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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oxiredoxin 6 (Prx 6) is a member of the thiol-specific antioxidant protein family, which may play
a role in protection against oxidative stress and in regulating phospholipid turnove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a human Prx 6/Luc vector was stably expressed and responded to
antioxidants in a lung cell line (NCI-H460). To achieve this, the luciferase signal, hPrx 6 mRNA ex-
pression, and superoxide dismutase (SOD) activity were measured in transfectants with a hPrx 6/Luc
plasmid after treatment with four antioxidant extracts, including Korea white ginseng (KWG), Korea
red ginseng (KRG), Liriope platyphylla (LP), and red Liriope platyphylla (RLP). First, the hPrx 6/Luc plas-
mid was successfully constructed with DNA fragments of human Prx 6 promoter, amplified by PCR
using genomic DNA isolated from NCI-H460 cells, and cloned into the pTransLucent reporter vector.
The orientation and sequencing of the hPrx 6/Luc plasmid were identified with restriction enzyme
and automatic sequencing. A luciferase assay revealed significant enhancement of luciferase activity
in the four treatment groups compared with a vehicle-treated group, although the ratio of the increase
was different within each group. The KRG- and LP-treated groups showed higher activity than the
KWG- and RLP-treated groups. Furthermore, the luciferase activity against RLP occurred roughly in
a dose-dependent manner. However, the level of endogenous hPrx 6 mRNA did not change in any
group treated with the four extracts. The SOD activity was in agreement with the luciferase activity.
Therefo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hPrx 6/Luc vector system may successfully express and re-
spond to antioxidant compounds in NCI-H460 cells. The data also suggest that the Prx 6/Luc vector
system may be effectively applied in screening the response of hPrx 6 to antioxidant compounds in
transgenic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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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eroxiredoxin (Prx) family는 과산화수소(H2O2) 또는 alkyl

hydroperoxide를 환원시켜 물과 알코올로 만드는 20-30 kDa

의 티올 특이적 항산화효소이다[14, 27]. 포유류의 Prx는 아미

노산 염기서열의 유사성과 면역학적 특성에 따라 6가지의 iso-

type (Prx 1-6)으로 분류한다[3, 14, 25, 29]. 전체 isotype의 Prx

는 보존되는 시스테인 잔기(Cys)의 개수에 따라 크게 2-Cys

class (Prx 1-5), 1-Cys class (Prx 6)의 2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10, 22]. 모든 isotype의 Prx는 N-말단부분에 하나의

Cys47를 가지고 있고, 2-Cys class는 C-말단에 하나의 Cys를

더 가지고 있다. 또한, Cys 잔기의 정확한 위치에 따라서 typi-

cal과 atypical (Prx 5)로 다시 분류되기도 한다[34]. 더불어,

Prx는 각 isotype 별로 세포 내 독특한 분포를 나타낸다. Prx

1, Prx 2, Prx 6는 주로 세포질에서 분포하고, Prx 3와 Prx 5는

세포소기관에서 발견되며, Prx 4는 endoplasmic reticulum에

서 생성되어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15, 25, 29].

Prx 6 유전자는 염색체 1q2에 위치하고 5개의 엑손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25 kDa의 단백질을 인코딩한다. Prx 6는 type

Ⅱ 폐포상피세포나 간세포와 같은 상피세포에서 발현이 높으

며[8,16], 다른 Prx와는 달리 인지질 과산화물을 환원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7]. 특히, Prx 6는 malignancy mesothelioma

와 high-grade squamous cell carcinoma를 비롯한 인간의 폐

질환에서도 높은 발현을 나타내어 폐 기능과 상관관계가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14, 23]. 또한, Prx 6는 여러 가지 질병동물모

델에서 허혈성심질환-재관류(cardiac ischemia-reperfusion),

과산소유발 폐손상(hyperoxic lung injury), 파라콰트

(paraquat)로 유발된 폐와 간 손상, 그리고 상처치유과정에서

급성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17, 18, 24, 31-33]. Prx 6가 항산화에 대한 반응효소로 작용함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항산화능을 갖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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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struct of hPrx 6/Luc vector. Luciferase

gene was controlled by the human Prx 6 and

TA promoter. AP-1-C, Nrf2 and TBP-like

sequences are underlined in the sequence of

human Prx 6 promoter.

