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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암억제 유전자의 기능 소실이 유전자의 특정 부위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DNA 

methylation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DNA methylation 

이상에 의한 암 발생은 후성유전학의 주된 연구분야가 되고 암치료 시장에 있어 

기술적으로 중요한 요소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lung adenocarcinoma의 일종인 H460에서 방사선 조사 후 내성을 갖는 

새로운 내성 세포주 2종을 처음으로 선별해 내었다. 이들 두 종의 돌연변이는 기존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새로운 

두 종에서 특히 세포분화 및 생장에 주되게 관여하는 PTEN 유전자의 발현에 변화가 

나타나 있음을 알았다. 실제로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이 다른 두 세포주인 H460과 

A549를 비교했을 때 PTEN 유전자의 발현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발현의 차이는 결국 PTEN 유전자의 methylation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RT-PCR 법과 

pyrosequencing을 통한 CpG island의 methyaltion 추적기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PTEN 유전자는 세포의 분화 및 기능에 관여하는 주된 조절인자로서 이 유전자 및 하위 

유전자를 조사함으로써 방사선 내성에 관여하는 세포신호 전달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게 

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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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DNA methylation, radiation, cancer, drug resistance, tumor, epige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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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제    목

인간 종양 세포주에서 DNA methylation에 의한 방사선  약제 내성 련 유 체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목

다양한 인간 종양 세포주의 방사선  약제 처리 후 DNA methylation의 변화 조사  

항성 련 유 자의 후생생물학  기능 연구 

2. 필요성 

○ 인류의 공공의 이 되고 있는 암은 그 원인이 다양하여 치료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암 

재발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재 알려진 암 발병의 원인으로는 염색체 이상  염

기서열의 돌연변이 등이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암의 발생을 근본 으로 이해

하기 해서는 이러한 염기의 변화 외에도 유 자의 기능소실에 련된 후성생물학  

(epigenetics) 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 지고 있다. 이러한 후생생물학의 

심이 되고 있는 것이 DNA methylation (DNA 메틸화)에 의한 유 자 기능의 이상이다.

○ 인간은 정상 인 환경에서는 암억제 유 자 등이 정상 으로 발 됨으로써 암발생을 막

고 있다. 그러나 특정 상황이 도래하면, 암 억제 유 자의 기능이 제 로 발휘되지 못하여 

정상세포가 암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암억제 유 자의 기능 소실이 이들 유 자의 

특정 부 에 일어나는 비정상 인 DNA methylation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

지고 있다. 더구나 특정 유 자의 로모터 부 에서 일어나는 DNA methylation은 지 까

지 알려진 암의 원인인 돌연변이  암억제 유 자의 이상 등에 의한 것만큼 일반 인 

상임이 밝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DNA methylation 이상에 의한 암 발생이라는 

에서의 근은 암치료 시장에 있어 기술 으로 요한 요소기술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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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방사선  약제 항성 련 암 세포주 선발

  - 방사선 조사 조건  약제 처리 조건 확립 

  - 방사선  약제 처리에 의한 세포반응 실험

  - 실험 조군  유용 세포주 선별

2. 선별 세포주에서 DNA methylation 비교 분석  유 자 확립

  - 선발 세포주에서의 DNA methylation 분석

  - 방사선  약제 처리 후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 간의 후생생물학  DNA 

methylation 차이 비교  

  - 결과 분석을 통한 민감성  내성 련 유 자 선발  확립

3. 방사선  약제 항성 련 유 자 기능 분석

  - 련 유 자의 신호 달 체계 규명

  - DNA methylation 제어기술  유 자 제어기술 타당성 검토

  - 신규 유 자 제어 물질 개발을 한 근거  향후 타 과제에

    의 활용 검토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는 lung adenocarcinoma의 일종인 H460에서 방사선 조사 후 내성을 갖는 

새로운 내성 세포주 2종을 처음으로 선별해 내었다. 이들 두 종의 돌연변이는 기존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새로운 

두 종에서 특히 세포분화  생장에 주되게 여하는 PTEN 유 자의 발 에 변화가 

나타나 있음을 알았다. 실제로 방사선에 한 민감성이 다른 두 세포주인 H460과 

A549를 비교했을 때 PTEN 유 자의 발 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발 의 차이는 결국 PTEN 유 자의 methylation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RT-PCR 법과 

pyrosequencing을 통한 CpG island의 methyaltion 추 기법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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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EN 유 자는 세포의 분화  기능에 여하는 주된 조 인자로서 이 유 자  

