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

bons, PAHs)는 탄 음식, 흡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

탄소연료의 연소에서 유래하여 암 유발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독성물질로서, 그 자체보다 사산물

들이 발암전구물질 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PAHs

의 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개인차가 PAHs에

한 노출 감수성차를 유발하는 감수성지표로서

주목되고 있다(Schulte and Perera, 1993; Kawa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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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vironmental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es (PAHs), which are formed during incomplete combustion

of fossil fuels, are widely distributed in our environment. Human exposure to PAHs may occur through

smoking, polluted air, food consumption and occupational contact. Urinary naphthols, 1-and 2-naphthol, have

been suggested as route-specific biomarkers for exposure to airborne PAHs. Cytochrome p450 2E1 (CYP2E1)

is known to be a great importance for the metabolism of organic solvents, which is a precacinogens with small

molecular weight. This study describes the metabolic differences between PstI and RsaI polymorphisms (c1

allele: PstI-, RsaI±; c2 allele: PstI±, RsaI-) of CYP2E1 5-flanking region by genetically modified HepG2

cells, which overexpress the polymorphic regions. The results of CAT assay and western blot in the c2 allele

overexpressed cells have higher activities than the c1 allele over-expressing cells. However, the metabolism of

naphthalene to 2-naphthol has no difference due to the two genotypes. In this study, we established the

CYP2E1 polymorphic allele transduced HepG2 cells to screen susceptibility-differences in PAH exposure. In

conclusion, the CYP2E1 polymorphism may hardly induce susceptibility differences in PAH exposure

monitoring with urinary naphth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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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Yang, 1999). 본 연구진은 뇨 중 2-나프톨(naph-

thol)이 PAHs의 노출원인 흡연량과 유의적인 상관

관계(positive correlation)가 있고 기 중 PAHs의

노출을 선택적으로 반 하며 측정이 용이한 적절

한 노출지표임을 제시하 고, 그 정량분석법을 확

립하 으며, 나아가 나프톨 사에 관여하는 효소

중 cytochrome P450 2E1 (CYP2E1)의 유전자다형

에 근거한 mutant CYP2E1 allele (c2)群에서 뇨 중

나프톨량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하 다

(Yang et al., 1999; Yang et al., 2001). 이러한 역학

적 결과의 기전으로는 CYP2E1의 5′-flanking 부위

의 C→T point mutation에 근거한 RsaI유전자다형

에 따라 PAHs 등의 독성물질에 한 감수성에

향을 미쳐 암 발생의 개인차를 초래함이 시사되어

왔다 (Watanabe et al., 1994; Hu et al., 1997). 그러나

아직 CYP2E1의 유전자다형과 표현형의 관계가 불

확실하며 PAHs 노출시 CYP2E1의 유전자다형으로

인한 독성 민감도 차에 관하여는 연구된 바가 없

는 실정이다. 또한 효소활성은 기질에 따른 차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Coles et al., 2000), 실제

나프톨의 parent chemical인 나프탈렌 (naphthalene)

에 노출 후 나프톨 생성까지, CYP2E1의 관여 및

그 유전자다형의 향이 연구되어야 하므로, 본 연

구에서는 나프탈렌 투여 후 CYP2E1 RsaI 유전자

다형에 따른 2-naphthol 생성 여부를 세포수준에서

관찰하고자 수행하 다.

재료 및 방법

1. 한국인에서 CYP2E1 RsaI 유전자다형진단

한국인 자원자로부터 말초혈을 채취하여 genom-

ic DNA를 분리하여 Kawamoto 등 (1995)의 방법을

따라, CYP2E1 RsaI유전자다형을 진단하 다. 즉

사람 CYP2E1 (HCYP2E1) 유전자의 -1019번째 위

치의 C→ T point mutation에 근거하여 HCYP2E1

promoter region을 forward primer (5′-CCAGTC-

GAGTCTACATTGTCA)와 reverse primer (3′-
TTCAT TCTGTCTTCTAACTGG) oligonucleotide

를 이용하여 PCR을 시행하 고, 제한효소 RsaI를

이용한 RFLP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

phism)법으로 RsaI인식서열이 있는 c1 allele와

RsaI인식서열이 없는 c2 allele을 감별하 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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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Genetic polymorphism of human cytochrome p450 2E1 (HCYP2E1) 5′-franking region. A, c1 allele: PstI-, RsaI±;
B, c2 allele: PstI±, R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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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라스미드의 제조

