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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ol is known as being carcinogenic to humans. In addition, the anti-proliferative effects of ethanol
have been described for a variety of tissues and cell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pro-
liferative effects of ethanol on various cancer cells, particularly on oncogenic ras-transformed or
-injected cells. Ethanol treatment inhibited the cell proliferation of normal control cells, but did not
suppress the proliferation of various cancer cells and oncogenic ras-transformed cells. Furthermore,
ethanol treatment did not interfere with DNA synthesis, which was induced by microinjecting the on-
cogenic H-Ras

V12
protein. The anti-proliferative effect of ethanol was rescued by antioxidants, such as

N-acetylcysteine and 4-methlpyrazo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ethanol cytotoxicity is exerted
through free radical formation, and that the anti-proliferative action site of ethanol cytotoxicity either
lies upstream, or is independent of 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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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WHO의 보고에 따르면 인간암발생의 3.6%가 에탄올에 기

인한다고 발표하였고, 1988년부터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에탄올을 carcinogen으로 분류

하였고, 그 뒤 동물에서도 carcinogen실험 결과를 보고하였다

[11,21]. 에탄올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암으로는 구강암, 인후

암, 후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대장암과 유방암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

은 빈도로 에탄올 섭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탄올에 연관된 암 발생의 genetic susceptibility연구에서

에탄올 대사, folate 대사, DNA repair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알려져 있다[1]. 그 중 alcohol dehydrogen-

ase와 aldehyde dehydrogenase의 유전적 다형성이 일부 암

발생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에탄올의 대사에

관련한 CYP2E1 등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7].

에탄올에 의한 암발생의 분자기전은 다양하다. 최근 에탄올

의 장기 투여에 의해 ras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하는 것이 보고

되었다[6,12]. ras 유전자는 세포증식, 세포분화, 세포 골격변화

를 포함하는 다양한 세포 활동에 관여한다[20]. 이러한 ras의

과발현이나 변이는 여러 종류의 인간 암에서 30%의 빈도로

발견된다. 특히 ras 암유전자의 12번, 13번, 61번 아미노산 위

치에서의 변이가 잘 발견된다. 발암원성 H-ras 암유전자에 의

해 형질전환된 쥐에 에탄올을 투여했을 시에 표준 group에

비해 높은 빈도의 종양이 발생함을 보고했다[5]. 따라서 에탄

올이 발암원성 ras 유전자에 의한 종양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에탄올에 의한 세포증식억제 작용은 췌장 랑게르한스 세포

증식[18], 골수세포 증식 및 분화[25], T-cell 증식[8]에서 보여

지고, Smooth muscle cell 분화[17], 골세포 분화[9], 신경조직

형성[16]와 같은 정상적인 세포작용도 억제하는 것이 보고되

었다. 또한 에탄올은 간절제술이나 간의 화학적 손상 후에 회

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29]. 이러한 에탄올의

세포증식이나 세포 회복에 대한 억제효과는 잘 알려져 있으

나, 암세포의 세포증식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에탄올의 여러 조직별 정상세포와 암세포

의 세포증식억제 효과를 비교하였고, 발암원성 H-rasV12와 발

암원성K-rasV12에 의해 형질 전환된 세포에서 세포증식과

DNA 합성을 관찰함으로써 에탄올에 의한 세포증식억제효과

가 발암원성ras 유전자에 의한 암발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번 실험결과에서 우리는 에탄올에 의해

세포증식 억제효과가 일반적인 정상세포에서는 작동하나 암

세포 특히 ras 유전자 변이에 의한 세포의 증식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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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세포주와 재료

정상세포주와 암세포주들은 각 조직별로 American Tissue

Culture Collection (ATCC) (Manassas, VA)에서 구입하였고,

ATCC에서 권하는 방법대로 각 배지에 배양하였다. H-rasV12
-

transformed Rat-2세포와 K-rasV12
-transformed Rat-2세포 및

대조군 Rat-2 세포는 Dr. J.K Pai (Merck/Schering-Plough,

Whitehouse Station, NJ)로부터 제공받았고, 이는 10% fetal

bovine serum이 포함된 DMEM 배지에서 유지하였다.

