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TR-3461/2007 
 
 
 

생물 유전독성 평가를 위한 단세포 겔 
전기영동 기법의 적용 

 
 
 

Application of the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SCGE) 

Assay to Genotoxicity Evaluation in Plants and Animals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2

제  출  문 

 
 

원 장 귀하 

 

         본 보고서를 “생물 유전독성 평가를 위한 단세포 겔 전기영동 기

법의 적용”에 관한 기술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10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김 진 규 (Kim, Jin Kyu) 
                                                

 



 3

요 약 문 

 
 
Ⅰ. 제 목 
 
    생물 유전독성 평가를 위한 단세포 겔 전기영동 기법의 적용 
 
Ⅱ. 연구의 목적  
     
    이온화 방사선과 다양한 화학물질이 근래 멸균, 종양 등의 질병에 광범
위하게 이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유용성과 함
께 생물학적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인체와 생물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물질이나 요인들이 세포에 대해 나타내는 유전자 손상 여부를 판별
할 수 있는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평
가 방법으로 최근 개발되어 발전되고 있는 단세포 겔 전기영동 기법에 대하
여 분석절차, 각 분석단계의 이론적 원리 및 배경 그리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응용 사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활용방안 
 
    인체에 대한 화학물질과 방사선의 영향을 세포 수준에서의 DNA 손상 
평가를 통해 판별함으로써 인체의 생물학적 반응과 화학물질과 방사선의 특
성을 이해함은 물론 독성, 암, 노화 관련 연구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독성 화학물질, 환경오염물질,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생
체 손상, 방사선 방어효능 또는 민감효능의 판별, 각종 이온화 방사선의 영
향여부 검출, 종양 치료 효과의 평가 그리고 이러한 손상과 관련된 세포 유
전물질 손상 후 수선 과정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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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pplication of the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SCGE) Assay to Genotoxicity 
Evaluation in Plants and Animals 
 
 
Ⅱ. Purpose 
 
    Recently, the importance of ionizing radiation and chemicals has been recognized 
since radio- and chemical therapy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ntrol of various diseases 
such as cancer. Radiation and the chemicals can cause biological damages while they 
have great applicability. It is of necessity to analyze rapidly, easily and accurately the 
biological effects, especially DNA damage due to those factors. Recently SCGE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assay, alias comet assay) has been developed for the efficient 
evaluation of DNA damage. In this report, the comprehensive review will be given on 
the rationale, the technical applications and the advantages and shortcomings of SCGE 
assay.  
 
