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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과 비방사선의 향차별화  생체방어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자연계에는 방사선 이외에도 사람의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화학  독성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이들과 방사선에 의한 혼합피폭은 기본

으로 당연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온화방사선, 활성산소종

( : H2O2) 그리고 화학독성물질에 지속 으로 노출되었을 때 이들의 스트

스에 의해 유도되는 손상을 극복하기 해 각각 다른 방어기작이 작동되게 

된다. 본 연구의 목 은 이온화방사선, H2O2 ( 는 다른 독성화학물질; 

paraquat 혹은 TCHQ)에 한 방어메커니즘간의 차이를 구별하기 함이다. 

한, 방사선방호를 하여 이온화방사선, H2O2, 그리고 paraquat (혹은 

TCHQ)등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에 있어서 ceruloplasmin, thioredoxin의 기

능과 그리고 polyamine (폴리아민)의 효과를 유도하는 단백질  유 자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방사선과 비방사선의 향차별화  생체방어기술개발’의 연구범 는 이

온화방사선,  H2O2, 그리고 독성물질에 의해 세포사가 유도 될 때 폴리아민

의 효과에 한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리소솜손상 (lysosomal damage)과 여러 스트 스에 의하

여 유도되는 apoptosis (세포사)의 계자로서 폴리아민의 역할을 명확히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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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기 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α-difluoromethylornitine (DFMO)를 이용

하여 ornithine decarboxylase (ODC)을 억제하고, 세포내 putrescine을 결핍

시킨 후 이온화방사선, H2O2, 그리고 paraquat 등에 의해 세포사를 일으켜 

폴리아민의 효과를 연구하 다. 한, 폴리아민 억제제인 MGBG를 처리하

여 세포내 산화환원 (redox) 상태, 세포내 활성산소종 수  그리고, 단백질 

산화에 주는 향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 다. 그 후 MGBG가 세포사의 효

과를 갖는 물질인 이온화방사선, H2O2에 의해 암세포의 세포독성과 효능을 

증가시키는지 아닌지를 조사하 다. 뿐만 아니라 ceruloplasmin과 

thioredoxin같은 잠재 으로 항산화 (antioxidant)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

들이 이온화방사선, H2O2에 의해 유도되는 거 분자의 손상과 세포사 억제

에 어떠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조사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DFMO의 처리는 ODC 활성을 억제하고, 세포내 putrescine과 spermidine

을 제거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폴리아민이 leukemia 

세포에서 이온화방사선, H2O2  화학독성물질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에 

있어서 폴리아민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leukemia 세포인 HL-60세포

에 3 mM의 DFMO를 48시간 처리하면 ODC 활성이 억제되어 세포내 

putrescine과 spermidine이 고갈되게 되고 이에 따라 H2O2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가 억제되었다. Putrescine과 spermidine이 고갈된 세포에서 H2O2에 

의한 세포사 유도는 조군 세포보다 50%가 낮음을 flow cytometry, DNA 

분 방법, diphenylamine 분석방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외부에서 1 mM의 

putrescine과 1 mM의 spermidine을 첨가함으로써 H2O2에 의한 세포사의 유

도는 DFMO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과 유사한 수 으로 회복되었다. 이는 

세포의 iron-dependant oxidation으로부터의 결과인 것처럼 보 다. DF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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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의해 폴리아민이 결손된 세포의 철의 세포내 유입이 2.5배 가량 감소

하 다. 반 로, putrescine과 spermidine을 외부에서 공 한 세포는 철의 유

입이 조군 수 으로 회복되었다. 속 chelate 물질인 desferrioxamine을 

처리해 배양하면 이들 물질들은 리소솜부 에 치하여 세포가 H2O2와 철이

온과의 반응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를 억제하게 된다. H2O2에 의해 유도되

는 세포사의 수 은 H2O2를 처리하기 30분 에 1 mM의 spermidine 는 

putrescine을 처리함으로써 상당한 수 으로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결과에 있어서, H2O2에 의해 iron-dependant instability가 이루어지며 이

를 조 하기 해 유도되는 세포사의 신호 달에 있어서 spermidine 는 

putrescine이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우리는 한 

HL-60 세포에 있어서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서도 세포사가 유발되어지게 되

는데 이러한 로그램된 세포사의 유발에 있어서 폴리아민이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DFMO에 의해 폴리아민이 고갈된 세포는 감마

방사선 피폭으로 진행되는 세포주기를 지연시키고, 감마방사선(20 Gy)에 의

하여 유도되는 세포사를 가속화시킨다. DFMO가 처리된 세포에서 G0/G1정

체가 유도되어지고 부가 으로 S와 G2/M으로의 이동은 약 20 ~ 24시간동안 

지연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G0/G1정체는 감마방사선에 의하여 유도되

는 세포사 상과 특별한 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폴리아민 유사체  하나인 MGBG는 폴리아민 생합성 해제로 알려져 있

으며, 이들은 세포의 증식과 단백질 합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세포과정에 참

여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첫째로 MGBG 처리시 세포내 산화환원조건

(redox state)에 상당히 향을 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의 처리는 세포내 

산화된 glutathione의 재생에 필요한 glutathion reductase의 활성에 필수요소

인 NADPH를 생산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NADP+-dependent isocitrate 

dehydrogenase와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를 감소시켰으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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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GSSG/GSSG+GSH의 비율은 증가하게 되었다. 와 같은 결과는 

HL-60 세포내에 과산 음이온 (∙O2
-), 과산화수소 (H2O2)와 같은 활성산소

종 수 의 증가를 래하게 된다. 따라서 ∙O2
-의 증가로 인해 세포내 

Cu,Zn- superoxide dismutase (SOD)역시 증가하게 된다. SOD는 ∙O2
-
를 

H2O2로 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잔재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활성산소종인 

H2O2는 신속하게 물로 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효소인 glutathion- 

dependent peroxidase는 유의성 있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catalase는 

크게 감소하 다. 한, 산화  손상의 marker라고 할 수 있는 protein 

carbonylation은 증가하 다. 결론 으로, MGBG 처리에 의해 세포내 산화환

원 상태의 균형을 잃게되고 이로 인하여 H2O2나 감마방사선에 의한 세포사

의 효과를 증가시켰다.

  본 실험에서는 한 MGBG처리로 세포내 thioredoxin 수 이 감소하고 있

음을 조사하 고, 이는 감마방사선에 의한 손상에 해 보호효과와 높은 연

성을 보 다. In vitro  실험에서 thioredoxin 단백질 자체가 감마방사선에 

의해 야기되는 DNA사슬의 손상을 보호하고 있음을 찰하 다. HL-60 세

포에서 thioredoxin의 과다한 발 은 이온화방사선과 H2O2에 한 세포의 민

감도를 감소 시켰으나 TCHQ에 한 민감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U-937 세

포에서 감마방사선, TCHQ와 H2O2 노출시 ceruloplasmin 유 자의 mRNA 

발  수 을 comparative RT-PCR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U-937 세포에 

100 rad의 이온화방사선과 50 μM의 TCHQ 용량에서 ceruloplasmin의 사 

수 은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2.8배, 1.9배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반

로 H2O2를 노출시켰을 때 ceruloplasmin 유 자의 발 은 처리되지 않은 세

포와 비교할 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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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60 세포에서 폴리아민이 고갈된 경우 이온화 방사선과 paraquat처리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는 증가하 다. 반면  H2O2에 의한 세포사 유발은 감소

하 다. 이는 감마방사선  활성산소종 ( 는 독성화학물질)에 해 선별

으로 방어하는 특정 유 자와 단백질을 규명, 확인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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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Biological Research for the Radiation Protection

Ⅱ. Objective and Necessity 

  In the living environment, besides radiation, a multiple of man-made 

chemical agents have also the potential to affect the health of human 

beings and combined exposures are a basic consequence. Therefore, when 

ionizing radiation, reactive oxygen species (H2O2) and toxic chemical 

agents are exposed, different defense mechanism may be operated to 

combat against stress-induced damag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iscriminate between the defense mechanism against ionizing radiation 

and the defense mechanism against H2O2 (or chemical toxic agents: 

paraquat and tetrachlorohydroquinone, TCHQ).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not only gene induction of ceruloplasmin and thioredoxin caused 

by multiple stresses, but also polyamine effect on the H2O2, ionizing 

radiation and paraquat-induced cells death. 

Ⅲ. Scope and Contents 

  The work scope of 'Biological Research for the Radiation Protection' 

had contained the research about polyamine effect on cell death triggered 

ionizing radiation, H2O2 and toxic agents. In this paper, to elucidate the 

role of polyamines as mediator in lysosomal damage and stress (H2O2)- 

induced apoptosis, we utilized α-difluoromethylornithine (DFMO), which 



- vii -

inhibited ornithine decarboxylase and depleted intracellular putrescine,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olyamine on the apoptosis caused by H2O2, 

ionizing radiation and paraquat. We also showed that MGBG, inhibitor of 

polyamine biosynthesis, treatment affected intracellular redox steady 

states, intracellular ROS levels and protein oxidation. Thereafter we also 

investigated whether MGBG may enhance the cytotoxic efficacy of tumor 

cells caused by ionizing radiation or H2O2 because such compounds are 

able to potentiate the cell-killing effects. In addition, ceruloplasmin and 

thioredoxin, possible antioxidant proteins, were shown to have protective 

effect on ionizing radiation- or H2O2 (or chemical)-induced 

macromolecular damage or cell death.   

 

Ⅳ. Results 

  It is well known that exposure of α-difluoromethylornithine (DFMO), 

ornithine decarboxylase inhibitor, deplete intracellular putrescine and 

spermidine. In this study, we determined whether polyamines were 

capable of affecting apoptosis triggered by H2O2 or ionizing radiation in 

leukemia cells. α-Difluoromethylornithine treatment (DFMO, 3 mM, 48h), 

which depleted intracellular putrescine and spermidine by inhibiting 

ornithine decarboxylase, suppressed H2O2-induced apoptosis in HL-60 

leukemia cells. Apoptotic induction of putrescine and spermidine-depleted 

cells with H2O2 was 50% lower than that in the control cells, as 

determined by flow cytometry, DNA fragmentation and diphenylamine 

assay. Following the exogenous addition of putrescine (1 mM) and 

spermidine (1 mM), apoptotic induction caused by H2O2 was restored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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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 level with DFMO-untreated control cells. It seems that these 

resulted from the iron-dependent oxidation of cells. Polyamine depletion 

by DFMO treatment reduced the iron uptake of cells about 2.5-folds. On 

the contrary, exogenous supplement of spermidine or putrescine also 

restored the iron uptake to a control cell level. Pre-incubation with 

desferrioxamine, which chelates iron and complex of which is localized in 

the lysosomal compartment, inhibited the H2O2-induced apoptosis of cells. 

H2O2-induced cell death levels were significantly restored by spermidine 

or putrecine (1 mM) addition 30 min before H2O2 treatment. In conclusion, 

it may be that spermidine or putrescine plays a critical role in signaling 

transducers of apoptosis triggered by H2O2 through the regulation of 

iron-dependent instability. we also found that polyamines play a 

significant roles in the cell death program triggered by ionizing radiation 

in HL-60 cells. Polyamine depletion by DFMO treatment delayed cell 

cycle progress by γ-irradiation (20 Gy) and accelerated the apoptotic cell 

death to a degree of 50% in HL-60 leukemia cells. In the DFMO-treated 

cells, G0/G1 arrest (block) was induced and subsequently transition of S 

and G2/M phase is delayed about 20-24 hours. It may be not that G0/G1 

arrest is not closely related with the apoptosis caused by ionizing 

radiation. 

  Methylglyoxal-bis (guanylhydrazone) (MGBG), one of the polyamine 

analogues, is known to inhibit biosynthesis of polyamines, which are 

participated in numerous cellular processes including cell proliferation and 

protein synthesis. In this study, we first showed that the MGBG 

treatment significantly affected intracellular redox states. It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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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P+-dependent isocitrate dehydrogenase and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producing NADPH that is essential reducing equivalent for 

the regeneration of reduced glutathione (GSH) by glutathione reductase 

and thus GSSG/GSSG+GSH ratio was accordingly increased. The above 

results resulted in changes of reactive oxygen species levels such as 

superoxide anion (∙O2
-) and hydrogen peroxide (H2O2) in HL-60 

leukemia cells. To combat against the cytotoxicity by increasing ∙O2
-, 

intracellular Cu,Zn-superoxide dismutase (SOD), converting ∙O2
-
 into 

H2O2,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ut glutathione- dependent peroxidase, 

converting H2O2 into water, was not. On the contrary, catalase was 

greatly decreased. As a subsequent result, it increased the protein 

carbonylation content, an established marker of oxidative damage. In 

conclusion, the imbalance of intracellular redox state induced by MGBG 

treatment led to the enhancement of the efficiency of H2O2- and ionizing 

radiation-induced cell death. 

  We also showed that MGBG treatment decreased the intracellular 

thioredoxine level, which is closely associated with protection against γ- 

radiation-induced damage. In vitro  experiment, thioredoxin protected 

against the DNA strand breaks caused by γ-radiation. The over- 

expression of thioredoxin in HL-60 cells decreased the sensitivity of cell 

to ionizing radiation and H2O2. In human U-937 cells exposed to γ

-radiation, TCHQ and H2O2, the level of m-RNA expression in 

ceruloplasmin gene was measured by using comparative RT-PCR. In 

U937 cells exposed to a dose of 100 rad and 50 μM, the level of 

ceruloplasmin transcript was increased about 2.8 and 1.9 compa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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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reated cell. By contrast, the expression of ceruloplasmin gene cells 

exposed to H2O2, was shown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untreated cells.

V. Plan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In case of polyamine depletion in HL-60 cells, apoptosis triggered by 

ionizing radiation or paraquat wa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apoptosis 

triggered by H2O2 was decreased. This can be useful tool to identify and 

characterize the specific genes and proteins that protect against ionizing 

radiation or ROS (or toxic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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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목   필요성

  방사선방호를 한 생물학 연구로서 구체 으로 연구하여야할 과제로서

는 방사선 피폭의 생물학  지표 연구와 이와 련된 생물학 선량평가기술 

개발 (Gallway et al., 1987; Sasiadek et al., 1991; Kim et al., 2000; Blakely et 

al., 2002), 암 발생 model과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과의 계, 방사선 방어에 

의한 유 자의 변이억제, 면역기능의 활성, 방사선 효과에 한 종 특이성방

사선물질  방사선 피폭에 의하여 생성되는 reactive oxygen species (활성

산소 종) 제거 등에 한 것으로, 일반 으로 유 학, 생리학, 생화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부분의 생명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상들이 체 으로 

포함되고 있다. 그 에서도  방사선과 다른 환경오염원들과의 혼합된 해

도는 그 이해가 부족하므로 연구  조사 상으로 꾸 히 제시하고 있다. 환

경 내에서 방사선을 비롯한 다양한 돌연변이원에 의한 혼합효과  생체

향차별화연구는 방사선방호의 기 이나 방사선 해도의 감화에 필수 인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합피폭에 한 생물학  반응을 측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요하다. 일반 으로 방사선 방호의 기 은 방

사선 단일 향만을 반 하며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 내에서 삶을 

하는 사람은 지역내 산업  특성, 의약품  식품의 섭취 등에 따라 다양한 

환경돌연변이원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고에 의한 방사선 피폭

향은 이러한 혼합피폭 향 등에 의하여 과 평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사고시나 시설물 주변의 질병발생원인에 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 이

며 과학 인 근거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실에서는 지난 

연구단계에서 사람의 T-lymphocytes에서 hypoxanthine (guanine) phospho- 

ribosyl transferase (hprt) 유 자를 상으로 방사선(60Co 선원)과 화학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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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질  pentachlorophenol에 한 돌연변이 빈도변화는 물론이고 혼합효

과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세부 인 유 자의 mutation spectrum 

(map)을 작성하여 방사선 방호를 한 기 자료를 축 하 다.

  본 연구 단계에서는 방사선, chemical mutagen  ROS의 방호 련에 있

어서 thioredoxin 유 자와 단백질  ceruloplasmin 유 자와 단백질이 이

러한 자극에 어떠한 반응 과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세포내 

폴리아민 (polyamine)의 유무에 의한 방사선 과 비방사선에 피폭시 세포의 

민감도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조사하여 차기연구단계에 이와 련

된 유 자군 혹은 단백질군을 발견하고 특성을 규명하는데 기 자료를 축

하고자 하 다. 최근 연구에서 폴리아민이 항산화 기작에 여한다는 가능

성이 제시되었는데, 항암제로 사용되는 폴리아민 유사화합물들이 어떤 자극 

하에서 세포 내의 폴리아민의 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항산화 과정에 여한

다는 상이 찰되었다 (Bayoumi et al., 2000). 이러한 보고는 폴리아민이 

항산화 기작에서 요한 신호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해 다. 그러나 

재 항산화 기작에 있어서 폴리아민의 정확한 생리  작용기작은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재의 실험에서는 H2O2는 철과의 반응이 일어날 경우 

상당한 양의 ∙OH이 생성되어 개체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폴리아민

과 철의 사 계에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아민이 항산화 기작에서 신호 달에 여할 가능성을 

연구하기 하여 인간 백 병 세포인 HL-60를 사용하여 생체 내에서 일어나

는 생리  상인 노화, 암 그리고 치매 등의 질병 유발의 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산화  스트 스로 인한 항산화 기작에 폴리아민이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사람 백 병 세포인 

HL-60를 model system으로 사용하여 폴리아민 생합성 해물질인 (DFMO: 

ornithine decarboxylase 억제제)와 (MGBG: s-adenosylmethionine 억제제)를 

처리하여 세포 내의 폴리아민 농도를 하시킴으로서 폴리아민의 생리  기

능을 규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실에서는 수년간 폴리아민의 기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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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폴리아민이 항산화기작에 여한다는 

여러 증거들을 얻을 수 있었다 (Kim and Oh, 2000; Kim et al., 2001). 그리

고 세포 내 활성산소종의 생성과 이를 제거하기 해 가동되는 세포 내 기

작인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lutathione reductase, 

thioredoxin, isocitrate dehydrogenase, glucose-6-phosphate ddhydrogenase 

등 방어기작을 살펴 으로써 폴리아민에 의한 세포 내 항산화 기능을 규명

하고자 하 다. 한, DFMO와 MGBG 처리에 의해 폴리아민이 고갈된 

HL-60 세포에서 표 인 산화  스트 스 인자인 H2O2와 감마 방사선 

(ionizing radiation)을 처리하여 그들의 민감도를 조사함으로써 폴리아민과 

항산화 기작에 한 연 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최종 으로 폴리아민이 세

포의 산화환원조건 유지에 필수 인 역할을 수행함을 제시하고 향후의 유

자수 에서 폴리아민의 생리  작용기작을 규명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제 2  연구개발 범

  본 연구의 최종목표인 방사선과 비방사선에 의한 세포반응의 민감도 등을 

하여 방사선, ROS (H2O2)  paraquat (혹은 TCHQ)등의 처리에 의한 세

포사, 유 자발   효소활성도 등을 조사하 으며 연구개발범 는 다음과 

같다.

