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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본 연구 개발의 목표는 이온화 방사선, H2O2 혹은 paraquat등 다양한 환경독성물질에 대한 방어메

카니즘에 관련된 유전자 및 인자 등을 찾아하여 방어메카니즘의 차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하여 ODC에 조절을 받는 특정유전자의 과발현 및 저발현기술을 사용, 감마방사선을 비롯한

비방사선 독성물질에 대한 민감도를 조사하 다.

 2. 연구결과

-  ODC 활성저해에 의한 Trx등 특정유전자 발현의 변화 및 방사선과 비방사선의 세포독성결과 도출

-  Trx sense와 antisense 구축에 의한 방사선 및 비방사선 세포독성결과 도출

-  SAMDC sense와 antisense에 의한 방사선 및 비방선에 의한 세포독성결과 도출

-  SAMDC, ODC에 의한 iron uptake 및 H2O2 and radiation유도 세포독성결과 도출

-  GAD67 antisense 구축 및 방사선 및 비방사선에 의한 세포독성 결과도출

-  ICDH sense세포에서 H2O2 및 parauat에 의한 세포독성 결과 도출

-  Thiamine과 Genistein의 radiation과 paraquat 독성저해 및 민감도 증진작용 규명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방사선과 비방사선과 접한 관련이 있는 생리적요인 및 유전자를 규명하여 선별적 항방사선 물질

을 선발, 유전자 기능제어기술을 발전시키면 방사선치료증진 등에 활용가능성이 크며 일반 환경내 비

방사선에 의한 독성방어효과에도 활용가능성이 크다.

-  현재 개발된 특정유전자 과발현,저발현 기술은 특허출원기술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과 비방사선의 향차별화 및 생체방어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자연계에는 방사선 이외에도 사람의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화학적 독성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이들과 방사선에 의한 혼합피폭은 기본적

으로 당연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온화 방사선, 활성산소종

(예: H2O2) 그리고 화학독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이들의 스트레

스에 의해 유도되는 손상을 극복하기 위해 각각 다른 방어기작이 작동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온화 방사선, H2O2 (또는 다른 독성화학물질; 

paraquat)에 대한 방어메커니즘간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저발현 또는 과발현 발현벡터를 트랜스펙션시킨 세포주를 구

축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이온화방사선, H2O2, 그리고 paraquat 등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에 있어서 몇몇 특이적인 유전자의 효과를 분석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방사선과 비방사선의 향차별화 및 생체방어기술개발’의 연구범위는 방

사선과 H2O2 (독성물질)에 의한 세포사에 있어서 오르니틴 디카르복실라아제

에 대한 연구와 이를 조절하는 단백질인 치오리독신, 퍼록시리독신, S-아데노

실메티오닌 디카르복실라아제, 이소시트레이트 탈수소효소 그리고 루타메

이트 디카르복실라아제 67KD(GAD-67KD)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감

마방사선 또는  H2O2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에 있어서 이러한 단백질들의 

역할을 밝히고, 과발현이나 저발현 세포를 구축하여 이들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을 때 방사선이나  H2O2 (또는 paraquat)에 의한 세포

독성에 있어서 이들 유전자의 효과를 조사하 다. 우리는 또한 제니스테인

(혹은 치아민)과 같은 세포사멸 혹은 세포보호효과를 갖는 물질이 이온화 방

사선에 의한 암세포의 세포독성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 혹은 감마방사선

이나 파라콰트에 의하여 유도되는 세포사멸의 방어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하여 조사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이전에 우리의 연구는 오르니틴 디카르복실라아제의 억제자인 DFMO가 

세포내 철수용능력 조절을 통해  H2O2에 의한 세포사를 감소시킨다고 보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HT-29 대장암세포에 DFMO를 전 처리 하 을 

때 감마방사선(10Gy)에 의한 세포사멸효과를 50-70%수준으로 감소시켰다. 

putrescine을 첨가해 주었을 때 정상세포의 수준만큼 아폽토시스에 의한 세

포사멸효과가 회복되었으며, 이는 putrescine이 정상세포에 있어서 감마방사

선에 의한 세포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마도 세포주기의 진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세포사멸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G2/M기의 정체가 최고조에 이르 을 때 감마방사선의 노출로 인한 

세포의 사멸 또는 생존이 결정되어지게 되며, 이러한 정체효과는 DFMO를 

처리한 세포와 DFMO를 처리하지 않은 정상세포와 비교하 을 때 약 20-24

시간이 지연되었다. 감마방사선 조사에 의한 G2/M기 정체지연효과가 나타나

는 것은 치오리독신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치오리독신의 수준은 

DFMO처리에 의해 낮아지게 된다. 우리의 연구에 의하면, HT-29세포에 치오

리독신의 발현을 DNA 안티센스에 의해 저해시켰을 때 감마방사선에 의한 

G2/M기 정체가 의미 있게 지연되었을 뿐 만 아니라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

는 세포사멸 효과도 역시 DFMO처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마방사선의 체계에 있어서 DFMO의 존재에 의한 세포사멸

의 저해는 부분적으로 치오리독신의 저발현에 의해 G2/M기의 정체효과를 

가져오게 하 으며, 폴리아민의 부족에 의해 G1조절자인 cyclin D1도 감소하

다. 

  S-아데노실메티오닌 디카르복실라아제 (SAMDC)는 폴리아민의 합성에 관

여하며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siRNA기법을 사용하여 세포내 SAMDC발현을 억제하 으며, 이는 

인간 전골수성 백혈병세포주인 HL-60세포에서 spermidine을 제거하게 만들

었다. 그러나 세포내 putrescine수준, 세포내 과도한 활성산소종 생산으로 세

포의 성장이 억제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세포사멸효과를 나타내었다. 활성산

소종의 과발현은 γ-glutamylcysteine synthetase 와 glutathione synthetase 

genes의 발현이 억제되고, 세포내 철수용의 증가 때문에 세포내 glutathione

수준이 낮아지게 되었으며, 항산화제인 N-아세틸시스테인, 철킬레이트인 

desferroxamine은 세포의 성장억제를 부분적으로 회복시켰다. 또한, 우리는 

SAMDC의 발현을 억제시킨 세포에서 ROS에 의해 유도된 DNA손상을 소핵

분석과 단세포전기 동법에 의해 관찰하 다.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히스톤 디아세틸라아제와 히스톤 아세틸트랜스퍼라아제에 의한 

과아세틸화에도 불구하고 SAMDC의 발현이 억제된 세포는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기위한 수선유전자의 프로모터부위에 위치한 히스톤 H3, 

H4의 아세틸화과 감소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는 폴리아민의 

감소가 ATM, RAD-51, MSH2 그리고 PARP와 같은 수선유전자의 발현을 저

해한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또한, 치오리독신, SOD, 카탈라제와 같은 항산

화효소의 유도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세포의 

증식과 사멸 뿐 만 아니라 감마방사선에 의한 DNA손상과 세포사멸에 향

을 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는 암세포에서 SAMDC의 



발현이 세포의 증식과 세포내 glutathione과 활성산소종의 조절을 통한 스트

레스원에 의한 민감도와 관련이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치오레독신은 세포내 치올/이황화물 레독스상태를 조절하여 산화적인 손

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민감한 단백질이다. 치오레독신 수준이 증가할 

때 세포의 성장이 증가하며, 프로그램된 세포사의 정상적 메커니즘에 있어서 

저항성을 갖게 된다고 잘 알려져 있다. 치오레독신의 증가는 많은 일차 암세

포에서 관찰되었으며, 이는 암세포의 성장을 증가시키고 화학적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이전연구와 반대로, 우리는 치오레독신을 과발

현시킨 섬유아세포의 종양세포주인 HT-1080세포에서 세포성장이 지연되고, 

염색체의 다배체를 유도하며, 세포의 노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보고하 다. 

치오레독신 과발현을 유도한 HT-1080세포는  H2O2와 paraquat에 의한 산화

적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갖는다. 그러나 치오레독신을 과발현시킨 세포들은 

의미 있게 이온화 방사선에 민감하 으며, 감마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를 방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G2 체크포인트가 붕괴되는 현상을 관찰하

다. 이들 세포의 DNA수는 대조군 세포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 으며, β-갈

락토시다아제, 핵내 구형액틴, 트렌스젤린과 같은 전형적인 노화마커들이 발

현되었다. cDNA microarray결과 이러한 유전자들의 발현이 대조군과 비교

하 을 때 극도로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산화적 스트레스 또는 세포골

격과 관련된 유전자의 전형적인 발현은 과발현되거나 저발현되었다. 그리고 

p53, p21, p27은 대조군보다 약 2-3배 증가하 다. 그러나, cyclin D1과 D3은 

이러한 단백질에 의해 음성적으로 조절되어 증가하 다. 전체적으로 

HT-1080세포에 있어서 치오레독신의 과발현은 세포분열 활성의 자극과  

cyclin-dependent kinases의 억제와 같은 과세포분열 정체라 불리는 기작에 

의해 세포의 노화를 발생시키게 된다. 

  원핵세포에 있어서 GAD-67KD는 우리가 이전에 연구한 바와 같이 산성환



경에 저항하기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진핵세포에 있어서 GAD의 

기능은 단지 신경전달의 중계자로서 생각되어진다. 암세포에 있어서 세포내 

생리조절에 있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부틸레이

트가 세포내 GAD 67KD을 감소시키나 GAD 65KD은 변화시키지 않음을 보

다. 그러므로, 우리는 GAD-67KD을 과발현시키는 발현벡터를 트렌스펙션

시킨 세포를 사용하여 GAD-67KD의 생리적 기능을 증가시켰다. HT-29 대장

암세포에서 GAD-67KD의 저발현은 세포내 glutathione 수준을 감소시켜 세

포내 활성산소종울 증가시켰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세포의 증식은 의미 있

게 억제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GAD-67 저발현된 세포는 부티레이트 또

는 pH감소에 매우 민감하 으며,  H2O2, 이온화 방사선, 전형적인 항암제에

도 또한 민감하 다. 이러한 결과는 대장암 세포에서 GAD-67KD이 세포내 

glutathione 수준과 활성산소종을 조절하며, 이는 암세포의 성장에 있어서 중

요하며 산성환경 또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등을 조절하게 된다. 

  많은 역학연구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실험에도 불구하고, 제니스테인의  

함암효과에 대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제니스테인이 인간

의 전골수성백혈병 세포인 HL-60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DCFH-DA 탐침자를 사용하여 관찰하 다. 제니스테인은 p21에 의해 

G2/M기의 세포정체를 유도하여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Bax와 Bcl-2의 발

현수준을 조절하여 세포의 아폽토시스를 유도하 다. 제니스테인 처리에 의

한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항산화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되게 되나, 

12시간이후에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잘 알려진 항산화제인 N-아세틸시스

테인을 함께 처리 할 경우 세포의 성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뿐 만 아니라 

세포주기의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세포사멸현상도 감소하 다. 또한, 

우리는 정상 림프구에 제니스테인을 처리하 을 때 G2/M기 정체현상을 관

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니스테인과 감마방사선을 함께 처리



하 을 때 HL-60세포는 상승효과를 보 지만 정상림프구에서는 방사선 보호

효과를 보 다. 결론을 내리면, 제니스테인은 HL-60세포에 있어서 항산화제

라기보다는 산화를 유도하는 물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간

의 전골수성 백혈병세포인 HL-60세포의 증식과 세포주기진행을 억제하며, 

아폽토시스에 의한 세포사와 방사선에 대한 민감한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것

이다.  

 치아민(>1M)을 첨가하 을 때 paraquat에 의한 세포성장률의 감소가 의미 

있게 회복되었다. 호기적상태의 대장균은 paraquat처리(1uM)에 의해 soxS의 

발현이 매우 높게 증가하 으며, 이는 Mn-SOD의 유전자인 sodA를 조절하

다. 그러나, Mn-SOD와 G6PDH의 유도는 치아민첨가에 의해 억제되었다. 

soi-19::lacZ 유전자의 발현은 paraquat에 의존적이며, 배양시 10mM이상의 

치아민처리에 의해 억제되어진다. paraquat의 독성에 대한 치아민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in vitro에서 nitroblue tetrazolium환원 실험을 수행하 다. 

xanthine/hypoxanthine 시스템에 있어서 ․O2
-발생에 의한 NBT의 환원은 

치아민의 첨가하는 양에 의존적으로 억제되었다. 게다가, 감마방사선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하이드록실라디칼(․OH)의 흡수에 있어서 2-deoxy-D-ribose와 

완벽하게 수행하 으며, in vivo에서 malondialdehyde의 형성을 억제하 다. 

결론을 내리면, 이러한 증거는 치아민이 ․O2
- 나 ․OH를 직접적으로 제거

할 수 있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며, 활성산소종에 의한 산

화적 스트레스의 세포반응에 향을 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위의 결과를 토대로, 특정 유전자의 발현조절이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에 

있어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상세포에 있어서 방사선에 대

한 손상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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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is purpose, using antisense and sense cell construction 

techniques,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some specific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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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nithine decarboxylase and its 

controling proteins, thioredoxin, peroxiredoxin, S-adenosymethionine 

decarboxylase, and glutamate decarboxylase 67KD effect on the cell death 



triggered ionizing radiation and H2O2(toxic agents). In this study, to 

elucidate the role of these proteins in the ionizing radiation (or 

H2O2)-induced apoptotic cell death, we utilized sensesed (or antisensed) 

cells, which overexpress (or down-regulate) RNAs associated with these 

proteins biosynthesis,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se genes on the 

cytotoxicity caused by ionizing radiation and H2O2(or paraquat). We also 

investigated whether genisteine(or thiamine) may enhance the cytotoxic 

efficacy of tumor cells caused by ionizing radiation (may enhance the 

preventing effect radiation or paraquat-induced damage) because such 

compounds are able to potentiate the cell-killing or cell protecting effects. 

 

Ⅳ. Results   

   Previous our studies showed that α-difluoromethylornithine (DFMO), a 

specific inhibitor of ornithine decarboxylase, reduced H2O2-induced 

apoptotic cell death via iron uptake regulation (Cell Biol. Toxicol. 19(6): 

393-405, 2003).  In the present study, we report that DFMO pretreatment 

on HT-29 colon carcinoma cells also inhibited the apoptotic cell death 

caused by γ-irradiation (10 Gy) to a degree of 50-70%. Putrescine 

replenishment restored the apoptotic cell death level to normal cells, 

showing that putrescine is essentially required for the normal cell death 

program triggered by γ-radiation. It may be that the inhibition of cell 

deathresulted from the delay of cell cycle progression. Time to reach peak 

G2/M phase arrest, at which the fate of cell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cell death or cell survival, is determined, was delayed by about 20-24 



hours in the DFMO-treated cells compared to that of the DFMO-untreated 

control cells. It appeared that the prolongation of G2/M phase arrest after 

γ-irradiation was partially related to the thioredoxin, whose levels were 

also down regulated by DFMO treatment. According to our studies, when 

thioredoxin expression in the HT-29 cell was partially repressed by 

antisense DNA, not only the γ-radiation-induced G2/M phase arrest was 

significantly delayed, but also the radiation-induced cell death was 

profoundly inhibited as shown in the DFMO-treated cel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the γ-irradiation system, the inhibition of cell death in the 

presence of DFMO is in part a result of the delay of G2/M phase arrest 

via thioredoxin down regulation and subsequent cyclin D1, G1 regulator, 

down regulation by polyamine depletion.

S-adenosylmethionine decarboxylase (SAMDC), which is involved in 

thebiosynthesis of polyamine, is known to be important in cell growth 

and differentiation. We showed that SAMDC distrupted cells using 

siRNA, which diminishes intracellular pool of spermidine in HL-60 

leukemia cells but increases the pool of putrescine, overproduced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thus had cell growth 

defect and partial cell death. ROS overproduction seems to be caused by 

the decrease of intracellular glutathione by the repression of γ-glutamyl 

cysteine synthetase and glutathione synthetase genes and increase of 

intracellular iron uptake, notifying that antioxidants such as 

N-acetylcysteine or an iron chelator, desferrioxime, partially rescue cell 

growth defect. Also we showed that ROS-induced DNA damage in 

SAMDC disrupting transfectant cells were severe using the micronuclei 



and comet assay. One of the reasons might be that SAMDC 

down-regulation decreased the acetylated H3 and H4 histone located at 

the promotor region of repair genes necessary to cope with internal 

oxidative stresses in spite of histone hyperacetylation caused by histone 

deacetylase inactivation and histone acetyltransferase induction. We 

confirmed that polyamine depletion down-regulated the expression of 

DNA repair genes such as ATM, RAD-51, MSH-2, and PARP, and also 

did not induce the antioxidant enzymes including thioredoxin, SOD and 

catalase. These profoundlyaffected not only the cell proliferation/death but 

also the γ-radiation-induced DNA damage and concomitant cell death.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that SAMDC expression in tumor cells 

is partially related to the cellular proliferation and sensitization to stress 

factors viathe strict controlling of interconnected network of the 

intracellular glutathione and ROS level. 

Thioredoxin 1 (Trx-1) maintains the thiol/disulfide redox state of the 

intracellular redox sensitive proteins to protect the cells from the 

oxidantmediated damage. It is well known that, when the Trx levels are 

elevated, the cell growth is increased and the cells are resistant to a 

normal mechanism of programmed cell death. An increment of Trx is 

observed in many human primary cancers and appears to contribute to 

an increased cancer cell growth and a resistance to chemotherapy. On the 

contrary to these previous results, we reported here that the Trx-1 

overexpression in the HT-1080 fibrosarcoma cells retarded the cell growth, 

induced chromosomal polyploidy and cellular senescence. Trx- 

overexpression made the HT-1080 cells resistant to an oxidative stress 



caused by H2O2 or paraquat. But Trx-1 overexpressed cells were 

significantly sensitive to ionizing radiation, showing an abrogation of the 

G2 checkpoint that is important in protecting cells from the radiation- 

induced cell death. Their DNA contents were twice that of the controls 

and they expressed typical senescence markers, such as senescence β- 

galactosidase, globular actin in the nucleus, and transgelin. The results of 

the cDNA microarray showed that their gene expression was dramatically 

changed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Typically, expressions of oxidant 

stress or cytoskelecton-related genes were either up- or down regulated. 

And the expression levels of p53, p21 and p27 were about 2-3 fold higher 

than the control. Nevertheless, cyclin D1 and D3, which are negatively 

regulated by these proteins, were also increased. Overall, the Trx 

overexpression in the HT-1080 cells created a state of cellular senescence 

caused by a simultaneous stimulation of the mitogen-activated pathways 

and an inhibition of the cyclin-dependent kinases, which is known as a 

hypermitogenic arrest. 

In prokaryotic cells, glutamate decarboxylase (GAD) is absolutely required for 

the acidic resistance as we have studied previousely. However, the function of 

GAD in eukaryotic system is considered only as a neurotransmittergenerator 

and the role on the controlling of intracellular physiology in cancer cell is 

poorly understood. In this study, we showed that butyrate reduced intracellular 

GAD 67KD, but not GAD 65KD. Therefore we evaluated the physiological 

function of GAD using the stable transfectant cells over-expressing cDNA for 

GAD 67KD in the antisense orientation. Down-regulation of the GAD 67KD 

expression level in HT-29 colon carcinoma cells decreased intracellular 



glutathione level and increased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dentified by chloromethyl-2',7'-dichlorofluorescin diacetate (DCFH- DA). In 

parallel with this, cell proliferation was significantly inhibited. More 

importantly, GAD 67KD-antisensed cells were extremely sensitive to butyrate 

orpH reduction, both of which naturally occurr in the colon lumen, as well as 

H2O2 and ionizing radiation, the typical anticancer therapeutic treatments. 

These data indicate that GAD 67KD regulating intracellular glutathione and 

ROS levels in colon cancer cells is important for tumor cell proliferation and 

resistance to acidic or oxidative stress.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inhibition of GAD 67KD expression has potentially important implications for 

overcoming the resistance of cancer. 

In spite of a number of epidemiological studies as well as biological 

experiments, the exact mechanisms were largely unknown about 

anti-cancer activity of genistein. In present study, we observed that 

genistein increase inter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level to use a 

chloromethyl-2',7'-dichlorofluorescin diacetate (DCFH-DA) probe in human 

promyeloid leukemia HL-60 cells. That appears to inhibit cell proliferation, 

G2/M phase arrest by p21 up-regulation and induction of apoptosis by 

relative level of Bax and Bcl-2. To prevent oxidative stress, the early stage 

of genistein treated cells up-regulates anti-oxidant proteins and then they 

were on the decrease after 12h. However, genistein with N-acetylcysteine 

(NAC), a well-known antioxidant, not only partially restored cell 

proliferation and cell cycle progression but also prevented apoptotic cell 

death. In addition, we found that normal lymphocyte not arrest G2/M 

phase by genistein treatment. For this reason, combination of genistein 



treatment and γ-irradiation shows synergistic effect in HL-60 cells but 

genistein plays radio-protector in normal human lymphocytes.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genistein not so much an antioxidant as a 

pro-oxidant in HL-60 cell. This property can inhibit cell proliferation, cell 

cycle progression and induce apoptosis and radio-sensitive effect in 

human promyeloid leukemia HL-60 cell. 

When thiamine (>1uM) was added to the culture, a decrease of growth rate 

caused by paraquat was significantly recovered. Paraquat treatment (1uM) to 

aerobically grown E. coli highly increased the expression of soxS and its 

regulons sodA and zwf, gene for manganese-containing superoxide dismutase 

(Mn-SOD) and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G6PDH) to cope with the 

oxidative stress. However, the induction of Mn-SOD and G6PDH was 

suppressed by the thiamine supplement. The induction of the soi-19::lacZ gene, 

whose expression was dependent on paraquat, was also repressed by more than 

10 M of the thiamine addition to the culture. To characterize the role of 

thiamine, which challenges the paraquat toxicity, an in vitro experiment of 

nitroblue tetrazolium (NBT) reduction was performed. The NBT reduction by 

․O2- generated in the xanthine/hypoxanthine system was inhibited by the 

thiamine supplement in a dose-dependent manner. Moreover, it competed with 

the 2-deoxy-D-ribose in absorbing the hydroxyl radical (․OH) generated by γ- 

irradiation (800 Gy) and thus inhibited the formation of malondialdehyde in 

vitro. In conclusion, this evidence suggests that thiamine may partly act as an 

antioxydant to scavenge ․O2
- (or ․OH) directly and thus affect the cellular 

response to oxidative stress induced by reactive oxygen species.



V. Plan for Application of the Results

   Based on the above result, we suggest that the express regulation of 

theses genes have potentially importance for sensitizing the efficiency of 

radiation therapy of cancer or for protecting the radiation-induced damage 

of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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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선방호를 위한 생물학적 연구로서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할 과제로서

는 방사선 피폭의 생물학적 지표 연구와 이와 관련된 생물학적 선량평가기

술 개발 (1-4), 암 발생 model 및 방사선 피폭과 암 발생과의 관계, 방사선피

폭에 의한 유전자의 변이(adaptive mutation), 면역기능의 활성, 방사선 효과

에 대한 종 특이성방사선물질 및 방사선 피폭에 의하여 생성되는 reactive 

oxygen species(활성산소 종) 제거 등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전학, 생

리학, 생화학, 면역학 및 미생물학 등 대부분의 생명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방사선과 다른 환경돌연변

이원들과의 혼합된 위해도나 각각의 돌연변이원에 대한 방호 및 민감도에 

향을 주는 유전자 및 인자 연구 등은 그 이해가 부족하므로 연구 및 조사

대상으로 꾸준히 제시도어 오고 있다. 환경 내에서 방사선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돌연변이원에 의한 혼합효과 및 생체 향차별화 연구는 방사선방호의 

기준이나 방사선 위해도의 저감화에 필수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혼합피폭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방호의 기준은 방사선 단일 향만을 반 하며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 내에서 삶을 위하는 사람은 지역내 산업적 특

성, 의약품 및 식품의 섭취 등에 따라 다양한 환경돌연변이원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 사고에 의한 방사선 피폭 향은 이러한 혼합피폭 향 

등에 의하여 과대평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사고시나 시설물 주변의 

질병 발생 원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근거 및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실에서는 1단계 연구기간에서 사람의 

T-lymphocytes에서 hypoxanthine (guanine) phosphoribosyl transferase 



(hprt) 유전자를 대상으로 방사선(60Co선원)과 화학적 독성물질 중 

pentachlorophenol에 대한 돌연변이 빈도변화는 물론이고 혼합효과 및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하여 세부적인 유전자의 mutation spectrum (map)을 작성하

여 방사선 방호를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 다. 그리고 지난 연구단계에서 

사람의 변이세포를 대상으로 ornithine decarboxylase의 활성을 억제할 경우 

감마방사선과 H2O2에 의하여 세포사의 민감도가 감소하고 반대로 paraquat

에 의한 민감도는 증가하는 반대현상을 관찰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

람 백혈병 세포인 HL-60를 포함한 암세포를 model system으로 사용하여 폴

리아민 생합성 저해물질인 (DFMO: ornithine decarboxylase 억제제)와 

(MGBG: s-adenosylmethionine 억제제)를 처리하여 세포 내의 폴리아민 농도

를 저하시킴으로서 폴리아민의 생리적 기능을 규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실

에서는 수년간 폴리아민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폴리아민이 항산화기작에 관여한다는 여러 증거들을 얻을 수 있었다 (5,6). 

그리고 세포 내 활성산소종의 생성과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동되는 세포 내 

기작인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lutathione reductase, 

thioredoxin, isocitrate dehydrogenase,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등 방어기작을 살펴봄으로써 폴리아민에 의한 세포 내 항산화 기능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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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60 세포에서 대표적인 산화적 스트레스 인자인 H2O2와 감마 방사선 

(ionizing radiation)을 처리하여 그들의 민감도를 조사함으로써 폴리아민과 

항산화 기작에 대한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최종적으로 폴리아민이 세

포의 산화환원조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제시하고 향후의 유전

자 수준에서 폴리아민의 생리적 작용기작을 규명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 다.  

   본 연구단계에서는 지난 연구기간동안 방사선과 비방사선 돌연변이원에 

의한 손상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와 단백질을 검색하 고 특

히 ornithine decarboxylase(ODC)의 변화에 따라 ionizing radiation(혹은 



H2O2)과 paraquat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반대로 나타나는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된 유전자 및 인자 등을 확보하 다. 한편 반치사선량의 방사선피폭에 

의하여 방사선 방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 thioredoxin이 유도되는데 ODC 활

성도가 이러한 thioredoxin, glutamate decarboxylase 67KD 및 S-adenosyl- 

methioneine decarboxylase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따라서 이러한 단백질들을 합성하는 유전자들이 transfection되어 과발현 

혹은 저발현된 세포가 이온화 방사선뿐만 아니라 H2O2등에 의하여 상당한 

방호 혹은 민감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 다. 또한 ODC 혹은 

SAMDC의 발현이 철의 세포내 거동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 H2O2의 경우 

세포내 철의 거동은 세포손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철의 chelating agent인 deferrioxamine을 처리하 을 경우 H2O2에 의한 손

상이 감소하 고, 방사선에 의한 손상에는 향이 미미하 음을 본 실험실에

서 규명하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유전자들이 이러한 인자에 어떠한 관

련이 있으며 방사선과 비방사선피폭에 의한 손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

고자한다. 이러한 연구는 방사선 민감도에 관련된 인자 등을 발굴하여 방사

선방어 증진 목적 외에 방사선암치료의 최적화 등에 매우 필요한 연구로 생

각된다.

