되어질 수 있지만 주로 피폭 후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 

서 생물학적 지표는 시간에 따른 변화에 영속적일수록 좋다. 그 외에 저선 

량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민감도가 있어야 하며 다른 일반적인 물질에 의해 

서가 아닌 오직 방사선에 의해서만 영향올 나타낼 수 있는 특이성이 있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상기 조건이 만족이 되더라도 결과를 이용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이 최소 10-14일이 경과되면 좋은 생물학적 지표라 할 수는 없다. 

(2) 혈 액 학적 지 표 (Hematologica1 indicator) 

조혈기관은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므로 방사선 피폭에 의해 골수나 혈액 

에서 총 혈액세포의 수와 선택된 일부진단의 세포수를 억제할 수 있다. 전 

리방사선에 대한 혈액학적 반응은 많이 연구되어져 있다. 혈액학적 변화는 

X-rayL} 감마방사선으로 전신조사할 경우 0.5 - 1.0 Gy이상이라는 비교적 

높은 선량이 요구된다. 사랍의 경우 혈액내의 여러 parameter(Iymphocyte 

granulocyte, platelet count)를 이 용하여 선 량올 평 가할 수 있으며 방사선 

피폭 후 경과시간에 따른 p따ameter들의 변화도 연구되어왔다. 혈액학적 

system은 방사선 피폭후에 남아있는 골수세포에 의해서 곧바로 회복이 되 

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지표로서의 이용 

은 조직의 회복파 선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일에서 수주간으로 제한된다. 

사랍에서 방사선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더 명확한 방법이 60년대에 개발되어 

엄파수 배양올 비롯하여 임파구에 존재한는 염색체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3) Spermatogenic indicator 

X-ray이나 r -ray에 피폭되었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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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가 정자형성과정이다. 정충의 성숙에 따른 시간 때문에 방사선 피폭 후 

대략 45일까지는 정충수의 감소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같은 지연은 방사선 

전신피폭의 영향을 확인하기 전에 개체에서 만들어지는 정충의 기준치를 조 

사할 수 있게 된다. 정자형성의 변화를 근거로 한 분석방법은 방사선 피폭 

후의 선량올 역산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냐 정충의 수와능력의 회복은 피폭 

수년 후에 선량올 평가할 때 생물학적 지표로는 부적당하다. 

(4) 면 역 학적 지 표(Immunological indicator) 

수 많은 면역학적 실험이 방사선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생물학적 지표로 

써 명가되어지고 있다. 그러냐 이전에 피폭된 방사선량올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계속 밝혀지고 있는 면 

역기작의 복잡성파 면역방어기작에 관계하는 요소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 

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방사선 dosimetry관점에서 이와 같은 면역학적 검 

중의 가치는 대체적으로 영향존속기간， 개체변이둥 복합적인 요인에 큰 영 

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약물치료， 감염중인 사람은 면역학적 

검증결과에 영향올 많이 받으므로 특별히 오래전에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면역학적 검중의 노력이 동물실험 및 m 

vitro 연구를 포함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었다. 

그러나 연구결과의 대부분이 면역학적 치표는 방사선 피폭 후 수일에서 수 

주일 동안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uI(l)퉁이 연구한 면 

역학적 지표의 경우 순환혈액에서 다양한 임파구의 수， Pokeweed mitogen 

(PWM)을 처리한 후 면역글로불린올 동시에 생산하는 B 임파구의 중식， 임 

파구 자극 검정실험 (LST), 혼합임파구 조직배양 (MLC) 둥의 연구를 하고 

있으나 현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방사선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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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만성효과둥은 특히 방사선에 민감한 subclass 면역세포에 대한 단 

일항체둥이 생산되고 유통세포분석기둥이 계속적으로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선량평가뿐만 아니라 생체영향차원에서 연구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가) 다양한 임파구의 절대 또는 상대비 

임파구는 다양한 형태의 세포로 구성되며 그들은 표면 인식물질 및 기능 

둥에 의해 분명히 구별될 수 있다. 그들은 크게 B 및 T 세포로 구별된다. 

B 임파구는 골수세포에서 기원되어 gut-associated lymphoid tissue에서 성 

숙되어지지만 T 세포는 기원은 같으나 thymus에 의해서 성숙되는 동안 영 

향을 받는다.B 임파구는 표면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고 항체를 생산하고 

분비할 수 있지만 T 세포는 특성있는 세포표면 표식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 

어 helper cell과 같은 기능적으로 다른 세포를 구별하거나 바이러스나 암세 

포를 죽이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체생산을 억제하기도 한다. 또한 다 

른 세포에 영향을 주는 많은 물질을 생산하거나 분비하기도 한다. 이러한 T 

세포와 B세포가 항상 균형율 이루고 있지만 외부로부터 항원이 들어오면 

중식과 성숙이 일어난다. 방사선 조사 후 B와 T cell 비율의 변화가 Dehos 

둥 (33)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Wasserman (싫)은 여 러 가지 T cell의 비율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000 rad 이상에서 비율이 변화). 여러 종류의 임파구 

는 방사선에 대해 각기 다른 민감도를 보이지만 골수세포에 치명적인 영향 

올 받지 않으면 수일에서 수주내에 회복될 수 있다. 방사선 조사된 실험동 

물로부터 임파구의 세포표변 인식물질의 발현을 0-6.0 Gy까지 조사하였으 

나 방사선의 종류， 선량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방사선의 영향을 받아 세포표면에서 발현되는 정확한 기작도 알려져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임파구에서 방사선의 영향을 관찰할 때 시간에 따른 변화 

는 선량과 관계가 있고 시간이 경과하면 세포집단이 완전히 정상화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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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특별한 임파구에 관한 연구결과가 방사선 피폭 후 수년이 아닌 단지 

수시간에서 수주일 동안 방사선에 대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올 의미한다. 

(나) 상호작용 

Pokew앉쳐 mitogen(PWM)은 임파구를 자극하여 면역글로블린 

(irnmunoglobuline, Ig)을 생산할 수 있는 검증실험으로 B cell의 기능적 능 

력과 T cell과의 상호작용올 이해하는데 도움올 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방 

사선 조사된 개체들의 큰 개체변이 때문에 표준화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만약 선량명가를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검중이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다. 방사선 피폭 후 시간에 따른 in vitro에서 IgG 생성사이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처옴에는 억제효과가 조사선량에 비례하는 것같이 

보였으나 방사선 치료률 받는 동안 억제효과가 수개월 동안 환자에게서 관 

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3종류의 면역글로블린(IgM， IgG, IgA)의 생산은 서 

서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 후 12-18개월 동안 영향이 남아있었 

다. 결국 이 방법은 방사선 피폭 1， 2년 후에 선량올 명가하는 데 유용한 방 

법으로 명가되고 있다. 

(다) 엄파구 자극 검충실험 

임파구 자극검증 실험(Iymphocyte s디mulation test : LST)은 세포분열 유 

기 물 질 인 phytohemagglutinin(PHA) 또는 Concanavalin-A(Con-A)로 임 파 

구를 자극한 후 deoxyribonuc1eic acid (DNA)에 결합하는 thymidine올 측정 

하는 것이다. LST는 세포성 면역계와 임파구의 성숙능력을 측정하는 실험 

이다. 그러나 이 실험은 단지 1 Gy에서 6.0 GyOOO-600 rad)에 해당하는 고 

선량 방사선 피폭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로 보인다. 동물실험같은 m 

VlVO와 사랍의 엄파구률 이용한 in vitro 실험에서 선량과 영향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고 있으나 방사선의 종류나 성질에 따른 조사는 불확실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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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역계에서 방사선이 기능에 어떻게 영향올 주는가 하는 기작에 대해서 

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이 실험도 방사선 피폭 후 초기때나 방사선 피폭 1 -

2년 후 피폭선량올 역산 추정할 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혼합임파구 조직 배양 

이 방법은 특정 개체의 white blood celHWBC)과 다른 개체의 백혈구와의 

반용올 측정하는 벙법으로 다른 개체의 비중식 임파구를 자극한 후에 특정 

개체 세포의 DNA에 thymidine이 결합하는 것올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 

은 초기단계에 방사선 선량명가률 위해 사용하던 방법으로 방사선 치료환자 

의 실험올 근거로 1-6.0 GyOOO-600 rad)사이의 선량에서 thymidine의 결합 

이 현저히 억제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1.0 GyOOO Rad)이상에서 사 

용되며 다른 검증실험과 마찬가지로 간섭인자， 개체변이， 재현성의 부족둥 

선량평가를 위해 더 많은 실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생 화학적 지 표(Biochemica1 indicator) 

방사선 조사 후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변화는 많이 알려져있다. 특 

히 혈액이나 뇨에 있는 구성성분이 생화학적 선량명가를 위해서 많이 연구 

되어 왔다. 즉， 혈액효소， 아미노산 및 다른 대사산물 뿔만 아니라 세포변화 

둥이 생확학적 지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Gerber(35) 및 Hubner둥(3)은 

선량평가를 위해 생화학적 변화를 사용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점， 즉 방사선 

에 의해 야기된 특이성의 부족， 개체변이， 영향의 지속기간 및 발현시간둥을 

보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수년전에 받았던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생확학적 지표는 없지만 가능성 있는 생확학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가) 혈 청 효소의 티 미 딘 (Thimy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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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내에서 측정 가능한 효소의 농도변화를 추적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자 

료는 동물실험올 근거로 한다. 즉， 세포핵 (nuc1eus) ，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membrane)둥으로부터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특정 물질이 혈청내의 농도를 

중가시키는 것으로 어떤 효소의 경우 뇨(urine)수준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피폭 후 기간에 큰 영향올 받올 뿔만 아니라 선량과의 상 

관판계가 사랍의 경우 분명하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결과는 방사선 치료환 

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동물실험의 경우에는 SGOT, SGPT, lactate 

dehydrogenase, alkaline phosphatase, ma1ate dehydrogenase, serum a

amylase둥의 효소를 대상으로 한다. 수 많은 동물실험에도 불구하고 이 시 

스템의 명확한 가농성이나 선량과의 상관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어렵다. 아 

직까지 혈청효소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방사선 장혜를 받은 사랍에게 적용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혈청내에서 생물학적 지표로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이 

thymidine으로 전신조사를 할 경우 다소 저선량에셔도 혈청 thymidine 준위 

의 중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 최대치는 피폭 4시간 후에 채취한 혈액올 사 

용할 때 나타났으며 생쥐의 경우 민감도가 o.아)5 - 1.0 Gy사이에서 나타녔 

다. 만일 표준화만 할 수 있다면 방사선 피폭올 감지할 수 있는 좋은 생물 

학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올 것이다. Thymidine의 대사사율인 β-하run。 

isobutyric acid <BAIBA)는 0.22 - 3.65 Gy (22 - 365 rad)로 조사될 때 조 

샤 후 3일째까지 상송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또한 O밟 Ridge Y-12 방사선 

사고에서 고선량군에서는 적어도 8일까지 지속되었다. 방사선 피폭에 대한 

가능성 있는 효소학적 지표가 a -amylase로서 이것은 이하선(parotid 

gland)에 방사선이 조사된 후 혈액으로 유입된다. 즉， 이하선에 방사선이 2 

- 20 Gy정도 조사되면 혈액이나 뇨에서 a -amlyase의 준위가 상송하여 피 

폭 약 30시간 후에 최대치를 이루며 약 72시간 후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이 

사실은 a -amylase가 고선량에 피폭된 경우 수일내에 생화학적 지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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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냐 a -amylase뿐 아니라 다른 효소도 피 

폭 후 오랜시간이 지난 후에는 bi이ogical dosimeter로 사용할 수 없다. 

(냐) 뇨 아미노산 

방사선 피폭 후 뇨의 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는 많은 사고에서 조사 

되 었다. BAIBA는 thyamine의 대사산물로 thymidine, dihydrothymine, 

ureidoisobutyric acid, BAIBA의 경로로 생성되며 방사선 피폭 후 3일 이내 

에 생성되어 적어도 8일까지 지속되어질 수 있다. 그러냐 선량과의 상관관 

계는 명확하지 않다. 즉， 뇨에서 증가된 ß -aminoisobutyric acid 준위는 방 

사선 피폭에서만 특이하게 냐타냐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간질환， 만발 

성 백혈병， 박테리아 감염환자냐 유전적인 영향으로 이하여 BAIBA 준위가 

상숭할 수도 었다. 또한 일시적인 방사선 피폭 후에 여러 아미노산 

(cysteine, valine, leucine, phenylalanine, arginine둥)이 방사선 피 폭자나 

실험동물의 뇨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선량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으 

며 특히 1.0 Gy이하에서는 일관성이 없다 Taurine과 creatine은 피폭된 동 

물이나 사람의 뇨에서 측정되어진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의 정상적인 구성아 

미노산이 아닐 뿐아니라 뇨에서 증가되는 기작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25.8 - 38.7 mCi!kg이상 피폭될 경우 상당히 좋은 선량과의 상관관계를 나 

타낸다는 보고가 었다. 최근의 연구는 뇨에서 histamine의 배셜뿐아니라 

neutral hexose와 sialic acid a -2HS-glucoprotein같은 혈 액 단백 질 에 도 관 

심을 두고 있다. 

(다) 대사물질 및 세포내 변화 

셜치류의 경우 방사선 조사 후에 혈액중에서 dopamine과 phosphatamine 

은 감소하고 trγptamine， adrenalin, noradrenalin, serotonin둥은 증가한다. 

그러나 하nine들은 스트레스같은 여러요인에 의해서 쉽게 영향올 받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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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에 대한 특별한 지표가 될 수가 없다. DNA의 절단이 일어남으 

로써 뇨나 혈액중에서 농도가 중가되어 선량과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다른 

생물체에서는 연구되어진 또 다른 것이 세포내 대사산물(metabolite)로 조직 

배양 세포의 DNA에 iododeoxyuridine이나 thymidine의 결합억제 능력을 측 

정하는 방법으로 acute phase에서 생물학적 지표로 이용할 수 는 었으나 사 

랍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유동세포분석기를 이용하여 세포용량， 세포 

내 DNA 함량， RNA함량， 단백질， 세포 표면변화， lectin결합， 항원결정， 세포 

의 기능적 요소둥이 1.25 - 10.0 Gy025 - 1α)() rad)에서 칸지될 수 있는 

세포내 변화들이지만 방사선 피폭 후 단기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라. 생물몰리학적 지표(Biophysica1 indicator) 

(1) ESR Spectroscopy 

가장 관심이 높고 가능성이 있는 생물물리학적 지표가 eleαron spin 

resonance(ESR) spectroscopy이다. 방사선에 피폭된 사랍이나 동물의 벼， 

에나멜， 손톱같은 재료 수백 mg에서 ESR분석을 한 결과 피폭선량가의 좋 

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었다. 더 개선된 ESR spectroscopy는 0.5 - 0.25 

Gy이하 선량에서도 방사선의 영향을 감지할 수가 었다. 이 방법은 free 

radica1이 시간에 경과함에 따라 빨리 소멸된다는 단점이 었으나 시료를 쉽 

게 액체질소에 보관할 수 있고 플라스틱같은 무생물 시료에도 적용할 수 있 

다. ESR은 현재 비상시 선량평가를 위해서 개발되고 있다. ESR은 방사선 

조사된 물질에 포집된 free-ra버ca1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홉수선량을 추정 

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이다. ESR 

dosimetry는 홉수선량을 측정할 때 가열이나 복잡한 시료 전처리가 필요없 

기 때문에 생물시료뿔 아니라 유기물올 포함하여 다양한 물질에 웅용할 수 

있다. 그러나 freera버ca1 농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료를 고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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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필요가 있다. 치아 에나멜속의 hydroxyapatite 및 아미노산같은 물 

질이 비록 방사선에 예민하다 하더라도 당(sugar)은 개인 피폭선량관리를 

위 하여 가장 좋은 물질 이 라 할 수 있다(0.1 Gy이 상). Serezhenkov 둥 (36) 

의 보고에 의하면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에 의해 피폭된 사람에게서 치아 에 

나멜에 ESR올 사용하여 추정한 방사선량이 혈액임파구의 염색체분석에 의 

한 결과와 잘 일치한다고 하였다. 임파구 조직배양에서 염색체이상을 이용 

한 방법은 값이 비싸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이나 캐나다의 과학자들은 생물학적 선량 

명가롤 위한 지표로 치아 에나멜을 사용하여 왔다. 방사선에 조사된 치아 

에 나멜은 96%가 거 의 순수한 미 네 랄이 며 crysta1 lat디ce에 포집 된 free 

electron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ESR 스펙트로메타에 나타날 수 있다. 에나멜 

에 포집된 전자는 수명이 십억년으로 보고되었다. 

NAA는 중성자 피폭이나 중성자， 감마 혼합방사선에 피폭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physical indicator로 일반적으로 다양한 체액이나 WBC(whole 

body counting)에 의한 체내 potassium-24의 농도결정에 중점올 두고 있다. 

또 다른 NAA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핵종으로 P-327t 있으며 또한 방사선 

사고 희생자가 소지하고 있던 보석이나 치아에서 A-198올 이용할 수 있다. 

NAA는 유고슬라비아 및 Oak Ridge 사고에서 dosímetry에 성공적으로 적 

용도었으며 Argentina에서 심각한 원자로 사고에도 적용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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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iological Indicators 

1. Haematological Indicators 

(a) Bone maπow cells 

(b) Blα쳐 cells 

2. Germ Cell Indicators 

3. hnmunological indicators 

(a) Lymphocyte subpopulations 

(b) Immunoglobulin production by lympho대tes 

(c) Lymphocyte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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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i) HPRT 10띠S 

( iv) Human le빼ocyte an디gen A (I표A-A) assay 

( v) ß -Globin 

(c) DNA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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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7. Body Fluid Indicators 

(a) Urine metabolites 

(b)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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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ful Techniques and Devices for Biodosimetry 

(a) Molecular Techniques 

( i ) DNA probes 

( ii) Direct mutational spectra 

(b) Physical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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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이론적， 실험적 방법 

1. 실험동물의 방사선 조사 및 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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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ght: 200 - 250 g) 로 사육실 내 에 서 온도 260 C :t 0.5, 습도 40%로 일 

정하게 유지하였으며 대조군올 비롯하여， 선량올 0.1 , 0.5, 1.0, 2.0, 3.0, 5.0, 

7.0 혹은 9.0 Gy로 나누어 한국원자력 연구소 방사선 용용연구동에서 조사 

하였다. 단위조사선량률은 0.38 Gy /min. 되는 지점에서 1회씩 6OCO r -ray를 

한 그룹당 12마리씩 조사하였다. 방사선 조사 후 사육실로 운반하여 6, 24, 

48, 72, 96 및 200시간 경과 후에 diethyl eith얹·로 마취사킨 후 개복하여 후 

대정맥(posterior vena cava)에서 혈액올 채취하였다. 이 때 물과 먹이의 공 

급은 계속하였다. 채취된 혈액은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40C에서 20 -

30분간 보폰하여 완전히 용고현상이 일어난 후 원심분리기 (Sorv외1 RC-5B) 

로 1，α)() - 2，α)()g에서 30분간 원침시킨후 상둥액올 급성반웅물질의 분리 

와 ELISA정량시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측정의 정확성을 위하여는 사료채 

취시 적혈구둥의 세포가 파괴되는 것올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웅고와 원심 

분리에 주의하였다. 

2. 단백질의 정량 

가. 280 nrn에서 의 홉광도(A웠) 

뾰욕 

이 방법은 신속하고 단백질의 특성 및 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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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나 단백질에 따라서 홉광계수 

(extinction coefficient)가 각각 다르므로 정 확한 단백 질정 량은 곤란하다. 그 

러나 column chromatography에서 elution profile을 작성하는데 매우 유용하 

다. 

원리는 단백질에 존재하는 tyrosine, phenyla1anine, tryptophan 둥 

aromatic amino acid 잔기에 의해 detect되며 그 양에 따라서 홉광도가 닿 

라지고 만약 상기 amino acid률 함유하지 않은 단백질은 검출할 수 없다. 

그리고， 핵산(nuc1eic acid)의 최고 홉수파장은 260 nm이므로 핵산이 섞여 

있을 때에는 실제보다 홉광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 

Wet1aufer, D.B.(962) Adv.prot.chem. 17, 393-39. 

뾰]웰 

CD Spectrophotometer의 파장을 잃Onm어1 맞춘다. 

CID Blank cuvett에 단백질 용액의 용매 (H2Û， Buffer)롤 cuvett에 넣고 

홉광도를 0으로 맞춘 후 시료률 넣고 홉광도를 측정한다 . 

• cuvett는 반드시 Silica, Quartz를 사용할 것， 일반 cuvett(glass)는 

UV beam을 차단함. 

Whit와‘.er， J. R., and P.E. Granum,(980) An머. Bio하lem. 100, 156-159. 

나. Bradford method 

갯용 

신속하고 안정 한 방법으로 dye(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Sigma)와 

단백질의 complex를 형성함올 이용하여 A댔에 홉광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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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그캅 

CD CBB reagent 

C∞massie Brilliant Blue G-250(CBB) 100 mg올 50 ml ethanol 

(95%)에 용해하고 100 ml ortho-phosphoric acid(lhP04, 85%)를 가 

한다. 다음 중류수로 최 종 용량을 1L로 만든 후， filter paper로 여 과 

한 후， 40C에서 보관한다. 

훌 중류수는 4"C로 냉각하여야 한다. 

æ Standard curve 

Bovine serum albumin(1 g/ml)을 중류수에 녹인다. 단백질 농도가 

2.5 - 20 μ g/100 ml H2Û 되 도록 만든 다옴 각각의 tube에 0.1 ml 

씩 넣는다. 다옴 CBB reagent를 5ml씩 가하고 실온에서 2분 동안 

방치 한 후， 595 nm에 서 홉광도를 측정 한 후， standard curve를 그린 

다. 

Blank는 중류수 0.1 ml에 CBB reagent 5 ml를 가하여 홉광도를 0으 

로 조절한 후， 시료의 홉광도를 측정한다. 

@ 시 료(unknown sample)의 경 우 홉광도가 0.1 - 0.3 범 위 에 들도록 

시료률 직접 회석하거나， CBB reagent로 2 - 3배 회석(1차로 발색 

시 킨 후 CBB reagent를 가하여 )은 가능하다. 

훌 cuvett은 glasst.f s피ca롤 사용하면 dye가 cuvett에 묻어 재 사용 

할 때 불편하므로 disposable plastic(polystylene) cuvett를 사용함이 

좋다. 그리고， 시료의 단백질 농도가 너무 높으면 CBB reagent의 

pH(acid) 때문에 침전이 생기므로 시료는 적절히 회석하여 사용함이 

좋다. 

Bradford, M.M. (1976) Anal. Biochem. 72, 24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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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성반용 물질의 정제 

가. a2-Macroglobulin( a2-M) 

0) 정제 

CD Rat 혈 청 50 ml에 Dextran sulfateOO% in H20) 1 ml, CaChO M) 

5 ml를 가하고 잘 섞은 후 20 - 30분간 4"C에 방치 한 후 원섬분 

리한다. Low density lipoprotein은 침전된 gel에 의하여 제거된다. 

H. Kazuhiro. et al., Biochem Internat. (982) 4, 423-429. 

@ 상퉁액을 취하여 포화(NH2)S04(NfuOH로 pH를 7.0으로 조절) 용액 

을 동량(equa1 vol.)을 가한 후 원심분리하고 상둥액은 제거하고 침 

전물를 취한다(상둥액에는 대부분의 serum a1bumin아 존재). 침전물 

은 소량의 중류수에 용해하고 중류수에 24시간 dia1ysis한 후 원심 

분리하여 상둥액을 취한다. 

@ Dia1ysis가 끝난 시 료는 10 mM phosphate buffer(pH 7.5)로 평 형 시 

킨Sulphonate-Sepharose(gel vol. 2 ml)에 홉착시 킨다. 다음 명 형 

buffer로 용출시켜 280 nm에서 홉광도률 측정한다. 염기성 단백질 

( r -globulin)은 Sulphonate-Sepharose에 홉착되 어 용출되 지 않는다. 