 
Ⅲ. Applications 
 
    This method can be directly applied to study on toxicity, cancer, and aging in terms 
of the evaluation of DNA damages due to radiation and chemicals on human cellular 
level.  It is also suggested that comet assay be used for testing genotoxicity of 
suspected substances, detecting irradiated foods, screening radioprotective candidates, 
and studying DNA repair process in various biologic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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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단세포 겔 전기영동 (SCGE;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기법은 혜성분석 
(comet assay)이라고도 불리며 각각의 세포에서 DNA 손상을 직접 가시화하는 
전기영동 기술로서 1984 년에 Ostling 과 Johanson 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되
었다 [Ostling, 1984 #1]. 이 기술은 낮은 선량의 방사선이 조사된 세포를 슬라
이드 상의 얇은 아가로즈 겔에 끼워 넣어 세포막의 분해, 전기영동, 그리고 
형광 염료로 염색하는 단계를 거친다. 전류가 하전을 띠고 있는 DNA 를 핵
으로부터 잡아당김으로써 완화된 DNA 와 깨진 DNA 절편들은 이동시키게 
된다. '혜성' 같은 모양에서 이름 붙여진 이 이미지가 DNA 손상정도를 결정
하는 척도로 이용된다. Ostling 과 Johanson 은 전기영동이 이뤄지는 동안 head
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DNA 의 양이 실제로 조사된 방사선량과 관계가 있음
을 관찰하였다 (Fig.1 과 2).  
 초기의 Ostling 과 Johanson 의 중성적 방법은 DNA 초나선 (supercoiling)에서 
나타나는 한 가닥 절단 (SSBs; single-strand breaks)을 민감하게 검지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이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된 세포막 분해 조건은 모든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비효과적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포막 분해 조건이 아닌 방
사선의 주요 영향 때문에 DNA 초나선이 상실되고 DNA 의 '후광' 방출로 나
타내어 졌고 SSB 의 존재를 민감하게 감지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더욱 확
실한 세포막 분해 조건들을 사용하였을 때 세포의 단백질이 95% 이상이 상
실되어 깨어진 duplex 분자가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 두 실험실에서
는 독립적으로 변성 조건을 달리하여 DNA SSBs 를 측정하는데 적용하였다 
[Olive, 1989 #2][Singh, 1988 #3]. 첫 번째 실험실 [Singh, 1988 #3]은 적은 strand 
breaks 측정상의 민감도를 최대화하는데 집중한 반면에 두 번째 실험실은 약
품이나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소 세포군을 구분 감지
하는데 주력하였다 [Olive, 1989 #2]. 
  SSBs 는 일반적으로 높은 pH 조건하에서 실시되는 alkaline unwinding 
[Ahnstrom, 1988 #4][Rydberg, 1975 #5][Ahnstrom, 1974 #6], alkaline elution [Kohn, 
1981 #7], 그리고  alkaline sucrose sedimentation [McGrath, 1966 #8][McBurney, 
1972 #9] 등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원리는 단지 알칼리에 의해서 
DNA 염기 쌍이 해리되어 단일 가닥에서 나타나는 불연속성을 감지할 수 있
다는 것이었다. 중성 pH에서의 long duplex molecule의 연속성은 SSB에 의해
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중성 조건의 SSBs 는 핵 안에서 DNA
의 초나선과 조밀한 응축 (packaging) 때문에  DNA 의 반응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핵 세포 (eukaryotic cells)의 DNA 분자들은 (길이 50-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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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5-10 ㎛의 핵 안에 맞도록 105 배로 응축되어야만 한다. SSBs 는 초나선 
구조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초나선 구조의 완화를 통해서 가시적인 시험이나 DNA sedimentation 
분석 등의 방법으로 DNA 손상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혜성분석에서 
사용된 절차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은 초나선 완화와 alkaline unwinding
의 조합 또는 초나선의 완화 자체에 의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DNA 에서의 가닥 절단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분석법들이 개발되어 왔는 
데 이들 각각은 특정한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Ahnstrom, 1988 #4][Whitaker, 
1991 #10]. SCGE assay는 single cell suspension 상태로 얻을 수 있는 각종 진핵 
세포군을 대상으로 하여 DNA 손상과 수복의 세포간의 차이점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과 극도로 작은 세포의 샘플을 (from 1 to 10,000cells) 필요로 하며 
하루 만에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가치가 있는 기술이다. 또
한, 혜성분석은 DNA 손상의 측정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이미지 분석을 별도
로 수행한다고 하여도 분석수행의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SCGE 분석법의 개
발 초기에 Olive 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은 이 방법으로 분석된 단일 세포에
서의 손상 감지 민감도가 세포군내의 평균 손상을 측정하는 다른 분석법의 
민감도와 유사하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 [Olive, 1990 #11]. 그러나, 근래의 
보고서에서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DNA 손상을 감지하는 민감도가 탁월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SCGE 기술의 민감성은 UV 방사선 조사 후 
exogenous UV endonuclease로 세포를 배양함으로써 UV 방사선 조사의 결과로 
생기는 DNA 가닥 절단을 알칼리 SCGE 와 alkaline unwinding 에 의해서 조사
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었다. 그 결과, SCGE assay에서 109 dalton당 0.1 DNA 
breaks만큼의 적은 양도 감지가 가능하였다 [Gedik, 1992 #12]. Schmezer와 그
의 동료 연구자들이 alkaline elution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도 SCGE 의 민감도
가 탁월함을 알아냈다.  
  지금까지 SCGE assay 는 산화적 손상, UV, 이온화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는 데 소량의 사람 림프구 시료를 사용하여 적용되어 왔다 [Singh, 
1988 #3][Olive, 1990 #11] [Tice, 1990 #13][Green, 1992 #14]. 림프구는 사람의 면
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구의 상태는 사람의 
건강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지난 수년 동안에 혜성분석에 대해 많은 관심이 증대되어 왔고 특히 근래