제 2 절 연구개발 범위

  본 연구의 최종목표인 방사선과 비방사선에 의한 세포반응의 민감도에 관

여하는 유전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과발현 및 저발현 세포주를 구축하여 감

마 방사선, ROS(H2O2 및 paraquat) 등의 처리 시에 세포사멸 등 세포독성의 

민감도 등을 조사하 으며 연구개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ODC 활성저해에 의한 Trx, SAMDC, ICDH활성변화

2. ODC 활성저해에 의한 방사선 비방사선의 세포독성결과 도출



3. Trx sense 구축에 의한 방사선 및 비방사선 세포독성결과 도출

4. Trx antisense 구축에 의한 방사선 및 비방사선에 의한 세포독성결과 도출

5. SAMDC antisense에 의한 방사선 및 비방사선에 의한 세포독성결과 도출

6. SAMDC, ODC에 의한 iron uptake 및 H2O2-induced 세포독성결과 도출

7. SAMDC에 의한 GAD67의 변화 및 방사선 및 비방사선에 의한 세포독성 

결과도출

8. ICDH sense세포에서 H2O2 및 paraquat에 의한 세포독성 결과 도출

9. Genistein의 방사선민감도증가 기작

10. Thiamine의 paraquat 독성저해작용 규명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세포성장 및 사멸에 폴리아민의 역할

<Gene disruption technology applied to the enzymes of polyamine 

metabolism>

여러 폴리아민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의 transgenic mouse embryonic stem 

cell에서 발현이 저해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유전자로서 ornithine 

decarboxylase, s-adenosylmethionine decarboxylase와 arginase II 등이다. 이

러한 유전자의 발현저해시 발생하는 현상의 지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Argianse II

arginase는 arginine을 ornithine 과 urea 로 전환시키는 효소로서 cytosolic 

arginase I과 mitochondria arginase II형태가 있다. 최근 arginase II의 발현

을 억제시킨 homozygous arginase-II deficient mouse는 생존하며 혈액내 

arginine수준이 높은 것 외에는 wild type과 구분이 없다(7). 세포내 폴리아

민의 농도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8). 그러나 정상적인 환경조건

하에서 이러한 발현저해가 생존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할지라도 특정 병

리학적 조건하에서는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ODC 

일반적으로 ODC 유전자발현을 억제시킨 연구에서 heterozygous의 embryo

의 경우 개체는 생존하며 생식능력을 보존하게 되나 homozygouse한 

embryo의 경우 착상은 되나 그 이상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현저한 세포사 때문으로 보인다(9). ODC-deficient embryo의 경우 억



제제인 DFMO를 처리한 경우보다 훨씬 진행된 단계인 blastocyst stage까지 

가는데 그 이유는 모태에서 폴리아민의 공급 때문으로 생각된다(136). 그러나 

putrescine을 공급한다고 해서 embryo가 다시 회복되어, 성장하지 않는 것은 

diamine oxidase 활성증가에 의한 독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ODC-deficient embryo의 치사이유는 다음 2가지 추측되는데 하나는 폴리아

민의 부족으로 인한 oxidative damage때문이며 또 하나는 putrescine의 부족

으로 인한 decarboxyalted S-adenosylmethionine의 축적으로 인한 DNA 

methylation의 억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Ceanorhabditis elegans에 대한 

최근 연구에 있어서 더 발전된 폴리아민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

다. odc-1 유전자가 결손 되어 ODC활성이 없는 돌연변이체 (mutant worm)

을 선별하여 애벌레를 폴리아민이 함유된 배지에 두었을 때 정상적으로 성

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폴리아민이 없는 배지로 옮기게 되면 결함이 있는 

성장을 보이게 된다. 만일 폴리아민이 L1애벌레 단계에서 제거되면, 돌연변

이체는 성체로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적은 수 또는 전혀 egg를 생산하지 못

하게 된다. 만일 돌연변이 애벌레들이 L4성장단계에 폴리아민이 없는 배지로 

옮겨지면, 발생이 이루어지고, 알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알로부터

의 배아는 폴리아민의 공급이 없게 된다면 stage3에서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

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폴리아민이 애벌레 성장의 어떤 단계에 있어서 필수

적이며, 외부로부터 폴리아민을 공급하게 되면 폴리아민 생합성의 이상으로 

인한 결손을 만회하여 올바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10). 

SAMDC

OD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omozygous한 SAMDC의 부족은 정상적인

embryogenesis가 불가능하나 heterozygous한 개체는 정상적으로 생존하며 

생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11). SAMDC-deficient embryo는 정상적으로 



blastocyst 단계까지 발전하나 그 후 얼마 안가 사멸한다. SAMDC-deficient 

embryo의 경우 억제제인 methylglyoxal bis(guanyl-hydrazone)을 처리한 경

우보다 훨씬 진행된 단계인 blastocyst 단계까지 진행된다. ODC-deficient 

blastocyst의 경우와는 다르게 SAMDC-deficient embryo는 이 단계에서 

DNA fragmentation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ODC나 SAMDC활성은 murine

의 배발생단계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decarboxyalse-deficient embryo가 왜 초기 단계에서 죽는지는 불분명하다. 

폴리아민과 oxidative stress의 관계, 폴리아민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치 못

한 단백질이나, nucleic acid의 합성 혹은 ODC 부족으로 인한 

decarboxylated된 S-adnosylmethionine의 축적 및 DNA methylation, 그로 

인한 배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programming의 방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permidine의 

부족하에 elongation initiation factor 5A의 hypusination의 억제 또한 결코 

배제될 수 없는 중요한 가능성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 polyamines in cell cycle >

  폴리아민은 cell cycle동안 specific peak을 유도함을 알 수 있다. 세포주기

(cell cycle)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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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눌 수 있다. 초창기 연구에서 G1과 S기가 폴리아

민의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폴리아민의 결핍은 G1에서 

S기로의 전환을 억제한다(12). CHO (chinese hamster ovary)cell에 있어서 

putriscine, spermidine 그리고 spermine은 cell cycle과정동안 2배로 증가하

다. Mitotic cell을 나누어 reseeding을 행하여 mitotic phase로부터 증식되

어지는 동안 putriscine 수준은 S와 G2기에 증가하 고, spermidine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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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 (MCF-7)의 증식을 자극하고, cell cycle을 시작한

지 8시간이 지난 세포의 세포내 폴리아민의 수준을 최고 2배까지 증가시켰

다. 12시간 지점에서는 폴리아민 수준이 약50%로 감소하 는데 이는 cell 

cycle을 쉬고 있을 때의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세부적으로 폴리아민의 조절 방법이 cell type이나 

synchronization methods에 따라 다를지라도 cell cycle에 있어서 폴리아민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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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졌다. 다른 연구들은 SAMDC의 억제효과에 부가적으로 target 

site와 toxicity를 제안하 다. SAMDC 억제제의 새로운 산물은 최근에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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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한 암 치료물질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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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만약 DFMO가 spermidine과 함께 처리된다면 

성장억제는 차단되어 진다. 비슷하게, spermine이 CGP48664와 함께 첨가되 

배양이 이루어지면 성장의 억제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 결과를 통하여 적

합한 생합성 효소억제에 있어서 DFMO와 CGP48664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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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rmidine은 90%까지 감소시켰다 (13). 그러나 spermine의 수준은 의미있게 

변하지 않았다. CGP48664를 처리한 MCF-7 cell은 spermidine과 spermine이 

약 50%까지 감소하 다. 그러나 putrescine 수준은 대조군과 비교하 을 때 

6배나 증가하 다. 다른 cell type에 있어서 CGP48664에 의해 SAMDC의 억

제는 putrescine 수준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폴리아민의 수준의 변동결



과 MCF-7세포의 G1과 S기 모두의 cell cycle과정을 지연시켰다. CHO 세포에 

있어서 CGP48664를 S기에 증가시킴으로 cell cycle이 억제되었다. 최근 연구

에 있어서 폴리아민 유사체인 N1,N11- diethylnorspermine처리 또한 S기의 

진행을 지연시켰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

다. 폴리아민은 cell cycle과정의 각각 다른 phase에 있어서 연구된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었다. cell cycle동안 폴리아민 수준의 조절과 폴리아민생합

성 증가의 방해로 cell cycle arrest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하여 단

백질과 연계된 폴리아민 pathway를 통하여 cell cycle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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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ase and inhibitors >

  Cyclins은 sea urchins와 clamps의 초기 배발생 주기 동안 그들의 불규칙

적인 합성과 분해 양상에 의해 명명되었다 (14). 부가적으로, cyclins들은 

cyclin-dependant kinases (CDKs)라 불리는 protein kinases class의 catalytic 

partner처럼 인식되었다. 최근 연구에서 CDKs는 genome의 복제를 위한 

G1/S기의 boundary와 세포분열을 위한 G2/M boundary와 같은 cell cycle의 

decision-making point or 'check point'로 밝혀졌다. CDKs는 세포의 외부 신

호를 받아들여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cell cycle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일반

적으로 growth factor와 hormones로부터의 signal들은 cyclin의 수준을 증가

시켜 cell cycle을 가속화시킨다. 포유류에서는 6가지 다른 형태의 cyc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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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Ks를 activation시킨다. 예를 들면, cyclin D1은 CDK4, CDK2와 복합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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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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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cell cycle이 진행되고, CDK, cyclin이 활성 된 후 곧바로proteolytic 

degradation이 이루어져 down regulation이 이루어진다. 또한, CDK 



inhibitors (CDKIs)라 불리는 분자 group은 cyclin-CDK복합체의 활성을 

blocking하고, 그러므로 cell cycle의 진행을 막게 된다 (Tsihlias et al., 1999). 

signal transduction 과정은 합성, 분해 또는 cell cycle 조절단백질의 활성, 

cell cycle 억제들을 전환시킨다. 세포의 성장과 cell cycle에 있어서 폴리아민

의 역할을 규정짓기 위해서는 cyclins, CDKs, CDKI들과 폴리아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처음에 cyclin B1의 mRNA와 MCF-7 breast cancer의 단백질 수준에 있어

서 폴리아민결핍의 효과를 평가하 다. Mitotic cyclin의 ectopic expression은 

이전에 유방암세포에서 보고 되었다. G1-synchronized cell에 있어서 cyclin 

B1이 높은 수준으로 존재함을 발견하 고, 또한 mitotic phase에서도 이들이 

존재함을 발견하 다. 

  다른 연구자들은 G1에 cyclin의 유도를 위해 mitotic cyclin의 분해가 요구

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연구의 결과는 초기 G1기에 DFMO가 estradiol자

극을 방해하여 cyclin B1의 분해가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cyclin B1 mRN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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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되었다. Putrescine or spermidine의 첨가는 cyclin B1에 대한 DFMO의 효

과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yclin B1의 분해에 있어서 폴리

아민이 요구되고, DFMO에 의해 cell cycle이 지연됨을 보여준다. G1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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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아민의 수준과 cyclin D1간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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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의 감소는 cyclin D1수준감소와 G1기의 cell cycle arrest와 관련 있

다. 게다가, 연구는 cell cycle과 MCF-7 cell의 증식에 있어서 cyclin D1수준

에 대한 DFMO와 CGP48664의 다양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DFMO를 세포

에 처리하면 cyclin D1은 50%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CGP48664를 처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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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rescine수준의 증가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Cyclin E에 대한 DFMO와 

CGP48664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DFMO는 cyclin E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았으며, 반면에 CGP48664는 cyclin E을 50 ~ 60%감소시켰다(17). cyclin 

D1과 E 각각의 조절에 있어서 putrescine 과 spermidine의 역할은 선택적임

을 알 수 있었다. Putrescine의 단독적 증가는 cyclin D가 의미있게 증가하

다 할지라도 cell cycle 진행에 있어서 폴리아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

다. cyclin D1과 E에 의한 특이적인 CDKs의 활성은 G1기동안 MCF-7 cell의 

증식에 필수적이다. cell cycle의 가속은 cyclin에 의해 조절되고, cell cycle의 

억제는 종종 CDKs의 활성을 억제하는 특이적 단백질에 의해 조절된다. 최근 

연구(15)에 의하면 폴리아민 유사체는 p21의 발현을 증가시켜 CDK를 억제

해 melanoma cell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밝혔다. 폴리아민 유사체는 세포내 

폴리아민의 수준을 바꾸어놓아 선택적으로 폴리아민의 생합성을 억제한다. 

몇몇 폴리아민 유사체는 melanoma, lung, breast cancer의 실험 model에 있

어서 anti-tumor효과를 나타내었다. melanoma cell에 있어서 이들의 효과를 

유도하는 pathway중에 하나는 tumor suppressor gene을 up regulation시켜 

p53을 생산하고 CDK inhibitor인 p21을 유도해내는 것이다. p53 negtive 

cell-line에 있어서 폴리아민 유사체들은 세포사 경로의 몇몇 target과 상호작

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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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ced apoptosis에 있어서 폴리아민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 는데, 폴리아

민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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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의 발현 pattern에 의한 분자적 메카니즘은 폴리

아민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은 더많은 연구에 의한 해석이 필요하다.

< Polyamines and apoptosis >



  폴리아민은 세포사 (apoptosis)를 유도하기도 하고, 억제도 하는 

paradoxical한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연구(16)에서 Ca2+ metabolization agent

인 ionomycin에 의해 유도된 세포사는 spermine에 의해 방어된다고 보고하

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T cell에 있어서 폴리아민이 counter calcium 

metabolization을 시킨다(17). 또한, dexamethasone에 의해 유도된 

thymocytes의 세포사는 폴리아민의 첨가로 억제할 수 있다.  dexamethasone

에 의해 유도된 thymocytes의 세포사는 ODC의 유도에도 불구하고 세포내 

폴리아민의 수준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catabolism에 의한 폴리아민수준의 

감소는 세포를 세포사 경로로 유도한다. 세포사에 있어서 폴리아민의 억제효

과와 대조적으로 ODC합성 유전자는 c-Myc의 과다발현에 의해 세포사가 유

도되도록 활동한다. ODC와 같은 c-myc은 또한 세포의 증식과 세포사라는 

상반된 결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c-myc과 같은 ODC의 강제발현은 충분히 세포사의 가속이 유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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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사는 DFMO가 갖는 억제작용에 의존적이다. c-myc은 ODC의 

transactivator 능력을 갖기 때문에 ODC는 c-myc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의 

조절자이다. ODC는 전사 억제 수준에 있어서 c-myc protein에 의해 조절되

어 진다. 폴리아민에 의해 유도된 세포사에 있어서 중요한 pathway는 serum 

amine oxidase(copper containning)또는 intercellular FAD-dependant 

polymine oxidase에 의해 spermidine과 spermine를 산화시킨다. 이러한 반

응에서 H2O2 그리고 aminoaldehydes가 생성되며 이들 반응은 세포사의 강

한 유도자이다. 폴리아민 유사체에 의해 유도된 세포사에 있어서 H2O2의 역

할은 세포사를 억제하는 폴리아민 또는 폴리아민 유사체를 갖는 catalase의 

부착지점을 지지해 준다.

  FAD-dependant 폴리아민 oxidase의 특이적인 억제자인 MDL 72527의 사

용은 세포사를 일으키는 amine oxidases의 역할을 풀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Spermidine/spermine acetyl trasferase (SSAT)를 over-expessing시



키는 최근 연구결과에서 transgenic mice로부터 적어도 몇몇 cell type에 있

어서 세포사를 유도하기 위해 폴리아민 또는 폴리아민 유사체의 산화가 필

요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폴리아민의 과다축적 또는 결핍은 DNA-protein 상호작용, protein-protein 

간 상호작용, mitochondrial integrity, 세포사유도 등을 포함하는 많은 세포

기능을 방해한다. 부가적으로 cell type은 ODC 과다발현의 반응은 

malignant phenotype의 cell로 변화시킨다. 최근 연구에서 또한 putriscine 축

적으로 세포사가 유도됨을 밝히고 있다. 

  Hypusine의 합성은 spermidine의 butylamine의 일부가 eukary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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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정상기능에 있어서 중요하다. 과도한 putrescine의 존재는 hypusine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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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rescine의 축적으로 인한 기능의 abnormality는 DFMO resistance에 의해 

선별된 hepatoma cell line의 세포사를 유도한다. ODC와 폴리아민에 의해 

세포사가 유도된다는 예에도 불구하고 폴리아민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것이다. ODC을 과다발현 시키는 transgenic mice 

tumor promoter의 지시 없이 쉽게 skin tumor를 유도함으로써 폴리아민은 

세포의 증식을 유도한다는 것을 supporting 할 수 있다. cell cycle의 

progression cancer의 발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으며 

폴리아민은 이런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8). Gene expression의 변화는 DNA-protein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고 signal transduction pathway의 조절에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DNA-protein 상호작용의 조절을 포함하는 폴리아민-DNA 상호작용에 대한 

광범위한 생화학적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제 2 절 Thiored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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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균의 thioredoxin family member인 작은 분자량의 redox 단백질로 시원

생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존재한다. 사람의 thioredoxin는 몇몇 이름

으로 우리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분류되었다 (19). ; 성인 T cell 

leukemia-derived factor, interleukin-2 (IL-2) receptor-inducing factor는 

human T lymphotrophic virus typeⅠ에 T cell이 감염되어 생산된다. 또한 

IL-Ⅰ과 같은 cytokine은 Epstein-Barr virus (EBV)에 B lymphoblastoid cell

이 감염되어 생산된다. 그리고 임신한 동물의 혈청내 복합체인 early 

pregnancy factor의 일부인 heterologous blood cell의 림프구 결합은 

complement-dependent inhibition을 증가 시킨다. Thioredoxins는 포유류 세

포의 기능에 있어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한다. 활성은 세포밖 (세포성장을 자

극하고 chemotaxis), 세포질 (antioxidant와 cofactor역할), 핵내 (transcription 

factor 활성조절), mitochondria에서 발견된다. UV조사시 그리고 H2O2등을 

포함하는 많은 생리화학적 자극은 thioredoxin의 발현과 분비를 유도한다. 다

시 말해, 어떤 물질은 소위 “산화적 스트레스”라 불리는 특성을 갖지 않더라

도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손상을 막기 위한 thioredoxin의 발현과 분

비를 유도한다. 이러한 측면은 thioredoxin의 생물학적 특성과 non-toxic한 

물질에 의해 thioredoxin가 유도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Human 

thioredoxin는 10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12KDa의 단백질이며 닭, 

mouse, rat, 그리고 소의 thioredoxin 또한 클로닝 되었다. Thioredoxin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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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티오닌으로부터 numbering 하 다. 사람과 다른 포유류 thioredoxi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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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시스테인 잔기 cys62, cys69 그리고 Cys73 (human thioredoxin에 기초한 

번호이다.)을 포함한고 있다.   



  C-말단의 Cys73잔기는 thioredoxin의 dimer형성에 관여하고 이는 포유류 

thioredoxin의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이다. 전기 동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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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다른 Cys 잔기의 부족은 포유

류 thioredoxin에서 볼 수 있다. Active site내 redox-active dithiol 갖는 포유

류 thioredoxin는 세포내 신호전달과 oxidative stress에 대한 방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Thioredoxin는 전염성물질 뿐만 아니라 호르몬과 화학물질

등의 여러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된다. Thioredoxin는 cytokine과 chemokine

과 같은 활성을 갖는 redox-sensitive molecule인 HTLV-Ⅰ-transformed 

T-cell과 같은 활성된 세포로부터 분비되어진다. Thioredoxin유전자의 프로모

터는 stress-responsive elements의 series를 함유하고 있다. Thioredoxin유전

자의 프로모터는 stress-responsive elements의 series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thioredoxin 프로모터는 NF-κB, AP-1 그리고 p53과 같은 transcription factor

를 활성 시킨다. 우리는 이전에 에스트로겐, 프로스타 란딘 그리고 cAMP와 

같은 natural substance는 thioredoxin의 mRNA, protein, 그리고 thioredoxin

의 분비를 유도한다.  이러한 물질들은 비록 많은 산화적 스트레스가 존재하

지 않더라도 thioredoxin 유도를 통하여 cytoprotective 기능을 포함한 생리

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thioredoxin를 강하게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스

트레스 단백질들도 유도한다.

일부 그룹에서는 새로운 thioredoxin유도 물질인 geranylgeranylacetone 

(GGA)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식물의 구성성분으로부터 추출되었

고, 궤양치료제로 의학분야에서 사용되어져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GGA는 

theoredoxin의 mRNA와 단백질을 유도하고, transcription factor, NF-κB, 

AP-1의 활성에 향을 주고 배양된 hepatocyte와 gastrointestine mucosal 

cell에 에탄올로부터 유도된 세포독성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 되고 있



다(20). 현재까지 다양한 GGA 분자메커니즘의 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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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포도주가 순환기 계통에 좋은 효과가 있다

는 “French Paradox"의 분자적 기초를 설명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실험재료 및 방법

1. Thioredoxin  

1-1. Cell culture and transfection

  인간 섬유아세포종양 세포인 HT-1080세포를 10% 우태아혈청과 100unit/ 

ml의 페니실린과 스트렙토마이신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배지에 분주하여 37oC, 5% CO2 배양기에 배양하 다. HT- 

1080 세포는 pcDNA-Trx-1 vector와 공벡터를 Lipofectamine 2000을 이용하

여 transfection하 다. 안정하게 transfection된 세포주는 G418을 이용하여 

선별되었다. 

  인간 대장암 세포주인 HT-29세포와 thioredoxin antisense를 transfection시

킨 세포를 10% 우태아혈청과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이 포함된 RPMI- 

1640배지에 분주하여 37
oC 5% CO2 배양기에 배양하 다. 본 연구를 위해, 

HT-29세포는 5X105 cell/5ml로 분주하여 5일간 배양하 다. 배양된 세포는 

감마방사선 조사 전에 3mM의 DFMO를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CO2 배양기

에 배양하 다. 세포(2X10
6 cell/2ml)는 60Co γ-ray source를 이용해 10Gy 

(1.0 Gy/min)으로 조사하 다. 감마방사선을 조사한 다음 각각의 시간에 수

거하여 PBS 완충용액으로 세척한 후 트립판블루를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 다. 0.3kb의 인간 thioredoxin을 다음과 같은 제한효소부위를 갖도록 

프라이머를 제작하여(EcoRI (forward: 23mer): ATGAATTCATGGTGAAGCA

GATC and HindIII (reverse: 26mer): GATATAAGCTTTTAGACTAATTCAT

T) RT-PCR 기법을 사용해 클로닝 하 다. Antisense thioredoxin cDNA를 

클로닝한 산물을 발현벡터인 pcDNA3.1에 삽입하여 발현시켰다. 

Geneshuttle-40을 이용해 발현벡터를 HT-29세포내로 transfection시켜 G418을 



이용하여 세포주를 선별하 다. 20종의 클론이 선별되었으며, 선별된 세포주

는 western blot을 통해 thioredoxin 유전자의 발현양상을 확인하 다. 

1-2. Chemical treatments and  γ-irradiation

대조군과 thioredoxin-1이 형질도입된 HT-1080세포를 T25 플라스크에 분주한 

다음 18시간 후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을 처리하 다. H2O2는 4시간 동안 

100mM의 농도로 처리한 다음 신선한 배지로 교환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Paraquat은 최종농도가 1mM이 되게 하 으며, 감마방사선은 10 또는 

20Gy(dose rate: 2 Gy/min)로 조사하 다. 그 이후, 세포를 지정된 시간동안 

5% CO2 배양기에 배양하 다. 

1-3. Cell growth and death measurement

  대조군과 thioredoxin-1을 형질도입시킨 HT-1080세포를 6well plate(1x105 

cells/well)에 분주한 다음 3일간 배양하 다. 세포 생존율은 24시간마다 트

립판블루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효과는 propi-

dium iodide(PI) 염색을 통하여 유동세포분석기를 이용해 측정하 다. 

1-4. Chromosome analysis

  세포 주기 중 중기 단계의 세포를 얻어내기 위해, 0.2 ㎍/ml의 콜세미드 

용액을 각각의 세포에 처리하여 5시간 동안 배양하 다. 배양 후 세포를 수

거해 저장액(75mM KCl)과 고정액(methanol/glacial acetic acid solution (3:1 

(v/v))을 처리한 다음 슬라이드 라스에 염색체를 떨어뜨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1-5. Flow cytometic and fluorescence microscopic analysis of the 

intracellular stained cells



  HT-1080세포(5x105 cells)를 부유시킨 BDcytofix/cytoperm 용액으로 4oC에

서 20분간 방치하여 세포를 고정시켰다. 그 이후, BDperm/wash 용액으로 

세척하여 0.5μg/ml mouse anti-human thioredoxin IgG-FITC와 anti-p53 

IgG-FITC를 첨가하여  4oC에서 30분간 방치하 다. 그 후 준비된 세포를 유

동세포분석기과 형광현미경을 이용해 측정하 다. 

  배양된 HT-29 세포를 트립신-EDTA를 이용하여 떼어낸 다음 세포를 PBS

로 세척한 후 1ml의 ice-cold 50% ethanol (50% 증류수)에 4
oC에서 40분간 

정치시켰다. 그 후 PBS로 세척하여 800㎕의 PBS에 부유시킨 다음  RNase 

(1㎍/ml)와 100㎕ propidium iodide(400㎍/ml)를 첨가한 다음 7
o
C에서 30분

간 방치한 후 FACScan flow cytometry로 분석하 다. 세포주기 분석은 

10000개의 세포를 세포 유동 분석한 다음 Multi-Cycle software를 사용하여 

G0/G1, S와 G2/M phase의 비율을 측정하 다.  

1-6. Western blot analysis

 각각의 세포로부터 추출한 10㎍ 단백질을 12.5% SDS-아크릴아마이드겔에서 

전기 동 후 nitrocellulose membrane 위에 단백질을 옮긴 다음 1차(mouse 

anti-human thioredoxin Ab, anti-p53 Ab, anti-cyclin D1, D3, p21, p27 Ab, 

anti-SM22(transgelin) Ab), 2차 항체 (anti-mouse or rabbit IgG antibody 

conjugated with HRP)에 노출시킨 후 ECL detection ki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단백질은 Lowry방법을 사용하여 정량하 다. 

1-7. Preparation of the cDNA probe and microarray hybridization

 8,096개의 cDNA는 GenomicTree사에서 제공 받았으며, 전체 RNA는 RNA 

순수분리 kit을 이용하여 분리하 다. 준비된 cDNA와 RNA를 혼성화시켜 

세포 간 유전자의 발현양상을 비교하 다. 