Phosphate bufferOO mM, pH 7.5)로 용출된 용액은 Amicon 

membrane을 이용하여 소량으로 농축시킨다. 

@ 50 mM Tris-HCI(pH 7.5)에 명 형시 킨 Sephacryl S-300 columnOO 

x 1200 mm)에 시 료롤 홉착시 키 고 gel filtration을 한다. 각 fraction 

은 홉광 껑o nm에서 측정한다 

(2) a2-M의 확인 

(가) a2-M의 activity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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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정제한 a2-M 단백질은 a2-M의 activity를 측정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a2-M과 trypsin은 결합( a 2hl-trypsin complex)하면 tIγpsin 

active site는 외 부로 노출되 어 trypsin activity는 영 향올 받지 않으나 

soybean trypsin inhibitor(STI) -trypsin과의 binding site가 a2-M에 의 하여 

차단되므로 STI의 영향올 받지 않는다. 

TIγpsin (4.2 x 10-6 M올 1 mM HCl에 용해 ) 

STI (0.1% in 0.1 M Tris-HCl, pH 8.2) 

Na-Benzoyl-Arginine-ethylester<BAE, 1 mM in 0.1 M Tris-HCl, 

pH 8.2) 

0.1 M Tris-HCl buffer(pH 8.2) 

CD Trypsin 100 μ 1 + BAE 100 μ 1 + 2.8 ul Tris-HCl buffer 

상기 반웅액올 잘 섞은 다음 껑3nm에서 홉광도의 증가를 시간별로 

측정(1분 간격). 

(î) Trypsin 100 μ 1 + STI 100 μ 1 + BAE 100 μ 1 + Tris - HCl buffer 

2.7 ml, 껑3nm에서 홉광도의 변화가 없어야 함. 홉광도가 증가 할 

때는 STI를 더 가하여 줌. 

@ TIγpsín 100 μ1 + a2-M(양은 임의로 조절)를 섞은 다음 실온에서 

2 - 3분 방치 후 STI 100 μ 1 + BAE 100 μ 1 final vol.올 3ml로 

함. 껑3nm에서 홉광도가 증가하여야 함. 

(나) a2-M의 순도 

정 제 된 a2-M의 polyacrylamíde gel electrophorosís는 일 반적 인 native 

method로도 가능하나 band가 sh하p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Denaturation 

? 
/ 

” / 



PAGE에서는 종에 따라서 여러 개의 band 및 monomer로 분리되어 순도 

확인이 곤란하다. 순도 확인은 변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Nelles방법이 적합하 

다. 

L.P., P.K. H머1， and R.C. Roberts (1980) Bioche. Biophys. Ac，따 623,46-56. 

Runnimz buffer(oH 8.9-9.12 10.7 g 

1.85 g 

Gcl 

나. Albumin 

60 ml 

3 g 

0.135 g 

50μl 

0.1 ml 

Tris 

boric acid/L 

Tris-boric acid buffer 

acrylamide 

Bis -acrylamide 

TEMED 

10% ammonium pers비fate 

(1) Cibacron blue gel affinity chromatography의 개요 및 합성 

패→욕 

Sulponated polyaromatic dye인 Cibacron Blue는 a1bumin 뿐 아니 라 여 

러 다른 단백질도 결합한다. 특히 단백질의 dinucleotide binding domain 

(LDH, Glucose-6-p-dehydrogenase, MDH, 둥 NADH 및 NADP dependent 

dehydrogenase)과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erum a1bumin은 종 

에 따라서 특성이 다양함으로 토끼， 닭 및 소의 혈청 단백질은 상기 af당nity 

gel에 홉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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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therbarrow R. J ‘ and D. G. Dean, (1980) Biochem ]. 189, 27-34. 

Travis ]., ]. Bowen, D. Tewksbuη， D. Johnson and R. Pannel (1976) 

Biochem J 157, 301-306. 

Wilson ]. E. (976) Biochem Biophy. Res. Commun. 72, 816-823. 

활확 

Cibacron Blue F3G 2 g을 60ml 중류수에 용해 한 다음 10 g의 

sepharose을 350 mI( 60 'c )의 중류수에 suspend 시키고 상기 Cibacron Blue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격렬하게 교반을 한다. 그후 30분간 교반을 

계속한 뒤 45g의 NaCl을 가하고 1시간 동안 교반을 계속 한 다음(60t:) 반 

용액 온도를 8O'C로 하고 N없CÛ3 4 g을 가하여 2시간 교반을 계속한다(80 

℃ 유지). 반용액을 실온까지 식힌다음 Büchner funnel로 세척액이 무색이 

될 때까지 중류수로 세척한다. 

Böhme H. ]., G. Kopperschl합ger， ]. Schulz and E. Hoffrnann (HJ72)J 

ChrO"따to. 69, 209-214. 

(2) 정제 

(가) Cibacron Blue F3G affinity gel chromatography 

10 mM phosphate buffer, pH 7.4로 평 형 시 킨 Cibacron Blue F3G 

column에 혈청을 홉착시킨후 상기 buffer로 세척하여 용출액의 홉광도(280 

run)가 0.001이 될 때까지 흘려준 다음 1 M NaCl 또는 8 M urea로 용출하 

면 crude albumin 분획을 얻게 된다. 이 분획을 농축한 후 10 mM 

phosphate buffer, pH 7.4에 투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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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EAE-Sepharose column chromatography 

농축 투석 한 crude a1bumin 분 획 을 10 mM phosphate buffer, pH 7.4로 

명 형 시 킨 DEAE-Sepharose column에 홉착시 킨 상기 buffer 10 - 500 mM 

로 linear gradient를 한다. Albumin은 buffer 농도 400 - 500 mM 사이에서 

용출된다. 

다. Haptoglobin 

뾰용 

Haptoglobin은 생체 내에서 free hemoglobin과 결합하여 FeH의 체외로 

유출을 방지한다. 동물 종에 따른 구조 및 분자량 둥에 차이가 적은 보수적 

인 단백 질 이 다. Hemoglobin affinity, Concanava1in A-Sepharose affinity 둥 

을 이 용한 경 우 a1bumin, prea1bumin, hemopexin 둥 이 오 염 된 다. 또한 

haptoglobin은 채혈시 free hemoglobin과 결합이 신속하게 일어남으로 RBC 

의 용혈 현상에 주의 하여 야 한다(Hep하'Ìn 처 리 가 효과적 ). Paper 및 cellulose 

acetate electrophoresis에 서 a 2-g1obulin에 위 치 하는 glycoprotein이 다. 

Haptoglobin(rat)은 tetr따ner로 존재 하며 sma11 chain a 2(dimer)와 large 

chain β2(바mer)로 이루어져 있다. 

a , MW 9500 : ß , MW 35，α)() : Tetramer, MW 100，αm 

Hanley ]. M., T. H. Haugen 떼d E. C. Heath (983) ]. Biol. Che~π 

258, 7858-7869. 

(1) 정제 

(가) 채혈된 혈액을 0.15 moV1의 potassium oxa1ate로 9:1되게 처리한 다음 

phosphate buffered sa1ine 0 .47 mmoV1 KHzP04; 2.68 mmoVl KCl;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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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l /l NazHP04 . HzQ; 0.137 moI/l NaCl; pH 7.4)와 1 : 1로 섞 는다. 

(나) Cibacron Blue 3 FGA Sepharose affinity chromatography 

상기 haptoglobin 분 획 올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로 펑 형 시 킨 

Cibacron 3 Blue FGA Sepharose colum에 가하고 10 mM phosphate 

buffer, pH 7.5로 용출하면 haptoglobin은 홉착되지 않고 용출된다. Column 

에 홉착된 albumin은 1 M NaCl로 세 척 하면 용출되 며 column은 다시 중류 

수로 세척하여 재쟁한 후 다시 사용한다. 

Leatherbarrow R. ]., and Dean P. D. G., Biochem j. (1980) 189, 27-34. 

(다) Globin-Sepharose or hemoglobin-Sepharose affinity chromatography 

Phosphate buffered saline으로 i영 형 시 킨 globin Sepharose column에 

혈청사료를 홉착시키고 PBS로 홉광도(280nm)가 0.001 이 될 때까지 세척한 

다음 1.6 M guanidineHCl, pH 7.4로 gel에 결합된 일부 단백 질올이 완전히 

용출시킨 후 3.2 M guanidineHCl, pH 5.0으로 haptoglobin을 용출하였다. 

Haptoglobin 분획은 10 mM phosphate buffer에 투석하여 guanidine-HCl올 

제거한다. 

Eurell T. E., W. F. Hall and D. P. Bane( l990) απ j. Vet Res. 54, 

501-503. 

라. C-reac디ve protein (CRP) 

(1) Phosphoη1 choline affinity chromatogaphy 

Immobilized p-aminophenyl phosphoryl choline column올 0.15 M 

NaCl, 0.01 M CaCb. 0.05 M Tris-HCl buffer (pH 7.4)로 평 형 시 킨 후 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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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홉착시킨다. 상기 buffer로 더 이상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gel 

올 세 척 한 후 0.05 M Tris-HCl buffer, 0.15 M NaCl, 0.01 M CaCh, 10 

mM EDTA pH 7.4로 CRP 분획을 용출 시킨다. 용출된 CRP는 농축한 후 

충류수에 투석하여 CaClz 및 EDTA를 제거한다. 사용된 Gel은 상기 buffer 

(-EDTA)로 세척하여 재생한다. 

Robey F., and T. Y. Liu, ]. Biol. αlem. ，(1981) 256, 969-975. 

(2) Hydroxylapatite column chromatography 

10 mM phosphate buffer pH 7.4에 명 형 시 킨 hydroxylapatite column에 

시 료를 홉착하고 10 mM phosphate buffer로 홉광도(280 nm)가 0.01이 될 

때 까지 세 척 한 후 phosphate buffer(pH 7.4) 10 - 400 mM로 linear 

gradient한다. CRP는 buffer 농도 약 160 mM에서 용출된다.(2번째 pe밟) 

Lee. H. G., Y. H. Kim, H. S. Lee, M. J Choi, 1. S. Choi, and T. W. 

Chung, Korean Biochem ]., (1989) 22, 여8-갱4. 

마.C앙uloplasmin 

(1) 시료 준비 

Ceruloplasmin는 종에 따라서 proteinase에 의 한 분해 정 도가 각각 다르 

다. 사람의 경우는 비교적 불안정(채혈 후 즉시 사용)하여 상온에서 채혈시 

많은 수의 fragment7} 생성되며 rat의 경우는 단백질분해효소인(prote이y디C 

enzyme) plamin에 대하여 저항성이 있다고는 하나 불안정 함으로 채혈시 

proteinase inbibitor인 phenylenemethyl sulfonyl fluoride(PMSF 최종농도 l 

mM)를 syringe 에 가하고 채혈 후 혈청을 분리하여야 합. 

-82-



(나) DEAE or QAE-Sepharose column chromatography 

Chloroethylamine affinity chromatography로 분 리 한 ceruloplasmin 분 획 

은 다시 10 mM phosphate buffer, pH 7.4로 명 형 시 킨 DEAE -Sepharose 

column에 홉착 시 킨 후 phosphate buffer, pH 7.4를 사용하여 10 - 300 

mM로 linear gradient 한다. Ceruloplasmin은 buffer 농도 약 120 mM(2번 

째 pe하‘)에서 용출 된다. 

했 채 혈 할 때 proteinase에 의 한 proteinase의 분해 뿔 아니 라 정 제 한 상 

태에서도 Freeze-thawing 과정을 되풀이 하면 Cu++의 이탈뿔 아니 

라 (푸른색이 사라짐) oxidase의 활성도가 감소됨. 

(4) Ceruloplasmin specific stai띠ng 

Nativ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로 전 개 한 후， gel올 다음 

staining 용액에 넣고 암소(Dark place)에서 ceruloplasmin band 갈색이 나 

타날 때까지 방치한다. 염색이 끝난 후 7% acetic acid에서 반용 정지 및 탈 

색 후 보관한다. 

STOCK SOLUTION 1 

Dimethyl-p-phenylenediamine 

EDTA 

Dissolved in 4 N HCl 50 ml and 뻐따ed with H떼 to 100 ml, 

stored at -20 'c 

STOCK SOLUT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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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loroethylamine affinity gel 합성 

5 N NaOH 250 ml올 ice-bath에 방치 하여 O"C 로 식 힌 후 Sepharose 

6B l00g(suction-dry weight)을 가하고 45분간 ice-bath상에서 교반한다. 

chloromethyloxirane<epichlorohydrin) 100 ml를 첨 가 한후 24시 간 동안 

water bath05 - 20 "C)상에서 교반한 후 다시 70"C에서 45분 동안 교반하 

여 반용을 증진시키고 반용이 끝난 후 증류수로 세척한다. Gel은 ice-bath 

상에 서 10 N NaOH 100 ml에 suspension 시 키 고 냉 각하면 서 chloro 

ethylamine(이 물질은 epichlorohydrin과 함께 생체에 매우 독성이 강한 

carcinogen이어서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100 g올 가하고 온도가 충분히 냉 

각될 때까지 교반한 후 70"C에서 2시간 반용을 시켰다. 다시 Büchner 

funnel올 이 용하여 증류수로 세 척 하고 10 mM phosphate buffer, pH 7.4에 

보존한다(4 "C ). 

Calabrese L., M. Carbonaro and G. Musci (988) ]. Biol. Chem. , 263, 

없80-없83. 

Morris S. ]. (973) J Chromato. , 82, 349-357. 

(3) 정제 

(가) Chloroethy lamine affi띠ty chromatography 

상기 column은 10 mM phosphate buffer, pH 7.4로 평 형 시 킨 후 혈 청 을 

홉착시킨다. 다음 10 mM phosphate buffer, pH 7.4로 용출 홉광도(잃아1m) 

가 0.001될 때까지 세 척 하고 상기 phosphate buffer 10 - 300 mM로 linear 

gradient하여 ceruloplasmin올 분리한다. Buffer 농도 약 150 mM(2번째 

pe봐야에서 ceruloplasmin이 용출 된다. 상기 분획은 농축， 투석 00 mM 

phosphate buffer, pH 7.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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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ethylamine-acetic acid buffer, pH 5.5(0.5 M) 

ST AINING SOLUTION 

1 ml stock solution 1 and 50 ml stock solution II, diluted with H20 

to 250 ml. 

바. a l-antitrypsin 

흰쥐로부터 채혈한 혈청의 혈장부분을 0.05 M Tris-HCl buffer, pH 8.0으 

로 명 형 시 킨 Zn-iminodiacetic acid sepharose에 홉착시 킨 후 0.05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5, 0.8 M NaCl 용출된 분획올 다시 

Cu-iminodiacetic acid sepharose에 홉착시 키 고 비 홉착 부분올 세 척 하여 최 

종적으로 0.05 M sodium acetate buffer, pH 4.5, 0.8 M NaCl로 용출된 부 

분올 모았다. 이 분획올 단백질 단백질농축기(Amicon， U.S.A. PMlO)로 농 

축하여 다시 affinity column인 Cibacron Blue 3FGA Sepharose(O.Ol M 

phosphate buffer, pH 7.0)에 통과시켜 홉착되지 않은 분획올 모아 농축한 

다음 상기의 buffer로 평형된 DEAE -sepharose 이온교환 수지에서 염농도 

구배(NaCl， 0 - 200 mM)로 chromatography를 실시하였다 

사. transferrin 

혈 액 내 tranferrin의 분 리 및 정 제 는 Zn-iminodiacetic acid sepharose 

chromatography에 서 0.05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5, 0.8 M 

NaCl에서 용출된 분획을 둥전점 원리를 이용하여 단백질올 분리하는 Bio 

Rotofor cell (BIO-RAD)로 pH 3.5 - 10.0범 위 의 ampholine을 사용하여 분 

획한 다음 pH 5.0 - 7.0의 ampholine으로 재분획， 얻은 시료를 tranfeπm으 

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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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전 챔 에 의 한 분 획 Osoelectric focusing fractionation)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고유의 둥전점 Osoelectric pH)을 가지고 있는데 이 

러 한 원 리 를 이 용하여 pH 3‘5 - 10.0, pH 5.0 - 7.0되 는 ampholine올 사용 

단백질을 분획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BIO-RAD에서 Rotofor Cell이 

라는 Kit를 구입하였다. 이때 membrane에 의하여 구획된 옴극파 양극의 

chamber에는 각각 0.1 M lbP04 용액과 0.1 M의 NaOH 용액을 사용하였 

다. 분리하고자 하는 시료는 되도록 염농도률 제거하여 ampholine파 섞어 

분획되는 cell에 loa，이ng올 하게 되는데 이때 기포가 생성되면 균질하게 분 

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시작 전원은 대체로 400 - 500V 

이며 30분 경과시 자동적으로 1，아)()V로 조정된다. 보통 전개 시간은 4 - 6 

시간동안 실시하며 실시기간 동안 반드시 40C를 유지한고 그 이전에 미리 

10 - 20분동안 pre-run을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일단 분획이 완료 되었으 

면 vacumn pump에 의하여 각 cell에 pH에 따른 각 분획된 시료를 채취하 

여야 하는데 보통 압력은 10 - 50 mmHg 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아. a 1-Acid glycoprotein 

미국의 Sigma사에서 구입하였다. 

자. Me않1 chelate affinity chromatography 

혈액내의 일부 급성반용물질은 사랍의 혈청을 분획한 Porath방법(1974)에 

따라 me없1 chelate affi띠ty수지 의 일 종인 Zn-imin여iace디c acid sepharose 

와 Cu -iminodiacetic acid sepharose롤 사용하여 crude serum율 각각 pH와 

염농도가 다른 buffer로 1차적으로 분획을 실시하여 부분정제를 하였다(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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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용 

단백질 내의 histidine, cysteine은 중성 pH의 수용액에서 Zn ++, Cu ++ ion 

과 결 합하여 안정 한 complex률 형 성 한다(Imidazole， thiol group에 결 합). 

Zn++, Cu++롤 oxirane ac디vated Sepharose에 iminodiacetic acid를 부착 

한 다음 Zn++ 및 Cu++ ion을 iminodiacetic acid에 착화합물 형태로 고정시킨 

다. 상기 affinity gel에 단백질 용액을 통과시키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p이ypeptide의 imidazole, thiol group이 금속 IOn에 결합 된다. 

(1) Gel 합성 (0성rane activated sepharose) 

Suc디on-따ied Sepharose 4B 1 g(Büchner funnel을 이용하여 중류수로 

세 척 ) 에 diglycidylether(1,4-Butanedial diglycidylether) 1 ml , 0.6 M NaOH 

(2 mg s여ium borohydride/ml)을 가하고 25't에서 8시간 교반한다. 반용정 

지는 500 ml의 중류수로 세척한다. 

S. Lars and Porath J., ]. αlT"omato. ， (1974) 90, 87 - 98. 

(2) Meta1 chelate affinity gel chromatography 

CD Imin<피iacetic acid (dis여ium salt)을 10 ml 2 M Na:i:03에 용해하 

고 oxirane activated Sepharose 15 ml (15 g)을 가하고 65 "C 에 서 2 

4시 간 교반한다. 반용이 끝난후 시 료는 Büchner funnel로 세 척 한다. 

æ Imin여iacetic acid를 부착시킨 gel 은 기포(deaira디on)를 제거하고 

column에 각각 충진시킨다(Z++ and Cuη. 다음 ZnCb 및 CUS04를 

각각 1 mg/ml로 만든 후 상기 column에 흘려주어 Zn 및 Cu ion이 

포화될 때까지 흘려준다. Zn ++ -column의 경우는 용출액에 통량의 1 

M NaC03를 가하였을 때 흰 침전물이 생성되거나 또는 용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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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가 2.0이 되 면 포화된 것 이 다. Cu ++ -column의 경 우는 column의 

끝까지 푸른색으로 변할 때까지 훌려준다. Zn”, Cu++에 포화된 

column은 중류수로 세 척 하여 중류수 pH (pH 5.0)까지 세 척 한다. 

(3) 단백질의 분리 

Zn++, Cu++ ion 에 포화된 column은 각각 0.05 M Tris-HCI(pH 8.0), 

0.15 M NaCl 로 평형사킨 후 단백질 (혈청)을 가하고 상기 buffer로 홉광도 

가 0.001까지 용출한다. 다음 0.1 M phosphate buffer{pH 6.5), 0.1 M 

phosphate(O.8 M NaCl, pH 6.5), 0.1 M acetate buffer(O.8 M NaCl, pH 4.5) 

순서로 용출한다. 용출이 끝난 column은 0.05 M EDT A (O.5M NaCl, pH 

7.0)으로 세척 (pH 7.0)이 될 때까지 세척한 후 다시 중류수로 세척하고 다 

시 Zn, Cu로 포화시켜 재사용한다. 

예 ) Human serum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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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ution Buffer 

Zn" -column 0.05 M Tris-HCl (pH 8.0), 0.15 M NaCl 

0.1 M Na-phosphate (pH 6.5) 

0.1 M Na-phosphate (pH 6.5), 0.8 M NaCl 

Na-acetate (pH 4.5), 0.8 M NaCI 

Cu"-column 0.05 M Tris-HCl (pH 8.0), 0.15 M NaCl 

0.1 M Na-acetate (pH 4.5), 0.15 M NaCl 

0.05 M EDTA (pH 7.0), 0.5 M NaCl 

components. 

Albumin 

Transfenin, 
al ， -antiitrγpsin 

acid glycoprotein 

Transfenin 
trace of hemoglobin 
trace of r -globulin 

a 2-Macroglobulin 

trace of hemoglobin 

Albumin 

Albumin Prealbumin 

Albumin, transfenin 
haptoglobin 
β -lipoprotein 

trace of r -globulin 

Porath J. J Carlson, 1. Olsson, and G. Belqrage, Nature (1975) 258, 

598-599. 

했 상기 방법 은 human serum올 기 준으로 한 것으로 species가 다른 경 우 

elution component가 달라짐으로 electrophoresis 둥으로 확인이 필요함. 

Zn ++ -column이 해상력 이 나 serum protein affi띠ty가 높음으로 Cu++보다 

는 Zn ++ -column이 유용함. 

4. 전기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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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욕 

Polyacrylarrúde gel은 N'-N’ -methylene bis-acrylarrúde(bifunctional 

cross-linking agent)를 가교로 한 acrylamide의 중합체 이 다. Polyacrylamide 

gel의 농도는 “T"와 ’'C"로 표시된다. 

1OO(A+B) 1OOB 

T = % (WN) C = %(WN) 

V A+B 

A = Acrylamide(g) 

B = Bisacrylamide(g) 

V = Volume of added buffer( Gel polymerization할 때 가하는 

buffer의 용량) 

일 반적 으로 acryl려nide gel의 농도는 “T"로 표시 한다 Gel의 

polym밍ization할 때 acrylamide, bis-acrylamide의 양(g)파 용매 (buffer， 물， 

TEMED둥 최 종용 량)에 대 한 percent를 의 미 하며 gel percent는 “T"를 의 미 

한다. “C"는 acrylamide와 bis - acry lamide의 cross-linking percent를 나타낸 

다. 

(1) 영동장치 

초기 에 는 PAGE를 유리 대 롱(glass tube)에 polymerization하여 수직 으로 

고정시킨 후 전기 영동올 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이 평판(slab)에서 중합 

시 킨 후 사용하며 slab gel은 column(glass tube)에 비 하여 하나의 gel상에 

서 영동거리 및 단백질의 순도 퉁올 직접비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단백 

질 전기 영동은 주로 slab gel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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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합반웅의 촉매(Polymerization ca않lyst) 

ACIγl리nide의 중합반용은 ammonium persulfate롤 첨 가함으로써 시 작되 며 

N，N，N’，N ’ -tetramethylenedi하nine(TEMED)을 가하면 중합과정 이 촉진된다. 

TEMED를 가하면 ammonium persulfate로부터 free ral버cal 발생올 촉진시 

키며 이로 인하여 중합반용이 시작된다. 