하  유 자를 조사함으로써 방사선 내성에 여하는 세포신호 달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게 되리라 기 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DNA methylation 련 방사선  약제내성 유 자군을 선발함으로써 신규 암치료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유용유 자원 확보

○ 신규 유 자원 확보를 통한 국내 생물  의료산업의 첨단 기술수  향상

○ 방사선  원자력 련 바이오원천기술의 수출 기회  확

○ 신규 항암시장의 선도  역할 기

○ 수입 항암제 체 효과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기술료 획득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서의 수익창출

○ 다양한 종양세포에서 DNA methylation을 조 함으로써 방사선 항성 감소  방

사선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기술에 극 활용

○ 과제 연구기간 동안 종양세포 간 방사선  약제 내성 DNA methylation 결과  

이의 기능연구를 토 로, 과제 종료 후 후속연구를 수행하여 암 제어 물질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며 향후 국가 형연구과제 혹은 실용화 연구과제 등에     

응용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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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t has recently been known that functional loss of tumor supressive genes may 

com from DNA methylation on the chromosome. This kind of tumoregenesis has 

became one of the major field related to the epigenetics, whose study would be an 

important funtamental approache in cancer therapy market.

In this study, we firstly selected two radiation-resistant mutant H460 cells, which 

doesn't show any significant cytotoxic effect compared to their parental wild type 

H460. We found that the two mutants has decreased level of PTEN, whose 

expression has known to be related to the cell differentiation and growth. We also 

found that the level of PTEN was greatly different in two lung adenocarcinoma, 

H460 and A549, in which more rediation-resistant A549 cells showed the 

decreased PTEN expression. 

This difference in PTEN expression between two cells was resulted from their 

different methylation on 5 CpG islands. We expect to know more profoundly 

through investigating the PTEN-related downstream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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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가. 연구개발의 기술  요성

○ 인류의 공공의 이 되고 있는 암은 그 원인이 다양하여 치료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암 

재발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재 알려진 암 발병의 원인으로는 염색체 이상  염

기서열의 돌연변이 등이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암의 발생을 근본 으로 이해

하기 해서는 이러한 염기의 변화 외에도 유 자의 기능소실에 련된 후성생물학  

(epigenetics) 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 지고 있다. 이러한 후생생물학의 

심이 되고 있는 것이 DNA methylation (DNA 메틸화)에 의한 유 자 기능의 이상이다.

○ 인간은 정상 인 환경에서는 암억제 유 자 등이 정상 으로 발 됨으로써 암발생을 막

고 있다. 그러나 특정 상황이 도래하면, 암 억제 유 자의 기능이 제 로 발휘되지 못하여 

정상세포가 암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암억제 유 자의 기능 소실이 이들 유 자의 

특정 부 에 일어나는 비정상 인 DNA methylation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

지고 있다. 더구나 특정 유 자의 로모터 부 에서 일어나는 DNA methylation은 지 까

지 알려진 암의 원인인 돌연변이  암억제 유 자의 이상 등에 의한 것만큼 일반 인 

상임이 밝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DNA methylation 이상에 의한 암 발생이라는 

에서의 근은 암치료 시장에 있어 기술 으로 요한 요소기술이 될 것으로 기 된다.

○한편, 유 자의 기능소실과 련된 DNA methylation 등의 후생생물학  기작에 한 정

확한 이해와 분석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과 인 신규 

항암제 개발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 방사선은 화학요법, 수술요법 등과 더불어 환자의 종양치료에 리 이용되고 있으며, 나

아가 방사선  약제를 동시에 이용하는 등의 복합치료 역시 임상에 보편 으로 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으로 인간 종양의 상당수는 정상 세포 조직에 비해 약제  방사선에 

한 항성이 강하여 방사선 치료시 정상 조직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어 환자의 고통을 

가 시키게 되며, 나아가 방사선 치료효과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방사선 치료 효과를 하시키는 방사선 내성  민감성에 여하는 유 자  그 원

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방사선에 의한 항암치료 효과를 높

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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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개발의 경제/산업  요성

○  세계 으로 종양치료 시장의 규모는 수백억불이 넘고 있고, 엄청난 수의 연구자이 암

치료제 는 암치료법의 발명, 발견, 연구를 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치료제

와 치료법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암 치료 분야에서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환자는 불필요한 비용과 고통을 지불하고 있다.  