질을 과학적으로 검출하고 정량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Prx 6 promoter의 조절하에 luciferase

유전자를 갖는 hPrx 6/Luc 벡터가 삽입된 형질전환마우스

(transgenic mice)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항산화

물질의 스크리닝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먼저 인간의 폐 상피암세포의 genomic DNA를

이용하여 hPrx 6 promoter를 합성하고, 이를 pTransLucentTM

Reporter 벡터에 삽입하여 hPrx 6/Luc 재조합 벡터를 제조한

후 NCI-H460 세포주에서 이들 벡터의 성공적 발현과 반응성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는 hPrx 6/Luc 재

조합 벡터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발현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벡터가 형질전환마우스의 개발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재료 및 방법

hPrx 6/Luc 벡터제조

hPrx 6 promoter DNA 단편은 인간 NCI-H460세포로부터

genomic DNA를 분리한 후 hPrx 6 promoter 특이적인 프라이

머(forward primer; 5'-GCGCT AGCGC ACCAA CACAT

CACTG TGATG AAAAC-3', reverse primer; 5'-GCAGA

TCTGA CAGCA AGCAA CCGGT TGGTT CTGGC-3')를 이

용하여 94℃ 1분, 62℃ 1분, 72℃ 1분 조건에서, 35 cycle로 반응

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hPrx6 promoter DNA 단편

(1,496-bp)은 pGEM-T easy 벡터(Promega, Madison, WI,

USA)에 클로닝한 후 NheIII와 BglI으로 절단하여 DNA 단편을

준비하였고, 동일한 제한효소로 절단된 pTransLucentTM

Reporter 벡터(Panomics, CA, USA)와 결합하여 hPrx 6/Luc

벡터를 제조하였다(Fig. 1). 제조된 hPrx 6/Luc 벡터는 제한효

소 절단과 automatic sequencing을 통해 정확한 유전자 서열

의 삽입을 확인하였다.

세포배양 및 transfection

항산화물질에 대한 hPrx 6의 발현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인간 NCI-H460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Carlsbad, CA, USA), L-glutamine, penicillin 및 strep-

tomycin (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함유한 RPMI

1640 (Hyclone Co., Logan, UT, USA)에서 37℃, 5% CO2 조건

의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Transfection을 위하여 20 µg의

재조합 DNA를 Lipofectamine
TM

Reagent (Invitrogen)과 실온

에서 20분간 혼합하여 준비하고, NCI-H460 세포는 항생제가



Journal of Life Science 2013, Vol. 23. No. 2 169

없는 배지에서 24시간 배양하여 2x107세포가 되도록 준비하였

다. 세포를 Opti-MEM medium (Invitrogen)으로 한 번 세척한

후 준비된 DNA/Lipofectamine 혼합물을 세포에 첨가한 후

5시간 동안 유전자가 주입되도록 37℃ 배양기에서 배양하였

다. 5시간 경과 후 항생제가 있는 정상배지로 교환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물질처리 및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nalysis

세포에서 hPrx 6 mRNA의 발현을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된

인삼(Korea White Ginseng, KWG), 홍삼(Korea Red Ginseng,

KRG),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LP), 홍문동(Red Liriope pla-

typhylla, RLP)의 4가지 추출물은 이전에 보고된 논문에서 제

시된 방법으로 준비하였다[5]. 준비된 추출물은 50 mg/ml로

NCI-H460 세포에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RNA를 분리하여

RT-PCR을 실시하였다. RNA의 분리를 위해, 먼저 세포로부터

배지를 모두 제거한 후 RNA-BeeTM solution (Tel-Test, Austin,

TX, USA)을 이용하여 회사의 권장법에 따라 RNA를 추출하였

다. RNA-Bee
TM

solution 추출물에 포함된 단백질을 chloro-

form을 이용하여 침전시킨 후 isopropanol을 이용하여 RNA

를 침전시켜 RNA만을 수확하였다. 분리된 전체 RNA는 260

nm 흡광도에서 양을 측정하고, 5 μg)을 RT반응에 사용하였다.