Bromodeoxyuridine (BrdU)과 mouse anti-BrdU antibody는

GE Healthcare Life Science (Piscataway, NJ)의 제품을 사용하

였고, FITC-conjugated anti-rat IgG antibody는 Jackson Lab

(Bar Harbor, ME)에서 제공받았다. 다른 모든 시약들은

Sigma-Aldrich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에탄올에 의한 세포증식 효과 측정

각 세포들은 여러 농도의 에탄올에서 37
o
C에서 배양하였

고, 에탄올을 함유한 배지는 매일 교환하였다. 에탄올의 증발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arafilm으로 밀봉하였고, 이러한 처

리는 원래의 세포증식이나 세포 morphology를 방해하지 않

았다. 에타올을 처리한 세포는 trypsin으로 분리하고, 세포수

는 tryphan blue staining을 통해 세포 숫자를 계산하였다.

항산화제인 N-acetylcysteine (1 mM), 4-methylpyrazole (1

mM), vitamin E (25 mM), trolox (0.2 mM)는 에탄올 처리

1시간 전에 처리하였고, 그 후에 에탄올(100 mM)을 처리하

고 세포를 배양하였다. 에탄올에 의한 세포증식억제효과에

대한 항산화제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은 위와 같은 방법으

로 진행하였다.

세포미세주사 및 BrdU 면역형광법을 이용한 DNA 합성 실험

세포미세주사법을 이용하여 발암원성 Ras에 의한 DNA 합

성에 대한 에탄올의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oncogenic H-Ras
V12

를 정상유방 세포주인 MCF-12A세포에 주사하여 DNA합성은

아래와 같이 측정하였다 [19]. 요약하면, MCF-12A세포를 cov-

erslip 위에서 배양한 후, serum-free DMEM으로 배양하여 세

포주기를 정지시켰다. 이 세포를 미세주사하기 에탄올(100

mM)으로 4시간동안 처리하였다. 그 후에 발암원성 H-RasV12

protein (2 mg/ml)를 rat IgG (4 mg/ml)과 함께 MCF-12A세

포에 미세주사하였다. MCF-12A 세포를 키운 3개의 coverslip

에 coverslip당 평균 200개의 세포에 미세주사하였고, 이를 두

번 반복하였다. 따라서 미세주사 결과는 평균 1,200개의 세포

에서 나온 결과이다. 미세주사한 세포의 생존율은 90% 이상이

었다. 미세주사된 세포는 BrdU를 세포 배지에 투입하여 37oC

에서 16시간 동안 배양하고, 이를 90%에탄올로 세포를 고정하

였다. 미세주사된 세포는 anti-BrdU antibody로 면역염색하

고, 그 후에 TRITC-conjugated anti-mouse igG antibody로 처

리되었다. 미세주사된 세포를 찾기위해 세포에 같이 주사된

rat IgG를 FITC-labeled anti-rat IgG antibody로 염색하였다.

미세주사된 세포는 세포질의 FITC 염색으로 확인되고, DNA

합성은 핵의 TRITC 염색으로 확인되며, 에탄올이 발암원성

Ras에 의한 DNA 합성 유도에 대한 영향을 형광현미경으로

그 결과를 조사하였다.

세포내 활성산소의 측정

세포내 활성산소양의 측정은 2,7-dichlorohydrofluerescence

(H2DCFDA)가 형광을 나타내는 2,7-dichlorofluorescein

(DCF)로 산화되는 측정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14]. 100% 에탄

올에 H2DCFDA stock 용액(12.5mM)을 만들어 -20oC에 보관

하였고, 25 μM의 working 용액을 사용하였다. DCF의 형광광

도는 형광마이크로 리더(Bio-Tek Instruments, Winooki, VT,

USA)를 사용하여 excitation 파장은 485 nm, emission 파장은

530 nm에서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치는 ANOVA 검정에 의한 평균치와

표준오차(means±SE)로 표시하였으며,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

검정은 Fischer’s Protected LSD post-hoc test로 하였다.