CYP2E1 RsaI 유전자다형진단결과에 따라 CYP

2E1-c1/c1, c2/c2 allele로 진단된 두 사람의 PCR

product를 pSTBlue-1 벡터에 blunt end ligation으

로 cloning 하 다 (Watanabe et al., 1994). 제한효소

를 이용하여 기존의 CAT 유전자가 cloning 되어

있는 pLHXBC/CAT 레트로바이러스 플라스미드

및 HCYP2E1 유전자가 cloning 되어 있는 HCYP

2E1F-LHXBN 레트로바이러스 플라스미드에 삽입

하여, 각각 HCYP2E1F c1P-LHXBC, HCYP2E1F

c2P-LHXBC 및 HCYP2E1F c1P-LHXBN, HCYP2

E1F c2P-LHXBN 레트로바이러스 플라스미드를

제조하 다(Fig. 2).

3. Stable cell line 제조

1) 배양 세포주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는 HepG2 세포주 (ATCC

HB-8065)에 사람 NADPH dependent cytochrome

p450 reductase (HCYPR) 유전자를 pRSV3.1 (±) 벡

터에 삽입시켜 유전자전이시킨 세포주 (HepG2.

HCYPR-LNCX2)로서, 10% 우태아혈청, 100 unit/mL

penicillin 및 100µg/mL streptomycin 함유 DMEM

배지에 1 mg/mL G418 (geneticin HCl, Calbiochem)

을 첨가하여 5% CO2가 공급되는 37�C 항온기에서

배양하 다. 양성 조군으로 HCYP1A2 및 HCYPR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되는 HepG2.1A2BC3-

LNCX2 세포주를 이용하 다.

2) 유전자전이 세포주

상기의 방법에 의해 제작된 플라스미드를 정제

한 후 lipofectamine을 이용하여 293GPG 바이러스

제조세포에 유전자전이 시켰다(Ory et al., 1996). 유

전자 전이 3일 후부터 세포배양액을 수거한 후

100,000×g로 원심 침전하여 (Beckman) 바이러스

를 농축시켰다. 농축된 바이러스를 HepG2.HCYPR-

LNCX2세포에 polybrene 8µg/mL을 첨가한 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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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Schematic drawing of Retroviral constructs. A and B, CAT expressing plasmids; C and D, human cytochrome p450
2E1 (HCYP2E1) expressing plasm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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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밤 동안 감염시켰다. 배양 이틀 후 hygromycin

500µg/mL을 첨가하여 유전자 전이된 세포를 선택

하 다.

4. CAT assay

Chloramphenicol acetyltransferase (CAT) assay는

Promgea E1000 키트 (Madison, WI)를 이용하여

ELISA reader (model 550, BioRad, Hercules, CA)로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5. Western blot

1) Microsome 제조

Spector DL 등의 방법을 기준으로 microsome을

제조하 다 (Morimoto and Sabatini, 1998). 즉, 유전

자전이 세포주를 직경 150 mm dish에 단층배양시

킨 후, 세포수거 10분전에 cycloheximide를 최종농

도 10µM로 넣어 주고 세포를 수거하여 10 mM

HEPES, pKa7.55, 10 mM KCl, 1 mM MgCl2, 1 mM

DTT, 1 mM PMSF, 4 U/mL Rnase-IN 함유 완충액

상태로 초음파파쇄한 후 glycerol을 1/20 (v/v) 넣고

700 g로 3분간, 그리고 6,500 g로 10분간 원심 침전

하 다. 상청액을 100,000×g로 1시간 원심분리

(Beckman TL-100, Fullerton, CA)한 후 침전물을

10 mM HEPES, 20% glycerol 용액으로 풀어 다음

실험 때까지 -70�C에 보관하 다.