RT반응은 먼저 5 μg)의 RNA에 0.5 μg)의 oligo dT (Invitrogen)

를 처리하고, 70℃에서 10분 동안 반응하여 500 ng의 oligo

dT를 RNA에 결합시켰다. 여기에 5x 완충용액, 10 mM dNTP,

0.1 M DTT, Superscript II (Invitrogen, 200 U/μ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10분 동안 방치 후 42℃에서 50분 동안 RT반응을

수행하였다. RT반응이 끝나면 90℃에서 5분 동안 처리하여

RNA와 cDNA를 분리하고, RNase H (Invitrogen)를 3.2 U/μl

처리하여 37℃에서 20분 동안 반응하여 RNA를 분해하였다.

합성된 cDNA를 주형으로 94℃ (30 sec), 62℃ (30 sec), 72℃

(45 sec) 25 cycle로 hPrx 6 특이적인 서열(sense primer: 5'-

GCGCT AGCGA ACCAA CCGGT TGCTT GCTGT CC-3',

anti-sense primer: 5’-GCCTC GAGCA GCTTC TCCAA

GAGAC TTAAG-3’)과 actin 특이적 서열(sense primer: 5'-

GTGGG GCGCC CCAGG CACCA GGGC-3', anti-sense pri-

mer: 5'-CTCCT TAATG CTACG CACGA TTTC-3')을 이용하

여 PCR을 실시하였다. 증폭된 유전자는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을 실시한 후 UV에서 관찰하였다. PCR 산물이 전기영

동에서 나타내는 band의 density는 Kodak Electrophoresis

Documentation and Analysis System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Luciferase activity analysis

항산화능을 갖는 4가지 추출물에 의해 유도되는 hPrx

6/Luc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실시한 luciferase activity

analysis는 Luciferase assay kit (Promega, Madison, WI,

USA)를 이용하였다. 먼저, NCI-H460 세포에 hPrx 6/Luc 벡

터를 transfection하고, 24시간 경과 후에 KWG, KRG, LP, RLP

추출물을 처리하였다. 24시간 경과 후, 배지를 제거하고 1x

lysis buffer를 첨가하여 얻은 세포용해물을 12,000× g에서 15

초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Luminometer

tube에 100 μl의 Luciferase Assay Reagent를 넣고, 분리한 세

포용해물 20 μl을 첨가하였다. 이를 섞은 후 Clinilumat

(Berthold, Germany)을 이용하여 luciferase activity를 측정하

였다.

Activity analysis of superoxide dismutase (SOD)

세포에서 SOD activity를 확인하기 위하여 SOD Assay Kit

(Dojindo Molecular Technologies, Inc., Japan)를 사용하여

calorimetric assay을 실시하였다. 먼저, 세포는 1x PBS를 첨가

한 후 homogenizer를 이용하여 균질화하고, 세포용해물을

10,000 × g에서 15분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세포용해물은 dilution buffer (1x PBS)로 1/2, 1/2
2
,

1/23, 1/24로 희석한 후, 96 well plate에 sample solution을

20 μl씩 넣고, 200 μl의 WST working solution을 첨가하였다.

각 well에 enzyme working solution (20 μl)을 첨가하고 Plate

를 37
o
C에서 20분간 배양하여 효소와 반응시킨 후, spec-

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 activity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SOD activ-

ity (Inhibition rate, %)=[(Ablank1-Ablank3)-(Asample-Ablank2)]/

(Ablank1-Ablank3)x100 (Ablank1: absorbance of blank1, Ablank2: ab-

sorbance of blank2, Ablank3: absorbance of blank3, Asample: ab-

sorbance of sample).