1-8. Senescence associated β-galactosidase (SA-β-Gal) activity staining

 준비된 HT-1080세포(2x105 cells/ml)를 수거한 다음 PBS 완충용액으로 세포

를 세척한 다음, 2% formaldehyde-0.25% glutaraldehyde를 첨가하여 세포를 

고정시켰다. 그 이후, PBS 완충용액을 이용하여 세포를 세척한 다음 준비된 

β-Gal staining solution(1mg of 5-bromo-4-chloro-3-indolyl-β-D-galacto-pyra-

noside(X-gal) per ml of 40mM citric acid-phosphate buffer(pH 6.0) contain-

ing 5 mM potassium ferrocyanide, 5 mM potassium ferricyanide, 2 mM 

MgCl2 and 150 mM NaCl)을 첨가하여 37oC에서 밤새 방치하 다. 다음날 

염색된 세포를 PBS 완충용액을 이용하여 세척한 다음 광학현미경을 이용하

여 관찰하 다.

2. SAMDC 

2-1. 세포배양

  인간 전골수성 백혈병 세포주인 HL-60세포를 10% 우태아혈청, 항생제(페

니실린과 스트렙토마이신)가 포함된 RPMI-1640 배지에 분주하여 37
oC, 5% 

이산화탄소 배양기에 배양하 다. 실험을 위해 5X10
4 cells/ml/5ml의 세포를 

T-25 플라스크에 5일간 배양하 으며, 수확된 세포는 PBS 완충용액으로 세척

해 주었다. 세포 생존율은 트립판블루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배양된 세

포(1X10
6 cells/5ml)들은 0.5Gy와 2.0Gy로 감마방사선을 조사하 고, 조사 후 

72시간동안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2-2. SAMDC siRNA 제작과 발현

 SAMDC 발현을 방해하기위해 간섭 RNA의 벡터를 제작하 다. 목표서열은 

5'-GGATCTGGGGATCTTCGCA-3'(nucleotide 81-98, accession number BC00

0171)이며, 제작된 목표서열은 pU6+27vector의 XbaI/EcoRI site에 도입시킨 

다음 Lipofectamine 2000을 이용하여 HL-60 세포에 transfection시켰다. 안정



하게 transfection된 세포는 G418을 처리하여 선별하 다. 

2-3. 폴리아민 농도측정

 putrescine과 spermidine의 농도는 HPLC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배양된 

세포(1X10
6 cells)를 PBS 완충용액을 사용하여 2회 세척한 다음 5% 과염소산

에 부유시켜 얼음 속에 1시간 동안 방치시킨다. 그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

을 새로운 튜브에 옮겨준 후 상등액의 부피에 1/2의 2N NaOH를 첨가해 준 

다음, 4㎕의 염화벤조일용액을 첨가해 잘 섞어주고 난 후 30oC에 40분간 방

치시킨다. 포화된 NaCl을 첨가하여 벤조일화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혼합물

의 2배 부피만큼 diethylether를 첨가해준다. 원심분리를 통해 상층을 새로운 

튜브에 옮긴 후, 질소가스를 이용해 건조시킨다. 폴리아민을 분석하기위해 

포토다이오드 어레이를 갖춘 Waters liquid chromatograph(Waters 2690, 

Waters Co.)를 이용해 측정하 다. 

2-4. 형광을 이용한 세포내 활성산소종수준 측정

 기하학급수적으로 성장한 HL-60세포를 수거하여 PBS 완충용액으로 세척한 

후 1X10
6 cells을 수거하여 chloromethyl-2',7'-dichlorofluorescin diacetate 

(DCFH-DA)를 첨가한 다음 20분간 실온에 방치한 후, 형광현미경과 유동 세

포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2-5. 세포내 glutathione 수준 결정  

 Calbiochem사의 glutathione 측정 kit를 이용하여 세포내 glutathione의 농

도를 측정하 는데, 수거된 세포(1X107 cells)를 단백질 추출 완충용액을 이용

하여 세포내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 kit를 이용하여 세포내 glutathione수준

을 측정하 다. 



2-6. 소핵분석법

 준비된 세포(2x105 cells/ml/5ml)에 0.5Gy(dose rate: 0.05 Gy/min)의 감마

방사선을 조사한 후 배지를 교환해 주고 44시간동안 배양기에서 배양한 다

음 cytochalasin-B(3㎍/ml)를 처리한 후 다시 배양하여 4시간 후에 세포를 수

확한다. 수확한 세포에 저장액(0.075M KCl)을 처리한 후, methanol/glacial 

acetic acid solution [3:1(v/v)]의 고정액을 2회 처리한 다음, 깨끗한 슬라이

드 라스에 떨어뜨려 김자 용액에 염색 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계측한다. 

2-7. 단세포 전기 동법

 슬라이드 라스에 0.6% normal melting agarose를 떨어뜨려 1차층을 형성

하게 한 후, cell resuspensions(1X10
5/10㎕)를 0.5% low melting agarose에 

섞어 1차층 위에 떨어뜨린 후, 그 위에 85㎕의 0.5% low melting agarose를 

떨어뜨려 슬라이드를 준비한다. 준비된 슬라이드를 alkaline lysis buffer를 

4
oC에서 1시간동안 처리한 다음 증류수로 세척해 준 다음 0.78V/cm로 25분

간 전기 동한 다음 neutralization buffer를 이용해 세척해 준다. 슬라이드

를 EtBr로 염색한 다음 형광현미경과 image program을 이용하여 슬라이드

를 분석하 다. 

2-8. Western blot assay

추출한 단백질을 12.5% 아크릴아마이드겔에서 전기 동 후  nitrocellulose 

membrane 위에 단백질을 옮긴 다음 1차, 2차 항체에 노출시킨 후 ECL 

detection ki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9. Propidium iodide analysis for apoptotic cell death 

 배양된 HL-60 cells(2 x 106 cells)를 PBS로 세척한 다음 1ml의 ice-cold 50% 

ethanol(50% distilled water)에 4oC에서 40분간 정치시킨 다음 PBS로 세척해



준 후 800㎕의 PBS에 부유시킨 후, RNase(1mg/ml)와 100㎕ propidium 

iodide (400㎍/ml)를 첨가한 후, 37oC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FACScan flow 

cytometry로 분석하 다.  

2-10. 
55Fe uptake in SAMDC-deficient HL-60 cells 

  ODC 활성을 저해하 을 경우 Fe의 세포내 이동이 감소되며 이것이 H2O2

에 의한 세포독성효과를 저해한다는 것을 이전 실험에서 이미 조사하 다. 

본 실험에서는 ODC 저해에 의하여 증가된 SAMDC가 Fe 세포내 이동에 

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 다. SAMDC-antisense를 transfection시킨 HL-60 세

포에서는 대조군 세포에서보다 Fe의 세포내 이동이 대조군 세포보다 3-4배 

정도 증가하 다(Fig. ). 따라서 H2O2의 독성효과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Fe 

세포내 이동은 SAMDC에서 생성되는 spermine이나 spermidine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11. Quantitative real-time RT-PCR

 정량적 실시간 역전사효소 중합반응은 SYBR Green PCR master mix를 사

용해 Rotor Gene 2000 PCR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중합반응에 사용

된 시료는 40ng cDNA, 1XSYBR Green PCR master mix 그리고 10pM의 프

라이머를 이용하여 전체 부피가 20㎕가 되도록 하 다. 중합반응은 시료를 

95oC 10분간 방치한 다음, 1싸이클을 95oC 30초, 54oC 30초, 72oC 45초로 하

여 35회 반복하 다. 각각의 목표유전자의 발현은 대조군 유전자인  β-actin

을 사용하여 시료 간 목표 유전자의 발현차이를 보정하 다. 

2-12. HDAC assay

각각의 세포의 HDAC 단백질의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세포(1X107 

cells)로부터 핵 부분만을 추출한 후, 정량하여 50㎍의 시료를 준비한 다음 



Upstate사의 HDAC assay kit을 이용하 으며, ELISA(excitation = 350-380n

M and emission = 440-460nM)를 이용해 활성을 측정하 다.

3. GAD 

3-1. GAD antisense construction and transfection

  0.7kb의 인간 GAD 67KD을 다음과 같은 제한효소부위를 갖도록 프라이머

를 제작하여(EcoRI (forward): ATGAATTCATGGCGTCTTCGACC and Hind

III (reverse): GATATAAGCTTCTCATCTTCTTAAGT) RT-PCR기법을 사용해 

클로닝하 다. 안티센스 GAD67KD cDNA를 클로닝한 산물을 발현벡터인 

pcDNA3.1에 삽입하여 발현시켰다. Geneshuttle-40을 이용해 발현벡터를 

HT-29세포내로 트렌스펙션시켜 G418을 이용하여 세포주를 선별하 다. 20종

의 클론이 선별되었으며, 선별된 세포주는 western blot과 효소의 활성을 측

정하여 GAD 67KD 유전자의 발현양상을 확인하 다. 

3-2. Cell culture

  인간 대장암 세포주인 HT-29세포와 GAD 67KD안티센스를 트렌스펙션시

킨 세포를 10% 우태아 혈청과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이 포함된 RPMI-164

0 배지에 분주하여 37
oC 5% CO2 배양기에 배양하 다. 본 연구를 위해, 

HT-29세포는 1X106 cell/5ml로 분주하여 5일간 배양하 다. 세포생존율은 트

립판블루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3-3. GAD activity assay

  48시간동안 배지에서 배양한 세포를 트립신-EDTA를 이용하여 수거 한 다

음 0.9% NaCl로 세척한 다음 동일한 부피에 동일한 세포수를 갖도록 한 다

음 세포를 부유시켰다(5X106 cell/ml). GAD활성은 GAD 반응시약 (1g of 

L-glutamic acid, 50mg bromocresol green as a colorimetric indicator, 90g 

NaCl, and 3mL Triton X-100 per liter)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준비된 세포



들은 실험용 튜브에 옮긴 후, 1ml의 GAD시약을 첨가 한 다음 30초간 섞어

주었다. 그 후, 35oC에 1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pH변화를 측정하 다.    

3-4. Western blot assay

  추출한 단백질을 12.5% 아크릴아마이드겔에서 전기 동 후  nitrocellulose 

membrane 위에 단백질을 옮긴 다음 1차(rabbit anti-GAD IgG), 2차 항체

(anti-rabbit antibody)에 노출시킨 후 ECL detection ki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3-5. Propidium iodide analysis for apoptotic cell death 

  배양된 HT-29 cells(2x10
6 cells)를 PBS로 세척한 다음 1ml의 ice-cold 50% 

ethanol(50% distilled water)에 4oC에서 40분간 정치시킨 다음 PBS로 세척해

준 후 800㎕의 PBS에 부유시킨 후, RNase (1mg/ml)와 100㎕ propidium 

iodide(400㎍/ml)를 첨가해주고, 37℃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FACScan flow 

cytometry로 분석하 다.  

3-6. 세포내 glutathione 수준 결정  

  Calbiochem사의 glutathione 측정 kit를 이용하여 세포내 glutathione의 농

도를 측정하 는데, 수거된 세포(1X10
7 cells)를 단백질 추출완충용액을 이용

하여 세포내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 kit를 이용하여 세포내 glutathione수준

을 측정하 다. 

3-7. Irradiation and H2O2

  배양된 세포를 10Gy(dose rate, 1Gy/min)의 감마방사선으로 조사하 으며, 

H2O2는 1x10
6 cells에 10mM을 24시간 동안 처리하 다. 이렇게 준비된 세포

를 수거하여 PBS로 세척해 준 다음 유동세포분석기를 통하여 분석하 다. 



3-8. Microscopy

  pH감소에 의한 세포의 민감도를 조사하기위해 세포를 pH4 또는 pH7에 6

시간동안 배양한 다음 트립판블루로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4. Genistein 

4-1. Reagent

  제니스테인과 N-아세틸시스테인은 시그마에서 구입하 으며, 제니스테인은 

DMSO, N-아세틸시스테인은 PBS에 각각의 농도에 맞도록 희석하 다. 

4-2. Cell culture and cell growth 

  인간의 전골수성 백혈병 세포인 HL-60세포 (2x105/ml/5ml)와 건강한 남성

의 말초혈액을 각각 10%로 우태아 혈청과 100unit/ml의 페니실린/스트렙토

마이신이 첨가된 RPMI-1640배지에 부유시켜 5% CO2, 37
oC 항온배양기에 배

양하 다. 

  인간의 혈액으로부터 정상 림프구를 분리하 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거한 혈액을 Ficoll-paque를 첨가해 4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림프

구층을 피펫을 이용하여 수거한 다음 혈청이 들어가지 않은 배지로 세척해 

주었다. 이렇게 분리한 림프구는(2x105/ml/5ml)로 10%로 우태아 혈청과 100 

unit/ml의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이 첨가된 RPMI-1640배지에 부유시켜 

5% CO2, 37
oC항온배양기에 배양하 다. 세포성장 및 생존율은 트립판블루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4-3. γ-irradiation

  실험을 위해 제니스테인을 전처리(20uM 12시간 처리)한 세포와 처리하지 

않은 세포(2x105/ml/5ml)에 2Gy와 5Gy의 감마방사선을 각각 조사한 후, 5% 

CO2, 37
oC 항온배양기에 배양하 다.



4-4. Measurement of intercellular ROS level

  HL-60세포(2x105/ml/5ml)를 T25 플라스크에 배양한 다음 20uM의 제니스

테인을 0, 12, 24, 48시간동안 배양하 다. 배양한 세포에 10uM의 DCFH-DA

를 30분간 처리한 다음 PBS로 세척해준 후 세포유동분석기와 형광현미경을 

이용해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수준을 측정하 다.   

4-5. Western blot assay

  추출한 단백질을 12.5% 아크릴아마이드겔에서 전기 동 후 nitrocellulose 

membrane 위에 단백질을 옮긴 다음 1차(thioredoxin, p21, Bax), 2차 항체

(anti- rabbit, anti-mouse antibody)에 노출시킨 후 ECL detection kit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4-6. Morphologic characteristics analysis

  인간의 말초혈액과 HL-60세포에 제니스테인과 감마방사선을 처리한 다음 

48시간동안 배양하 다. 방사선조사 20시간 후 cytochalasin-B를 처리해 주었

다. 수거한 세포는 저장액(0.075M KCl)을 3분간 처리한 다음 Carnoy 고정액

을 사용하여 고정시킨 다음 깨끗한 슬라이드위에 떨어뜨려 공기 중에 말린 

다음 슬라이드를 김자용액에 염색시켜 형광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하 다. 

4-7. Stastistical analysis

  통계분석은 SAS 8.1을 이용해 ANOVA분석을 통하여 유의성을 분석하

다.  

5. ICDH

5-1 Cell culture and transfection

  인간 페암 세포주인 A549세포를 10% 우태아혈청과 100unit/ ml의 페니실



린과 스트렙토마이신이 포함된 RPMI 1640배지에 분주하여 37oC, 5% CO2 

배양기에 배양하 다. A549세포는 pcDNA-ICDH vector와 공벡터를 

Lipofectamine 2000을 이용하여 transfection하 다. 안정하게 transfection된 

세포주는 G418을 이용하여 선별되었다. 

5-2 Propidium iodide analysis for apoptotic cell death 

  배양된 HT-29 cells(2x10
6 cells)를 PBS로 세척한 다음 1ml의 ice-cold 50% 

ethanol (50% distilled water)에 4
oC서 40분간 정치시킨 다음 PBS로 세척해

준 후 800μl의 PBS에 부유시킨 다음  RNase (1 mg/ml) and 100㎕ 

propidium iodide (400㎍/ml)를 첨가한 다음 37℃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FACScan flow cytometry로 분석하 다.  

5-3 형광을 이용한 세포내 활성산소종수준 측정

  기하학급수적으로 성장한 HL-60세포를 수거하여 PBS완충용액으로 세척한 

후 1X10
6 cells을 수거하여 chloromethyl-2',7'-dichlorofluorescin diacetate 

(DCFH-DA) 를 첨가한 다음 20분간 실온에 방치한 다음, 형광현미경과 유동

세포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6. Thiamine

6-1. Bacterial strains, growth rate, and cell survival

  세포는  LB배지를 이용해 37
oC에서 교반기를 이용하여 배양하 다. 밤새 

배양한 세포는 M9 최소배지에서 12시간 배양한 다음 1uM의 paraquat와 다

양한 농도의 thiamine을 처리하여 밤새 성장률과 유전자유도 패턴 등을 관찰

하 다. 

6-2. Specific staining of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and the 

measurement of Mn-SOD activity



  수거한 세포를 PBS로 세척한 다음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포를 파쇄한 다음 

세포부스러기를 제거하 다. 단백질의 농도는 Lowry방법에 의해 정량하 으

며, 정량한 단백질은 Mn-SOD activity staining에 사용하 다. Mn-SOD 

activity staining은 단백질을 7.5% 폴리아크릴 아마이드겔에  전기 동 후 준

비된 혼합시약을 사용하여 염색하 다. 각각의 밴드의 도는 이미지 분석기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6-3. Nitroblue tetrazolium (NBT) reduction experiment

  치아민의 ․O2
-제거 능력을 측정하기위해 NBT 환원능력 억제효과를 측정

하 다. formazan에 의한 NBT의 환원은 550nm 흡광도의 변화를 3분간 측

정하여 알아보았다. 반응 혼합액은 다음과 같다: PBS, 10 mM phosphate, NaCl 

150 mM, pH 7.4); hypoxanthine (2 mM); xanthine oxidase (3 units); and NBT (1.2 mM). 

6-4. 2-Deoxy-D-ribose assay for .OH scavenging activity

  치아민의 ․O2-제거 능력을 측정하기위해 2-deoxy-D-ribose assay를 수행

하 다. 2-Deoxyribose(2mM)과 다양한 농도의 치아민 (0.1, 0.5, 1.0, 2.5, 

5mM)을 처리한 다음 방사선을 조사하 다. 방사선 조사 후 0.5 ml of 1% 

(W/V) thiobarbituric acid in 0.05 M NaOH and 0.5 ml of 2.8% 

trichloroacetic acid를 첨가하 으며, 전체 혼합용액은 100℃에서 15분간 끓인

다음 식혀 1ml 부탄올과 섞어준 다음 532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제 2 절 연구결과 및 고찰

1-1. Thioredoxin overexpression in the HT-1080 fibrosarcoma cells

 Thioredoxin-1은 작은 분자의 산화-환원반응 단백질이며(104개의 아미노산

으로 구성), 세포내 thiol/disulfide 산화-환원반응을 유지시켜 산화적 손상으

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내 단백질이다(21,22). Thioredoxin-1은 직접적으

로 단백질의 이황화물을 감소시키며 산화된 thioredoxin-1은 thioredoxin-1  

reductase(TrxR)에 의해 in vivo에서 환원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thioredoxin-1은 the nuclear factor-κB (23), hypoxia-inducing factor 1-α (24), 

antioxidant responsive element (25), polyoma virus enhancer binding 

protein 2 (26), glucorticoid and estrogen receptors (27), and the embryonic 

stem cell transcription factor oct-4 (28)와 같은 많은 전사인자의 기능을 조

절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redox regulation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

한 세포내 반응유전자의 발현에 대한 전사활성과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의 신호전달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thioredoxin-1은 apo-

ptosis signal-regulating kinase 1 (9)과 protein kinase C α, δ, ε, θ(30)같이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산화효소의 활성을 조절한다. 

  Thioredoxin-1에 대한 다른 중요한 관점은 이들이 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중요한 인자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쥐의 림프종 세포인 WEHI7.2 세포에 인

간의 thioredoxin-1을 transfection시킨 결과 공벡터를 삽입한 세포보다 더 빠

른 증식을 보 으며, 약물에 의해 유도되는 apoptosis도 감소하 다(31). 

Thioredoxin-1의 과발현은 폐, 대장, 자궁, 간, 췌장, 대장 그리고 편평상피세

포의 암에서 보고되었으며, 이는 종양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시키고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온화 방사선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thioredoxin-1 시스템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 

인간 섬유종 세포인 HT-1080세포에 thioredoxin-1을 과발현시켰다. 이전 결

과들과는 반대로 우리는 thioredoxin-1의 과발현유도는 다배체를 형성하며, 



세포의 노화를 부분적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포의 성장도 억제하는 결

과를 얻었다. 또한, 비록 HT-1080세포에서 thioredoxin-1의 과발현이 활성 산

소종을 제가하는 효과를 증가시켰다 할지라도,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사멸은 대조군 세포보다 더욱 많이 증가하 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

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들 세포의 방사선민감도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 토의

하 다.

  pcDNA-Trx-1을 이용하여 HT-1080세포에 트렌스펙션시킨 후, 안전하게 도

입이 이루어진 세포주를 선별하 다. Thioredoxin-1의 과발현은 western blot

과 유동세포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Thioredoxin-1이 안정하게 transfection

된 세포는 대조군세포에 비해 3배 이상 발현이 증가하 다(Fig.1A). 

Thioredoxin-1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보호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

니라, UV, X-ray 조사 또는 CDDP 처리에 의해서 유도되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44, 45). Thioredoxin-1의 과발현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thioredoxin-1이 

과발현된 세포에 H2O2를 처리하 고,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은 세포유동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Fig.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군 세

포에 H2O2처리 시 27%까지 세포사가 유도되었으나, thioredoxin -1이 과발현

된 세포에 있어서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사가 5%이내로 발생하

다. 또 다른 산화적 스트레스원인 paraquat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는

데, 그림 (Fig.1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군 세포에 paraquat 처리 후 96시

간에 60%이상의 세포가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을 보 으나, 

thioredoxin-1이 과발현된 세포는 대조군세포의 절반 정도만이 세포사가 발

생하 다. 감마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의 일부는 활성산소종의 유도

에 의해 유도된다고 알려져 있다(46). 감마방사선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

종과 세포사멸은 Mn-SOD, glutathione peroxidase의 과발현이나 항산화제의 

발현에 의해 제거되거나 보호를 받게 된다(47). 그래서, 우리는 thioredoxin-1

이 과발현된 세포에 감마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세포의 사멸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 다. 그러나, 그림(Fig.1D)에서 볼 수 있듯 H2O2나 



Fig 1   Apoptotic cell death of Trx-1 overexpressed HT-1080 cells after 

the oxidant-treatments or  γ-irradiation. Trx-1 overexpressed HT1080 cells 

and control cells (A) were treated with 100mM H2O2 (B) or 1mM 

paraquat (C) or  γ-irradiated at 20Gy (D) as described (supplementary 

information) and apoptotic cell deaths were measured by propidium 

iodide staining. Non-transfected (WT) Trx-overexpressed (Trx), and 

empty-vector transfected (Mock) cells were indicated. Trx-1, thioredox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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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quat에 대한 결과와 달리 thioredoxin-1이 과발현된 세포에 서 약 2배 

정도 높은 세포사멸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감마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은 thioredoxin-1의 과발현에 의해 활성산소종이 제거되는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일반적으로 감마방사선에 의해 G2기로의 세

포주기의 전이현상(/G1→S→/M)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에의 정

체현상은 세포가 감마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을 방어하는데 중요한 현상으

로 보인다(48). 과도한 기 정체현상이나  check point의 붕괴는 이온화 방사

선에 민감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48). 그러므로, 우리

는 감마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thioredoxin-1 과발현세포의 전이현상과 세

포주기를 분석하 다. 세포의 성장을 분석한 결과 대조군세포에 비해 

thioredoxin-1을 과발현시킨 HT-1080세포가 thioredoxin-1의 과발현에 의해 

더욱 느린 것으로 관찰되었다(Fig.2A). 세포주기의 변화는 기하학적으로 자란 

세포를 유동세포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놀랍게도 분석결과 thiored-

oxin-1이 transfection된 세포의 크기가 대조군세포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2

배 이상의 DNA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DNA 양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중기의 염색체를 Giemsa염색을 하여 관찰한 결과 그림(Fig.2B)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염색체의 수가 한 개의 세포 당 84-92개 정도 다. 또한, 이러

한 다배체 세포들도 G0/G1, S, /M기의 분포를 갖고 있으나 대조군과는 그 

분포양상이 꽤 달랐다. Thioredoxin-1을 transfection시킨 세포에서는 일반적

으로 H2O2와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덜 민감한 G1기가 높았으며, 반면에 S

가 극도로 낮은 분포로 존재하 다(Fig.2B). 이러한 결과는 세포의 증식과 

DNA 복제를 담당하는 S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미 있게 세포의 성장이 감

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마방사선에 의한 기의 전이현상이 thioredoxin-1

을 과발현시킨 다배체세포에 있어서는 의미 있게 무너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Fig.3B), 기의 전이(check point)없이 부분적으로 세포가 곧바로 사

멸하게 되는 것을 관찰하 다(Fig.3A).

다배체, G1기의 정체와 세포성장의 지연과 같은 유전적 불안정성은 전형적인 



Fig 2. The cell growth retardation and polyploidy of Trx-1 overexpressed 

cells. (A) The cell growth of Trx-1 overexpressed cells was measured by 

Trypan Blue exclusion method. (B) The DNA contents of Trx-1 

overexpressed cells were analyzed by flow cytometry and the 

chromosomes were visualized by Giemsa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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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노화현상이다(29).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노화의 표식인 senescence-

β-galactosidase activity (30)와 핵 내 globular actin의 발현양상(31)을 측정하

다. 다배체와 같은 유전적 불안정성은 세포의 노화에 의해 나타나는 전형

적인 현상이며, 정상세포와 다른 세포성장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우

리는 cDNA microarray를 통하여 전체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하 다.

  8,096개의 목표유전자중 6.4%인 517개의 유전가가 발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차이를 보인 유전자들은 대부분 레독스 조절, 세포주기 조절, 노

화, 다배체에 관련된 유전자들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표1에 나열하여 놓았다. 

첫째로 TrxR의 과발현을 보 다. TrxR은 Tthioredoxin-1의 대리자 기능을 수

행하며, thioredoxin-1의 과발현에 의해 TrxR이 과발현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 진다.     

  Glutathione peroxidase 또한 약2배 정도까지 증가하 다. 가장 많이 발현

이 증가한 것은 transgelin으로 대조군의 10배까지 증가하 다. Transgelin은 

세포골격을 교질화 시키는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노화의 

표지자로 알려져 있다(52). Transgelin의 과발현은 또한 그림(Fig.5)에서처럼 

western blotting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Tubulin-2, -5와 같은 다른 세포골

격 단백질은 2-3배 증가하 으며, G단백질 조절자로 세포골격의 액틴을 재 

정렬시키는 Rho와 Ran도 또한 증가하 다. 다른 한편으로는 tubulin, actin- 

2, actin- 의 경우는 2-5배까지 감소하 다. 이러한 세포내 골격을 형성하는 

단백질의 불균형은 세포의 모양과 운동에 있어서 정상세포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배체를 형성해 세포의 노화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Thioredoxin-1이 과발현된 세포에 tubulin을 염색한 결과 

다배체세포 분열의 전형적인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4).  G1기에서 대

조군 세포는 tubulin이 세포질위치에서 염색이 이루어졌으나, thioredoxin-1

이 과발현된 세포는 세포질 뿐 만 아니라 핵 내에서도 염색된 것이 관찰되



Fig. 3. The cell phase transition of  γ-irradiated Trx-1 overexpressed cells. 