에는 많은 논문에서 이 분석기술을 적용한 결과들이 발표되었으며 또한 새
로운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와 개선이 급진전되고 있다. 혜성분석의 독
특한 특징은 각각의 세포에서 DNA 손상의 정도를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한 
세포군 안의 모든 세포들이 같은 정도의 손상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사선이 조사되는 동안 또는 어떤 물질이 처리되는 동안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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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차이에 기인한 이종 반응을 나타내는 각 세포군을 인식하는 것도 가능
하기 때문에 특유의 처리절차에 대한 종양 반응의 예견에도 적용할 수 있다. 
SCGE 분석법은 또한 다양한 실험적 조건들 하에서 DNA 손상과 수복을 연
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 기술은 유전자 독성 연구와 DNA 수복의 기전을 
해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Fig.1. Comet image of unirradiate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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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 Comet image of cell irradiated with 2 Gy from 60Co. 
 
 
 
 

 
    Fig.3. Comet image of apoptotic cell which consists of small head and larger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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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4. Schematic diagram for the SCGE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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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GE assay의 발전 

 
   Rydberg 와 Johanson [Rydberg, 1978 #15]은 X 선 조사 후에 알칼리 분해된 
세포핵의 비율이 선량에 비례하여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
들은 단일 세포에서 DNA 손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세포를 슬라이드 
상의 아가로스 (agarose)에 끼워 넣어 알칼리 조건하에서 분해한 후 세포들을 
중성화시킨 다음 아크리딘 오렌지 (AcOr; acridine orange)로 염색하여 DNA 손
상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광계 (photometer)를 사용하여 DNA 한 가닥 절단
을 나타내는 빨간 형광에 대한 DNA 두 가닥 절단 (DSBs; double-strand 
breaks)을 나타내는 녹색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손상도를 정량하였다. 1984
년에 Ostling과 Johanson [Ostling, 1984 #1] 은 electrophoretic microgel 기술을 개
발함으로써 각각의 세포에서 DNA 손상을 감지하는 민감성을 향상시켰다. 세
포들은 슬라이드상의 아가로스에 끼워지고 고 농도에서 detergents 와 salts 에 
의해서 lysing시켰다. 그 후 5 V/cm로 중성 조건하에서 전기영동을 수행하였
다. 그 후 양극 방향으로 뻗어 가는 tail DNA 를 AcOr 로 염색하였다. X 선 3 
Gy 까지의 선량에 비례하여 중심과 비교하여 tail 에서 더 많은 형광 염색도
를 관찰할 수 있었다. Ostling과 Johanson은 SSBs에 의해 초나선 DNA가 풀
려 DNA가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칼리 조건과는 매우 다른 중성 SCGE 기법을 사용한 Olive 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은 [Olive, 1991 #16] DSBs 가 겔 (gel) 안에서 DNA 단편들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5 Gy 의 X 선은 세포당 약 200 DSBs 에 상응하는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검출 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SCGE 기술은 Singh 과 그의 동료들이 Ostling 과 

Johanson 의 방법을 높은 pH 에서 전기영동을 수행하는 절차로 변형시킨 것
이다. 그럼으로써, DNA 가닥 절단 뿐 만 아니라 알칼리 취약부위 (alkali-
labile sites)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브롬화에티디움 (EtBr; ethidium bromide)으
로 염색한 후에 핵으로부터 양극 쪽으로 나타나는 DNA의 신장된 형상은 세
포의 손상 정도를 나타낸다 (Fig.2 와 3). 손상된 각각의 세포의 DNA-strand 
breaks 들은 형광으로 노출되는 head 와 tail 의 길이와 밀도를 가진 혜성의 양
상으로 나타난다. 손상 받지 않은 세포들은 꼬리를 가진 혜성의 모습을 나타
내지 않으며 단지 혜성분석에 있어서 머리부분으로 정의되고 있는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는 핵 (intact nuclei) 만을 나타낸다 (Fig.1). 