(3) Stacking and Separating gel 

Stacking gel은 separating gel( 먼 저 separating올 polymerization한 후， 

이 때 separating gel올 넣고 gel 위에 중류수를 가하여 gel의 상단 표면이 

수명이 되도록 한다. Separating gel올 준비된 전기영동 system에 넣고 gel 

이 굳어지기 전에 상부에 중류수를 조섬스럽게 가하여 gel의 상단표면을 수 

명 으로 polymerization 시 킨 다. 

S tacking gel은 단백질이 농축 (separating gel로 이동하기 전에 용축되 

어 분명 한 band로 분리되어 해상력을 높임.)을 위한 것으로 stacking gel의 

높이는 3-4 mm정도로 한다. 그리고 separa디ng gel에 벼하여 낮은 gel 농도 

(large pore)와 gel buffer의 pH도 낮은 것으로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stacking gel올 사용 않고 separating gel만을 사용하는 경 우가 많다. 

(4) Nondenaturing and Denaturing PAGE 

PAGE는 polyacrylrunide gel 농도에 따라서 pore size가 조절되는 

molecular sieve로서 첫째가 분자량에 의하여 이동거리가 결정되며 둘째 요 

인 으로 단백질의 총하전(net charge)이 관여하게 된다. Nondenaturing 

PAGE는 단백질의 변성 및 subunit의 해리퉁이 없이 전개할 수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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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량에 정벼례하지 않는 단점이 었다. 반면 denaturing P AGE는 시료에 

sodium dodecyl sulfate(SDS)를 가하여 단백질과 결합 단백질 잔기 (residue) 

의 하전(charge)을 negative로 균일하게 바꾸어 전기 영동 상에서는 단지 

상대적인 영동거리는 분자량에 벼례한다는 가정이다. SDS이외에 reductant 

로서 β -mercaptoethan이 또는 dithiothreit이올 시 료에 처 리 함으로서 dis비fide 

bond(S-S)를 끊어 주어 서 subunit를 monomer로 해 리 하기 도 한다. 

(5) Continuous and discontinuous PAGE 

Continuous PAGE는 sample, gel 및 running buffer가 모두 동 일 한 

buffer률 사용합을 원칙으로 하나 비록 buffer의 농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동 

일 pH의 buffer를 사용하는 system올 말한다. 

Discontinuos P AGE는 gel buffer와 running buffer의 조성과 pH가 다 

른 system올 말한다. 

또한 PAGE sys따n에서 continuous PAGE는 gel을 준비할 때 stacking gel 

을 사용치 않고 separating gel 만을 사용합을 말한다. Discontinuous PAGE 

는 반대로 stacking gel과 separating gel을 동시에 사용하는 system올 뜻할 

때도 있다. 

뾰뭘 

가. Native (Nondenaturing) PAGE 

(1) Gel 농도 

Arylamide 농도는 5% - 15% 까지 조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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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y lamide : bis - acry lamide의 비율은 20:1-50:1 까지 변화를 주 

어 각기 다른 sieving effect를 볼 수 있다. 

(2) 단백질의 하전 

대부분의 단백질은 pH 8.8에서 옵하전(negative charge)올 갖게 되는데 

pH 8.8은 native PAGE 영 동 buffer의 pH이 다. 때 로는 낮은(slight1y acidic 

pH) pHoJ1서 PAGE할 때는 전극 (+)극과 (-)극을 서로 바꾸어야 한다. 

(3) Ion 강도 (Ionic strength) 

Ion 강도는 전기 영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지나치게 높으면 영동 

중에 열이 많이 발생하고 lon 강도가 낮으면 단빽질이 용집하게 된다. 일반 

적으로 ion 강도는 10 - 100 mM 정도가 사용된다. 

(4) Working solution 

CD Solution A. (Acrylamide stock solution) 

30 g acrylamide 

0.8 g bis-acrylamide 

중류수에 최종용량올 100 m1로 용해시킨 후 여과지로 여과하여 사 

용한다. 

æ Solution B(4 X Se뼈rating gel buffer) 

18.2 g Tris를 40ml 중류수에 용해하고 HCl로 pH 8.8로 조절한 후 

최종용량(fin머 volumn)을 100 ml로 한다. 

@ Solution C(4 X Stacking gel buffer) 

6g의 Tris률 40 ml H2Ü에 용해하고 HCl로 pH 6.8로 조절한 후 최 

종용량을 100 ml로 한다(0.5 M Tris-HCl buffer, pH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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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ammonium persulfate 

10% ammonium 야~sulfate는 사용전에 만들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린다(보관하며 사용하지 말 것). 

@ Electrophoresis buffer (Running buffer) 

3.0 g Tris(25 mM), 14.4 g glycine092 mM)를 lL 중류수에 용해. 

@ 5 X Sample buffer 

3.1 m1 1 M Tris-HCl(pH 6.8), 5 m1 glycerol, 0.5 m1 1% 

bromophenol blue에 1.4 ml H2Û률 가한다. 

(5) Gel preparation 

먼저 S맹arating gel은 아래표와 같이 원하는 gel농도(%)로 준비 한후 slab 

gel 툴에 넣는다. 만일 Stacking gel올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comb를 꽂고 

separating gel로 채운후 polymerization.시킨다. Stacking gel올 사용할 경 

우 separating gel을 comb에 꽂았을 때보다 3 - 4 mm 정도 낮게 넣은 후 

gel의 상충위에 중류수를 없는다(물을 없지 않으면 표면이 수명이 되지 않 

옴). Separating gel의 중합이 플나면 gel과 물충 계면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다옴 filter paper로 물올 제거하고 stacking gel로 끝까지 채운후 

comb률 꽂고 실온에 서 20-30분 방치 하면 polymerization이 일 어 난다. 

Comb률 빼고 well에 남아있는 free water률 filter paper를 꽂아 제거한 후 

plate롤 electrophoresis chamber에 고정시키고 상단과 하단에 running 

buffer로 채 운다. 시 료는 sample buffer와 잘 섞 은 다옴 well(이 미 running 

buffer로 채워져 있옴)에 micropipette로 높이 2 - 3 mm 정도되게 가한다 

(sample buffer에 들어 있는 glycerol의 정성 때문에 buffer와 섞이지 않는 

다). 시료가 정제된 경우는 1 - 5 mg/well, 정제되지 않은 혼합단백질의 

경우는 (30 mg/weU)로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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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ration ael 

5% 7.5 % 10 % 12.5 % 15 % 

So1. A (ml) 1.67 2.5 3.3 4.17 5 

So1. B (ml) 2.5 2.5 2.5 2.5 2.5 

D.W. (ml) 5.83 5.0 4.2 3.33 2.5 

10 % APS(μ 1) 50 50 50 50 50 

TEMED (μ 1) 5 5 5 5 5 

Stakimr ael 

5% 7.5 % 10 % 

So1. A (ml) 0.67 1.0 1.34 

So1. C (ml) 1.0 1.0 1.0 

D.W. (ml) 2.30 2.0 1.66 

10 % APS(μ 1) 30 30 30 

TEMED (μ 1) 5 5 5 

Davis B.j.(964) Ann. N. Y. Acad. Sci., 121, 404. 

전기 영 동은 cathod에 서 anode[(-) •(+ )]의 방향으로 하며 geI(slab geI) 

당100V의 전류를 훌려주어 indicator(bromophenol blue)가 plate 하단 가까 

이로 이동할 때까지 영동을 한다. 

Davis 8.].(964) Ann. N. Y. Acad. Sci., 121 , 404. 

나. SDS-Polyacrylanúde gel electrophoresis 

(Denaturing, dissociating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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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PAGE는 Weber와 Osbom(1969)이 SDS -phosphate buffer 

continuous system에 대한 기술이 있으나 현재는 거의 이용하지 않으고 

Laemmli (1970)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SDS-discontinuous buffer 

system). Gel의 polymerization 둥 방법은 상술한 것과 동일하다. 

(1) Sample preparation 

정제된 시료의 경우는 well당 10 μg， 정제되지 않은 여러 종류의 단백 

질이 섞여있을경우 30 - 50 μg 정도면 되며 하나의 well에 가하는 시료의 

양(volumn)은 10 - 20 μl가적당하다. 먼저 sample에 동량의 sample buffer 

롤 가하고 끓는 물에서 2 - 3분 가멸을 하거나 3TC에서 30분 incubation 

한 후 gel에 미 리 buffer를 가하고(well에 미 리 buffer로 채 운다) autopipette 

으로 시료를 가한다. 

(2) 전기 영동 

전류는 200V로 하며(100 mA에서 점점 감소하여 60 mA 정도까지 된 

다) indicator가 gel 하단까지 내려오면 ge]올 꺼내어 염색한다. 

φ Stock solution 

2 M Tris-HCI(pH 8.8) 

1 M Tris-HCl(pH 6.8) 

10 %(w/v) SDS 

50 %(v/v) glycer，이 

1 %(w/v) bromophenol blue 

cî) Working solu피on 

a. Solution A (Acrylamide stock so1.) 100 ml 

100 ml 

100 ml 

100 ml 

100 ml 

10 ml 

30%(w/v) acrylamide 29.2 g acrylamide 

-96-



0.8%{w/v} bis-acryl하nide 0.8 g 

b. Solu디on B {4X separating Gel buffer} 
75 ml 2 M Tris-HCl {pH 8.8} 

4ml 
21 ml 

10 % SDS 
D.W. 

c. Solution C (4X stacking gel buffer) 
50 ml 1 M Tris-HCl {pH 6:8} 

4ml 
46ml 

10% SDS 
D.W. 

d. 10 % Anunonium pers버fate 5 ml 
0.5 g 

5ml 
싸M
 
W 

j 

D 많i
 

e. Electrophoresis buffer OL} about pH 8.300X} 
3 g 

14.4 g 
1 g 

D.W. 로 lL 

f. 5X Sample buffer 00 ml} 
0.6 ml 
5.0 ml 
2.0 ml 
0.5 ml 
1.0 ml 
0.9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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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 30 g 
glycine 144 g 

SDS 10 g 

1M Tris-HCl (pH 6.8) 
50% glycer이 

10% SDS 
2-nnercaptoethanol 

1% BPB 

D.W. 



Se떠ration ael 

15 % 12.5 % 10 % 7.5 % 

So1. A(ml) 7.5 6.26 5.01 3.75 

So1. B(ml) 3.75 3.75 3.75 3.75 

D.W. (ml) 3.75 5.0 6.24 7.5 

10 % APS(μ 1) 75 75 75 75 

TEMED (μ 1) 5 5 5 10 

Stackina ael 

10 % 7.5 % 5% 

So1. A(ml) 2.01 1.5 1.0 

So1. C(ml) 1.5 1.5 1.5 

D.W. (ml) 2.45 2.95 3.45 

10 % APS(μ 1) 45 45 45 

TEMED (ml) 7.5 7.5 7.5 

Weber, K. and Osbom, M. (1969) ]. B. C 244, 4406. 

Laemmli, U. K. (1970) Nature 2:77, 680. 

(3) Detennination of molecular mass(SDS-PAGE) 

SDS-PAGE률 이용하여 단백질의 분자량을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다. 

먼저 분자량이 알려진 정제된 단백질(상품으로 판매됨)을 sample파 동일한 

조건에서 전기영동하고 염색 및 탈색한 후 standard protein 각 band의 

relative mobility(sepatating gel의 상단으로부터 m벼cator가 이동한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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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protein band의 이동거리를 나눔)를 먼저 구한다. 

Standard protein band의 relative mobility를 x-축으로 하고 standard 

protein의 분자량올 y-축(그림 참조)으로 하여 표준곡선올 그린다. 분자량올 

측정 하기 위 한 standard marker로는 Sigma에 서 구입 한 ß-ga1actosidase 

(116，아)())， fructose-6-phosphate kinase (84，α)()) ， pyruvate kinase(58，아)())， 

fumarase(48,500), lactic dehydrogenase(36,500), triose phosphate isomerase 

(26，600)둥의 분자량측정용 단백질올 사용하였다. standard protein과 동일한 

조건에서 분자량을 알고자 하는 단백질을 전기 영동하고 relative mobility를 

구하고 상기 표준곡선에 대입하여 분자량올 추정한다. 

(가) 방법 

Standard protein올 sample buffer에 용해하고 (1 mg/mD 100"C에서 3 

분 동안 가열한 후 사용하거나 냉동보관 하였올 때는 사용전에 다시 가열한 

후 사용한다(SDS는 저온에서는 침전됩). 분자량을 알고자 하는 단백질 시 

료를 standard protein과 동일하게 전처리하여 각기 다른 plate로 동일 조건 

에서 전기 영동올 한다(SDS-PAGE 방법올 참조). 

(나) Gel의 농도 

측정하고자 하는 단백질의 분자량에 따라 gel~ 농도는 다음과 같이 조 

절한다. 

Optim머 Resolution Ranges 

Acrvlamide Percentasze 

Resolution 
15.0% Gel 

12.5% Gel 

10.0%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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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aratinQ" 

15 to 45 kd 
15 to 60 kd 
18 to 75 kd 



7.5% Gel 

5.0% Gel 

다 S않i띠ng and Destaing 

30 to 120 kd 

60 to 212 kd 

전기영동이 끝난 gel은 염색액에 담그고 용기를 밀폐한 후 5O"C에서 30 

분간 방치 한다. gel은 탈색 액 에 넣 고 sh와ong하거 나 5O"C 에 방치 하여 back 

ground가 완전히 탈색될때까지 탈색액올 바꾸어 준다. 탈색이 끝나후 gel 

은 7% acetic acid에 보관한다. 

(1) Staining solution 

Coomassie Brilliant Blue R-25O 5 g올 ethanolC96%) 450 ml, glacial 

acetic acid 100 ml에 녹인다. 다음 중류수 450 m1를 가하며 최 종용량올 1L 

로 한후 filter paper로 여 과하여 사용한다. 

(2) Destaining solution 

EthanolC96 %) 

Glacial acetic acid 

Distill어 water 

5. Polyclonal antibody 제 조 

가. 항원 (an다gen， immunogen) 

450 m1 

100 m1 

450 ml 

항원은 순수 정제되었거나 또는 정제되지 않은 혼합물의 형태둥 실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항원으로는 순수 단백질， 당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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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oprotein) , lipoprotein, p이ysaccaride， lipopolysaccaride 둥이 었으나 일 

반적인 의미의 항원성 (immunogenecity )올 갖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고 

전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immunogen으로서 의 필요조건 

CD ß-cell 표면에 폰재하는 항체가 인지 (recognize)할 수 있는 epitope 

가 있어야 한다‘ 

@ Class II protein과 T -cell receptor가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부위를 

하나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 주입된 항원은 생체내에서 분해될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한다. 

다. 실험동물 

항혈청을 얻기 위하여 면역활 동물의 종은 실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나 흔히 사용되는 동물로는 토끼， rat, mouse, hrunster, 닭퉁이 주 

로 사용된다. 그러나， polyclona1 antibody를 얻는 데는 주로 토끼를 사용하 

는 것이 편리하다. 

라. 항원 주사Ommunization) 

주사하는 항원의 양은 순수정제된 단일 성분의 경우 1회 항원 주사량은 

단백질의 종류에 따리 100 - 1 mg이하로 하여도 되나 정제되지 않은 상 

태의 항원은 1 2 mg정도가 되어야 한다. 항원은 수용성 (soluble)이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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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용성도 실험동물 체내에서 분해 (degradation) 가능하면 된다. 항원과 

함께 주사는 adjuvant{특정 항원이 아닌 전반적인 면역 기능 촉진제)는 실 

험 목적 에 따라서 Complete Freunds adjuvant (Mycobacterium tuberclosis, 

paraffin oil, mannide monooleate)Lf Incomplete Freunds a이uvant{M. 

tuberclosis 제외)를 사용한다. 

항원은 phosphate buffered saline에 용해한 것이 바람직하며 낮거나 높 

은 pH 또는 높은 염농도는 피하는 것이 종다.A이uvant는 주사할 항원파 

동량 취한 후 멸균된 주사기로 완전히 유화(emulsion)한 후 주사기 내의 기 

포를 제거하고 주사부위를 alcohol sponge로 깨끗이 닦은 후 주사한다. 

마. 항원의 주사부위 

(1) 피 하주사(subcutaneous injec디on) 

항원 주사량은 800 μ 1 (rabbit, 한 곳의 주입 량)로 목 뒤 둥쪽에 피 부를 

잡아 늘리고 근육과 피부사이에 주사한다. 주사부위는 위치를 이동하면서 

주사한다. 

(2) 근육주사(Intr없nusclar injec디on) 

근육내 주사는 항원이 서서히 침투한다는 장접이 있고 한 곳에 1회 주 

입량은 200 - 400 μl 정도로 한다. 주사부위는 근육충이 두꺼운 동 부위 

(척추양옆)이나 대퇴부 근육충이 가장 적당하다. 

바. 면역주사 횟수 

일반척으로 7 - 10일 간격으로 4 - 5회 주사하고 최종면역 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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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혈액을 채취하여 항혈청올 분리한다. 매회 주가전 일부혈액올 채혈하여 

항체의역가를 관찰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사. 항혈청의 분리 

(1) 혈청의 분리 

정상 또는 항원으로 주사 면역 반용올 유발시킨 동물의 혈액 채취 방법 

은 비교적 큰 동물 (토끼， 염소)의 경우 심장천자(heart puncture)y. 경동맥 

에서 채혈하고 rat, mouse의 경우는 마취시킨 후 복부를 절개하여 후대정맥 

으로부터 주사기를 사용 채혈한다. 채취한 혈액의 용혈(RBC의 파괴) 정도 

는 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으로 주위를 요한다. Rat 및 mouse를 제의 

한 종에서는 채혈 후 혈액을 직접 centrifuge tube에 넣고 4"(; 에서 4 - 5시 

간 방치 후 15，α)() g(gravity)로 15 -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둥액을 취한 

다. RatY. mouse는 채혈후 실용에서 10분 동안 방치 후 3，아)() rpm으로 15 

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둥액올 취한 후 상둥액올 다시 15，α)()g에서 15 -

20 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혈청(상둥액)을 분리 수거한다. 

(2) Ammonium sulfate 침 전 

항혈청 (antiserum) 2 ml에 phosphate buffed saline(PBS) 2 ml와 상기 

포화 (NRa>ZS04 4 ml를 가하고 잘 섞은 다옴 4"(; 에서 30분 동안 방치한다. 

4"(; 에서 15，아)()g로 20분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둥액은 제거하고 침전물은 다 

시 2 ml PBS에 녹인다. 다시 (NH4}zS04 2 ml률 가하고 침전시킨 후 원심 

분리하여 다시 한 번 상기 과정을 반복한 후 PBS 2 ml에 용해하고 50 mM 

phosphate buffer, pH 8.0에 diaysis하여 DEAE-Sepharose column 

chromatography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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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AE-Sepharose column chromatography 

50mM phosphate buffer(pH 8.0)으로 포화된 DEAE-Sepharose column 

에 상기 crude r -globulin올 홉착시 키 고 50 mM phosphate buffer로 씻 어 

주면 19G는 홉착되지 않고 용출된다.(홉광도 280 nm) 

業 IgG의 pI는 7.5 - 8.5 

IgM의 pI는 7.0 - 7.5 

: IgM은 DEAE -Sepharose에 홉착된다. 

(4) Blue-Sepharose column chromatography 

DEAE -Sepharose를 통과시 킨 IgG 분획 이 오염 되어 있으면 대부분이 

려bur피n이며 Blue sepharose를 통과시켜 완전히 제거한다. 

(5) Protein A -Sepharose column chromatography 

원섬분리된 혈청올 phosphate buffered saline으로 포화된 상기의 resin 

에 통과시키면 대부분의 IgG 분획이 홉착되며 이것을 100 mM의 citrate 

buffer(pH 3.5)로 용출시 킨다. 용출분획 은 즉시 phospahte buffered saline 

용액에서 18시간 동안 투석 (40C)올 시행한다. 

6. Ouchterlony double diffusion 

보용 

Double diffusion은 agarose 또는 purified agar gel에 일 정 한 거 리 를 두 

고 두 개의 구멍올 뚫은 다음 각각에 항원과 항체를 넣고 방치하변 동섬원 

확산(ra버려 diffusion)에 의하여 항원-항체 결합(Ag-Ab complex)의 흰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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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precipitation line)을 형성하게 된다. 상기 방법은 항원-항체의 반웅여 

부 및 공동항원성 (cross reactivity) 여부를 판별하는데 사용된다. 이 방법은 

민감도(sensi디vity)나 해상력이 다른 방법에 비하여 낮으나 손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뾰뾰 

가. Buffer 

Agarose, purified agar gel올 만드는데 사용하는 buffer의 pH는 8.0 

(IgG pI 7.5 - 8.5)로 한다. 

Barbital buffer 

나. Agarose gel 

Barbita1 - Na(MW. 206) 

Barbi떼(MW. 184) 

NaN3 

1L H20에 용해 (pH 8.6) 

4.12 g 

0.8 g 

0.2 g 

상기 barbita1 buffer에 agaroseO%)를 가하고 hot plate 상에서 끓여 용 

해 한다음 용해 한 gel은 50 - 60 't water bath상에 서 방치 한다. 

다. Gel plate 

Petri dish (inner dia. 50 rrνm) Y. glass plate를 수명변에 놓고 3 - 5 

m/m 두께로 agarose gel올 부어 식힌다음 구멍 (well)은 3 - 6 m/m {inner 

diaJ cork borer로 뚫는다. 구명과 구멍사이는 거리가 항상 동일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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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확산 및 투석 

well에 항훤파 항체룰 각각 넣고 petri dish는 뚜껑을 닫는다. 밀폐용기 

바닥에 여파지를 깔고 중류수로 적신 후 petri dish률 놓고 용기를 밀봉하고 

37 "C incubator에서 12시간 방치한다옴 흰색의 침강선이 생성된 것올 확인 

한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에 넣 고 24시 간 투석 하면 침 강선 윤곽 이 더 

욱 뚜렷해진다. petri dish는 단백질 염색과정을 거치지 않고 petri dish 밑면 

에서 조명을 하며 사진 촬영을 한다. 

7. 면역 전기 영동 (Immunoelectrophoresis) 

보용 

Immunoelectrophoresis (IEP)는 Ouchterlony double gel diffusion과는 달 

리 먼저 항원을 gel 상에서 전기 영동하여 전개한 후 항혈청과 함께 확산 

침 강선 (Ag-Ab complex)을 형 성 함으로서 double gel diffusion에 서 의 침 강 

선의 중복(Ag 성 분이 하나 이 상 이 거 나 Ab가 monospecific이 아닌 경 우)올 

어느청도 피할 수 있다. 

뾰j웰 

가. Agarose gel elecσophoresis 

CD Agarose gel buffer (pH 8.6) 

Barbi떠l-Na(MW. 206) 

Barbi떼(MW. 184) 

Ca-lactate(MW. 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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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g 

0.414 g 

0.08 g 

중류수 1L에 용해한다. 



cî) Electrophoresis buffer (pH 8.6) 

Na-Barbi떼(MW. 206) 

Barbi떼(MW. 184) 

중류수 1L에 용해한다. 

4.12 g 

0.8 g 

@ Agarose률 1.5 - 2%(w/v} 되 게 agarose gel buffer (a)에 용해 한 

다음 slide glass를 수평 면에 놓고 slide glass당 3 ml agarose률 가 

하여 slide glass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5분동안 방치하여 gel 

을 굳힌다옴 2 따1m (ID)의 구멍 (well)올 뚫고 slide glass 가운데 

그렴과 같이 홈 (2 따1m)을 면도칼 날로 판다. 항원(antigen)을 양 

옆의 구명 (well)에 넣고 bromophenol blue(O.5% in H2Û}를 미 량 가 

한다(Ag 이동의 indicator>. 