1. DFMO  MGBG처리에 의한 세포성장  세포내 폴리아민 농도 변화의 

분석 

2. DFMO 처리시 세포내 철이온 유입의 변화와 폴리아민의 향

3. MGBG 처리에 의한 세포내 항산화 효소의 변화  redox state의 조사 

4. 방사선 피폭 (60Co 선원)과 비방사선  H2O2 와 paraquat (혹은 TCHQ) 

처리시 세포사 반응  민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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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 피폭 (60Co 선원)과 비방사선  H2O2 와 paraquat (혹은 TCHQ) 

처리시 ceruloplasmin 유 자와 thioredoxin 유 자 유도에 한 조사.

6. Thioredoxin 단백질 유 자의 과다발 의 경우 방사선 피폭 (60Co 선원)과 

비방사선  H2O2 와 paraquat (혹은 TCHQ) 처리시 세포사 반응  특성 조

사.

7. 차기 단계에서 방사선  비방사선에 련된 유 자  단백질 군을 조사

하기 한 DNA chip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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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세포성장  사멸에 폴리아민의 역할

< Polyamines in embryonic development >

  배발생(Embryonic development)에 있어서 폴리아민의 요성은 성게(sea 

urchin) eggs의 기 자료로부터 알 수 있다 (Kusunoki et al., 1978). ODC

는 α-methylornithine이란 경쟁  억제자에 의해 억제되는데, 첫 번째 난할은 

70%감소하고, 두 번째 난할은 41.7%, 그리고 세 번째 난할은 5.8%로 감소한

다. 이러한 난할의 억제는 5 mM ornithine의 존재 는 다른 농도의 폴리아

민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이러한 환에 있어서 요한 은 단지 낮은 

putrescine, spermine, 는 spermine의 농도하에서 효과 이란 것이다. 다른 

폴리아민 억제 결과의 를 살펴보면, 닭의 배아를 사용한 연구인데, 이 경

우 ODC의 가역  억제제인 DL-α-difluoromethylornithine (DFMO)를 사용

하 다. DFMO의 합성은 폴리아민 연구에 있어서 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

다(Heby et al., 1981). 닭의 배방생과정에 있어서 배엽세포를 out 

growth(자연 으로 성장하게 하고)시키고, 분화시킨다. DFMO의 투여는 뛰

고있는 심장조직, 구, 지방조직의 부착, 성장을 지연시키고, 분화된 표

형의 발 을 지연시킨다. 보통 DFMO의 효과는 폴리아민의 공 시 가역 이

며, DFMO자체는 세포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효과는 폴리아민의 부족에 

의해 조 되어 진다. 배아 발생단계에 있어서 DFMO의 효과는 낙태의 효과

를 나타낸다는 증거가 있다. 임신한 쥐와 토끼에 DFMO처리시 임신이 종결

되었는데, DFMO는 임신한 쥐에 1 ~ 3일 동안 처리하면 낙태가 일어나지 않

지만, 4-7일 처리시 쥐의 embryogenesis를 억제시켜 버렸다. 

  Ceanorhabditis elegans에 한 최근 연구에 있어서 더 발 된 폴리아민의 

역할에 해 설명하고 있다. odc-1 유 자가 결손되어 ODC활성이 없는 돌

연변이체 (mutant worm)을 분리하여 애벌 를 폴리아민이 함유된 배지에 

두었을 때 정상 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폴리아민이 없는 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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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게 되면 결함이 있는 성장을 보이게 된다. 만일 폴리아민이 L1애벌  단

계에서 제거되면, 돌연변이체는 성체로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은 수 는 

 egg를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만일 돌연변이 애벌 들이 L4성장단계에 

폴리아민이 없는 배지로 옮겨지면, 발생이 이루어지고, 알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알로부터의 배아는 폴리아민의 공 이 없게 된다면 stage3에

서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폴리아민이 애벌  성장의 

어떤 단계에 있어서 필수 이며, 외부로부터 폴리아민을 공 하게 되면 폴리

아민 생합성의 이상으로 인한 결손을 만회하여 올바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

다. 

< polyamines in cell  cycle >

  폴리아민은 cell cycle동안 specific peak을 유도함을 알 수 있다(Seidenfeld 

et al., 1981). 세포주기(cell cycle)은 일반 으로 4단계로 분류되는데; S, the 

DNA synthetic; G1, the first gap or growth phase; G2, the second gap or 

growth phase; and M, the mitotic phase로 나  수 있다. 창기 연구에서 

G1과 S기가 폴리아민의 수 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폴리아민

의 결핍은 G1에서 S기로의 환을 억제한다(Heby et al., 1973). CHO 

(chinese hamster ovary)cell에 있어서 putriscine, spermidine 그리고 

spermine은 cell cycle과정동안 2배로 증가하 다. Mitotic cell을 나 어 

reseeding해 행하여 mitotic phase로부터 증식되어지는 동안 putriscine 수

은 S와 G2기에 증가하 고, spermidine은  cell cycle동안 증가하 으며, 

spermine은 주로 G1과 S기에 증가하 다. MCF-7 breast cancer cell은 G1 

phase로 synchronized하여 estradiol을 발견하 다. 이 물질 (estradiol)은 세

포 (MCF-7)의 증식을 자극하고, cell cycle을 시작한지 8시간이 지난 세포의 

세포내 폴리아민의 수 을 최고 2배까지 증가시켰다. 12시간 지 에서는 폴

리아민 수 이 약50%로 감소하 는데 이는 cell cycle을 쉬고 있을 때의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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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비록 세부 으로 폴리아민의 조  방법이 cell type이나 

synchronization methods에 따라 다를지라도 cell cycle에 있어서 폴리아민의 

요성을 설명하여 다.  

  폴리아민 생합성의 억제제는 cell cycle에 있어서 폴리아민의 역할을 규명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Methylglyoxal bisguanylhydrazone 

(MGBG)는 s-adenosylmethionine decarboxylase (SAMDC)의 억제제임이 

1972년에 밝 졌다. 다른 연구들은 SAMDC의 억제효과에 부가 으로 target 

site와 toxicity를 제안하 다. SAMDC 억제제의 새로운 산물은 최근에 합성

이 이루어 졌고, 이들 성분 에서 하나를 CGP48664라 부르게 되는데, 이는 

탁월한 암 치료물질로 사용된다.

  MCF-7 세포에 1 mM DFMO 는 1 μM의 CGP48664를 처리하여 성장의 

억제 수 을 비교해 보았다. 만약 DFMO가 spermidine과 함께 처리된다면 성

장억제는 차단되어 진다. 비슷하게, spermine이 CGP48664와 함께 첨가되 배

양이 이루어지면 성장의 억제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 결과를 통하여 합

한 생합성 효소억제에 있어서 DFMO와 CGP48664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DFMO는 MCF-7 cell에 있어서 50-70%의 putrescine을 감소시켰고, 

spermidine은 90%까지 감소시켰다 (Regenass et al., 1994). 그러나 spermine

의 수 은 의미있게 변하지 않았다. CGP48664를 처리한 MCF-7 cell은 

spermidine과 spermine이 약 50%까지 감소하 다. 그러나 putrescine 수 은 

조군과 비교하 을 때 6배나 증가하 다. 다른 cell type에 있어서 

CGP48664에 의해 SAMDC의 억제는 putrescine 수 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

왔다. 폴리아민의 수 의 변동결과 MCF-7세포의 G1과 S기 모두의 cell 

cycle과정을 지연시켰다. CHO 세포에 있어서 CGP48664를 S기에 증가시킴으

로 cell cycle이 억제되었다. 최근 연구에 있어서 폴리아민 유사체인 N1,N11- 

diethylnorspermine처리 한 S기의 진행을 지연시켰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폴리아민은 cell cycle과정의 각각 다른 

phase에 있어서 연구된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었다. cell cycle동안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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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민 수 의 조 과 폴리아민생합성 증가의 방해로 cell cycle arrest가 이루

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하여 단백질과 연계된 폴리아민 pathway를 통하여 

cell cycle을 조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여 다.

< Polyamines and mediators of cell  cycle; cyclins,  cyclin-dependant 

kinase and inhibitors >

  Cyclins은 sea urchins와 clamps의 기 배발생 주기동안 그들의 불규칙

인 합성과 분해 양상에 의해 명명되었다 (Murray et al., 1989). 부가 으로, 

cyclins들은 cyclin-dependant kinases (CDKs)라 불리는 protein kinases 

class의 catalytic partner처럼 인식되었다. 최근 연구에서 CDKs는 genome의 

복제를 한 G1/S기의 boundary와 세포분열을 한 G2/M boundary와 같은 

cell cycle의 decision-making point or 'check point'로 밝 졌다. CDKs는 

세포외부신호를 받아들여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cell cycle의 진행이 이루어

진다. 일반 으로 growth factor와 hormones로부터의 signal들은 cyclin의 수

을 증가시켜 cell cycle을 가속화시킨다. 포유류에서는 6가지 다른 형태의 

cyclin type을 확인할 수 있었다. G1기에서는 cyclins D1, D2, D3, E가 당

한 CDKs를 activation시킨다. 를 들면, cyclin D1은 CDK4, CDK2와 복합

체를 형성하고, cyclinE는 CDK2와 복합체를 형성한다. 주로 S와 G2/M기에 

cyclin A, B1, B2는 CDK1과 복합체를 형성한다. 인산화를 통하여 CDKs는 

활성화되어 cell cycle이 진행되고, CDK, cyclin이 활성된 후 곧바로

proteolytic degradation이 이루어져 down regulation이 이루어진다. 한, 

CDK inhibitors (CDKIs)라 불리는 분자 group은 cyclin-CDK복합체의 활성

을 blocking하고, 그러므로 cell cycle의 진행을 막게된다(Tsihlias et al., 

1999). signal transduction 과정은 합성, 분해 는 cell cycle 조 단백질의 

활성, cell cycle 억제들을 환시킨다. 세포의 성장과 cell cycle에 있어서 폴

리아민의 역할을 규정짓기 해서는 cyclins, CDKs, CDKI들과 폴리아민의 

계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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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cyclin B1의 mRNA와 MCF-7 breast cancer의 단백질 수 에 있어

서 폴리아민결핍의 효과를 평가하 다. Mitotic cyclin의 ectopic expression은 

이 에 유방암세포에서 보고되었다. G1-synchronized cell에 있어서 cyclin 

B1이 높은 수 으로 존재함을 발견하 고, 한 mitotic phase에서도 이들이 

존재함을 발견하 다. 

  다른 연구자들은 G1에 cyclin의 유도를 해 mitotic cyclin의 분해가 요구

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연구의 결과는 기 G1기에 DFMO가 estradiol자

극을 방해하여 cyclin B1의 분해가 이루어짐을 보여 다. cyclin B1 mRNA

의 안정화는 MCF-7cell에 있어서 DFMO를 0.5mM과 1mM을 처리하 을 때 

발견되었다. Putrescine or spermidine의 첨가는 cyclin B1에 한 DFMO의 

효과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yclin B1의 분해에 있어서 폴

리아민이 요구되고, DFMO에 의해 cell cycle이 지연됨을 보여 다. G1기에 

cyclin D1은 MCF-7 cell의 cell cycle 진행에 있어서 주요한 계자이다.

  폴리아민의 수 과 cyclin D1간의 계는 bis(benzyl)spermine의 사용에 의

해 평가할 수 있다. 이 폴리아민 유사체의 처리로 인하여 putriscine은 43%, 

spermidine은 38% 그리고, spermine은 45%가 각각 감소하 다. 이러한 폴리

아민 수 의 감소는 cyclin D1수 감소와 G1기의 cell cycle arrest와 련 

있다. 게다가, 연구는 cell cycle과 MCF-7 cell의 증식에 있어서 cyclin D1수

에 한 DFMO와 CGP48664의 다양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DFMO를 

세포에 처리하면 cyclin D1은 50%감소하게 된다. 반 로, CGP48664를 처리

하면 cyclin D1이 2배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CGP48664를 세포에 처리했을 

때 putrescine수 의 증가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Cyclin E에 한 DFMO와 

CGP48664에 한 효과에 있어서 DFMO는 cyclin E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았으며, 반면에 CGP48664는 cyclin E을 50 ~ 60%감소시켰다(Thomas et 

al,. 1999). cyclin D1과 E 각각의 조 에 있어서 putrescine 과 spermidine의 

역할은 선택 임을 알 수 있었다. Putrescine의 단독  증가는 cyclin D가 의

미있게 증가하 다 할지라도 cell cycle 진행에 있어서 폴리아민의 요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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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키지 못하 다. cyclin D1과 E에 의한 특이 인 CDKs의 활성은 G1기동

안 MCF-7 cell의 증식에 필수 이다. cell cycle의 가속은 cyclin에 의해 조

되고, cell cycle의 억제는 종종 CDKs의 활성을 억제하는 특이  단백질에 

의해 조 된다. 최근 연구(Kramer et al., 1989)에 의하면 폴리아민 유사체는 

p21의 발 을 증가시켜 CDK를 억제해 melanoma cell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밝혔다. 폴리아민 유사체는 세포내 폴리아민의 수 을 바꾸어놓아 선택 으

로 폴리아민의 생합성을 억제한다. 몇몇 폴리아민 유사체는 melanoma, lung, 

breast cancer의 실험 model에 있어서 anti-tumor효과를 나타내었다. 

melanoma cell에 있어서 이들의 효과를 유도하는 pathway 에 하나는 

tumor suppressor gene을 up regulation시켜 p53을 생산하고 CDK inhibitor

인 p21을 유도해내는 것이다. p53 negtive cell-line에 있어서 폴리아민 유사

체들은 세포사 경로의 몇몇 target과 상호작용을 한다. 

  MDA-MB-468 breast cancer cell의 epidermal growth factor (EGF) - 

induced apoptosis에 있어서 폴리아민의 역할에 해 연구하 는데, 폴리아민

수 과 p21의 유도간의 inverse relationship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폴리아민 유사체의 antiproliferative action의 mechanism과 생합성억제는 

cyclin D1, E, B1 and CDK inhibitor p21유도 등의 기능을 방해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유 자의 발  pattern에 의한 분자  메카니즘은 폴리

아민에 의해 조 된다는 것은 더많은 연구에 의한 해석이 필요하다.

< Polyamines and apoptosis >

  폴리아민은 세포사 (apoptosis)를 유도하기도 하고, 억제도 하는 

paradoxical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연구(Brune et al.)에서 Ca
2+ 

metabolization agent인 ionomycin에 의해 유도된 세포사는 spermine에 의해 

방어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T cell에 있어서 폴리아민이 

counter calcium metabolization을 시킨다(Thomas, et al., 1993). 한, 

dexamethasone에 의해 유도된 thymocytes의 세포사는 폴리아민의 첨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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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할 수 있다.  dexamethasone에 의해 유도된 thymocytes의 세포사는 

ODC의 유도에도 불구하고 세포내 폴리아민의 수 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catabolism에 의한 폴리아민수 의 감소는 세포를 세포사 경로로 유도한다.  

  세포사에 있어서 폴리아민의 억제효과와 조 으로 ODC합성 유 자는 

c-Myc의 과다발 에 의해 세포사가 유도되도록 활동한다. ODC와 같은 

c-myc은 한 세포의 증식과 세포사라는 상반된 결과에 있어서 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c-myc과 같은 ODC의 강제발 은 충분히 세포사의 가속이 유도되며 

murine myeloid cell로부터 IL-3의 제거가 이루어진다. ODC에 의해 유도된 

세포사는 DFMO가 갖는 억제작용에 의존 이다. c-myc은 ODC의 

transactivator 능력을 갖기 때문에 ODC는 c-myc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

의 조 자이다. ODC는 사 억제 수 에 있어서 c-myc protein에 의해 조

되어 진다. 폴리아민에 의해 유도된 세포사에 있어서 요한 pathway는 

serum amine oxidase(copper containning) 는 intercellular FAD-dependant 

polymine oxidase에 의해 spermidine과 spermine를 산화시킨다. 이러한 반응

에서 H2O2 그리고 aminoaldehydes가 생성되며 이들 반응은 세포사의 강한 

유도자이다. 폴리아민 유사체에 의해 유도된 세포사에 있어서 H2O2의 역할은 

세포사를 억제하는 폴리아민 는 폴리아민 유사체를 갖는 catalase의 부착

지 을 지지해 다.

  FAD-dependant 폴리아민 oxidase의 특이 인 억제자인 MDL 72527의 사

용은 세포사를 일으키는 amine oxidases의 역할을 풀 수 있는데 도움을  

수 있다(Poulin et al., 1995). Spermidine/spermine acetyl trasferase (SSAT)

를 over-expessing시키는 최근 연구결과에서 transgenic mice로부터 어도 

몇몇 cell type에 있어서 세포사를 유도하기 해 폴리아민 는 폴리아민 

유사체의 산화가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폴리아민의 과다축  는 결핍은 DNA-protein 상호작용, protein-protein 

간 상호작용, mitochondrial integrity, 세포사유도 등을 포함하는 많은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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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방해한다. 부가 으로 cell type은 ODC 과다발 의 반응은 malignant 

phenotype의 cell로 변화시킨다. 최근 연구에서 한 putriscine 축 으로 세

포사가 유도됨을 밝히고 있다. 

  Hypusine의 합성은 spermidine의 butylamine의 일부가 eukaryotic 

inhibition factor (elf-5A)의 lysine 잔기로 환되어 이루어지며, spermidine

의 정상기능에 있어서 요하다. 과도한 putrescine의 존재는 hypusine 합성

을 억제하고 가공된 elF-5A를 감소시킨다. Hypusine의 부족과 함께 

putrescine의 축 으로 인한 기능의 abnormality는 DFMO resistance에 의해 

선별된 hepatoma cell line의 세포사를 유도한다. ODC와 폴리아민에 의해 세

포사가 유도된다는 에도 불구하고 폴리아민의 요한 역할 에 하나는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것이다. ODC을 과다발  시키는 transgenic mice 

tumor promoter의 지시 없이 쉽게 skin tumor를 유도함으로써 폴리아민은 

세포의 증식을 유도한다는 것을 supporting 할 수 있다. cell cycle의 

progression cancer의 발 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유 자가 여하고 있으며 

폴리아민은 이런 유 자의 발 을 조 하는 범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Shah N. et al., 1999). Gene expression의 변화는 DNA-protein 상호작용에 

직 으로 향을 주고 signal transduction pathway의 조 에 간 으로 

여한다. DNA-protein 상호작용의 조 을 포함하는 폴리아민-DNA 상호작

용에 한 범 한 생화학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제 2  Thioredoxin 

  Thioredoxin (TRX)는 Laurent et al.에 의해 1964년 처음으로 설명되었다. 