 



 13

3. 원 리 

 
   DNA 가닥 절단을 측정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strand breaking agent 들이 
large duplex DNA 분자를 보다 작은 크기로 분절화하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Ahnstrom, 1988 #4][Whitaker, 1991 #10][Olive, 1992 #17]. 게다가, 핵 내부
에서 염색질이 응축되어 초나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DNA SSBs나 DSBs는 
염색질의 고차원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NA SSBs를 측정하도
록 고안된 분석방법은 일반적으로 측정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이중나선을 
이루고 있는 DNA 분자의 나선풀림 (unwinding)을 필요로 한다. 높은 pH(>13)
는 일반적으로 변성 (denaturation), 나선풀림 그리고, SSBs 뿐 만 아니라 알칼
리 노출 후에 나타나는 DNA 절단 (일명 알칼리 취약 손상; alkali labile 
lesions)의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Alkaline sucrose sedimentation은 큰 DNA는 작은 DNA보다 sucrose gradient
에서 더 침강도가 크다는 원리를 분석 기초로 삼고 있다 [McGrath, 1966 #8]. 
Nucleoid sedimentation은 DNA 초나선 상태나 나선풀림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침강속도가 DNA 가닥 절단의 정도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 [Cook, 1975 #18]. 겔 전기영동은 전통적인 전기영동 조건 상태에서 
DNA의 이동 원리를 [Norden, 1991 #19] 이용하여 일정하거나 변화가 있는 전
장을 사용한 변성 조건하에서 수행된다 [Freeman, 1986 #20][Lehmann, 1970 
#21][Schwartz, 1984 #22]. Alkaline unwinding [Ahnstrom, 1974 #6][Rydberg, 1978 
#15], alkaline filter elution [Kohn, 1981 #7], alkaline DNA precipitation assay [Olive, 
1988 #23]들도 또한 변성 조건하에서 분자크기가 감소된 DNA 와 SSBs 를 감
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Lehmann, 1970 #21][Olive, 1988 #23][Ager, 
1990 #24][Bradley, 1979 #25][McMillan, 1990 #26].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기
술들은 DNA 가닥 절단을 민감하게 감지하기 위해 DNA 의 방사성 동위원소
의 표지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분석결과로부터 단지 세포 당 평균 가닥 절
단수(breaks) 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in situ nick translation을 제외하고
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한 뉴클레오티드 전구물질 (nucleotide precursor)이 
첨가되는데 이 때 주형으로 작용할 free 3' OH ends 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SCGE assay 는 각각의 세포에서 나타나는 손상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
문에 전술된 단점들이 잘 보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Nose, 1983 #27].  

 
  각각의 세포에서 DNA SSBs 를 감지하는 방법은 Rydberg 와 Johanson 에 의
해 처음으로 기술되었다 [Rydberg, 1978 #15]. 세포들은 슬라이드 위에 아가로
스에 끼워지고 DNA 의 부분적 나선 풀림을 위해서 알칼리 조건하에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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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분해한다. 슬라이드는 중성화되고 분석을 위해 AcOr 이나 EtBr 을 사용
하여 염색한다. 한 가닥 DNA 에 대한 두 가닥 DNA 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
내는 빨간 형광에 대한 녹색 형광의 비율이 결정될 수 있으며 유세포 분석
법 (flow cytometry)을 이용한 분석도 가능하다. 아가로즈에 삽입된 세포들은 
염색 전에 알칼리에서 나선풀림이 이뤄지고 유세포 분석기를 사용해 형광 
분석한다 [Rydberg, 1984 #28]. 손상을 감지하는 민감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Ostling 과 Johanson 은 이러한 절차를 변형시키고 짧은 시간 동안의 전기영동
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것으로 DNA 손상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
다 [Ostling, 1984 #1].  
혜성은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고 있는 DNA 의 분절된 조각이 전기영동시 
전장의 양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형성된다. 두 가지의 원리가 혜성 형성의 형
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형성된 혜성의 전체적인 모양은 혜성의 머
리로부터 전장내의 특정한 거리를 이동하는 분절된 DNA 조각 (broken 'ends')
의 수를 반영하게 된다. 초기의 혜성 꼬리 길이는 손상에 따라 증가되나 
DNA 절편의 크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기영동 조건에 의해 최대의 수치에 
도달하게 된다. 손상이 낮은 정도에서는 각각의 조각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
이라기보다는 DNA 의 부착된 strand 의 stretching 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손상이 많은 경우는 분절된 DNA 조각의 수가 많기  때문에 혜성의 머리
로부터 꼬리 쪽을 향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는 DNA 조각들이 많다. 그리고, 
자사세포의 경우 머리와 꼬리가 잘 분리되어 매우 특징적인 혜성의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머리 부분에 대한 꼬리부분의 상대적 형광 강도는 절단된 
DNA 조각의 숫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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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 법 

