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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it is popularly believed that vitamin C protects cells from various genotoxicants, the degrees
and mechanisms of itsprotective actions are not fully understood. In this study, vitamin C’s protective
effects against various genotoxicants were quantified, together with subsequent analyses on the mech-
anisms of these protective effects. Comet assay was employed to measure the degree of DNA damage
in Chinese hamster ovary cells (CHO-K1) exposed to five genotoxicants, H2O2, HgCl2,N–methyl–N–
nitro-N-nitrosoguanidine (MNNG), 4-nitroquinoline–1-oxide (4NQO), and UV-irradiation. In cases
cells were treated with H2O2, HgCl2, and 4NQO together with vitamin C, the damage to DNA de-
creased to the level of the control group. In cases of UV-irradiation, the protective effect of vitamin
C appeared, but did not reach the control levels. Interestingly, vitamin C did not have protective ef-
fects against the genotoxicity of MNNG. The degrees of DNA damage of cells treated with vitamin
C prior to exposure togenotoxicants were 28~49% lower than those of cells treated with vitamin C
after being exposed to genotoxicants. In conclusion, vitamin C had strong antioxidanteffects against
genotoxicants by being a primary antioxidant blocking genotoxicity reaching the cells, rather than be-
ing a secondary antioxidant acting on post-exposure DNA repair processes. However, vitamin C’s pro-
tective effects appearto be limited, as there are genotoxicants, such as MNNG, whosegenotoxicityis not
affected by vitamin C.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arrant furtherstudies on toxic mechanisms
of genotoxicant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protective mechanisms of vitam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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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전독성에 대한 방호기작에는 유전독성물질과 직접적으

로 작용하는 항산화물질(antioxidant)에 의한 1차적인 방호기

작과 유전독성물질에 의해 일어난 DNA 손상을 정상상태로

되돌리는 DNA 복구(DNA repair)에 의한 2차적인 방호기작

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다.

이러한 항산화제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타민 C는

체내 거의 모든 세포외액(혈액과 림프액 등)과 세포 내의 세

포질에 존재하면서 유전독성물질로부터 생성되어지는 산화

적 스트레스와 알킬화 등에 의한 다양한 DNA 손상과 세포막

지질의 산화를 막아내며, 효소의 술프히드릴기(-SH)를 환원

상태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항산화효소와 함께 산화적 스트

레스에 대한 강력한 제거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2, 24]. 또한, 유전독성물질과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유전

독성 발현기작을 막음으로써, 항발암성, 항염색체파괴성 및

항돌연변이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8, 9, 10,

17, 19, 2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타민 C가 염색체 이상

및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 유발시험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것

으로 보아 비타민 C가 돌연변이 유발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비타민 C가 돌연변이 전구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보고[3, 4, 11]되고 있는 등 비타민 C의 항산화작

용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논란은 사라지

지 않고 있어 다양한 시험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 Comet assay는 세포 수준에서의 DNA 손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microgel electrophoresis 방법으

로 지난 20년 동안 사용되어져 왔으며, 최근에 폭넓은 관심을

얻은 시험법이다(Fig. 1). Comet assay의 장점은 다른 유전독

성시험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우며, 다양한

생물과 조직세포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Alkaline Comet assay를 사용할 경우에는 DNA의 이중가닥

뿐만 아니라 단일가닥 손상도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제기 되고

있는 다양한 유전독성에 대한 비타민 C의 방호효과를 확인하

기 위하여, 실제 생활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세포독성물질

인 H2O2, HgCl2 그리고 자외선과 강력한 발암성을 가진 것으

로 알려진 MNNG와 4NQO 등의 유전독성물질에 의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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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et assay imag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DNA

damage. CHO-K1 cells were used as a sample.

나는 유전독성을 효과적으로 방호하는지를, DNA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유전독성시험인 Comet assay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한 CHO-K1 세포는 서울의대 삼성암연구소 부

설 한국세포주은행에서 구입하였으며, CO2 incubator (37℃,

5% CO2)에서 10% BS (Bovine Serum, Gibco, USA), Penicillin

G (한독약품, KOR), Streptomycin (Sigma, USA)이 포함된

RPMI-1640 (Sigma, USA)을 사용하여 2~3일 간격으로 계대

배양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험물질의 처리

H2O2 (Dae jung KOR), HgCl2 (Sigma, USA)와 비타민 C

(Sigma, USA)는 PBS에, MNNG (Sigma, USA)와 4NQO

(Sigma, USA)는 Absolute ethanol (Fisher, USA)에 녹인 후

PBS로 희석하여 냉동 보관하였다. 시험물질은 처리하기 직전

에 혈청이 들어 있지 않은 배양액으로 원하는 농도로 희석하

였으며, 60 mm petri dish 또는 12-well plate에 1 ml당 1×105

개의 비율로 넣고 24 시간 동안 단층배양한 CHO-K1 세포에

2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비타민 C와 시험물질을 병용처리

할 때에는 3 시간을 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Trypan blue exclusion assay