○ 한 항암치료제로 개발되어 각 을 받던 기존의 암치료제 역시 환자 치료 후에도 암이 

재발되는 상을 종종 발견하고는 하는데 이것은 해당 항암제에 한 내성이 생겨서 일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방사선 치료시에도 방사선 내성이 발생하여 기존의 

항암치료요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암치료를 어렵게 함은 물론 환자의 생존을 크게 하

고 있는 실정이다.

○ 아울러 다양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갖가지 병용 요법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암 발생  

이 등에 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며,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처방 역시 아직 요

원한 실정이다. DNA methylation을 고려한 새로운 암치료 방법의 개발은 기존의 돌연변이 

의존 인 암치료 시장에 후생생물학  개념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치료

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 아울러 방사선  약제 항성  민감도에 따른 인간 종양 유 자의 DNA 

metthylation 차이를 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DNA methylation을 제어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기존의 방사선  약제 항암치료와 더불어 신규 병용요법으로 

극 응용이 가능함은 물론 방사선 요법 자체의 능력을 극 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련 산업의 신규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다. 연구개발의 사회/문화  요성

○ 상기에서 설명했듯이, DNA methylation 이상에 의한 암 발생이라는 에서의 근은 

새로운 신규 항암 기술의 개발이라는 기술 인 측면 뿐 아니라, 새로운 항암치료의 목표가 

되고 있다는 에서 사회 으로도 큰 심이 되고 있다. 

○ 이러한 DNA methylation이 방사선에 의해 어떻게 반응하고 조 되는지를 이해하는 연

구는 결국 항암치료시 리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요법의 한 사용을 해 단히 요

한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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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항암치료시 개인별 맞춤 방사선피폭량을 용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극 화시킴은 

물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방사선생체방어에 극 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상기 기술의 개발은 방사선환경방호측면에서 방사선 안 과 국민보

건향상을 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 재 국내의 원자력 발 규모는 체발 량의 40%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높은 에 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한 의학, 생물학, 식품 등 방사선기술 이용분야가 상당히 증 함에 

따라 국민의 방사선 향에 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원자력에 의한 에 지 자립도를 증

진시킬 필요가 있고 방사선의 생물학  측면에서의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방사선생체 향 

 방호와 련된 기술개발이 실하다. 인간 종양 세포주에서 DNA methylation에 따른 

방사선  약제 내성 감화 기술을 개발한다면 개인별 맞춤 치료의 시 를 앞당기고 고부

가가치 경제시 를 앞당기는 한편,  국민보건에 있어 원자력의 평화  이용 측면에서도 상

당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여 결국 원자력 문화에 한 이해와 번 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 된다.

다. 최종목표

인간 종양 세포주에서 DNA methylation에 의한 방사선  약제 항성 련 유 자의 후생

생물학  기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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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DNA methylation은 인체 DNA를 염기서열 변화 없이 변형시키는 유일한 기작으로 이 

과정은 DNA 메틸기 이효소 (DNA methyltransferase, DNMT)라는 단백질에 의해 일어난

다. 재 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 세포에서 3종류의 메틸기 이효소가 알려져 있는데 그   

DNMT1은 세포분열과정에서 DNA가 합성될 때 DNA methylation 상태를 유지시키는 기능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추가로 발견된 DNMT3a과 3b는 새로운 methylation을 

매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DNA methylation에 의한 유 자 기능의 이상에 한 연구가 세계 으로 진행

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DNA methylation 기작에 있어 좀 더 정확한 내용이 보

고되고 있다. 일단 DNA가 methylation 되면 이 부 에 메틸기와 결합하는 methyl-binding 

domain (MBD)이라는 단백질이 유도된다. MBD는 재 5종이 알려져 있는데 이  

MeCP2, MBD2, MBD3는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 등이 결합한 복합체와 반응한다. 따라서 

DNA methylation은 DNA methylation 자체 외에도 히스톤 단백질과의 복합체 형성 등 다

양한 반응에 의해 유 자 기능의 이상을 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유 자 이상을 일으키는 비돌연변이성 원인으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DNA methylation

이며. 재 이러한 DNA methylation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실

정이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암치료의 가장 이상 인 시나리오  한 가지는 특정 암세포에서 