통계분석

실험 결과에 대한 유의성은 One way ANOVA (SPSS for

Windows, Release 10.10, Standard Version,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P-value < 0.05를 유의성이 있는 값으로 인정하였

으며, 실험결과는 means±SD로 제시하였다.

결 과

hPrx 6/Luc 벡터의 제조 및 확인

항산화물질에 의해 유도되는 hPrx 6의 반응성을 정량적인

평가에 적용 가능한 형질전환마우스를 제조하기 위한 벡터로

사용될 hPrx 6/Luc 벡터는 hPrx6 promoter, luciferase 그리고

SV40 terminator를 결합시켜 제작하였다(Fig. 1). hPrx 6는 항

산화효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promoter 부위에는

AP-1-C, TBP, Nrf2 반응 element 등과 유사한 염기서열이 각

각 1개씩 포함되어 있다(Fig. 1)[11]. hPrx6 promoter 단편은

NCI-H460 세포의 genomic DNA를 분리하여 long-PCR 방법

으로 증폭하여 1,496-bp 단편을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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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으며(Fig. 2A), pTransLucentTM Reporter 벡터에 삽

입하여 hPrx 6/Luc 벡터를 완성하였다. 제조된 hPrx 6/Luc

벡터는 제한효소 절단과 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하여 염기서열

이 이전에 보고된 서열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Fig. 2B).

hPrx 6/Luc 벡터의 항산화물질에 대한 반응성 확인

KWG, KRG, LP, RLP는 세포 혹은 실험동물에서 우수한

항산화능을 갖고 있는 추출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Prx 6반

응 항산화물질 검색시스템 개발에 적용하였다[5, 12, 13]. 제작

된 hPrx 6/Luc 벡터의 세포내 안정적 발현과 항산화물질에

대한 반응성을 신속히 평가하기 위해, hPrx 6/Luc 벡터를

NCI-H460 세포에 transfection한 후 4가지 추출물을 처리하여

luciferase activity를 측정하였다. NCI-H460 세포에서 trans-

fection efficiency는 약 57%임을 pEGFPC-1 벡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Data not shown). 그 결과, vehicle 그룹에 비하여

4가지 추출물을 처리한 모든 그룹에서 높은 luciferase activity

를 나타내었다. 특히, KRG와 LP는 가장 높은 activity를 나타

내었으며, KWG와 RLP는 상대적으로 낮은 activity를 나타내

었다(Fig. 3A). 이들 추출물 중에서 RLP를 농도 별로 처리하여

농도의존적 변화를 유발하는 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비록

25 mg/ml 처리그룹에서 activity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

Fig. 2. Amplification and nucleotide sequence of hPrx 6

fragment. (A) For amplification of hPrx 6 promoter, the

sense primer, (5'-GCGCT AGCGC ACCAA CACAT

CACTG TGATG AAAAC-3'), harboring 441 enzyme site

at 5' end, and the antisense primer, (5'-GCAGA TCTGA

CAGCA AGCAA CCGGT TGGTT CTGGC-3'),

harboring nucleotides 1937 enzyme site at 5' end. (B)

AP-1-C, Nrf2 and TBP-like sequences in the hPrx 6

promoter were confirmed by the automatic sequencing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체적으로 농도의존적으로 activity가 증가하였다(Fig. 3B). 이

러한 결과는 제조된 hPrx 6/Luc 벡터는 세포내에서 안정적으

로 작용하고, 항산화물질에 의해 효과적으로 반응함을 제시하

고 있다.