H2O2, HgCl2, 자외선, MNNG, 4NQO 및 비타민 C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고, 독성물질의 유전독성 및 비타민 C의 방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Comet assay의 처리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Trypan blue exclusion assay로 CHO-K1 세포의 생존

율을 측정하였다. 배양기에서 24 시간 동안 단층배양한 후

세포에 10, 100 nM, 1, 10, 100 μM 및 1 mM의 농도로 H2O2,

HgCl2, MNNG, 4NQO 그리고 비타민 C를 원하는 시간 동안

처리하였으며, 자외선은 자외선등(파장 254 nm, Philips TUV,

6 W)을 사용하여 1.25 J/m2/sec의 비율로 2.5, 5, 7.5 그리고

10 J만큼 조사하였다. 독성물질의 처리와 염색이 끝난 세포를

혈구계수기를 이용하여 총 500개의 세포 중에서 푸르게 염색

되어 있는 죽은 세포의 수를 세어 생존율(살아있는 세포수

/ 총세포수)을 계산하였으며, Sigma stat 3.5 program을 이용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조사하였다(p＜0.05). PBS 또는 배양액

만 처리한 대조군의 생존율을 100%로 하여 이의 80%에 해당

하는 생존율을 보이는 농도를 독성물질 처리 최고 농도로 설

정하여 1/2, 1/4로 희석하여 처리하였다.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SCGE/Comet assay)

본 연구에서는 Singh의 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실험하였다

[23]. 12 well plate에 단층배양한 세포에 H2O2는 25, 50, 100

μM, HgCl2는 1.25, 2.5, 5 μM, MNNG는 25, 50 100 nM,

4NQO는 250, 500 nM, 1 μM, 비타민 C는 2.5, 5, 10 μM 그리고

자외선은 1.25, 2.5, 5 J이 되도록 처리 또는 조사하여 2 시간

동안 배양한 뒤, 세포를 분리하여 microcentrifuge tube에

1×105 cells이 되도록 넣고 0.65% low melting point agarose

50 μl를 넣고 잘 섞었다. 이 중 35 μl를 채취하여, Fully frosted

slides를 1% normal melting point agarose에 2/3가량 담궜다

꺼내어 50℃에서 완전히 굳혀 1st layer가 입혀진 slides에 떨

어뜨리고, cover slip을 덮어 agarose가 얇게 입히도록 한 후,

slides를 ice tray에서 5 분간 굳혔다(2st layer). 이 위에 다시

0.65% low melting point agarose 50 μl를 떨어뜨린 후 ice

tray에서 5 분간 굳힌 후(3st layer) 미리 만들어 둔 4℃ lysis

buffer (2.5 M NaCl, 0.1 M EDTA, 0.01 M Tris, 1% Triton

X100, pH 10)에 2 시간 동안 담가 lysis시켰다. 이 후 4℃ 증류

수에 각각 5 분씩 3회 세척하여 lysis buffer를 제거하고 un-

winding buffer (0.01 M EDTA, 0.3 M NaOH, pH 13)로 4℃에

서 15 분간 unwinding시킨 후 electrophoresis buffer가 담긴

chamber에 옮겨 25 V, 300 mA에서 20 분간 전기영동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slides를 4℃, 0.4 M Tris buffer로 중화시킨

후, 70% ethanol로 탈수 시켜 실온에서 완전히 건조한 뒤

ethidium bromide (EtBr)로 염색하여 형광현미경으로 40배

율로 관찰하였다. 각각의 slide 별로 50개 세포를 임의로 선택

하여 Olive tail moment (OTM)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Kinetic Komet 5.5 analysis program을 이용하여 구하였고,

Sigma stat 3.5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조사하

였다(p＜0.05).