 
   여러 방법의 SCGE assay 가 존재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을 Fig. 4 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혜성분석은 SSBs 와 DSBs 에 대한 
감지가 가능하다. SSBs 와 DSBs 의 명확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DSB 
detection assay 에서의 중성적 분해와 전기영동 조건이다. 중성 조건하에서는 
DSBs에 대한 분리.감지가 가능하다.  
  Single cell suspensions 를 만드는 많은 방법들은 생물학에 관련된 논문들에 
많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요즘은 혜성분석의 쉽고 신속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cell suspension 을 만드는 방법들도 단순화되었다. 조직, 식물, 식품의 경
우 간단히 마쇄한 다음 균질화하여 single cell suspensions을 얻으며 단지 소량
의 cell suspension만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혜성분석의 적용이 더욱 손쉬워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세포는 사람의 림프구이다. 그러나 손상을 
감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자들이 림프구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De 
Meo et al. [De Meo, 1991 #29]는 SCGE assay를 사용할 때 형성되는 혜성의 모
양에는 각 사람의 개인적 다양성이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그러한 보고
서들에서는 혈액 제공자의 나이 [Singh, 1990 #30][Singh, 1991 #31], 제공자의 
육체적 활성 정도 [Hartmann, 1994 #32], 제공자의 흡연 여부 [Betti, 1994 #33] 
등으로 구분하여 세포 반응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능한 인자들
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염색질 구조가 알칼리와 중성적인 조건에서는 혜성 
형성 동안의 세포주기 상태가 DNA의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부가적인 
문제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다 [Olive, 1993 #34][Olive, 1993 #35]. 그리고, 염
색질의 구조는 복제와 전사 활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Felsenfeld, 
1992 #37].  
 
 
1) 세포의 준비  
 
   SCGE assay 의 한 가지 장점은 어떤 형태의 세포에서나 DNA 의 분절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single cell suspension이 필요하
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람의 세포는 백혈구와 림프구이다. 림프구는 
헤파린 (heparin)을 처리한 혈액으로부터 구배원침 (gradient centrifugation)이나 
림포프렙 (lymphoprep) 혹은 혈구용해버퍼 (erythrocyte-lysis buffer : 8.3 mg 
NH4Cl, 500 mg KHCO3, 18.5 mg EDTA diluted with H20 to yield 1 liter, p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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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ilised by filtration)를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고등동물 세포로는 골수 
(bone marrow)나 각 조직이 이용될 수 있고 식물체에서는 종실, 잎의 세포나 
원형질체 (protoplast) 등이 이용될 수 있으며 식품으로는 과일, 감자, 양파 등 
저장, 유통과정에서 신선도가 유지되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나 조직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세포들에 대하여 각각의 DNA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
가로즈 겔 상에서 세포들이 서로 겹쳐 분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포
는 사용 전까지 냉장 보관하고 5-10 %의 DMSO 를 사용할 경우 저장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2) 처리 화합물의 노출 절차 
 