@ 다옴 그림 의 agarose gel을 electrophoresis chamber에 넣 고 

electrophoresis buffer로 전기 영동을 한다. 이 때 전류는 8 mNslide 

로 하며 청 색 band(bromophenol 비ue)가 anode(+} 가까이 이 동 할 

때 까지 계 속한다(30 - 6Omin) 

나. 확산(Diffusion) 

영동이 끝난 후 gel plate의 가운데 홉에 항혈청(항체， Ab}를 넣고 

electrophoresis chamber는 다시 밀봉(뚜껑을 닫고) 한 후 실온에서 12시간 

이상 방치한다음 침강션이 형성된 것을 확인한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에서 24시간(4t) 투석한다(미반웅 단백질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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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rossed Immunoelectrophoresis (C모) 

표욕 

CIE는 1차Ost dimension) 항원을 agarose gel electrophoresis한 후 2차 

로(2nd dimension)는 항체 (an디gen， r -globulin)올 합유한 gel로 전기 영동 

함으로써 항원(antigen)과 항체 ( r -globulin)가 교차되면서 항원-항체 침강 

선율 이루게 된다. 

항원(antigen)은 중성 및 염기성 단백질이어야 하며 만약 항원이 염기성일 

때는 단백질의 이동 방향이 anode • cathode로 되기 때문에 alkylation, 

carbamylation 둥의 방법으로 항원의 net charge를 바꾸어 주어 야 한다. 

Lund하괴， P., and Scand,]., Immunol.(1973). 2. Suppl. 1, 47-56. 

뾰뭘 

가. Equiment 

CD glass plate 

1st dimension 

2nd dimension 

æ templete for 1st dimension of the CIE 

90 x 110 x 1.5 mm 

100 x 100 x 1.5 mm 

빼
 

F 
| 

k 
l 
l 
l 4 

1101빼 

빼
 

F 
| 

f 
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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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 

'0 

:0 

:0 

IOOmm 

나. buffer 

Barbital - Na(MW. 206) 

Barbital(MW. 184) 

NaN3 

1L 충류수에 용해 (pH 8.6) 

다. agarose gel 

4.12 g 

0.8 g 

0.2 g 

상기 barbital buffer에 agarose(1%)를 가하고 hot plate 상에서 끊여서 

용해 한 다옴 gel은 15 mI(lst dimension), 12 mI(2nd 며mention} 씩 screw 

cap tube에 넣고 50 - 60 t water bath에 놓아 둔다. 

라. gel plate 

1차원 (1st dimension) glass plate(90 x 110 x 1.5 mm)를 수평면에 높 

고 용해한 agarose gel올 전면에 도포한다. Gel이 용고되면 plate를 template 

상에 놓고 cathode(-) 쪽으로부터 20 mm (template 그림참조) 지점에 4개 

의 구멍 (weU)올 뚫는다(inner dia. 2 - 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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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각 well에 항원을 넣고 bromophenol (0.5% in H2Û)를 적은 양 가한다 

( 항원 이 동의 indicator) 

바. 1st dirnension electrophoresis 

Chamber에 상기 barbitrate buffer를 가하고 전기 영동을 하여 BPB 

(bromophenol blue) band anode( + ) 가까이 이동할 때까지 8 - lOV /cm(72 

- 9OV)로 영동올 한다(약 1시간). 

사. 2nd dimension gel 

영동이 끝난 gel은 template위에 올려 놓고 정선을 따라 gel올 자른다. 

먼저 template 주변(사변) 폭 5 mm를 제거한 후 가운데 gel 4개 (20 x 100 

mm)로 절단한다. 2nd dimension glass plateOoo x 100 x 1.5 mm)에 옮긴 

다. 

(+) 

12 ml agarose 
+an디body 

1st dimension 0 

(-) 

Plate는 수평면에 놓은 후 12 ml의 용해된 agarose(50 'C )에 분리 정제한 

항체(IgG) 또는 (NHthS04로 첨 전시 킨 crude r -globulin)를 0.1 - 0.2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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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잘 섞 은 다음 glass plate에 도포한다Ost dimension gel이 외 의 나 

머지 부분). 

아. 2nd diemension electrophoresis 

1st dimension electrophoresis 후 2nd 버men. electrophoresis를 할 때 는 

chamber내 buffer의 전극올 바꾸어 준다(anode는 cathode, cathode는 anode 

로 물론 electrophoresis의 방향은 여 전히 cathode{-) • anode{+)). 이 때 전 

류는 1 - 2V!cmOO - 20V Igel plate)로하여 16 - 20시간 전기영통한다. 

자. Gel의 압착(press) 및 dialysis 

영동이 끝난 후 gel plate는 chamber에서 꺼내고 plate와 통일한 크기 

000 x 100 mm)의 filter paper(5 - 6장)를 gel plate위 에 얹고 filter paper 

위에 두꺼운 책올 올려 놓아 압착(press)을 한다(책의 무게가 너무 과중하면 

gel이 깨어짐). 이 과정올 2 - 3회 반복 filter paper가 더 이상 젖지 않올 

때까지 한다. 

Gel plate는 phosphate buffered saline에 넣고 10분 동안 dialysis하여 

미반웅의 단백질(Ag， Ab)올 제거한다. Dialysis 후 gel plate는 다시 상기 

압착과정올 거친다. 

차. 건조 및 고정 

Gel plate는 hair dryer난 바y ovenOoo't)에서 건조하고 고정 액 (solution 

for fixation)액에서 10분 동안 방치한다. 고정액의 조성은 아래와 같다. 고정 

이 끝나면 gel plate는 ethanol로 gel에 침 투한 고정 액 올 세 척 한다(노란색 이 

없어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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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c acid 

H2Û 

glacial acetic acid 

카. 염색 및 탈색 

14 g 

1α)() ml 

200 ml 

고정시킨 gel plate는 염색액에 10분 동안 방치하여 염색한 후 탈색액에 

넣고 탈색시킨다. 

Staining solution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 

Ethanol, 96% 

Glacial acetic acid 

Distilled water 

Destaining water 

Ethanol, 96% 

Glacial acetic acid 

Distil1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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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mrnunoblotting (Western blotting) 

파용 

단백질이 분리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단백질에 대한 항체 

(polyclonal antibody)를 이용하여 항원(분리 정 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단백질)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극히 미량의 단백질(항원)도 검출 할 수 

있다. 

가 .. 검 출 한계 (Dete다lon 파nit) 

Horse radish peroxidase t.+ alkaline phosphatase로 labelling한 2차 항 

체 (secondary an디body)를 사용할 경우 10 pg(pÌcogram : 1O-12g), Au(gold) 

나 1125로 label1ing된 2차 항체를 사용하면 1 pg 까지 검출 할 수 있다. 

나. Imrnunoblotting 원 리 

@ 단백질(분리 정제되지 않은 항원)은 먼저 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나 isoelectric focusing으로 전 개 한다. 

@ 상기 gel은 transfer matrix(전기 영통한 gel로부터 단백질올 이전하는 

membrane; mitrocellulose, nylon membrane) 로 이 전 시 킨 다. 

@ Transfer matrix를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1차 항체， prirnary antibody) 

와 Ag-Ab 반용을 시 킨다. 

@ 다음 1차 항체와 반용이 끝난 nitrocellulose membrane은 peroxidase 또 

는 alkaline phosphatase로 label1ing된 2차 항체(secondru:γ antibody)와 

반웅시 킨후 2차 항체에 label1ing된 효소를 발색하여 항원(찾고자 하는 

단백질 band)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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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뭘 

가. 단백 질 (crude antigen)~ 전 기 영 동 

Electrophoresis는 Sodium dodecylsulfate, native electrophoresis, 

isoeleαric focusing 둥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전개한다(전기 영동은 한 plate 

에서 두 가지 용도로 각각 단백질 농도를 조절하여 전개 한다. 1. gel을 직 

접 염색 하는 것， 2. Immunoblotting 용， blotting 용은 단백질 농도를 조 

절; 고농도 에서는 영상이 선명치 못함) . 

• Electrophoresis 이후 모든 조작시 반듯이 rubber grove를 착용할 것. 

나. Nitrocellulose membrane에 전 이 . 

CD Nitrocellulose membrane은 electrophoresis gel과 동일한 크기로 자 

른후 transfer buffer에 담그고 20분 방치 한다. 

@ Transfer buffer : 15.6 mM TrisU.93 g), 120 mM glYcÏne(9 g)을 중 

류수 1L에 용해 (pH 8.1 - 8.4)하고 4't로 냉각시킨다. 

@ Whatman 3MM filter paper(gel 크기 와 같은)를 상기 transfer buffer 

로 적신다. 

CD Fil따 paper 위에 gel을 없고 filter paper와 gel 사이에 기포를 제거 

한다. 

@ Gel의 윗면에 약간의 transfer buffer로 적신후 gel 위에 transfer 

buffer로 처 리 한 nitrocel1ulose membrane을 없 고 gel과 membrane 

사이의 기포를 제거한다. 

@ 다시 transfer buffer로 적 신 filter paper를 membrane 윗 면을 덮 는 

다. 아래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놓고 semi -dry transfer cell에서 

electrotransfer 한다(mi띠 gel : 15 - 20분， large gel 45 -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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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Volt). 

(-) ca삼10d 

(+) an여e 

Filter paper 

Electrophoresis gel 

Nitrocellulose númbrane 

Filter paper 

엇% 상술한 방법은 semi-dry blotting 방법으로 wet bolotting 방법이 었 

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위 그렴과 같은 순서로 놓은 다옴 gel의 형 

태가 변형되지 않을 정도의 중력(두꺼운 책을 눌러 놓옴)올 가하면 

서 12시간 이상 4t:에 방치하여도 된다. 

다. Nitrocell띠ose membrane 의 blocking 

전기영동 gel로부터 단백질이 전이 (transfer)된 nitrocellulose membrane은 

전이된 단백질 band 이외의 여백에 1차 항체가 부착 또는 침투 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만일 1차 항체가 남어지 부분에 첨투하면 2차 항체로 처 

리 하면 membrane 전면이 발색이 됩) 확인 하고자 하는 단백질과 전혀 관 

계가 없는(면역 반웅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bovine serum a1bumin이나 탈 

지 분유(nonfat dry milk)로 처 리 한다. 

CD Tris-bu한'ered saline (TBS) 

0.15 M NaCl, 10 mM Tris-HCl bu한er pH 7.4 

3% bovine serum a1bumin in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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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bovine serum aIbumin in TBS 

æ Membrane blocking 

Transfer 된 nitrocellulose를 3% bovine serum a1bumin(TBS)에 30 

- 60분간 담가둔다음 membrane올 0.5% bovine serum a1bumin 

(TBS , 1 mM NaN3)에 넣 고 4 "C 에 서 12시 간 방치 한다. 

@ TBS로 membrane올 세 번 세척한다. 

라. 1차 항체 반웅 

1차 항체 (prim따y antibody)률 적 당 한 농도로 0.5% bovine serum 

려bumin(TBS)에 회석 시킨후 nitrocellulose에 부어 준다. 이때 membrane 

과 용액사이에 기포가 없도록 한다. 반웅시간은 항체의 titer와 transfer된 

단백질과의 상관 관계가 있으므로 적정 반웅시간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것 이 다. TBS로 membrane은 10분씩 2번 세 척 한다. 

마.2차 항체 반웅 

2차 항체 (Horse radish peroxidase labelled an디body)는 0.5% bovine 

serum a1bumin에 적절히 회석하고 membrane에 부어 준다(1시간 이상). 

Membrane은 TBS로 30분 동안 3번 세 척 한다. 

바.발색 

1 m1 Chloronaphtol solution (30 mg /ml in methanoI), 10 ml methanol, 

50 ml TBS(room temp.) , 30 μ 130% H떼2 상기 용액올 ni trocellulose 에 

부어 천천히 nitrocellulose룰 혼들어 준다. 이때 침전물이 생기면 발색용액 

을 새것으로 바꾸어 준다. 발색은 5 - 30분 이면 충분하며 발색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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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은 충분히 중류수로 세척한후 건조 시킨후 암소에서 보관한다. 시 

간이 경과(1 week) 하면 탈색 됨으로 사진 촬영을 즉시 함이 안전하다. 

10. Enzyme-Li따{ed Immunosorbent Assay (ELISA) 

뾰용 

ELISA방법은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항원(crude serum 내의 antigen)을 

monospecific 뻐디body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량할 수 었다. 

분리된 항원(antigen， Ag)이나 항체(antibody， Ab)를 microtiter plate 

(polystyrene:Costar 9018)에 coating(soild phase)하면 대부분의 항원 

(protein, pep디de， polysaccharide) , 항체(IgG， IgM)둥은 항원， 항체의 특성을 

잃지 않고 microtiterplate에 소수성 결합(hydrophobic interaction)하여 

coating되지 않은 것은 쉽게 세척할 수 었다. 

Solid phase로 홉착된 항원올 정량하기 위해서는 1차 항체 (primary 

antibody, 항원에 대한 항체)나 2차 항체 (secondary antibody, 1차 항체를 

항원으로 하여 얻은 항체)에 alkaline phosphate t..f horseradish peroxidase를 

labelling 한다. 이 때， labe피ng된 효소나 항체는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효소는 기질과의 반웅 특성올 항체는 항원과의 결합특성올 유지하 

여야 한다. 

홉착된 항체나 항원에 1차 항체 또는 2차 항체를 가하여 Ag-Ab 

complex를 형성시킨 후， 2차 항체에 labe피ng된 효소에 substrate를 가한 

후， 발색하여 정량한다. 

ELISA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본 실험실에 

서 는 direct method, indirect method, direct competitive method, in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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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 method롤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가. lndirect method 

• 1차 항체 와 label된 2차 항체 사용 

CD Antigen(crude Ag)를 plate 에 홉착시 킨다. 

CV Blocking한다. 

@1차 항체률 가하여 반용시킨다. 

@ Label된 2차 항체를 1차 항체와 반용시킨다. 

@ 기질을 가하고 발색한다. 

나. Direct method 

* 2차 항체를 사용하지 않고 label된 1차항체만 사용한다. 

φ 항원올 plate에 홉착시킨다. 

CV Blocking한다. 

@ Label된 1차 항체를 가하여 반용시킨다. 

@ 기질을 가하고 발색한다. 

다. lndirect competitive method 

CD 정제된 항원올 well에 coating한다. 

@ 미지의 시료 항원(정제된 항원， 정제되지 않은 항원) 및 항체를 동시 

에well에 가한다. 

@ Labelling된 2차 항체롤 가하여 1차 항체와 반용시킨다. 

@ 효소의 기질을 가하고 발색시킨다. 

라. Direct competi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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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된 1차 항체만 사용 

CD Microtiter plate well에 정제된 항원올 coating한다. 

æ Blocking 한다. 

@ Enzyme labelling된 1차 항체 와 미 지 의 Ag{crude Ag, 정 량하고자 

하는 시료)를 동시에 가하여 이미 홉착되어 있는 정제된 Ag와 미지 

의 Ag와 경쟁반웅올 시킨다. 

CÐ Labelling된 항체 와 홉착된 항원 의 complex만올 정 량하기 위 하여 세 

척환다. 

@ 다음 labelling{Ab}된 효소에 기 질{substrate}올 가하고 발색 정 량한다. 

* 발색단계를 제외한 각각의 반웅은 3Tt에서 2시간 또는 4'C에서 

ovemight하고 PBS-Tween{TBS-Tween}으로 3회 씻 어 준 후 PBS(or 

TBS}를 사용하여 3회이상 세척한다. 

* indirect와 direct method의 차이 점 : 

효소가 label된 항체가 “1차 항체인가” 아니면 “2차 항체인가" 

* blocking시킨 이후 각 항원 및 항체는 0.3% BSA(o.3% casein}가 함유 

된 TBS(or PBS}로 회 석 한다. 

* Competi디on올 할 경우 미지의 Ag올 plate에 가한 후 Ab를 넣어준다. 

Coating된 항원 (solid phase Ag)과 항원{crude sample 에 들어 있는 

Ag, 측정하고자하는 항원)사이에 항체에 대한 경쟁관계가 이루어진다. 

Solid phase Ag(Precoating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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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mlents 

(1) Buffer 

./ 

Ab 

‘\ 

Soluble Ag(crude Ag) 

CD Carbonate buffer (pH 9.6) 

1.59 g NaC03, 2.93 g NaHC03, 0.2 g NaN3에 중류수를 가한 뒤 최 

종용량은 1L로 한다(조제 후 2주 이상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 

(î)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4 

10 mM phosphate buffer, 0.15 M NaCl (NaCl를 용 해 한 후 pH를 

맞출 것) 

@ Tris-HCl buffered sa1ine(TBS), pH 7.4 

10 mM Tris-HCl buffer, 0.15 M NaCl (NaCl를 용해 한 후 pH를 조 

절할 것) 

* PBS (or TBS)는 10배 stock하여 조제 한 후 회 석 하여 사용하여 도 됨 

CD PBS-Tween (or TBS-Tween) 

10 mM PBS 또는 TBS에 0.05%가 되도록 Tween20올 가한다. 

(2) 810마이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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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vine serum 려bumin(BSA) 또는 casein올 PBS(TBS)에 2 - 3%되 게 

용해시킴 

(3) Peroxidase conjugate substrate 

10 mg o-phenylenediamine(HCD과 10μ 1 H202(30%)를 25 ml phospho

citrate buffer(pH 5.0)에 가하고 녹인다. 

* Phosphocitrate buffer(pH 5.0) 24.3 ml 0.1 M citric acid, 25.7 ml 

0.2 M Na냥fP04에 중류수를 가하여 최종용량을 75 ml로 한다. 

* 반웅 정지액 : 3.0 M H2S04 

(4) Alkaline phosphate conjugate substrate 

1 mg p-nitrophenylphosphate(p-NPP)를 1 ml diethanolamine buffer에 

녹인다. 

* diethanolamine buffer(pH 9.8) - 97 ml diethanolamine-HCHpH 9.8), 

0.2 g NaN3, 100 mg MgCl-6H2Û를 섞 은 후 중류수를 사용하여 최 

종 volume이 lL되 게 한다. 

* 반웅 정지액 : 3 M NaOH 

본 실험실에서는 각 단백질마다 coating 효율 1차 항체 농도 결정올 

결정하여 혈액 단백질의 정량실험올 실시하였다. 본 실험실에서의 실험방법 

은 다음과 같다. 

마. coating 효율(coating efficiency) 

본 실험실에서의 결과는 항원의 coating 효율(microtiter plate에 홉착 

되는 정도)은 단백질의 종류， coating buffer, blocking material 및 plate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부분 홉착되는 분자량이 클수록 효율이 중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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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bovine serum albumin이 나 casein같은 blocking materi머보다 작은 분 

자는 홉착시 경쟁적 관계를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일반적으로 coa디ng buffer로서 carbonate buffer(pH 9.6)가 소개되고 었 

으나 PBS 또는 TBS(pH 7.4)에서 coa디ng(홉착)효율이 높은 경우가 있으므 

로 적정 pH 및 buffer에 따른 홉착효율을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 

Coating효율은 indirect method로 확인 하였다. 

φ 정제된 항원올 10 ng - 2 μg/l00 ul농도가 되도록 각 buffer에 

seria1 dilution한 다음 항원 용 액 올 microtiter plate well에 100 μ l 

씩 가한다. 

(2) 37"C (4 "c에서는 over night)에서 2시간 방치한다(이 때 plate는 밀폐 

된 moisture chamber에 반드시 넣 는다). 

CID Microtiter plate는 PBS-Tween(TBS-Tween)으로 3회 세 척 한 다음 

PBS(TBS)로 3 - 4회 세 척 한다. 휴지 를 table 위 에 펴 놓은 후 

plate를 거꾸로 하여 탁탁 친다(물기률 제거). 

@ Blo다다ng solution을 100 μ l씩 각 well에 가하고 37 "C (overnight at 

4"C)에서 2시간 incubation하여 blocking 한다. 

* 이 과정은 다옴 과정에서 1 st antibody가 이미 홉착된 Ag하고만 결합 

하여야 됩， 즉， plate에 Ab가 무작위로 홉착되는 것을 방지묘자 

blocking을 함 

(5) PBS-Tween(TBS-Tween)과 PBS(TBS)로 3 - 4회씩 세척 한 다음 

물기를 제거한다. 

@ 항체(정제된 IgG)는 단백질 농도 1 μg/l00 μI정도로 조절한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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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0.3% BSA(0.3% casein)가 합유된 TBS(or PBS)로 회석하고 

각 microtiter well에 100 μl씩 가한다. 

'" Blocking materi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항체의 회석은 TBS(PBS)-

0.05% TWEEN 20을 사용한다. 

(J) Plate는 밀혜된 용기에 넣고 37't 에 2시간 또는 4't에서 24시간 

incubation환다. 

@ PBS-Tween(TBS-Tween)과 PBS(TBS)로 3 - 4회씩 세척한 다음 

물기률 제거한다. 

@ 2차 항체 (secondary an디body ， enzyme-li빼00)는 0.3% casein(or 

BSA)이 함유된 TBS(or PBS)로 사용하여 1 : 3，αm정도의 적정농도 

로 회석한다. 회석한 2차 항체는 100 μl씩 각 well에 가하고 37 't 

에 서 2시 간(4't 에 서 oveITÚght) incubation한다. 

'" Blocking materi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차 항체의 회석은 TBS 

(PBS)-O.05% TWEEN 20을 사용한다. 

@ PBS-Tween(TBS-Tween)과 PBS(TBS)로 3 - 4회 씩 세 척 한 다음 

물기를 제거한다. 

@ 2차 항체에 labe피ng된 enzyme(peroxidase, alkaline phosphatase)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substrate용액 100 μl씩 가하고 실온에서 3 

- 10분간 반용시킨 후 반용정치액 100 μl 가하여 발색올 정지시킨 

다. ELISA reader로 492 nm(pero피dase) ， 405 nm(머k머ine 

phosphatase)에서 홉광도률 측정한다. 

* 이 때， pH(buffer)를 달리하여 coating 효율이 좋은 pH(buffer)를 선 

태하고 다옴 항원의 양은 홉광도가 0.8 - 1.5 사이를 나타내는 항 

원량을 선태하는 것이 정량에 적철하다. 

-123-



바. 1차 항체 농도 결정 

indirect method로 확인하였다. 

φ 상기 방법으로 적정 pH 및 항원량이 결정되면 일정한 농도의 항원 

을 microtiter plate well에 100 μ l씩 coating시 킨다. 

(2) 3TC (4 "c에서는 over night)에서 2시간 방치한다(이 때 plate는 밀폐 

된 moisture chamber에 반드시 넣는다). 

@ Microtiter plate는 PBS-Tween(TBS-Tween)으로 3회 세 척 한 다음 

PBS(TBS)로 3 - 4회 세 척 한다. 휴지 를 table 위 에 펴 놓은 후 

plate를 거꾸로 하여 탁탁 친다(물기를 제거). 

@ Blocking solution올 100 μ l씩 각 well에 가하고 37 "C (ovemight at 

4"C)에 서 2시 간 incubation하여 blocking 한다. 

(5) PBS-Tween(TBS-Tween)과 PBS(TBS)로 3 - 4회씩 세척 한 다음 

물기를 제거한다. 

@ 항체(정제된 IgG)를 10 ng - 1 μg/l00 ul으로 serial dilution한다. 

항체 는 0.3% BSA(Q.3% casein)가 함유된 TBS(or PBS)로 희 석 하고 

각 well에 100 μ l씩 가한다. 

(J) Plate는 밀폐된 용기에 넣고 37"C에 2시간 또는 4"C에서 24시간 

incubation한다. 

CID PBS-Tween(TBS-Tween)과 PBS(TBS)로 3 - 4회 씩 세 척 한 다음 

물기를 제거한다. 

@ 2차 항체 (secondarγ an디body， enzyme-li마00)는 0.3% casein(or 

BSA)이 함유된 TBS(or PBS)로 사용하여 1 : 3，αR정 도의 적 정 농도 

로 회석한다. 다옴 회석한 2차 항체는 100 μl씩 각 well에 가하고 

37"C에서 2시간(4 "c에서 overnÌght) incubation한다. 

@ PBS-Tween(TBS-Tween)과 PBS(TBS)로 3 - 4회 씩 세 척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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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를 제거한다. 