(A) The cell cycle progression of  γ-irradiated cells (10Gy) was analyzed 

by flow cytometry. (B) The γ-irradiated control cells showed  phase 

transition, whereas  phase transition of Trx-overexpressed HT-1080 cells 

was abro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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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M기에서 대조군세포의 tubulin염색은 세포의 중심에서 방추사를 형성

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다배체 세포는 2개의 쌍으로 방추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thioredoxin-1이 과발현된 세포가 다가염색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

으로 보여 진다. 

 세포내 노화는 세포독성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분열 자극으로부터 

다양한 상태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원인이 된다. 세포가 노화되었을 때,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조절자가 전형적으로 발현되어진다. 그래서, thioredoxin -1

이 과발현된 세포에서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조절자의 발현양상을 조사하

다. 표1에서와 같이, thioredoxin-1이 과발현된 세포에서 cyclin-dependent 

kinase(CDK)와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s(CDKI)의 발현비를 대조군

세포와 살펴보면, CDK7와 cyclin G1이 0.3-0.4배 감소하 으며, CDK1A 

(p21), cyclin D1, cyclin D3는 2-4배 증가하 다. 

 또한, 이러한 발현의 차이는 western blotting을 통하여 확인하 으며(fig.6), 

CDKIs, p21, p27도 Trx transfection시킨 세포에서 증가하 다. Thioredoxin-1

을 transfection시킨 다배체세포는 의미 있게 G1기가 증가하고, S기가 감소되

는 것을 관찰하 다(Fig.3B). 이는 thioredoxin-1을 transfection시킨 세포가 

CDKIs(p21, p27)의 발현이 증가하기 때문에 G1기에 정체되어 세포성장이 저

해되었음을 의미한다. p21의 활성은 p53에 의해 조절되어지며, p51의 증가는 

p21의 증가를 발생시키게 된다. 반대로, cyclin G1의 발현은 p53의 다른 조절

자로 0.3배가량 감소하 다. 이러한 수치들은 thioredoxin이 과발현된 세포에 

있어서 p53가 3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Fig.6B). p53은 세포의 

노화와 관련된 또 다른 전형적 단백질이다. 세포의 노화에 있어서 p53이 증

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53,54), 이는 p53의 활성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가적으로 노화에 의한 세포의 성장지연을 유지하기위해 p21과 p16

이 증가하 다.

 흥미롭게도, thioredoxin-1이 과발현된 다가염색체 세포는 cyclin D1과 D3가 



Table 1. Relative gene expression ratio of Trx-overexpressed HT1080 cells compared to 
control cells  

Gene name Genbank#** Ratio of 
medians* 

Transgelin  AI668906 11.5593 

Cyclin D1(PRAD1)  AA487486 4.7835 

Ran GTPase activating protein 1 AA485734 4.2329 

cyclin D3 AI340905 3.9293 

Tubulin, β5 N74524 3.8138 

Tubulin, β, polypeptide AW081868 3.3845 

Thioredoxin reductase 1 AA464849 3.2564 

Tubulin, β2 AA888148 2.8761 

Rho/rac guanine nucleotide exchange factor AA464578 2.4021 

Glutathione peroxidase 1 AA485362 2.1223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 1A (p21) AI952615 2.0384 

Actin, α2, smooth muscle AA634006 0.4453 

cyclin G1 AA082943 0.3955 

cyclin-dependent kinase 7  R22625 0.2972 

Tubulin, α Tubulin,alpha 0.2111 

Actin, β Actin,beta 0.1634 

* For ratio of medians, 8 or 0.2 means an 8-fold up-regulation or a 5-fold down-regulation compared to 

control. **Information about gene function can be obtained by using GenBank# in the table at  

  



Fig 4   The detection of the cellular senescence markers in Trx-1 

overexpressed cells. Globular actin staining and senescence β-galactosidase 

activity staining were done for HT-1080 cells and Trx-1 overexpressed 

cells. Actin expression was visualized with FITC-labeled antibody and 

senescence β-galactosidase stained spots were shown as blue spots 

(indicated by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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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xpression of trangelin and tubulin in Trx-1 overexpressed 

cells. (A) Transgelin expression was detected by western blotting. 10㎍ of 

total cell lysates were separated on each lane. (B) Anti-tubulin staining 

was done for G1- and M-phase cells.



증가되었음을 microarray와 western blotting 결과를 통해 관찰하 다(Table 

1, Fig.6). 세포주기가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다른 cyclin들과 

달리 D-cyclins (cyclins D1, D2, and D3)는 세포외부의 환경에 의해 조절되

어진다. 이러한 cyclin들은 세포분열자극에 의해 유도되어지며, 세포분열에 

관련된 물질들이 제거되게 되면 감소하게 된다. Cyclin D1과 D3의 발현증가

는 thioredoxin-1의 과발현된 세포가 Trx-1의 과발현에 의해 세포의 외부에서 

세포분열의 자극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세포의 노화현상은 산화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다(35).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

스는 세포내 활성산소가 증가하거나 항산화 방어체계가 약화되어 증가하게 

된다(56). 몇몇 연구에서 초파리를 이용해 SOD, catalase, human SOD-1을 

형질도입시킨 결과 생존주기가 의미 있게 증가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57). 

Thioredoxin을 과발현시킨 형질전환 쥐도 생존주기 증가함을 보여주었다(58). 

반대로, SOD 발현을 억제시킨 사람의 섬유아세포는 노화가 유도되었다(59). 

이러한 모든 정보는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세포의 노화를 유도한다는 가설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사람의 섬유아세포종양세포인 HT-1080 

세포에 thioredoxin을 과발현시킨 경우 항산화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

여주었으며, 세포노화의 전형적인 현상인 β-galatosidase staining, 핵내 액틴

의 축적, transgelin 과발현, 다배체형성과 같은 유전적 불안정성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세포내 노화현상은 과도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첫째로 

thioredoxin의 과발현이 세포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유전적 불안정성을 일으

키며, 세포의 노화를 발생 시킨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우리의 결과와 같이  

cyclin D1의 과발현에 의해 세포의 노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Saegusa et al. 보고에 따르면 핵 내의 베타카네닌은 p53-p21의 활성을 

유도하고 cyclin D1을 과발현시켜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노화를 일으킨다 



Fig. 6 Western blotting analysis of cell cycle regulatory proteins in Trx-1 

overexpressed cells. (A) The expressions of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s (p21 and p27) and cyclin D (D1 and D3)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B) p53 levels were also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and intracellular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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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40). Coco 등은 또한 MCF-7세포에서 cyclin D1의 과발현이 p53과 

p21을 유도하 다 보고하 다. 그리고, 우리의 결과와 같이 cyclin D1의 과

발현된 세포는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세포의 사멸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전

이현상( check point)의 조절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하 다(61). 섬유아세포

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cyclin D1의 발현은 S기로의 도입의 억제한다(62). 그

러므로, cyclin D1의 증가에 의한  체크포인트의 부재로 인하여 감마방사선

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Blagosklonny는 과도한 세포분열의 억제에 의해 세포의 노화를 유

도한다고 제안하 다. 이는 세포분열물질의 자극과 cyclin-dependent kinase

의 억제에 의해 발생되어 진다고 보고하고 있다(63). 과도한 세포분열의 정체

현상은 항암제를 처리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cyclin D, E, A, B의 수준을 증가시켰다(64). Thioredoxin을 과발현시킨 

HT-1080세포에 나타나는 이러한 세포의 노화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과도한 세포주기의 진행을 억제함으로써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Thiored-

xin을 과발현시킨 HT-1080세포는 세포분열자극에 의해 유도된 cyclin D 계

통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CDK의 억제자로 알려진 p21과 p27의 발현이 증가

하여 G1기의 정체가 유도되었다. 이러한 세포에서 p53의 수준은 또한 거의 3

배까지 증가하 으며, 이러한 발현현상은 세포의 노화현상과 관련이 있다. 

비록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욱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만, 우리는 본 연구에서 thioredoxin의 알려진 기능을 갖고 설명하 다. 우리

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thioredoxin의 과발현이 세포내 항산화수준을 증가시

켰음을 확인하 다. 물론 세포내 활성 산소종은 유해하지만, 저농도로 존재 

할 경우 정상세포에 있어서 세포증식의 세포내 신호로 사용되어진다. 그래

서, 너무 높은 수준의 세포 내 thioredoxin은 세포내 항산화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세포증식의 신호를 방해하여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게 된다. 동시

에 thioredoxin은 이러한 세포에서 성장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몇



몇 세포에 있어서 thioredoxin이 세포성장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하고 있

으며(65,66), 섬유아세포로부터 분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36). 만약 HT-1080

세포에 있어서 thioredoxin이 과발현되어 분비되어지거나, cyclin D1 발현을 

유도하는 성장인자와 같이 행동한다면, 이는 과도한 항산화제의 존재로 세포

의 주기가 정체될 것이며, 이러한 세포는 과도한 세포주기의 정체현상에 빠

지게 될 것이다.

1-2. Thioredoxin antisense in the HT-29 colon carcinoma cells

 폴리아민은 생물체에 존재하는 다가양이온으로 유전자의 발현, 세포의 생장

과 생식과 같은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관여하는 물질이다(32,33). 이러한 폴

리아민은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에 있어서 감마방사선과 같은 DNA 손상인자

에 대한 세포독성 반응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34,35). 

α-Difluoromethylornithine(DFMO)는 putrescine 합성 효소로 ornithine deca-

rboxylase(ODC)에 특이적인 억제제이며, DFMO 처리에 의해 폴리아민의 빠

른 억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36). 그러므로, DFMO가 처리된 세포 또는 폴

리아민 결핍 대장균은 자외선, paraquat, 항암제, 감마방사선에 대한 민감도

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37,38). 최근 폴리아민은 apoptosis 반응뿐만 아니라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수선유전자의 유도와 발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되었다(39-40).

 일반적으로 감마방사선의 조사를 통해 세포들이 연속적으로 G2/M기(G1/G0

→ S → G2/M기 정체)로 전환되어 세포의 사멸과 생존을 결정짓게 된다. 방

사선에 의한 세포의 G2/M기 정체현상은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제안하 다(42). 그러므로, 이러한 세포

주기의 check point에서의 정체는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을 감소시키게 된

다(43). 반대로, 특이적인 유전자의 과발현이나 특이적인 물질을 처리하여 

G2/M기의 정체시간을 감소시키게 되면, 감마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현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utrescine이 정상적인 세포주기의 진행을 

통해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세포의 정상적 사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관찰하 으며, DFMO에 의한 ODC의 억제는 세포내 thioredoxin-1의 수준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고, antisense를 transfection시킨 세포주를 이용하여  

thioredoxin-1이 DFMO 존재 시 감마방사선에 의한 G2/M기 정체현상을 조

절하는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 다.

 DFMO에 의한 ODC의 활성억제로 세포내 putrescine을 결핍시켜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킨다는 것은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폴리아민이 

G2/M기의 check point 등 세포주기 변화를 통하여 방사선조사에 의해 유도

되는 전반적인 세포사멸현상에 관여한다고 가정하 다. 이러한 가정을 증명

하기위해 우리는 HT-29세포에 ODC 억제제인 DFMO를 처리한 다음 감마방

사선(10Gy)을 조사하여 세포주기의 분포,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 세포 

생존율 등의 전반적인 변화를 관찰하 다. 이러한 실험을 통한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HT-29세포에 3mM의 DFMO를 처리한 후 방사선을 조사

한 결과 DFMO를 처리하지 않고 방사선만 조사한 세포와 비교하 을 때 

G2/M기로의 전이가 시간상으로 90-100% 지연되었다(Fig 7). 또한,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세포사멸은 감마방사선만을 처리한 세포에 비해 50-70%까지 감

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8). DFMO를 처리하지 않은 HT-29세포의 

G0/G1기의 세포는 감마방사선 조사 후 6시간 내에 S기로 전이되었다. 반대

로, DFMO를 처리한 HT-29세포는 방사선 조사 후 20시간까지 G0/G1기에 정

체되어 있었으며, 24시간에 이르러서야 S기로의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하

다. 결론적으로는 DFMO를 처리한 다음 감마방사선을 조사한 HT-29 세포들

은 G0/G1, S 그리고 G2/M기로의 진행이 DFMO를 처리하지 않고 감마방사

선만을 조사한 세포에 비해 20-24시간 정도 지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utrescine(1mM)을 감마방사선 조사 전에 외부에서 제공해주게 되면, 세포주

기의 진행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방사선조사에 의한 세포사멸도 증가하게  



Fig. 7 G2/M phase peak time delay in the DFMO-treated cells and in the 

TRX-antisense cells 

Fig. 8. Radiation-induced cell death in the HT-29 control cells and in the 

DFMO-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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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3. The response to γ-irradiation in the thioredoxin antisense-transfected 

cells

  본 연구에서는 thioredoxin의 수준이 대조군 HT-29 세포보다 DFMO를 처

리한 세포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는 thioredoxin의 저발현

이 부분적으로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과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생각하 다. 따라서, 대장암 세포에 thioredoxin의 발현을 억제시키기 

위해 우리는 thioredoxin antisense cDNA 발현벡터를 제작하여 HT-29세포내

로 transfection하 으며, 안정하게 transfection된 세포주를 선발하 다. 

Western blot을 통해 thioredoxin antisense를 transfection시킨 HT-29세포의 

thioredoxin의 발현양상을 살펴본 결과 DFMO가 처리된 세포에서 나타난 결

과와 비슷한 50-60%정도의 발현감소를 관찰하 다(Fig 9). Thioredoxin 

antisense를 transfection시킨 세포에 있어서 감마방사선 조사 후, G2/M기로

의 전이기간이 의미 있게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7).

  Antisense를 transfection시킨 세포와 공벡터를 transfection시킨 대조군 세

포간의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세포사멸 수준은 세포의 저이수이배체

의 변화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감마방사선을 조사하기 전에는 공벡터를 삽

입한 세포와 안티센스를 삽입시킨 세포간의 저이수이배체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감마방사선을 조사한 다음 96시간 이후에는 감마방사선에 의해 유

도된 apoptosis는 대조군 세포에 비하여 thioredoxin antisense를 transfection

시킨 세포가 2.0-2.5배 감소함을 관찰하 다(Fig.10). Cyclin D1은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뿐만 아니라 세포증식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

로, 높은 수준의 cyclin D1의 발현은 S기로의 전이뿐만 아니라 세포주기 진

행의 조절을 통한 방사선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DFMO를 처리한 세포

와 thioredoxin antisense 세포의 단백질 수준을 조사한 결과 두 실험군 모두 



cyclin D1의 발현이 의미 있게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감마방사선

조사 시스템에 있어서 DFMO에 의한 thioredoxin의 저발현은 cyclin D1을  

Fig. 9. Western blot analysis of Trx in the Trx-antisense cells and in the DFMO- 

treated cells 

Fig. 10. Radiation-induced cell death in the HT-29 cells and in the in the 

TRX-antisense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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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발현시켜 G2/M기로의 전이를 연장시켜 세포사멸을 억제하고나 지연시키

게 된다고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 thioredoxin의 과발현은 많은 종류의 세포(HT-29 대장암세포, 

COS-7 원숭이의 세포, A-2780 인간 자궁종양세포, PAEC 거대혈관 상피세포, 

SH-SY-5Y 사람 신경종양세포)에서 수행되어졌다(67,68). 그러나, 이러한 연구

에 있어서 thioredoxin에 의해 유도되는 다배체현상, 노화현상, 세포성장 억

제 현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Thioredoxin의 과발현은 암세포의 진행과 세포

증식을 증가시킨다고 믿어져왔다. Thioredoxin의 과발현이 이렇게 다른 효과

를 보이는 것은 숙주세포의 형태에 의존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 WI-38과 같

은 사람의 섬유아세포와 상피세포들은 세포의 노화현상연구에 많이 사용되

어진다. HT-1080은 또한 형질전환된 섬유세포주의 하나이다. 세포의 노화에 

있어서 세포의 형태의 중요성은 SDS발현억제에 의한 노화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Blander et al.은 인간의 정상 섬유아세포에 SOD-1을 간섭 RNA기법

으로 발현을 억제시켰을 때 노화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HeLa 세포에서 

수행하 을 때는 노화현상보다는 세포사멸형상을 유도하 다고 보고하고 있

다(67). Thioredoxin을 과발현시킨 섬유아세포의 세포주와 다른 형태의 암세

포주에서 세포의 증식과 노화에 관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thioredoxin에 의해 

조절되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간의 thioredoxin이 과발현된 형질전환된 쥐는 여러 가지 산화적 스트레

스에 대해 저항성을 보 다. 게다가 이러한 쥐는 야생형의 쥐보다 더 오래 

생존하 다(68). 외부로부터 도입된 인간의 thioredoxin의 유도는 세포와 조

직의 손상을 완화시켰다. 그러므로, thioredoxin의 유도 또는 유전자적 치료

는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상에 대해 매우 매력 있는 처방으로 제안되

어진다. Thioredoxin의 과발현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훌륭하게 제거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그러나, 몇몇 세포주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세포의 성장 조

절자, 유전자발현의 조절자와 같은 다른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만약, 과발현

된 thioredoxin이 과도하게 세포분열과 성장을 억제하거나 다배체형성과 같



은 유전적 불안정성을 유도하게 된다면, 세포성장의 억제와 방사선에 대한 

민감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한 개체의 건강과 장수에 좋은 

향을 미친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질병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발암

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중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thioredoxin처방은 많은 

주위를 갖고 환자의 치료에 접근해야 하겠다. 

 세포내 폴리아민의 수준은 항암제나 감마방사선 처리에 의한 세포독성반응

에 향을 준다. V79세포에 있어서 DFMO 전처리에 의한 폴리아민 결핍은 

PUVA (8-methxypsoralen and UV, 365nm)에 의한 세포독성을 증가시키게 

된다(6). HeLa세포와 Clone A세포에 있어서도 putrescine, spermidine, 

spermine과 같은 특이적인 폴리아민의 합성 억제제를 처리하여 세포내 폴리

아민 수준을 결핍시킨 결과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 다(35,59). 이러

한 결과들은 세포에 폴리아민이 결핍되어 폴리아민에 의한 DNA의 응집이나 

응축을 유도하는 스펙트럼이 변화하여 세포들이 민감하게 되었다고 가정하

다(60,61). 폴리아민은 염색질을 응축하거나 산소의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금속촉매에 의한 DNA의 활성변화를 막는다(60,61). 또한, 폴리아민은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현상을 유도하거나 막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연구들은 인간백혈병 세포주인 HL-60세포에 있어서 DFMO의 처리가 

철-독립적 리소좀 손상의 조절을 통해 H2O2에 의한 세포사멸을 막는다고 보

고하고 있다. Monti et al.은 2-deoxy-D-ribose에 의해 유도된 세포사멸의 보

호효과는 DFMO에 의해 G0/G1을 막는 것과 관련 있으며, 외부에서 

putrescine과 spermidine을 공급해주었을 때 세포주기가 진행되어지고, 세포

사멸이 증가하게 된다고 제안하 다(62). 이러한 결과를 통해 apoptosis에 의

한 세포사멸과 세포주기 간에는 복잡한 관련성이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DFMO 처리에 의해 세포내 putrescine을 결핍시킨 다음 감마방사선에 노출

될 경우 G0/G1에서 S기와 G2/M기로 세포주기의 진행을 억제하게 되며, 이

는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이 요구되게 된다.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현

상에 관한 이전연구를 살펴보면, 낮은 pH 또는 카페인은 방사선 또는 열 충



격에 의한 세포사멸을 G2/M기의 정체시킴으로 조절하 다(59,63). 

  본 연구에서, 우리는 왜 DFMO의 처리가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을 감소

시키는가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 다. 이전 연구들은 열충격 단백질 

25(HSP 25)가 세포주기를 정체시킴으로써 감마방사선에 대한 세포사멸현상

에 관여하는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제안하 다(64). HSP-25의 과발현

은 세포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cyclin D1, cyclin A 그리고, cdc2의 수준을 

감소시켜 G1 세포주기 정체를 유도하 으며,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을 억제

하 다. 반대로, 몇몇 자료에서 cyclin D1의 과발현은 감마방사선에 의해 유

도되는 G2/M기 전이현상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6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부섬유아세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포에서 cyclin D1의 과발현

은 S기로의 도입을 증가시키는 것을 관찰하 다. 그리므로, cyclin D1은 방사

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을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이다. 이전 

연구에서 또한 포유류의 암세포 성장에 있어서 DFMO의 화학적 방어효과는 

cyclin D1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66). 본 연구에서, 우리는 DFMO에 

의해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세포내 thioredoxin이 방

사선에 의해 유도된 세포사멸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하

다. 환원-환원력이 있는 이황화물이 갖는 thioredoxin은 세포내 신호전달 뿐

만 아니라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67). 이러한 단백질은 호르몬, 화학약품, 감마방사선등과 같은 다양

한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어 진다(68,69). Thioredoxin의 유도는 다양한 스

트레스원에 의한 정상적 세포사멸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thioredoxin antisense를 transfection시킨 클론을 이용해 방사선에 의한 세포

주기의 정체현상과 세포사멸현상을 관찰하 다. DFMO가 처리된 세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세포주기의 정체현상은 공벡터를 

transfection한 세포보다 지연될 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

멸도 억제됨을 관찰하 다. 우리는 또한 thioredoxin antisense 세포가 대조

군 세포보다 세포증식능력이 떨어지며, DFMO를 처리한 세포와 마찬가지로 



세포주기 조절에 중요한 인자인 cyclin D1의 발현을 억제시킴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DFMO를 처리하게 되면, 감마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이 

감소하게 되고, 폴리아민 결핍에 의한 thioredoxin과 cyclin D1의 저발현에 

의해 부분적으로 세포주기가 지연된다고 제안하 다. 결론을 내리면, putres-

cine 또는 ODC는 이온화 방사선 조사 시 thioredoxin의 정상적인 수준을 유

지하여 정상적인 세포사멸에 이르게 하는데 필수적요소라 할 수 있다.



2. S-adenosylmethionine decarboxylase 

 2-1. 개요 

  폴리아민 (putrescine, spermidine, spermine)은 모든 생물체에 존재하는 

다가 양이온으로서 유전자의 발현, 세포의 증식과 성장과 같은 다양한 생리

작용에 관여한다. 진핵세포에 있어서 이러한 폴리아민의 농도는 세포내에서

의 합성과정, 외부로부터 수용과정, 외부로의 분비과정 등을 엄격하게 통제

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있다(70-72). 종양세포에 있어서는 폴리아민

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정상세포보다 높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폴리아민

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종양세포의 증식의 억제하고, DNA 손

상인자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켜 종양세포의 사멸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73,74).

  세포내에서 폴리아민을 합성하는데 관여하는 주요한 두개의 효소체계인, 

Ornithine decarboxylase (ODC) and S-adenosylmethionine decarboxylase 

(SAMDC)이 존재하는데, ODC는 putrescine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로서 

myc, v-src, fos and ras와 같은 다양한 종양유발유전자(oncogene)에 의해 세

포내에서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다(75,76). α-Difluoromethylornithine (DFMO: 

비가역적인 ODC 억제물질)은 폴리아민의 농도를 억제함으로써 항암제의 효

과를 보이는 반면 과산화수소나 감마방사선에 의한 종양세포의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을 억제하거나, 사멸효과를 지연시킨다(77,78). SAMDC는 

spermidine과 spermine합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효소이며, 세포의 성장에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ODC와 같이 SAMDC의 발현은 세포의 변형과 종양

으로의 진행에 관여하는 H-ras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79). 그러므

로, CGP 48664, a 4-amidinoindan-1-one 2'-amidinohydrazone과 같은 다양

한 약물에 의해 SAMDC를 억제함으로써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60,61). Saccharomyces cerevisiae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서, 

SAMDC 유저나에 돌연변이를 유도하면 세포성장이 멈추는 것을 관찰하 으

며,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spermidine이 eIF5A의 변형에 관여하는 



hypusine 생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그러므로 

위의 연구를 통해 spermidine이 진핵세포의 세포의 증식과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세포의 증식과 사멸의 조

절에 있어서 폴리아민의 특이적 기능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거나 제안한 연구

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우리는 폴리아민-결핍 돌연변이 대장균

에 있어서 폴리아민의 부족이 대장균 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대장

균의 비정상적 성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복하 다(82). 또한 폴리아민이 산화

적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을 수선하는 유전자의 유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고도 제안 하 다(63-65). 폴리아민은 SOS 유전자의 유도를 조절하여 과

산화수소나 감마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을 수선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보

여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전골수성 백혈병 세포주인 HL-60 세포에 

SAMDC를 목표로 small RNA interference(siRNA)기법을 사용하여 세포내 

폴리아민 종류의 농도평형을 방해하여 세포내 spermidine과 spermine의 결

핍을 유도하 다. 그 결과, 우리는 세포내 폴리아민의 조절을 통해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생산과 세포방어체계를 조절할 수 있음을 관찰하 다.    

2-2. Construction of SAMDC siRNA expression and cell growth.

  SAMDC가 세포의 성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pU6+27

벡터를 이용하여 SAMDC siRNA 발현벡터를 구축하 다(Fig.11). 구축된 발

현벡터를 인간 전골수성 백혈병 세포주인 HL-60세포내로 transfection시킨 

후 neomycin resistance 특성을 이용하여 transfection된 세포주를 안정하게 

선별하 다. SAMDC가 세포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SAMDC발현을 성공적으로 억제시킨 세포주는 보고되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SAMDC의 발현을 억제시킨 homozygous embryo의 연구

에 있어서도, transfection된 embryo가 정상적인 배발생과정으로 진행되지 않

으면서 생존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siRNA기법을 이용해 SAMDC의 

발현을 정상세포보다 1/4-1/5수준으로 감소되었음을 quantitative RT-PCR을 



통하여 확인하 다(Fig.12). 이러한 세포들은 세포의 증식과 성장에 있어서 

이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와 비교하 을 때 apoptosis를 통한 세포

사가 증가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13). siRNA 기법에 의해 SAMDC발현

이 억제된 세포에 100uM의 spermidine을 첨가해주었을 때, 세포의 증식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것을 관찰하 다(Fig.14). 

SAMDC 발현이 억제된 세포에 있어서 ODC의 발현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세포내 spermine과 spermidine의 합성억제에 

의한 되먹임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세포 성

장 억제에 대한 이유에 대해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ODC의 과발현이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ODC 억제인자인 저

농도의 DFMO(100-150uM)를 SAMDC 발현이 억제된 세포에 첨가해주었을 

때 세포의 증식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15). 이는 

SAMDC의 저발현에 의한 세포의 성장과 증식의 억제는 ODC의 과발현에 

의한 putrescine의 축적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정상 HL-60세포

와 비교해 SAMDC의 발현을 억제시킨 HL-60세포내 putrescine의 과도한 축

적을 정량적으로 확인하 다. 