DNA methylation 정도를 후생생물학 으로 악한 후 기능이 소실된 유 자를 찾아내, 그 

정보를 토 로 환자에 가장 합한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 맞춤형 치료 방

법은 후생생물학의 요성을 더욱 강화시킬 뿐 아니라 DNA methylation에 의한 암발생  

억제에 있어 새로운 돌 구를 제공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NA 메틸기 이효소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화합물인 5-azacytidine과 

2-deoxy-5-azacytidine은 배양된 암 조직세포에서 DNA methylation를 억제하 으며, 특히 

methylation에 의해 기능이 소실된 일부 유 자의 기능을이 회복되기도 하 다. 최근에는 

이러한 DNA methylation을 유도하는 메틸기 이효소의 활성을 제어하는 천연물  화합

물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어 물질의 첨가로 인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수 있

는지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임상실험에도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암세포에

서 DNA methylation에 의해 기능이 억제된 유 자들은 항암치료를 한 새로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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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으로서 매우 요하게 활용될 망이다. 

   지 까지 거의 부분의 DNA methylation 연구는 암세포에서 기능이 소실된 유 자를 

발굴하는 일이었다. 이를 해 정상조직과 암조직 는 각기 다른 환자에게서 출한 암조

직 사이에서의 DNA methylation 차이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규

모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암 게놈에서 체 methylation 패턴을 분석해 미지의 유 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를 해 다양한 검색 시스템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methylation된 DNA를 찾는 여러 기술을 이용해 암발생과 

련된 암억제 유 자, 세포주기 련 유 자, DNA 보수 유 자등을 밝 냈다. 국내에서도 

여러 학과 연구소에서 cDNA 마이크로어 이 기술을 이용하여 암세포에서 기능이 회복

된 유 자를 찾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DNA 유 체 분석회사인 (주)지노믹트

리에서는 암환자에서 DNA methylation 정도를 탐색하고자 DNA 메틸 결합 단백질 (MDB)

을 이용하여 이 단백질을 분리정제하고 이에 결합된 유 자 DNA를 분석함으로써 정상조

직과 암조직 사이에서 DNA methylation 정도를 량으로 검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 생명공학연구원 인간유 체실에서는 인간유 체기능연구사업의 일환으로 RLGS 기술

을 이용한 후생생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 간암 등에

서 어떤 유 자가 DNA methylation에 의해 기능이 소실되는지를 밝  항암치료를 한 표

유 자로 활용하려는 연구를 진행 에 있다.

   미국 질병 방통제센터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서구의 암 환자  많은 환자들은 다른 

암에 비해 폐암으로 더 많이 사망하고 있는데, 2004년도 통계를 보면, 유방암, 립선암, 

장암에 의한 사망을 모두 합친 것 보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에 캐나다 연구진은 폐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진 흡연과 폐암발병과의 

계를 살펴보아 주목되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장기간 담배를 끊은 과거 흡연자의 경

우에서도 비흡연자에 비해 여 히 폐암 발병 험도가 높았다. 한 새로이 폐암으로 진단

된 사람의 약 50% 이상은 과거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었으며 과거에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라 할지라도 폐암이 발병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즉, 같은 흡연경력자라 할지라도 일부는 

폐암이 발병하는데 비해 일부는 폐암이 발병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를 밝힌다면 폐암의 

발병에 해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있음은 물론 폐암 발병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연구 이 밝힌 바에 의하면 DNA methylation이 이  흡연을 

했던 사람에 있어서 폐암발병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비소

세포성폐암이 발병한 8명과 폐암이 발병하지 않은 8명등 총 16명의 과거 10년 이상 흡연을 

했던 흡연자의 폐 기 지내 상피세포를 분석한 결과 두 그룹간 폐 상피세포내 methy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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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두 그룹간 DNA의 methylation 차

이가 폐암을 유발하는 요한 인자로 작용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를 토 로 폐암발생을 

제어하는 신규 항암물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다양한 폐암세포주를 가지고 방사선  약제 민감도를 시

험한 결과 같은 폐암 세포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에 따라 방사선 내성 는 민감도가 

히 차이나 나는 상을 찰하 다. 이러한 방사선  약제에 의한 민감도의 차이가 

DNA methylation에 의한 것인지 일차 검토해 본 결과 몇몇 유 자에서의 DNA 

methylation 정도가 종양 조직세포 사이에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재 한국원

자력연구원에서는 DNA methylation의 차이에 의해 방사선  약제 민감도가 결정되는지를 

자세히 분석 에 있다. DNA methylation의 차이로 인해 방사선  약제 민감도가 결정된

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신규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매우 요한 

근거를 제시해  것으로 기 된다. 아울러 방사선  약제 치료시 환자별 민감도에 한 

차이를 설명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근거를 토 로 각 환자별 맞

춤 방사선  항암악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되어, 궁극 으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은 물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항암제 개발에 극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 된다.