Qì) 2차 항체에 labelling된 enzyme(peroxidase, alkaline phosphatase)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substrate용액 100 μ l씩 가하고 실온에서 3 

-10분간 반웅시킨 후 반웅정지액 100 μl 가하여 발색을 정지시킨 

다. ELISA reader로 492 nm(horseradish 야roxidase) 혹은 때5nm 

(alkaline phosphatase)에서 홉광도를 측정한다. 

이 때 홉광도가 0.8 - 1.5 사이에 해당되는 항체농도를 선태한다. 

사. Standard curve 

Indirect com야titive method를 사용하여 표준곡션을 그린다. 

φ coating 효율에서 결정된 일정한 농도의 항원을 microtiter plate well 

에 100 μ l씩 coating시 킨 다. 

(2) 37"C(4"(: 에서는 over night)에서 2시간 방치한다(이 때 microtiter 

plate는 밀폐된 moisture chamber에 반드시 넣는다). 

CID Microtiter plate는 PBS-Tween(TBS-Tween)으로 3회 세 척 한 다음 

PBS(TBS)로 3 - 4회 세척한다‘ 휴지를 table 위에 펴 놓은 후 

microtiter plate를 거꾸로 하여 탁탁 친다(물기를 제거). 

@ B10cking solution을 100 μ l씩 각 well에 가하고 37"(: (overnight at 

4"(:)에 서 2시 간 incubation하여 blocking 한다. 

(5) PBS-Tween(TBS-Tween)과 PBS(TBS)로 3 - 4회씩 세척한 다옴 

물기를 제거한다. 

@ 정제된 항원을 10 ng - 40 μ gJ50 μl 정도로 seria1 dilution하고， 

50 ul에 결정된 1차 항체농도가 50 μl에 존재하도록 회석한다. 항 

원 및 항체 는 0.3% BSA(0.3% casein)가 함유된 TBS(or PBS)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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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한다. Seria1 dilution한 항원 50 μ l를 각 well가한 후 항체 50 μ l 

률 넣어준다. 항원과 항체가 섞이도록 sh와ting혜 준다. 

(J) Microtiter plate는 밀폐된 용기에 넣고 37t 에 2시간 또는 4t에서 

24시 간 incubation한다. 

@ PBS-Tween(TBS-Tween)과 PBS(TBS)로 3 - 4회씩 세척한 다음 

물기를 제거한다. 

@ 2차 항체 (secondary antibody, enzyme-linked)는 0.3% casein(or 

BSA)이 함유된 TBS(or PBS)로 사용하여 1:3，αm정 도의 적 정 농도로 

회석한다. 다음 회석한 2차 항체는 100 μl씩 각 well에 가하고 37 

℃ 에 서 2시 간(4t 에 서 overnight) incubation한다. 

@ PBS-Tween(TBS-Tween)과 PBS(TBS)로 3 - 4회 씩 세 척 한 다음 

물기를 제거한다. 

@ 2차 항체에 labelling된 enzyme(peroxidase, alkaline phosphatase)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substrate용액 100 μ l씩 가하고 실온에서 3 

-10분간 반용시킨 후 반용정지액 100 μl 가하여 발색을 정지시킨 

다 ELISA reader로 492 nm(peroxidase), 405 nm(려k머me 

phosphatase)에서 홉광도를 측정 한다. 

아. 혈액내 단백절량을 측정 

Indirect com야titive method로 확인 하 였다. 

φ coating 효율에 서 결정 된 일 정 한 농도의 항원을 microtiter plate well 

에 100 μ l씩 coating시 킨다. 

(2) 37t(4t에서는 over night)에서 2시간 방치한다(이 때 microt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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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는 밀 폐 된 moisture chamber에 반드시 넣 는다). 

CID Plate는 PBS-Tween(TBS-Tween)으로 3회 세 척 한 다음 PBS(TBS) 

로 3 - 4회 세 척 한다. 휴지 를 table 위 에 펴 놓은 후 microtiter 

plate를 거꾸로 하여 탁탁 친다(물기를 제거). 

@ Blockíng solution올 100 μ l씩 각 well에 가하고 37't (overnight at 

4't)에서 2시간 incuba디on하여 blockíng 한다. 

* Blockíng solution의 사용은 항원 의 특성 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 

우가 발생한다. 

(5) PBS-Tween(TBS-Tween)과 PBS(TBS)로 3 - 4회 씩 세 척 한 다음 

물기를 제거한다. 

@ serum을 serial dilution하고， 50 μl에 결정된 1차 항체농도가 50 μl 

에 폰재하도록 회석한다. 항원 및 항체는 0.3% BSA(0.3% casein)가 

합유된 TBS(or PBS)로 회석 한다. Serial dilution한 항원 50 μ l를 

각 microtiter well가한 후 항체 50 μl를 넣어준다. 항원과 항체가 

섞이도록 shaking해 준다. 

* Blockíng material을 사용하지 않을 경 우 항체 의 회 석 은 TBS(PBS)-

0.05% TWEEN 20올 사용한다. 

(J) Microtiter 미ate는 밀폐된 용기에 넣고 37't에 2시간 또는 4't에서 

24시 간 incubation한다. 

@ PBS-Tween(TBS-Tween)과 PBS(TBS)로 3 - 4회씩 세척한 다음 

물기를 제거한다. 

@ 2차 항체 (secondary antibody, enzyme-linked)는 0.3% casein(or 

BSA)이 함유된 TBS(or PBS)로 사용하여 1:3，αR정도의 적정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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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석한다. 다음 회석한 2차 항체는 100 μl씩 각 well에 가하고 37 

℃에서 2시간(4 "c에서 ovemight) incubation한다. 

* Blocking material올 사용하지 않올 경 우 2차항체 의 회 석 은 TBS 

(PBS)-O.05% TWEEN 20올 사용한다. 

@ PBS-Tween(TBS-Tween)과 PBS(TBS)로 3 - 4회씩 세척한 다음 

물기를 제거한다. 

@ 2차 항체에 labelling된 enzyme(peroxidase, alkaline phosphatase)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substrate용액올 10 μ l씩 가하고 실온에서 3 

- 10분간 반웅시킨 후 반웅정지액 10 μl 가하여 발색올 정지시킨 

다. ELISA reader(BIO-RAD 450)로 492 혹은 495 nm(peroxidase) , 

405 nm(alkaline phosphatase)에 서 홉광도를 측정 한다. 

※ 본 실험실에서 혈액단백질올 정량하고자 할 때 blo다‘ing solution은 2% 

caseine올 사용하였다(BSA는 혈액단백질으므로). Casein과 BSA으로 

blocking올 실 시 한 경 우 backgraound가 높게 나올 때 에 는 상기 방법 에 

서 2% BSA 또는 caseme의 blocking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에 는 PBS-Tween(or TBS-Tween)으로 1st Ab, 2nd Ab 및 경 쟁 시 킬 

시료 둥올 회석한다. 

자. Preparation of antibody-enzyme conjugates 

Labelling 된 2차 항체는 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가 있으나， 1차 항체 

는 항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항체를 얻은 후 직접 labelling 하여 사용함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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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a디on of peroxidase 

CD Activation of peroxidase:: 100 mM Na쩌C(회(사용 전 에 만옮) 0.5 

ml에 peroxidase 5 mg올 용해 한 후 8 - 16 mM NaiI04 0.5 ml을 

가하고 tube를 밀봉한다. 다음 2O"C에서 2시간 incubation한다(in 

the dark). 

æ Conjuga디on : 15 mg 19G를 1 - 2 ml 10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9.2)에 용해시킨다.lgG 용액에 activate된 peroxidases를 

가하고 3시간 실온에서 incuba디on한다. 

@ Stablilization Incubation이 끝난 용액에 NaBH4(5 mg/ml in 0.1 

mM NaOH, 사용전 준비)를 반웅액 용량의 1/20을 가하고 4
0

C 에서 

방치하고 30분 후에 1/10용량올 가한다. Incubation은 4"C에서 1시간 

동안 한다. 

@ 반용액에 포화 (NI!a}zS04(NI!aOH로 pH 7.0으로 조절) 용액올 반웅 

액파 동량올 가하여 첨전시킨 후 원심분리하고 첨전올 취한다(상둥 

액 에 는 미 반용의 free peroxidase 남음). 

@ 침전은 10 mM phosphate buffer(pH 7.0 , 100 mM NaCI)로 dialysis 

한다. 

@ Concanavaline A -Sepharose를 coulmn에 충진시키고， 100 mM 

phosphate buffer(pH 7.2, 100 mM NaCI)로 세 척 하고 상기 투석 한 

시 료를 홉착시 킨다. Concanavaline A-Sepharose는 free peroxidase 

에 친화력이 강하지만 약간의 IgG 대한 친화력 (5%)올 갖고 있다. 

(J) Affirnity gel은 상기 100 mM phosphate buffer로 280 nm에서 홉광 

도가 0.001이 될 때까지 세척 한다. Peroxidase-IgG complex의 용출 

은 a -methyl-D-mannopyrannosideUO mM in 100 mM phosphate 

buffer, 100 mM NaCI, pH 7.2)로 용출한다. 일부 free Ig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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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anavaline A -Sepharose gel에 홉착되 어 용출하지 않으므로 순 

수한 peroxidase-IgG complex를 얻을 수 있다. 

Tijssen P., and Su. D. M. , and Kurstak, E. 

(1982) Arch Virol. , 74, 227. 

(2) Preparation of antibody-a1kaline phosphatase conjugates 

항체 와 a1kaline phosphatase롤 섞 은 다옴 10 % glutara1dehyde와 함께 

incubation하여 cross-li따‘한다. 반용이 블나면 lysine과 ethan이amine올 가 

하여 반용올 정지시키고 Sephadex G-25 column(작은용량)을 이용하여 

려k떠ine phosphtase-IgG complex를 분리 한다. 

CD Antibody 및 a1ka1ine phosphatase롤 각각 >0.2 mg/ml phosphate 

buffered sa1ine 에 용해하고 Ab/a1kaline phosphatase의 1 : 3 비율 

(volume ratio)로 넣고 최종 농도가 0.2%가 되게 glutara1dehyde를 

가한다. 잘 섞은 후 실온에서 2시간 incubation올 한다. 

@ 반용정지는 PBS(1oo mM lysine, 100 mM ethan이러띠ne)를 반용액과 

동 량(equa1 volume)넣 어 준다. 

@ 다옴 반용액은 phosphate buffer s떠ine에서 dia1ysis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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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포 및 세포배양배지 

실험에 사용될 림프구 세포의 분리를 위하여 36세의 남자에서 채혈하였 

다. T -lymphocytes 배양을 위하여 기본배지로써 RPMI-1없O(Sigma R

많82; with L-Gln, USA)을 선태하였고， 그 외의 기본 시약으로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DPBS: Sigma), HEPES(Sigma), sodium 

bicarbonate( Sigma)퉁이 사용되었다. 2, 3차 계대배양을 위하여 RPMI 배지 

에 HL-1 medium(Ventrex, USA) , calf bovine serum(CBS: Gibco, USA) , 

T-cell growth factor(TCGF: Collaborative Research, USA)를 첨 가하였다. 

세포배양에 사용된 기구는 모두 일회용 플라스틱제품(Nunc， Denmark; 

Falcon, USA)을 사용하였다. 

12. 말초혈액 림프구의 분리 

채혈된 25 ml의 혈액을 Histopaque(Sigma) 25 ml가 담긴 50ml용 원심 

분리관의 상충에 넣고， 상온에서 400g로 원섬 분리하여 중충의 혈액내 림 

프구세포룰 수거하였다. 이 세포들을 DPBS용액으로 두번 세척한 후(250 g, 

10분)， 5 ml RPMI-1640 배지에 부유시키고， 0.1 ml를 0.4% trypan blue로 

염색하여 haemato핸tometer로 생 세포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1차 배양 (prime culture) 분리된 혈액내 림프구 세포는 1차 배양액에 각 

실험군당 40 x 106(2 X 106 cells/mD되게 나누고， 50 ml 용 culture flask 4 

개에 각각 lO ml씩 나누었다. 1차 배양액은 RPMI-1없O 기본배지에 1 x 

nonessential amino acid(Sigma) , 20 mM HEPES, 1 mM pyruvate, 1 x 

an디fung려-an디biotic solution(Sigma), 0.05 mM 2-mercaptoethanoH 이 상 모 

두 최종농도)을 넣어 RPMI-1없O 완전배지를 만들고， 여기에 다시 20% 

HL-1 medium, 5% calf bovine serum, 1 μ g/ml phytohemagglutinin 

(Wellcome diagnostics, USA)를 첨 가하여 1차 배 양 액 (prime culture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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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배양은 3'rC, 5% C02 배양기(습도 100%)에서 36 - 40시간 배양하 

고 2차 배 양(pla디ng)에 들어 갔다. 

13. 방사선 조사 및 PCP 처리에 의한 돌연변이 

방사선 조사는 137Cs원0 1.0 Gy/min)올 사용하여 0, 0.2, 0.5, 1.0, 1.5 2.0 

및 3.0 Gy의 양으로 감마선에 노출시켰으며， 이는 세포계수가 완료된 직후， 

CBS가 포함되지 않은 RPMI 기본배지에서 수행하였다. 처리된 세포는 바로 

1차 배양에 들어갔다. PCP는 이를 50 mg/ml의 농도로 DMSO에 녹여 각 

실험군당 최종농도가 0, 5, 10, 15, 25, 50 및 100 ppm(w/v)이 되게 하여， 1 

차 배양 시작 12시간 후부터 시작하여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가.2차 및 3차 배양 (계대배양) 

36-40 시간의 1차 배양이 완료된 후， 세포를 원심분리로 수거하고， 그 일부 

를 염색， 검경하여 생존율올 측정하였다. 이들은 돌연변이 세포의 선태배양 

에 들어가기 전에 2회의 계대배양올 수행하였다. 이때 배양액은 RPMI 완전 

배지에 20% HL-1 m려ium， 5% CBS, 10% TCGF를 포함시키고， 0.125 μ g 

/ml phytohemagglutinin올 첨가시켰다. 배양시작시 세포의 농도는 0.1 X 106 

cells/ml이고， 보통 20 ml 단위로 배양하였으며 배양기깐은 각 3일 이었다. 

나.4차 배 양 (Mutant pla디ng) 

3차 배양이 완료된 후， 이 세포들 중 뼈rt 유전자의 돌연변이 세포를 선별 

하기 위하여 6-thiogua피ne올 사용한 선태배양올 수행하였다. 세포의 농도 

는 5 X 104 cells/ml로 96 well plate의 1 well에 1 X 104 cells/0.2 ml가 되 게 

하였다. 이 배양액은 RPMI 완전배지에 20% HL-1 m려ium， 5% FB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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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GF를 포함시 키 고， 0.125 μ g/ml phytohemagglutinin 올 챔 가시 켰 다. 또 

한 돌연변이 세포의 선태을 위하여 6-thioguanine올 1 μg/ml로 챔가하였 

다. Feeder cel1은 36x4 cel1 line올 이용하였으며， 이는 별도로 9 krad의 감 

마선에 노출시켜 치사시킨 후， 1 X 104 cells/well이 되게 하였다. 배양은 

3'rC, 5% CQz 배양기(습도는 100%)의 조건에서 10일동안(경우에 따라서는 

15일) 수행하였으며， φrt-nega디ve인 c10ne fonning unit<CFU)의 발생올 관 

찰하였다. 

14. CFU 판정， CE plate 및 돌연변이율의 계산 

CFU<Clone fonning unit)는 보통 plating 6일 이후 분열하는 세포의 형 태 

로써 관찰되었다. 이를 다시 10일에 c10ne의 형태를 확인하여 positive well 

로써 기 록하였다. CE plate(c1onal efficiency, nonselective plate)는 well당 1, 

2 또는 5개의 세포와 1 X 104 cells의 감마선으로 조사된 feeder cell을 넣어 

배양한 것으로， 이때의 배양액은 6-thioguanine올 포함하지 아니한 것올 제 

외하고는 mutant plating배지와 동일하다. CE 및 mutation frequency(돌연 

변이율: MF)의 계산은 Poisson statistics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 

다 (A1beπi띠 et al., 1잃5). 

Well 당 세포의 수 1 X 104 cells일 경 우， 

P(O) = Po = Number of negative wells / total number of wells 

CE = (- ln Po in nonselective plates) / (1, 2 or 5 cel1s/welD 

Mutant fraction (Mf) = (- ln Po in 6-thioguanine-plates) / (1 x 104 

cells/well) 

Mutant Frequency (MF) = Mf /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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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내용 

1. 생물학적 선량평가(Biodosimetry ) 기술을 위하여 방사선 피폭후 선량 

및 시간 경과에 따른 혈액효소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측정혈액효소의 종류 

로는 정상적인 혈장에 상당히 적은 농도로 존재하는 alkaline phosphatase, 

근육운동시 필수적이며 ATP 합성에 관여하는 creatine kinase, 일반적으로 

간기 능 이 상유무판독에 이 용되 는 glutarnate oxaIoacetate tr，뻐S라띠nase， 지 

질(Jipid) 생합성에 관여하는 maIate dehydrogenase, lactate dehydrogenase, 

lysosomes에 존재하는 acid phosphatase둥이다. 

2. 급성반웅물질의 분석 

가. 생물학적 선량평가 기술을 위하여 흰쥐의 혈액내에 존재하는 급성반 

웅물질올 지표로 선정하엿으며 효소면역측정법개발(ELISA)을 위하여 필요 

한 항체형성올 위하여 고순도의 급성반용단백질올 분리，정제하였다. 

냐. 효소면역측정법을 위한 정량화 표준화작업올 실시하였다. 특히 급성반 

웅물질을 손쉽게 측정하기 위하여 경쟁적(indirect competitive) 효소면역측 

정법올 실시하였다. 

다. 방사선 피폭시 선량별， 시간별 변화의 pattem 및 선량반웅곡선을 완 

성하였으며 지속성. 제한성 둥을 조사하여 1.0 Gy이하 저선량에서 변화하는 

지표를 추적하였다. 

3. 인체 T-임파구세포에서의 HPRT 유전자화에서 돌연변이반도변화를 조 

사하기 위하여 정상세포배양기법의 확립파 방사선 및 일반환경돌연변이원의 

하냐인 pentachlorophen이 피폭에 의한 돌연변이빈도변화를 벼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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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결과 

1. 생물학적 선령평가를 위한 혈액 효소의 변화 측정 

단위시간당 방사선 조사량과 전체 조사량올 달리하여 시간경파에 따라 혈 

장(blood plasma)내에서 효소활성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가. Alkaline phosphatase 

Alkaline phosphatase는 phosphomonoesterase(non -specific), phospho

diesterase, phosphoric anhydrase 둥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non -specific 

phosphomonoesterase의 경 우 섭 이 지 장이 나 장의 mucosa에 상당히 많은 양 

이 있고 신장， 고둥동물의 선(gland) ， bone, 정상적인 혈장(plasma)에서는 적 

은 농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정상척인 조직에 이상이 생기거나 

oesterosarcoma의 경 우에 는 혈 장내 에 서 alkaline phosphatase의 활성 도가 증 

가하게 된다. 단위시간당 조사선량이 0.1 Gy/min인 경우 전신홉수선량이 

0.1 , 0.25, 0.5, 2.0, 4.0 Gy인 흰쥐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혈액을 채취하여 활 

성도를 측정한 결과 저선량인 0.1 , 0.25, 0.5 Gy에서도 4시간 이후부터 활성 

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4， 48시간에는 대조군보다 200 - 300% 정도 활 

성도가 증가하며 0.1 Gy에서는 72시간까지 200% 이상의 활성도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1). 반면 고선량인 2.0, 4.0 Gy에서는 조사 후 24시간 경과 후에 

활성도가 증가하였다가 48시간에는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었다(그림 2). 

단위시간당 조사선량이 0.5 Gy/sec인 경우 전체 조사선량이 0.5, 1.0, 1.5, 

2.0, 3.0, 5.0, 7.0 Gy의 흰쥐에서 4시간 경과 후 혈액을 채취하여 활성도를 

측정한 결파 대조군의 활성도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활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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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경과 후에는 활성도가 증가하고 있음올 볼 수 있다(그림 3). 4시간 

경과 후 이러한 일시적인 활성도 감소는 기폰의 분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으며 십이지장 둥은 스트레스와 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상당 

이 민감한 기관이므로 저선량의 방사선에 의하여 민감하게 반웅하기 때문에 

혈액내의 활성도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확한 결론은 

내릴 수 없다. A1ka1ine phosphatase의 경우 저선량에서도 활성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저선량에서도 방사선 피폭의 유무를 인지할 수 있는 생화 

학적 지표(biochemica1 indicator)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Creatine kinase 

Creatine kinase는 근육운동에 필요한 ATP 합성에 중요한 효소이며 근육 

조직에 많은 양이 존재하고 었다. 단위시간당 조사선량이 0.1 Gy/min인 경 

우 전체 조사선량이 2.0, 4.0 Gy에서는 4시간 이후부터 혈액내 creatine 

kinase 활성도가 중가하기 시작하여 72시간까지 활성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4.0 Gy의 경우 72시간 경과 후 대조군보다 223% , 2.0 Gy에서 

는 178%의 활성도 증가를 보이고 있다(그림 4). 그러나 저선량인 0.1 , 0.25, 

0.5 Gy에서는 고선량에서보다 뚜렷한 활성도의 변화는 보이지 않다. 0.1 , 

0.25 Gy에서는 시간 경파에 따라 별다른 활성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0.5 

Gy에서는 4시간 이후부터 활성도가 증가하면서 24시간 후에는 대조군보다 

168%의 활성도를 보이고 있으나 48시간 이후부터는 활성도가 감소하여 

(140%) 72시간 이후 활성도의 변화가 어느 시간때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 

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0.5 Gy이하의 조사선량에서는 방사선 피 

폭의 유무를 분명하세 판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선량의 경의 

경우 a1ka1ine phosphatase와는 달리 활성도의 변화가 72시간까지 증가 유지 

되므로 그 이후 활성도 유지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지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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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선 량율이 0.5 Gy/sec인 전체 조사선 량이 0.5, 1.0, 1.5, 2.0, 3.0, 5.0, 

7.0 Gy인 경우 creatine kinase는 4시간 경과 후 3.0 Gy까지 활성도가 감소 

하고 5.0, 7.0 Gy에서는 대조군과 비슷한 활성도를 보이고 있고 24시간 경과 

후에는 0.5, 1.0 Gy에서는 4시간에서보다 활성도가 중가하는 반면 1.5, 2.0 

Gy에서는 활성도가 감소하고 있다(그림 6). 따라서 이러한 선량율에서는 뚜 

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GOT)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는 간조직 둥의 세포의 원형 질 

(cytoplasm) 과 미토콘드리아(rrútochondria)에 존재하며 reducing equivalent 

(NADH)의 이동에 이용되는 효소로써 간 기능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중요한 

효소이다. 선량율이 0.1 Gy/rrún인 경우 전체선량이 0.1 , 0.25, 0.5 Gy둥의 저 

선량이나 2.0, 4.0 Gy의 선량에서도 시간 경과 후 혈액내에서는 어떠한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의 활성봐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그 

림 7, 8). 따라서 이러한 선량율에서는 0.5 Gy/second인 전신홉수선량 0.5 

- 7.0 Gy인 경우 4시간 경과 후 GOT의 활성도는 정상적인 대조군보다 

0.2 - 3.0 Gy에서는 110% 활성도 증가와 0.5 - 5.0 Gy에서는 150 % 정도 

의 화성도 중가를 보이고 있고 24시간 경과후에는 0.5 - 2.0 Gy에서 150 

% 정도의 활성도 증가현상올 보이고 있다(그림 9). 그러므로 이러한 선량율 

(0.5 Gy/sec)에서는 좀 더 장시간올 두고 활성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라. Malate dehydrogenase 

Malate dehydrogenase는 1910년대 세포내 존재가 확인된 이래 그 반웅 

기작 및 분자구조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사적 기능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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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조직에서 oxaloacetate를 m려ate로 가역적으로 전환시키므로 

malate-asp하tate 이 동， 지 질 생 합성 (lipogenesis), 당생 합성 (gluconeogenesis) 

둥 다양한 대사기능에 관여하고 었다. 특히 세포내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서는 동위효소 형태가 존재하므로써 TCA 회로에 관여하게 된다. 선량융이 

0.1 Gy/min으로 전신홉수선량이 0.1, 0.25, 0.5 Gy인 흰쥐에서는 대조군에서 

의 malate dehydrogenase 활성도보다 시간경과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그림 10). 반면 2.0 Gy 흰쥐에서는 조사 후 24시간 경과 후 165%, 48 

시간 경과 후 145%의 활성도 증가를 보이다가 72시간 경과 후에는 대조군 

에서의 활성도 이하값을 나타내고 있고 4.0 Gy에서도 역시 4시간 경과 후 

205%의 활성도 증가현상을 보이다가 72시간 경과 후 대조군과 비슷한 활성 

도를 보이고 있다(그림 11). 이러한 경향은 alkaline phosphatase와 마찬가지 

로 방사선 피폭 후 짧은 시간안에 활성도 증가현상올 보이고 있지만 그 활 

성도가 장시간 유지되지는 못하고 피폭 후 장시간이나 지난 경우는 피폭유 

무를 판단 할 수 없으므로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마. Lactate dehydrogenase 

Lactate dehydrogenase는 해당작용에 관여하는 효소로서 H와 M type 으 

로 구성되어 있는 사량체 (tetramer)의 분자이다. 선량융이 0.1 Gy/min인 경 

우에 전신홉수선량이 0.1 , 0.25, 0.5 Gy인 흰쥐에 있어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lactate dehydrogense 활성도가 대조군의 효소활성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51 - 90%) , 2.0 Gy와 4.0 Gy 조사시에는 조사 후 각각 2， 4， 48시 

간 경과 후에 103%와 123%의 활성도를 보이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대조 

군의 활성도보다 훨씬 낮은 활성도를 보이고 있다(그림 12, 13). 따라서 

lactate d하lydrogenase의 경우 조사 후 시간경과시 뚜렷한 활성도 변화뿐만 

아니라 조사선량에 따른 활성도뢰 변화를 조사하여 방사선 피폭유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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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relation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바. Acid phosphatase 

Lysosome은 세포내에 폰재하는 단일막 기관(unit m밍nbrane)으로 세포내 

거대분자를 적철하게 분해하는 가수분해 (hydroysis)를 포함하고 있는데 

proteases, nucleases, glycosidases, lipases, sulfatases 둥 40여 종류에 이 르 

고 있으며 모두가 산성 가수분해 효소로서 최적 pH 5.0 정도이다. 이러한 

lysosome은 단일막으로 되어 있어 노화， 삼투압， 외부의 독성물질에 의하여 

손상올 받기 때문에 세포내로 쉽게 방출되어 세포의 자기분해 (autolysÍs)를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선 피폭이나 중금속 오염 둥에 의하여 lysosome 

의 단일막이 손상올 받올 가능성이 크므로 단백질 분해효소나 acid 

phosphatase둥의 활성동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생화학적 버표로서의 사용 가 

능성을 암시할 수 있다. 