Fig. 11. Construction of siRNA expression vector

Fig. 12. RT-PCR analysis of SAMDC and ODC, gene expression in HL-60 

cells. Marker (M), Control (C), Empty-vector transfectant (CT), SAMDC- 

distrupting transfectant(T).



Fig. 13. Induction of apoptotic cell death in i-SAMDC HL-60.  Control 

(WT), Empty-vector transfectant (i-ctl), SAMDC-distrupting transfectant 

(i-SAMDC), SAMDC-distrupting transfectant + 500uM spermidine 

(i-SAMDC+SPD).

Fig. 14. Cell growth curve of HL-60 cells for 5days (WT; Control HL-60,  

i-ctl; empty Vector transfectant HL-60, i-SAMDC; SAMDC distrupting 

HL-60, i-SAMDC+SPD; SAMDC distrupting HL-60 + spermidine 500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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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ell growth curve of SAMDC disrupting transfectant HL-60 cell 

treatment with or without desferrioxamine(DFO) 1uM, N-acetylcistein 

(NAC) 100uM and α-difluoromethylornithine(DFMO) 100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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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ntracellular glutathione, iron uptake and oxygen-derived free radical 

level.

  SAMDC의 발현이 억제된 세포는 세포의 성장이 심하게 억제되었음을 관

찰하 는데, 공벡터를 삽인한 HL-60세포나 정상 HL-60세포에 비해 SAMDC

의 발현을 억제시킨 HL-60세포의 성장이 약 80-90%까지 세포성장이 감소하

음을 관찰하 다. 이렇게 심하게 HL-60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세포의 성장과 사멸의 중계자인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농도를 활성산소종의 특이적 탐침자인 DCFH-D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정상세포와 공벡터를 삽입한 세포에 있어서 SAMDC의 발현을 억제시킨 세

포에 비해 DCFH-DA에 의한 형광값이 낮게 측정되었다. 그 다음으로, 세포

내 전체 glutathione농도를 측정하 다. Glutathione은 중요한 항산화물질로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조절자이다. 뿐

만 아니라, 종양세포나 암세포주의 성장과 증식을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이기

도 하다. 세포내 glutathione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공벡터를 삽입한 세포에 

비해 SAMDC의 발현을 억제시킨 세포의 세포내 glutathione 농도를 측정한 

결과 약 4배 정도 낮은 것으로 관찰하 다(Fig.16). 이러한 세포내 glutathio-

ne 수준의 결핍은 세포내 과발생한 활성산소종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다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세포내 glutathione합성체계

에 관여하는 γ-glutamyl cystenyl synthetase (γ-GCS)와 glutathione 

synthetase (GS)의 발현억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glutathione 합성에 관련된 효소들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낮

았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세포 내 활성 산소종 발생의 중계자인 철의 

수준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SAMDC 발현을 억제시킨 세포에 있어서 

3-4배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Fig.17). 철이온 농도는 활성산소종의 발생과의 

관계가 깊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기위하여 철 킬레이트인 

desferiroxamine (5uM)과 항산화제인 N-acetylcysteine을 첨가한 결과 



SAMDC의 발현을 억제시킨 세포에 있어서 세포성장의 결손을 어느 정도 회

복하는 것을 확인하 다(Fig.1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내렸다. 세포내 낮은 수준의 SAMDC는 세포내 glutathione합성에 관련

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서 glutathione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세포

내 철이온의 수용을 증가시켜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과다생성을 유도한다고 

결론 내렸다.    

2-4. Assessment of DNA damage.

  DNA 손상은 활성산소종의 과다생성에 의한 일반적인 세포현상이다. 그래

서, 우리는 SAMDC의 발현억제에 의한 세포의 DNA손상을 평가하기위해 단

세포전기 동법, 소핵분석, acridine orange(AO)/ethidium bromide(EtBr) as-

say를 사용하 다. 단세포 전기 동법에 있어서 꼬리의 모멘트는 일반적으

로 DNA의 단일사슬 손상의 측정에 있어서 민감한 마커로 보고되고 있다. 

공벡터를 삽입한 세포와 정상세포에 있어서 DNA손상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

지만, SAMDC의 발현을 억제시킨 세포에 있어서 정상 HL-60세포에 비해 

DNA 손상이 증가하는 관찰할 수 있었으며(Fig.18), 소핵분석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우리는 또한, 활성 산소종에 의한 DNA의 손상

을 AO/EtBr 염색을 통해 관찰하 는데, 정상세포에 있어서 DNA가 녹색으

로 발현되어 DNA가 손상 받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SAMDC의 발

현을 억제시킨 세포에 있어서 오렌지색으로 발현되어 DNA가 심하게 손상 

받았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19). 이러한 DNA손상은 spermidine의 첨가

에 의하여 손상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5. Histone modification, DNA repair gene and antioxidant defense 

system 

  정상적인 세포조건하에서, 활성 산소종에 의한 DNA의 손상을 극복하기 



위해, DNA의 수선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선 체계는 정상세포의

Fig. 16. A. Cellular ROS levels were using DCFH-DA frorescence. B. 

Fluoresent images by DCFH-DA. C. Intercellular total glutathion levels 

determined by the spectrophotometric measurement in HL-60 cells. (WT; 

Control HL-60,  i-ctl; empty vector transfectant HL-60, i-SAMDC; SAMDC 

distrupting HL-60, i-SAMDC+SPD; SAMDC distrupting HL-60 + 

spermidine 500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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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55Fe uptake in the i-SAMDC HL-60 cells. 

Fig. 18. Mean comet olive tail moment of HL-60 cells (WT; Control 

HL-60, i-ctl; empty vector transfectant HL-60, i-SAMDC; SAMDC 

disrupting HL-60, i-SAMDC+SPD; SAMDC disrupting HL-60 + spermidine 

WT i-clt

i-SAMDC i-SAMDC+SPD

WT i-clt

i-SAMDC i-SAMDC+SPD



500μM).

Fig. 19. AO/EtBr staining of HL-60 cells (WT; Control HL-60, i-ctl; empty 

vector transfectant HL-60, i-SAMDC; SAMDC disrupting HL-60, 

i-SAMDC+SPD; SAMDC disrupting HL-60 + spermidine 50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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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과 성장뿐만 아니라 항산화체계의 유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Apoptosis라 불리는 예정된 세포사멸현상은 DNA의 비가역적인 손상의 축적

으로 발생하게 되는 조절현상이다. 활성 산소종에 의해 유도된 DNA손상을 

극복하기 위해, 세포는 glutathione 합성체계, thioredoxin, catalase 그리고 

DNA 수선과 같은 항산화기능과 관련된 단백질을 발현시킨다. 또한, 이러한 

유전자들의 전사활성은 histone의 변형과 리모델링에 의해 조절된다.그러나, 

SAMDC의 발현이 억제된 세포에 있어서 ATM, MSH-2, PARP, RAD51과 같

은 DNA수선 유전자가 활성산소종의 과다생성에도 불구하고 유도되지 않았

다(Fig.20). 또한, 항산화 효소뿐만 아니라 glutathione합성체계도 유도되지 않

았다(Fig.21,22). Histone acetyltransferase(HAT), histone deacetylase (HDAC)

은 염색질의 구조, 유전자발현, DNA수선, 방사선민감도의 조절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첫째, HAT과 HDAC활성에 있어서 SAMDC 

발현억제 효과를 조사하 다. SAMDC의 발현이 억제된 세포에 있어서, 

HDAC 활성도 의미 있게 감소함을 관찰하 으며 동시에 HAT 수준도 상당

히 증가하 다(Fig.23). Histone의 아세틸화의 변형은 염색질의 구조에 향

을 주며, DNA복제, 전사등과 같은 다양한 neuleosome 합성에 있어서 중요

한 과정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SAMDC 발현이 억제된 세포

에 있어서 histone의 변형패턴을 조사하 는데, 정상세포와 비교하여 

SAMDC 발현이 억제된 세포주에 있어서 histone H3, H4의 acetylation이 급

격하게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히스톤아세틸화반응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세포사멸현상의 증가와 세포성장의 억제가 유도됨을 관찰하 는데, 이는 

폴리아민이 염색질의 변화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면서도 특이적인 방법을 통

해 조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ChIP)을 이용하여 폴리아민이 특정유전자 부위의 

histone의 acetylation 조절에 의해 DNA 수선유전자들의 발현에 향을 주

는지 주지 않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SAMDC의 발현이 억제된 



Fig. 20. RT-PCR analysis of repair gene expression in HL-60 cells. Marker 

(M), Control (C), Empty-vector transfectant (CT), SAMDC-distrupting 

transfectan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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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RT-PCR analysis of gluthatione synthesis-related gene in HL-60 

cells. Marker (M), Control (C), Empty-vector transfectant (CT), SAMDC- 

distrupting transfectant(T).

Fig. 22. Western blot analysis of thioredoxi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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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 있어서 전체적인 histone의 hyperacetylation에도 불구하고 특정부위

의 histone acetylation의 수준이 감소하 다면, 이러한 결과를 통해 SAMDC

의 발현억제가 DNA 수선유전자와 항산화효소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의 

acetylation을 감소시켜 이들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킨다고 결론지을 수 있

으며, 이 때문에 비록 세포방어체계에 의한 충분한 신호가 유도된다 할지라

도 특정유전자의 발현과 DNA 수선을 방해하여 세포의 성장에 이상을 주거

나 세포사멸이 유도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2-6. Sensitivity to γ-irradiation in SAMDC-deficient HL-60 cells.

  세포를 이온화 방사선에 조사했을 때, DNA 손상이 발생하며, 폴리아민은 

이러한 DNA의 손상을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우리는 소핵분석을 통해 SAMDC의 발현이 억제된 세포에 있어서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를 관찰하 다. 뿐만 아니라 낮은 선량의 감마방사선조

사에 있어서, SAMDC의 발현이 억제된 세포는 3-4배가량 소핵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우리는 또한 SAMDC의 발현이 억제된 세포가 이온화 

방사선에 민감하며 세포사멸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관찰하 다. 저이수성이배

체의 수를 이용하여, SAMDC 발현이 억제된 세포와 정상세포에 있어서 방

사선에 의한 세포사멸을 조사하 는데, 감마방사선을 조사하기 전 대조군과 

SAMDC 발현을 억제시킨 세포 간의 저이수성이배체의 값이 의미 있게 차이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SAMDC 결손은 부분적인 세포사멸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2.0Gy의 감마방사선조사 후, 저이수이배체 비교에 있

어서 정상 HL-60과 공백터를 삽입한 HL-60세포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

지만, SAMDC의 발현을 억제시킨 HL-60세포에 있어서 방사선조사 후 48시

간 후에 약 40%이상 세포가 사멸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spermidine의 

첨가는 부분적으로 감마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를 회복시켰으며, 이는 

SAMDC발현이 억제된 세포가 정상세포보다 감마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손



상에 더욱 민감하다고 제안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SAMDC 유전자를 과발현시킨 경우 SAMDC의 발현을 억제시킨 경우와 반

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Fig.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HT-29세포에 과산화수

소와 감마방사선을 조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저이수이배체의 수가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폴리아민은 세포의 증식에 있어서 세포내 성장인자와 같이 필

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어져 왔다. 최근, 이러한 폴리아민이 

apoptosis와 같은 세포사멸을 조절한다고 보고 되었다. 그러므로, 폴리아민은 

세포의 기능, 세포의 성장과 사멸을 조절하는 이중적 조절자의 역할을 수행

한다 할 수 있다. 정상세포에서 폴리아민의 농도는 폴리아민의 대사조절과 

과도한 생산의 억제를 통해 그 농도를 엄격하게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여

전히 폴리아민이 세포의 성장을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체계적 조절이 이루

어지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비록 많은 연구에서 폴리아민이 다양한 효과

와 기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폴리아민의 억제제를 실

험실적 방법을 통해 수행되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iRNA기술을 이용

하여 SAMDC의 발현을 억제시켜 세포의 성장체계에 있어서 폴리아민이 어

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밝혀,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을 해결하려 하 다. 

그리고, 폴리아민이 세포내 철과 glutathione의 수준을 조절하여 세포내 활성

산소종의 수준을 조절하여 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중요한 1차적인 요인임을 

증명하 다. 진핵세포에 있어서, L-arginine과 L-methionine으로부터 6개의 

독립적 효소들의 연속적인 반응에 의해 폴리아민을 합성하게 된다. Putresci-

ne은 ODC에 의해 ornithine의 탈탄소 반응으로부터 합성되며, putrescine은 

탈산소화된 SAMDC와 spermidine 합성효소(spermidine synthetase)에 의해 

spermidine이 합성된다. 그리고, spermine은 spermine synthetase가 참여하

는 aminopropyltransferase 반응에 의해 합성되어진다. SAMDC는 

spermidine과 spermine의 합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효소중의 하나이며, 세



Fig. 23. Histone H3 and H4 hyperacetylation and histone deacetylase 

(HDAC) activity measurement and HAT(p300) in the SAMDC antisense 

HL-60 cells

W T i-C ontro l i-SAM D C

R
el

at
iv

e 
en

zy
m

e 
ac

tiv
ity

0 .0

0 .2

0 .4

0 .6

0 .8

1 .0

1 .2

H D A C

WT
i-ctl
i-SAMDC



Fig. 24. The change of hypodiploid contents produced by γ-radiation 

(2Gy) and H2O2 (WT; Control HL-60, i-ctl; empty vector transfectant 

HL-60, i-SAMDC; SAMDC disrupting HL-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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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The change of hypodiploid contents produced by H2O2 in the 

SAMDC overexpression HT-29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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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성장과 증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쥐의 배

아 성장에 있어서 SAMDC를 암호화하는 Amd(-/-)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

킨 결과 배발생 초기단계인 3.5일과 6.5일에 죽게 되는 것을 관찰 하 다(66). 

Tabor박사와 그의 연구진들은 Schizosaccharomyces에서 SAMDC를 암호화하는 

Δspe2 유전자를 돌연변이 시킨 세포에 있어서 성장이 멈춘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므로, spermidine은 세포의 성장과 세포주기의 진행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67,68). Spermidine은 unusual 아미노

산인 hypusine의 합성의 전구체로 작용하며, eIF5A의 구성요소이다. 비록 이

들을 포유류세포의 생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믿어지나

(89,90), spermidine의 결핍에 의한 세포의 성장억제가 단순히 hypusine의 부

족과 관련이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는 폴리아민의 다른 효과가 이

러한 작용에 관여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있어서 폴리

아민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연속적이고 정확한 기

작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이다. 결론을 말하면, spermidine의 부족에 의한 

세포의 성장억제의 유도는 SAMDC 유전자의 억제에 의해 세포내 다양한 대

사 작용을 변화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hypusine에 의한 

eIF-5A의 변형의 실패는 세포내 활성 산소종을 생산하여 세포내 전체 

glutathione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세포내 철의 수용을 증가시켰다. 세포내 활

성산소종의 농도는 putrescine, spermidine, spermine과 같은 폴리아민의 균

형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이전 연구에 있어서, 우리는 ODC 억제자인 

DFMO를 이용하여 세포내 SAMDC의 농도를 증가시켜 세포내 철의 수용이 

감소시키고 과산화수소에 의한 세포독성효과를 감소시킴을 관찰하 다(71). 

본 연구에서는 SAMDC의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서, 세포내 ODC의 수준과 

putrescine의 수준이 증가함을 관찰하 다. 동시에 세포의 철수용을 증가시켜 

활성산소종의 과도한 생산을 유도하 고, 이를 통해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



나 사포사멸은 유도하 다. Gerner박사와 그의 연구진은 세포내 높은 농도의 

putrescine은 생체내 hypusine합성을 억제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한다고 발표

하 다(91). 우리는 적정량의 DFMO 처리, 철킬레이트인  desferrioxamine(D-

FO) 처리 그리고 NAC 처리를 통해 부분적으로 세포의 성장이 회복되는 것

을 관찰하 다. 이는 SAMDC 발현억제를 통해 hypusine 합성의 억제할 뿐

만 아니라 활성산소종의 과발현을 통해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포내 활성 산소종 생산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로는 

glutathione 합성에 관련된  γ-GCS and GS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유전자들

은 대조군세포보다 SAMDC의 발현이 억제된 세포에 있어서 전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Glutathione은 다양한 생물학적 현상에 관련되며, 세포

의 증식과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을 조절하는 특이적인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키는데 관여한다(92). Glutathione의 정상적 수준을 유지하거

나 세포내 높은 수준의 비(GSH/GSSG>90%)를 갖게 되며, 이황화물의 축적

을 최소화하며, 세포내 주변 환경을 환원시키게 한다. 

   세포들은 연속적으로 세포내 또는 세포외 스트레스 인자들(ROS, NO, 감

마방사선,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된다. 많은 대사 작용(DNA 수선, 

thioredoxin 유도, nuclear factor kappa B와 같은 전사인자 활성, activator 

protein-1, 효소적 또는 비효소적 항산화방어체계, poly(ADP-ribose) 

polymerase 활성등)은 다양한 해로운 인자들로부터 세포를 구하기 위해 노

력한다(93,94). 이러한 기작의 실패는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시키지 못하며, 세

포성장을 억제하고 세포의 사멸을 이끌게 된다. DNA 손상은 DNA 수선체

계와 항산화 방어체계에 의존하며,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러한 특이적

인 수선유전자 또는 항산화 유전자의 활성은 핵 내 염색질의 리모델링과 매

우 관련이 있으며, DNA coil의 히스톤중심에 위치한 리신 잔기의 아세틸화/

탈아세틸화반응을 조절하며, 이는 전사인자의 접근 또는 DNA 수선유전자의 

유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핵의 히스톤 아세틸화는 가역적 반응이며, 

acetyltransferase에 의해 아세틸화 되고, deacetyltransferase에 의해 탈아세틸



화되어 조절되어진다. 히스톤의 과아세틸화는 butylate와 cisplatin과 같은 시

약의 처리에 의해 DNA 골격에 인접한 이온들의 상호작용의 방해를 통해 위

의 두 유전자를 불균형적으로 발현시켜 이루어지게 된다(95,96) 그러므로, 히

스톤단백질(H3와 H4)의 과아세틸화는 전사조절을 유도하거나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SAMDC의 발현을 억제시킨 결과 히스톤 H3와 H4

를 과아세틸화시키게 되고, 세포의 성장과 세포주기조절, 세포의 환원력유지

에 필수적인 유전자뿐만 아니라 특이적인 수선유전자의 유도를 억제한다. 이

러한 이유 때문에 활성 산소종에 의해 유도된 DNA 손상에도 불구하고 수선

기작 또는 항산화기작이 작동되니 않아 세포가 죽거나 세포의 성장이 억제

되게 된다. 이는 폴리아민이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돌연변이 기작에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대장균을 이용한 이전연구에 있어서 우리는 SOS 수선

유전자의 유도가 폴리아민에 향을 받는다고 제안하 다. 이러한 유전적 생

리적 변화는 이온화 방사선에 대해 민감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결과

들을 통해 우리는 종양세포에 있어서 SAMDC의 발현은 세포의 증식에 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포내 glutathione 수준, 활성산소종의 수준, histone의 

acetylation, DNA 수선의 활성을 통해 감마방사선과 같은 스트레스원에 대

한 민감도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SAMDC의 발현

이 암치료에 의한 저항성을 극복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제안한다.          



3. Glutamate decarboxylase

3-1. 개요

  최근 연구에서 짧은 사슬을 갖는 지방산(부틸레이트)과 낮은 pH를 갖는 

장내배설물은 결장의 루멘에 존재하는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식이섬유의 발

효에 의해 생산되어지며, 대장세포의 상태를 조절되고, 이들 세포의 암화를 

막을 수 있다(97-99). 정상적인 대장세포는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뷰틸레이트

를 사용하고(100), 높은 농도의 부틸레이트에 의해 세포내 pH 변화를 기계적

으로 효과 있게 보상한다(101,102). 그러나, 생체 내 실험에서 대장세포의 대

사의 표현형이 부틸레이트와 같은 짧은 사슬을 갖는 지방산과 포도당을 사

용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면 이러한 대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암세포는 

분화하거나 사멸하게 된다(103,104). 그러나, 생체 내 대장 루멘의 환경이 짧

은 지방산의 수준이 증가하고 pH가 낮아지게 되더라도 형질이 전환된 대장

세포는 기대만큼 조절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러한 요인들이 항암제에 대한 

세포저항성을 제공하게 된다(105). 우리는 Glutamate decarboxylase(GAD)가 

대장의 루멘이 산성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발견하

다. GAD체계는 Escherichia coli O157, Listeria monocytogenes는 장내세균으로 산

성 환경에 저항성을 갖기 때문에 미생물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106). GAD체계는 원핵생물에 있어서 GadA, GadB, GadC의 isoform을 갖

으며, 탈탄소 반응을 통하여 세포내 산성화를 조절한다. GAD활성이 약한 E. 

coli 돌연변이는 세포 외부의 산성 pH 뿐만 아니라 낮은 농도의 뷰틸레이트에  민

감하다는 것을 이전연구에서 밝히었다(107).

  척추동물에서 GAD체계는 원핵생물에 존재하는 체계와 유사하다. Gad의 아이

소폼(GAD65KD, GAD67KD)이 존재하며, GABA를 운반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

행한다(108). 그러나, GAD의 기능은 신경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수준에 의

해 조절되어진다. GAD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비신경세포에서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GAD의 발현을 억제시켜 GAD의 기능을 대장

암세포에서 연구하 다. 우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GAD 67KD가 산성 환경



과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의 특성을 갖으며, GAD발현의 억제에 의해 대

장에 민감한 환경(짧은 사슬을 갖는 지방산과 낮은 pH)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손

쉽게 조절할 수 있다.          

3-2. GAD 67KD antisense inhibits the growth of HT-29 colon carcinoma cells

  척추동물에 있어서 GABA에 민감한 효소는 2가지 아이소폼인 GAD65KD와 

GAD67KD로 작용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함께 존재하지만, 이들의 발현은 독립

적으로 조절되어지며, 이들의 발현은 종과 조직의 형태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

해 의존적이다(109). 사람의 대장암세포에 대한 이전연구에 있어서 정상인의 대장

세포와 비교하 을 때 대장암세포에 있어서 GABA수준과 GAD활성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대장암 세포에서 GAD 아이소폼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western blotting을 통해 HT-29

대장암세포에서 GAD 아이소폼의 발현을 검사하 다.  GAD 67KD과 GAD65KD

은 HT-29에서 다르게 발현됨을 알 수 있다. 세포의 성장에 있어서 GAD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HT-29세포에 부틸레이트(1mM, 3mM)을 처리한 결과 세포

의 성장을 억제하는 억제자의 기능과 분화 유도자로의 특성을 보 다. GAD의 발

현은 western blotting을 통해 확인하 다. 높은 농도의 butyrate를 처리하면 

GAD67KD의 수준은 감소하 으나 GAD65KD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는 대장암세포에서 GAD67의 수준이 butyrate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손상 또는 산

성 스트레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 다. 대장암세포에서 

GAD의 생리적인 기능을 평가하기위해 우리는 GAD67KD antisense cDNA 발현

벡터를 HT-29세포에 transfection 하 다. Western blotting과 효소의 활성을 측정

한 결과  GAD67KD의 발현과 활성이 antisense를 transfection시킨 세포에 있어서 

의미 있게 감소하 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GAD65KD는 변하지 않았다. 디카

르복실화가 발생하 을 때 GAD 반응물의 pH는 급격히 증가하 으며, 이는 노란

색에서 푸른색으로의 지시색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GAD67KD의 부족은 그

대로 노란색을 띄게 하 다.



Fig. 26-1. Western blot analysis of GAD67 expression. Growth profiles of 

HT-29 colon carcinoma cell lines. Cells were grown at 37℃ in an RPMI 

medium containing 10% FBS and thereafter stained with trypan blue(or 

crystal violet). 

Fig. 26-2. Cells stained with crystal violet

Fig. 26-3. Cell growth curves of HT-29 cell lines using trypan blue 

exclusion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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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ntracellular glutathione and oxygen-derived free radical level

  GAD 67KD antisense를 transfection시킨 세포는 세포의 성장을 심하게 억제하

다. Fig. 26-3에 따르면, 공벡터를 삽입한 세포보다 antisense를 삽입한 세포가 

세포의 성장이 약 70%까지 감소하 다. HT-29세포의 성장이 GAD 67 antisense

의 삽입에 의해 억제된 이유를 확인하기위해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수준을 측정하

다. 활성 산소종은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로 우리는 DCFH-DA기

법을 사용하여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양을 측정하 다. Fig.27에서 보는바와 같이, 

산소로부터 유래한 활성산소종의 과도한 생산은 GAD antisense를 삽입한 세포에

서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세포내 중요한 항산화물질로 세포내 활성산소

종의 항상성에 향을 주는 glutathione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GAD67KD 

antisense를 transfection시킨 세포가 대조군보다 4배정도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우리는 세포내 GAD67KD의 활성이 세포내 활성산소종과 glutathione의 수

준에 향을 주어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3-4. Sensitization to butyrate and pH reduction

  Butyrate에 의한 세포사는 GAD antisense를 transfection시킨 HT-29세포와 정상 

HT-29 그리고 공벡터를 삽입한 HT-29세포에서 저이수이배체를 측정하여 조사하

다. Butyrate를 처리하기 전에는 모든 세포에 있어서 저이수이배체의 유의성 있

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butyrate 1mM과 3mM을 처리한 후, GAD 67KD이 부

족한 세포주에서는 GAD의 수준이 변하지 않은 대조군 세포보다 저이수이배체가 

2.5-3.0배까지 증가하 다. 우리는 또한 낮은 GAD 67KD활성을 갖는 경우 세포 밖

의 낮은 pH에 의해 세포사가 의미 있게 향 받는다는 것을 관찰하 다(fig.29). 

