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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감마선은 큰 에 지를 가지고 있으며, 생체가 감마

선에 노출되면 세포 내 물 분자가 이온화되어 O2˙, 

OH˙,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생성된다[1]. 생성된 활성산

소종은 산화  스트 스를 야기하며, 감마선은 세포와 

조직, 세포 속의 단백질, 지질, DNA 등에 비가역  

손상을 유발하여 질병 유발과 세포 사멸을 래한다. 

호기성 사 과정을 가지는 고등 진핵생물들의 호

흡과정동안에도 이러한 활성산소종들이 생성된다. 이

러한 생물들은 생성된 활성산소종과 산화스트 스로

부터 생체를 방어하기 해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Px)와 같

은 항산화효소들과, glutathione (GSH), 비타민 C와 

E 와 같은 항산화제를 구축하고 있다[2]. 

효모는 cytosolic CuZn-SOD (SOD1)과 Mn-SOD 

(SOD2) 두 형태의 SOD를 가지며, 각각 세포질과 미

토콘드리아에서 일차  활성산소종인 O2˙을 소거한다. 

SOD는 두 O2˙를 물 분자와 과산화수소로 환하여 

활성산소종을 제거한다[3]. 

활성산소종을 제거한다고 알려진 항산화제  하나

인 N-acetyl-L-cysteine (NAC)는 thiol기를 포함하

는 화합물로, 세포 내로 유입된 후 deacetylation 과

정을 거쳐 cysteine으로 환되어 산화스트 스로 고

갈된 GSH의 공 을 한 구물질로서 역할을 한다

[4]. 한 항산화제는 방사선 방어제로 이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감마선은 CTA1, CTT1, SOD1, 

SOD2, GPx1, GPx2와 같은 효모 항산화효소 유 자

의 발 을 유도하 으며, NAC 처리는 감마선 조사 

후 발 되는 항산화유 자들의 발 을 감소시켰다. 이

는 NAC 처리에 따른 감마선 조사 후 증가된 활성산

소종 제거  산화스트 스 감소에 따른 결과로 NAC

를 이용한 사  수 에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모를 이용하여 단백질 수

에서 NAC와 방사선 처리 후 항산화효소 의 하나

인 SOD의 활성변화를 확인하 다.

 재료  방법

효모 Saccharomyces cerevisiae W303-1A strain 

(MATa leu2-3/112 trp1-1 can1-100 ura3-1 

ade2-1 his3-11/1 ybp1-1)은 YPDA 배지에서 30 

°C, 48시간 배양하여 이용하 으며, NAC는 감마선 

조사 2시간 에 처리하 다. 효모 세포는 한국원자력

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내의 조사시설 60Co gamma 

irradiator (7.4 PBq of capacity; AECL, Canada)를 

이용하여 최종흡수선량이 50 Gy와 100 Gy가 되도록 

실온에서 조사하 다. NAC 처리  감마선 조사 후 

효모세포로부터 PBS buffer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분

리한 후 Bradford법을 바탕으로 한 Bio-Rad Protein 

Assay Kit를 이용하여 단백질 정량을 수행하 다. 

SOD assay는 DOJINDO사의 SOD Assay 

Kit-WST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assay 방법에 의거하

여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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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고찰

  NAC 처리와 감마선 조사가 효모의 SOD 활성에 주

는 향을 확인하기 해 0 mM에서 20 mM의 NAC

를 두 시간 처리한 후 50 Gy와 100 Gy 감마선을 조

사한 다음 효모로부터 단백질을 분리하여 SOD assay

를 수행하 다. 50 Gy와 100 Gy 감마선 조사 후 효모 

SOD 활성은 조군에 비해 약 15% 감소하 으며, 10 

mM과 20 mM NAC만 처리한 효모세포에서 SOD 활

성이 약 1.5배 높아짐을 확인하 다. 10 mM과 20 mM 

NAC 처리 후 50 Gy 감마선이 조사된 효모의 SOD 

활성은  1.3배와 1.1배 증가하 으며, 50 Gy 감마선만 

조사된 실험군에 비해 약 1.5배와 1.4배 증가하 다. 두 

농도의 NAC 처리 후 100 Gy 감마선이 조사된 효모

의 SOD 활성은 조군에 비해 약 1.2배 증가하거나 같

은 수 의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0 Gy 감마선

만 조사한 실험군에 비해 약 1.4배와 1.2배 증가함을 확

인하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NAC는 효모의 SOD 활

성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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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tivity of superoxide dismutase (SOD) in 

yeast cells treated with NAC and gamma 

rays. 

 결  론

  감마선 조사 후 효모 SOD 활성은 감소되었으며, 

NAC 처리는 감마선 조사 유무와 계없이 효모 SOD 

활성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NAC는 항산화효소인 SOD

를 활성화하며, 활성화된 SOD는 생체 내 활성산소종을 

제거 하기 때문에 NAC는 활성산소종을 유발하는 감마

선 조사나 피폭에 따른 방사선 방어제로 이용될 수 있

으며, 활성산소종을 유발하는 외부 환경스트 스로부터 

생물체를 보호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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