   일차세포 (primary cell)나 세포주 (cell line)를 사용한 assay 에서 single cell 
suspensions는 생장배지 (e.g. Williams Medium E with 2 mM L-glutamine for cells 
of the nasal mucosa; RPMI 1640 with 15 % foetal calf serum (FCS) for lymphocytes or 
lymblastoid cell lines or S-MEM (Eagle) Medium with 10 % FCS and L-glutamine for 
hepatocytes)에서, 실험의 특성상 4℃에서 수행되거나 37℃에서 수행되는 대부
분의 세포 형태에 대해서는 PBS 에서, hepatocyte 는 Herpes-buffered Hanks' 
supplemented with CaCl2에서 시험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 대안으로, 세포들을 
슬라이드 상의 아가로스에 끼워 넣은 후에 시험물질을 처리할 수도 있다. 또
한 시험물질 처리 후에 SCGE assay 에서 즉시 DNA 손상을 측정하거나 수복
이 일어나도록 37℃에서 다양한 시간별로 배양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
으로 SSBs 와 알칼리 취약부위의 형성과 수복에 대한 시간과정 (time-course)
이 결정될 수 있다. 세포들이 슬라이드 상의 아가로스에서 처리된다면 그리
고 나서, 주어진 기간동안 37℃에서 배양될 경우 세포들과 아가로스 둘 다 
생장배지 (e.g. RPMI containing FCS)로 만들어져야 한다.   
  In vitro에서 처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포들은 또한 in vivo에서 시험물질
들을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로 동물들은 어떤 선택된 투약 방법으로 
시험화합물을 처리하여 짧은 노출 기간을 두고 (e.g. 1-72 h) 세포들을 추출하
여 생존능력을 확인하고 즉시 SCGE 를 수행한다. 이 접근방법은 화합물을 
비도흡입시켜 기관의 세포 (nasal cells and lung cells)를 분석하는 것과 화합물
을 섭취시켜 소화기관의 세포 (oesophagus, gastric cavity, duodenum and colon 
mucosae)를 분석하는 독성역학적 연구(toxicokinetic study)에 적용되어 왔으며 
방사선에 노출시켜 방사선의 영향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Pool-Zobel, 
1992 #38][Pool-Zobel, 1992 #39][Schmezer, 199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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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화합물, DNA 손상과 수복 
 
   60Co 선원의 감마선 조사나 H2O2 와 같은 물질을 처리하면 DNA 가닥 절
단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다. 최대 손상은 방사선 조사 직후 초기 시
간에 나타나며 대부분의 가닥 절단은 15 분 안에 수복된다. UV-C 조사와 같
은 처리들은 excisable DNA damage를 생산하고 처리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가
닥 절단도 생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손상수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닥 절
단은 excision repair의 절제와 재결합 단계의 상대적인 효율을 반영한다. 혜성
분석을 통해 림프구에 UV-C 를 조사할 경우 처리 후 약 1 시간이 지났을 때 
DNA 가닥 절단이 최대로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Green, 1992 #14].  
 
 
4) 세포주기와 단세포 겔 전기영동 기법  
 
   세포주기가 다른 공시 세포를 사용한 수많은 실험이 수행되었으나 X 선
조사 후에 유도된 DNA 손상에서 어떠한 차이점도 관찰되지 않았다 
[Schmezer, 1994 #40]. 또한 Olive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도 [Olive, 1990 #11] 알
칼리 SCGE assay가 세포 주기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고한 바 없다. 
그러므로, SCGE assay 는 비공시적으로 배양된 세포 (asynchronous cells) 또는 
세포주기 상태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의 조절이 곤란한 일차세포에 
적당한 적용 기술이다.  
  SCGE assay가 알칼리 조건보다는 중성 조건에서 수행되었을 때 세포 주기
의 차이점들이 관찰된다. S phase 세포들에서는 복제과정에 있는 DNA 의 구
조가 전장에서의 이동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혜성 모양에 비추어 볼 때 세포 
주기의 다른 phase의 세포들로부터의 DNA보다 현저하게 DNA의 손상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난다 [Olive, 1991 #16] [Iliakis, 1991 #41]. 이런 사실은 각각의 
핵으로부터 분절된 DNA가 이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Olive, 1992 #17] DNA의 
크기 (e.g., DNA conformation and tangling) 이외에 또 다른 인자가 존재할 가능
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단세포 겔 전기영동 기법 
   