이러한 결과들은 통해 GAD 67KD이 대장암세포에 있어서 낮은 pH에 대해 저항

성을 갖게 하며, GAD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대장암세포의 운명을 부분적으로

나마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   



Fig. 27. FACS analysis and fluorescent images by DCFH-DA. (A) FACS 

analysis; (B) HT-29; (C) HT-29/E-pcDNA; and (D) HT-29/GAD-AS 

Fig. 28. Intracellular total glutathione levels determined by 

spectrophotometric measurement of chromophoric thione formation 

(maximal absorbance at 400nm) in HT-29 cell lines. Data represent means 

±SD of threeindependent of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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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ensitization to γ-radiation and H2O2

   GAD 67KD의 발현을 저해시킴으로써 세포내 glutathione의 수준을 감소시켜

며, 감마방사선과 과산화수소에 의한 세포사가 약2-3배까지 증가됨을 관찰하 다

(Fig. 30-1,2). 감마방사선의 경우, 민감도에 있어서 glutathione 효과 뿐 만 아니라 

세포분열 이전에 손상된 DNA를 수선하기 위한 G2기로의 세포주기의 진행을 통

해 세포의 보호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GAD가 부족한 세포에 있어서 감마

방사선에 의한 세포주기의 진행변화를 조사하 다. GAD 67KD를 변화시키지 않

은 대조군 세포는 감마방사선조사 시   G0/G1 → S → G2/M → G0/G1으로의 진행

을 유도하 으나, GAD가 부족한 세포에 있어서는 G2/M기로의 전이와 G0/G1기

로의 회복이 지연되었음을 관찰 하 다. 이러한 결과는 세포주기 진행의 지연은 

GAD 부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감마방사선에 의한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

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 대장이 짧은 사슬을 갖는 지방산(butyrate)와 배설물의 pH감소 

등을 포함하는 생물학적인 요인들에 의해 대장의 암화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하

고 있다. 가장 효과가 뛰어난 짧은 사슬을 갖는 butyrate는 암세포의 분화를 유도

하여 암치료에 사용되고 있다(110). 그러나 우리는 낮은 pH 또는 대장내  butyrate

의 존재가 왜 대장의 암화를 막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대장

암 세포에서 생물학적 활동에 의해 억제되지 않는 생리적 요인과 관련된 특이적

인 유전자를 제안하 다. 우리는 butyrate에 의해 GAD 67KD의 수준이 유의성 있

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암화에 있어서 이전 연구들을 다시 살펴보면, 우

리는 몇몇 의학적 자료에서 사람의 종양에 있어서 대장, 위, 유방암과 같은 몇몇 

종류는 GAD가 과발현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11,112). 또한 몇몇 결과는 대장암 

환자의 조직에서 GAD의 활성이 주위보다 2.5-3.0배까지 증가함을 관찰하 다. 이

러한 결과들은 산성 도는 butyrate 저항체계라기보다는 종양세포의 성장을 조절

하는 신호조절자로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암화 과정에 있어서 산성화 

또는 활성산소종에 대한 저항성의 부분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GAD가 포유류의 신경체계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또한 신경이상과 관련이 있다



Fig. 29. Microscopic views of the HT-29 cell lines in the medium of acidic 

pH. Cells were incubated for 6h and thereafter stained with trypan blue 

(A) HT-29 (pH 7.0); (B) HT-29 (pH 4.0); (C) HT-29/E-pcDNA (pH 4.0); 

(D) HT-29/GAD-AS (pH 4.0). 

Fig. 30-1. The change of hypodiploid contents produced by 10Gy γ

-radiation-treatated in the HT-29 cell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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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2. The change of hypodiploid contents produced by H2O2-treatated 

in the HT-29 cell lines. 



Fig. 31. The change of hypodiploid contents produced by butyrate 

-treatated in the HT-29 cell lines. 



 고 잘 알려져 있다(113). 최근 연구는 GAD 65KD가 인간췌장 β세포의 항원이라

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발표하 다(114). 이전에, 우리는 GAD가 대장균에 있어서 

산성에 저항성을 갖게 하며, 이러한 GAD는 폴리아민에 의해 조절되어진다고 보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우리는 대장암세포에서 GAD의 기능이 산성 또는 

butyrate저항성 체계에 있어서 세포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제안하 다. 가장 중요

한 결론은 GAD가 부족한 대장암 세포는 혐기성 박테리아의 발효에 의한  pH 감

소와 butyrate에 민감하다. 만약 GAD의 활성 또는 발현이 억제되어 진다면, 대장

암세포의 성장은 어떠한 항암제의 처리 없이 대장의 루멘 내 butyrate와 낮은 pH

를 통해 억제되게 된다. 다른 중요한 결과는 GAD의 부족은 감마방사선, 과산화수

소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성장도 억제한다 할 수 있다. GAD가 부족한 세

포는 높은 수준의 활성 산소종 과 낮은 glutathione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

서 우리는 GAD 67KD부족에 의해 감마방사선 또는 과산화수소에 의한 민감도의 

증가를 확인하 다. GAD가 부족한 암세포는 과산화수소와 감마방사선에 민감하

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수준의 과산화수소를 발생시키는 항암제 또는 감마방사선

의 조사를 통해 종양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전 연

구 또한 butyrate의 처리에 의해 glutathione의 수준뿐만 아니라 BCLX의 발현을 

감소시켰음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포의 성장억제 또는 세포사멸과 관련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세포사멸을 유도하지 않는 

butyrate의 농도는 세포내 GAD 67KD의 수준을 증가시켜 glutathione을 감소시

키거나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증가에 의해 세포성장의 억제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세포내 redox regulator인 glutathione은 과산화수소

와 같은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항상성을 조졸하는 조절자이며, 세포성장과 세포

의 증식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자이다. 그러므로, glutathione의 

부족은 세포의 증식을 감소시키고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115). 그러므로, 

활성산소종의 엄격한 세포내 조절은 세포성장에 있어서 신호전달과정에 있어서 

특이적인 이차 전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손상을 증가시키고 



비정상적 세포성장 또는 세포사멸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GAD 67KD 

antisense는 세포내 활성 산소종을 증가시켜 활성 산소종을 발생시키는 항암제에 

대해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우리는 암세포에서 GAD

발현이 세포의 증식과 관련이 있으며, 세포내 glutathione 수준과 활성산소종의 

수준을 엄격하게 조절을 통해 butyrate와 같은 스트레스원에 의해 민감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GAD 67KD 발현의 억제는 

암치료에 있어서 암세포의 저항성을 극복하는 중요한 가능성을 갖게 한다고 제안

할 수 있다.



4. Genistein 

 4-1. 개요

  제니스테인은 콩에 존재하는 주요한 이소플라본중에 하나이며, 생물학적 

활성을 갖고 있다(116,117). 이는 많은 역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만 아니

라 생물학적 실험이 이루어져왔다. 또한, 제니스테인은 암의 발생을 막거나 

억제하며, 항산화효과와 angiogenesis를 억제하는 활성을 갖고 있다(98,99). 

제니스테인은 caspase-3의 활성화, NF-κB의 불활성화에 의해 apoptosis를 유

도한다(120,121). 제니스테인은 종양세포의 성장을 tyrosine kinase, topoisom-

erase의 억제, 세포주기에 관련된 mRNA 또는 단백질의 발현억제에 의해 세

포주기를  정체시켜 억제한다(122,123). 

  세포주기의 정체는 일반적으로 check point라고 불리며, 진핵생물에서 나

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124). 이는 세포의 DNA가 손상을 받았을 때 수

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 G0/G1, G2/M기에 일시적으로 세포주

기가 지연되는 현상이다(125).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손상 받은 세포는 DNA의 

수선 후에 다시 세포주기가 진행되게 되지만, 불행하게도 만약 너무 심한 손

상을 받게 된다면, 세포는 apoptosis나 비가역적인 necrosis를 겪게 된다

(126).

  세포내 활성 산소종은 이온화 방사선, 선택적인 화학적 치료제(taxol, 

etoposide), 고온의 열 충격, 항산화 효소의 저해, NADPH와 glutathione과 

같은 세포내 환원제의 부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127-129). 이는 노화나 염

증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생리학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130). 활성 산소종은 

강한 화학적 활성을 갖으며, 지질, 단백질, 핵과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손

상을 주게 되어 세포주기의 정체현상을 발생시키게 된다(131,132). 게다가, 활

성 산소종의 발생은 세포내 glutathione와 미토콘드리아막의 포텐셜 손실을 

가져와 apoptosis를 일으키게 된다(133).

4-2. Effect of genistein on HL-60 cell proliferation  



  Fig. 32는 HL-60세포가 20uM의 제니스테인과 15mM N-아세틸시스테인에 

0, 12, 24, 48시간 노출되었을 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대조군 HL-60세포

는 기하급수적으로 세포가 성장하는 반면에 제니스테인을 처리한 세포는 12

시간 이후부터 세포의 성장이 억제되었다. 그러나, 15mM의 N-아세틸시스테

인을 함께 처리한 세포는 부분적으로 세포의 성장이 회복되었다. 

4-3. Intercellular ROS generation by genistein  

  제니스테인이 세포내 활성 산소종 수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위해 DCFH-DA를 이용한 세포유동분석과 현미경을 통한 관찰을 통해 확

인하 다. 그 결과, 제니스테인을 처리한 다음 12, 24, 48시간이 지난 세포가 

대조군세포에 비해 세포내 활성산소종이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33).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제니스테인이 HL-60세포에 있어서 세포내 활성산소종

의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4-4. Change of intercellular glutathione level

  제니스테인에 노출시킨 다음, 우리는 세포내 glutathione의 수준을 측정하

다(Fig.34). 대조군 HL-60세포와 비교하 을 때, 제니스테인을 처리한 

HL-60세포가 처리 후 12시간에는 glutathione 수준이 대조군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 으나, 12시간 이후에는 glutathione의 수준이 점차 감소하 다. 

4-5. Expression of antioxidant enzyme

  제니스테인이 세포내에서 활성 산소종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

해 우리는 항산화단백질인 thioredoxin의 발현을 살펴보았다. 이 단백질의 발

현차이는 fig.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니스테인을 처리한 세포가 대조군 세

포에 비해 Trx의 발현이 제니스테인 처리 후 12시간에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제니스테인 처리 후 12시간 이후에는 점점 감소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2. Cell growth curve of human promyeloid leukemia HL-60 cells. 

Data were obtained using trypan blue dye exclusion test. Values are 

mean ± S.E.

 Fig. 33. Effect of genistein (20μM) on the intercellular ROS level in HL-60 

cells. DCFH-DA fluorescence were determined by flow cytometry analysis 

(A) and visualized by fluorescence microscope (B) at 12, 24 and 48hr, 

respectively, after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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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Effect of genistein (20μM) on the antioxidant enzyme level and 

expression in HL-60 cells at the indicated time. (A) Intercellular total 

glutathione levels determined by the spectrophotometric measurement. (B) 

Western blotting analysis of antioxidant proteins (Trx) in HL-6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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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G2/M phase arrest and apoptosis by pro-oxydant activity of genistein

  Fig. 35와 표2는 제니스테인 처리에 의해 G2/M기의 정체와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8시간에 제니스테인을 처리

한 저이수이배체는 제니스테인과 N-아세틸시스테인을 함께 처리한 세포보다 

2배정도 증가하 음을 관찰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제니스테인에 

의한 세포사멸현상과 G2/M기의 세포주기 억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7. Expression of G2/M phase arrest and apoptosis related proteins by 

pro-oxydant activity of genistein 

  제니스테인이 HL-60세포에서 G2/M기 정체현상을 유도하는지 확인하기 위

해 우리는 western blotting을 통하여 p21의 발현을 조사하 다. Fig.36에 나

타냈듯이 제니스테인 처리 후 12시간이후에는 p21의 단백질 수준이 증가함

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N-아세틸시스테인을 함께 처리한 경우 발현이 억제

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제니스테인에 의한 세포사멸현상에 있어서 Bcl-2 family 단백

질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apoptosis를 유도하는 단백질인 Bax의 발현

을 살펴본 결과 N-아세틸시스테인을 함께 처리한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 

4-8. Different effect of -irradiation between human promyeloid leukemia HL-60 

cells and normal human lymphocyte

  Fig.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HL-60세포에 있어서 저이수이배체의 분석을 통

해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을 조사하 다. 5Gy의 감마방사선을 처

리한 결과 제니스테인을 처리한 세포가 제니스테인을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저이수이배체가 3.0-9.0까지 증가하 다. 게다가 제니스틴만을 처리한 

세포보다 제니스테인과 감마방사선을 함께 처리한 세포의 경우 저이수이배



Table 2. Cell cycle distribution of HL-60 cells after treating with genistein and 
N-acetylcysteine.

Time after treatment (hr)
Percentage of cells in

G0/G1 S G2/M
Genistein 20µM

0hr 33.2 50.6 16.2

12hr 1.5 27.6 70.9

24hr 36.2 28.5 35.3

48hr 28.4 16.2 55.4

Genistein 20µM+NAC 15mM 
0hr 35.7 48.2 16.1

12hr 46.0 45.8 8.2

24hr 39.8 57.2 3.0

48hr 15.1 80.0 4.9



Fig. 35. Flow cytometry analysis of hypodiploid content and cell cycle 

distribution of HL-60 cells. HL-60 cells were treated with genistein (20μM) 

and N-acetylcysteine (15mM) for the indicat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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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Effect of genistein and N-acetylcysteine on the expressions of 

G2/M phase arrest (p21) and apoptosis (Bax) related proteins. HL-60 cells 

were treated with genistein (20μM) and N-acetylcysteine (15mM) for the 

indicat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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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The change of hypodiploid contents produced by genistein (20μM) 

and γ-irradiation (5Gy) in HL-6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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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2.0-3.0배까지 증가하 다. 흥미로운 것은 정상 림프구에 있어서는 제니

스테인과 감마방사선을 동시에 처리했을 경우 세포사멸의 상승작용보다는 

보호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암세포의 결과와 반대로 정상 림프구에 있어

서 제니스테인은 방사선에 민감한 효과보다는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4-9. Difference of morphologic characteristics between human promyeloid 

leukemia HL-60 cells and normal human lymphocyte

  우리는 제니스테인 처리에 의해 몇몇 HL-60세포에서 seperated-apoptotic 

body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제니스테인과 감마방사선(2Gy)을 함께 처

리한 경우 대부분의 HL-60세포에 있어서 seperated-apoptotic body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상 림프구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sepera-

ted-apoptotic body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38). 

  제니스테인은 암세포의 성장과 angiogenesis를 억제하고, 항산화작용을 일

으키며, 세포의 분화를 유도하고, 세포주기의 진행을 정체시키고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22). 제니스테인과 같이 

활성 산소종 또한 DNA의 손상을 통해 G2/M기의 정체현상과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을 유도한다(134).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에 

주목하 다. 현재까지 제니스테인은 독성물질과 과산화수소에 의해 발생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135). 제니스테인은 topoⅡ를 억

제하여 DNA의 절단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로 인해 apoptosis는 발

생시키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136). 그러므로, 제니스테인에 의한 항산화

효과와 apoptosis의 유도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렇게 불확실한 내용을 좀더 정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제니스테인이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DCFH-D

A를 이용하여 관찰하 다. 그 결과 우리는 제니스테인이 인간의 전골수성 

백혈병세포인 HL-60세포에서 활성산소종의 발생을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할



Fig. 38. The change of hypodiploid contents produced by genistein (20μM) 

and γ-irradiation (5Gy) in normal lymph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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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제니스테인과 함께 N-아세

틸시스테인을 첨가하 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세포의 성장이 부분적으로 회복

되며, G2/M기의 정체현상이 감소하고,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이 감소한

다는 것을 관찰하 다. 제니스테인은 항산화단백질의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37). 본 연구에서 또한 그러한 현상을 발견하 는데, 제니스테

인 처리 초기 단계에는 HL-60세포에 있어서 세포내 glutathione수준과 항산

화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하 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항산화단백질의 

수준이 감소하 다. 이러한 현상은 제니스테인 처리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

를 극복하기위한 반응으로 가정할 수 있다. 

  p21은 cyclin kinase 억제자이며(138), G0/G1, G2/M기의 진행을 막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39). p21에 의한 세포주기의 정체는 활성 산소종을 발생시

키는 물질에 의한 DNA손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120).

  우리의 연구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HL-60세포에 제니스테인의 처리는 

p21의 발현을 증가시켜, 이는 ROS 발생에 의해 DNA 손상이 발생하 기 때

문이다. 이는 HL-60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G2/M기의 세포주기를 억제할 

수 있다.

  Bcl-2 family는 apoptosis를 조절하며 두 가지 형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첫 번째 형태는 Bcl-2와 BclXL이며, 이들은 apoptosis를 억제한다(121). 반면에 

두 번째 형태는 Bax이며, apoptosis를 유도한다(122). 미토콘드리아는 이러한 

Bcl-2 family의 활성을 조절하는 세포소기관이다(123).

  우리는 제니스테인을 HL-60세포에 처리하 을 때 apoptosis를 유도하는 

인자인 Bax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 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제니스테인이 과도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Bax의 활성에 향

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N-아세틸시스테인을 첨가하 을 때 세포의 증식과 세포주기의 진

행이 회복되었을 뿐 만 아니라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도 막을 수 있었다. 

  제니스테인과 방사선조사를 같이 주게 되면, 많은 암세포주에 있어서 방사



선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124). 본 연구에서, 제니스

테인은 HL-60세포에 있어서 감마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에 대해 상승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정상림프구에서는 감마방사선에 의해 보호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Iwona et al. 연구에 따르면, 몇몇 형태의 암세포는 정상세포

와 비교하 을 때 G2기에서 방사선에 대해 과도한 민감도를 보인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DNA 수선능력이 G2기 이후에 부족하기 때문이라

고 보고하고 있다(145). 우리는 또한 G2/M기의 정체이후에 DNA 수선능력이 

떨어져 이러한 선택적 효과가 발생하 을 것이라 예상하 다. 본 연구결과에

서 우리는 제니스테인이 정상적인 인간의 림프구에서는 감마방사선에 대해 

보호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 는데, 이는 HL-60세포에 있어서는 제니스테

인의 처리에 의해 G2/M기의 정체현상을 나타내지만, 정상림프구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 다.

  결론을 내리면, 본 연구는 제니스테인이 HL-60세포에 있어서 항산화제가 

아닌 산화제이며, 이러한 산화제적 특성을 갖는 제니스테인에 의해 HL-60세

포는 세포의 증식이 억제되고, G2/M기에 정체되며, apoptosis를 유도하게 된

다. 또한, 제니스테인과 감마방사선을 함께 처리할 때 HL-60세포에서는 상승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정상 세포에서는 제니스테인이 방사선에 대한 보호효

과를 나타내었다.



5. Isocitrate dehydrogenase

5-1. 개요

  비록 ICDH의 활성이 현재까지 많은 생물에 있어서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

직 이들 단백질에 대한 생리적인 기능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또한 몇몇 ICDH isozyme은 세포내 다른 소기관에 위치하기도 한다. 대부분

의 포유류 조직에서는 두 종류의 효소가 isocitrate로부터 2-oxoglutarate를 생

산하게 된다. 이러한 두 종류의 효소는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NAD-ICDH와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에 모두 존재하는 NADP-ICDH이다

(146). 이들 ICDH들의 비는 조직에 특성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

는 NAD 관련 효소가 TCA cycle을 통한 호흡에 의해 NADH가 생산되어지

는데, 몇몇의 조직에서는 이러한 활성이 없기 때문이다(147). 본 연구는 이러

한 ICDH가 세포에서 과발현 되었을 때 감마방사선이나 활성산소종에 대한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5-2. ICDH activity

  준비된 A549세포에서 세포내 ICDH의 양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세포와 공

벡터를 삽입한 A549세포에 비해 ICDH sense를 trnasfection시킨 세포주의 

ICDH발현이 2배정도 증가함을 관찰하 다(Fig.39).

5-3. Intercellular ROS level

  1mM의 과산화수소를 한 시간 동안 처리한 다음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수준을 살

펴본 결과 과산화수소를 처리하기 전에는 모든 세포에서 활성산소종의 수준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1mM의 과산화수소를 처리한 다음 활성산소종의 수준을 

DCFH-DA를 처리하여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ICDH를 과발현 시킨 세포에

서는 세포내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능력이 대조군이나 공벡터를 삽입한 세포보

다 탁월하여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수준이 낮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0).   



Fig. 39.  ICDH enzyme activity of A549 cells. WT; control A549 cells, 

Empty-V; empty vector transfected A549 cells, ICDH+; ICDH sense 

transfected A549 cells. 

  

Fig. 40. H2O2 removing capacity in the ICDH+ cells

Empty-V

1mM 
H 2O 2

No 
oxidant

ICDH +Con Empty-V

1mM 
H 2O 2

No 
oxidant

ICDH +Con



5-4. Sensitization to  H2O2  and paraquat

  각각의 준비된 세포에 1mM의 과산화수소와 paraquat에 대한 민감도를 알

아보기 위해 저이수이배체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세포보다 ICDH를 과발현시

킨 세포에서 저이수이배체가 2.0배정도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러나 paraquat처리에 있어서는 대조군세포와 ICDH를 과발현시킨 세포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paraquat자체가 산화-환원의 recycling 물질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reducing

equivalent인자인 NADPH가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산화된 paraquat를 

환원시켜 독성효과를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41. Hypodiploid contents in the control A549 cells(WT) and 

ICDH-overexpressed A549 cells(ICDH+) exposed to 1mM H2O2. and 1mM 

paraquat.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본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첫째 폴리아민의 합성유전자인 ornithine 

decarboxylase의 활성을 억제시켰을 경우 감마방사선 혹은 다른 화학적 환경

돌연변이원에 피폭되었을 때에 폴리아민 합성이 차단된 세포와 대조군 세포

에서 반응 민감도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조사하 으며, 둘째 이러한 ornithine 

decarboxylase의 활성억제시 변화되는 세포내 유전자 혹은 단백질군을 조사

하 으며 셋째 이러한 변화되는 유전자 및 단백질들이 방사선과 비방사선 

독성반응에는 어떠한 역할 혹은 반응을 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siRNA 

혹은 pcDNA 등의 expression vector를 사용하여 과발현 혹은 저발현 세포주

등을 구축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과 비방사선 독성에 관련된 

특정 유전자 및 단백질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폴리아민의 합성을 저해는 물질인 

DFMO를 처리하여 감마방사선, H2O2(chemical agent: paraquat)를 처리하여 

세포사 반응 양상을 분석하여 감마방사선 및 비방사선 방어 및 세포사에 1

차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 및 단백질 등을 확인하 다. 따라서 방사선과 비

방사선의 생체 향 차별화 및 방사선생체방어기술개발을 위한 특정 유전자 

및 단백질 규명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 다. 또한 최종적 목표인 감마방사선의 민감도를 증진시키는 

genestein의 세포내 기능을 규명하고 특정세포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세포에

서는 독성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변형세포만 선별적으로 죽이는 물질을 규명

함으로서 방사선 방어에 특징적 유전자 및 물질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

다. 



제 2 절 관련분야 기여도

  방사선은 다른 chemical과 더불어 중요한 암치료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이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규명한 유전자 및 단백질

들은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방사선치료 및 chemotherapy 증진을 위하여 사용

될 수 있는 유전자원으로서, 특허를 통하여 그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 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암치료에 관한 여러 관련기술이 발전할 경우 방사

선 치료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경제적 측면

Thioredoxin(Trx), Ornithine decarboxylase(ODC), S-adenosyl decarboxylase 

(SAMDC), GAD67, Isocitrate dehydrogenase(ICDH)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벡터들을 여러 가지 경구 및 비경구 투약방법으로 암환자에게 투여

하여 암세포의 형질을 전환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방사선 및 비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시 치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세

포내 철의 거동에 향을 미치는 물질인 Tiron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방사선 또는 화학적 요법을 이용한 항암치료시 낮은 

선량을 이용하거나 낮은 농도의 항암제를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을 감소시키

고,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해 선택적으로 공격하여 암치료의 효과를 높임

으로써 제약 및 의학산업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 측면

  방사선방호측면에서 방사선피폭은 선량한도 이상에서는 확실한 종양유발

인자(carcinogen)로 고려되고 있으며 생체에 이로운 생물학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생체방어에 대한 메커니즘의 규명이 국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방

사선에 대한 생체방어 메커니즘 규명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방법 및 결과를 이용해 방사선에 의한 분쟁지역에 

있어서 방사선 향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객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및 객관적 판단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생체 향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기술적 측면



  현재까지 방사선 방호 연구에서 사용된 많은 방법들이 암세포주를 이용하

여 수행함으로써 정상세포에서 미치는 효과와 암세포에서 미치는 효과에 대

한 정량적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상

인의 혈액 및 림프구를 이용하여 방사선 및 비방사선에 의한 피폭에 의해 

어떠한 서로 다른 향이 이루어지는가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방사선 안전

과 국민보건향상이란 연구목적을 수행하는데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연구

가 되었다 할 수 있다.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주된 세포내 향은 직접적(물리적)으로 유전자에 

손상을 주어 breakage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포의 구성성분 중 80%이상을 

차지하는 물분자는 방사선조사시 반응성이 큰 라디칼을 형성하여 유전자에 

손상을 주는 간접적 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방사선에 의해 발생되는 세포

내 활성산소종의 향과 관련된 유전자를 Thioredoxin, Ornithine 

decarboxylase, S-adenosylmethionine decarboxylase, glutamate 

decarboxylase 67, Isocitrate dehydrogenase 로 선정하여 방사선 및 비방사선

에 대한 기능을 연구했을 뿐 만 아니라 방사선에 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DNA 손상에 관련된 DNA 수선유전자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방사선에 의

한 생체 향을 다각적으로 평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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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제

방사선에 의한 peroxiredoxin의 과산화 

(Radiation-induced hyperoxidation of peroxiredox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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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Irradiation specifically induce truncation of Prx II in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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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yperoxidation and truncation of mouse pancreatic Prx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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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runcation occurs at C-term not from hyper-oxidized Prx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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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2D-PAGE analysis of C-term truncated mouse pancreatic P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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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ifth amino acid from C-terminus of pancreatic Prx II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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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term truncated Prx II C5 dose not lose its perox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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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g-Irradiation induced mouse pancreatic Prx II C-term trun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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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에 의한 peroxiredoxin의 과산화

Ⅱ. 연구내용 및 결과

Peroxiredoxin(Prx)은 thioredoxin이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전자 주

개를 이용하여 과산화물을 환원시키는 항산화 효소군에 속하는 단백질이다. 

과산화물을 환원시키는데 있어서 본질적 취약점은 Prx는 쉽게 과산화되어 

항산화적 활성을 잃어버리는데 있다. 지난 연구 결과에 의하면 Prx는 C-말단

의 극성을 띠는 아미노산이 제거된 경우, 이런 산화적 불활성화에 대한 방어 

기작으로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x의 생리적 역할

을 알아보기 위해서 방사선 조사(C57/BL, 4weeks, male, 10Gy)된 생쥐에서 

각각의 Prx 동위효소별로 과산화와 절단을 분석하 다. 이차원적 전기이동에 

의한 Immunoblot 분석 결과에 의하면 Prx I과 III는 과산화 정도에 대한 어

떠한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Prx II의 경우, 방사선 조사 즉시 과

산화된 형태가 전체 Prx II 단백질의 50% 정도까지 증가를 하 으며, 과산화 

형태는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고 점차 감소를 하다가 24시간이 지나면 전

체 Prx II 단백질의 10% 수준까지 감소를 했다. 반면, 절단된 형태는 조직과 

Prx의 동위효소 특이적으로 발생을 하 다. 이자에서의 Prx II는 방사선 조

사 후 6시간이 지나면 최초 나타나기 시작해서 방사선 조사 후 24시간이 지

날 때까지 그 양이 증가했다. 잘려진 형태는 Prx II의 C-말단이 잘렸다는 것

을 확인한 뒤, 잘려진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time of flight mass spectroscopy (MALDI-TOF MS)

를 사용하여 mass finger-printing을 하여 C-말단의 5번째 아미노산까지 절단

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 다. In vitro assay결과 C-말단에서 5번째 아미노

산이 절단된 재조합 Prx II는 1 mM H2O2를 처리하여도 불활성화가 일어나



지 않는 반면, Prx II Wild type의 경우는 100 μM의 H2O2에서도 반 이상이 

불활성화되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잘려진 이자 Prx II는 Prx-SO3 특이적 

항혈청을 가지고 immunoblot 분석을 한 결과 과산화가 되었다는 어떠한 증

거도 찾을 수 없었으며, 이런 점으로 미루어 절단된 Prx II의 in vivo 기능은 

과산화에 의한 불활성화로부터 자유로운 항산화효소라 생각한다. 이런 안정

성과 과산화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고려할 때, C-말단의 절단 과정은 일반

적인 단백질의 분해과정 중의 일부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특이적으로 절

단되는 단백질 분해 과정이라 생각한다. 이 모든 결과들을 볼 때,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Prx II의 C-말단 절단 현상은 항산화기능을 촉진시켜주는 새로

운 메커니즘이라고 제안한다.