결 과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세포증식에 대한 에탄올의 억제 효과

비교

다양한 조직 유래의 정상세포주와 암세포주를 배양하여 에

탄올에 의한 세포증식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Fig. 1). 사용한

세포주를 분류하면, 유방세포주로는 사람의 정상세포인

MCF-12A와 대표적인 유방암세포 연구에 사용되는 MCF-7,

SK-BR-3, T-47D에서의 에탄올의 효과를 비교하였고, 간세포

는 정상세포인 Chang세포주와 간암세포인 HepG2세포를 비

교하였고, 췌장세포로는 정상세포인 HIT-T12와 암세포인

MIA PaCa-2를 비교하였고, 신경세포에서는 정상세포인

RSC96과 암세포인 PC-12 및 Neuro-2a를 비교하였고, 폐세포

로는 정상세포인 WI-38과 암세포인 HT-1080 및 A549 세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정상세포에서는 에탄올에

의해 세포증식이 현저하게 억제되었고, 반면 암세포에서는 그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세포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신장 유래 세포인 CV-1, 근육세포인 L6, 지방세포인

3T3-L1에서도 동일하게 에탄올에 의해 세포성장이 억제 되었

다. 그 억제 정도는 조직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경세포에서

현저한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고, 유방세포에서는 그 효과 다

소 약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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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ethanol on the proliferation of normal cells and cancer cells. Normal cells and cancer cells (4×104 cell/well) were

plated and treated with a medium containing ethanol (100 mM) for 3 days. The plates were tightly wrapped with parafilm

and the media were refreshed every day. The number of cells was counted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

section. The data represent the mean number of cells from two experiments. Each experiment was performed in triplicate.

The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the ANOVA test (
#p<0.05 and *p<0.01 vs. untreated control).

발암원성 H-ras와 K-ras에 의해 형질전환된 세포에서의

에탄올의 세포증식 억제 효과

Fig. 1의 실험에서 사용한 암세포는 다양한 암유전자의 변

이로 형질전환된 세포이므로 세포내의 어떤 유전자 변이로

인한 것인지, 세포증식 신호전달 과정의 어떤 경로가 에탄올

의 세포증식 억제효과를 상쇄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이

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상적인 Rat-2

세포에 발암원성 H-rasV12
나 K- rasV12

로 형질전환 시킨 세포에

서 에탄올의 세포증식 억제 효과를 조사하여 Ras단백질과의

상호관계를 알아보았다.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에탄올

은 parental Rat-2 세포의 증식을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했고,

이를 다른 세포주 연구와 비교해볼 때 유의성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형질변환된 H-ras나 K-ras 세포의 경우에

는 에탄올 존재 하에서도 세포증식에는 특이한 영향이 없었

다. 이는 에탄올의 세포증식억제 작용이 ras 변이에 의한 세포

증식은 억제할 수 없으며, 또한 이는 알코올의 작용점이 Ras

단백질의 upstream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Ras단백질과는 상

관이 없을 것이란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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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ethanol on the proliferation of oncogenic

H-rasV12
-transformed Rat-2 cells, oncogenic K-rasV12

-

transformed Rat-2 cells and parental Rat-2 cells. Control

Rat-2 and oncogenic Ras-transformed Rat-2 cells (4×10
4

cell/well) were plated and treated with medium con-

taining the indicated amount of ethanol for 3 days. The

plates were tightly wrapped with parafilm and the me-

dia were refreshed every day. The number of cells was

counted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

section. The data represent the mean number of cells

from two experiments. Each experiment was performed

in triplicate. The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the

ANOVA test (*p<0.01 vs. untreated control).

정상유방세포인 MCF-12A에 미세주입된 발암원성 H-

Ras
V12
단백질에 의한 DNA 합성 유도에 대한 에탄올의 영향

발암원성 ras V12와 에탄올에 의한 세포증식억제 효과 사이

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세포미세주사기

술을 적용했다. 정상유방세포인 MCF-12A세포의 세포주기를

정지시켜 DNA 합성을 억제시킨 후, 발암원성 발암원성

H-RasV12 단백질을 세포 내로 미세주사하고, 주입된 Ras단백

질에 의한 세포증식을 위한 DNA합성에 대한 에탄올의 영향

을 알아보았다(Fig. 3). 본 연구팀에 미세주사된 발암원성

H-Ras
V12

단백질은 농도의존적으로 DNA 합성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13]. 대조군으로 미세주입된 Rat IgG를 주입한 세