결과 및 고찰

유전독성물질과 비타민 C의 농도가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세포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는 H2O2, HgCl2, 자외선, MN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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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ytotoxicity of genotoxicants on CHO-K1 cells

prepared for comet assay

Treatment Concentration Relative survival (%)

H2O2

Control

1 μM

10 μM

100 μM

1 mM

100±0.04
a

92.9±0.60b

81.2±1.77c

68.6±1.80
d

60.7±1.58e

HgCl2

Control

1 μM

10 μM

100 μM

1 mM

99.9±0.08
a

90.2±0.71b

70.4±1.08
c

59.6±1.15
d

40.6±2.34e

UV

Control

2.5 J

5 J

7.5 J

10 J

99.9±0.05a

94.0±0.63b

81.4±0.89
c

68.7±1.73d

52.2±1.74e

MNNG

Control

10 nM

100 nM

1 μM

10 μM

99.6±0.29a

93.2±0.86
b

82.5±1.53
c

73.0±1.44d

54.6±1.85
e

4NQO

Control

100 nM

1 μM

10 μM

100 μM

99.4±0.29a

96.4±0.45
a

80.4±0.97b

67.4±1.15c

53.6±1.65
d

Vitamin C

Control

1 μM

10 μM

100 μM

1 mM

99.9±0.04
a

99.9±0.04
a

98.2±0.34a

95.5±0.49
b

87.1±1.15
c

CHO-K1 cells were plated in a 12-well plate at 1×106 cells per

well and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genotoxicants and vitamin C, they are also treated with PBS

as negative control. And then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r.

Each value indicates relative survival ±S.E.M. Different letters

indicate the statistical difference among samples. (p<0.05)

Table 2. Dose effect of genotoxicants in comet assay with

CHO-K1 cells

Treatment Concentration Olive tail moment (%)

H2O2

Control

2.5 μM

5 μM

10 μM

2.04±0.054
a

8.45±0.053b

12.52±0.061
c

16.78±0.060
d

HgCl2

Control

1.25 μM

2.5 μM

5 μM

2.00±0.052a

6.14±0.058
b

8.36±0.055c

10.54±0.059d

UV

Control

1.25 J

2.5 J

5 J

1.75±0.046
a

8.70±0.062b

17.61±0.062
c

21.43±0.068
d

MNNG

Control

10 nM

100 nM

1 μM

1.58±0.076a

8.87±0.118
b

16.94±0.113c

19.87±0.104d

4NQO

Control

100 nM

1 μM

10 μM

2.60±0.106
a

5.55±0.094b

11.26±0.111
c

15.44±0.125
d

CHO-K1 cells were plated in a 12-well plate at 1×106 cells per

well and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genotoxicants and they are also treated with PBS as negative

control. After 2 hr of incubation, Comet assay was measured

as the Olive tail moment. Each value indicates the amount of

DNA damage ±S.E.M. Different letters indicate the statistical

difference among samples. (p<0.05)

그리고 4NQO의 세포독성 및 유전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

시한 Trypan blue exclusion assay와 Comet assay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H2O2, HgCl2, 자외선, MNNG 그리고 4NQO의

세포독성과 유전독성은 농도 의존적으로 DNA 손상과 세포

사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Table 1,

Table 2),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보고들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1, 7, 9, 24].

뿐만 아니라 비타민 C에서도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독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비타민 C가 염색체 이상 및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 유발시험

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기존의 보고[3, 4, 11, 15]와 일치하며,

비타민 C 자체가 돌연변이 유발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시켜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타민 C의 세포독성 및 유전독

성 기전은 Fe나 Cu와 같은 전이금속이온이 수용상에 비결합

상태로 존재할 때 펜톤 반응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 수산기

가 많이 발생하여 오히려 비타민 C 자체가 전구산화제(pro-

oxidant)로 작용함으로써 염색체 이상 및 여러 종류의 돌연변

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15]. 그리고 과산화

지질(lipid hydroperoxies)이 비타민 C와 반응을 일으켜

DNA를 손상시킬 잠재력을 지닌 유전독성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보고[3]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세포의 환경

또는 상황에 따라서 비타민 C도 농도 의존적으로 DNA 손상

과 세포사멸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Comet assay를 이용한 유전체 손상 측정 결과

Trypan blue exclusion assay에서 H2O2, HgCl2, 자외선,

MNNG 그리고 4NQO가 세포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들이 유전독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Comet assay를 이용하여 시험한 결과, 시험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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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in)

Fig. 2. Olive tail moment of genomic DNA of CHO-K1 cells

after treatment withgenotoxicants. CHO-K1 cells were

plated in 12-well plate at 1×10
6
cells per well and treated

with genotoxicants and they are also treated with PBS

as negative control. After 0, 30, 60, 90, 120, 150 and 180

min of incubation, Comet assay was measured as the

Olive tail moment. Lines indicate mean±S.E.M. per 30

min.