현재 선량율이 0.1 Gy.min이나 0.5 Gy/second로 전체 조사량이 0.1 - 0.7 

Gy인 흰쥐의 혈액에서는 피폭 후 72시간 경파 후까지 acid phosphatase의 

활성도는 대조군에서처럼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물학적 지표의 조 

건이 방사선 피폭 후 초기에 일어나야 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서 생 

화학적 지표로써 부족함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acid phosphatase는 병원에 

서의 방사선 치료시 국부적인 조사에 따른 생화학적 지표나 치시션량Oeth머 

dose)에 대한 지표로서 중요성이 있올 수 있으므로 여러 상황에 따른 동물 

실험을 수행하 필요성이 었다. 

사. 혈청내 a -amylase 효소활성 변화 측정 

혈 청 a -amylase (a-없nylase， 1,4- a -D-glucan glucanohydrolase, EC 

3.2. 1.1)는 starchY- polysaccharide를 2탄당으로 분해하는 성 질이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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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에 서 는 방사선 조사된 흰 쥐 의 혈 청 을 Sigma method 즉， maltose의 효 

소학적 분해를 기 초로 glucose를 분석 함으로써 간접 적 으로 a -amylase의 

양올 측정하는 방법 (9)올 수행하였으며 원리는 아래와 같다. 

5(4,6-Ethylidene-(i? p-nitrophenyI(ET(i?PNP)) 

a -amylase 

------------> 2ET-G5 + 2GzPNP + 2ET-G4 + 2GJPNP + 

2ET-G5 + 2G,JJNP 

a -glucosidase 

2GzPNP + 2GJPNP -------------------> 4PNP + lOg1ucose 

* PNP : p-nitrophenol 

* ET : etylidene 

정상적인 사랍의 a -amylase의 활성도는 70 - 300 International Unit 

(!U/1)로서 전신피폭시 중간정도의 선량 (2.5 Gy)에서 6，α)() IU/1 정도까지 

중가하는 현상올 보이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0). 이러한 a -amylase의 전체 

활성도 변화는 정확히 dose-dependence한 경향성올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피폭 후 3-6일 후에는 정상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후두 

암 종류의 질병올 가지고 있는 환자의 방사선 치료나 bone maπOW (골수이 

식)올 위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 결과로써 침샘 

(parotid gland)이나 훼장(pancrease)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 하였다(17). 

현재의 실험은 정상적인 흰쥐률 대상으로하여 각 선량별로 96시간까지의 

a -amylase의 활성도를 조사하였다.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은 실험동물군에 

서는 600 - 1 ，α)() IU/1의 활성도를 나타내고 있고 0.1 Gy에서도 24시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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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활성도 최고수준올 보이고 있으며 96시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준으 

로 회복되고 있었다(표 1).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람에서의 측 

정 한계선량인 0.5 Gy보다 낮은 값올 가지고 있는 것올 알 수 있다. 반면 

0.5 Gy이상의 선량에서는 최고활성도가 24시간 이후로 이동되고 있으며 96 

시간 경과시에서도 활성도는 감소하지 않고 중가된 준위를 유지하고 었다. 

또한 증가율은 2 - 2.5배정도이며 방사선 치료환자의 100 IU/1 정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정상적인 개체와 종양 

(tumor)이나 다른 질병올 가지고 있는 개체간의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상 

당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로는 사람과 실험동물군둥 각 종간의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로 셜명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현재의 실험 

에서는 조사 선량 (0.1 - 4.0 Gy)에 따른 dose-dependence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선량-활성도의 관계보다는 방사선 피폭의 유무 

와 피폭시간의 경파들올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hyperamylase는 방사선에 의해 야기될 수 았으며 

pancrease는 2.0 Gy까지 영향이 없올 정도로 방사선에 강하지만 만약 침생 

(s외iv따y gland)이 0.6 Gy이상 피 폭된다면 amlyase의 중가는 검출할 수 있 

다. 이러한 중가는 피폭 하루만에 최대치를 이루고 3일 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만 분명한 dose-dependence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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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사선 조사후 시간 경과시 흰쥐 혈액내에서 변화하는 왜‘aline 

phosphatase 활성도 변화(O.l Gy/분). 

(Fig. 1. Radiation-induced alkaline phosphatse activity changes in rat 

blood at various hours of post-iπadiation{O.l Gy/min) , 2 and 4 

Gy. The experimental data represent mean value i: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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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려k떠me 조사후 시간 경과시 흰쥐 혈액내에서 2. 방사선 그림 

phosphatase 활성도 변화(0.1 Gy/분). 

(Fig. 2. Radiation-induced a1kaline phosphatase activity changes in rat 

blood at various hours of post-irradiation<O.1 Gy/min) , 0.1, 0.25 

and O.5Gy. The experimenta1 data 1represent mean va1ue ::t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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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사선량파 흰쥐 혈액내에서 변화하는 alka1ine phosphatase활성 

도 변 화(0.5 Gy/초). 

(Fig. 3. Radiation-induced alka1ine phosphatase activity changes in rat 

blood at different radiation dose(O.5 Gy/sec). The experimenta1 

data represent mean va1ue::!::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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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방사선 조사후 시간 경과시 흰쥐 혈액내에서 변화하는 crectine 

kinase 활성도 변화(0.5 Gy/초). 

(Fig. 6. Radiation-induced crectine kinase activity changes in rat blood 

at different radiation dose(O.5 Gy/sec). The experimenta1 data 

represent mean va1ue I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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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방사선 조사후 시간 경과시 흰쥐 혈액내에서 변화하는 GOT 활 

성 도 변 화(0.1 Gy/분). 

(Fig. 7. Radiation-induced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Ïnase(GOT) 

activity changes in rat blood at various hours of post

irradiation (O.l Gy/rnin), 0.1, 0.25 and 0.5 Gy. The experimental 

data represent mean value :t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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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방사선 조사후 시간 경과시 흰쥐 혈액내에서 변화하는 GOT 활 

성 도 변화(O.1 Gy/분). 

(Fig. 8. Radiation-induced glutamate ox려oacetate tJ"ansarninase(GOT) 

ac다vity changes in rat bl∞d at various hours of post-

irradiation{O.1 Gy/min), 2 and 4 Gy. The experimental data 

represent mean value:!: S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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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방사선 조사후 시간 경파시 흰쥐 혈액내에서 변화하는 GOT 활 

성 도 변 화(0.5 Gy/초). 

(Fig. 9. Radia디on-induced glutamate oxa1oacetate transamÌnase(GOT) 

activity changes in rat blood at different radiation dose (0.5 Gy 

/sec). The experimenta1 data represent mean va1ue :i: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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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방사선 조사후 시간 경과시 흰쥐 혈액내에서 변화하는 malate 

dehydrogenase 활성도 변화(0.1 Gy/분). 

(Fig. 10. Radiation-induced malate dehydrogenase activity changes in 

rat blood at various hours of post-iπa이ation(O.l Gy/min) , 0.1 , 

0.25 and 0.5 Gy. The experimental data represent mean value :t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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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방사선 조사후 시간 경과시 흰쥐 혈액내에서 변화하는 malate 

dehydrogenase 활성도 변화(O.l Gy/분). 

(Fig. 11. Radiation-induced malate dehydrogenase activity changes in 

rat blood at various hours of post-iπadia디on(O.l Gy/min), 2 

and 4 Gy. The experimental data represent mean valu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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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방사선 조사후 시간 경과시 흰쥐 혈액내에서 변화하는 latate 

dehydrogenase 활성도변화(0.1 Gy/분). 

(Fig. 12. Radiation-induced latate dehydrogenase activity changes in 

rat blood at various hours of post-irradiation(O.l Gy/min), 0.1, 

0.25 and 0.5 Gy. The experimental data represent mean value :i: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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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방사선 조사후 시간 경과시 흰쥐 혈액내에서 변화하는 latate 

dehydrogenase 활성 도 변 화(0.1 Gy/분). 

(Fig. 13. Radiation-induc려 latate dehydrogenase activity changes in 

rat blood at various hours of post-irradiation(O.l Gy/min), 2 

and 4 Gy. The experimental data represent mean value :tS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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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조군과 조사된 흰쥐 간조직 내에서의 a-amylase의 활성 

(Table 2. Serum a -amylase activity(IU/l) in control and irradiated rats) 

Time 
6 hour 24 hour 48 hour 72 hour 96 hour 

Dose(Gy) 

Control 942 :t89.5 896 :t80.1 899 :t91.4 1002 :t 109.9 1100:t91.3 

0.1 1299:t 124.9 1789 :t 36.3 2048 :t112.9 1771 :t 128.9 1761 :t 147.7 

0.5 1549 :t 280.1 1890:t236.3 1784:t99.7 1540 :t 105.7 1160 :t 92.1 

1.0 1142:t90.2 1574:t208.2 1656 :t49.4 1942 :t 132.5 1676 :t 134.8 

2.0 1163 :t 110.8 1578 :t 179.2 1620:t 139.5 2094 :t67.9 1839 :t 144.8 

3.0 1192 :t70.2 1405 :t 136.7 1906 :t88.3 1802 :t 178.8 1743 :t1160 

aOne international UIÚt of activity = amount that catalizes the fonnation 
of 1 umol of product per minute under 37 t: . 
bCalculation of amylase activity = 

.6.A/min x tota1 volume of reaction mixture x 100 x 1.25 

Milimolar absorptivity of p-nitrophenol x lightpathOcm) x sample volume(O.02) 

"The values shown are the means together with their standars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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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성반옹 단백질의 정제 

보통 급성 반옹이 라함은 열 및 식 균작용(phagocytosis)이 수반되 는 반용으 

로 혈액내에서 수 시간내에 간조직에서 급성반옹단백질올 비롯한 급성반웅 

물질의 합성분비와 함께 혈액내로 급속하게 유출된다. 일반적으로 박테리아 

의 성장은 조직내 endotoxin의 양파 관련이 었고 이 물질올 제거하기 위하 

여 어 떤 조직 적 인 염 증(iflammation) 대 웅기 작이 작용하게 되 며 주로 급성 

반옹 단백질중 일부분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왔다. 

급성반옹 단백질은 혈청단백질의 서로 다른 그롭올 총칭하며 급성염중외에 

다양한 종류의 외부자극， 다양한 화학물질 및 괴사(necrosis)같은 조직손상 

(tissue injury) 및 cancer둥에 의 해 혈중농도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생물학적 지표로 연구되고 있다. 사랍이나 실험동물에서 가장 넓게 연구되 

어 진 급성 반옹 단백 질 은 a1bumin a 1-antitrypsin, a 2-macroglobulin, a 1-

acid glycoprotein, a l-antichymotrpsin, serum amyloid A, fibronectin , 

haptoglobin, C-reactive protein, fibrinogen, ceruloplasmin, transferrin둥 이 

었다. C-reactive prot밍n은 1930년대에 Tillert파 Francis(38)가 처음으로 폐 

렴구균성 폐렴환자에서 발견한 특수 단백질로 c -polysaccharide의 항체로 

인식되어 졌다. 그러나 C-reactive protein는 폐렴구균파 전혀 관계없는 여 

러 가지 염중 및 조직파괴때에도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특히 사랍의 

경우 혈중농도가 수 백배까지 증가하는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염 

중의 부위를 구별할 수는 없으나 serum amyloid A와 a l-antichymotrypsin 

퉁파 함께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었다. 

Ceruloplasmin은 변 형 된 Rous-sarcoma virus가 transfection된 B려b/C 

3T3 cell line에서 mRNA의 합성이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었으며 간질환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혈중농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fibrineεtin에 있어서는 thoracic 방사선 조사의 경우(15.0 Gy) 폐에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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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nents 녕entm혀 야 GπIdipore eIeCtJ찌lhoresis obtair뼈 ín metaI chela1e affiníty chromalLlll"'llhy of hurnan 였um on CUol' column and 

ü ... coIwnn 

MateriaI that passed bcth coIwnns ín cor빼tions of 뼈sorpt뼈1 : 

0.05M Tris-HC~ 마’ &α 0.1밍에 NaC1 

Material desorb벼 from Cu'‘ COIUmn: 

Na aceta야， 0.8M, NaC~ pH4.5 

O.야;N EDTA, 0.5M NaC1, 뻐 7.0 

Mater피10 desorbed from Zn" coIwnn: 

Na 여108야late， 벼 6.5 

Na 여l<>SPltaæ. 0 멈애 NaC1, pH 6.5 

Na ac.etaIe, 0.8M NaC1, 야14.5 

peak Component identified 

n 
m 

N 

v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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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acn끼lI\obulín， lnIces of hae히_lobín' 



fibrotic damage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로 정상적인 대조군의 

plasma fibronectin의 양이 2.3 g/L에서 피폭 후 8일째 되는날 11.0 g/L로 

증가하여 2달간 유지하였다가 120일째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원상복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방사선에 의하여 유도된 혜의 endothelia1 세포의 염 

중반웅의 결과라고 하였다. 따라서 fibroblast proliferation을 증가시키는 

chemotactic 요인으로서 또는 cell matrix 상호작용의 중개자로서 의 fibro

nectin은 방사선 손상의 초기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39, 40). 

혈청단백질올 그 특성에 따라 분획하여 원하는 단백질을 분리하는 방법은 

시간적으로 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실험동물(rat)에 

있어서 채취할 수 있는 혈액의 양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또 본 연구에 있 

어서처럽 정량적인 실험을 위하여 혈액내 여러 가지 물질 및 단백질들을 동 

시에 다량으로 분리， 정제하고자 할 때에는 처음에 특정한 분획방법을 사용 

하여 시작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표 2는 현재 방사선 피폭 후 정량하고자 

하는 급성반용물질을 정제하는 procedure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me없1 chelate affinity chromatography방법은 1974년에 Porath에 의하 

여 고안된 방법으로 사랍혈청을 용출 buffer에 따라 효과적으로 분획하였다. 

보통 단백질 구성물질인 아미노산중 histidine이나 cystein의 경우 중성용액 

에서 Zn++와 Cu++이온과 안정한 결합형태롤 이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me없l 이용을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ligand를 션태하게 

되면 단백질들은 이러한 Zn와 Cu이온에 강력하게 결합하게 된다. 현재 

ligand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제 1차로 bis-carboxymethyl amino group과 

2차로 iminodiacetic acid를 사용하고 었다. 이 러 한 iminodiacetic acid group 

의 carboxyl기에 금속이온이 coperative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결합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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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단백질을 홉착할 수 있는 능력은 Cu이온이 제일 강하며 Zn와 Ni, Mn 

이온순으로 되어 있고 Mn이온파 혈청단백질파의 결합은 거의 무시할만 하 

다. 이러한 meta1 chelate affinity 수지는 금속이온이 0.05 M의 EDTA, pH 

7.0에 의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하기에도 용이하다. 대부분 

의 단백질은 his디dine이나 cystei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pH 7.0에서 강 

력하게 결합하게 되며 다른 아미노산 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pH 8.0 -

9.0에서 그대로 용출되고 있다. 반면 pH가 낮아지게 되면 금속이온파 결합 

하고 있는 his디dine이나 cystein올 포함하고 단백질들은 탈착하게 된다. 

a l-antitrypsin의 경 우 사 랍 혈 액 에 서 는 0.05 M Tris-HCl buffer pH 

8.0, 0.15 M NaCl에 서 Zn-iminodiacetic acid sepharose에 홉착하고 있다가 

산도를 0.05 M phosphate buffer, pH 6.5로 떨어뜨리변 이 분획에서 

tranferrin, glycoprotein, ceruloplasmin, gamma-globulin퉁파 함께 용출되 었 

다. 그 러 나 흰쥐 의 혈 액 에 서 는 0.05 M Tris-HCI buffer pH 8.0, 0.15 M 

NaCl에서 홉착하지 않고 바로 용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흰 

쥐 의 a l-antiσypsin이 histidine이 나 cystein퉁 아미 노산의 조성 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흰쥐의 a l-antitrypsin은 분자량이 54，αm 

dalton으로 사랍의 a l-antitIγpsin의 분자량 51，아)() dalton과 비 슷하며 

mouse의 혈액과는 달리 급성반용물질로서 native 전기영동에서 albumin과 

a l-acid glycoprotein둥파 같은 위치에 있고 정제파정중 사랍이나 흰쥐의 

혈청단백질에서 haptoglobin의 정제처럽 albumin과 같이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효파적으로 이러한 albumin올 제거하기 위하여 Blue-Sepharose인 

cibacron 3FGA sepharose chromatography를 실시하였다. 반면 흰쥐의 a 1-

an디trypsin은 사 랍혈 청 에 서 처 럽 Cu-iminodiacetic acid sepharose에 서 는 강 

력 하게 결 합되 어 있어 0.05 M sodium acetate buffer, pH 4.5, 0.8 M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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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출된다. 

Transferrin의 경우는 사랑의 혈액에서 처럼 Zn-iminodiacetic acid 

sepharose에 강력하게 결합하고 있다가 0.05 M phosphate buffer, pH 6.5분 

획에서 용출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흰쥐의 혈청에서 transferrin을 분리 

하고자 할 때에는 ammonium sulfate 침전법， 0.4% arcinol 용액의 처리， 

DEAE-Sephadex 이온 교환 수지， sephadex G-150 gel filtration, Con. A

Sepharose chromarography방법퉁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단계를 거쳐 분리정 

제하였다(41). 현재의 분리방법은 일단 Zn-iminodiacetic acid sepharose에 

서 용출된 분획올 중류수로 투석하여 이미 알려져 있는 transf，밍Tin의 둥전 

첨 (isoelectric pH: pI, 5.95 - 6.2)올 이 용하여 pH범 위 가 3.5 - 10인 

ampholine올 사용하여 isoelectric focusing electrophoresis를 실 시 하여 (그 림 

14) 두개의 pe밟중 이 범위에 해당하는 peak를 모아 중류수에서 다시 농축， 

투석 하여 pH범 위 가 5.0 - 7.0인 ampholine올 사용하여 다시 isoelectric 

focusing 전기영동올 실시하였다(그렴 4). SDS-p이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에 의한 분차량은 72，아)() dalton으로 사람의 80，아)() dalton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15). 

사랍의 혈청에서 a 2 macroglobulin은 0.05 M Tris-HCl buffer pH 

8.0, 0.15 M NaCl로 명 형 된 Zn-iminodiacetic acid sepharose에 서 강 력 하 게 

결 합되 며 산도를 0.05 M sodium acetate buffer, pH 4.5, 0.8 M NaCl로 떨 

어뜨리면 이 분획에서 용출되는데 흰쥐의 혈청 분획도 사람혈청과 같은 경 

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분차량은 800，α)() dalton과 720，아)() dalton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2년에 Hayasida퉁은 흰쥐의 혈청에서 a2-

macroglobulin를 분리 하는 방법 으로 dextran sulfate와 CaCb침 전 법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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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 둥전접 방법 에 의 한 transferrin의 분획 (pH 3.5-10.0). 

(Fig. 14. Isoelecσic focusing fractionation of rat serum transferrin 

<pH 3.5-10.0>) 

-161-



I 
Q 

8 

6 

5 

7 

뇌/ 

0.3 

0.2 

E
I
(〕
∞N
}
。
φ
u
I
。
n
t。
m
j〈

4 0.1 
O 20 15 10 5 

Fraclion number 

15. 둥전접 방법에 의한 transferrin의 분획 (pH 5.0-7.0). 그립 

transfemn serum rat of fractionation 

-162-

focusing Isoele다nc 

<pH 5.0-7.0>) 

15. (Fig. 



(NH2)S04 및 Sephacryl S-300 gel filtration chromatography퉁 여 러 방법 을 

사용하였고 1988년에 Shibuya(42)은 육상식물안 Snowdrop bulb에서 새로운 

mannose-speci회c lectin 함유물질을 추출하여 Sepharose에 고정시켜 affinty 

chromatography롤 한 결과 단일과정으로 murine IgM과 사랍의 a2-

macroglobulin을 분리정제 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me떠1 chelate affinity chromatography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단일과정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혹은 약간의 다른 단백질에 의하여 오염되었 

을 경우 대부분 low d앙lsity lipoprotein임을 감안할 때 용출액에 10% 

dextran sulfate와 1 M CaCl롤 50 : 1 : 5으로 처 리 하게 되 면 깨 끗하게 제 

거된다. 

현재 항혈청을 획득하고， ELISA에 사용하기 위한 a l-acid glycoprotein 

은 Sigma(G-0514)에서 구입한 물품을 사용하였으며 전기영통한 결과는 그 

림 8에 었다. 