포에서는 15%의 세포에서 DNA 합성이 일어났고, 발암원성

RasV12 단백질이 미세주입된 세포에서는 66%의 세포에서

DNA합성이 유도되었다. 에탄올을 전처리한 세포에 발암원성

H-Ras단백질를 미세주입한 세포에서는 58.6%세포에서 DNA

합성이 유도되었다. 따라서 에탄올에 의해 유의한 영향은 존

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에탄올에 의한 세포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작용점이 Ras단백질이 관여하는DNA 합성

유도 신호전달경로에서 Ras 단백질의 upstream에 존재하거

나, 아니면 Ras단백질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Fig. 3. Effect of ethanol on DNA synthesis induced by micro-

injection of oncogenic H-Ras
V12

protein in human im-

mortalized normal mammary MCF-12A cells. MCF-12A

cells were grown on a coverslip before arresting the cell

cycle. The cells were then injected with the oncogenic

H-RasV12 protein (4 mg/ml) containing rat IgG (5mg/ml).

The cells were treated with ethanol (100 mM) 1hr before

microinjection. After stabilization for 2 hr, cells were in-

cubated with BrdU for 16 hr at 37oC. They were then

processed for double-label indirect immunofluorescence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 section. An

average of 167 control IgG-injected (range 152-187) cells,

156 H-Ras
V12

-injected (range 145-188) cells, and 186

H-Ras
V12

-injected and ethanol-treated (range 154-195)

cells were counted. The results shown are the mean num-

ber of cells from two independent experiments. Each ex-

periment was performed in triplicate. The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the ANOVA test (*p<0.05 vs. un-

treated and uninjected control;
#p<0.05 vs. etha-

nol-treated and uninjected control).

에탄올의 세포증식 억제효과와 활성산소 형성과의 상관관계

에 관한 연구

Ras단백질외에도 활성산소가 에탄올의 세포증식억제 효과

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10,15]. 우리는 다음으로 활성

산소가 에탄올에 의한 세포증식억제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에탄올에 의한 활성산소의 형성을 조

사하였고, Ras 형질전환 Rat-2 세포에서의 활성산소 형성을

조사하였다(Fig. 4A). 에탄올에 의해 대조군인 Rat-2 세포에서

활성산소 생성이 증가하였다. Ras 형질전환 세포에서는 ROS

의 발생을 조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에탄올에 의해 유의한 활성산소의 증가를 관찰할 수 없었다.

정상세포에서 에탄올에 의해 증가한 활성산소가 세포증식

억제를 유도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free radical trapping

agent를 사용하여 에탄올의 세포증식억제효과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사용한 활성산소 억제제로서 free radical scav-

enger 인 N-acetylcysteine (NAC), CYP2E1 inhibitor인

4-methylpyrazole (4-MP), lipid peroxidation inhibitor인 v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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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Involvement of ROS in anti-proliferative effect of ethanol.

(A) Rat-2, H-ras V12-trnsformed Rat-2, and K-rasV12-trans-

formed Rat-2 cells were treated with 100 mM ethanol

for 3 days. Intracellular ROS levels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section. (B)

MCF-12A cells (4×104 cells/plate) were incubated with

N-acetylcysteine (NAC) (1 mM), 4-methylpyrazole

(4-MP) (1 mM), vitamin E (Vit. E) (25 mM), and trolox

(0.2 mM) for 2 hr, and then treated with ethanol (100

mM). The cells were incubated for 3 days and cell num-

bers were counted. The data represent the mean number

of cells from two independent experiments. Each experi-

ment was performed in triplicate. The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the ANOVA test (*p<0.05 vs. untreated

control; **p<0.05 vs. untreated Rat-2 control cells).