Time (min)

Fig. 3. Olive tail moment of genomic DNA of CHO-K1 cells

after removal of genotoxicants. CHO-K1 cells were plat-

ed in 12-well plate at 1×106cells per well and treated

with genotoxicantsand they are also treated with PBS

as negative control. After 0, 60, 120, 180, 240 and 300

min of incubation, Comet assay was measured as the

Olive tail moment. Lines indicate mean±S.E.M. per 60

min.

모든 시험물질에서 DNA에 손상을 주는 유전독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유전독성은 농도 의존적으로 DNA 손상

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2). 이러한 결과는 시험

에 사용한 시험물질이 DNA 단일 또는 이중 가닥의 손상 그

리고 염색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기존의 보고[1, 24]와 일

치하였다.

한편 Comet assay를 이용하여 유전독성물질의 처리 시간

에 따른 DNA 손상을 측정한 결과, 유전독성물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DNA 손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Fig. 2), 유전독성물질

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DNA 복구 기작을 통해서 DNA 손상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즉, 유전독성물질

의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약 2 시간을 전․후하여 DNA

손상이 일정해짐을 알 수 있었으며, 유전독성물질을 제거한

경우에는 H2O2, HgCl2, MNNG 및 4NQO에서 약 3 시간을

전․후하여 DNA의 손상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DNA 복구 시험 및 이와 관련된 보고에

서 확인할 수 있다[12, 16, 18]. 이러한 결과는 유전독성물질이

존재 할 경우에는 유전독성이 유지되지만, 유전독성물질이

제거되면 세포에서는 DNA 손상에 대한 다양한 방어 기작으

로 병변(lesions)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DNA 복구 기작

(nucleotide excision repair, mismatch repair 등)을 통해서

DNA 손상을 점점 줄어들게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유전독성물질과 유전독성 기작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세포

의 DNA 복구 기작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DNA 복구 기작의

차이가 Fig.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시간 경과에 따라 DNA

손상이 줄어드는 시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H2O2, HgCl2, MNNG 및 4NQO는 약 3 시간 이후에 DNA

손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자외선의 경우에

는 3 시간 이후에도 뚜렷한 DNA 손상의 감소가 확인 되지

않았다. Piperakis 등의 보고에 의하면 과산화수소에 의해 생

성된 산화적 스트레스와 γ-irradiation에 의한 DNA 손상에

대하여 DNA 복구 기작이 다르게 작용 한다는 점에서 자외선

에 의한 발생한 DNA 손상에 대한 DNA 복구 기작과 H2O2,

HgCl2, MNNG 및 4NQO에 의해 발생한 DNA 손상에 대한

DNA 복구 기작은 서로 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세포의 종류

와 특징 또는 유전독성 기작에 따라서 DNA 복구 기작은 차

이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전독성물질의 유전체 손상에 대한 비타민 C의 방호효과

비타민 C는 환원제 역할을 비롯해 콜라겐 합성, 항산화제

작용, 소장에서 철분의 흡수, 카르니틴의 생합성 그리고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등 신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더 나아가 암, 신경변성, 염증, 세포사멸 및 알츠하

이머병의 치료에 관여한다는 보고[5, 6]가 있다. 따라서 유전

독성에 대한 비타민 C의 방호효과를 확인하고자 Comet as-

say를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시험 결과, 비타민 C를 10 μM

이하로 병용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유전독성물질을 단독 투여

했을 때에 비해서 DNA 손상이 감소되었으며, 방호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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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vitamin C on genotoxicity induced by

genotoxicants in CHO-K1 cells

Treatment Combination Olive tail moment (%)

H2O2 (10 μM)

Control

-

Vit. C 2.5 μM

Vit. C 5 μM

Vit. C 10 μM

2.28±0.073a

18.55±0.066
b

11.41±0.070c

6.42±0.070d

1.83±0.060
e

HgCl2 (5 μM)

Control

-

Vit. C 2.5 μM

Vit. C 5 μM

Vit. C 10 μM

1.52±0.062a

10.25±0.080b

5.51±0.078
c

1.66±0.064d

1.74±0.069d

UV (5 J)

Control

-

Vit. C 2.5 μM

Vit. C 5 μM

Vit. C 10 μM

1.42±0.061
a

25.54±0.075b

20.13±0.064c

18.27±0.070
d

13.87±0.069e

MNNG (100 nM)