장균의 thioredoxin family member인 작은 분자량의 redox 단백질로 시원

생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존재한다. 사람의 thioredoxin는 몇몇 이름

으로 우리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분류되었다 (Holmgren et al., 1985). ; 성

인 T cell leukemia-derived factor, interleukin-2 (IL-2) receptor-in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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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는 human T lymphotrophic virus typeⅠ에 T cell이 감염되어 생산된

다. 한 IL-Ⅰ과 같은 cytokine은 Epstein-Barr virus (EBV)에 B 

lymphoblastoid cell이 감염되어 생산된다. 그리고 임신한 동물의 청내 복

합체인 early pregnancy factor의 일부인 heterologous blood cell의 림 구 

결합은 complement-dependent inhibition을 증가 시킨다. Thioredoxins는 포

유류 세포의 기능에 있어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한다. 활성은 세포밖 (세포성

장을 자극하고 chemotaxis), 세포질 (antioxidant와 cofactor역할), 핵내 

(transcription factor 활성조 ), mitochondria에서 발견된다. UV조사시 그리

고 H2O2등을 포함하는 많은 생리화학  자극은 thioredoxin의 발 과 분비를 

유도한다. 다시 말해, 어떤 물질은 소  “산화  스트 스”라 불리는 특성을 

갖지 않더라도 산화  스트 스에 한 세포손상을 막기 한 thioredoxin의 

발 과 분비를 유도한다. 이러한 측면은 thioredoxin의 생물학  특성과 

non-toxic한 물질에 의해 thioredoxin가 유도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Human thioredoxin는 10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12KDa의 단백질이며 

닭, mouse, rat, 그리고 소의 thioredoxin 한 클로닝 되었다. Thioredoxin는 

N-말단에 메티오닌을 갖거나 갖지 않거나 하는 것이 모두 존재하며 N-말단

은 메티오닌으로부터 numbering 하 다. 사람과 다른 포유류 thioredoxin는 

catalytic site인 2개의 시스테인 잔기-Trp-Cys32-Gly-Pro-Cys35-Lys,, 3개

의 다른 시스테인 잔기 cys62, cys69 그리고 Cys73 (human thioredoxin에 

기 한 번호이다.)을 포함한고 있다. 

  C-말단의 Cys73잔기는 thioredoxin의 dimer형성에 여하고 이는 포유류 

thioredoxin의 독특한 생물학  특징이다. 기 동을 기 로 한 약간 확장된 

thioredoxin는 돼지 심장의 미토콘드리아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second 

thioredoxin, thioredoxin-2는 rat 심장의 library로부터 클로닝 되었고, 166개

의 아미노산 잔기를 갖는 18KDa의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으며, thioredoxin 

catalytic site는 conserved 되어 있다 (Spyrou et al., 1987). 그러나, 다른 

Cys 잔기의 부족은 포유류 thioredoxin에서 볼 수 있다. Active site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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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ox-active dithiol 갖는 포유류 thioredoxin는 세포내 신호 달과 oxidative 

stress에 한 방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Thioredoxin는 염성물질 

뿐만 아니라 호르몬과 화학물질등의 여러 스트 스에 의해 유도된다. 

Thioredoxin는 cytokine과 chemokine과 같은 활성을 갖는 redox-sensitive 

molecule인 HTLV-Ⅰ-transformed T-cell과 같은 활성된 세포로부터 분비되

어진다. Thioredoxin유 자의 로모터는 stress-responsive elements의 

series를 함유하고 있다. 한 thioredoxin 로모터는 NF-κB, AP-1 그리고 

p53과 같은 transcription factor를 활성시킨다. 우리는 이 에 에스트로겐, 

로스타 란딘 그리고 cAMP와 같은 natural substance는 thioredoxin의 

mRNA, protein, 그리고 thioredoxin의 분비를 유도한다.  이러한 물질들은 비

록 많은 산화  스트 스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thioredoxin 유도를 통하여 

cytoprotective 기능을 포함한 생리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thioredoxin를 강

하게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스트 스 단백질들도 유도한다. 일부 그룹에서

는 새로운 thioredoxin유도 물질인 geranylgeranylacetone (GGA)에 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식물의 구성성분으로부터 추출되었고, 궤양치료제로 

의학분야에서 사용되어져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GGA는 thioredoxin의 

mRNA와 담백질을 유도하고, transcription factor, NF-κB, AP-1의 활성에 

향을 주고 배양된 hepatocyte와 gastrointestine mucosal cell에 ethanol로부

터 유도된 세포독성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Dekigai et al., 

2001). 재까지 다양한 GGA 분자메커니즘의 가능성에 하여 많은 토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thioredoxin의 유도와 NF-κB, AP-1과 같은 transcription 

factor의 유도를 통해 세포를 보호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특정 

thioredoxin 유도물질의 확인은 포도주가 순환기 계통에 좋은 효과가 있다

는 “French Paradox"의 분자  기 를 설명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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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Ceruloplasmin의 특성  기능

  생체내 물질 사는 산소의 존재 하에 이루어지며 물질 사 과정  활성

산소(reactive oxygen species)는 계속 형성되고 체내 방어 기작에 의해 제거

된다. 미토콘드리아와 xanthine oxidase는 세포내 활성산소를 그리고 

neutrophil과 macrophage는 세포외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주요 발생원이다. 

환원된 속이온은 산소 존재 하에 자연산화에 의해 ∙OH를 생성하며, 산화

된 속이온은 H2O2의 존재 하에 ∙OH를 생성한다 (Halliwell, 1991).       

   Ascorbate는 항산화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Halliwell and Gutteridge, 

1990) 속이온이 존재시 활성산소를 생성하기도 한다.

  활성화된 neutrophil은 외부로부터 침입된 세균을 죽이기 해 H2O2와 

HOCl를 생성하지만 만약 한 부 에 활성화된 neutrophil이 무 많이 분포

한다면 생성된 활성산소에 의해 조직을 손상시킨다 (Halliwell, 1991). 즉 활

성산소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DNA 등의 고분자에 화학  변화를 주

어 동맥경화 (Esterbauer et al., 1989)  류마티스 (Halliwell et al., 1989)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활성산소에 한 체내 방어 

기작에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항산화제란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를 억제시키거나 는 지연시키는 물질

로 정의된다. 활성산소를 제거, 활성산소의 형성을 억제 는 활성산소에 의

해 손상된 분자를 회복시키는지 등의 작용 기작은 각 항산화제에 따라 다르

다. Halliwell과 Gutteridge(1990)는 지질의 과산화가 다음과 같은 작용 기작

에 의해 억제된다고 설명하 다. 즉 항산화제는 특정지역에 집 된 산소와 

결합을 하거나 산소를 분산, 수소원자를 추출할 수 있는 종류( :∙OH)를 제

거함으로써 과산화의 개시를 방, singlet O2의 억제 는 제거, 이 속

이온과의 결합, 라디칼이 아닌 물질로 환시킴으로써 과산화물을 제거, 그

리고 지방의 side chain으로부터 계속 생되어 생성될 수 있는 유리기

(peroxyl 는 alkoxyl)와의 반응 등, 6가지의 기작에 의해 지질의 과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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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시킨다. 항산화는 작용 기작의 화학 반응 과정에 따라 반응과정  항

산화제가 손상되어 소모되기도 하고 항산화제의 고유특성을 유지하기도 한

다. 항산화제가 손상되어 소모되는 경우는 이 항산화제보다 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분자에 손상을 미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손상되는 것이다. 이러

한 작용을 하는 항산화제를 sacrificial antioxidant라 칭한다 (Halliwell and 

Gutteridge, 1986). 그 로써 기 지의 액, hyaluronic acid  요산이 있

다. 즉, 기 지의 액은 H2O2와 ∙OH와 반응한다. 독성이 있는 강력한 산

화성 가스가 액층을 통과하여 상피세포에 손상을 주는데 이때 액층 자

체가 붕괴되면서 결국 액 아래의 상피세포는 손상을 받지 않는다 (Cross 

et al., 1984). 

  항산화제는 세포내에서 작용하는 것과 세포외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로 분

류된다. 항산화 작용에 여하는 매우 요한 효소로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가 재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 효

소는 서로 연계되어 작용한다. SOD는 2분자의 ∙O2
-에서  한 분자의 H2O2와 

산소를 만들며, catalase는 H2O2를 산소와 물분자로 분해시킨다. Glutathione 

peroxidase는 2개의 glutathione(GSH)으로부터 2개의 수소를 받아 H2O2를 2

개의 물 분자로 환원시켜 다. 이 효소들은 주로 세포 내에서 형성된 활성산

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들이며 세포 외에서는 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Blake et al., 1981; Thomson, 1985). 따라서 세포 외에서 생성되는 활성

산소에 한 항산화제에 심을 갖게 되었다. 

세포외 항산화제는 haptoglobin, hemopexin, transferrin, albumin  

ceruloplasmin 등이 있으며 이들은 속이온과 결합함으로써 속이온에 의

해 생성될 수 있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한다 (Halliwell and Gutteridge, 

1990). 알부민의 경우에는 myelloperoxidase에 의해 생성된 HOCl의 강력한 

제거능력을 한 지니고 있다 (Halliwell, 1989). 그 이외에도 α-tocopherol, 

glucose  요산 등 여러 개의 세포외 항산화제가 보고되었다 (Halliwell 

and Gutteridg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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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내 항상화제로 제시된 ceruloplasmin은 Holmberg와 Laurell (1948)에 

의해 처음으로 분리되었고, 이 단백질은 “ 란색을 띠는 장단백질"이라는 

의미로 ceruloplasmin이라 칭하 다. Ceruloplasmin은 원시 copper oxidase의 

조상 유 자가 3회 반복하여 1,046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량체이며 

(Ortel et al., 1984) 분자량이 132,000이고 (Takahashi et al., 1984) 4개의 

glucosamine oligosaccharides를 함유한 당단백질  하나이다 (Ortel et al., 

1984). 구리는 histidine과 같은 아미노산이나 작은 크기의 펩타이드와 복합체

를 형성하여 나 소장에서 흡수되고 아미노산이나 알부민에 의해 간으로 

운반된다 (Packer and Glazer, 1996). 구리를 함유하지 않은 ceruloplasmin은 

골지체에서 구리와 결합하면서 (Terada et al., 1995) 구조 인 변화가 일어

난다 (Sato and Gitlin, 1991). Ceruloplasmin은 분자당 6 ∼ 7개의 구리와 결

합하고 (Rydén and Björk, 1976) 순환계에 존재하는 90 ∼ 95%의 구리를 운

반하며 (Rydén, 1984), ceruloplasmin의 효소작용은 결합된 구리에 의해 이루

어진다 (Calabreae et al., 1989).

  Ceruloplasmin에 결합된 구리는 분  특성에 따라 type 1, type 2  type 

3로 분류된다 (Ryden, 1984). Type 1은 란색을 띠어 610㎚의 흡수 장을 

지니고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EPR)에 의해 확인이 된다. Type 

2는 가시 선에 한 흡수 장은 없으나 EPR에 의해 확인이 되며, type 3는 

EPR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지만 330㎚의 흡수 장을 지닌다. 

  Ceruloplasmin의 수용체는 분자량이 약 150,000이며 (Stern and Frieden, 

1993) 동맥과 심장 (Stevens et al., 1984), 뇌와 간 (Omoto and Tavassoli, 

1990) 그리고 구 (Stern and Frieden, 1993) 등의 세포막에 존재하여 구

리 운반에 여 (Orena et al., 1986)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eruloplasmin은 조직  장내 amine의 농도를 조 하는 amine oxidase

의 기능을 지니며 (Frieden and Hsieh, 1976) transferrin이나 ferritin에 결합

할 수 있도록 Fe2+를 Fe3+로 산화시킴으로써 생체내에서 철의 사를 조 한

다. 특히 방사선 피폭 (γ-radiation)은 생체내에서 free 철을 증가시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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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ton 반응에 의하여 ∙OH를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ceruloplasmin이 매

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Fe2+가 ceruloplasmin에 의해 Fe3+로 산화되면 Fe2+가 H2O2와 반응하여   

∙OH 생성이 억제되므로 ceruloplasmin은 Fe2+에 의한 지질의 과산화를 막

는다 (Al-Timimi and Dormandy, 1977; Halliwell and Gutteridge, 1990). 그

러므로 ceruloplasmin을 ferroxidase (E.C. 1.1.6.3)라 칭하 다. 한 

ceruloplasmin은 외상, 세균 는 바이러스의 감염, 약품 처리  수술 등에 

의해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액내 농도가 2 ∼ 3배까지 빠르게 증가되는 

성반응 단백질 (acute phase protein)이다 (Aldred et al., 1987; Semsei, 

1991). 그 이외에도 ceruloplasmin은 SOD와 유사하게 ∙O2
-를 제거하여 활성 

산소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생체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Goldstein et al., 1979). 

  간 조직은 성반응 단백질들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주요 기 이다. 활성화

된 식세포는 IL-1  TNF (tumor necrosis factor) 등의 cytokine을 분비

하여 간세포로부터 성반응 단백질의 유 자 발 을 조 한다 (Baumann 

and Gauldie, 1994; Koj, 1996). 생체 내에 turpentine의 주입으로 염증이 일

어나는 동안 간조직의 ceruloplasmin mRNA 농도  액내 ceruloplasmin

의 농도변화에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ceruloplasmin의 유 자 발 이 간조직 이외에 난황낭, 태반  정소 (Aldred 

et al., 1987), 임 구(Pan et al., 1996), 자궁 (Thomas et al., 1995)  폐 

(Fleming et al., 1991) 등 여러 조직에서도 확인되었다. 

  상기와 같이 ceruloplasmin의 여러 가지 기능이 설명되었지만 슨질병 환

자의 구리에 한 역학  특성은 정상인과 동일하며 (Miyajima et al., 1987) 

구리는 슨씨병 환자의 후손인 태아에 정상 으로 운반되었다. 그리고 정상

인 철의 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ceruloplasmin의 구

리 운반  ferroxidase 기능을 ceruloplasmin의 일반 인 기능으로 받아들이

지 않았다 (Miyajima et a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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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온(철  구리)은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그러나 정상

인 사람은 속이온이 단백질 이나 다른 biomolecule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액내에는 자유 이온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동맥에 질병이 있는 인

디안 환자에 있어서 ceruloplasmin 농도가 정상인보다 44%정도 더 높게 나

타나 ceruloplasmin이 도 지질단백질 (low density lipoprotein, LDL)의 

산화를 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iemond et al., 1984). 이러한 이유는 

생체의 사과정  부분 인 산소 부족으로 젖산에 의한 산 증 (acidosis)

이 일어나므로 (Hajjar et al., 1998) ceruloplasmin의 구리가 방출되어 LDL

의 산화를 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Lamb and Leake, 1994). 그

리고 결합된 구리  구조 인 변화가 없는 본래의 ceruloplasmin은 항산화 

작용보다는 LDL을 과산화시키는 과산화제로 작용하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 

(Ehrenwald et al., 1994; Fox et al., 1995). 그러나 염증을 유발시킨 흰쥐의 

액을 채 하여 ceruloplasmin의 농도  지질의 산화정도를 측정한 결과 

액내 ceruloplasmin 농도의 증가는 지질의 산화가 증가되는 것과 련이 

없었다(Di Silvestro and Jones, 1996). 

  Fleming 등 (1991)은 95%의 산소에 노출시킨 흰쥐 ceruloplasmin의 

mRNA를 측정하 다. Ceruloplasmin mRNA의 양은 간세포에서 변화가 없

었고 폐조직에서 46시간 내에 4 ∼ 5배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액내 

ceruloplasmin의 농도가 염증에 의한 성반응이 아니라 oxidative stress에 

의해 증가되는 것으로 ceruloplasmin의 항산화 작용을 암시하 다. 한 류

마티스 환자의 활액 (synovial fluid)에서 항산화 작용을 보이는 물질을 연구

해 본 결과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의 농도가 활액에 존재

하지만 활성 산소  H2O2를 제거하기에는 매우 낮으므로 활액에서 항산화 

작용을 수행하기에는 부 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Gambhir et. al.,  1997). 

그러나 ceruloplasmin은 in vitro에서 지질의 과산화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

고 ceruloplasmin이 제거된 장  활액을 항산화 능력을 측정한 결과 70%

정도 감소하 다. 따라서 ceruloplasmin은 정상 인 사람이나 류마티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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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액  활액에서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요한 항산화 물질로 보고되었

다 (Biemond et al., 1984).  이러한 ceruloplasmin은 이미 radioprotector로

서의 기능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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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실험재료  방법

1. 세포 배양

  사람 백 병 세포인 HL-60 혹은 U-937을 RPMI-1640 (Sigma R-5382; 

with L-Gln, USA) 배지에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BRL, Gaithersburg, MD, USA)이 포함된 배양액에 부유시킨 후, 37oC, 

5% CO2를 유지시켜 주는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세포는 T-75 배양용기에 2 

x 106 cell/15 ml으로 맞추어서 이틀을 주기 으로 계 해 주었다. 

2. 세포 생장곡선 

  HL-60 혹은 U-937세포를 5 x 104 cell/5 ml의 농도로 T-25 배양용기에 배

양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세포의 농도변화를 측정하 다. 세포수는 0.4% 

trypan blue 20 ㎕와 동량의 세포 부유액을 섞은 후, inverted light 

microscopy (x100)에서 hemocytometer로 측정하 다. 

 

3. DFMO  MGBG 처리 조건

  폴리아민이 완 히 고갈되고, 실험 수행시 조군과 세포 생존률의 차이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는 을 고려하여 다수의 실험 결과로 methyl-glyoxal-bis 

(guanylhydrazone) (MGBG, Sigma Chemical Co., St. Louis, USA)의 처리 농

도와 시간을 250 μM과 처리 후 24시간 배양으로 정하 다. 

4. H2O2, paraquat  TCHQ의 처리 

  DFMO에 한 조군은 5 x 105 cell/5 ml 그리고 처리군은 1 x 106 

cell/5 ml 로 배양하여 48시간 동안 처리 하 으며, MGBG의 조군은 1 

x 106 cell/5 ml 그리고 처리군은 2 x 106 cell/5 ml으로 하여 24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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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하 다. 이 때, 각각 DFMO (3 mM) 는 MGBG (250 μM)를 처리

하 다. 처리된 세포를 다시 1,000 rpm,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세포를 모았

다. 그리고 세포농도를 1 x 106 cell/ml 로 맞춘 다음, 6 well에 각각 well 당 

2 ml 씩 loading 하 다. 그리고, DFMO 처리군에서는 H2O2 (200 μM) 를, 

MGBG 처리군에서는 H2O2 (100 μM)을 각각 4시간 30분 동안 반응시킨 다

음, 세포를 각각 모아 다음의 실험을 진행하 다. 그리고, 추가 인 실험으로 

DFMO와 MGBG를 처리하여 폴리아민을 고갈시킨 세포에 putrescine, 

spermidine, spermine (1 mM)을 각각 1시간 처리한 후, H2O2의 향을 살펴

보았다. TCHQ와 paraqut은 실험 목 에 따라 농도와 시간을 달리하여 처리

하 다.

5. 감마방사선 조사 

  DFMO (3 mM) 과 MGBG (250 μM)을 H2O2 처리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각각 처리한 후, 감마방사선을 조사하 다. 감마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

구소의  조사시실 (60Co, 선원강도 150 Bq, Panoramic Irradiation, 

Atomic Energy of Canada Ltd.)를 이용하여 상온, 공기 에서 1 Gy/min씩 

20분 동안 조사하 다. 이 때의 조사선량률은 Fricke dosimeter로 측정하

다(Niels and Roger, 1970). 조사한 시료를 T-25 flask를 37oC, 5% CO2 배양

기에 다시 옮겨서 배양하 고, 이때, DFMO 처리군은 12, 24, 48 시간에, 

MGBG 처리군에서는 6, 12, 24 시간에 각각 1.5 ml씩 취하여 유동세포 분석

방법으로 실험하 다.   

6. 세포 생존률

  배양된 세포 부유액 20 ㎕에 0.4% trypan blue를 동량의 부피로 염색한 

다음,  inverted light microscopy (x100)에서 hemocytometer로 측정하 다. 