min E (Vit. E), soluble Vit. E인 trolox와 같은 항산화제를 사용

하였다. 항산화제를 MCF-12A세포에 전처리 후, 에탄올을 처

리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Fig. 4B). NAC와 4-MP는 효과

적으로 에탄올에 의한 세포증식 억제효과를 방해하였다. 그러

나 흥미롭게도 Vit. E와 그 유도체인 trolox는 에탄올에 의한

세포증식억제 작용에는 특이한 효과가 없었다. 즉 수용성 항

산화제인 NAC나 4-MP와 지용성 항산화제인 Vit. E계열간의

작용 차이는 에탄올에 의해 형성된 활성산소 중 세포내 수용

성 부위에 작용하는 것이 에탄올에 의한 세포증식 억제에 중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활성산소 형성이 에탄

올에 의한 세포증식 억제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활성산

소의 형성 부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우리는 에탄올의 세포증식 억제 효과가 정상

세포와 암세포에서 조사하여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ras 유전자 변이에 의한 발암원성에 의한 세포증식에는

에탄올이 세포증식이나 DNA합성을 방해하지 못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에탄올의 세포증식억제 효과의 작용

점이 Ras단백질의 upstream이거나 독립적인 경로를 통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포 미세주사기술은

세포내 신호전달분자가 특정 세포 현상이나 호르몬과 같은

신호유발 인자에 관여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

술이다. 세포미세주사기술을 통해 활성화된 발암원성 Ras
V12

단백질이 에탄올의 존재하에서도 DNA 합성을 정상적으로 유

도함을 알 수 있는데, 이 결과는 발암원성 Ras
V12

단백질의 작

용점이 에탄올에 의한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작용점과 먼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가 있다.

ras 암유전자가 관여하는 세포증식 신호전달경로는 잘 알려

져 있으나, 에탄올의 carcinogen 작용과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최근 에탄올의 장기 투여에 의해 간암조직

에서 H-ras의 변이를, 췌장암에서는 K-ras의 변이를 유도하는

것이 보고되었다[6,12]. 즉 에탄올에 의한 직접적인 ras 유전자

의 변이를 통해 암발생을 유도할 뿐 아니라,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변이된 ras 유전자에 의한 세포증식도 억제하지 못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Chavez 등[4]은 에탄올에 의해

간암 발생이 야기되며 정상적인 간세포의 증식은 억제하는

것이 쥐의 실험에서 보고하였다. 즉 정상세포의 세포증식은

에탄올에 의해 억제되었지만, 발암원성 ras 에 의해 형질전환

세포는 에탄올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동일 조

직에서 형질전환된 암세포는 에탄올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세포증식이 진행되나, 그와는 반대로 정상세포는

세포증식과정을 멈출 것이다. 따라서 에탄올에 의한 세포증식

억제 효과는 정상세포에서는 작용하나 Ras 또는 기타 암유전

자의 변이에 의해 유도된 세포증식은 에탄올에 의해 세포증식

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암세포의 증식을 간접적으로 도와주

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활성산소가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거나 암세포의 유지에

중요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활성산소는 어떤 조건이나

세포에서는 세포 노쇠와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상반된 활성산소의 영향의 기전은 생성되는 활성산

소의 양이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세포 종류나 환경의 차이

등에 의해서도 반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Ras에 의한 암세포에

서 활성산소의 생성능이나 역할은 세포 종류와 Ras isoform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보고 되어 있다[23,26]. 본 실험에서는 Ras

에 의해 형질전환된 Rat-2 세포의 경우에서는 활성산소 생성

이 증가된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대조군 세포에서 관찰된

에탄올에 의한 활성산소의 생성이 이 Ras 형질전환세포에서

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Ras로 형질전환된 세포의 경우에

는 세포내 redox state의 변화가 야기되어 이미 세포가 높은

활성산소에 적응되어 증식되고 있기 때문에 에탄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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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증식 억제 효과가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

한 기전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적인 세포증식은 EGF, IGF-1, 인슐린등과 같은 다양한

성장인자들이 유도하며 이러한 성장인자들의 세포증식 효과

를 에탄올이 억제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에탄올에 의해 간세

포의 인슐린신호와 EGF신호 및 IGF-1신호에 의한 세포증식이

억제 되었고[7,22,30], 또한 본 연구팀은 인슐린에 의한 DNA

합성 유도를 에탄올이 억제하였고, 이는 에탄올에 의한

PI3-kinase 활성 억제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보고하였다[28]. 그