hPrx 6/Luc 벡터와 hPrx 6 mRNA의 반응성 차이 관찰

항산화추출물에 대한 hPrx 6/Luc 벡터와 hPrx 6 mRNA의

반응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hPrx 6/Luc transfection된

세포에 각 물질을 50 mg/ml로 24시간 동안 처리하여 hPrx

6 mRNA의 발현을 RT-PCR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luci-

ferase 활성과 비교하였다. 먼저, Prx 6 mRNA의 발현은 증류

수를 처리한 vehicle 그룹에서 매우 높게 관찰되었으며, 각 추

출물을 처리한 세포에서도 vehicle 그룹과 유사한 hPrx 6

mRNA발현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vehicle 그룹과 각 추

출물 처리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Fig. 4A). 또한,

처리한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RLP를

A

B

Fig. 3. Effects of four antioxidant extracts on luciferase activity

in NCI-H460 cells. (A) After the transfection of hPrx

6/Luc vector, cells were cultured with 50 mg/ml of each

extract for 24 hrs. (B) Also, the four different

concentrations of RLP were treated into the transfectants

of hPrx 6/Luc vecto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ose

dependent effect. Luciferase activity was assayed using

total cell lysate. No lysate groups were used as control

groups that did not contain tissue lysate, respectively.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D. *p<0.05 is the

significance level compared to the vehicle-treated group.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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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Effects of four extracts on the expression of hPrx 6 mRNA

in NCI-H460 cells. (A) Cells were cultured with one of

the four different extracts for 24 hrs and mRNA level

of hPrx 6 was measured with RT-PCR using total RNA

isolated from these cells. (B) Dose dependent assay. Cells

were cultured with one of four different concentration

of RLP for 24 hrs and mRNA level of hPrx 6 was

measured with same methods. The β-actin signal was

used as the control, and detected as the transcripts with

640-bp. The density of the amplified transcripts was

quantified.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D.

*p<0.05 is the significance level compared to the

vehicle-treated group.

농도 별로 처리한 후 hPrx 6 mRNA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RLP의 농도에 의존적이지 않지만 25 mg/ml 이상 처리한

집단에서 유의적으로 hPrx 6 mRNA 발현이 증가되었다(Fig.

4B). 이러한 결과는 RT-PCR방법이 4가지 항산화추출물에 의해

유도되는 hPrx 6 mRNA의 반응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을 제

시하고 있다. 더불어, 항산화물질에 의해 유도되는 반응은 세포

내에 hPrx 6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보다는 hPrx 6/Luc 벡터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 정량적 측정면에서 우수한 방법임을 제시

하고 있다.

hPrx 6/Luc 벡터와 SOD 활성의 반응성 차이 관찰

마지막으로, 항산화물질에 의한 hPrx 6/Luc 벡터의 반응성

과 SOD 활성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4가지 추출물을 hPrx

Fig. 5. Effects of four extracts on the SOD activity. NCI-H460

cells were cultured with one of the 4 different extracts

for 24 hrs. Total cell lysate of each groups were prepared

and each groups were assayed in the SOD activity. The

data represents the mean±SD from three replicates.

*p<0.05 is the significance level compared to the

vehicle-treated group.

6/Luc transfection한 세포에 추출물을 각각 처리한 후, SOD

활성을 측정하고 이를 hPrx 6/Luc 벡터의 반응성과 비교하였

다. SOD는 superoxide를 oxygen과 hydrogen peroxide로 분

해시키는 효소로서 oxygen에 노출된 모든 세포에서 항산화

방어작용의 수행에 중요하다[2]. 그 결과, 비록 물질 별로 증가

량의 차이는 있었으나 KWG, KRG, RLP는 vehicle 그룹에 비

해 SOD 활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LP은 거의 효과

가 없었다. 특히, SOD 활성은 KRG, RLP를 처리한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5).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비록 LP의 효과는 적지만, 다른 3가지 추출물은 SOD

활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우수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러한 추출물의 SOD 활성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hPrx 6/Luc

벡터의 반응성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

고 찰

대부분의 포유동물에서 발생하는 호기성대사에서는 산소

를 물로 순차적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ROS)가 생

성되며, 이들은 SOD에 의해 산소에 하나의 전자가 부가됨에

따라 H2O2가 형성된다. 체내에서 적절한 농도의 H2O2는 유전

자발현과 세포성장 및 분화를 자극하지만, 고농도의 H2O2는

막지질과 핵산, 단백질에 손상을 초래한다[9]. 과도하게 생성

된 H2O2는 많은 생물체에서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Px) 또는 Prx와 같은 항산화효소에 의해서 제거되므로 산화