여기에서 trypan blue로 염색이 되지 않은 세포를 살아있는 세포로 그리고 

염색이 된 세포는 죽은 세포로 단하 다. 세포의 생존률(%)은 각각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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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살아있는 세포 수에 한 총 세포수의 비율로 계산하 다.

7. DNA 분  측정

  1) Diphenylamine assay

  시약이 처리된 HL-60 세포를 PBS (10 mM phosphate, 150 mM NaCl, 

pH 7.4) 2회 세척한 후 lysis buffer (0.2% Triton X-100, 10 mM Tris, and 

1 mM EDTA, pH 8.0) 200 ㎕를 첨가하고 상온에서 15분간 방치한 다음 

15,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 하 다. 분 된 DNA가 들어있는 상등

액 200 ㎕를 새로운 tube에 옮기고 침 물은 lysis buffer 200 ㎕를 넣어 용

해시켰다. 상등액과 침 물에 perchloric acid 0.5 M이 되도록 각각 첨가한 

후 95℃에서 15분간 가열하 다. 그리고 DPA 용액 (0.088 M DPA, 98 % 

v/v glacial acetic acid, 1.5% v/v sulfuric acid, 0.5% v/v acetaldehyde 

solution) 400 ㎕를 각각의 tube에 첨가하고 상온에서 약 14시간 동안 정치시

켰다. 반응액은 96 well plates에 200 ㎕씩 옮기고, microplate reader 

(Bio-RAD, 450)로 570 nm에서 흡 도 (OD)를 측정하 다. DNA 분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상등액의 흡 도 값
   DNA Fragmentation (%)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100
                                침 물의 흡 도 값

                             

  2) Agarose gel electrophoresis 

  DPA 측정 간단계에서 얻어진 상등액에 isopropyl alcohol 200 ㎕, 5 M 

NaCl 20 ㎕을 넣어 -20 ℃에서 24시간 동안 정치시켰다. 15,000 rpm, 15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침 물을 건조시켰다. 건조된 침 물에 TE buffer (10 

mM Tris HCl, 1 mM EDTA, pH 7.4) 30 ㎕에 넣어 녹인 다음, RNase (10 

㎎/ml) 2 ㎕ 를 넣고 37oC에서 30분간 정치시켰다. 그리고, 2% agarose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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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도록 만들어서 TBE buffer (90 mM Tris, 90 mM boric acid, 2 mM 

EDTA, pH 8.0)를 사용하여 50 V에서 40분 동안 기 동 하 다. 개된 

gel은 ethidium bromide (0.5 ㎍/ml)로 염색하여 찰하 다. 

8. Caspase-3 활성 측정

  시약을 처리한 HL-60 세포를 PBS (10 mM phosphate, 150 mM NaCl, 

pH 7.4) 2회 세척한 후,  lysis buffer (6.5 mM Tris-HCl, 6 M urea, 2% 

SDS, 10% glycerol, 5% mercaptoethanol, 1 mM DTT, 0.5 mM PMSF, 0.5 

g aprotinin, 0.5 g pepstatin, 0.5 g leupeptin, pH 6.8) 50 ㎕를 넣고, 4 ℃ 에

서 10분간 정치하 다. 그런 다음, 10,000 rpm, 1분간 원심분리 시켰다. 그리

고 상등액 50 ㎕를 96 well plate에 옮긴 다음에, 각각의 well에 10 mM 

dithiothreitol가 포함되어 있는 2 x reaction buffer (100 mM HEPES, 20% 

glycerol 0.5 mM EDTA, pH 7.5) 50 ㎕을 넣은 후에, 4 mM DEVD-p  NA 

substrates 5 ㎕를 첨가시켰다. 그리고 37oC incubator에서 1시간 동안 정치

시킨 다음, microplate reader로 405 nm에서 흡 도(OD)를 측정한다.

9. 단백질 추출

  처리된 HL-60 세포를 1,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PBS (phosphate buffer 

saline)로 씻어  후, 1 x 107 세포에 protease inhibitor [35 ㎍/ml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0.3 ㎎/ml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EDTA), 0.7 ㎍/ml Pepstatin A, 0.5 ㎍/ml Leupeptin]가 첨가된 PBS 

용액 100 ㎕을 넣고 sonicator (Core Parmer Co.)로 세포를 쇄하 다.

10. 단백질 정량

  단백질은 Lowry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 다. 추출된 단백질 10 ㎕에 Buret

용액 (Sigma Chemical Co.) 1 ml를 첨가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정치시킨 다

음 Folin & ciocalteu's phenol 용액 (Sigma Chemical Co.) 50 ㎕를 첨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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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26oC에서 반응시킨 후 720 nm spectrophotometer (BECKMAN Co.)

로 흡 도를 측정하고, bovine serum albumin을 표 단백질로 사용하여 정

량하 다.

11. FACS (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 유동 세포 분석)

  1) 활성산소 생성 확인을 한 2' -7′-Dichlorodihydrofluoroscein 

diacetate (DCFH-DA), Hydroethidine (dihydroethidium, HE) MGBG에 한 

조군과 처리군은 4×105 cells/ml의 세포에 250 μM을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배양된 세포를 수거하여 5 × 105 cells/ml을 1,000 rpm에서 5분

간 원심분리한 후, PBS 용액 300 ㎕로 재 탁 시킨 뒤 DCFH-DA (Sigma 

Chemical Co.) 10 μM과 HE (Molecular Probes Inc., Eugene, OR, USA) 10 

μM을 동시에 처리하고 빛이 차단된 곳에서 30분 동안 염색한 후 유동 세포 

분석기 (Beckman Coulter, Miami, USA)로 분석하 다. 

  2) 세포사와 세포주기 분석을 한 Propidium iodide (PI) Staining

  세포사와 세포주기를 분석하기 해 DNA 염색시약인 PI (Molecular 

Probes Inc.)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처리된 HL-60 세포를 수거하여 PBS 

buffer로 두 번 정도 세척한 뒤 trypan blue exclusion assay를 이용하여 생

존세포의 수를 결정한 후 세포 침 물을 -20℃에 보 된 50% 에탄올 1 ml

로 -20℃, 30분에서 1시간정도 세포를 고정하 다. 고정한 세포를 1,000 rpm

에서 3분간 원심분리하여 에탄올을 완 히 제거하고 PBS로 씻어  후 여기

에 PI 염색시약 [PBS, pH 7.4, 0.1% Triton X-100, 0.1 mM EDTA, pH 7.4, 

0.05 ㎎/ml RNase A (50 units/㎎), 50 μg/ml PI] 500 ㎕를 넣고, 4oC에서 1

시간 동안 염색하 다. 염색된 세포는 유동 세포 분석기로 분석하 다.

  3) Thioredoxin

  세포 내 thioredoxin의 양을 측정하기 해 Cytofix/CytopermTM kit 



- 26 -

(PharMingen Becton Dickinson Co.)를 사용하 다. 먼  조군과 MGBG 

처리군을 5 x 105 cells/ml로 수거하여 1,000 rpm, 10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

등액을 버렸다. 침 세포에 Cytofix/CytopermTM 250 ㎕ 처리한 후 4oC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시간동안 세포막에는 thioredoxin 항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기 해 Perm/WashTM buffer를 

사용하 다. 1 x Perm/WashTM buffer 1 ml로 반응물을 2번 세척한 후 FITC 

anti-human thioredoxin 항체 (PharMingen Becton Dickinson Co.)를 첨가했

다. 이때 항체 사용량은 0.5 ㎍/106 cells로 정하 다. 항원 항체 반응시간

은 4oC에 30분으로 빛이 차단된 상태로 하 다. 마찬가지로 1 x 

Perm/WashTM buffer 1 ml로 2번 세척 후 FACS 완충용액 (Culbecco's PBS 

without Mg2+ or Ca2+, 1% heat inactivated FCS, 0.09% sodium azide) 300 

㎕로 처리하여 유동세포 분석기로 분석하 다.

12.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trophoresis (SDS-PAGE)

 

  SDS-PAGE는 vertical slab system (Hoefer SE520)으로 실시하 는데, 

Cu,Zn-SOD와 Thioredoxin의 농도를 확인하기 해서 12.5% acrylamide gel

과 5% acrylamide gel로, catalase의 농도를 확인하기 해서 7.5% 

acrylamide gel과 5% acrylamide gel이 되도록 만들어 사용하 다. 

  최종 1 x 107 cells/ml의 세포를 PBS로 두 번 세척하여 수거하고, 단백질

을 추출하여 단백질 정량 후 10～50 ㎍을 5 x loading buffer [60 mM 

Tris-HCl (pH 6.8), 25% glycerol, 2% SDS, 14.4 mM 2-mercaptoethanol]과 

섞어 100oC에서 5분 동안 가열하면서 변성시킨 다음 얼음에서 속히 식

서 재응집을 방지하 고, SDS-PAGE에 electrophoresis buffer (25 mM 

Tris, 192 mM glycine, 0.1% SDS, pH 8.3)를 사용하여 100 V, 50 mA에서 

기 동하여 western blotting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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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mmunoblotting (western blotting)

  기 동이 끝나기 30분 에 semi-transfer (Bio-Rad)에 사용될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Bio-Rad) membrane과 western paper를 

비하 다. PVDF membrane은 100% 메탄올에 10 간 담구었다가 증류수

로 충분히 수화시킨 후에 transfer buffer (15.6 mM Trisma base, 120 mM 

Glycine)에 5분 이상 동질화하 다. Western paper는 PVDF membrane 보다 

크게 비하여 transfer buffer에 동질화하 다. 기 동이 끝난 후 

semi-transfer로 15 V에서 30분 동안 이시켰다. 이된 PVDF filter를 

blocking 용액 [5% Skim milk (DIFCO)가 첨가된 PBST (0.02% 

Tween-20/PBS) 용액]에 상온에서 1시간 정도 반응 시켜서 비특이 인 결합

을 배제시켰다. PBST로 10분씩 세 번 세척하고 각각의 1차 항체를 blocking 

용액 [5% Skim milk (DIFCO)가 첨가된 PBST (0.02% Tween-20/PBS) 용

액]에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결합시켰다. 이때 사용한 1차 항체로는 

Cu,Zn-SOD에는 human erythrocyte (Sheep)의 anti-Cu,Zn-SOD (1:1,000, 

Calbiochem, Co., Germany), catalase에는 human erythrocyte (Rabbit)의 

anti-catalase (1:8,000, Calbiochem, Co., Germany) 그리고 thioredoxin에는 

anti-human thioredoxin (1:10,000, Becton Dickenson PharMingen)을 사용하

다. 다시 PBST로 10분씩 세 번 세척하고 2차 항체를 1시간 이내로 결합

시켰다. 이때 사용한 2차 항체로는 Cu,Zn-SOD 발 에 anti-sheep IgG (1: 

10,000, Sigma Chemical Co.), CAT 발 에 anti-rabbit IgG (1:5,000 Sigma 

Chemical Co.), 그리고 thioredoxin 발 에 anti-mouse (1:10,000 Sigma 

Chemical Co.)를 사용하 다. PBST로 10분씩 세 번 세척한 후에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kit, Amersham Pharmacia bio., UK)를 사용하여 

암실에서 X-ray 필름 (Sigma Chemical Co.)에 감 시킨 후 확인하 다.

14. 효소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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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측정에 필요한 모든 시료 비는 다음과 같이 하 다. MGBG에 한 

조군과 처리군은 4 x 105 cells/ml로 하여 처리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처리된 세포를 다시 1,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세포를 수거한 

뒤, PBS 용액으로 2번 세척한 다음 단백질 정량 후 10회 이상의 반복실험으

로 각각의 활성측정에 당한 단백질량을 계산하여 비하 다.

 

  1) Glutathione peroxidase (GPX) cellular activity assay

  Cuvett에 NADPH assay 용액 (5 mM의 NADPH, 42 mM reduced 

glutathione, 10 units/ml의 glutathione reductase) 50 ㎕, 시료 50 ㎍을 넣고, 

체 부피가 1 ml이 되도록 glutathione peroxidase assay buffer (0.5 mM의 

EDTA가 함유된 50 mM Tris HCl, pH 8.0)를 넣은 후 잘 혼합하 다. 반응

은 30 mM의 tert-butyl hydroperoxide 10 ㎕ 첨가에 의해 시작되며 340 nm

에서 spectrophotometer로 흡 도를 측정하 다.

  2) Glutathion reductase (GR) assay

  Cuvett에 2 mM의 oxidized glutathione (GSSG) 500 ㎕, glutathione 

reductase assay buffer (1 mM의 EDTA가 함유된 100 mM의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5) 400 ㎕, 시료 250 ㎍를 넣고 잘 혼합한 후, 반응이 

시작하기 직 에 2 mM의 NADPH 용액을 50 ㎕ 첨가하여 340 nm에서 

spectrophotometer로 흡 도를 측정하 다. 

  3) Isocitrate dehydrogenase (ICDH) activity assay

  Cuvett에 40 mM의 Tris buffer (pH 7.4) 800 ㎕, 100 mM의 isocitrate 

(Sigma Chemical Co.) 50 ㎕, MgCl2 50 ㎕, 시료 400 ㎍을 넣고 잘 혼합한 

후, 반응이 시작하기 직 에 40 mM NADP+ 30 ㎕를 첨가하여 25oC, 340 

nm에서 2분 동안 spectrophotometer로 흡 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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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G6PDH) activity Assay

  Cuvett에 6 mM의 NADP+ (or 60 mM NAD+) 100 ㎕, 100 mM의 

glucose-6-phosphate (Sigma Chemical Co.) 100 ㎕에 시료 300 ㎍을 넣고 55 

mM의 Tris-HCl buffer (pH 7.8)로 총 부피가 1 ml이 되도록 맞춘 다음 340 

nm에서 spectrophotometer로 흡 도를 측정하 다.

15. GSH pool  protein thiol의 측정

  Cell-free extract에 동일부피의 2 M HClO2/4 mM EDTA를 가하고 30분간 

원심분리하여 단백질을 침 시킨다. 상등액을 2 M KOH/300 mM MOPS로 

화한다. 910 ㎕의 상등액 용액, 50 ㎕의 4 mg/ml NADPH (0.5% NaHCO3

에 용해), 20 ㎕의 GSH reductase (6 units), 20 ㎕의 1.5 mg/ml DTNB 

(0.5% NaHCO3에 용해) 반응물의 흡 도 증가를 412nm에서 측정한다 (Hu 

and Tsai, 1998). Total thiol은 cell-free extract 0.2 ml를 10 ml tube에 넣고 

0.6 ml의 Tris buffer (250 mM), pH 8.2/20 mM EDTA를 가한 후 40 ㎕의 

10 mM DTNB와 3.16 ml의 ethanol을 가한다. 15～20분 후 발색이 되면 상온

에서 3,000 x g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412 nm에서 흡수도를 측정한다. 

Protein thiol은 total thiol로부터 GSH 농도를 빼 으로서 얻는다.

16. Protein carbonyl assay

  시료 blank에는 500 ㎕ PBS와 2 M의 HCl 500 ㎕를 넣고, sample에는 500 

㎕ PBS가 함유된 시료와 2 M HCl이 함유된 10 mM DNPH 500 ㎕를 넣고 

각 시료를 약 1시간 동안 10분마다 흔들어  다음, 30% trichloroacetic-acid 

(TCA)를 500 ㎕ 첨가하여 섞어  뒤 10분 동안 ice-bath에서 정치시킨 후 

12,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 시켰다. 상등액은 버리고 ethanol- 

ethylacetate 용액 1 ml을 첨가하여 10분 동안 정치시킨 후 12,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 시키는 세척과정을 2회 반복한 후, 6 M의 guan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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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chlorise, 20 mM의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 (pH 2.3) 1 ml를 

첨가하여, 37℃ water bath에서 30～60분 동안 단백질을 용해시켰다. 원심분

리 후 새로운 tube에 시료를 옮긴 다음 380 nm에서 spectrophotometer로 흡

도를 측정하여 carbonyl content를 결정하 다.

17. Lysosomal integrity assay

  Acridine orange (AO)는 산도가 낮은 lysosomal에 축 되어 red 

fluorescence를 발산하게 된다. 따라서 H2O2 처리 후 AO의 세포내 유입에 

의한 red density를 측정하게 되면 lysosomal damage 정도를 측정할 수 있

다. 37oC에서 배양한 HL-60 세포를 H2O2로 2시간 처리한 후 세포를 AO 용

액 (5 μg/ml)(RPMI plus fetal bovine serum: complete medium)에 15분간 

방치하 다 (37oC), 그 후  배양액으로 세척한 후 10,000개의 세포를 유동세

포분석기의 FL-3 channel에서 red cytosolic fluorescence를 측정하 다 

(FACScan; Coulter). AO relocalization실험은 H2O2를 처리하기  AO를 15

분 동안 처리 하여 lysosome에 축 시킨 후 H2O2를 처리 AO 세포내 

relocalization을 측정한다. 이때는 FL-3 channel에서 green cytosolic 

fluorescence를 측정하 다

18. 55Fe uptake

  DFMO처리에 의하여 폴리아민이 철의 세포내 유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 지를 조사하기 하여 조군과 DFMO처리된 세포를 RPMI배지에 부유

시키 후 Fe complex (55Fe-nitrilotriacetic acid (NTA), 1.0Ci treatment: The 

molar ratio of Fe to NTA for 55Fe-NTA preparation was 1:10)를 60분 동

안 37oC에서 처리하 다. 이때 putrescine과 spermidine을 첨가하게된다. 처

리 후 세포를 수거하여 1% Triton X-100 용액으로 세포를 lysis 시키고 이 

용액을 counting vials로 옮긴다. Cell pellet의 radioactivity는 Packard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Tri-CARB 2770)로 측정한다. 



- 31 -

19. RNA 정제

  배양된 U-937세포를 방사선 조사  H2O2를 처리하여 24시간 후, 세포를 

수거하여 DPBD 용액으로 1,000 rpm에서 10분간 2회 세척하 다. 세포침

물을 수거하여 1 μM TRIzol 용액을 첨가하고 상온에서 5분, 그리고 클로로

포름 200 ㎕를 넣은 후 상온에서 3분 방치하 다. 15,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얻은 500 ㎕ 상등액에 500 ㎕의 isopropanol을 첨가시킨 후 

상온에서 15분간 방치하 다. 원심분리하여 얻은 침 물을 얻은 후 75% 

ethanol로 세척하여 DEPC가 함유된 40 ㎕의 증류수에 부유시켰다. 이 시료

를 RT-PCR용으로 사용하 다.

20.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RT-PCR은 제작된 primer를 사용하 으며, 여기에 1 x RT-buffer (50mM 

Tris-HCl, pH8.3, 30 mM KCl, 8 mM MgCl2, 10 mM DTT), 0.25 mM 

dNTPs, 4 units RMasin, 0.1 pmol random hexaoligonucleotide, 100 units 

M-MLV reverse transcriptase, 0.05 ~ 5 ㎍ RNA로 조성된 10μM의 반응액

을 사용하 으며, 이를 45oC에서 45분간 처리하여 반응을 실행하 다. 반응 

후 1.5 mM MgCl2, 100 pmol primers, 25μM dNTPs 그리고 1 x PCR buffer 

(100 mM Tris-HCl, pH 9.0, 500 mM KCl, 15 mM MgCl2 1% Triton 

X-100)의 혼합액 90 ㎕을 첨가하고 94oC에서 3분 동안 변성시켰다. PCR은 5 

units Taq polymerase를 첨가한 후 94oC에서 30 , 55
o
C에서 30  그리고 

72oC에서 1분을 30회 반복하여 증폭시킨 후 72oC에서 5분 동안 반을 시켰다. 