Control

-

Vit. C 2.5 μM

Vit. C 5 μM

Vit. C 10 μM

1.73±0.063a

17.64±0.080
b

18.60±0.077c

20.10±0.077d

17.47±0.077
e

4NQO (1 μM)

Control

-

Vit. C 2.5 μM

Vit. C 5 μM

Vit. C 10 μM

2.61±0.110a

15.50±0.168b

10.49±0.141
c

4.77±0.103d

1.71±0.088e

CHO-K1 cells were plated in a 12-well plate at 1×106cells per

well and treated with genotoxicantsand the indicated con-

centrations of Vitamin C. After 2 hr of incubation, Comet assay

was measured as the Olive tail moment. Each value indicates

the amount of DNA damage ±S.E.M. Different letters indicate

the statistical difference among samples. (p<0.05)

비타민 C의 농도 의존적임이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로 보아

비타민 C가 H2O2, HgCl2 그리고 4NQO에 의해 유발된 DNA

손상을 방호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즉,

위의 결과는 비타민 C가 강력한 항산화물질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친핵성을 갖는 비타민 C가 친전

자성을 갖는 유전독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DNA 손상을 감소

시켰다는 이전의 연구와 일치한다[21, 22].

하지만 자외선 경우에는 비타민 C의 방호효과가 다른 유

전독성물질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비타민 C가 직접적으로 자외선(UV-B와

C)과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비타민 C에

의해 방호되지 못한 자외선이 DNA에 직접 흡수되었고 이로

인해 DNA에 피리미딘 이량체가 생성되어 유전독성이 나타

난 반면에 DNA에 흡수되지 않는 자외선(UV-A)에 의하여

생성되어진 산화적 스트레스는 비타민 C가 방호함으로써 다

소나마 자외선에 방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

각된다. 한편 MNNG와 NMOR에 의하여 유발된 DNA 손상

의 회복에 미치는 비타민 C의 방호효과에 대한 Sona의 연구

에서는 MNNG와 NMOR은 N-nitroso compounds (NNC)의

같은 그룹의 물질로 두 물질 모두 DNA 메틸화를 유발하지만

‘MNNG는 신진대사 활성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접-행동

알킬화제이지만, N-nitrosomorpholine (NMOR)은

Nitroreductase에 의한 신진대사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간접-

행동 알킬화제로 DNA 손상을 유발하는 기작이 서로 달라,

비타민 C가 MNNG의 유전독성은 방호하지 못하지만

NMOR의 유전독성은 방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구체적인 기작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24].

이외에도 MNNG에 의한 DNA 손상에 있어 비타민 C의 구체

적인 방호기작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비타민 C가 MNNG에 의해 유도된 DNA 손상을 방호하지

못한 것 역시 MNNG의 DNA 손상 기작에 대해 비타민 C가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뿐, 그 구체적인 기작에 대해서

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비타민 C의 항돌연변이 효과는 돌연변이 유발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진 연구들의 결과[17,

19, 24]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같은 성질의 유

전독성물질이라도 유전독성이 발현되는 기작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세포의 종류와 특성이 다를 경우에도 유전독성

이 발현되는 기작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비타민 C의 방호효과가 나타난 H2O2, HgCl2, 자외선 그리

고 4NQO를 시험물질로 하여 비타민 C를 전처리 한 다음, 시험

물질들을 후처리 한 시험군에서는 유전독성에 의한 DNA 손

상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또한, 시험물

질을 전처리 한 다음 비타민 C를 후처리 한 시험군에서는

H2O2, HgCl2, 그리고 4NQO에서 유전독성에 의한 DNA 손상

이 감소하지 않은 반면에(Table 4) 자외선을 전처리하고 비타

민 C를 후처리 한 시험군에서는 비타민 C를 전처리하고 자외

선을 후처리 한 시험군과 비슷한 수준의 방호효과가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타민 C가 강력한 항산화제로써, 1차

적인 항산화작용을 담당하는 것으로 세포외액과 세포내의 세

포질에 존재하며 유전독성물질과 직접적으로 작용하거나 항

산화효소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방식의 유전독성에 효과적으

로 방호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는 달리 비타민 C 후처리에서의 결과는 일단 유전독성물질에

의해서 DNA 손상이 유발된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방호를 하

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4NQO의 경우

in vivo 실험에서 암의 발생, 증식, 전이를 억제한다는 실험

결과[13, 14]가 있을 뿐, 어떤 기작에 의하여 DNA 손상이 이

루어지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비타민 C가 4NQO에 의해

유발된 DNA 손상을 감소시키는 기작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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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of vitamin