적 손상이 예방된다[28]. Prx는 이러한 항산화효소 중의 하나

로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티올-특이적 항산화 단백질로 다

양한 과산화물을 환원시키는 항산화효소로 작용한다[34]. 그

러나 Prx의 항산화물질 반응 특성을 이용하여 항산화능을 검

색하는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새로운 시도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Prx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172 생명과학회지 2013, Vol. 23. No. 2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항산화추출물질로 사용된 KWG, KRG, LP, RLP는 최근까

지도 다양한 만성질환의 치료제로서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

제로서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 KWG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천연물의약품으로 주요한 작용을 하는 물질은 사포닌

이라고 알려져 있는 ginsenoside이다[20]. 일부 연구에서는

ginsenoside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Rg1이 폐에 유

익한 작용을 하며[20, 21, 26], 간과 뇌에서 지질의 과산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6], SOD활성을 통해 뉴런의 산화적 스트레

스를 억제한다고 보고되어있다[4]. 또한, KWG를 증숙가공하

여 제조한 KRG도 인간의 dermal fibroblast에서 radical scav-

enging activity와 SOD activity를 유도하였다[12]. LP는 백합

과에 속하는 다년생 상록 초본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

역에 널리 자생하고 있는 한국산 LP를 주로 약재로 사용한다

[19]. 항암효과[1], 세포보호 및 기억력 증진효과[16]를 포함하

여 LP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있지만 항산화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Bae 등[1]은 LP의 총 항산화능을

ABTS 양이온 소거능으로 측정하였을 때, LP의 항산화능은

무처리군에 비해 열수추출물의 농도와 열처리 가공온도가 증

가할수록 항산화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P의

total saponin은 Ninety Kunming 마우스에서 SOD activity와

GSH-Px 수준의 증가를 유도하였다[13]. 비록 이전에 보고된

논문과 각 물질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본 실

험에서 측정된 SOD activity는 전반적으로 이전의 보고와 매

우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항산화추

출물이 우수한 항산화능을 갖고 있으므로 Prx 6의 발현유도에

적합함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Prx promoter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Prx 1 promoter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promoter는 phorbol ester 12-O-tetradecanoylphorbol-13-a-

cetate (TPA)에 반응할 수 있는 element를 포함하지만 tran-

scription factor Nrf2에 반응할 수 있는 element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1]. 또한, 여기에는 여러 개의

activator protein 1-c (AP-1-C) response element들과 nu-

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NF-κB) response element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Prx 6

promoter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에 따르면, Prx 6 promoter는 항산화물질에 효과적으로 반응

하기 때문에 다양한 response element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hPrx 6 promoter에는 AP-1-C, TATA box bind-

ing protein (TBP), Nrf2 response element 유사서열이 관찰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11, 30]. 또한 제조된 hPrx 6/Luc 벡

터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모델동물을 개발한다면 항산화물

질의 검색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

지만 Prx 6 promoter에서 새로운 response element를 찾는

연구는 추가적으로 수행된다면 형질전환마우스의 항산화물

질에 대한 반응성의 구체적인 기전을 규명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항산화물질의 하나로 사용한 LP는 세포

에서 항산화관련 인자의 변화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이 관찰

되었다. 즉, SOD는 LP 처리에 의해 유도되지 않고 오히려 감

소하였으나(Fig. 5), hPrx 6/Luc 벡터에 의한 luciferase 활성은

크게 증가하였다(Fig. 3). 이러한 차이는 ROS를 H2O2로 변화

시키는 SOD와 생성된 H2O2를 제거하는 Prx 6 기능적 차이에

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 추출물에 의해 유도되는 hPrx

6/Luc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hPrx 6/Luc 벡터를 tran-

sient transfection한 세포주를 이용하여 luciferase activity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세포주를 이용하여