2차 PCR은 1차 PCR과 동일하게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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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결과  고찰

1. HL-60 세포 생장 곡선

  

  시간 경과에 따른 HL-60 세포의 농도변화를 측정하여 세포생장곡선의 양

상을 조사하 다 (그림 1). 세포 농도는 2 x 105 cell/ml로 7일을 주기로 계

하면서 계  배양 후, 48시간에서 72시간 시기의 성장세포를 실험재료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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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owth curves of HL-60 cells grown in RPMI medium supplemented 

with 10 % fetal bovine serum.

2. DFMO 처리 후, HL-60 세포의 생존률

   

  DFMO의 최 농도  반응처리 시간을 결정하기 하여 농도  시간에 

따른 세포 생존률을 측정하 다. HL-60 세포에 폴리아민 해제인 DFMO를 

각각 (1 ~ 3 mM)의 농도로 처리하여 4일 동안 세포 생존률을 측정해 본 결

과는 그림 2에 제시하 다. 각각의 농도별로 DFMO를 4일 처리한 실험군에

서의 세포 생존률은 조군과 비교하여 5 ~ 10%정도의 차이를 보임으로서 

세포 심각한 세포독성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폴리아

민의 고갈상태와 실험시 조군과 세포 생존률의 차이가 최소가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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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을 고려하여 DFMO 처리농도와 시간을 3 mM과 48시간으로 정하

다. 그리고, H2O2처리  방사선 조사할 때 세포농도를 일정하게 하기 하

여 DFMO의 처리시 기 세포농도를 다르게 배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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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ell viability (%) of HL-60 cells treated with DFMO for 4 days. HL-60 

cells were inoculated with initial concentration of 5×104 cell/㎖. HL-60 cells were  

harvested every 24 h and viable cells were monitored according to the method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3. H2O2 농도별로 HL-60 세포의 세포사에 미치는 향

  HL-60 세포에 H2O2를 농도별로 (50, 100, 200 μM) 각각 처리하여 세포 

생존률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A와 같다. H2O2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

서는 90%, 50 μM의 H2O2에서는 80.8%의 세포의 생존률을 보 으며, 100   

μM과 200 μM의 H2O2를 처리하면 각각 70.1%와 54.1%를 보여 H2O2 농도

가 증가할수록 세포의 생존률이 진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diphenylamine 분석 방법으로 DNA 분 (fragmentation %)을 확인한 

결과, 조군에서는 3.1%, 50 μM의 H2O2 에서는 7.2%, 그리고 100 μM의 

H2O2에서 는 20.6%으로 높아지다가 200 μM의 H2O2처리 후에는 63.0%으로 

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B). 그리고, diphenylamine 분석과

정에서 얻어진 DNA 분 을 2% agarose gel에 기 동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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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2 농도가 증가할수록 DNA ladder 상이 뚜렷하여지는 것을 그림 3C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유동세포분석(flow cytometric analysis) 방법으로 세포사

를 측정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조군에서는 1.4 %, 50 μM의 H2O2 처

리 후에는 6.8%로 나왔으며, H2O2 100 μM에서는 19.9 %로, 그리고, H2O2 

200 μM에서는 41.5%의 세포사가 유도되었다. Diphenylamine 분석 방법의 

결과와 비슷하게 유동세포 분석 방법에서도 H2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

일한 양상으로 세포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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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ell viability (%) and DNA fragmentation of HL-60 cells exposed H2O2 

with various concentrations. A. Determination of cell viability(%).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the Trypan blue exclusion method.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of result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B. DNA fragmentation(%) 

analysis. The contents of fragmented DNA were quantified by the diphenylamine 

metho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C. DNA ladder bands by 

agarose gel electrophoresis. DNA of HL-60 cells was extracted and analyz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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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garose gel electrophoresis.  Lane 1. Control; Lane 2. H2O2  (50 μM); Lane 

3. H2O2 (100 μM); Lane 4. H2O2 (200 μM).

4. H2O2에 의한 apoptosis와 polyamine 계(DFMO 처리 후, H2O2 처리)

  DFMO  처리 후, H2O2에 의한 첨가하여 세포 생존률과 세포사의 변화

를 찰하 다. 세포의 생존률은 조군에서 89%, DFMO (3 mM) 단독처리 

군에서는 87%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0 μM의 H2O2를 처리한 후, 

DFMO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의 생존률은 54.5%, DFMO를 처리한 배양세

포에서는 74.1%로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 다(그림 4A). Diphenylamine 분

석 방법으로 DNA 분 (%)을 측정해 본 결과, 조군에서 6.7%, DFMO (3 

mM) 단독처리군은 5.6%, 그리고 200 μM의 H2O2 단독 처리군은 70.3%이고, 

DFMO (3 mM)와 200 μM의 H2O2 동시처리군은 37.0%로 나타났다. DFMO

와 H2O2 동시처리 군이 H2O2 단독처리 군에 비해서 50%정도 DNA 분  

상을 감소되었다. 그리고, diphenylamine 분석 과정에서 얻어진 DNA 분 을 

다시 2% agarose gel로 기 동을 한 결과와 DNA 분 상의 뚜렷한 차

이를 볼 수 있었다(그림 4C).

  유동세포 분석 방법으로 세포사를 분석한 결과 상기의 결과 비슷한 양상

을 보 다(그림 4B). 조군에서는 3.1%,  DFMO (3 mM) 단독처리 군은 

6.2 %, H2O2 200 μM 단독처리 군은 57.1%의 세포사 상이 발생하 으며,  

DFMO (3 mM)와 H2O2 200 μM 동시처리 군은 27.0%의 세포사 상이 나

타나 H2O2 단독 처리군 보다 50%이상 감소되었다(그림 4B). 

   DFMO는 세포내의 폴리아민 , putrescine과 spermidine을 고갈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H2O2에 의한 세포사 상이 상기의 물질에 향을 받

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하여 폴리아민을 배양배지에 첨가하여 H2O2를 처

리 후, 유동세포 분석기로 측정하 다(그림 4D). 세포사는 조군에서 3.6%

이고 200 μM의 H2O2 단독 처리군에서 74.8%가 나왔다. 본 실험에서 H2O2 

단독 처리군이 앞의 실험 결과와 비교해서 증가한 것은 H2O2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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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농도가 상기 실험의 1/2 수 이므로 세포사가 2배정도 증가하 다.      

  DFMO (3 mM) 단독 처리군은 2.5%, DFMO (3 mM)와 200 μM의 H2O2 

동시 처리군은 39.6%로 나왔다. 여기에 DFMO (3 mM)를 처리 후, 1 mM의 

putrescint 처리군은 2.5%이고, DFMO (3 mM), putrescine (1 mM)과 H2O2 

(200 μM)의 동시 처리군은  68.1%로 조군에 200 μM의 H2O2 단독처리군

때와 비슷한 수 으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DFMO (3 mM)를 처리 후, 1 

mM의 spermidine 단독 처리군은 4.9%이고, DFMO (3 mM), 1 mM의  

spermidine 와 H2O2 (200 μM)을 동시처리 군은 78.3%로 조군에 H2O2 

(200 μM) 단독 처리한 결과 비슷한 수 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putrescine과 spermidine이 H2O2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를 증가시키는 기작

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C                     D

Fig. 4. Cell viability (%) and 

DNA fragmentation in HL-60 cells exposed to H2O2 (100 μM) after DFM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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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treatment for 48 h. A. Cell viability.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the 

Trypan blue exclusion method. Data presented are the means ± SD of results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B. Flow cytometric analysis of apoptotic 

HL-60 cells caused by H2O2 after DFMO treatment for 48 h. a. Control; b. H2O2  

(200 μM); c. DFMO (3 mM); d. DFMO (3 mM) ＋ H2O2 (200 μM). C. DNA 

ladder bands by agarose gel electrophoresis. DNA of HL-60 cells was extracted 

and analyzed in 2 % agarose gel electrophoresis.  Lane 1. Control; Lane 2. 

DFMO (3 mM); Lane 3. H2O2 (200 μM); Lane 4. DFMO (3 mM) ＋ H2O2 (200 μ

M). D. Recovery effect by exogenous polyamine (putrescine or spermidine) in 

apoptosis of  DFMO-treated HL-60 cells caused by H2O2. A. Control;    B. H2O2  

(200 μM); C. DFMO (3 mM); D. DFMO (3 mM) ＋ H2O2 (200 μM); E. DFMO (3 

mM) ＋ Putrescine (1 mM); F. DFMO (3 mM) ＋ Putrescine (1 mM) ＋ H2O2  

(200 μM); G. DFMO (3 mM) ＋ Spermidine (1 mM); H. DFMO (3 mM) ＋ 

Spermidine (1 mM) ＋ H2O2 (200 μM).

5. Caspase-3 활성 측정

  일반 으로 serine protease의 일종인 caspase-3는 세포사 작용기작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DFMO 처리 후 H2O2에 의

한 세포사의 감소 상이 caspase-3 활성과의 계를 조사하 다. 조군과 

DFMO를 처리한 조군에서 caspase-3 활성은 매우 낮았으나 H2O2를 처리

한 경우 caspase-3 활성은 격히 증가하 다. 그러나 DFMO를 처리한 경우

와 처리하지 않은 경우, caspase-3 활성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폴

리아민에 의존 인 H2O2에 의한 세포사는 caspase-3와 무 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MGBG의 경우도 DFMO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림 5). Spermine의 고갈시 H2O2에 의한 세포사는 증가하나 caspase-3의 활

성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 으로 폴리아민의 고갈에 

의하여 변화되는 H2O2에 의한 세포사 상은 csapase-3의 활성과는 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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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spase-3 activity in HL-60 cells when treated with H2O2 after DFMO 

treatment for 48 h.

6. 감마방사선에 의한 세포사와 폴리아민과의 계 (DFMO 처리 후, 감마

방사선 조사)

  감마방사선에 의한 세포주기의 변화는 유동세포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DFMO 처리군의 방사선 조사시 세포주기 변화

를 조사하 다. 일반 으로 정상 인 세포에 감마방사선(20 Gy, 1 Gy/min)

을 조사하면, cell cycle 진행이 일어나서 24시간 이 경과하면 부분의 세포

가 G2 phase로 환되게 되며 이 시기에 유 자 수리 후 세포가 생존하거나 

혹은 세포사로 진행되는 분기 이 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세포가 방사

선에 의한 DNA 손상을 복구하기 까지 세포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DFMO를 처리하여 putrescine이나 spermidine을 고갈시킨 후 방사선

을 조사하면 체 으로 세포 주기 진행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세포가 폴리아민 고갈 때문에 방사선피폭에 의한 G2 

phase로의 환에 련된 요인의 발   작동을 지시키는 것으로 단된

다. 따라서 방사선에 더 민감한 상태가 되어 DNA에 큰 손상을 받으므로 

DNA 복구  수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빨리 죽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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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low cytometric analysis of cell cycle in DFMO-treated HL-60 cells 

irradiated to γ-radiation (20 Gy).

그러나 DFMO처리 후 putrescine이 고갈된 세포에 1 mM의 putrescine을 배

양액에 첨가한 후 감마방사선에 의한 cell cycle 진행은 다시 정상 으로 회

복되며 세포사도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폴리아민이 48시간 이후에는 거

의 모든 세포가 세포사로 진행되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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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FMO에 처리에 의한 55Fe uptake의 변화

   Ornithine decarboxylase의 활성 억제제인 DFMO를 처리하면 세포내에 

putrescine이 고갈되게 된다. 이때 세포내의 철의 유입량을 조사하 다. 

DFMO를 처리한 세포는 정상 인 세포보다 철의 유입량이 1/3정도 수 으

로 감소하 다. 그러나 배지에 putrescine(1 mM)혹은 spermidine(1 mM)을 

처리하게 되면 철의 유입량이 정상 인 세포의 수 으로 회복되었다(그림 

7). 일반 으로 H2O2는 화학 으로 안정된 화합물이나 특정한 물질을 만나

게 되면 폭발 인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데 그 의 하나가 속 특히 철이

나 구리 이온과의 반응인 Fenton 반응이며 superoxide anion(․O2
-)과 반응

인 Harber- Wise반응이다. 이러한 반응들이 치명 인 것은 공히 ․OH을 생

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철 이온은 리소솜안에 granule형태로 존재하여 필요

할 때 공 하기 때문에 리소솜 손상 매우 한 련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Fig. 7. Effect of polyamines on intracellular 
55
Fe uptake. Exogenous putrescine 

and spermidine were I mM.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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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FMO 처리 후 55Fe uptake 억제에 따른 H2O2  γ-radiation에 한 민감 

련조사(Lysosomal damage)

  장균등에서는 폴리아민의 존재가 방사선 피폭시 H2O2 등에 세포생존의 

증가에 향을 다고 알려지고 있다(Oh and Kim, 1998, Jung and Kim, 

2003). 그러나 재의 HL-60세포에서는 DFMO처리에 의한 폴리아민 고갈이 

H2O2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은 재로선 상기의 결과처럼 세포내로 유입되는 철의 양과 

한 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부분 유입된 철은 리소솜에서 granule형

태로 장되는데 H2O2의 처리시 세포사의 유도는 이러한 철과 Fenton반응에 

의하여 결과로 발생하는 리소솜의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DFMO를 처리하면 은 양의 철의 세포내 유입으로 인하여 

H2O2처리에 의한 세포사의 속도가 지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DFMO를 처리한 세포에서는 H2O2에 의한 리소솜의 손상은 처리 후 후기 단

계는 물론, 기단계에서도 상당히 해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그림 8).

  γ-radiation (20 Gy)를 조사할 경우 상기의 결과처럼 세포사가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FMO를 처리한 세포의 세포

주기  G1 phase가 증가한다. 실제로 세포주기  G1 phase의 증가는 산화

 스트 스에 덜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H2O2에 의한 민감도 

감소는 세포수 에서 이러한 G1 phase의 증가와 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방사선과는 커다란 상 성이 없다. 따라서 방사선과 련된 폴리아민 

련 유 자는 계속 으로 연구를 수행해 발굴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이 

방사선 방호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Cell phase analysis in HL-60 cells.

Cell phase(%)

G1 S G2

control 43.7±2.5 36.1±1.5 16.2±1.2

DFMO 60.4±1.7 26.5±1.3 9.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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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nalysis of lysosomal damage in HL-60 cells exposed to H2O2 (200 μ

M) using flow cytometry(Acridine orange). 1, Control cells (2 x 106 cells/4 ml); 

2, DFMO-treated cells; 3, DFMO-treated cells + 1 mM putrescine; 4, 

DFMO-treated cells + 1 mM spermidine; 5, control cell exposed to H2O2; 6, 

DFMO-treated cells exposed to H2O2; 7, DFMO-treated cells exposed to H2O2  + 

1 mM putrescine pretreatment; 8, DFMO-treated cells exposed to H2O2  + 1 mM 

spermidine pretreatment.

9. DFMO 처리 후 paraquat처리에 의한 세포의 민감 련조사

  상기의 결과에서는 감마방사선과 H2O2에 의한 HL-60 세포의 민감도는 반

로 나타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비방사선으로 표 인 chemical 

mutagen인 paraquat을 상으로 세포의 민감도를 조사하 다. DFMO를 처

리하여 putrescine을 고갈시킨 세포는 DFMO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보다 

paraquat (1 mM)에 한 내성이 상당히 감소하 다 (그림 9). 과거의 연구

결과로는 장균세포에 있어서 이러한 상을 보이고 있는데 재까지는 그 

이유는 밝 지고 있지 않다. 다만 paraquat 피폭시 transketolase의 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 효소의 조효소로 thiamine 

pyrophospate가 손상을 받기 때문이라고 추측되어 thiamine의 첨가시 세포손

상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폴리아민과의 계  

상기의 효소발 에 계된 좀더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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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nalysis of Cell survivability in HL-60 cells exposed to 

paraquat(P;1mM). 

10.  MGBG의 최 농도 결정

  MGBG는 폴리아민 생합성 (S-adenosylmethioneine decarboxylase의 억제

물질) 해물질로서 리 이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HL-60 세포에서 

폴리아민을 완 히 고갈시키고자 다양한 농도의 MGBG를 처리하여 각 조건

에서 폴리아민 농도를 결정하 다. 이를 해 4 x 105 cells/ml을 RPMI-1640

배지에 종함과 동시에 50 μM ～ 350 μM의 MGBG (dissolved in PBS 

buffer)를 처리하 다. 24시간 배양 후 세포를 (1 x 105 cells/ml) 취득하여 

spermidine과 spermine의 농도를 결정하 다 (data not shown). 그 결과  

250 μM의 MGBG 처리군에서 spermidine과 spermine이 검출되지 않았다 

(<1 μM). 한편  조건에서 MGBG의 농도에 따른 세포 생존률을 측정하

다 (그림 10). MGBG 50 μM과 150 μM을 처리한 경우, 48시간 후의 생존

률은 조군과 비교시 각각 90%  88%를 보 다. 반면에 MGBG 250 μM

의 처리군은 48시간 후 MGBG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55%의 생존

률을 보 다. 한편 350 μM의 MGBG를 처리한 경우 35%의 생존률을 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permidine과 spermine이 완 히 고갈되었으며 

세포 생존률이 조군에 비해 약 1/2을 나타낸 250 μM의 MGBG 농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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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차후의 실험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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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ell viability (%) of HL-60 cells treated with MGBG. HL-60 

cells were innoculated with initial concentration of 4×10
5 
cells/ml. HL-60 cells 

were harvested every 24 hr and viable cells were monitored according to the 

method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 not-treated; (◆), MGBG (50 

μM)-treated; (■), MGBG (150 μM)-treated; (▲), MGBG (250 μM)-treated; (●), 

MGBG (350 μM)-treated HL-60.

11. Determination of intracellular ROS level in MGBG-treated and 

untreated HL-60 cells

  폴리아민은 유 발   세포성장 등 다양한 생체 반응에 참여하며 특히 

항산화 과정에 참여한다는 몇몇 보고가 있다 (Chopra and Wallace, 1998; 

Bayoumi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MGBG를 처리하여 세포 내 폴리아민 

즉, spermidine과 spermine을 고갈시킨 후 MGBG 처리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서 세포 내 활성산소 수 을 직  측정함으로써 폴리아민이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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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화환원상태를 조 할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하 다.