C-reac디ve prot밍n(CRP)는 1930년 대 에 Ti1let과 Fr하lcis(38)가 처 음으로 

폐렴구균성 혜염환자의 혈청에서 발견한 일종의 특수단백질로 이 단백질을 

c-polysaccharide의 항체라고 믿었다. 그러아 CRP는 폐염구균과는 전연 관 

계가 없는 여러 가지 염증 또는 조직파괴때고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CRP의 검사는 일반적인 급성염증 또는 조직파괴의 예민한 지표로 사 

용되며 염중의 원인이나 부위는 구별할 수 없으나 CRP는 혈침보다도 더 예 

민하게 또한 거짓없이 염중과 함께 빨리 나타나고 그 정도로 알 수 있으며 

염중이 사라지면 이것도 없어지므로 급성염중의 좋은 지표가 되는 것이다. 

CRP의 검출은 주로 혈청반용을 이용한다. 즉， CRP를 순수정제하여 이것을 

항원으로 토끼에 면역시킨 항혈청을 이용하여 시료 항원과 반웅시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영동올 하면 β 와 r -globulin 사이에 위치하는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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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bulin임을 알 수 있고 70%에서 30분간 가열하면 파괴되고 혈청외에 

야ritonea1 fl버d나 synovia1 fl띠d둥 다른 체액중에도 폰재하고 있다. 임상적 

으로 CRP는 acute inflanunatory disease의 정도률 판정하고 조직용괴때 중 

가되는 acute phase reactants의 동태롤 판단할 뿔아니라 CRP의 반웅정도 

로 빌병의 중중도 및 경과롤 판단하는데 웅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 

사선에 조사된 실험동물의 혈청을 dimethylphosphorylchlorine affinity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단일 pe밟률 얻은 후(그림 16) 농축하여 

hydrixyapati te chromatography( 17)를 하여 순수정제된 CRP를 얻었다. 순수 

정제된 CRP는 non-denature PAGE에서 단일 band로 확인되었다. 정상적;으 

로 CRP는 인간의 체액중에 아주 소량만 폰재하고 있으나 질병이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 혈청이나 체액내에서 0.1 g/ml이하에서 100 - 500 g/ml로 단 

시간(24 - 48시간)내에 급격히 중가하게 된다(43). 토끼의 경우도 CRP가 

사랍에서와 같이 조직손상이 있을 경우 벼슷한 충가배율을 나타낼 수 있으 

며 Limulus pholyphemus 같은 원시형태의 생물에서도 초기 방어기작의 일 

환으로 CRP의 농도는 몇일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외부의 자극이 사라지면 

정상준위로 곧바로 회복된다(44). 

Ceruloplasmin은 130，α)() - 160，α)() da1ton정도의 분차량을 가지고 있는 

단량체로서 구리롤 합유하고 있으며 효소기능둥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다. 이미 보고된 바와같이 (45) 정제과정중 serine계통의 protease인 

σypsin과 plasmin의 영 향올 받기 쉬 우므로 serine protease의 억 제 물질 인 

PMSF (Phenyl Metyl Sulphonyl Fluoride)를 정제하고자 하는 혈청시료와 

측정하고자 하는 혈청시료에 1 - 10 mM 정도로 처리하여 단백질 분해효 

소의영향을 극소화 하였다. 이러한 억제물질이 처리되지 않은 분리된 

ceruloplasmin의 경우 non-denaturing 조건하에서는 단일 band로 분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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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denaturing조건하에서는 단백질 분해효소의 영향을 받아 subfragment가 

생성된다. 또， 정제된 ceruloplasmin은 freeze-thawing을 반복하게 되면 

oxidase기능이 상실하게 되며 함유하고 있는 구리가 분자에서 이탈하게 되 

어 극히 일부분 단백철 분해효소의 영향을 받았던 분자가 파괴되어 효소면 

역측정이나 효소 활성도 측정으로는 부적절하게 되어 처리된 시료는 즉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그림 18). 상온하에서 시료의 오랜 방치는 단백질분해효 

소인 plasmin에 의한 ceuloplasmin의 fragmentation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 

타나 있다(그림 19). 현재 사용하고 있는 chloroethylamine affinity 

chromatography와 DEAE -Sepharosé chromatography는 사 랍 및 chiken의 

ceru10plasmin뿔만 아니라 rat의 ceruloplasmin을 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0온 이러한 cerulop외smin의 활성도의 불안정성에 때문에 발생하는 

정량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효소면역측정법을 사용하려 할 경우 즉시 

분리정제된 cerulopalsmin과 freeze-thawing을 반복한 ceruloplasmin을 

indirect ELISA 방법으로 결합능력을 조사하였다. 항원과 항체의 결합력에 

는 차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표준곡션작성에 의한 정확한 정량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림 21은 흰겪 혈청을 chloroethylamine-sepharose에 통과시 켜 얻은 단 

백질 분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chloroethylamine-sepharose에 홉착된 단 

백 질 은 sodium phosphate buffer, pH 7.4로 10 - 300mM 사이 의 농도구배 

로 단백질을 분획하였다. 사랍과는 달리 흰겪의 ceruloplasmin에 대한 항체 

롤 얻기 위한 단빽질분리의 경우 상기의 단일 분리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Porath방법 에 의 하여 chloroethylamine-sepharose방법 에 의 하여 분 

리된 분획을 Zn-in피n여iacetic acid -sepharose에 통과시켜 50 mM 

Tris-HCl buffer, pH 8.0, 150 mM NaCl로 미리 용출시키고 여기에 결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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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ceruloplasmin을 100 mM phosphate buffer, pH 6.5로 용출시키면 

항체형성을 위한 고순도의 단백질이 분리된다(그림 22). 정제된 단백질의 순 

도는 변성 및 비변성방법의 전기영동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Haptoglobin은 생체내에서 hemoglobin과 결합하여 철의 체외손실을 방 

지하는 둥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로서 종(species)에 따라 분자 

적 구조나 조성 의 차이 가 많지 않으며 rat haptoglobin은 human 

haptoglobin type 1-1과 비슷한 a z-glycoprotein이다(46). 채혈된 혈 액은 

S어ium ox려ate률 혈액 ox려ate{v/v)가 9:1이 되게 처리하여 원섬분리한 

후 상둥액을 chromatography의 재료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affi띠ty 

chromatography로 h밍noglobin -sepharose를 사용할 경우 떠bunim， albunin 

벼mer， h앙nopexin둥의 matrix롤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haptoglobin은 

hemoglobin의 globin group과 결 합하며 hemopexin은 heme group과 결 합 

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hemopexin은 제거되게 된다(그림 23). 일부의 오염될 

가능성 이 있는 외bumin의 경 우는 Cibacron 3 FGA Sepharose를 통과시 킬 

경 우 대 부분의 외bumin은 이 러 한 matrix에 결 합하게 되 나 haptoglobin의 경 

우는 용출된다. Haptoglobin은 hemoglobin과의 반용이 급속하게 일어나므로 

채혈시 적혈구(eηthrocyte)가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 

haptoglobin은 작은 분차량의 a사슬 2개와 큰분자량의 β사슬 2개의 4량체 

로 구성되어 있는 100KD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슬간에 

disulfide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자에는 상당히 단단한 

형태로 이루어져 용출 buffer자체도 고농도의 guanidine-HCl 둥의 극한조건 

둥을 사용하여야만 정제되어 질 수 있다. Albumin은 Cibacron blue 3FGA 

affinity chromatography와 DEAE-Sepharose chromatography에 의 해 정 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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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성 반용물질 및 HPRT mutant frequency의 변화 

가. ceuloplasmin 

급성반용 단백질 (acute phase reactant or protein)은 외부의 화학물질， 외 

상(trauma) ， 세 균감염 (infec디on) 및 염 중(i파lamma디on) 둥 다양한 자극에 의 

해 혈액내의 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비특이성 혈액단백질로 알려져 

었다[47， 48, 49, 50]. 이 단백 질들은 서로 다른 여 러 종류의 cytokine 

Onterle따피1-1 ， 6, 11, Tumor necrosis factor - a , Transforming growth 

factor - β )과 glucocorticoids둥 horrnone의 조절하에 간 조직 이 나 종류에 

따라 일부 다른 조칙에서 합성되며 매우 넓은 세포 및 조직손상에 대한 방 

어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1 ， 52]. 

사랍의 ceruloplasmin은 급성반용 단백질의 하나로써 분자량은 1，여6개 

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았다. 종(species)에 따라 분자량은 대략 120，αp 

- 130，α)()d려ton정도이며 a 2- glycoprotein으로 혈액 내에 존재하는 Cu의 

90 - 95%와 결합하여 순수한 분자는 청색을 나타내며 [53] 그 기능은 잘 

정 의 되 지 않았지 만 ferroxidase, superoxide dismutase 및 phenol, amine 

oxidase둥 다양한 효소척 기능과 혈청내의 항산화물질(an디0입dant)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54， 55]. 생체실험에서는 meta1 ion 유도 지질과산화 

(lipid peroxidation) 기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10]. 

혈액내 단백질의 농도는 Wilson ’s disease에서 감소하며 류마티스관철염， 

hyperoxia 및 염중에서 중가한다[57， 58, 59, 60]. 또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도 free ral버cal올 제거하기 위한 방사선방어 (radioprotection) 기능 

으로써 ceruloplasmin 농도가 중가하였다[61]. 이 러 한 급성 반용에 대 한 

ceruloplasmin은 외부자극에 대한 중요한 생물학적 지표로써 일부 사용되는 

데 p-phenylenediamine oxidase의 효소활성 (enzyme activity)측 정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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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이외 immunodiffusion의 방법으로 의해 정량화 되었다. 일반적으로 염색체 

이상(chromosome abeπation) , 돌연변이 (mutation) ， DNA single 그리고 

double strand break:age풍은 측정방법 둥의 개선으로 방사선피폭에 의한 영 

향이 상당히 알려 져 있으나 ceruloplasrnin둥 급성 반용물질을 비 롯하여 다양 

한 유전자발현의 유도가 생물학적 지표 및 생체영향측면에서 중요성이 점차 

중대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정밀한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성반용물질의 외부자극에 대한 반용 및 합성메카나 

즘이 사랍과 거의 유사한 흰쥐를 대상으로 효소면역측정법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을 사용하여 ceruloplasrnin의 정 량조건을 확 

립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피폭선량에 대한 반웅을 정량적으로 결정하였다. 

흰취의 경우 분리된 혈청내의 ceruloplasrnin은 단백질 분해효소인 

plasrnin에 의하여 분해되기 쉬우나 사랍의 ceruloplasrnin 분자처럼 분해효 

소에 민감하지는 않다. 그러나 채취된 혈청은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동결보관하지 않고 바로 정제과정으로 들어간다[451. 

정량적인 방법으로 항원고정 경쟁적 효소면역측정법을 시행할 경우 항원 

및 항체의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항원 홉착 최적조건과 항체의 양 풍을 결 

정하여야 한다. 단백질의 홉착은 단백질의 소수성 (hydrophobicity)이 중요하 

며 이는 단백질이 용해되어 있는 용매의 pH에 의한 net charge와 관련이 

었다. 그림 24는 간접방법의 ELISA를 사용하여 rnicrotiter plates에 정제된 

항원 인 ceruloplasmin의 홉착효율을 관찰한 것 이 다. 홉착효율은 pH 9.6 (100 

rnM carbonate buffer)에서 보다 pH 7.4(TBS)에서 높으며 같은 pH에서도 

PBS보다는 TBS에서 홉착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ceruloplasmin의 pI점 이 대 략 4.5 - 5.5 으로 pH가 낮을 수록 소수성 이 중 

-176-



2.0 

1.5 

1.0 

0.5 

0.0 

EINm# 

￥
。
@
U
t

。
(
쇠
」
。
m
j〈
 

10 1 100 10- 1 10-2 10-3 

Antigen (ug) 

( 0), pH 9.6 ; (.), pH coating 효율. ceruloplasrnin의 24. 흰쥐 그림 

7.4. 

the to ceruloplasrnin 

microtiter pate. (0), pH 9.6 ; (.), pH 7.4) 

-177-

rat purified of efficiency Coating 24. (Fig. 



1.4 

~ 1.2 

1.0 

• 
0.8 

0.6 • 
0 .4 

EENm# 

}
。
@
U
I
。
n
r。
m
(혹
 

0.2 

0.0 
10-3 10 2 10 1 100 10- 1 10-2 

Competitive antigen (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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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Typica1 competitive ELISA standard curve for ceruloplas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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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혈액내 ceruloplasmin의 정량올 위하여는 항 

원의 홉착 량을 TBS 에서 70 ng - 140 ng 으로 첨가되는 항체의 양은 

800 ng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25는 대표적인 표준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표 

준곡선 작성 을 위 한 경 쟁 적 향원(compe디tive antigen)의 working range는 

0.01 μg - 20 μg/100 μl 이었다. 일반적으로 대량의 시료를 측정하기 위 

하여 coefficient of variation(CV)값을 측정하지만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 

기 위하여 매 측정 때마다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시료를 정량화하였다. 

각 선량에 따라 피폭 후 48, 72, 96 시간 및 216 시간대에서 나타나는 선 

량반웅곡선은 그림 26와 같다. 전반적으로 선량반용곡선은 line 형태의 반웅 

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48(y= 172x + 446)시간 이후 96시간(y=않4x + 526) 

까지 slope가 중가 되는 선량반용관계를 나타내고 있다.216시간 경파후에는 

96시간대보다 slope가 떨어지는 선량반웅곡선을 보이고 있으나 정상적인 수 

준 보다는 높은 혈청내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y=368x + 428). 그림 27는 

1.0 Gy 이하선량에서도 혈청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0.1 

Gy 에서 시간경파에 따른 ceruloplasmin의 혈청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방사선 피폭후 72시간과 96시간 사이에 서 최고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가 

된 ceruloplasmin은 196시간까지 혈중농도를 유지하고 있다.0.1 Gy와 대조 

군사이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paired t test를 사용한 결 

과 t =3.61, p<0.05를 나타냄으로서 대조군과 선량간에는 유의성 있는 변화 

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rat, syrian hamster 및 소(bovine)올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방사선이 아닌 turpentine을 주입하였올 경우와 

벼슷한 양상을 보이고 었다[50， 591. 특히 이러한 선량에서의 변화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다른 급성반용물질보다는 낮은 선량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러한 현상으로 대부분의 급성반용물질이 간에서 합성되어지는 반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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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uloplasmin은 간이외의 합성장소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올 배제하지 못한 

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 사랍과 흰쥐의 림프구세포 둥， 면역세포에서 낮은 

수준이지만 human livr cell line인 HepG-2 세포와 비교할때 0.2% 정도 

ceruloplasmin의 gene이 발현된다고 보고되고 있다[62]. 현재 효소면역측정 

법에 의한 ceruloplasmin의 정량측정의 장점은 과거 때ylase， GOT둥 대부 

분의 혈액효소계둥의 측정선량하한치가 보통 1 - 2.0 Gy 이었으나[14] 0.1 

Gy에서도 변화가 었다는 것이며 이와 함께 정량방법 및 조건의 개선으로 

96 microtiter plates의 분석시간이 3 - 5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 체르 

노벌과 같은 대형사고시 빠른 시간 안에 대량의 시료를 신속하게 l차적인 

피폭유무를 screening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ceruloplasmin의 합성 

과정은 rat와 mouse의 경우， 메카니즘이 사랍과 동일하며 분자적 특성 및 

기농 역시 사랍과 유사하기 때문에 [45， 52, 53] 합성기관 및 개체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민감도 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적절한 적용성을 가지는 방사 

선피폭의 생물학적 지표로서의 가능성올 가지고 있다. 한편 사랍의 경우 

ceruloplasmin은 연령 [22] ， 질병 동에 의하여 혈액내 단백질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시 피폭후 수년이 지난 경우둥과 방사선치료환자 둥의 만성영향 

둥의 추적자의 대상으로서의 연구할 가치도 고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실험에서 0.1 Gy에서도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볼 때 저션량방사션에 반 

용하는 중요한 지표로서의 가농성과 대량의 시료를 빠른 시간안에 정량할 

수 있는 지표로서뿐만 아니라 방사선치료환자둥의 만성영향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 ceruloplasmin 

올 비롯한 대부분의 급성반웅물질은 주된 기능이 단정적으로 밝혀진 면은 

없으나 Cu이온의 운반기능이외에 밝혀진 각각의 부분적 기능으로 보아 세 

포 및 조직손상의 방어기능둥 host defense기능에 관련이 있올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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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단백질 합성자체가 간에서 합성되어 혈액내에서 순환된다는 보고 

이외에 일부 다른 세포군， 특히 면역세포에서도 합성된다는 사실로 보아 방 

사선 생체영향의 방어적 측면에서 유전자 발현의 modulation기능 풍을 연구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C-reactive protein 

C-reactive protein은 사랍의 혈청에서 prototypic 급성반웅물질로 작용 

하며 급성반웅시 장시간 안에 최소한 1，αm배 정도 중가하는 것으로 알려졌 

고화상 및 다른 외 상이 나 염 중 및 rheumatoid arthritis(류마티 즘)에 대 한 반 

웅으로 가장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물질로 간에서 합성된다. 일반적으로 항 

체 (antibc성y)처 럽 complement 활성， agglutination, phagocytosis의 중가， 감 

염의 방지둥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농 외에 C-reactive 

protein은 손상된 세포의 빽물질의 인지나 제거에 관여하는 것으로 제안되 

었는데 원래는 pneumococ려 C -polysaccharide의 phospho더loline파 결합한 

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핵의 chromatin, histone, nuclear ribonucleoprotein둥 

과 결합하는 것과 같은 급성반용물질인 fibronectin과 S앙um amyloid P 

compenent 및 l하ru띠n둥과 결합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serum 

amyloid P com야nent는 C-reac다ve protein와 구조적으로 비슷하지만 사랍 

에서는 이러한 외부자극시 상당허 적용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mouse 

에서는 중요한 급성반웅 물질로 알려져 있다(44， 63, 64, 65, 66, 67, 68 69, 

70, 71). 따라서 C-reac디ve protein의 생체내에서의 기능을 계속 조명중이며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현재 사 

용중인 실험동물인 rat(O.4 - 0‘8 mg/ml)에서는 사랍(30 - 40 ug/ml)의 경 

우보다 혈청내 C-reactive protein의 양이 많으며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며 사랍의 경우에는 외부자극에 의하여 수 백에서 수 천 배까지 중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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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에서는 turpen디ne 주입시 2배 정도 중가하였다가 4 - 5일 후면 정상적 

인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방사선 피폭된 rat에서는 화학적인 

자극보다는 0.1 Gy를 포함하는 각 선량에서 중가되는 폭이 큰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극의 차이에 따른 변화의 정도가 사랍의 경우 

에서도 뚜렷히 차이가 난다면 방사선 피폭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현재의 실험에서 보면 0.1 - 3.0 Gy에서 선량에 따른 변화의 경향성 

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2.0 Gy, 3.0 Gy에서는 정상적인 

rat에서 보다 1，아)()%정도의 중가를 보였고 0.1 Gy에서도 500%이상의 중가 

를 보임으로서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지표로서 가농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28). 

다. a l-an디trypsin 

a l-antitrypsin은 serine protease inhibitor로서 지 난 30년 동안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그 후로 선천적으로 a l-antitrypsin의 유전자의 

결핍은 lung emphysema(폐기종)나 어떤 경우 심각한 간질환인 liver 

Clπhosis롤 일으키는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72， 73, 74, 75, 76). 이러한 

a l-antitrypsin은 종에 따른 특이성이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사랍이나 rat에 

서는 antithrombin III와 함께 염중이나 조직손상둥에 의한 급성반용물질로 

되 어 있다. 반면 mouse의 경 우에 는 논란의 여 지 가 있지 만 외 상(trauma)의 

경우 유의성 있는 중가가 혈액내에서 일어나지만 급성반용물질로는 인식되 

지 않고 있으며 이 러 한 경 우는 horse, dog에 서 도 마찬가지 이 다. Guinea p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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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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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S형은 급성반용에 의하여 혈액내에 상당히 중가하게 되며 반면 F형은 

매우 미약하게 중가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rat의 혈액에서는 3-4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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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랍의 1.32 mg/ml 보다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rat에서는 

급성반웅물질로 알고 있으며 방사선 피폭시에도 마찬 가지로 상당히 큰폭으 

로 중가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현재 피폭된 선량 0.1 Gy에서는 

200%, 1.0 Gy에 서 는 300-500%, 2.0 Gy에 서 는 300-500%, 3.0 Gy에 서 는 400 

- 600%정도의 중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96시간 경과시 까지 중가된 양이 

유지되고 있다(그림 29, 30). 따라서 현재의 데이타를 바탕으로 변화의 하한 

치가 어느 선량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를 조사하여 저선량 피폭평가의 가능 

성을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Haptoglobin 

Haptoglobin은 급성반용 물질에 속하는 혈액단백질로서 염중반웅이나， 

trauma 후에 곧 혈액내에서 농도가 증가하는 단백질로서 생리적 기능은 

free hemoglobin올 포획하여 철분의 체외 유출을 막는 작용으로 알려져 왔 

고 이외에도 채내에서 병훤쳐1 (pathogenic organism)에 의한 철성분의 이용 

을 막는 자연적인 bacteriostat로서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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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Rheumatoid arthritis에서 급성반웅물질의 

monitoring이 drug의 효율이나 예후를 예상하는데 중요한 방법인 것 처럽 

haptoglobin 역 시 collagen에 의 하여 유도된 질 병 에 의 하여 상당히 증가현상 

올 보임으로서 이러한 질병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서의 가능성 빛 이에 따른 

치료제의 효능을 조사하는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46， 49, 77, 78, 

79). 현재 방사선 선량별(0.1， 1.0, 2.0, 3.OGy)과 피폭후 시간별(6， 24, 48, 72, 

96시간)로 조사한 흰쥐에서의 haptoglobin의 양을 정량한 결과 0.1 Gy에서 

도 96시간 경과시 정상적인 양보다 많)()%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88-



고 있으며 중가된 양 역시 96시간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1.0 Gy에서도 비슷 

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0 Gy에서는 1α)()%정도의 중가량을 보이고 있 

다. 반면 3.0 Gy에서는 선량에 따른 증가현상이 아닌 2.0 Gy에서보다 증가 

량의 폭이 매우 낮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haptoglobin의 중가는 0.1 Gy 이 

하의 저선량쪽에서도 큰 폭으로 변할 가농성이 크며 2-3.0 Gy가 선량에 따 

라 변할 수 있는 양의 한계선량으로 추측된다(그립 31). 

마. Tr，킹lsfemn 

Transferrin은 철을 함유하고 있는 ß l-globulin으로서 철분의 운반과 

순환 및 reticuloendotheria1 system에 철분의 공급을 하므로서 혈액내의 철 

농도의 조절과 배뇨에 의한 철분의 손실과 철에 의한 독성방지둥 다양한 기 

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람 및 닭둥의 transferrin의 일 

차구조와 cDNA의 염기서열 및 mRNA의 염기서열퉁이 밝혀졌다. 이러한 

transferrin은 우유에 함유하고 있는 lactofenin과 철을 함유하고 있는 것 이 

나 색깔 및 분자량이 비슷하나 l차구조와 탄구화물의 함량， antige띠C 

de따minant퉁이 확연히 다르다. 보통 transfenin은 1분자에 2분자의 철올 

함유하고 있으며 이때 S머mon-pi따‘색을 떡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의 혈액에 

는 보통 2.5 mg/ml의 transferrin의 함유하고 있으며， rat에서는 4-5 mg/ml 

의 transfemn올 함유하고 있다(80， 81, 82). 다른 급성 반웅물질과는 다르게 

albumin둥과 함께 외부자극 및 염중에 의하여 negative 반웅올 보이므로서 

혈액내의 양적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방사선 피폭시에는 0.1 Gy나 1.0 Gy 

의 경 우 혈 액 내 의 transferrin의 농도가 피 폭 후 96시 간 경 과시 50%까지 감 

소하고 있으며 2.0 Gy에서는 정상수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3.0 

Gy에서는 오히려 200%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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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방사선 전신조사 후 흰쥐 혈청 내에서 haptoglobin의 농도변화. 