C on genotoxicityinduced in CHO-K1 cells by genotox-

icants

Treatment Combination Olive tail moment (%)

H2O2 (10 μM)

Vit. C 10 μM

-

Pre-treatment Vit. C

Post-treatment Vit. C

1.68±0.156
a

18.70±0.205
b

13.33±0.328c

19.16±0.095
b

HgCl2 (5 μM)

Vit. C 10 μM

-

Pre-treatment Vit. C

Post-treatment Vit. C

2.23±0.167
a

11.41±0.275
b

7.58±0.203c

12.04±0.514
b

UV (5 J)

Vit. C 10 μM

-

Pre-treatment Vit. C

Post-treatment Vit. C

13.88±0.214
a

19.65±0.247
b

14.11±0.236a

14.55±0.534
a

4NQO (1 μM)

Vit. C 10 μM

-

Pre-treatment Vit. C

Post-treatment Vit. C

1.30±0.181
a

16.27±0.300
b

8.34±0.240c

14.66±0.381
d

CHO-K1 cells were plated in a 12-well plate at 1×106 cells per

well and treated with pre and post-treatment with genotox-

icants and they are also treated with PBS as negative control.

After 2 hr of incubation, Comet assay was measured as the

Olive tail moment. Each value indicates the amount of DNA

damage±S.E.M.Different letters indicate the statistical differ-

ence among samples. (p<0.05)

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비타민 C는 1차적인 항산화작용을

담당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써, 유전독성물질에 의해서 유발

되는 DNA 손상 방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

어지나, 여러 유전독성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방식

의 DNA 손상 기작을 모두 방호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최근에 비타민 C와 비타민C를 환원시켜주는 효소인

Glutathione을 병용 처리 하였을 때 DNA 손상이 매우 감소

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과산화수소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

와 γ-irradiation에 의한 DNA 손상을 복구하는 체계가 다르

게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20]. 이러한 연구처럼 앞으로

DNA 복구 체계에 대한 연구, 여러 항산화물질과 항산화효소

를 병용 처리 하였을 경우에 이들 간의 시너지 효과 및 방호

기작에 대한 연구 및 DNA 복구 체계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

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비타민 C가 다른

항산화물질에 비해 많이 연구된 항산화물질이기는 하지만 아

직 다양한 항산화작용 기작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많

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도 비타민 C가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비타민 C의 분자생물학적 항산화 방호 기작

(antioxidant defense mechanism)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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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유전독성물질의 유전체 손상 작용에 대한 Vitamin C의 방호효과

유경진․이천복*

(경성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

비타민 C는 다양한 유전독성에 대하여 방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 방호기작과 방

호작용의 정도는 충분히 이해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독성물질 및 환경의 조작에 의해 세포의 유전체가 손상

되는 조건에서 비타민 C가 발휘하는 유전독성 방호효과를 정량하고, 그 방호기작을 분석하였다. Chinese ham-

ster ovary 세포(CHO-K1)를 사용한 Comet assay를 수행하여, H2O2, HgCl2, N-methyl-N-nitro-N-nitrosoguanidine

(MNNG), 4-nitroquinoline-1-oxide (4NQO)와 자외선에 노출된 세포의 DNA 손상 정도를 측정하였다. 비타민

C 방호효과를 측정한 결과, H2O2, HgCl2, 4NQO를 비타민 C와 함께 처리한 경우, DNA 손상이 대조군 수준으

로 감소하였다. 자외선의 경우 비타민 C의 방호효과가 나타났으나 대조군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며,

MNNG의 경우 비타민 C가 전혀 방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타민 C를 유전독성노출 이전에

처리한 세포들의 DNA 손상 정도가 독성노출 이후에 처리된 경우보다 28~49%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독성노출 이전 시점에 도입된 비타민 C가 세포외액과 세포질에 존재하여, 이후에 도입되는 유전독성물질과 직

접적으로 작용하며, 강력한 항산화제로써 1차적인 항산화작용을 담당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MNNG의 경우처

럼 비타민 C가 방호효과를 보이지 않는 유전독성물질이 존재하므로, 유전독성물질의 독성기작에 따라 비타민

C의 방호효과는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유전독성물질의 독성기작과 비타민 C의 방호기작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비타민 C의 항산화 방어 기작(antioxidant defense mechanism)의 다양성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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