 1. 기술상태의 취약성

     - 국내․외 연구기 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는 선진국 100% 비 수  등

을 제시함.

   선진국에서는 이미 DNA methylation에 한 연구를 상당부분 진행시켜 오고 있으며 정

상조직과 암 조직세포에서의 DNA methylation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아직 축  정보량에서 상당한 정도로 기술격차

가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 할 수 있는 분야 의 하나가 

바로 DNA methylation에 따른 방사선 내성  민감도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로 인해 신규 

항암제 개발에 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암세포 사멸  련 유 자를 지난 십수년간 

구축하여 왔음은 물론 련 기술과 경험을 축 하여 왔다. 따라서, 방사선을 이용한 암억제 

기능 연구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그 격차가 크지 않는 것으로 악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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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축 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DNA methylation에 의한 암 제어 물질의 개발

을 한 선도  기 연구는 독  기술 우 의 확보에 필요하며 타과제  항암치료 시장

에의 활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앞으로의 망

   유 자 사과정의 후생생물학  조  메카니즘은 DNA methylation, 히스톤의 

methylation와 탈아세틸화, 염색질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기작이 하게 연결

되어 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암 환자를 리하는데 있어 각 환자별 암세포가 갖고 있

는 DNA methylation의 패턴이 매우 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왜나하면, 특정 유

자나 게놈 수 에서의 CpG methylation 패턴을 밝  암발생을 측하거나 진단하는 표지자

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후생생물학  조  기작에 기 해 메틸기 이효소, 탈

아세틸화효소 등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기능이 소실된 유 자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항암

효과를 얻는 임상실험이 진행 에 있어 DNA methylation을 통한 후생학  암치료 시 가 

열릴 것으로 기 된다.

   이와 함께 같은 암 조직, 암세포라도 방사선  약제 항성이 모두 다르고 그 작용 기

작도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결국 암치료제 개발 분야에 있어 환자 맞춤형  암세포 

응성 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DNA methylation에 따른 방사선  약제 내성의 

차이를 규명하게 되면 후생생물학  방법에 의한 신규 항암제 시장이 확 될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방사선  약제에 해 서로 다른 민감성을 보이는 암조직에서의 methylation

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에 따른 효과 인 제어물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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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1. 기본 세포주 선별  방사선 조사 조건의 확립

H460 은 폐암세포주의 일종으로서 비소성세포주 (non-small cell lung cancer)로 리 

알려져 있다. 이 세포주를 기본 세포주로 하여 우선 H460 lung adenocarcinoma의 방사

선 민감성 여부 조사하고자 하 다. 이를 해 H460을 RPMI 배지 10ml이 들어있는 

T-25 flask에 기 농도 1 X 105 되게 종한 후, 37도, 5% CO2 하에서 하루간 배양하

다.

이 배양된 세포주를 Co-60 r-ray를 이용하여 총선량 5, 10Gy가 되도록 직  조사하

다. 즉시, 조사된 세포를 다시 37도, 5% CO2 하에서 배양한 후 당한 시간이 지난 후 

분석을 실시하 다.

우선 H460의 방사선 민감성을 조사하고자 FACS 분석을 통하여 cell cycle의 변화를 살

펴보았다. (그림 1) 그 결과 H460은 5Gy, 10Gy 조사시 심각한 G2/M phase에서 growth 

arrest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5Gy에서는 이러한 growth arrest 가 약 24

시간 후에는 정상의 수  (H460. no irradiation)으로 회복되었는 , 10Gy에서는 조사 후 

48hr 후에서도 여 히 growth arrest되어 있음을 발견하 다. 이상의 결과는 상 으로 

낮은 선량인 5Gy에서, 세포는 조사 기에 다량의 ROS (활성산소) 생성에 의한 stress

에 의해 세포주기의 진행을 억제하고 damage를 치유하지만, 높은 선량인 10Gy에서는 

과도한 stress로 인해 이러한 damage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상 으로 길어짐을 의미

한다.