항산화물질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면, stable transfection을 실시하여 클론을 확보함으로서 지

속적으로 효능평가에 사용하는 것이 일정한 결과를 확보하

는 우수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최종적인 목적

인 형질전환마우스를 개발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hPrx

6/Luc 벡터를 제조하여 제조된 벡터가 세포주 내에서 성공

적으로 발현되고 반응하는 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hPrx 6/Luc 벡터는 transient transfection을 실시하여 신속

히 반응성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전의 연구에서도 간단하고

신속하게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stable

transfection보다 transient transfection을 실시하여 확인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35, 36]. Transient transfection은 비록

세포주 집단 전체의 반응성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유전자

의 안정적 발현이나 세포내 반응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37,

3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신속히 hPrx

6/Luc 벡터의 가능성을 세포주에서 평가하기 위해 transient

transfection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hPrx 6/Luc 벡터의 농도별 반응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RLP를 선별하여 luciferase activity를 측정하

였다. 지금까지 KWG와 KRG의 항산화능에 대한 연구는 이전

의 연구에서 많이 규명되었지만[5, 12], RLP의 이러한 기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RLP의 항산화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규명한 본 연구는 향후 RLP의 신약으로써 높은 발전기

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형질전환마우스

를 생산하기 위해 제작된 hPrx 6/Luc 벡터가 성공적으로 제조

되었고, 이는 폐 상피암세포주에서 항산화물질에 반응함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hPrx 6/Luc 벡터에 의한

반응은 세포 내 Prx6 mRNA를 확인하는 방법보다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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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SOD 활성과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반응의 결과를 토대로 형질전환마우스를 개발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항산화물질의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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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항산화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의 검색에 적용할 수 있는 형질전환 마우스 생산을 위한 새로운 Prx

6/Luc 벡터시스템의 제조 및 폐암세포주에서 반응성 확인

이영주․남소희․김지은․황인식․이혜련․최선일․곽문화․이재호․정영진․안범수․황대연*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바이오소재과학과)

Peroxiredoxin 6 (Prx 6)는 티올-특이적 항산화 단백질에 속하는 효소로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

할 뿐만 아니라 과산화물의 환원작용을 촉매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Prx 6의 promoter를 이용하여 항산화반응

을 유발하는 추출물을 효과적으로 스크리닝하는 새로운 형질전환마우스를 개발하는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hPrx 6/Luc 벡터를 개발하고, 이들 벡터의 안정적 발현과 성공적 반응성을 세포주를 이용하여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간 Prx 6 promoter를 증폭하여 luciferase cDNA와 결합한 hPrx 6/Luc 벡터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벡터를 제한효소 절단과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hPrx 6/Luc 벡터는 NCI-H460

세포에 transfection한 후 인삼(KWG), 홍삼(KRG), 맥문동(LP), 홍문동(RLP)의 4가지 추출물을 처리하여 lucifer-

ase activity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luciferase activity는 4가지 추출물에 의해 효과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KRG

과 LP를 처리한 그룹이 KWG과 RLP를 처리한 그룹보다 높았다. 또한, luciferase activity는 RLP 농도에 의존적으

로 증가하였다. hPrx 6/Luc 벡터와 hPrx 6 mRNA반응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4가지 추출물을 처리한 후 hPrx

6 mRNA의 양을 RT-PCR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hPrx 6 mRNA의 양은 비록 고농도의 RLP 추출물에서는 약간의

증가가 관찰되었지만, 대조군에 비하여 4가지 추출물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한편, 4가지 추출물에 의한

superoxide dismutase (SOD) 활성의 변화는 비록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hPrx 6/Luc 벡터와 유사한 반응을 나타

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hPrx 6/Luc 벡터는 성공적으로 제조되었고, 세포내에서 안정적으로 발현하면서

항상화물질에 민감하고 정량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세포주에서 확인결과를 바

탕으로 형질전환마우스가 개발된다면, 항산화물질을 정량적으로 스크리닝하는 시스템으로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

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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