   Dakin fully frosted (Curtin Matheson, Houston, USA)나 roughened (Menzel, 
Braunschweig) 현미경 슬라이드 유리는 45℃에서 Ca2+와 Mg2+ free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200㎕의 1.0% normal melting point agarose (NMA)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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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덮고 즉시, No.1 덮개유리 (coverslip)를 덮고 나서 아가로스가 굳도록 4℃
에서 10 분간 유지시킨다. 이 첫 번째 층은 두 번 째와 세 번째 층의 부착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슬라이드 당 세포 밀도가 
30,000-200,000 인 것이 전형적으로 좋으며 대략 1,000-500,000 의 세포들이 있
는 PBS 10㎕를 37℃에서 0.5% low melting agarose 90㎕와 혼합한다. 덮개유리
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cell suspension을 첫 번째 아가로스 층 위에 깔은 후
에 덮개유리를 덮은 후 4℃에서 10 분간 유지한다. 덮개유리를 제거한 후에 
37℃에서 0.5% LMA (100㎕)의 세 번째 층을 첨가하고 4℃에서 굳힌다. 덮개
유리 제거 후 슬라이드들은 신선하게 준비된 lysing solution (2.5 M NaCl, 100 
mM Na2EDTA, 10mM Tris; pH 10, 1% sodium sarcosinate, with 1% Triton X-100 and 
10% DMSO added just before use)에 최소 1시간 동안 4℃에서 담근다. Lysing 
solution 에서 슬라이드를 제거하고 씻어준 후 아가로스 끝이 양극 쪽을 향하
도록 하여 공간을 피하면서 전기영동 통에 넣는다. 전기영동 통에 슬라이드 
위로 0.25 cm 올라오도록 새로운 전기영동 버퍼 (1 mM Na2EDTA and 300 mM 
NaOH)를 채운다. 슬라이드를 전기영동 전에 DNA 가 나선풀림되도록 20 분 
동안 높은 pH 버퍼에 놓아둔다. 전기영동은 통에서 버퍼 수준이 낮아지거나 
올라가는 것에 의해 300 mA에 맞추고 25 V로 20분간 4℃에서 수행한다. 전
기영동 후에 0.4 M Tris, pH 7.5, 로 각각 5분 동안 3번을 EtBr 염색을 방해할 
알칼리나 detergent 의 제거를 위해 부드럽게 슬라이드를 씻어준다. 중성화시
킨 후에 슬라이드는 각각 20 ㎍/ml EtBr 50㎕로 염색하고 덮개유리로 덮는다. 
전술된 모든 수행 단계는 부가적인 DNA 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황색 등, 
빨간 등 혹은 어둠 속에서 수행한다.  
 
 
6) 데이터의 분석 
 
   EtBr의 염색에 대한 관찰은 100-W mercury lamp로부터 excitation filter 515-
560 nm와 barrier filter 590 nm가 설치된 epi-fluorescence microscope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단일 세포들의 현미경 화상촬영은 Kodak T-Max 400ASA black and 
white film을 사용하여 400X로 행해지며 대체로  microscope의 calibrated scale
을 사용하여 크기를 측정한다. 염색 후에 샘플들은 분석 전에 4℃에서 PBS
로 습한 스폰지가 있는 빛을 차단한 박스 안에서 수일간 저장 가능하다. 
DNA 의 이동은 연구대상 개체 당 최소 25 개의 세포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head의 직경 (mm)과 핵 DNA나 이동하는 DNA (즉, mm로 표현된 혜성의 길
이)의 측정 수단으로 0-150 mm digital calipers 를 사용하여 negative 
photomicrographs 에서 결정될 수 있다. 혜성의 면적 (mm2)은 혜성의 길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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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망목 (square)의 수를 세어 측정한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많은 혜성을 
관찰하고 계수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이미지 분석 장치가 사용된다. 선상의 
측정은 negative photomicrographs image analysis equipment로부터 수동으로 얻을 
수 있는 혜성의 길이, 머리부분의 직경과 면적이 이용되거나 여러 가지 이미
지 분석 시스템들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각각은 특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
다. Fenestra Comet (Developed by Confocal Technologies Ltd. UK in collaboration 
with McKelvey-Martin and colleagues)은 혜성분석에 대한 automatic digital 
imaging process 이다. 혜성분석은 손상 받은 세포에서 혜성 머리부분으로부터 
꼬리부분으로의 형광의 이전을 반영하기 때문에 tail moment (the product of the 
percentage of DNA in the tail and the tail length)는 특히 DNA 분절을 평가하는 데 
가치 있는 정량적인 파라미터이다 [Olive, 1990 #11][Olive, 1992 #42]. 그러나, 
특정한 시험물질과 세포 형태를 가지고 시험물질의 투여량 증가에 따라 계
속적으로 tail length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tail에 분포된 DNA의 비율이 손상
을 정량하는 데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Skewness 와 kurtosis 라는 
두 가지 다른 측정은 혜성의 형태학적인 측정으로 특정한 세포에서 시험물
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생긴 혜성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g., 
bleomycin treatment in Raji lymphoblastoid cells을 bleomycin으로 처리하였을 때
는 주로 삼각형 모양의 혜성이 생성됨). 그러므로, skewness 와 kurtosis 는 특
정한 세포에서 각기 다른 물질들 (e.g., H2O2, UV light, X-rays, bleomycin etc.)의 
처리에서 생기는 특정한 혜성의 모양을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7) 혜성의 생성과 정량 
 