  세포 내에서 생성되는 유리기 (free radical)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

지가 있다. 산화에 의해 발 하는 luminol의 chemiluminescence 법 

(Mellqvist et al., 2000), cytochrome c  환원법 (Dahlgren and Karlsson, 

1999), DCFH-DA (Tammariello et al., 2000) 그리고 hydroethidine 

(Meyskens et al., 2001)등이 있으며, 이들은 형  물질을 이용하여 활성산

소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MGBG에 의해 spermidine과 

spermine이 고갈되었을 경우 세포 내 free radical (유리기)의 변화를 측정

하고자 가장 리 사용되며 비교  정확한 DCFH-DA 와 hydroethidine방

법을 사용하여 유동세포 분석기로 세포 내 활성산소의 수 을 측정해 보았

다. 이  DCFH-DA 방법은 세포의 산화환원 상태를 직  측정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세포 내 증가된 H2O2 

혹은  ∙OH가 DCFH-DA와 반응하여 DCF가 축 되면 530 nm에서 형 값

이 증가하게 된다. 그 형 값을 유동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H2O2 와 ∙OH의 농도를 비례 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hydroethidine은 

ethidium bromide의 환원된 형태인 sodium borohydride로서 세포 내 ∙O2
-

이 존재할 때 dihydroethidium이 ethidium으로 환되어 DNA에 침투하여 

640 nm의 형 값을 읽는 방법으로 ∙O2
-
의 수 을 측정할 수 있다 

(Meyskens et al., 2001). 그러나 singlet O2, H2O2와 ∙OH은 측정할 수 없다 

(Luo et al., 2002). 

11-1. Comparison of H2O2, ․OH levels

  MGBG 처리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으로부터 각각 5 x 105 cells/ml을 

취득하여 DCFH-DA 10 μM을 처리한 후 유동 세포 분석기로 세포 내 활성

산소 수 을 측정하 다 (그림 11a). 그림에서 보듯이 조군보다 MGBG 처

리군의 그래 가 오른쪽으로 약 28% 이동되었다. 이것은 형 값이 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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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의미하며 형 값의 증가는 세포 내 H2O2 혹은∙OH의 수 이 증가

되어 있음을 제시해 다. 즉, MGBG를 처리하여 세포 내 폴리아민을 완 히 

고갈시킨 경우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H2O2와 ∙OH이 다량 축 되어 

있음을 강력히 제시해 다. 

 11-2. Comparison of ∙O2
- levels

  세포에 ․O2
-의 상 인 농도를 결정하기 해 MGBG 처리군과 처리하

지 않은 조군으로부터 각각 5 x 105 cells/ml을 취득하여 hydroethidine 10  

μM을 처리한 후 유동 세포 분석기로 세포 내 ∙O2
- 수 을 측정하 다 (그

림 11b). 그림에서 보듯이 조군보다 MGBG 250 μM 처리군의 그래 가 오

른쪽으로 32% 이동되었다. 이것은 DCFH-DA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형 값이 32% 증가되었음을 의미하고 이 형 값의 증가는 세포 내 ∙O2
-의 

수 이 크게 증가되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따라서 DCFH-DA와 hydroethidine으로 MGBG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과 

MGBG 처리군의 세포 내 활성산소 수 을 유동세포 분석기로 조사해본 결

과 MGBG 처리군에서 H2O2, ∙OH, 그리고 ∙O2
- 의 수 이 다량 증가되어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폴리아민이 생체 내에서 고갈되면 다양한 종류의 활

성산소 혹은 oxidant등이 다량 축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폴리아민

이 세포 내 활성산소종 수 의 정상 인 유지에 필수 인 기능을 하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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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Determination of intracellular ROS levels in MGBG-treated and 

-untreated HL-60 cells.  Flow cytometric detection of oxidative stress using 

DCFH-DA (a) and HE (b). DCFH-DA and HE can detect H2O2 (․OH) and  ․

O2
-
, respectively, in HL-60 cells. Increased fluorescence intensity in the FL-1, 

FL-2 channel indicates increased levels of oxidative stress.

12. Western blotting에 의한 세포 내 Cu-Zn SOD의 측정

  앞서 수행한 실험에서 MGBG에 의해서 생체 내 폴리아민이 고갈된 경우 

활성산소종이 다량 축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성산소종이 과 

생성된 경우 생체 내에서는 끊임없이 이를 제거하기 하여 특별한 방어 기

작을 가동시킨다. 그  가장 먼  SOD가 항산화효소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SOD는 2분자의 ∙O2
-에서 한 분자의 H2O2와 한 분자의 산소를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MGBG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과 MGBG를 처리한 군에서 SOD

의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두 비교군에서 산화  스트 스에 한 방어기능 

활성을 비교하고자 하 다. 이를 해 MGBG를 처리한 후 24시간 된 처리군

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서의 Cu-Zn SOD의 세포 내 농도를 결정해 보았

다 (그림 12). MGBG 처리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으로부터 각각 1 x 107 

cells를 취득하여 세포를 쇄한 뒤 단백질 정량 후 15 ㎍을 SDS-PAGE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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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하 다. 이 gel을 anti-Cu,Zn-SOD 항체를 사용, western blotting 하

여 band의 도를 조사함으로써 세포 내 Cu,Zn-SOD의 농도를 결정 하고자 

하 다. 그 결과 MGBG 250 μM을 처리한 군에서 Cu,Zn-SOD의 농도가 

조군에 비해 증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MGBG 처리군에서 활성산소종

이 조군에 비해 다량 축 된 결과 증가된 산화  스트 스에 한 방어기

작을 가동시키며 그 결과 Cu,Zn-SOD 농도가 증가되어 있음을 제시해 다.

              Not-treated     MGBG-treated

                HL-60            HL-60

               

Figure 12. Determination of intracellular Cu-Zn SOD levels by western 

blot analysis in HL-60 cells. Total cell lysate (15 ㎍) were analyzed by 

immunoblotting. Blots are representative for five experiments with similar results. 

13. Comparison of H2O2-removing system between MGBG-treated 

and -untreated HL-60 cells

  생체 내에서는 활성산소종이 생성된 경우 SOD에 의해 ∙O2
-을 H2O2로 

환시켜주고, 환된 H2O2의 세포 내 축 을 막기 해 catalase, GPX, GR, 

ICDH, G6PDH, thioredoxin 등의  다른 방어 기작을 가동시킴으로써 

H2O2를 독성이 없는 H2O로 환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산화 기작

에 참여하는 다양한 효소들의 활성을 MGBG를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서 측정함으로써 폴리아민이 세포 내 산화환원상태를 조 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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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조사하고자 하 다.

 13-1. Comparison of catalase levels

  Catalase는 호기 으로 생장하는 세포 내에서는 ∙O2
-로부터 효소 , 는 

비효소  작용에 의해 환된 H2O2를 독성이 없는 물과 산소 분자로 환시

키는 역할을 한다. 앞서 수행한 실험에서, MGBG 250 μM을 처리한 군에서

는 ∙O2
- 가 다량 증가되어 있었고, 이 게 증가된 ∙O2

-를 효과 으로 환

시키기 해 SOD가 조군에 비해 다량 축 되어 있음을 보 다. 따라서 

MGBG 처리군에서는 이러한 증가된 SOD를 이용하여 결국 다량의 ∙O2
-를 

H2O2로 환시키리라 상되었다. 이처럼 다량 축 되리라 생각되는 H2O2는 

정상 인 세포 내에서 catalase에 의해 물과 산소분자로 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GBG 250 μM을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서 세포 

내 catalase의 농도를 결정함으로써 세포 내 H2O2의 축 양상을 비교하고자 

western blot 실험을 수행하 다. MGBG 250 μM을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 세포를 수득하여 세포를 쇄한 후 단백질 정량하여 동량의 단

백질 12 ㎍을 기 동 하 다. 이 gel은 anti-catalase항체를 사용, western 

blot하여 band의 도를 측정함으로써 세포 내 catalase의 농도를 결정하

다. 그 결과 MGBG 처리군에서는 catalase의 농도가 조군에 비해 감소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MGBG 처리된 세포 내에서 H2O2가 다량 축 되어 

있음을 간 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그림 13-1). 이상의 결과는 MGBG를 

처리한 HL-60 세포는 폴리아민의 고갈로 인해 세포 내에 다량의 ∙O2
-를 

축 하며 이 게 증가된 ∙O2
-를 제거하기 해 Cu,Zn-SOD의 농도를 증가

시킴으로써 ∙O2
-를 제거시킬 수 있는 항산화 기작 (SOD)을 고효율로 가동

시키고 그 결과 다량의 H2O2가 생체 내에 축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게 증가된 H2O2를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는 catalase의 농도는 오히려 

감소되어 있었는데 이들 결과는 결국 ∙O2
-를 제거하는 기능은 증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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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2를 제거하는 기능은 오히려 감소되어 세포 내 H2O2의 과량 축 을 야기

시켜 산화  스트 스에 크게 민감해 질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해 다.

                    Not-treated     MGBG-treated

                       HL-60            HL-60             
                     

Figure 13-1. Determination of intracellular CAT levels by western blot 

analysis in HL-60 cells. Intracellular CAT levels were determined by 

immunoblotting using cell lysate (12 ㎍). Blots are representative for five experiments 

with similar results.

13-2. Comparison of glutathione peroxidase levels 

  Glutathione peroxidase(GPX)는 catalase와 유사하게 세포 내에서는 SOD에 

의해 환된 H2O2를 독성이 없는 물과 산소 분자로 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GPX는 catalase와는 달리 정상 인 redox state 유지에도 여하여 

GSH를 GSSG로 산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앞서 수행한 SOD와 catalase의 

western blot 실험 결과 MGBG 처리군은 SOD 활성은 높고 catalase 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세포 내 H2O2 농도가 증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H2O2의  다른 효소  제거

과정에 참여하는 GPX의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MGBG 처리군에서 H2O2가 증

가되어 있는 이유가 낮은  catalase 농도에 기인하는지 는 낮은 catalase  

농도와 더불어 낮은 GPX 활성에 기인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GBG 처리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서 세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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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X의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H2O2의 축  양상을 비교 하고자 하 다. 

MGBG 250 μM을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을 수거하여 세포를 

쇄한 후 5회 이상의 반복실험으로 활성 측정을 한 단백질량을 50 ㎍로 결

정하 다. NADPH assay 용액과 GPX assay 용액을 시료와 함께 넣은 후 

NADPH가 NADP로 산화되는 동안 340 nm에서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하

다. 그 결과 MGBG 처리군과 조군에서 유사한 GPX 활성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결과는 세포 내 다량 축 된 H2O2는 GPX 활성의 감소에 의한 것이

라기 보다는 감소된 catalase농도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13-2). 따라서 세포 내 폴리아민이 고갈된 HL-60 세포에서는 H2O2가 다량 

축 되어 있는 것으로 단되며, MGBG 처리한 HL-60 세포는 산화  스트

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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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2. Changes of glutathione peroxidase activity in the 

MGBG-treated (24 hr) cells. Crude sample (50 ㎍) was added to in a total 

volume of 1 ml, containing glutathione peroxidase buffer (50 mM Tris HCl, pH 

8.0, cantaining 0.5 mM EDTA), NADPH assay reagent (5 mM NADPH, 42 mM 

reduced glutathione, and 10 units/ml of glutathione reductase) and 30 mM 

tert-Butyl Hydroperoxide. Absorbance change at 340 nm was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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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Comparison of glutathione reductase levels 

  앞선 실험에서 GPX 활성은 MGBG 처리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서 

유사함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H2O2 제거를 해 MGBG 처리군은 주로 

CAT를 이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GSH는 다른 항산화 과정에 참여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세포 내 GSH 수 을 측정함으로써 GSH/GSSG redox state

를 조사해 보고자 하 다.  GPX에 의해 산화된 GSSG는 GR에 의해서 다시 

GSH로 환원되며 따라서 GR의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MGBG 처리군과 처리

하지 않은 조군에서의 GSH/GSSG redox state를 비교해 보았다.

  MGBG 250 μM을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을 수거하여 세포를 

쇄한 후 250 ㎍의 단백질을 이용하여 GR의 활성측정 실험을 5회 수행하

다. 활성측정은 NADPH가 NADP로 환된 양을 340 nm에서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함으로써 상 인 GR의 활성을 측정하 다. 그 

결과 GPX와 마찬가지로 GR은 MGBG 처리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서 

유사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13-3). 즉, GPX에 의해 H2O2가 물과 산소

분자로 환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redox state에도 불균형을 가져

와 GR에 의한 GSSG의 환원 작용도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 을 것이라 사료

되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하 듯이 H2O2를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는 

catalase의 농도는 MGBG 처리군에서 MGBG 조군보다 감소되어 있어서  

H2O2를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는 catalase의 농도는 오히려 감소되어있을 

것이라 단되었고 이 결과는 결국 ∙O2
-를 제거하는 기능은 증가되나 H2O2

를 제거하는 기능은 오히려 감소되어 세포 내 H2O2의 과량 축 을 야기시켜 

산화  스트 스에 크게 민감해 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하지만 GPX

나 GR에서는 MGBG 처리군이나 조군에서 활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

음실험에서는 GR가 redox state의 불균형을 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

하기 해 세포 내 NADPH의 농도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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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3. Changes of glutathione peroxidase activity in the MGBG-treated 

(24 hr) cells. Crude sample (250 ㎍) was added to in a total volume of 1 ml, 

containing glutathione reductase assay buffer (>1 unit of glutathione reductase in 

10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5, 1 mM EDTA, and 3.8 mg/ml 

trehalose), 2 mM oxidized glutatione and 2 mM NADPH. Absorbance change at 340 

nm was measured.

13-4. Comparison of ICDH and G6PDH levels :  GSH/GSSG ratio

  GSH의 산화된 형태인 GSSG는 NADPH에 의존 인 GR에 의해서 GSH로 

환원된다. 즉 GR은 NADPH를 조효소로 사용하여 효과 으로 GSH의 환원

기작에 여한다 (Nordberg et al.,  2001). 세포 내 존재하고 있는 NADPH의 

표 인 근원으로 잘 알려진 것에는 ICDH와 G6PDH가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ICDH와 G6PDH의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세포 내 존재하고 있는 

NADPH의 양을 알아보고자 하 다. 앞서 수행한 GPX와 GR의 활성을 측정

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MGBG 250 μM을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

군의 세포를 수거하여 세포를 쇄한 후 동량의 단백질로 활성을 측정하



- 54 -

다. 5회 이상 반복실험을 수행하 으며 ICDH의 활성 측정에는 400 ㎍, 

G6PDH의 활성 측정에는 300 ㎍의 단백질량이 사용되었다. ICDH의 활성은 

Tris buffer에 ICDH와 시료를 혼합한 후 반응이 시작하기 직 에 NADP+을 

첨가하여 340nm에서 spectrophotometer로 흡 도를 측정하 다 (그림 13-4). 

G6PDH의 활성은 Tris buffer에 glucose-6-phosphate와 시료를 혼합한 후 

반응이 개시되기 직 에 NADP+을 첨가하여 340nm에서 spectrophotometer

로 흡 도를 측정하 다 (그림 13-5). 그 결과 ICDH와 G6PDH의 활성 모두 

MGBG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보다 MGBG 250 μM을 처리한 군에서 약 3

분의 1수 으로 NADPH의 양이 히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로 산화된 형태인 GSSG를 GSH로 환원될 때 요한 역할을 

하는 NADPH에 의존 인 GR은 인 NADPH의 양이 MGBG 처리군에

서 히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GR에 의해 GSSG가 GSH로 효과 으

로 환원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즉 HL-60 세포는 MGBG에 의해 폴리

아민이 고갈되면 GSH/GSSG redox state에 불균형을 가져왔다 (그림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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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4. Measurement of NADP+-dependent isocitrate dehydrogenase in 

the MGBG-treated (24 hr) cells. Crude sample (400 ㎍) was added to in a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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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of 1 ml, contaning 40 mM Tris buffer, pH 7.4, 40 mM NADP
+
, 2 mM 

MgCl2 and 100 mM isocitrate. Absorbance at 340 nm (NADPH production) was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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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5. Measurement of NADP+-dependent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G6PDH) in the MGBG -treated (24 hr) cells.  Crude 

sample (300 ㎍) was added to in a total volume of 1 ml, containing 55 mM Tris 

buffer, pH 7.8, 6 mM NADP+, 2 mM MgCl2 and 100 mM glucose-6-phosphate. 

Absorbance at 340 nm (NADPH production) was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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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6. GSSG/GSH total ratio in the MGBG-treated (24hr) cells.  

Cells were mixed 2 M HClO2/2 mM EDTA and centrifuged. Supernatant was 

neutralized with 2M/KOH/0.5 M MOP. NADPH(4 mg/ml, 100㎕), GSH reductase 

(50㎕, 5 unit) DTNB (1.0 mg/ml, 50㎕) and sample (800㎕) were mixed and 

absorbance at 412nm was measured.

 13-5. Comparison of thioredoxin levels

  Thioredoxin은 산화된 형태인 GSSG를 GSH로 환원시키는 세포 내 redox 

state 유지에 여하고 있으며 리에서는 GR가 결여되어 있으면 

thioredoxin가 단독으로 GSSG를 GSH로 환원시키는 작용에 극 으로 참여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Kanzok et al.,  2001; Nordberg et al., 2001).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thioredoxin의 세포 내 수 을 알아보기 하여 MGBG 

250μM을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의 시료에 anti-human 

thioredoxin-FITC 항체를 첨가하여 세포 내 thioredoxin의 양을 530nm에서 

유동세포 분석기로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림 13-7). MGBG 처리군의 그래 가 

조군보다 왼쪽으로 이동되었다. 이것은 형 값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하고 

(Didier et al., 2001), MGBG 처리군에서 세포 내 thioredoxin의 양이 감소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MGBG 250μM을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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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에서 세포 내 thioredoxin의 농도를 알아보고자 western blot 실험을 수

행하 다. MGBG 250μM을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 세포를 수득

하여 세포를 쇄한 후 단백질 정량하여 동량의 단백질 40㎍을 기 동 하

다. 이 gel을 anti-thioredoxin western blot하여 band의 intensity를 조사함

으로써 세포 내 thioredoxin의 농도를 결정하 다. 그 결과 MGBG 처리군에

서는 thioredoxin의 농도가 조군에 비해 감소되어 있었음을 간 으로 증

명할 수 있었다 (그림 13-8). 따라서 GPX와 GR의 활성에는 MGBG를 처리

하지 않은 조군이나 MGBG를 처리한 군에서 활성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MGBG 처리군에서 GR가 조효소로 사용하는 NADPH의 농도가 히 

감소되어 있었고, 한 thioredoxin의 농도가 감소되어 있었다. 따라서, 세포 

내 폴리아민이 고갈되면 GSH/GSSG redox state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세포 

내 항산화 효소들이 효율 으로 가동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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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7. Determination of intracellular thioredoxin levels by Flow 

cytometric analysis.  HL-60 were treated with MGBG at 250μM for 24hr. 

MGBG-treated cells were decreased fluorescence intensity in the FL-1 channel 

ind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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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8. Determination of intracellular thioredoxin levels by western 

blot analysis in HL-60 cells. Total cell lysate (40 ㎍) were analyzed by 

immunoblotting. Blots are representative for five experiments with similar results. 