한편, H460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세포는 안정 으로 배양용기에 붙어서 자라지 못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이것은 형 인 방

사선 민감성의 특징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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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사 선량  배양 시간에 따른 H460 폐암세포주의 FAC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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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방사선 조사후, 방사선량에 따른 세포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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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내성 세포주 선발

상기의 H460 세포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세포에 다량의 stress를 유발하게 되면 약 3일 

후 90% 이상의 세포주가 활성을 잃고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양용기에 안정

으로 붙어 있는 세포를 취해 다시 새로운 배지에 옮기더라도 세포는 여 히 분열을 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H460 세포에서 방사선 내성이 있는 세포주를 성공한 

사례가 아직 세계 으로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H460 세포에 일정 간격으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multiple mutation 

(다  돌연변이)을 유발한 후 최종 으로 방사선에 내성이 있는 신규 세포주를 개발해 

내고자 하 다.

그 결과 수종의 방사선 내성 후보 세포주가 선발되었다. 상기의 결과에 따르면 방사선 

민감성 세포주는 G2/M phase에서 growth arrest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따라

서 신규의 방사선 내성 세포주는 이러한 growth arrest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규로 개발된 방사선 내성 세포주의 growth phase를 

FACS를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그림 3과 같이 G2/M phase에서의 growth arrest가 상 으로 감소된 신규 세

포주 수종을 분리해 내었고, 이 에서 그 효과가 뛰어난 #2와 #9를 차후의 실험에 이

용하 다.

이 #2, #9 H460 방사선 내성 신규 세포주의 생장  독성을 실제 미경 하에서 분석하

여 보았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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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사선 내성 후보 세포주에서의 FACS 결과 분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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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포주별 방사선 민감성/내성 미경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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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그림 4에서 보듯이 정상의 H460 세포주는 방사선 조사시 배양 용기에 붙지 못

하고 floating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새로이 개발된 #2, #9 세포주는 방사선 조

사 후에도 안정 으로 세포 배양 용기에 붙어서 자라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상의 결

과는 방사선의 연속 조사에 의해 개발된 #2, #9 세포주는 방사선에 의한 growth arrest 

상이 감소된 신규 방사선 내성 세포주임을 의미한다.

3. 야생형 H460  방사선 내성 세포주의 유 학  분석

H460과 내성 세포주의 체 유 자 발  양상을 비교하기 해 (주)마크로젠의 도움을 

받아 RNA를 추출한 후 마이크로어 이 (microarray) 실험을 진행하 다.

우선 H460에 비해 #2 세포주에서 발  양상에 차이가 나는 유 자군의 양상은 그림 5

와 같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 세포주는 H460에 비해 신호 달 (signal transduction)에 계

되는 유 자군의 발 에 커다란 차이를 보 다. 그 에서 특히 GABRB3 (Homo 

sapiens gamma-aminobutyric acid (GABA) A receptor, beta 3, transcript variant 1, 

mRNA.) 유 자는 H460에 비해 #2에서 약 14배 증가되어 있었다.

한편, #9의 유 자 발  양상을 H460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림 6). 상기 그림에서 보듯

이, #9 세포주 역시 #2와 마찬가지로 신호 달에 련된 유 자 발  양상에 커다란 변

화를 보 다. 특히 IGBBP7 (Homo sapiens insulin-like growth factor binding protein 

7 (IGFBP7), mRNA.), c-Jun (Homo sapiens jun oncogene (JUN), mRNA.) 등 두 유

자는 H460에 비해 각각 24배, 9배 증가되어 있어 세포의 생장  stress 내성에 요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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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460 비 #2 유 자의 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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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460 비 #9 유 자의 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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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방사선 조사 후 유 자 발  양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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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사선 조사후 각각의 유 자 발  양상을 한 비교하여 보았다. 그림 7에서 보

듯이 역시 #2, #9 공히 H460에 비해 signal transdcution에 련된 유 자 발 의 양상

이 크게 변화하 다.

4. methylation  유 자 발  

PTEN은 세포 생장  분화, 종양발생에 폭넓게 여하는 유 자로 리 연구되어 오고 

있다. 이 PTEN 유 자의 methylation 정도를 H460 세포주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이를 

해 (주)지노믹트리에서 pyrosequencing 기법을 이용하 다 (그림 8).