Summary

Ⅰ. Project Title

   Radiation-induced hyperoxidation of peroxiredoxins

Ⅱ. Contents and Results

    Peroxiredoxin (Prx) is a family of peroxidases, which uses either 

thioredoxin or unknown electron donor for the reduction of peroxides. By 

its intrinsic vulnerability to peroxides, Prx easily hyperoxidize and lose its 

peroxidase activity. Loss of positive charged amino acid residues of 

C-terminus by truncation renders the protection against oxidative 

inactivation of peroxidase activity. To investigate the in vivo role of Prx 

against ionizing radiation, hyperoxidation and truncation of Prx isotypes 

were analyzed from the tissues of irradiated mouse (C57/BL, 4weeks, 

male, 10Gy). Prx isotypes I and III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tent of hyperoxidation by analyzing 2D-PAGE followed 

by immunoblot. In the case of Prx II, hyper-oxidized spots were 

prominent just after the irradiation (50% of total Prx II) and gradually 

decreased to a 10% until 24 h after the irradiation. However, truncated 

spot showed isotype and tissue type specific manner. Prx II in pancreas 

appeared at truncated spot 6 h after the irradiation and later on until 24 

h with gradual increment of spot intensity. Site of truncation was 

determined to the fifth amino acid residue from C-terminus via peptide 

mass finger-printing using MALDI-TOF MS. Recombinant Prx II without 5 

amino acids from C-terminus did not inactivated significantly up to 1 

mM H2O2, while full length Prx II lost more than a half of its peroxidase 

activity at 100 μM H2O2. Truncated Prx II induced by irradiation in 

pancreas did not show any sign of hyperoxidation when analyzed with 



2D immunoblot using Prx-SO3 specific antibody, suggesting truncated Prx 

functioning as an inactivation free peroxidase in vivo. Considering its 

stability and its hyperoxidation-free status, C-terminal truncation process 

we observed is not a part of general degradation process but a 

site-specific proteolysis, which induced on purpose. 

    Based on these observations, we suggest C-terminal truncation of Prx 

II as a novel peroxidase activity enhancing mechanism induced by 

ionizing radiation.



제 1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산화스트레스는 단백질, 핵산, 지방 등의 세포 내 구성물질을 변성, 절단

을 야기하며(1,2), 신경계 질환이나 apoptosis, necrosis 등 여러 병리학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다(3). 세포 내 피해인자로서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이러한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활성 산소종은 일반적으로 정상 세포의 대사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잘 알려진 대로 호기성 생물의 호흡과정, 전자전달과정, xantine 

oxidase, cyclooxygenase 등의 몇몇 효소계와 UV 및 방사선 조사 등을 통해 

여러 종류의 활성 산소종들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활성 산소종은 세포

내 항산화 효소들(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peroxidase, 

peroxiredoxin)에 의해서 무독화된다. 하지만 생체 내 불리한 조건이나 높은 

농도의 산화 조건으로 바뀌면 이러한 효소들의 능력이 활성 산소종을 비롯

한 산화조건에 충분한 방어를 못하게 되며, 이런 약점들에 의해서 결국세포

는 죽음으로 유도된다. 하지만 낮은 농도의 활성 산소종은 2차 신호 전달물

질로 작용한다는 가설이 있으며(4), 이러한 긍정적인 견해는 활성 산소종의 

세포 내 확산 능력이나 전이 금속과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충

분히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5).

 Peroxiredoxin(Prx)은 thioredoxin(Trx)같은 thiol이 포함된 단백질에 의해 환원

력을 제공받아 hydroperoxide와 alkylhydroperoxide를 물과 알코올로 분해하는 

항산화 효소군에 속하며, 박테리아에서 식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생물

학적 분류군에 존재한다(6-8). 또한 항산화 기능 외에도 세포의 증식과 분화, 

natural killer cell enhancing, radical-sensitive protein 의 방어, 세포내 신호 전달, 

apoptosis 억제 등의 다른 많은 기능들이 알려져 있다(7-9). 

Prx는 세포 내에서 높은 수준으로 생산되며, 대장균의 경우 생산되는 단백질 

양으로 보면 10번째로 많은 단백질이다(13). 특히, 포유동물의 적혈구에서는 



3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14), 대부분의 다른 동물 세포에서는 전

체 용액성 단백질중에 0.8~1.0% 정도 차지하고 있다(15). Prx는 세포질에 많이 

존재를 하지만 세포질 외에도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퍼옥시좀 등 에서도 발견되

며 Prx의 아미노산 서열상의 특징은 활성부위에 잘 보존된 시스테인이 있다는 것

이다. 포유동물의 경우, 6가지의 다른 동위효소가 분포한다(Prx I ~ Prx VI)(8).  6

가지의 동위 효소들은 크게 효소 촉매 작용 시 참여하는 시스테인 잔기 수에 따라 

1-Cys Prx (Prx  VI)와 2-Cys Prx (Prx I ~ V)로 분류되며(16), 2-Cys Prx는 다시 정

형적(typical)인 Prx와 부정형적(atypical)인 Prx로 분류된다. 정형적인 Prx는 Prx 

단백질들의 대부분을 이루며, 잘 보존된 두 개의 활성 시스테인 잔기를 가지고 있

다. 이들은 peroxidatic cysteine (Cys50)과 resolving cysteine(Cys170) 이며, 이런 

두개의 활성 부위를 포함하여 동형이량체(homodimer)를 이룬다. 6개의 동위효소 

중 Prx I ~ IV가 여기에 속한다. 부정형적 Prx (Prx V)는 비록 정형적인 Prx와 아미

노산 서열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작용 메커니즘이나 기능적으로는 같으며, 동형이

량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17). 

 Prx의 작용메커니즘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으며, 기질로는 

hydrogen peroxide, peroxynitrite, organic hydroperoxides(ROOH)등이 알려

져 있으며 세포 내에서 이런 유독한 물질들을 감소시키고 무독화 시킨다

(18,19).

ROOH + 2e- → ROH + H2O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전체적인 포유동물 2-Cys Prx의 작용메커니

즘은 Fig. 2와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과산화물을 환원하는 catalytic cycle은 

Trx에 의한(혹은 미지의 전자 주개에 의한) 환원과 sulphiredoxin(Srx)에 의

한 cysteine sulphinic acid의 retroreduction(20)에 의하며, 항산화적 활성을 

유지한다.

 이처럼 Prx는 catalytic cycle을 통한 가역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산화



스트레스 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런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 있

어서 Prx의 본질적인 취약점은 스스로가 쉽게 과산화(cysteine sulfonic acid) 

되어 고유의 항산화효소 활성을 잃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지난 in vitro 에

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Prx가 C-말단의 양전자를 띄는 아미노산 잔기를 

잃으면 이러한 산화적 불활성화에 의한 항산화 효소 활성을 잃는 것으로부

터 보호가 된다(21)고 알려져 Prx가 항산화 활성을 유지하는데 C-말단의 역

할이 부각되고 있다. 

 빛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자와 충돌하면 분자의 

이온 구성의 변화가 생긴다(ionization). 비록 가시광선이나 UV는 대부분 생

체분자를 이온화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g-선, X-선, 높

은 에너지의 전자(β-particles), 중성자, α-선등은 이런 이온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것들을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이라 부른다. 이온화 방사선은 생체 

시스템을 통해 이동을 하며, 이러한 자극은 흥분된 분자나 이온, 전자들을 

만들어낸다. 생체 내 조건 에서의 높은 에너지를 지닌 g-선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유발한다.

                     H2O → eaq- + H․ + ․OH + H3O
+

 또한 호기적 조건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eaq- 와 H+는 

superoxide(O2
-․)을 만들어 낸다.

                       H․ + O2 → HO2․ → H
+ + O2

-․

                       eaq- + O2 → O2
-․

 

이런 반응들(22)에 의해 호기적 생물은 방사선이라는 고에너지에 의한 1차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들이 생리조건(호기적 조건, 물)에서 의해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이로 인한 2차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본 연구는 포유동물을 모델로 방사선 조사 시 생기는 각 조직별 Prx의 과

산화와 변형들을 살펴보았고, 생체 내에서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Prx의 반응

을 통해 Prx의 작용메커니즘과 생리적인 역할을 설명해보고자 하 다.

g 



제 2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1. 방사선 조사 및 조직 준비

1-1. 방사선 조사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x의 변형 및 조절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해 생쥐 

(C57/BL) 4 주령, 수컷을 사용하 다. 이온화 방사선은 gamma irradiator 

type  IR-79 (Cobalt-60 source)을 사용하 으며, 방사선량은 1 Gy/min으로 

10분간 생쥐 몸 전체에 조사하여 전체 선량이 10 Gy가 되게 하 다. 방사선 

조사는 한국 원자력 연구소 김인규 박사님 실험실에 의뢰하 다.

1-2. 조직 준비 및 분쇄

 방사선 조사 후 각 장기에서 Prx의 과산화와 변형을 보기 위해 시간별로 

조직을 분쇄하 으며, 조직 준비 시 동물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

다. 각 조직은 생쥐에서 떼어낸 즉시 동결하 으며, 바로 분쇄하여 실험하

다.

 방사선 조사 후 조직 내 단백질을 얻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분쇄하 다. 

조직은 1 mM EDTA와 0.5 mM PMSF를 포함하는 50 mM Tris-HCl (pH 

7.0) 완충용액에서 homogenizer(Ultra-Turrax T25, IKA-Labortechnik)를 사용

하여 분쇄하 으며 분쇄한 후, 15,000×g로 30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

을 취하 다. 얻어진 상등액은 BCA방법(BCA kit, Sigma USA)으로 정량하여 

조직 추출물로 사용하 다. 

 사용 후, 남은 조직 추출물들은 단백질의 변성을 막기 위해 10% TCA 

(trichloroacetic acid)로 침전 하 다. 침전된 단백질은 100% acetone으로 

TCA를 2번 세척한 후, 건조하여 -20℃에 보관하 다.

 2. SDS-PAGE 와 2D-PAGE

2-1. SDS-PAGE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얻어낸 조직 단백질들을 SDS를 포함하는 12% polyacrylamide gel로 분석하

다. 단백질 시료에 2× 전기이동용 시료 완충 용액 (10 mM Tris-HCl pH 

6.8, 4% SDS, 20% glycerol, 10% 2-mercaptoethanol, 0.2% bromophenol 

blue)을 가하고, 95℃에서 5분간 가열한 후, SDS를 포함하고 있는 12%의 

acrylamide separating gel과 5% acrylamide sttacking gel로 구성된 두께 1.5 

mm의 gel에

시료를 가하여 초기 전압 100V에서 정전류로 전기이동 하 다.

2-2. 2D-PAGE (2 dimensional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First dimensional IEF (isoelectric focusing)

 Lysis solution[9 M urea, 4% (w/v) CHAPS, 40 mM Tris]을 넣고 녹인 용

액의 단백질 양 100 μg에 해당하는 부피에 1 M DTT 2.5 μl (최종농도 20 

mM), 나머지를 평형화 용액 [8 M urea, 0.5% (w/v) CHAPS, 0.2% (w/v) 

DTT, 0.5% (v/v) IPG Buffer or Pharmalytes, 0.002% bromophenol blue]을 

넣어 전체 부피가 125 μl가 되도록 하여 초기 50V에서 12시간, 500V에서 30

분, 1000V에서 3시간 동안 등전점에 따라 분리하 다. 

 등전점에 따라 분리된 strip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SDS-평형화 완충용액 [2% 

SDS, 50 mM Tris-HCl pH 8.8, 6 M urea, 30% (v/v) glycerol, 0.002% 

bromophenol blue] 3 ml에 DTT (최종농도 10 mg/ml)를 넣고 15분간 단백

질들의 이황화결합을 환원시키고, 평형화하고 새 튜브로 옮겨서 SDS-평형화 

완충용액 3 ml에 iodoacetamide(IAA)가 최종농도 25 mg/ml이 되도록 하여 

15분간 알킬화하 다.

Second dimensional electrophoresis

 모든 평형화 반응이 끝난 strip은 위의 2-1의 방법으로 acrylamide gel을 만

들어 그 위에 얹고 분자량에 따라 분리 하 다.



2-3. EZ staining

 발색 시약은 전남대 약학대학 분석실에서 얻어서 사용하 다. 전기이동 후, 

gel을 고정 용액(40% ethanol, 10% acetic acid)으로 30분간 고정하고 고정 

용액을 제거한 gel에 발색시약 A(EZ staining kit)를 10 ml 가한 후, B(EZ 

staining kit)를 100 μl를 넣어 30분간 발색하 다.

3. Immunoblot analysis

 전기이동 후, gel을 electrophoretic transfer 완충용액 (25mM Tris, 192mM 

glycine, 20% methanol, pH 7.4)에 5분 정도 담궈 두었다. Gel과 같은 크기

의 Whatman 3M paper와 니트로셀루로오스 여지도 동일한 완충용액에 5분 

정도 유지하 다. gel을 니트로셀루로오스에 착한 후, transfer kit에 장착하

여 동일한 완충용액을 채워 gel 상의 단백질을 100V에서 50분 동안 니트로

셀루로오스 여지에 전기이동 하 다. 니트로셀루로오스 여지를 5%의 말 혈

청을 포함하는 TBST 완충용액 (25 mM Tris, 150 mM NaCl, 0.1% tween-20, 

pH 7.4)으로 10분 동안 blocking하고, 5% 말 혈청을 포함하는 동일한 완충용

액에 1 : 1000으로 희석한 1차 항혈청 용액을 넣어 4℃에서 밤새 반응 하

다. 반응이 끝난 니트로셀루로오스 여지는 TBST 완충용액으로 10분씩 3번 

반복하여 세척하고, 5% 말 혈청이 포함된 TBST 완충용액에 alkaline 

phosphatase가 결합되어 있는 토끼 항체에 대한 goat 항체 (0.5 mg/ml in 

50% glycerol, KPL)를 1 : 1000으로 희석하여 1시간 실온에서 반응 하 다. 

반응 후, 1차 항체를 붙 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TBST 완충용액을 이용하

여 3번 세척하 다. 발색을 하기 위해 alkaline phosphatase 완충용액 (AP 

Buffer; 100 mM NaCl, 100 mM Tris-HCl, 5 mM MgCl2 pH 9.5)으로 5분 

동안 평형화 시켰다. 평형화된 니트로셀루로오스 여지는 AP 완충용액 10ml

에 NBT (50 mg/ml in 70% dimethyl formamide) 66 μl와 BCIP (50 mg/ml 

in 100% dimethyl formamide) 33 μl를 넣어 잘 섞은 후, 발색하 다.

4. In-gel trypsinization



4-1. 세척

  2차 전기이동 후, EZ 염색용액으로 가시화 한 gel에서 동정 및 peptide 

finger- printing할 단백질 spot을 잘라 내어 100% methanol과 3차 증류수로 

미리 씻어둔 microfuge tube에 넣고 염색된 단백질들에서 염색 시약이 빠질 

때까지 45% methanol, 10% acetic acid를 첨가하여 탈염하 다. 탈염한 gel

은 3차 증류수와 50% acetonitrile(ACN)로 15분간 씻고, 이를 제거한 후, 

100% ACN 40 μl를 넣고 gel이 하얗게 될 때까지 반응하 다. 이후, 100 

mM ammonium bicarbonate 40 μl를 첨가하고 5분간 반응한 후 동량의 

100% ACN을 넣고 15분간 반응 하 다. 위의 모든 세척 과정이 끝난 후, 

Speed Vac으로 건조하 다.

4-2. 알킬화 반응

 단백질의 이황화 결합을 환원하기 위해 40 μl의 10 mM DTT를 포함한 100 

mM ammonium bicarbonate 완충용액을 세척이 끝난 gel에 넣고 56℃ 

water bath에서 45분간 반응하 다. 반응 후, 2분 동안 식히고, 알킬화 반응

을 위해 암 조건을 유지하면서 신속히 40 μl의 55 mM iodoacetamide(IAA)

를 포함한 100 mM ammonium bicarbonate 완충용액을 첨가하여 30분간 반

응하 다. 반응 후 gel에 100 mM ammonium bicarbonate 40 μl를 가하여 5

분간 반응 후 동량의 100% ACN을 넣어 15분간 반응하 다. 과도한 양의 남

아있는 시약들을 제거한 후, 반응용액은 Speed Vac을 이용하여 건조하 다.

 

4-3. 트립신 처리

 900 ng의 트립신이 포함된 트립신 반응 용액(5 mM CaCl2, 50 mM 

ammonium bicarbonate)을 gel에 가하고 37℃에서 12시간 반응하 다. 효소 

반응 후, 분해된  펩타이드들을 용출하기 위해 20 μl의 25 mM ammonium 

bicarbonate 완충용액을 첨가하여 15분간 반응하고, 동량의 ACN을 첨가하여 

15분간 더 반응하 다. 



 상층액을 따로 모아둔 tube에 효소 반응이 끝난 상층액을 섞어두고 다시 

20 μl의 5% formic acid와 동량의 100% ACN으로 각각 15분간 2회 반응 후 

상층액을 모았다. 모아진 용액은 최종농도 1 mM 의 DTT를 첨가한 후 

Speed Vac을 이용하여 건조하 다.

5. MALDI-TOF 질량 분광법에 의한 분석

 Keratin 등의 단백질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주의하 으며,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실험하 다. 염분 및 계면활성제와 같은 오염 물질을 제거

하기 위해 ZipTip C18(Millipore, USA)을 사용하 다. 50% ACN으로 ZipTip

을 미리 적혀주고, 0.1% TFA로 적셔 주어 시료와 같이 평형화하 다.

 건조된 펩타이드들을 0.1% TFA 15 μl를 넣어 녹이고 평형화한 ZipTip에 결

합하 다. 펩타이드들이 결합된 ZipTip을 0.1% TFA로 염분과 계면활성제를 

씻어주고 오염 물질이 제거된 펩타이드들은 50% ACN으로 용출하 다. 

각 시료들은 기질로 α-cyano-4-hydroxycinnamic acid를 사용하 으며, 표본 

물질이 들어있는 기질과 1 : 1로 섞어 plate에 얹고 건조 후, 질량 분석을 하

다. 

 질량 분석 결과 얻어진 peak들은 monoisotopic mass로 internal calibration

을 하여 standard peak들을 제외한 시료의 signal intensity가 높은 peak들을 

선택하 으며, MS-Fit program(http://prospector.ucsf.edu/ucsfhtml 

4.0/msfit.htm)에서  이미 구축된 database(SwissProt database)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6. 재조합 사람 Prx II C5 정제 및 재조합 사람 Prx II Wild type 준비

6-1. 단백질 발현 및 세포 배양

 이미 가지고 있는 대장균 발현 벡터(pET 17b)에 들어있는 Prx II C5를 사용

하여 Escherichia coli (E.coli) BL21(DE3)을 형질 변환 후, 엠피실린을 가한 LB 

배지에 접종하여 A600이 0.6~0.8 사이가 될 때 0.4 mM IPTG를 넣고 7시간 



동안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 다.

6-2. Crude extract 준비

 사람 Prx II C5를 형질 도입한 대장균 균체 3 g을 1 mM EDTA와 0.5 mM 

PMSF를 포함하는 50 mM Tris-HCl(pH 7.0) 완충용액에 담아 초음파 분쇄기

를 이용하여, 1분씩 10 번을 반복하여 분쇄한 후, 4℃에서 15,000×g로 30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 다.

6-3. Streptomycin sulfate에 의한 핵산 제거

 위의 상등액에 10% streptomycin sulfate 용액을 최종농도 1%가 되도록 천

천히 저어주면서 첨가하 으며 4℃에서 30분 동안 평형에 이르도록 반응시

켜준 후, 4℃에서 15,000×g로 3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 다.

6-4. 황산 암모늄에 의한 단백질 침전

 핵산이 제거된 상등액에 황산 암모늄을 최종농도 80%가 되도록 천천히 저

어주면서 첨가하고 4℃에서 1시간 동안 평형에 이르도록 반응하 다. 반응이 

끝난 용액은 4℃에서 15,000×g로 3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단백질 침전물을 

얻었다.

6-5. Phenyl 소수성 상호작용 크로마토그라피

80% 황산 암모늄 침전된 단백질에 3 M (NH4)2SO4 용액을 최종농도 1 M이 

되게 하여 4℃에서 15,000×g로 30분 동안 원심분리 하 으며, 상등액을 취하

여  1 M (NH4)2SO4를 포함하는 20 mM Hepes-NaOH (pH 7.0) 완충용액으

로 미리 평형화시켜둔 Toyopearl phenyl-650S column(Tosoh Bioscience, 

Tokyo, Japan ; 3×5cm)에 주입하 다. 2.5 ml/min의 유속으로 100분 동안 1 

M에서 0 M까지의 (NH4)2SO4 직선의 농도구배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용출하

으며, 각 분획은 5 ml씩 받아내었다. 각 분획은 12% SDS-PAGE gel에서 



전기이동을 한 후, EZ 염색용액으로 염색하여 단백질의 순도를 확인하 다.

6-6. Bioscale Q2 column을 이용한 HPLC 음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라피

 전 단계의 시료를 관에 사용할 완충용액(20 mM Tris pH 7.0)으로 투석한 

후, 동일한 완충용액으로 평형화된 Bioscale Q2 column(10×100 mm, 

Bio-Rad)에 가하고, NaCl을 사용하여 0 M에서 0.5 M까지의 직선의 농도구

배로 60분, 0.5 M에서 1 M까지로 10분간 직선 구배를 주어 단백질을 용출하

으며, 각 분획은 1 ml씩 받아내었다. 각 분획은 12% SDS-PAGE gel에서 

전기이동을 한 후, EZ 염색용액으로 염색하여 단백질의 순도를 확인하 다.

6-7. TSK-Heparin 5PW HPLC 크로마토그라피의 이용

 Bioscale Q2 column에서 모아진 분획을 TSK-heparin 5PW HPLC column 

(8×75mm, TosoHaas)에 사용할 완충용액인 Hepes-NaOH pH 7.0으로 투석한 

후, heparin column에 주입하 다. NaCl을 사용하여 0 M에서 0.4 M까지의 

직선의 농도구배로 25분, 0.4 M에서 1 M까지로 20분간 직선의 농도구배를 

주어 단백질을 용출하 으며, 각 분획은 0.8 ml씩 받아내었다. 각 분획은 

12% SDS-PAGE gel에서 전기이동을 한 후, EZ 염색용액으로 염색하여 단백

질의 순도를 확인하 다. 순도가 확인된 단백질은 모아서 centricon 

10(Millipore, USA)으로 농축하 다. 정제한 단백질은 28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하 다. 280nm에서 Prx II C5의 몰흡광계수는 20318.3이고, 분

자량은 21,164.91이므로 흡광도를 0.48로 조절한 후(0.5 mg/ml) 분주하여 사

용 시까지 -80℃에 보관하 다.

6-8. 사람 Prx II Wild type 농도 및 순도 확인

 사람 Prx II Wild type은 선실험자에 의해서 정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

으며, 사용 전에 SDS-PAGE gel에서 전기이동을 한 후, EZ 염색용액으로 염

색하여 순도를 확인하 다.



7. Trx 의존적인 과산화물 분해 활성도 측정

 Prx II Wild type과 C5의 Trx 의존적 과산화물 분해활성도 측정은 선실험

자(구경희)에 의해 수행된 조건을 사용하 으며, NADPH의 시간당 산화량으

로 측정하 다. NADPH 0.25 mM, TR 50 nM, Trx 5 μM, Prx 1 μM을 각각 

사용하 으며, 총 부피는 150 μl이었다. 분광광도계(JASCO V-530 UV/VIS 

spectrophoto meter)를 사용하여 NADPH의 산화를 340nm에서의 흡광도 감

소로 10분 동안 측정하 으며, 340nm에서의 흡광도 감소의 처음 10초간의 

기울기를 초기 속도로 하여, NADPH의 몰흡광계수가 6220임을 사용하여 

Prx의 과산화물 분해 활성도를 환산하 다.

8. Chaperone activity 측정

 기질 luciferase (Sigma)의 열에 의한 응집을 320nm에서 광 산란을 근거로 

측정하 다. 반응기의 온도를 47℃로 미리 맞추어 예열하 다. 기질만의 광 

산란을 측정한 후, 기질에 Prx II Wild type과 Prx II C5를 각각 따로 기질

과 섞어서 반응을 시작했다. 초기 기질만의 값으로 0을 맞춘 후, 각각의 효

소를 넣고 30분간 광 산란을 측정하 다. 모든 실험을 끝난 후, 다시 기질만

으로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광 산란을 측정하고, 초기 측정 결과와 변함없음

을 재확인하 다.

9. Prx II C-말단 항혈청과 정제된 단백질 Prx II C5를 이용한 Prx II C5를 

인식하는 항원 결정기 제거.

  정제된 단백질 Prx II C5 80 μg을 12% acrylamide gel에  가하고 

(SDS-PAGE및 immunoblot과 동일한 방법으로) 니트로셀루로오스 여지로 전

기이동하 다. 그 후, 니트로셀루로오스 여지 양쪽의 약간을 종으로 오려내

어 말 혈청을 포함하는 TBST 완충용액 (25 mM Tris, 150 mM NaCl, 0.1% 

tween-20, pH 7.4)에 1 : 1000으로 희석한 Prx II 항혈청 용액을 가하고, 

immunoblot과 동일한 방법으로 발색 하 다. 발색 후, 니트로셀루로오스 여



지를 5%의 말 혈청을 포함하는 TBST 완충용액으로 10분 동안 blocking하고, 

니트로셀루로오스 여지에서 Prx II C5 부분을 오려내어 Prx II C-말단 항혈

청 용액을 5% 말 혈청을 포함하는 동일한 완충용액에 1 : 100으로 희석한 

항혈청 용액을 넣어 4℃에서 밤새 반응 하 다. 니트로셀루로오스 여지를 

TBST 완충용액으로 10분간 3번 세척한 후, 0.2 M glycine(pH 2.5)를 가하여 

가볍게 흔들어가며 2분간 항체를 용출하고, 바로 1 M Tris-HCl (pH 8.0)을 

이용하여 중화하 다. 이때 Prx II C5에 반응하지 않고 용액에 남아 있던 항

원 결정기들만을 모아서 사용하 다.