14.  Comparison of cerbonylated protein concentrations in 

MGBG-treated and -untreated HL-60 cells

  활성산소에 의해서 때때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잔기가 공격받기 쉬운데 

그 결과 carbonyl group을 갖는 생성물을 생산하게 된다. 생성된 carbonyl 

group은 2,4-dinitrophenylhydrazine (DNPH)와 반응하여 dinitrohydrazone으

로 환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의 산화  손상 정도를 측정하고자 가장 

일반 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carbonyl assay를 수행하 다 (그림 14). MGBG

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과 MGBG 250μM을 처리한 군의 세포를 1×107 cells

로 수득하여 세포를 쇄한 후 일정량의 단백질에 DNPH를 결합시킨 뒤 

380nm에서 spectrophotometer로 흡 도를 측정하여 carbonyl content를 결정

하 다. MGBG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MGBG를 처리한 군에서 활

성 산소의 공격에 의해 carbonylation이 크게 일어났다. 여기에 H2O2를 처리

했을 때에는 조군에 비해 MGBG를 처리한 군에서 약 2배정도 

carbonylation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MGBG 단독 처리군만으로도 

활성 산소의 공격에 의해 carbonylation이 일어나지만, 여기에 H2O2의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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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가해 주었을 때는 조군보다 MGBG 처리군에서 더 민감하게 작용

을 하여 세포사멸이 일어 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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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Measurement of protein carbonylation content in the MGBG-treated 

(24 hr) cells. The content of carbonyl group in oxidatively modified proteins was 

measured by determining the amount 2,4-dinitrophenylhydrazone formed upon 

reaction with DNPH. Proteins were precipitate with 20% trichloroacetic acid, washed 

with ethanol-ethyl acetate (1:1), and resolved in 6 M guanidine-hydrochloride-20mM 

potassium phosphate (pH 2.3) for 30 min at 37℃ after centrifugation, carbonyl 

content at supernatant was assayed at 380nm.

15. Sensitization of MGBG-treated HL-60 cells by exogenous H2O2  

   

  지 까지의 실험결과 MGBG 처리에 의해 폴리아민이 고갈된 HL-60 세포

는 활성산소종이 크게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 고, SOD의 증가와 catalase 

농도의 감소를 찰하 다. 이는 MGBG 처리한 HL-60 세포는 ∙O2
-가 증가

되어 있고, 증가된 SOD의 작용으로 인해 H2O2가 과량 축 되어 있음을 의



- 60 -

미한다. H2O2의 과량 축 은 외부의 산화  스트 스에 의해서도 민감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H2O2  감마방사선에 의한 민감도를 

폴리아민이 고갈된 MGBG 처리군과 정상의 폴리아민 함량을 갖는 조군에

서 조사해 보았다. 이를 해 MGBG 250 μM을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조군에 H2O2 100 μM을 처리한 세포를 5 x 105 cells로 맞춘 뒤 PI로 염색

하여 염색된 세포를 유동 세포 분석기로 분석하여 민감도를 조사하 다 (그

림 15). 그 결과 조군에서는 2.4%, MGBG를 250 μM 단독으로 처리한 군

에서 3.4%의 세포사멸을 나타냈다. 여기에 MGBG를 처리하지 않고 H2O2 만

을 단독으로 처리한 군에서는 11.4%, MGBG 250 μM 처리한 군에 H2O2를 

같이 처리했을 경우에는 34.9%의 세포사멸이 일어나는 것을 찰할 수 있었

다. 이상의 결과는 MGBG가 처리된 세포는 H2O2가 다량 축 되어 있기 때

문에 H2O2의 스트 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 다고 사료된다.

Figure 15. Flow cytometric analysis of apoptotic HL-60 cells caused by 

exposure to H2O2 after MGBG treatment for 24 hr.  HL-60 were treated with 

MGBG at 250 μM for 24 hr. HL-60 or MGBG-treated cells were treated with 

H2O2 and harvested 4 hr after treatment. Cells were stained with propidium 

iod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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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ensitization of MGBG-treated HL-60 cells by exposure to γ- 

radiation

  앞서 수행한 실험에서 MGBG에 의해 세포 내 폴리아민이 고갈되어 있을 

경우 H2O2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세포사멸이 더 일어나는 것을 찰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폴리아민의 고갈이 γ-radiation에 어떠

한 향을 가져오는지 알아보았다. 4 x 105 cells/ml의 HL-60 세포에 MGBG 

250 μM을 처리한 후 감마방사선을 조사한 후, 6, 12, 24시간 동안 세포사멸

을 PI로 염색하여 유동 세포 분석기로 찰하 다 (그림 16). MGBG를 처리

하지 않은 조군에서 나타난 3.5 %에 비교하여 조군에 감마방사선을 조

사하면 6시간 후에는 8.4%, 12 시간 후에는 17.5 %, 24 시간 후에는 32.5 %

의 세포 사멸이 찰되었다. MGBG 250 μM을 단독으로 처리한 군에서는 6

시간 후에는 7.9%, 12 시간 후에는 11.3%, 24 시간 후에는 27.3%의 세포 사

멸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MGBG 250 μM을 처리한 후 감마방사

선을 동시에 조사한 군에서는 6시간 후에는 11.2%, 12 시간 후에는 40%, 24 

시간 후에는 72%의 세포 사멸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MGBG 처리에 의한 폴리아민의 고갈은 감마방사선에 한 민감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MGBG의 처리에서도 DFMO를 처리

하 을 경우와 동일하게 G2 phase로서의 accumulation 상이 발생하지 않았

다. 이러한 상이 감마방사선에 의한 세포사 상을 증가시키는 작용과 

계가 있는 지의 여부를 결론 내리는 것은 재로서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추

측되며 오히려 global 단백질인 thioredoxin의 level이 유 자 손상복구, 세포

주기 진행  항산화 단백질 발 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한 

연구가 방사선방호연구에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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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Flow cytometric analysis of cell  cycle in MGBG-treated HL-60 

cells irradiated to γ-radiation (20 Gy). HL-60 were treated with MGBG at 

250 μM for 24 hr. HL-60 or MGBG-treated cells were irradiated to γ-radiation 

and havested 6, 12, 24 hr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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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eruloplasmin, thioredoxin: 항산화  항방사선 기능

  액내 성반응단백질  가장 항산화작용으로서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ceruloplasmin이 생체내에서 항방사선기능  항

산화 기능을 어떠한 기작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 다. 기존의 액

내 ceruloplasmin의 기능으로서 ferroxidase (Friden and Hsieh, 1976), 

glutathione-linked peroxidase (Kim et al., 1998)등이 보고되었다. 즉 방사선

피폭이 일어날 경우 생체내에서는 세포사 (cell death)와 더불어 속 (metal 

ion: 특히 철 이온  구리이온)의 유리 상이 발생하여 free metal 이온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속이온은 방사선 피폭시 생성될 수 있는 H2O2나 ∙

O2
-에 의하여 활성산소종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하고 유해한 hydroxyl 

radicals (∙OH)을 생성하는 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ceruloplasmin은 활성

산소를 생성할 수 있는 2가 철을 3가 철로 환원 시켜 항방사선, 항산화 기능

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세포외 액내에서는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의 존재가 거의 미약하므로 방사선 피폭

시 액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H2O2 제거기능의 매우 낮은 것으로 명되었

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미 thiol 화합물의 존재하에 ceruloplasmin이 H2O2를 

제거할 수 있는 peroxidase기능이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본 실험에서는 in 

vitro에서 방사선 피폭시 일차 으로 발생할 수 있는 ∙OH를 제거할 수 있

는 기능이 있느냐를 조사하 다. 방사선 피폭은 이온화 과정을 통하여 물로

부터 직  ∙OH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DNA손상을 유도한다. 따라

서 ceruloplasmin은 ferroxidase  thiol-linked peroxidase 기능이외에 직

∙OH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방사선에 의

한 DNA손상  low density lipoprotein (LDL) oxidation의 억제: 그림 17- 

1). 이러한 기능은 glutathione, dithiothreitol 등을 첨가하면 기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한편 ceruloplasmin의 고유의 기능으로 항방사선  항산화 기

능으로 알려진 ferroxidase(2가 철을 3가 철로 환)의 활성이 특정 부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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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 protease의 기능에 의하여 3 ~ 4배 정도 증가되는 상을 볼 수 있다.

          1   2   3  4  5  6   7

      A

     C  

   

            1    2     3    4    5

Fig. 17-1. Protective effect of purified human serum ceruloplasmin on the DNA 

strand breaks (A, C) or low density lipoprotein (B) oxidation induced by γ

-irradiation (immediate assay after irradiation) or Fenton reaction  system. A: 

Lane 1, plasmid DNA(pUC or pBR, 300 ng); lane 2, DNA + γ-irradiation (60 

Gy); lane 3, DNA + γ-irradiation (60 Gy) + ceruloplasmin (20 ㎍); lane 4, DNA 

+ γ-irradiation (60 Gy) + GSH (1 mM); lane 5, DNA + γ-irradiation (60 Gy) + 

GSH (1 mM) + ceruloplasmin (20 ㎍); lane 6, DNA + γ-irradiation (60 Gy) + 

DTT (1 mM); lane 7, DNA + γ-irradiation (60 Gy) + DTT (1 mM) + 

ceruloplasmin (20 ㎍). B: open circle, LDL(100 ㎍/100 ㎕)  + γ-irradiation; 

closed circle, LDL + γ-irradiation + ceruloplasmin (30 ㎍). C: lane 1, DNA(300 

ng); Lane 2, DNA + Fe2+(50μM)/H2O2(200μM) system; lane 3, DNA + Fe2+/H2O2 

system + ceruloplasmin (10 ㎍); lane 4, DNA + Fe
2+
/H2O2 system + glutathione 

(5 mM); lane 5, DNA + Fe
2+
/H2O2 system + ceruloplasmin (10 ㎍) + 

gliutathione (5 mM).

  

  이러한 활성증가는 속이온을 포획하는 물질(chelating agents)을 첨가하

면 그 기능이 상실되었고 기 동상으로도 ceruloplasmin이 fragmentation

이 일어나지 않았다(그림 17-2). 따라서 이러한 기능은 생체내에서 발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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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새로운 항방사선, 항산화기능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protease가 어떠한 종류이며 생리 으로 어떠한 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

는 것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재 본 실험실에서는 여러종류의 

protease 기질을 상으로 부분 정제된 fraction의 protease가 어떠한 것이며 

방사선 피폭과의 계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

   

     A                                             B   1    2   3   4

Fig.17-2 A. Ferroxidase activity increase of ceruloplasmin by treatment of 

partially purified metalloprotease. B. Fragmentation of human serum 

ceruloplasmin by treatment of partially purified metalloprotease. Lane 1, marker 

protein (The molecular weights are 200, 116, 97, 66, 45, 31 and 21 kD from the 

top); lane 2, purified ceruloplasmin(10 ㎍); lane 3, purified ceruloplasmin + 

metalloprotease fraction(144h); lane 4, purified ceruloplasmin + metalloprotease 

fraction + phenanthroline treatment (144h).

  TCHQ(tetrachlorohydroquinone)는 pentachlorophenol(PCP)의 사산물로

서 일반 으로 PCP와는 달리 소량의 TCHQ라 할지라도 활성산소종을 발생

시킴으로서 유 자 손상으로 인한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실험은 TCHQ처리에 의한 세포생존률 감소에 ceruloplasmin

이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 다. 200 μM의 TCHQ를 처리하 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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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세포생존률이 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ceruloplasmin의 첨가 후 세포생존

률이 상승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7-3). 이러한 결과는 생성되는 활성산소

를 ceruloplasmin이 제거한 결과로 추측하고 있다.

Fig. 17-3. Effect of TCHQ (200 μM 1h)  and human serum ceruloplasmin (50 

㎍) treatment on the cell viability. Cell number, 2 x 10
6
 cells/ml.

  Theoredoxin 역시 방사선피폭에 의한 DNA strand breaks를 억제하는 기

능을 보이고 있으며 LDL oxidation역시 억제하는 것으로 보아 세포내에서 

세포막 구성성분인 지질산화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실험실조건하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처리에 의하여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체에서 기능이 항방사선기능이 발휘되는지는 계속 인 연구가 필

요하다 (그림 17-4).

        

       A  1    2   3    4    5

Fig. 17-4: Protective effect of purified theoredoxin on the DNA strand break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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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low density lipoprotein (B) oxidation induced by γ-irradiation. A: lane 1, 

DNA; lane 2, DNA+ γ-irradiation (60 Gy); lane 3, DNA + γ-irradiation (60 Gy) 

+ theoredoxin (10 ㎍); lane 4, DNA + γ-irradiation (60 Gy) + theoredoxin (20 

㎍) ; lane 5, DNA + γ-irradiation (60 Gy) + theoredoxin (30 ㎍). B: LDL(100 ㎍

/100 ㎕), theoredoxin treatment(200 ㎍), (irradiation dose: 700 Gy)

  Thioredoxin과는 달리 ceruloplasmin은 액내 구리 이온의 95%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단백질인 

ceruloplasmin이 함유하고 있는 구리이온의 이탈로 인하여 강력한 pro- 

oxidant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고선

량의(200 Gy) 방사선 조사후 2-4시간 정도의 incubation에 의한 LDL의 산화

작용에 ceruloplasmin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찰하 다. 재의 결과로는 

200 Gy 이상의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incubation 하 을 경우 

ceruloplasmin은 방사선 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의 항산화 기능과는 반 되는 상으로 

ceruloplasmin에 포함된 구리 이온이 이탈되어 이것이 pro-oxidant로서의 기

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pro-oxidant의 기능이 실

제로 in vivo에서 반드시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pro-oxidant

로서의 기능은 체액내에 존재하는 human serum albumin이나 세포내외에 

범 하게 존재하는 폴리아민 등에 의하여 그 향이 해될 수 있다(그림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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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5. Pro-oxidant effect of ceruloplasmin on the DNA strand breaks (A) or 

LDL (B) oxidation induced by γ-irradiation system (37oC, 1.5h incubation after 

irradiation)). A: Lane 1, plasmid DNA(300 ng); lane 2, ceruloplasmin (4h 

incubation; 20 ㎍); lane 3, spemine (1 mM) + ceruloplasmin (4h incubation); lane 

4, human serum albumin(200 ㎍) + ceruloplasmin(4h incubation) B: open circle, 

LDL(100 ㎍/100 ㎕) + γ-irradiation; closed circle, LDL + γ-irradiation + 

ceruloplasmin (30 ㎍); closed square, LDL + γ-irradiation + ceruloplasmin (30 

㎍) + human serum albumin(400 ㎍).    

18. 방사선, 활성산소종(H2O2)  TCHQ에 의한 기능성 유 자발 과 억제

  

RT-PCR에 의해 합성된 ceruloplasmin의 cDNA size는 사람의 경우 334bp, 

흰쥐의 경우 407bp이며, 사람의 thioredoxin cDNA size는 400bp이다(표2, 그

림18-1). RT-PCR에 의해 합성된 cDNA를 vector에 삽입하여 clone한 후 염

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본 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염기서열과 일치하 다. 

Table 2. Ceruloplasmin's cDNA(334bp) on U-937 in human.

AGGGGAGTTTATATCCACTGCCATGTGACCGACCACATTCATG

CTGGAATGGAAACCACCTTACACCGTTCTACAAAATGAAGACAC

CAAATCTGGCTGAATGAAATAAATTGGTGATAAGTGGAAAAAAG

AGAAAAACCAATGATTCATAACAATGTATGTGAAAGTGTTAAAAT

AGAATGTTACTTTGGAATGACTATAAACATTAAAAGAAGACTGG

AAGCATACAACTAATCGAATTCCCGCGGCCGCCATGGCGGCCGGG

AGCATGCGACGTCGGGCCCAATTCGCCCTATAGTGAGTCGTATTA

CAATTCACTGGCCGTCGTTTTACAACGTCGTGACTGGGAAAACCC

TGGCGTTACCCAACTTAATCGCCTTGCAGCACATCCCCTT

  

U-937세포에 20 μM H2O2와 12.5 μM TCHQ를 각각 4시간 처리 는

3Gy 방사선 조사한 후 5시간 동안 배양한 후 ceruloplasmin 유 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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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semiquantitative RT-PCR  slot blot을 실시하

다. PCR에 의한 정량은 RNA를 정제하여 reverse transcription을 한 후  

PCR 24 - 34 cycle 수행하 다. TCHQ  3Gy 방사선이 처리된 세포군에

서 ceruloplasmin의 mRNA는 증가하 고  H2O2 가 처리된 세포군에서는 감

소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lot blot에 의해 β-actin을 표 으

로 하여 상 인 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한 ceruloplasmin의 mRNA는 

H2O2이 처리된 세포군에서 감소하 고 TCHQ가 처리된 세포군에서 증가하

다(그림 18-2, 18-3).

                         A  1    2    3    1   2    B

Fig. 18-1. Electrophoresis analysis of RT-PCR product from RNA. A: 

ceruloplasmin, lane 1, marker; lane 2, RT-PCR product from U-937 RNA; lane 

3, RT-PCR product from rat-liver RNA; B: thioredoxin, lane 1, marker; lane 2, 

RT-PCR product from U-937 RNA.

 

      A    24   26   28   30    B   24  26   28   30   C  24   26   28   30    cycle

Fig. 18-2. Semiquantitative RT-PCR product. A: H2O2 treatment; B: TCHQ 

treatment; C: γ- radiation upper lane, normal cell; lower lane, H2O2, TCHQ and 

γ-radiation-treated cells.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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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cells  Control cell 

H2O2-treated cells  γ-ray

TCHQ-treated cells    

Fig. 18-3. Slot blot analysis. A: β-actin; B: ceruloplasmin(H2O2); C: 

ceruloplasmin(γ-ray) 

  감마방사선 조사후 시간별 ceruloplasmin 유 자의 발  증감 비교 조사하

다. 방사선 조사는 60Co source로 1 Gy와 2 Gy를 조사하 다. 각 세포는 

조사 는 처리 후 24시간동안 배양하고 조사 후 4시간, 12시간, 24시간에 5 

x 106 ～ 1 x 107의 세포를 수거하여 RNA를 순수 분리하여, A260에서 농도

를 측정하여 RT-PCR을 통해 생성된 유 자의 발  양 증감을 β-actin과 

HPRT와 비교하 다. 

  방사선 조사 후 4시간에서는 β-actin과 비교하 을 때 1 Gy의 경우 1.27

배, 2Gy의 경우 1.45배로 증가하 고, HPRT와 비교하 을 때 역시 100 Gy

의 경우 1.44배, 2Gy의 경우 1.51배로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

선 조사 후 12시간에서는 β-actin과 비교한 경우 1 Gy에서는 1.35배, 2 Gy의 

경우에서는 1.53배로 증가하 으며, HPRT와 비교하 을 경우 1 Gy의 경우 

1.07배, 2 Gy의 경우 1.55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24시간 후에

는 β-actin과 비교 시 1 Gy의 경우 1.09배, 2 Gy의 경우 1.47배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HPRT와 비교 시에는 1 Gy의 경우는 2.78배, 2 Gy의 경우

는 1.98배로 약간 감소함을 나타냈다(그림 18-4).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1 Gy로 γ-irradiation한 경우 4시간 후에는 발 량이 약간 감소하지만, 12

시간 후부터 24시간까지는 ceruloplasmin의 mRNA 발 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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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4. Comparative quantity of ceruloplasmin mRNA in U-937 cells 

exposed with γ-irradiation. cDNA of each gene was reversed-amplified from 5

㎍ total RNA. After electrophoresis, each band of RT-PCR products was quantified 

by densitometry. Comparative quantity of ceruloplasmin mRNA was expressed as 

ratio of densitometric units of ceruloplasmin / β-actin (A) and / hprt (B).