상기에 기술한  PTEN 유 자는 stress 내성  세포생장과 분화에 요한 향을 미치

는 유 자이다. 따라서 이 유 자의 발 이 H460과 #2, #9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RT-PCR 기법으로 조사하여 보았다. (그림 9)

그 결과, #9 세포주에서는 정상 조건에서 PTEN 유 자 발 이 히 낮았으며, 감마 

방사선 조사에 의해 크게 유도되는 상을 보 다. 한 이와는 반 로 #2 세포주에서

는 정상 조건에서는 발 의 변화가 없었으나, 감마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오히여 발

이 크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 다. 이상의 결과는 PTEN 유 자의 발  차이에 의해 방

사선 내성  민감성이 크게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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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TEN 유 자의 methylation 정도 분석 (pyrosequ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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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TEN 유 자의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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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서로 다른 폐암세포주에서 방사선 민감성 조사



- 30 -

  5. H460  A549에서의 방사선 내성 비교

A549는 H460과 같은 비소성폐암의 일종이나 방사선에 한 민간성은 서로 상이한 그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 을 보다 명확히 찰하고 나

아가 련 유 자 발 을 규명하고자 하 다. (그림 10)

그림에서 보듯이, A549는 H460에 비해 감마 방사선에 해 내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같은 성질의 폐암 세포주라도 그의 유  배경이 다르기 때문

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6. PTEN 유 자 발  비교 분석

앞선 연구에서 #2 방사선 내성 세포주는 PTEN 유 자의 발 이 하게 낮아지는 것

으로 찰되었다. 이러한 PTEN 유 자는 그의 발  정도에 따라 방사선 민감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PTEN의 발 이 하될수록 내

성이 커진다고 한다. 따라서 같은 폐암 세포주인 H460과 A549에서도 서로 다른 민감성

을 보이는 이유가 PTEN 유 자의 발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고 가정하 다.

따라서 이들 두 세포주에서 pyrosequencing을 이용하여 PTEN 유 자의 methylation 

정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림 11). 

그 결과 H460은 A549에 비해 PTEN 유 자의 methylation 정도가 매우 낮았다. 

methylation이 낮다는 의미는 결국 유 자 발 이 낮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두 세포주

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PTEN 단백질의 발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상 로 A549에서  PTEN 의 발 이 H460에 비해 히 낮아져 있음을 확인할 수 

이었다. (그림 12)

단백질 발 과 유 자 발 , 특히 methylation에 의한 발 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PTEN 유 자의 발 을 조사하여 보았다. 이를 해 배양 후 2일 된 두 

세포주로부터 RNA를 추출하여 PTEN RT-PCR을 수행하 다. (그림 12)

그 결과 western 결과와 비슷하게 A549에서는 PTEN 유 자의 발 이 하게 낮았

다. 이러한 상은 감마 방사선을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결국 

A549는 PTEN의 발 이 낮아서 방사선에 해 상 으로 내성이 있다고 단되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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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메틸화 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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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TEN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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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H460은 A549에 비해 PTEN 유 자의 methylation 정도가 매우 낮았다. 

methylation이 낮다는 의미는 결국 유 자 발 이 낮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두 세포주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PTEN 단백질의 발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상 로 

A549에서  PTEN 의 발 이 H460에 비해 히 낮아져 있음을 확인할 수 이었다. (그림 

12)

단백질 발 과 유 자 발 , 특히 methylation에 의한 발 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

에 해당 PTEN 유 자의 발 을 조사하여 보았다. 이를 해 배양 후 2일 된 두 세포주로

부터 RNA를 추출하여 PTEN RT-PCR을 수행하 다. (그림 12)

그 결과 western 결과와 비슷하게 A549에서는 PTEN 유 자의 발 이 하게 낮았다. 

이러한 상은 감마 방사선을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결국 A549는 

PTEN의 발 이 낮아서 방사선에 해 상 으로 내성이 있다고 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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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 목표달성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범

체목표

에 한 

비 (%)

과제평가시 

평가기
달성도

방사선  약제 

항성 련 암 세포

주 선발

- 방사선 조사 조건  약제 처리 조

건 확립 

- 방사선  약제 처리에 의한 세포

반응 실험

- 실험 조군  유용 세포주 선별

30
암세포주 

선발
100

선별 세포주에서 

DNA methylation 

비교 분석  유

자 확립

- 선발 세포주에서의 DNA methyl-  

ation 분석

- 방사선  약제 처리 후 다양한 종

류의 암세포 간의 후생생물학  

DNA methylation 차이 비교  

- 결과 분석을 통한 민감성  내성 

련 유 자 선발  확립

30

DNA 

microarray 

분석 결과

100

방사선  약제 

항성 련 유 자 

기능 분석

- 련 유 자의 신호 달 체계 규명

- DNA methylation 제어기술  유

자 제어기술 타당성 검토

- 신규 유 자 제어 물질 개발을 

한 근거  향후 타과제 활용 검토

40

- 신호 달 

규명

- 논문  

특허

100

2. 련분야에의 기여도

○ DNA methylation 련 방사선  약제내성 유 자군을 선발함으로써 신규 암치료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유용유 자원 확보