 10. Immunohistochemistry

  Immunohistochemistry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의뢰하여 실

험하 다. 사용된 항혈청은 Prx II 항혈청과 Prx II C5를 인식하는 항원 결정

기를 제거한 Prx II C-말단 항혈청(Prx II C5 depletion 항혈청), 루카곤 항

혈청을 사용하 다.

 생쥐를 4% paraformaldehyde로 perfusion하고 동일한 고정 완충용액에 담

궈 12시간 동안 고정하 다. 그 후, 파라핀에 장기를 고정시키고 고정된 장

기를 microtome을 이용하여 6μm의 두께로 잘랐다. xylene으로 10분간 2번 

씻어 파라핀을 제거하고 100% 에탄올에서 5분간 2번, 90% 에탄올에서 3분, 

80% 에탄올에서 3분, 70% 에탄올에서 3분간 수화하고, 증류수로 5분간 에탄

올을 세척하 다. 내재하는 과산화효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3% H2O2가 들어

있는 60% 메탄올에 15분간 반응하 다. 반응 후 5분간 증류수로 메탄올을 

세척하 다. 비 특이적인 결합을 막기 위해 blocking solution (2% normal 

goat serum in 0.5% BSA/1× PBS)에 40분간 반응하 다. 1차 항혈청과 반응

하기 위해 Prx II 항혈청은 1 : 2000, Prx II C5 depletion 항혈청은 1 : 3000, 

루카곤 항혈청은 1 : 5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고 반응은 실온에서 2시간 

반응하 다. 반응 후 1× PBS로 5분간 3번 세척한 후 biotin이 붙어있는 이차 

항혈청을 1 : 50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하 다(0.5% goat 



anti-rabbit IgG in 0.5% BSA/1× PBS). 반응 후 1× PBS로 5분간 3번 세척하

다. Avidin-biotin complex(ABC kit, Vector)를 1 : 200으로 희석하여 30분

간 반응하고 1× PBS로 5분간 3번 세척하고 developing kit(DAB kit. Vector)

를 이용하여 diaminobenzidine과 H2O2로 반응하 다.



제 3 장 연구결과 및 고찰

1. SDS-PAGE와 immunoblot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 후 조직별 Prx 분석

 전체적인 분포는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조직에서 Prx I, II, III 각 동위효소

들이 발견이 되었으며, 적혈구의 경우, Prx II를 제외한 나머지 동위 효소들

은 사용한 검출 기법으로 발견할 수 없었다(Fig. 3). 방사선 조사 후 시간 별, 

장기 별 분석 결과 다른 조직에서는 SDS-PAGE 상에서는 주목할 만한 결과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자(pancreas)의 경우, 방사선 조사 후 12시간이 

지나면 원래 크기의 위치 바로 아래에 잘라진 형태의 약한 띠가 형성이 되

며, 24시간이 되면 띠의 양이 증가 하 다(Fig. 3). 잘라진 형태로 보아 단백

질의 내부에서 잘라진 것이 아니라 N-말단이나 C-말단이 잘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2D-PAGE와 immunoblot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 후 이자 Prx의 과산화 

분석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변형되는 이자 Prx의 산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 별

로 2 차원적 전기이동을 수행하 다. 전기이동 후, 각 Prx 동위효소의 항혈

청들을 이용하여 immunoblot 분석을 하 다. 분석 결과 Prx I 과 III 는 대

조군에 비하여 과산화된 어떠한 변화도 발견할 수 없었으나, Prx II 의 경우, 

방사선 조사 직후, 대조군에 비해 과산화 정도가 월등히 증가하 고, 환원형

과의 비율이 1 : 1 정도를 이루었다. 방사선 조사 후 6시간이 되면 2D 상에

서 산화된 Prx II보다 더 산화형쪽으로 이동하여 잘라진 spot이 나타나기 시

작하 으며, 산화형과 환원형의 비율은 방사선 조사 직후, 1 : 1 에서 6시간 

후에는 그 비율이 감소하 다. 방사선 조사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어 일어났고, 24시간이 지나면, 산화형과 환원형의 비율은 1 : 

9 정도로 크게 감소하고 잘라진 형태는 크게 증가하여 잘라지지 않은 Prx II

와의 비율이 1 : 1 을 이루었다(Fig. 4). 



 

3. Prx II C-말단 항혈청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x II C-말단의 절

단 규명

 SDS-PAGE와 2D-PAGE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서 생성된 잘라진 형태는 단백질의 말단에서 절단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

다. 절단이 어느 말단에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rx II 의 C-

말단의 12개 아미노산에 대한 항혈청(Prx II C-말단 항혈청)을 이용한 

immunoblot 분석을 하 다. 방사선 조사 후 24시간이 지난 이자 조직 추출

물을 사용하 으며 2D-PAGE 후 immunoblot 분석을 하 다. Prx II C-말단 

항혈청으로 분석한 것에서 Wild type의 산화형과 환원형 spot의 농도는 Prx 

II 항혈청으로 분석한 것과 변화가 없었으나, 잘라진 형태는 그 농도가 유의

적으로 줄었다(Fig. 5A).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방사선 조사에 의한 절단은 

C-말단에서 일어난 것이며, Prx II 항혈청으로 분석한 것에 비해 약한 신호

가 나오지만 Prx II C-말단 항혈청으로 immunoblot 분석 시 반응을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C-말단에서의 절단된 부위는 12개 아미노산 안에서 있을 것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절단된 Prx II의 과산화 정도 분석

 2D PAGE로 분석한 결과와 Prx II C-말단 항혈청으로 immunoblot 분석한 

결과를 보면 Prx II의 절단은 C-말단에서 일어나지만 이러한 절단이 단순히 

과산화된 Prx II가 생체 내에서 제거되는 과정 중에 생기는 것인지, 생체 내 

불리한 과산화 조건에서의 극복을 위한 체계화된 변형 과정인지를 알아보고

자 하 다.

 이를 위해서 Prx의 catalytic cysteine 근처의 아미노산 서열(DFTFVCPTEI)

을 합성한 후 산화시켜 만든 항혈청(Prx-SO3 항혈청)을 이용하 다. 이런 항

혈청은 과산화된(Prx SO2 / SO3) 형태의 Prx만을 인식한다(23,24). 방사선 조

사 후 24시간이 지난 이자 조직을 2D-PAGE를 통해 분리한 후, Prx II 항혈



청과 Prx-SO3 항혈청를 이용하여 immunoblot 분석을 하 다. Prx-SO3 항혈

청은 잘라진 형태는 인식을 못하고 Wild type의 산화된 형태만 인식을 하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Fig. 5),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x II C-말단의 절단

은 효소활성을 상실한 Prx II의 과산화된 형태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과산

화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는 -SH 혹은 -S-S- 형태로부터 생성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절단된 Prx II의 잘라진 자리 동정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절단된 Prx II의 잘라진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선 선

실험자(구경희)가 사람 Prx II C-말단의 아미노산이 제거된 돌연변이들을 

2D-PAGE로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 다.

 C-말단에서부터 아미노산 하나씩 제거된 단백질들을 2D-PAGE로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pI에 따른 2D 상의 이동성으로 보아 C-말단에서부터 3~6번째 

아미노산이 잘렸을 경우, 방사선 조사 후에 생기는 절단된 Prx II의 등전점 

위치와 일치하게 됨을 볼 수 있었다(Fig. 6). 보다 정확하게 잘라진 자리를 

찾기 위해서 MALDI-TOF MS를 이용한 finger-print를 시행하 다(Fig. 7). 방

사선 조사 후 24 시간이 지난 뒤 얻어낸 생쥐 이자의 총 단백질들을 

2D-PAGE를 통해 분리하 으며 EZ 염색용액으로 염색하여 가시화하 다. 이

렇게 분리된 단백질들 중에서 잘라진 Prx II를 찾기 위해 marker로 이자 내

에 많은 양으로 존재하는 pancreatic trypsin 4를 사용하 다. 염색이 된 gel

에서 잘라진 Prx II를 떼어내어 카르복시기를 메틸화하여 시스테인 잔기를 

변형한 후, 트립신으로 절단했다. MALDI-TOF MS를 이용한 분석 결과 높은 

Mowse Score (3.684e+05)와 coverage (40%)를 가지고 Prx II 라 동정이 되었

으며, 원래 형태의 Prx II와 비교하여 한 가지 peak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확인된 Prx II 펩타이드들의 m/z는 "1194, 1211, 1596, 1707, 1835, 2699, 

2827"의 7가지 으며, 잘라진 Prx II에서는 m/z 값이 4080.8812 인 펩타이드



가 새로 확인되었다(Fig. 7 붉은 삼각형). 이는 C-말단의 아미노산 서열 156

번에서 198번까지 중, 156번에서 193번까지의 아미노산 잔기에 해당하는 펩

타이드이다. C-말단 부분의 아미노산서열은  --156R L V Q A F A Q Y T D 

E H G E V C P A G W K P G S D T I K P N V D D S K E Y / F S 

K H N198 이며, tyrosine의 carboxyl group에서 절단 시 예상하는 m/z 값은 

4080.8926 임을 고려할 때 C-말단에서 5번째 아미노산에서 절단이 일어났음

을 알 수 있었다. 페타이드 내부에서 Lys 잔기가 3개 존재하나(177, 184, 

191), Lys 잔기의 C-말단 쪽에 proline 혹은 glutamate가 존재하기 때문에 트

립신에 의한 절단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6. H2O2에 의한 Prx의 불활성화 측정

 방사선 조사 후 생성되는 C-말단 5번째 아미노산이 절단된 Prx II(Prx II 

C5)가 어떤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Prx 고유의 기능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Trx 의존적인 과산화물 분해 활성도를 측정하여 

H2O2에 대한 Prx II의 불활성화 정도를 측정하 다(Fig. 8).

 활성도 측정은 사람 Prx II와 Prx II C5를 사용하 으며, 선실험자(구경희)

가 실험한 조건을 사용하 으며 선실험자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활성도는 50 nM의 TR, 5 μM의 Trx, 0.25 mM의 NADPH를 사용하 으며, 

Prx의 양은 1 mM이었다. 다양한 농도의 H2O2를 처리하여 최종부피150 μl에

서 반응하 으며 340nm에서 흡광도의 감소를 근거로 NADPH의 산화속도를 

측정하 다. 

 H2O2 농도에 따른 불활성화 정도는 단위 시간당 흡광도 감소율의 변화로 

측정하 다. Prx II의 Wild type의 경우는 100 μM에서 10초 동안에 50% 정

도가 불활성화 되었다. 반면, Prx II C5의 경우에는 H2O2 의 최종 농도 1 

mM 이 되어도 활성을 잃지 않고 과산화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었다.

 

7. Luciferase를 기질로 이용한 chaperone 활성도 측정



 Luciferase를 기질로 이용하여 열에 의한 단백질의 응집을 막는 활성이 있

는지 측정하 다(Fig. 9). Luciferase와 각 Prx II 단백질들은 몰 비율을 달리 

해가며, 47℃에서 광 산란을 측정하 다. Wild type의 경우 luciferase : Prx

를 1 : 3 의 비율로 반응했을 때, chaperone 활성을 전혀 측정할 수 없었지

만 Prx C5의 경우는 20% 정도 활성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 후로 1 : 

5 비율로 반응하면 역시 Wild type의 경우에는 전혀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 

반면 Prx II C5는 Wild type에 비해 2배 이상의 활성이 나타났다. 좀 더 Prx 

양을 높여 주게 되면 Prx II Wild type과 C5 모두 chaperone 활성을 보이지

만 Prx II C5에서 더 높은 활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x II 단백질의 절단은 “6”에

서의 결과처럼 과산화 조건에 대한 과산화 효소 활성의 안정성 외에도 열 

스트레스에 대한 다른 단백질의 안정성에도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Immunohistochemistry를 이용한 Prx II C5의 이자 조직 내 분포 측정

 Prx I, II, III 는 이자 조직 내에 duct 부분과 Langerhans islet에 대부분 존

재한다. 이 중, Prx II의 절단이 islet내의 특정 세포에서 일어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immunohistochemistry를 하 다(Fig. 10). 

immunohistochemistry 분석을 위해서Prx II 전체 단백질에 대한 항혈청과 

Prx II C5 depletion 항혈청, 루카곤에 대한 항혈청을 사용하 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x II 는 islet의 모든 세포에 존재를 하며, 방

사선 조사 후에도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C5 depletion 항혈청

에 대한 염색 결과를 보면, 방사선 조사하기 전에는 모든 세포에서 그 신호

를 찾아 볼 수 있었으나, 방사선 조사 후에는 islet의 바깥 부분에서만 그 신

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10). 이와 더불어 α cell의 위치를 알아

보기 위해서 glucagon으로 염색한 결과는 islet의 바깥 부분에서만 그 염색 

신호가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Prx II 단백질은 다른 동위 효소들(Prx 

I, III)처럼 islet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x II의 절단은 



β cell에서 특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Charateristics of six isotypes of mammaliam peroxiredoxin.



Table 2. Sequence alignment of PrxⅡproteins from mouse an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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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mmalian peroxiredoxin isotypes



Fig. 2. Mechanism of peroxide reduction, hyperoxidation and retroreduction of 

2-Cys Prx 



Fig. 3. g-Irradiation specifically induce truncation of Prx II in mouse pancreas



Fig. 4. Hyperoxidation and truncation of mouse pancreatic Prxs after 

g-irradiation



Fig. 5. Truncation occurs at C-term not from hyper-oxidized Prx II but 

from reduced Prx II



Fig. 6. 2D-PAGE analysis of C-term truncated mouse pancreatic Prx II



Fig. 7. Fifth amino acid from C-terminus of pancreatic Prx II is a site of 

truncation after IR



Fig. 8. C-term truncated Prx II C5 dose not lose its peroxidase activity in 

the presence of high concentration of H2O2



Fig. 9. Prx II C5 has higher chaperone activity than Prx II Wt



Fig. 10. g-Irradiation induced mouse pancreatic Prx II C-term truncation is β

-cell specific



  방사선 조사 후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들은 생명체에 있어서 치명적인 장

애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 세포 내 수많

은 방어 메커니즘들이 작동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본 연구의 시작은 산화 스트레스를 in vivo에서 유발하여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생체 내 방어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하고, 대표적인 방어 효소인 Prx

의 산화 정도와 변형을 보고자 하 으며, 이런 변형과정이 생체 내 어떤 의

미를 갖는지를 통해 Prx의 생리적 의미를 연구하고자 하 다. 또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스트레스가 생체 내의 여러 조직에 미치는 향과 여러 조직 

내에 존재하는 Prx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하 다.

 방사선 조사 시 생쥐의 장기에 존재하는 Prx는 Fig. 3에서 처럼 SDS-PAGE 

와 immunoblot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미 잘 알려진 대로(15) Prx I, II, 

III는 대부분의 장기에 존재 하며, (적혈구의 경우, Prx II 만 확인됨) 방사선 

조사 후 변형은 일어나지 않았다. 유독 이자에서 Prx II만 방사선 조사 후 12

시간이 지나면 원래 단백질 band보다 수 백 dalton정도 크기가 작은 새로운 

band가 생겨나고 24시간 후까지 지속된다. 다른 장기들을 2D-PAGE와 

immunoblot 분석을 통해 과산화 정도를 확인하 을 때, 조사 전과 거의 변

함이 없었으며 이자의 경우도 Prx I 과 III는 과산화정도의 괄목할 만한 차이

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자 Prx II는 Fig. 4에서처럼 방사선 조사 후 즉시 

과산화되어 Wild type의 환원형과 1 : 1 의 비율을 이루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산화 정도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동시에 방사선 조사 후 6 시간이 지

나면 Wild type의 과산화형 보다 더 산성 쪽으로 이동한 크기가 작은 형태

가 나타나며, 과산화형의 감소와는 반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 형성된 

작은 크기의 단백질은 현저하게 증가 한다. 

 위의 두 가지 결과와 Prx의 효소활성을 생각해 볼 때, 방사선 조사에 의해 

야기되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은 이자의 Prx II가 가장 높으며, 이러

한 이유로 방사선 조사 시 가장 먼저 과산화가 이루어지며, 변형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특정 자리에서의 잘라진 단백질 양이 증가한다는 점

과 잘라지는 과정을 놓고 생각할 때, 폴리펩타이드 중간이 잘라진 것이 아니

라 단백질의 N-말단 혹은 C-말단이 잘라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옳으며 

잘린 자리 특이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과산화가 최고조에 이

르러 감소하기 시작할 무렵에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과산화효소 활

성과 관련성을 두고 접근하 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두 가지의 의문이 생긴다. 첫째는 “잘라진 형태는 단

백질의 N-말단, 혹은 C-말단에서 잘렸을 것인가?” 이며, 두 번째는 잘려진 

형태의 출현 시점을 놓고 보았을 때 “잘려진 형태는 환원형이 방사선에서 

유래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과산화가 되고, 과산화된 형태의 Prx 가 제

거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형태일 것인가?” 아니면 “특별히 Prx II만이 과산화 

조건을 인지하여 과산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변형된 형태일 

것인가?” 이었다.

 첫 번째 문제의 해결은 Prx II C-말단의 12개 아미노산 서열을 인지하는 항

혈청 (Prx II C-말단 항혈청)을 이용한 immunoblot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잘려진 형태만 발색 정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

으로 보아 C-말단이 절단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동시에 C-말단 항혈청의 인

식 부위를 고려하면 적어도 C-말단의 절단 부위는 12 개의 아미노산 안에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문제의 해결은 Prx의 과산화된 형태만을 인지하는 Prx-SO3 항혈청

(23,24)을 이용한 immunoblot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Fig. 5에서 사

용한 방사선 조사 후 24 시간이 지난 이자 조직 추출물을 2D-PAGE와 

immunoblot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잘려진 형태는 Wild type의 과산화

된 형태보다 현저하게 양은 많지만 발색 결과 어떠한 과산화되었다는 신호

를 발견할 수 없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방사선 조사 후 생성되는 

잘려진 형태의 Prx II는 C-말단이 절단 되어 생성 되는 것이며, 이러한 절단 

현상은 과산화되어 효소활성을 상실한 Prx를 제거하기 위한 단순 절단이 아



니라 불리한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단백질의 변형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방사선 조사 후 생성된 이자 Prx II의 절단된 아미노산 위치를 찾기 위해 

각 사람 Prx II의 C-말단이 순차적으로 잘려진 deletion mutant들을 

2D-PAGE를 통해 분석하 다. SDS-PAGE gel 상에서 몇 백 dalton에 지나지 

않는 차이로는 잘라진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따라서 

2D-PAGE상에서의 등전점에 따른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여 범주를 좁혀나갔

다. 2D-PAGE gel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해 보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절

단된 Prx II는 C-말단에서부터 3-6개의 아미노산 잔기가 잘라진 것이라고 예

측할 수 있었다. 2D-PAGE에 의한 분석을 통해 잘라진 부분에 대한 후보군

을 4개로 줄 으며, 정확한 잘라진 위치를 찾기 위해서 MALDI-TOF MS를 

이용한 finger-print를 실시하 다. 방사선 조사 후 24시간이 지난 이자 조직 

추출물을 사용하 으며, 2D-PAGE와 발색 후, 정확한 Prx II의 위치를 찾기 

위해 미리 동정했던 pancreatic trypsin 4를 land marker로 사용하 다. Gel

에서 떼어낸 환원형의 Prx II와 잘라진 Prx II를 트립신으로 절단하 으며, 

이것을 gel에서 추출하여 MALDI-TOF MS를 통해 펩타이드들의 분자량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Fig. 7) 7개의 Prx II peptide peak들을 확인하 다. 

잘라진 Prx II에서만 찾을 수 있는 4080.8812의 peak은 Prx II의 156~193번 

이미노산 잔기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들의 이론적 m/z가 4080.8296에 해당하

며, 따라서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x II C-말단 절단은 Prx II C-말단으로부터 

6번째 아미노산인 tyrosine의 카르복실기쪽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N-말단에서 9번째까지의 아미노산은 극성을 띠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2D 상

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 절단된 위치가 존재할 수 없으며, 1596.7672의 peak

은 N-말단 11번째에서 26번째까지의 peak과 일치하므로 mass finger-print결

과를 통해 C-말단에서의 절단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Prx II의 156~193번 

아미노산 서열에는 트립신에 의해 잘려져야 하는 lysine잔기가 3개나 존재를 

하지만 각각의 카르복실기에 이웃하는 아미노산이 proline과 glutamate이기 



때문에 트립신에 의해 절단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25).

 방사선 조사에 의해 이자 Prx II의 C-말단으로부터 5개의 아미노산 잔기가 

제거되며, 이러한 현상이 생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 in vitro에서 과산화효소 활성을 측정하 다. 생리적 환원주개를 모두 제

공한 상태에서 H2O2에 대한 활성을 NADPH의 산화속도로 측정하 으며, 25 

μM, 100 μM, 1mM의  H2O2의 농도를 변화해주면서 측정한 결과 Prx II 

Wild type의 경우, 100 μM에서 10초 동안에 50%의 활성을 잃었다. 하지만 

Prx II C5의 경우에 1 mM에서도 활성도는 감소하지 않았다. 잘 알려진 대

로 Prx의 취약점은 기질인 H2O2의 농도가 증가하면 스스로 과산화되어 고유

의 과산화효소 활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x II C5의 생

성은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고 높은 산화스트레스에서의 과산화효소 활성

을 유지 혹은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변형 

과정이 in vivo에서 처음 발견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Prx II C5는 또한 열에 의한 단백질 변성을 막는 chaperone 활성도 가지고 

있었다(Fig.9). 47℃ 의 열을 가해주고 기질인 luciferase의 응집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지를 320nm에서 광 산란으로 측정한 결과 기질과 단백질의 

몰 비 1 : 5에서 Wild type의 Prx II는 chaperone 활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Prx II C5는 50% 정도의 단백질 응집을 방어하고 있다. 물론, Wild 

type의 경우도 농도를 높여 주면 이러한 활성이 보이지만 상대적인 차이를 

볼 때, Prx II C5에 비해 활성이 낮으며, 따라서 C-말단 절단에 의해 

chaperone활성이 증가 한다고 볼 수 있다.

 Prx I, II, III는 이자의 duct와 islet of Langerhans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immunohistochemistry 결과 islet에 있는 Prx II는 대부분의 세포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Fig. 10). 방사선에 의한 절단이 특정 cell에서 특이적으로 일어

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처음 Prx II 전체 단백질에 대한 항혈청과 Prx 

II C-말단 항혈청을 사용하 으나 발색 정도의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없어서 

Prx II C-말단 항혈청에서 Prx II C5를 인식하는 항원 결정기를 제거한 항혈



청 (Prx II C5 depletion 항혈청)을 제조하 다(Fig. 10). 방사선 조사 전 이자

의 islet에서 Prx II C5 depletion 항혈청으로 발색한 결과 대부분의 세포에 

염색이 되었으나, 방사선 조사 후에는 islet의 epithelium 부분에서 진하게 염

색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slet 내 α cell의 위치를 알고자 루카곤에 

대한 항혈청으로 염색하여 epithelium 부분에 염색이 됨을 알 수 있었고, 이

런 결과를 종합해보면 islet의 α cell은 epithelium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두 가지 염색 결과를 토대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Prx II C-말단 절단은 

α cell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며, islet의 대부분(60 ~ 80%)을 이루는 β cell(δ 

cell < 10%)에서 특이적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Prx가 변형되어 항산화 효소로서 가

장 취약점인 과산화에 의한 불활성화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이는 Prx의 활성

을 유지 혹은 증가시키는 새로운 메커니즘이다. 이 같은 사실은 in vitro 

assay결과(Fig. 8)와 Prx C-말단 제거가 과산화효소 활성에 변화없이 과산화

에 의한 불활성화율을 낮춘다는 구조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26). 또한 변

형에 의해 열 스트레스로부터 여러 단백질의 변성을 막아 주는 기능이 증가

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생체 내 보호 작용을 하는 중요한 변형과정이

라 생각한다. 높은 아미노산 서열간의 상동성 (Prx I ; 78%, Prx III ; 68%)을 

가지는 여러 Prx 동위효소들 중 Prx II 만이 특이적으로 과산화되며 절단된

다는 것, 또 이렇게 변형된 Prx가 chaperone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자

에서만 일어난다는 점 등으로 보면 항산화적 활성 증가 뿐 아니라 조직의 

특이성에 관련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기대를 하며, 이러한 반응들은 

잘 짜여진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생체 내 중요한 방어 메커니즘이라 생각한

다. Immunohistochemistry 결과를 토대로 방사선 조사 시 유발되는 Prx II의 

변형은 β cell에 특이적이며, 인슐린 생산과 분비라는 β cell의 주된 기능을 

보호하는데 Prx II가 관여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Islet에서 항산화효소들

은 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전사와 발현이 되며(Cu/Zn SOD, 23%; 

Mn SOD, 55%; catalase, <1%; glutathione peroxidase, <1%) 효소 활성도 역



시 낮은 것으로 미루어 이자의 islet은 산화스트레스에 민감한 조직이라 짐작

할 수 있다(27). 산화스트레스가 인슐린의 분비에 향을 주고(28), 이자 조직

의 항산화 효소군들은 산화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된 비정상적 인슐린 분비를 

막아주는데 관여한다. 또한, IDDM(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과 

산화스트레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들이 있다(29-33). 이러한 

보고들에 의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 초기 염증반응 신호인 IL-1

β(interleukin 1β)를 포함한 cytokine들과 TNF(tumor necrosis factor)의 농도

가 증가, 활성화되어 이자 β cell 파괴를 초래하고, 따라서 insulin의 생산 및 

분비가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IDDM의 유발 된다고 알려져 있다(31-32). 또

한 산화스트레스는 JNK(c-Jun N-terminal kinase)를 활성화 시키고 인슐린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JNK 신호 전달을 통해 인슐린 

유전자의 발현에 중요한 전사인자인 PDX-1(pancreatic and duodenal 

homeobox factor-1)의 핵내 이동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33)

 Prx II와 pancreatic β cell과의 상관관계, pancreas 특이적인 반응이라는 점, 

앞선 보고자들의 활성산소종과 pancreatic β cell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보고

된 내용을 생각할 때, 방사선 조사에 의해 pancreas에서 일어나는 Prx II의 

일련의 반응들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산화 스트레스에 의

한 IDDM의 유발과 Prx II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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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s caused by ionizing radiation (may enhance the preventing effect radiation or 

paraquat-induced damage) because such compounds are able to potentiate the cell-killing or 

cell protecting effects. Based on the above result, we suggest that the express regulation of 

theses genes have potentially importance for sensitizing the efficiency of radiation therapy 

of cancer or for protecting the radiation-induced damage of norm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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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 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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