  

19. Ceruloplasmin, IFN-γ등이 방사선, H2O2, TCHQ  TNF-α처리에 의한 

세포사멸에 미치는 향

  

  Ceruloplasmin은 132,000 Da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plasma 단백질로서 

액내에 존재하는 구리이온의 95%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 이 단백질은 

interleukin-1과 interleukin-2 등 염증을 유발시키는 cytokine에 의해 주로 

간 조직에서 합성되며 (Daffada and Young, 1999), uterus (Thomas, et al., 

1995), placenta (Aldred, et al, 1987)   lung (Fleming et al., 1991)등 여러 

조직에서도 유 자 발 이 확인되었다. 지 까지 생리  기능에 해서는 분

명하지 않으나 구리의 운반, 성반응 단백질 (Semsei, 1991; Giltin, 1988), 

amine oxidase (Schosinsky et al., 1974), ferroxidase (Osakiet et al., 1966), 

low density lipoprotein의 산화 (Ehrenwald et al., 1994; Mukhopadhyay et 

al., 1997; Feichtenhofer et al., 2001), 철산화효소(ferroxidase)   

peroxidase (Kim et al., 1998; Kim and Park 1998) 등  액내 주요한 항산

화물질  하나로 보고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reactive oxygen species가 발생되는 조건과 chemicals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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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2, 방사선 조사, TCHQ  tumour necrosis factor-α(TNFα)]에서 

ceruloplasmin이 세포에 미치는 향에 하여 살펴보았다. U937 세포   

HL-60세포는 ceruloplasmin의 mRNA가 발 되며 U937 세포의 경우 

interferon-γ (IFN-γ, 500 units/ml)로 처리하 을 때 ceruloplasmin의 

mRNA  단백질 농도가 IFN-γ처리 후 각각 6시간과 12시간에서 최 로 

증가하 다. 따라서 본 실험을 수행하기 하여 U-937 세포를 사용하 으며 

ceruloplasmin을 세포 배양액에 직  넣어 처리하기도 하며 한 IFN-γ를 

12시간 처리하여 ceruloplasmin의 합성이 최 가 되는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

하 다. 

  Ceruloplasmin이 첨가된 U-937 세포의 생존율은 ceruloplasmin (100 ㎍/ml)이 첨가

되지 않은 세포와 유사하게 94% 이상을 유지하 다. H2O2 (1 mM)처리 후 시간에 따

른 세포의 생존율을 살펴본 결과, 처리 후 6(12) 시간에서 세포 생존율은 

ceruloplasmin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 41(15.9)% 그리고 첨가된 경우 7.8%(20.9)로 

H2O2 처리시 세포 생존율은 cerulplasmin에 의해 50% 감소하 다. 따라서 

ceruloplasmin이  H2O2에 의한 세포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1). 

그리고 ceruloplasmin의 단백질를 처리하지 않고 IFN-γ(500 units/ml)를 처리하여 세

포내 ceruloplasmin의 합성을 증가시켰을 때 H2O2에 한 세포 생존율은  IFN-γ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49.6% 그리고 첨가한 경우 30.2%로 IFN-γ를 처리함에 따라 

H2O2에 한 세포 생존율은 38% 감소하여 ceruloplasmin을 처리 했을 때와 유사하게  

IFN-γ의 처리는 H2O2에 한 세포사에 향을 주었다(그림 19-2).

  방사선 조사 (40 Gy) 후 시간에 따른 세포의 생존율을 살펴본 결과, 조사 

후 28시간에서 세포생존율은 ceruloplasmin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 20.7% 그

리고 첨가된 경우 29.9%로 방사선 조사시 세포 생존율은 cerulplasmin에 의

해 44% 증가하 다. 이는 ceruloplasmin이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로부터 세포

를 보호하는 방사선 방어기능이 있음을 암시해 다 (그림 19-3). 그러나 IFN-

γ를 처리하고 방사선 조사한 경우의 세포생존율은 IFN-γ를 처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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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1. Effects of ceruloplasmin on 

cell viability of U-937 after exposure to H2O2 (1 mM). U93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ceruloplasmin (50 μg/ml) for 6 h and then exposed to H2O2.  

Fig. 19-2. Effects of IFN-γ on cell viability of U-937 after exposure to H2O2 (1 

mM). U93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IFN-γ (50 μg/ml) for 24 h and then 

exposed to H2O2.  

  

경우 14.8% 그리고 첨가한 경우 4.1%로 IFN-γ를 처리함에 따라 방사선에 

한 세포 생존율은 72.3%감소하여 ceruloplasmin처리하 을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그림 19-4).  

Fig. 19-3. Effects of ceruloplasmin on cell viability of U-937 after exposure to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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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ceruloplasmin (50μg/ml) for 6 h 

and then exposed to 40 Gy.  

Fig. 19-4: Effects of IFN-γ on cell viability of U-937 after exposure to γ

-radiation.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IFN-γ (50μg/ml) for 24 h and 

then exposed to 40 Gy.  

  TCHQ (70μM) 처리시 ceruloplasmin은 세포 생존율에 향을 주지 않았

지만(그림 19-5) TNF-α (300units/ml)을 처리하면 48 시간 후 ceruloplasmin

이 첨가되지 않은 세포의 생존율은 45.5%이며 ceruloplasmin이 첨가된 세포

에서의 생존율은 55.7%로 ceruloplasmin에 의해 세포사가 22% 억제되었다. 

이 결과는 TNF-α처리의 경우 세포내 ROS를 증가시키는데 ceruloplasmin이 

이러한 ROS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19-6). 

Fig. 19-5. Effects of ceruloplasmin on cell viability of U-937 after exposure to 

TCHQ.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ceruloplasmin (50μg/ml) for 6 h and 

then exposed to TCHQ.  

Fig. 19-6. Effects of ceruloplasmin on cell viability of U-937 after exposure to 

TNF-α.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ceruloplasmin (50μg/ml) for 6 h and 

then exposed to 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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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결과와 같이 reactive oxygen species가 발생되는 조건에 따라 세

포의 생존율은 ceruloplasmin 는 IFN-γ으로 ceruloplasmin의 합성을 증가

시킨 조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THP-1 세포에서 IFN-γ는 indoleamine-2,3-dioxygenase의 유도체로 작용

하여 세포사를 일으키지만 U937 세포에서는 철이나 망간등의 속이온이 존

재하여도 세포사를 유도하지 않았다 (Morita et al., 2001). 세포에 따라 세포

사의 민감도  작용기작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H2O2 처리시 

ceruloplasmin과 IFN-γ는 모두 U937의 세포사에 향을 주는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나  방사선 조사시 서로 다른 결과를 얻었다. 이는 IFN-γ는  세균등

의 감염에 한 방어 작용에 하는 cytokine  하나로써 U937 세포에서 

ceruloplasmin 단백질 합성의 증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작에서 여하여 

다양한 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19-7. Effects of exogenous Cu ion on cell viability of U-937 after exposure 

to H2O2. H2O2 was treated with exogenous Cu ion (1 μM) at the same time.  

Fig 19-8. Time course of iron uptake cells by ceruloplasmin into U937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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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O2는 세포 내 catalase에 의해 제거되지만 세포 내 transition metal이 

존재할 경우 H2O2는 속에 의한 Fenton 반응에 의해 활성산소  가장 독

성이 강한 ∙OH를 생성한다 (H2O2 + Fe
2+ → Fe3 + ∙OH + OH-).  활성산

소는 단백질, 지질 는 DNA에 손상을 주어 암, 동맥경화등 질병을 유발하

기도 하지만 neutrophil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는 항균제로서 면역작용에 

요하다. 본 실험에서 H2O2 처리시 ceruloplasmin과 IFN-γ는 U-937의 세포

사에 큰 향을 주었다. U-937 세포 배지에 ceruloplasmin을 첨가하여 배양

하 을 때 시간 경과에 따라 ceruloplasmin으로부터 구리이온이 배지 내로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ceruloplasmin으로부터 방출된 구리이온이 

H2O2와 Fenton 반응하여 U-937 세포의 생존율에 향을  수 있다. 따라서 

세포 배양액에 1 μM 구리이온과 H2O2를 처리하여 ceruloplasmin에 결합된 

구리 이온의 향을 살펴보았으나 H2O2 처리시 세포의 생존율에 구리이온은 

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림 19-7). 

20. 철의 거동에 따른 방사선  H2O2에 의한 세포사멸 향

  철 이온은 세포호흡  세포증식 등에 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철 이

온은 Fe
2+가 Fe3+로 산화되면서 산소분자에 자를 으로써 ∙O2

-의 생성을 

유발시키는 강력한 매제이다. 철 이온을 흡착할 구 있는 chelator를 사용하

면 H2O2 처리시 철에 의한 손상을 억제할 수 있으나 세포분열시 DNA의 합

성을 억제하여 세포사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세포내에서 철 이온의 유입  

유출의 조 은 생리활성  세포사멸에 매우 요하다. 

  철의 생체내 사는 ceruloplasmin의 ferroxidase 활성과 계가 있다. 

ceruloplasmin이 간세포으로부터의 철이온의 release에 여하고 있음은 

Oskai와 Johnson (1969) 등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ceruloplasmin이 철 이온의 uptake에도 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

다. 즉 철 이온이 고갈된 세포의 경우 ceruloplasmin은 세포 내로 철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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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배로 증가되며, 철이 충분히 있는 세포의 경우 철의 유입이 없었다고 보

고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 DFO처리에 의해 세포내 철이 고갈된 U-937세포

는 ceruloplasmin에 의하여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철 이온의 유입이 증가되

었고 1시간에 50%정도가 증가되었다(그림 19-8).

  최근 상피세포에 H2O2를 가하면 리소솜에 존재하는 철 이온과 반응하여 세

포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세포 내로 유입된 철과 H2O2와

의 반응을 확인하기 하여 DFO로 철을 고갈시킨 후 ceruloplasmin의 향

을 살펴보았다. H2O2에 의한 HL-60 세포의 생존율은 51.5% 그리고 DFO에 

의해 철을 고갈시킨 세포의 생존율은 65.0%로 DFO가 H2O2에 의한 세포생존

율을 26% 증가시켰다. DFO가 처리된 세포에 ceruloplasmin을 첨가한 결과 

H2O2에 의한 세포 생존율은 42.7%로 조군 (65.0%)보다 34% 감소하 다 

(그림 20-1). 따라서 H2O2처리시 ceruloplasmin이 세포사에 향을 주는 것은 

세포내로 유입된 철과 H2O2가 Fenton반응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in viro에

서는 DNA를 방사선 조사하는 동안 소량의 속을 첨가하면 방사선 이외에 

속에 의해 돌연변이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세포의 방사선 조사

시 DFO의 처리는 철의 기능을 해함으로서 세포의 DNA의 수복과정을 억

제시켜 세포의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실험에서 

Fig. 20-1. Effects of cerulopls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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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ell viability of U937 after exposure to H2O2. U937 cells were pre-incubated 

for 12 h with 10μM DFO in the absence or the presence of ceruloplasmin (50 μ

g/ml) and then exposed to 100 μM H2O2 for 5 h.

Fig. 20-2. Effects of ceruloplsmin on cell viability of U937 after exposure to γ

-radiation. U937 cells were pre-incubated for 12 h with 10μM DFO in the 

absence or the presence of ceruloplasmin (50 μg/ml) and then exposed to γ

-radiation(40Gy).(●); control, (○); DFO treated cells, (▲); control +40Gy,(△); 

DFO treated cells + 40Gy, (■); DFO treated cells + Cp+ 40Gy, 

ceruloplasmin의 처리는 이러한 철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서 세포의 생존률

을 조군 수 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20-2).

  Tetrachlorohydroquinone (TCHQ)는 산업 으로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

인 pentachlorophenol의 사산물로 활성산소종을 생성하며, 사람 fibroblasts

에서 TCHQ는 H2O2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 DNA 손상을 일으키는 유 으

로 매우 유독한 물질이다 (Purschk et al., 2002). 이러한 DNA의 손상은 

속결합체인 desferrioxamine (DFO)에 의해 억제되므로 Fenton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었다. 더욱이 H2O2 존재시 ∙OH의 생성이 더욱 증가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었다 (Zhu et al,. 2000). 그러나 본 실험에서 U-937 세포

에 TCHQ 처리시 철의 사와 련된 ceruloplasmin의 향에 하여 살펴

본 결과 TCHQ에 한 세포의 생존율은 철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ceruloplasmin에 한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TCHQ

에 의해 유도되는 유 자 손상에 한 DFO (철 이온의 chelator)의 방어기

능은 철이온의 chelation에 의한 것이 아니라 tetrachlorosemiqunone (TCSQ) 

radical을 scavenging하는 것으로 보고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Witte et 

al. 2000; Zhu et al., 1998). 그러나 TCHQ의 세포내 독성효과가 실제로 어떠

한 기작에 의하여 나타나는지는 좀 더 상세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TNF-α (종양괴사인자)는 여러 가지 기작에 의해 활성산소종을 생성하여 

정상  세포가 아닌 종양세포만을 죽이는데 여하는 cytokine의 한 종류이

다. 식세포 (macrophage)에서 Herpes simplex virus/TNF-α와 IFN-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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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는 NO synthase 2의 transcription을 증가시켜 NO의 형성을 유도한다 

(Paludan et al., 2001). 그러나 bovine luteal cells에서 TNF-α와 IFN-γ는 활

성산소종의 생성을 유도하여 세포사를 통한 세포사를 유도하지만 생성되는 

활성산소종 에 NO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etroff et al., 

2001). 이는 TNF-α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종이 ceruloplasmin의 

scavenge 는 peroxidase기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림 19-6에

서 H2O2를 세포에 직 으로 처리한 실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식

세포와 TNF에 의한 세포독성은 순간 으로 라디칼을 형성하여 일어나는 것

이 아니라 24 ~ 48 시간 정도로 느리게  일어난다. 따라서 물질 사과정  

생성되는 라디칼은 ceruloplasmin의 항산화 작용으로도 제거할 수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H2O2를 직  처리할 경우 ceruloplasmin에 의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한 것은 U-937 세포에 ceruloplasmin이 H2O2를 제거를 할 수 

있는 peroxidase의 수용력보다 높은 고농도 처리 는 H2O2에 한 친화력

이 ceruloplasmin보다 세포내로 유입된 철 이온에서 더 높았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21.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HL-60)에서의 thioredoxin 유 자 발

  Thioredoxin의 항방사선  항산화기작용의 구체  기능  이와 련된 

기능단백질을 연구하기 하여 thioredoxin 유 자의 overexpression 혹은 

knock-out세포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에서의 유 자 

발 상이 유사한지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정

상세포와 비정상세포에서의 감마방사선에 의한 thioredoxin 유 자 발 의 

유도 양상을 살펴보았다. 재 정상 peripheral세포와 HL-60에서는 감마방사

선 (1.0 Gy, 3 Gy) 조사 후 thioredoxin의 발 이 유의성 있게 증가되고 있

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1-2). 따라서 다양한 스트 스에 의한 

thioredoxin의 기능연구를 하여 HL-60에 thioredoxin 유 자를 

transfection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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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Semiquantative RT-PCR product(γ-radiation exposure) left; Normal 

human peripheral lymphocytes, upper lane; not-irradiation, lower; γ-radiation (1.0 

Gy). 

Fig. 21-2. Semiquantative RT-PCR product(γ-radiation exposure) right; HL-60, 

upper lane; not-irradiation, lower; γ-radiation(3.0 Gy). 

22. Thioredoxin 기능 유 자 제어에 의한 방사선, H2O2  chemicals에 의

한 세포사멸

  Theiredoxin은 2개의 redox-active에 cysteine 잔기를 가지고 있으며 in 

vitro에서 기능 으로 H2O2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thioredoxin는 특정 transcription factor의 DNA binding affinity를 

증가시킨다. 를 들어 NFk-B의 DNA binding affinity를 증가시킨다. 본 실

험에서는 thioredoxin 발 유 자를 특정세포에서 transfection 시켜 안정 으

로 recombination된 세포를 상으로 γ-radiation, H2O2, chemicals 

(paraquat)등을 처리하여 정상 인 세포군과  비교하여 민감도를 조사하

다. 20 Gy의 방사선조사의 경우 30시간 경과시 정상 인 조군은 20%미만

의 cell viability를 유지하고 있으나 h-thioredoxin-HL-60 세포는 80%이상의 

cell viability를 유지하고 있었다. 1 mM의 H2O2처리의 경우도 방사선과 비슷

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6시간 경과시 세포생존률이 250%정도의 차이를 보이

고 있다 (그림 20, 21). 그러나 TCHQ 처리시에는 transfection된 세포가 

조군과의 세포의 민감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22). 방사선, H2O2, 

TCHQ는 세포내에서 활성산소종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으나 항

산화와 련된 방어기작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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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pcDNA3 vector with thioredoxin-sense.

Fig. 22-2. Protective effect against ionizing radiation in the thioredoxin-transfected  

          cells.

Fig. 22-3. Protective effect against H2O2 in the thioredoxin-transfected cells.

Fig. 22-4. Protective effect against TCHQ in the thioredoxin-transfec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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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본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첫째 방사선피폭, H2O2 혹은 다른 화학  환경

돌연변이원에 피폭되었을 경우 폴리아민 합성이 차단된 세포와 조군 세포

에서 반응 민감도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조사하 으며, 둘째 항산화와 련된 

유 자 혹은 단백질이 방사선과 비방사선 독성반응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셋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과 비방사선 련 특정 유 자  단백

질 규명을 한 기 자료를 축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하여 표 인 폴리아민의 합성을 해는 물질인 DFMO와 MGBG를 

처리하여 방사선, H2O2  chemical agent (paraquat 혹은 TCHQ)를 처리하

여 세포사 반응 양상을 분석하여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남을 찰하 고 이

에 따라 세포내에서 폴리아민이 항산화기능  특정 유 의 발 에 여한

다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방사선과 비방사선의 생체 향 차별화  방

사선생체방어기술개발을 한 특정 유 자  단백질 규명에 기여 할 수 있

는 기 자료의 확보를 함으로서 연구개발의 목표에 달성하 다. 한 최종  

목표인 방사선과 비방사선 방호에 특징 으로 여하는 유 자군의 후보의 

선정 작업을 완성하 다. 

제 2  련분야 기여도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자력시설물이나 동 원소의 사용이 증함

에 따라 방사선의 생체 향에 한 국민들의 심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와 같은 구체 이며 과학 인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막연한 방

사선피폭의 생체 향에 한 부정 인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막연한 불안이 원자력  방사선사고시 분쟁이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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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참고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선진

화된 방사선방호기술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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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폴리아민의 세포내에서의 기능에 한 증거는 이들이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들은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

에서의 세포내 수 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방사선과 비방사선 피폭 등 

외부자극에 의하여 조 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폴이아민이 특정 유

자 발 의 조 뿐만 아니라 세포주기의 진행, 분화, 세포사 들을 정교하게 

조 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방사선과 비방사선에 의한 세포사 응양

상이 서로 차이를 보 다면 방사선과 비방사선 방호에 련된 유 자  요

인을 밝 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 세포의 성장

으로부터 세포사로의 이동에 있어서 세포내 주요 환경변화 요인 의 하나인  

폴리아민으로 인해 세포사의 진과 transformation의 threshold에 한 지식

은 질병의 치료약 발 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여하는 기능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폴리아민의 합성억제와 폴리아민 

유사체는 암세포의 성장과 죽음  질병의 제어에도 많은 활용 가능성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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