○ 신규 유 자원 확보를 통한 국내 생물  의료산업의 첨단 기술수  향상

○ 방사선  원자력 련 바이오원천기술의 수출 기회  확

○ 신규 항암시장의 선도  역할 기

○ 수입 항암제 체 효과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기술료 획득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서의 수익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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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기 효과 - 기술  측면

다양한 종양 세포에서의 방사선  항암 약제에 따른 내성  민감성의 차이가 DNA 

methylation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새로이 제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종양학 학문 체에 새로운 을 제공해  수 있을 것으며 아울러 DNA methylation 분

석기술의 향상에도 기여하리라 기 된다. 한, 종양 세포에서의 방사선  항암 약제에 따

른 DNA methylation에 따른 방사선  약제 민감성의 차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본 

이론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해당 암발생 련 유 자의 기능을 최신의 분자생물학  방

법으로 규명함으로써 국가 으로 경제성이 있는 유용유 자원을 다량확보 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방사선  항암약제 치료시 치료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기 효과 - 경제․산업  측면

종양세포 간 방사선  약제 민감성을 밝히고 나아가 방사선  약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독자 인 기술개발이 성공한다면, 방사선  약제를 이용한 항암 치료 분야에서의 치료 효

과를 극 화시킴으로써 의료비용  고통 감, 고가의 수입의약 체 효과 등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상되며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기술료 획득과 제품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수익창출을 기 할 수 있다. 아울러 DNA methylation을 고려한 새로운 암 발

생 기작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돌연변이 의존  암치료 시장에 후생생물학  개념

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 으로 새로운 항암치료 련 분야를 창출할 것으로 기 된

다. 아울러 항암 련 유 자원의 확보  신규 항암기술의 개발은 생물  의료산업에 필

수 불가결하며 련된 국내 기술수  향상을 증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원자

력 련 바이오원천기술의 수출 기회  확 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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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방안

인간 종양 세포에서 방사선 항성 혹은 약제 항성을 일으키는 유 자를 발굴하고 이 유

자의 기능을 규명하게 되면 원천 으로 방사선  약제내성을 일으키는 유 자를 상  

단계에서 제어함으로써 암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별 맞춤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 된다. 과제 연구기간 동안 다양한 종양 세포 간 방사선  약제 내

성 DNA methylation 결과  이의 기능연구를 토 로, 과제 종료 후 후속연구를 수행할 발

을 마련함은 물론 암 제어 물질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며 향후 국가 형연구과

제 혹은 실용화 연구과제 등에 극 응용  활용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확립된 방사선 조사 기법  폐암세포주에서의 방사선 민감성에 여하는 

세포 기능 결과를 일부 이용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 하는 “원자력연구기술개발사업-

핵심기 ” 연구를 과제책임자로서 수행 에 있음 (계정번호 : 54180-09). 해당 과제에서는 

CDH13, PTEN, DKK3 유 자 등의 methylation을 유 으로 조 함으로써 폐암세포주에

서 방사선 내성을 조 할 수 있는 원천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2. 한, 재 암 기 세포에서 방사선에 의한 DNA 메틸화의 변화를 추 하고 이를 통한 

유용 항암제를 개발하기 해 차병원 (포천 문의과 학교), (주) 지노믹트리와 함께 후속 

과제를 발굴하기 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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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가 되고 암치료 시장에 있어 기술적으로 중요한 요소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lung adenocarcinoma의 일종인 H460에서 방사선 조사 후 

내성을 갖는 새로운 내성 세포주 2종을 처음으로 선별해 내었다. 이들 두 

종의 돌연변이는 기존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새로운 두 종에서 특히 세포분화 및 

생장에 주되게 관여하는 PTEN 유전자의 발현에 변화가 나타나 있음을 

알았다. 실제로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이 다른 두 세포주인 H460과 A54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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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기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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