2) Western blot

전기 동은 NuPAGE 전기 동기구를 사용하며

NuPAGE 4~12% Bis-Tris젤을 사용하여 2-mer-

captoethanol로 시료를 환원시킨 후 50 mM MOPS-

3.5 mM SDS 조건으로 200볼트에서 1시간동안 실

시하 다. 전기 동 후 젤을 0.45µm의 나이트로셀

룰로스막으로 전기전이하고 5% 탈지분유 및 100

mM NaCl, 0.1% Tween20 함유 10 mM Tris (pH 7.6)

에 anti-CYP2E1 항체 및 anti-β-actin 항체를 1 :

3,000으로 첨가하여 하룻밤 반응시킨 후 과산화효

소 기질 키트를 이용하여 발색반응을 실시하 다.

6. 세포독성시험

HCYP2E1 유전자전이 세포주에 미치는 naph-

thalene의 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TS 시험을 시

행하 다(Park et al., 1998). 즉, 96 well plate에 유전

자전이 세포를 well당 10,000개씩 접종하여 24시

간 배양후, naphthalene을 투여하고 20시간 더 배양

한 다음 3-[4, 5-dimethyl thiazol-2-yl]-5-[3-

carboxymethoxy phenyl]-2-[4-sulfophenyl]-2H-

tetrazolium (MTS)/phenazine methosulfate (PMS) 혼

합액을 처리하고 4시간 후에 ELISA reader로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7. Naphthalene 사능력 측정

HCYP2E1 유전자전이 세포주에 의한 naphtha-

lene 사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HPLC를 이용하여

naphthalene이 naphthol로 사되는 양을 측정하

다. HCYP2E1F 유전자전이 세포주를 24 well plate

에 well당 1×105 세포를 접종하여 24시간 배양한

다음, naphthalene을 2시간 투여하고 배양여액을 수

거하여 원심분리 후 상등액 100µL를 HPLC에 주

입하여 naphthol의 양을 측정하 다 (Kim et al.,

1999). HPLC system 및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Waters 515 HPLC Pump, Waters Automated Gradient

Controller, Waters 717 plus Autosampler, Waters

TM 474 Scanning Fluorescence Detector: column,

TOSOH TSK-gel ODS-80 TM (4.5 mm×150 mm);

mobile phase, 60% acetonitrile in water; flow rate,

1.0 mL/min; Fluorescence Excitation 227 nm and

Emission 355 nm.

8. 통계분석

CYP2E1 유전자다형에 따른 유전자전이 세포에

naphthalene 처치 후 생성되는 2-naphthol량, 독성

등 표현형의 변화를 Mann Whitney U test 또는

Kruskal-Wallis 등 비모수적 통계법 (JMP, SAS

Institute, Inc., Cary, NC)으로 분석하 다.

결 과

1. CYP2E1 유전자형에 따른 CAT 활성차이

HCYP2E1F c1P-LHXBC, HCYP2E1F c2P-

LHXBC 유전자전이 세포주의 CAT 활성을 측정한

결과, HCYP2E1F c1P-LHXBC 유전자전이 세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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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154±0.026, HCYP2E1F c2P-LHXBC 유전자

전이 세포주는 0.275±0.045 흡광도를 나타내어, c2

allele에서 c1 allele보다 약 1.8배 높은 활성을 보

다(p⁄0.05, Fig. 3).

2. CYP2E1 유전자형에 따른 CYP2E1 단백질

발현차이

HCYP2E1F c1P-LHXBN, HCYP2E1F c2P-

LHXBN 유전자전이 세포주에서 microsome을 제

조하여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HCYP2E1F

c2P-LHXBN 유전자전이 세포주가 HCYP2E1 단백

질의 발현이 HCYP2E1F c1P-LHXBN 유전자전이

세포주에 비하여 2.7±0.9배 높게 나타났다 (p⁄

0.05, Fig. 4).

3. CYP2E1 유전자형에 따른 Naphthalene 

사능력차이

나프탈렌 처리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나프탈

렌이 유전자전이 세포주에 미치는 세포독성을 측

정한 결과, 나프탈렌 용해 최 농도에서도 세포독

성이 나타나지 않아, 나프탈렌 처리 농도를 최종

10µM로 결정하 다. 나프탈렌 10µM을 두시간 동

안 유전자전이 세포주에 처리하고 상청액을 수거

하여 HPLC로 2-naphthol의 생성량을 측정한 결

과, HCYP2E1F c1P-LHXBN 유전자전이 세포주와

HCYP2E1F c2P-LHXBN 유전자전이 세포주 사이

의 2-나프톨 생성량의 유의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

았다(6.99±0.87 vs. 6.56±0.63).