(Fig. 31. Changes in concentration of haptoglobin in rat blood serum 

after whole body 6Oeo r-iπadiation<O.l， 1.0, 2.0, 3.0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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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되고 있는 급성반웅물질은 외부자극이나 염증 및 질병에 의하 

여 사랍뿔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포유동물 및 조류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 

론 종에 따라 이러한 자극에 의하여 급성반용 물질로 작용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한두 종류에 불과한 것이다. 따 

라서 현재의 실험동물의 실험 결과는 대부분 사랍의 경우에서도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사랍의 경우에서도 굽성반용물질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서 일 

부는 임상적으로 질병진단으로 사용되고 었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사랍의 경우에 적용시키느냐가 문제이며 현재 0.1 Gy 

에서도 일부 급성반용물질은 상당한 변화롤 보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저선 

량에서는 어떠한 결과률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랍의 

경우는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실험동물로 사용되고 있는 rat보다 매우 높 

기 때문에 (LD50 rat: 750 - 8밍rad， human: 150 - 350rad) 이러한 저선량 

에 평가 가농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변화 

에 대한 side effect를 최대한 줄여 신뢰성 있는 데이타를 확보하는 것과 실 

험동물에서 처럽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사랍 특히 방사선 

치료환자와 작업 종사자롤 대상으로 정량적인 측정 실험을 하여 적용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바. a l-acid glycoproein 

a l-acid glycoproein은 orosomucoid로 불리우며 완전한 아미노산 배열이 

밝혀진 몇몇의 단백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백질의 분명한 기능 

은 정 립되지 않았으며 최근 Arnaud와 Gianassa(83)에 의하여 유전적 및 생 

물학적으로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인식되었다. 사람에 있어셔 a l-acid 

glycoproein은 1앞%년 Winzler (84)의 실 험 실 에 서 분리 가 성 공한 이 래 로 

분자척 구조 및 특성은 거의 밝혀졌다. 분차량이 40，α)() dalton 정도로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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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의 아미 노산으로 구성 되 어 져 있으며 carbonydrate의 함량이 42%를 차지 

하고 있는 단백질로서 대체적으로 밝혀진 기능은 급성반용물질로 알려져 있 

다는 사실이다(76， 85, 86). 륙히 관절염이나 폐렴 둥의 염증반웅 과정중이나 

혹은 외과수술직 후 혈액내에서 상당한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으며 면역반웅의 modulator로서의 기능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상것인 사랍의 경우에는 혈액내의 농도가 0.5 - 1.0 mg/ml인 것으로 알 

려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혈액내의 수준올 정량화한 결과 

정상인 보다 2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a l-acid glycoproein 

은 a l-antitrypsin둥과 함계 dexamethasone 둥에 의 하여 배 양된 hepatoma 

cell에서 중가하느 것으로 보고되고 었다(87). 현재 방사선 피폭 후 0.1 Gy 

에서는 흰쥐에서 a l-acid glycoproein의 양이 뚜렷하에 증가하고 있지는 않 

고 있어 저션량 피폭 후의 지표로써의 가능성은 회박하나 1.0 Gy 이상에서 

느 200%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선량에 따른 산관관계는 보이지 않고 있 

다. 또한 충가의 폭도 cancer나 다른 외부자극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과 비 

슷한 수준올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4, 35) 

사. a 2-macroglobulin 

a 2-Macroglobulin은 간조직에서 합성되는 혈액급성단백질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a 2-macroglobulin의 혈중농도증가는 감염이나 외상둥 다양한 요인 

과 interleukin alc tumor necrosis factor둥 humoral factor둥에 의 해 서 사 

랍， 동물， hepatoma cell line둥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단백질의 생리적 기능 

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방사선 피폭시 oxygen radical

m어iated damage를 방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a 2-macroglobulin를 

정 량하기 위하여 radi려 immunodoffusion방법 둥이 사용되고 있으나 혈액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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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농도를 차지하고 있는 외bumin이나 hemoglobin, transferrin과 교차반 

웅성올 가지고 있다(그림 36). 이러한 교차반웅하는 IgG를 제거하기 위하여 

a1bumin 홉착이 강한 Blue Sepharose(BIO-RAÐ)에 혈 청 올 통과시 켜 충분 

히 외bumin올 홉착시킨 후 ammonium sulfate침전법과 DEAE -Sepharose 

chromatography에 의하여 준비된 IgG분획올 서서히 통과시킨다. 이렇게 하 

여 홉착되 지 않고 용출된 IgG 분획 은 a1bumin과 hemoglobin과 교차반웅성 

올 보이지 않고 었고 있으며(그림 37) 각가의 농도에 따른 analytica1 

recovery는 표 3와 같았다. 분리된 IgG 분획올 사용할 경우 머bumin의 농도 

가 150 μg/nù 이하에서는 정량에 어떠한 영향도 반지않는다(그림 38). 이 

러한 조건하에서 a 2-macroglobulin의 coating 양은 70 ng - 100 ng으로 

IgG의 양은 60 ng으로 결정하였으며(그림 39) 완성된 표준곡선의 working 

range는 0.001 - 2.5 μg이었다(그림 40). 일반적으로 단백질 coating 효율 

은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현재 a 2-macroglobulin의 coating 효율은 

사용되는 buffer의 pH에 따라 변화가 없으며 blocking materi머올 사용하여 

도 변화가 없었다(그림 41). 정 확한 정 량올 기 하기 위 하여 intra and inter 

coefficients of v따ia디on올 구하게 되는데 각각 평균이 5.2%와 11.9%이었다 

(표 4). 

a 2-macroglobulin의 방싹선 피폭 후 96시간이 경파시 500%의 중가를 보 

이고 있으며 선량반웅곡선은 dose-response형태로 피폭 후 6시간 부터 형성 

되어 96시간 경과후에 가장 뚜렷한 선량반웅곡선올 보이고 있으며 피폭 후 

200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완만한 선량반용곡선올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반웅하는 선량한계치는 1.0 Gy 로 그 이하의 선량에서는 변 

화기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 

아. HPRT 돌연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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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려bumin(.) 흰쥐 사용하여 방법을 ELISA 길향적 41. 그림 

a 2-macroglobulin 대한 항원에 coatìng h밍noglobin(O>에 의 해 

wel1당 양은 a 2-macroglobulin의 Coating된 억제. 결합 IgG의 

a 2-macroglobulin 항체의 양은 wel1당 60 ng이다. 100 ng이고 

a2-rat anti rabbit purified of inhibition Binding 41. (Fig. 

and 려bumin(.) rat by antigen coating to macroglobulin IgG 

a2-competitive ELISA. The amount of hemoglobin(O> using 

amount of and to the wel1 was 100 ng coated macroglobulin 

was well applied to the a 2-macroglobulin 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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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efficients of variation serurn <l2-macroglobulin in the competitive 
ELISA immobilized antigen on the solid phase 

Intra-assay (μglml) CV(%) 

0.095 :t 0.008'" 8.4 
0.762 土 0.032 4.2 
2.654 :t 0.081 3.0 

'"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土 SD (n=5). 

Inter-assay (μglml) CV(%) 

0.101 土 0.015 
0.791 土 0.104 
2.479 :t 0.193 

14.8 
13 .1 
7.8 

Table 5. Analytical recov하y of <l2-macroglobulin by the competitive ELISA 

Added <l2-macroglobulin (μglwell) 

0.02'" 
0.04 
0.08 
0.20 

Recovery (%) 

98.8 :t 1.4 

99.5 土 2.3

100.2 土 3.1 
101.1 土 3.7 

"'P따ified <l2-macroglobulin was mixed with 8 μg /well rat albumin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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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ose-response curves of u2-macroglobulin (μglml) 

Time after irradiation (Gy) Equation 

24h y= 53X + 402 

48h y= 84X + 405 

72h y 116X + 400 

96h y- 123X + 401 

216h y= 50X + 384 

-205-



생물학적 지표(bioindicator)란 방사선 및 환경독성물질에의 피폭에 따라 

생물체내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생리 및 형태적 변화(physiological and 

morphological change)둥을 지 칭 한다[88]. 이 러 한 방사선 피 폭에 대 한 생 물 

학적 지표는 세포유전학(cytogenetics) 및 면역학(immunology)적인 측면퉁 

생체 내 대상물질에 따라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되어져 왔고 특성에 따라 독 

성효과와 감수성 퉁의 차이로 적용한계 및 범위 퉁이 각각 다르다[7]. 핵산 

(nucleic acid)올 합성하는 경로에는 de novo pathway를 제외하면 체내 

py미피dine 계열과 purine 계열올 재 생성하는 S려vage pathway가 있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가 thymidine kinase와 hypoxanthine phosphoribosyl 

transferase 퉁이다. Hprt 유전자는 x-염색체에 위치하며 핵산의 합성올 위 

해 hypoxanthine(guanine)을 purine monophophate 형태로 전환시키는 효소 

를 생산하며 이 유전자를 불할성시키면 punne 유사체 특히 6-thioguanine 

의 존재 하에서도 세포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hprt 유전자를 대상 

으로 암발생요인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된 T-cell hpπ clonal 

assay[89, 90]는 돌연변이 세포의 분리가 쉽고 그 동안 계속적인 배양조건의 

개발 및 개선으로 인하여 방사선 피폭뻗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환 

경독성물질의 노출에 대한 독성효과의 지표로 적용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제 

로 말초혈액 립프구세포를 사용하여 원폭생존자들[91]을 대상으로 방사선량 

을 감시하는데 널리 사용되었다. 각 환경독성물질 중， 특히 방사선의 피폭에 

적절한 지표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사선에 의 

한 피폭을 선량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 저선량의 방사선 피폭도 

감지할 수 있으며 둘째 방사선원과 다른 환경독성물질과의 생체영향올 구분 

할 수 있는 정성적 척도를 가지는 가장 이상적인 측정방법이 요구되고 었 

다. 근래의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의 발달은 T -cell clonal assay 

롤 한 단계 발전시키어， RT/PCR에 의한 또는 genomic DNA의 중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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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mutationa1 s야~trum의 작성으로 방사선을 비롯한 환경독성물질의 영향 

을 구분하는 정성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에 대한 T-cell ψπ clona1 assay 및 mutationa1 

spectrum올 이용한 생물학적 지표 개발d피 목적파 방사선과 다른 돌연변이 

원의 혼합효과 둥의 연구률 위한 기초자료로서 우선 방사선과 원목의 보존 

재둥에 다목적으로 사용되며， 현재 대표적인 환경물질로 대두되고， 비교적 

약한 유전적독성올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화학적 환경독성물질인 

pentach1orophenol(PCP)[92J에 의한 실험실 내에서의 각각의 돌연변이률 측 

정하여 비교한 것이다. 

인체에 있어서 fψπ 유전자의 심환 결핍은 Lesch-Nyhan 중후군의 정신질 

환올 유발하며 부분척 결핍은 통풍(gout)과 요산(uric acid)의 과다생성을 

초래한다. 이러한 fψπ 유전자의 이상은 말초혈액 T-림프구 세포에서 직접 

톨연변이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요법 [93， 94J, 연령， 홉연[95， 

96], 발암[97] 및 직업적 독성물질의 노출[98]퉁 다양한 돌연변이원 퉁에 적 

용됩에 따라 방사선뿔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돌연변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 

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은 방사선이외의 부가적 화합물에 의한 상숭 

효과 및 부가효과 둥의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사선 및 대표 

적 화학물질인 pcp 각각의 생폰롤계수 및 선량에 따른 돌연변이 번도변화 

롤 조사하고자 하였다. 감마선 피폭과 PCP 처리후의 T 세포의 생폰율은 그 

림 42， 43에 정리하였다. 감마선 피폭의 경우 o - 0.5 Gy에서는 생폰율과 

CE에서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0 - 3.0 Gy의 선량에서는 생존율 

과 CE 모두에서 확실한 선량-반용관계를 보였다. 한편 pcp의 경우를 보면 

0-25ppm은 생존율에서 차이롤 보이지 않으나， CE는 완만한 용량-반용 

관계률 나타내고 있다. 또한 50 - 100 ppm에서는 생폰율 및 CE 모두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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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PCP의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실험에서는 100 ppm에서의 돌연변이율에 대하여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 

였다. 

그림 44， 45는 전체 실험의 돌연변이율을 실험군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감마선 조사의 경우 돌연변이율은 피폭선량이 o - 0.5 Gy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0 - 3.0 Gy에서는 선량-반용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PCP처리에 의한 돌연변이는 15 ppm부터 중가하기 시작하여 50 ppm에서의 

돌연변이율의 급격한 변화가 주목된다. 측정된 최고 선량 또는 농도에서 양 

자의 돌연변이율의 변화는 각각 그 background 수준과 비교할 때 750%와 

520%중가를 보였으며，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기작의 돌연변이 원에서의 

T-cell φπ clonal assay는 모두 비교적 정확한 선형의 선량-반용관계를 볼 

수 있었다(그림 46, 47). 이는 실험동물에서의 결과[13]와 사람의 in vivo 및 

in vitro의 다른 실험결과(96)와 일치되나， 그 절대 값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 

실험결과의 상호비교를 통한 추정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감마선 

조사나 PCP처리에 의한 돌연변이의 실험에서 모두 져선량 및 저용량에서의 

반웅의 민감도는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환경돌연변이원들의 혼합 

적인 효과를 분석할 때 이 hprt 돌연변이율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T-cell φπ c10nal assay의 개선된 방식인 

muta디on머 spectI"Um에 의하여 어느 돌연변이원의 효과인지 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결과로써 300개 이상의 φrt 

mutant c10ne을 확보하여 RT/PCR방법과 버rect sequencing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결과가 쌓여 나아갈 때 T-cell hpπ c10nal assay는 방사 

선을 포함한 혼합된 돌연변이원중 방사선 피폭에 의한 손상을 감지할 수 있 

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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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사랍 T-엄파구를 1킴Cs r 선으로 조사에 따른 세포 생존곡선 

및 군집형성 효율 

(Fig. 42. Cell survival and clonal efficiencies following 137Cs r

irradiation in human T-lymph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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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사랍 T-임파구를 pentach1orophen이으로 처리에 따른 세포 생 

존곡선 및 군집형성 효율 

(Fig. 43. Cell surviv외 and clona1 efficiencies by pentach1orophenol 

treatment in human T-lymph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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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사랍 T-엄파구를 137CS r 선으로 조사에 따른 돌연변이 비율 

파 돌연변이 빈도 

(Fig. 44. Mutation fractions and mutation frequencies following 137Cs 

r -irradiation in human T-lymphocytes. The symbols represent 

mean( :ISD) values for independent. eXperÎment(n=3). ‘ Mf, 

mutation fraction; MF, mutation frequency) 

-211-



5O .0E-6 

$몽때 OE-6 ~ 를핍 
‘블 30.0E-6 

티。 
... ‘ 
넓 20.0E-6 

쉴 
10.0E-6 

OOO.OE+O 
0 10 15 25 50 100 

Treatment of PCP(ppm) 

그림 45. 사랍 T-임파구를 pentachlorophen이으로 처리에 따른 돌연변이 

비율과 돌연변이 빈도 

(Fig. 45. Mutation fractions and mutation frequencies by pentachloro

phen이 σ'eatInent in human T -lymphocytes. The symbols 

represent mean( i:SD) values for independent experiment (n=3). 

• Mf, mutation fraction; MF, mutation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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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피폭후 반용정도는 가지표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선정된 지표는측 

정 한계치가 0.5 - 1.0 Gy로 평가 받고 었다. 개체간의 편차를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지표는 1.0 Gy가 측정한계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같은 급성반용물질이라고 할지라도 ceruloplasmin의 반웅은 

다른 종류보다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ceruloplasmin의 합성이 간조직이외에서 합성될 가능성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T-임파구셰포의 hpπ유전자의 돌연변이도 세포수준에서 선량한계치가 

1.0 Gy 정도이다. 그러나 미세구조의 검출시 그 이하 선량까지 내려갈 수 

있는 중요한 지표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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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biological indicators 

Indicator Detection limit(rad) Durabi1ity 

HPRT mutation 100 ln vltro 

Ceruloplasmin 5-10 2-3 week 

a.2-Macroglobul in 50-100 2-3 week 

a. .-Acid glycoprotein 50-100 2 week 

Haptoglobin 10-50 2-3 week 

Chromosome abberation 10-50 6 개월 이상 

* 정량시간 :HPRT 염색체검사법 =후 5-6일 
급성반웅물질 =후 4-5시간， 대량의 시료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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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 장 연구개발의 목표달성도 빛 

대외기여도 

연구개발의 목표를 위하여 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료를 채취하기 

쉬운 혈액올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염색체이상둥 손상측정의 개념올 탈 

피하여 방사선 방호기능올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고 cytokine둥에 의하여 간 

조직둥에서 합성， 혈액으로 유입되는 급성반용 물질들을 선택하였으며 

spectrophotornetric assay가 가능한 혈액효소를 선태하였다. 세포유전적 측 

면에서는 가장 많은 재료로 이용되는 인체 말초혈액내 T-임파구세포를 대 

상으로 hyphoxathine-guanine phosphorybosyl tranferase 유전자좌에서 돌 

연변이를 조사하였다. 지표중 급성반용물질의 정량은 S야!Ctrophorneσy에 의 

한 효소적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원-항체반웅올 이용한 효소면역측정법 

(enzyrne linked irnrnunosorbent assay: ELISA)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러 한 

방법올 표준화하므로서 궁극적 목표인 선량-반웅관계와 방사선 사고시 대량 

의 시료를 신속，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목표에 도달 하였다. 이러한 방법 

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항체(antibody) 생성올 위한 물질의 순수분리가 선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항원의 분리는 본 실험실에서 가지고 있는 know-how 

를 이용하여 다양한 크로마토그래피방법으로 99.99%의 순도로 분리하였으 

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체는 polyclona1 형태이므로 혈액내 가장 많은 양 

으로 존재 하는 a1bumin, hernoglobin, transferrin둥과의 cross reactivity를 

조사하여 이러한 비특이성을 줄여 나가는 표준조건을 확립하였다. 현재 사 

용하고 있는 항원의 획득 방법은 연구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중 부수적 성과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므로서 신속한 급성반웅물질의 분리 

기법확립 뿔만아니라 방사선이외에 다른 환경오염원의 영향 둥올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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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량조건이 대외적으로 본실험실에서 확립되었옴을 입중하였다. 

인체 T-엄파구의 돌연변이의 빈도률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선 및 일반환 

경돌연변이원인 pentach1orophenol 피폭후 인체 T-엄파구세포 hyphoxathine 

-guanine phosphorybosyl tranferase 유전자좌에서의 변이측정 및 선량반용 

판계는 돌연변이의 검출이 상당히 간단하며 다양한 돌연변이원에 의하여 영 

향을 받고 point mutation퉁 미세검출시 비교분석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대 

외적으로 질병이 방사선때문이라는 막연한 주장에 대용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훌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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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혈액단백질의 측정은 채혈이 쉽고 정량방법의 표준화가 확립되면 대량의 

시료를 신속，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현재 지표로 사용되고 있 

는 급성반용물질(acute phase reactants)온 host defense에 관여하는 물질로 

혈액내 대식세포(maσ'Ophage)둥에서 분비되는 Interle따다n-l ， -6계통에 의하 

여 간조직에서 유도합성 되는 물질로 종래의 방사선 피폭의 손상측정의 개 

념에서 방어물질측정의 개념으로 지표를 선정하였다. 방사선 피폭의 선량반 

용곡선을 위한 대상으로 실험용 rat를 사용하였다. 방사선 피폭의 지표로 선 

택한 rat의 급성반용물질은 합성장소， 급성반용물질의 종류， 영향， 생리적 기 

능 및 반용메카니즘이 인체와 유사하여 in vivo{생체)실험을 수행하였고 실 

험용 흰쥐의 경우 대량의 개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 

보할 수 있다 In vitro{실험실조건)실험온 생체조건과는 달리 성장환경조 

건이 란질화되어 있고 직접 인체면역세포 둥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있고 실 

험실 조건이긴 하지만 인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정확성이 보장된 

다. 현재 본 연구에서는 인체 혈액내 T-임파구 세포를 부유배양(enrichment 

C비따e)하여 실험재료로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염색체이상(chrornosorne abeπa디on) ， 롤연변이 (rnuta디on) ， 

DNA single 그리고 double str하ld bre와‘age둥은 측정방법 둥의 개선으로 

방사선피폭에 의한 생물학적 션량평가방법이 상당히 알려져 있으나 급성반 

용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급성반용의 유전자발현의 유도가 생물학적 지표 

및 생체영향측면에서 중요성이 점차 중대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 

하며 정밀한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성반용물질의 외부자극에 대한 반용 및 합성메카니 

즘이 사랍과 거의 유사한 흰쥐를 대상으로 효소면역측정법 {enzyme li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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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sorbent assay: ELISA)을 사용하여 정 량조건을 확립하고 시간 경과 

에 따라 피폭선량에 대한 반용올 정량적으로 결정하였다. 실험에서 0.1 Gy 

에서도 유의성 있는 변화를 가지는 급성반웅물질이 밝혀짐으로서 저선량방 

사선에 반용하는 중요한 지표로서의 가능성과 체르노벌과 같은 대규모 사고 

시 대량의 시료를 빠른 시간안에 정확하게 정량하여 의료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현재 알려진 급성반웅물 

질은 방사선 피폭외에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요인들에 의하여 생성， 혈액내 

로 유입되어 host defense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방사선 

치료환자동의 만성영향퉁올 추적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급성반웅물질중 ceruloplasmin의 경우는 그기능이 

ferrxidase, amine oxidase, antioxidant, free radical scavenger, lipid 

peroxidation의 inhibition퉁 다양하며 간조직외에 면역세포군 및 생식세포군 

둥에서 유전자가 발현되므로 이러한 발현을 유도， 합성하는 생체내외의 기 

능성물질의 탐색율 통해 방사선방호목적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hprt 유전자의 돌연변이 빈도의 변화측정은 돌연변이 세포의 

선돼이 상당히 간단하고 실험실 내에서의 배양조건퉁이 30여년간 향상되어 

왔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방사선 피폭 및 일반 환경돌연변이원에 의한 돌연 

변이 빈도변화로서 선량반용관계를 확인할 수 었다. 이러한 간편성 때문에 

일본의 원폭피해자들 및 자손들을 대상으로 혈액내 면역세포군에서 hprt 유 

전자의 돌연변이빈도 변화를 계속 추적중이다. 한편 대부분의 실험실 조건 

하에서 세포수준에서의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선량은 1.0 Gy로 평가되 

고 있는데 체르노빌 사고 후 정화작업총사자(Clean up worker)의 경우 6 -

10년이 경과한 혈액의 면역세포군에서 상당히 유의성 있는 변이빈도의 변화 

롤 관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종사자의 수는 80，αm명으로 추산되며 사 

-220-



고당시 발전소직원 소방대원 및 과학자들은 수 Gy피폭올 받았으나 이러한 

인원은 수백명에 불과하며 1986 - 1990기간에 제염 및 기타 복구작업에 종 

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이 피폭받은 선량은 1986년에 제한치를 

250 mSv로 제한하였으며 1989년에는 15 mSv로 제한된 비교적 저선량에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hpπ유전자의 빈도 변화는 이러한 저선량방사선의 만 

성효파의 관찰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실험실내의 방사선방호의 기준 

이 오직 방사선 단하나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분석 둥을 

통하여 방사션 및 일반 환경돌연변이원에 의한 영향 둥을 파악할 수 있어 

이 분야에 관한 계 속적인 추가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사선방호의 기준온 생물학적 선량평가시 방사선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이외의 혼합영향에 대한 정확 

한 지표로서 부정확성. 따라서 혼합영향에 생체반웅효과 및 차별화 둥에 관 

하여 향후 연구가 바랍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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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tro somatic mutation induced by gamma-irradiation and pentachlorophenol 

(PCP) which IS representative of chemical pollutant was measured at the 
hypoxanthine-guanine phosphorybosyl transferase(hprt) locus 10 human T-
lympho양tes by a cell cloning assay. Mutant cells were selected by their 
ability to form a clone in the presence of purine analogue 6-thioguanine.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technique was needed for the mutation 
spectrum to discriminate combined exposure to radiation and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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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 

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올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한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걸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