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발암원성 ras 유전자에 의한 세포증

식은 에탄올이 억제하지 못하므로 에탄올에 의한 세포증식

억제 효과의 작용점은 ras 단백질 위에 존재하는 PI3-kinase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또는 활성산소의 형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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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증식 억제에 대한 에탄올의 영향

오명주1․김지현2․박수현2․정영화2․왕쿤3․조병욱3․전병학2*

(
1
식품의약청 임상시험관리부,

2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 나노메디컬공학과,

3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

학대학 동물자원학과)

에탄올은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여러 조직이나 세포에서의 에탄올에 의한 세포증식

억제효과도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암세포에서 에탄올에 의한 세포증식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특히 발암원성 ras로 형질전환되거나 미세주입된 세포에서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에탄올은 여러 정상세포들의

증식을 억제하였다. 반면에 여러 암세포나 발암원성 Ras에 의한 세포증식은 억제하지 못 하였다. 또한 발암원성

단백질의 세포내 미세주사에 의한 DNA합성 유도도 에탄올에 의해 억제 되지 않았다. 이러한 에탄올의 세포증식

억제 효과는 N-acetylcysteine이나 4-methylpyrazole과 같은 항산화제에 의해 제거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에

탄올에 의한 세포증식억제 효과는 Ras단백질의 upstream에 있거나 또는 Ras와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활성산소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Attributable to Selected Major Risk Factors. WHO, Geneva.
22. Resnicoff, M., Sell, C., Ambrose, D., Baserga, R. and Rubin,

R. 1993. Ethanol inhibits the autophosphorylation of the in-

sulin-like growth factor 1 (IGF-1) receptor and IGF-1-medi-

ated proliferation of 3T3 cells. J. Biol. Chem. 268, 21777-21782.

23. Trachootham, D., Zhou, Y., Zhang, H., Demizu, Y., Chen,

Z., Pelicano, H., Chiao, P. J., Achanta, G., Arlinghaus, R.

B., Liu, J. and Huang, P. 2006. Selective killing of oncogeni-

cally transformed cells through a ROS-mediated mechanism

by beta-phenylethyl isothiocyanate. Cancer Cell. 10, 241-252.

24. Wands, J. R., Carter, E. A., Bucher, N. L. R. and Isselbacher,

K. J. 1980. Effect of acute and chronic ethanol intoxication

on hepatic regeneration. Adv. Exp. Med. Biol. 132, 663-670.

25. Wang, H., Zhou, H., Chervenak, R., Moscatello, K. M.,

Brunson, L. E. and Chervenak, D. C. 2009. Wolcott RM.

Ethanol exhibits specificity in its effects on differentiation

of hematopoietic progenitors. Cell Immunol. 255, 1-7.

26. Weinberg, F., Hamanaka, R., Wheaton, W. W., Weinberg,

S., Joseph, J., Lopez, M., Kalyanaraman, B., Mutlu, G. M.,

Budinger, G. R. and Chandel, N. S. 2010. Mitochondrial

metabolism and ROS generation are essential for Kras-medi-

ated tumorigenicity. Proc. Natl. Acad. Sci. USA 107, 8788-

8793.

27. Wong, N. A., Rae, F., Simpson, K. J., Murray, G. D. and

Harrison, D. J. 2000. Genetic polymorphisms of cytochrome

p4502E1 and susceptibility to alcoholic liver disease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in a white population: a study and

literature review, including meta-analysis. Mol. Pathol. 53,

88-93.

28. Yi, S. J. and Jhun, B. H. 2004. Ethanol impairs insulin's ac-

tions through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J. Med. Food 7,

24-30.

29. Yokoyama, Y., Nagino, M. and Nimura, Y. 2007. Mechanism

of impaired hepatic regeneration in cholestatic liver. J.
Hepatobiliary Pancreat. Surg. 14, 159-166.

30. Zhang, B. H., Ho, V. and Farrell, G. C. 2001. Specific involve-

ment of G (alphai2) with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signaling in rat hepatocytes, and the inhibitory effect of

chronic ethanol. Biochem. Pharmacol. 61, 102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