고 찰

CYPs는 다양한 isozyme으로 구성되어 외부이물

질의 표적인 사를 통해, 생체방어 뿐만 아니라

발암화 개시, 즉 발암전구물질을 생체 내 변환시켜

암화의 개시에 관여하기 때문에 PAH 등 환경유래

발암물질에 한 노출모니터링 시 감수성차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생물학적 모니터링 분야에서

지속적 관심이 큰 효소이다. 뇨 중 naphthol류가 공

기 중 PAH 노출지표로 개발되기 전, 뇨 중 1-hy-

droxypyrene은 PAH 노출지표로 광범위하게 사용

되었다. 최근 시판중인 CYP유전자전이세포를 통하

여 CYP1A1 및 1B1, 1A2의 관여가 보고되어 (Kim

et al., 2005), 역학적으로 특히 의심되어온 ‘CYP1A1

유전자다형과 PAH노출, 또는 PAH 관련 암의 감수

성’ 간의 상관을 지지하는 상황이다.

한편, CYP2E1는 alcohol 등 작은 분자의 다환성

방향족탄화수소나 니트로자민 사에 관여하므로

발암물질의 개시에 관련하여 폐암 등의 위험인자

로 의심되었고, 그 유전자다형은 다환성 방향족탄

화수소 등 독성물질에 한 감수성에 향을 미쳐,

암 발생 등의 개인차에 향을 미치는 것이 예상

되어 최근 수년간 의학 연구 분야에서 주목 되어

왔다 (Yang et al. 2001; Yang et al. 2001; Kim et al.,

2003). 서구의 경우, Ingelman-Sundberg 등은

CYP2E1의 새로운 유전자다형 모색 및 그 표현형

발현 등에 한 연구 (Hu et al., 1997; Hu et al.,

1999), 일본 연구진은 CYP2E1유전자 다형과 폐암

의 관련 등에 관한 연구를 보고 하 다 (Watanabe

et al., 1994; Uematsu et al., 1994). 본 연구진은 백

인의 폐조직에서 CYP2E1의 존재를 확인하여 간뿐

만 아니라 폐를 통해서도 CYP2E1이 작용하므로

공기를 통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노출에

CYP2E1의 관여를 예견하 다: 구체적으로, 백인에

서는 아시아인보다 mutant type인 c2 allele의 빈도

가 낮고 p-nitrophenol을 이용한 CYP2E1 효소활

성연구에서 소수의 c2 allele보유자에서 효소활성이

높음을 보고하 다 (Yang et al., 2002). 그러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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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2E1의 유전자다형과 발암감수성차에 한 확

실한 관련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는 분자역학연구에서 인구집단을 근거로 발견한

결과인 CYP2E1 유전자다형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노출지표에 미치는 향에 관하여 (Yang et al.,

1999), 그 기전으로 예상되는 CYP2E1 유전자다형

과 표현형의 연관성, CYP2E1 유전자다형으로 인한

독성 감수성차를 세포수준에서 관찰하기 위하여

유전자전이 세포주를 제조, 확립하 다.

유전자전이 세포주를 이용하여 CAT assay를 시

행한 결과 c2 allele 전이 세포주에서 c1 allele에 비

해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었으며, HCYP2E1에 한

Western blot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Watanabe 등이 발표한 내용과 (Watanabe et

al., 1994)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활성도 차이는 두

배 내외로 나타나 Watanabe 등이 발표한 10배 이

상의 활성도 증가는 발견하지 못하 다. 그러나, 유

전자전이 세포주에 naphthalene을 투여한 후 사

물질인 2-naphthol의 양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유

전자다형성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관찰할 수가 없

었다.

본 세포주를 이용하여 인구집단에서 보일 수 없

는 실험을 실제 세포수준에서 실시하여 역학연구

결과의 기전을 제공하므로, 개인차를 고려한 PAHs

의 효과적 노출예방 및 독성 최소화를 위한 예방

정책 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결 론

역학적 보고, ‘CYP2E1의 유전자다형의 나프탈렌

사관여’는유전자전이 세포주를 이용한 본 연구

를 통하여 in vitro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CYP2E1-RsaI유전자 다형에 따른 발현량

의 차이가 관찰되어 향후 CYP2E1 관련 발암물질

에 한 감수성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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