   혜성 꼬리의 길이는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DNA 분절의 정량에 
충분한 정보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전기영동은 이
동되는 거리와 DNA 절편의 크기와 반비례적으로 관계가 있는 일상적인 전
기영동에 적용되는 법칙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알칼리 
조건하에서 (pH 12 이상)는 DNA의 염기 쌍 형성이 저해되며 DNA 가닥들이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DNA의 나선풀림은 분자의 말단부위 또는 내부의 
SSBs 로부터 일어난다. 알칼리에서 용해되었을 때 나선풀림이 완전하다면 
SSBs 의 빈도는 외가닥 DNA 의 침강에 의해서 추정될 수 있다. 대안으로 
alkaline unwinding technique 에서처럼 나선풀림의 속도가 SSBs 빈도의 척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적 접근들을 통해서 Tice 와 동료들은 [Singh, 
1988 #3][Tice, 1990 #13] 중성의 전기영동이 아닌 알칼리 SCGE가 SSBs를 감
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SCGE assay에 대한 원리는 alkaline suc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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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ent centrifugation이나 간단한 alkaline unwinding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그 
증거는 중성과 알칼리성의 SCGE 둘 다 SSBs 를 감지한다는 것이다 [Ostling, 
1984 #1][Singh, 1988 #3]. 
  전기영동 조건하에서 단일 세포로부터의 DNA 행동에 대한 설명은 핵 안
에서 DNA 의 체제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간단히 말해서, DNA 는 
framework 이나 핵교질 (nuclear matrix)에 부착된 고리들을 발생시키고 핵체 
(nucleosome)로부터 느슨하게 되어 초나선이 풀어지게 된다. 세포들이 
detergent 에 의해 투과성을 가지게 된다면 핵의 단백질들이 높은 염 농도에
서 추출되며 DNA 는 잔존하는 유사핵구조물 (nucleoid) 안에 남게 된다 
[Cook, 1975 #18]. 그러나, nucleoid DNA가 분절된 단편들을 포함하고 있을 경
우는 구조상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핵의 원래의 형태로부터 DNA
의 후광이 주위로 신장된다 [Vogelstein, 1980 #43]. DNA 의 절단된 조각은 초
나선을 완화시키게 되며 loops가 밖으로 신장되어 자유롭게 된다. 따라서, 후
광 반경의 측정치는 loops의 크기를 나타낸다 (약 1.5 x 108 dalton의 분자량에 
상당하는 평균 2.2 x 105 염기 쌍이나 75 ㎛ DNA) [Cook, 1978 #44]. 그러므로, 
전기영동 반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DNA 의 초나선의 풀림에 의한 
loop 의 방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 loop 은 양극 쪽으로 신장될 수 있다. 
따라서, 핵은 non-supercoiled open loops 에 의해 연결된 고차원의 구조로 된 
일련의 면적으로 구성될 것이다. SCGE assay에서 높은 pH 조건의 정확한 중
요성은 알칼리의 조건하에서 open loops 의 DNA 는 변성되고 유연하게 되며 
고차원의 구조가 절편화 되면서 핵으로부터 방출되고 특징적인 혜성 꼬리가 
생성되게 된다. 절편들은 여전히 single-stranded regions에 의해 혜성의 머리부
분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풀어진 초나선과 alkaline unwinding 의 조합이 
관찰될 수 있다. 대안으로, 초나선의 풀림은 SCGE assay 에서 결정적인 인자
로 작용하며 loops 가 breaks 를 많이 포함하면 할수록 꼬리 부분에 더 많은 
DNA가 나타나게 된다.  
 
  보고된 많은 혜성분석의 절차들은 전기영동 조건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다. 
전기영동의 원하는 전압과 시간은 running buffer 의 염 농도와 세포에서 나타
나는 DNA 손상 수준과 관련이 있다. DNA 가 현미경 관찰에서 mm 혹은 그 
이하의 이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혜성 형성이 보편적인 전기영동과 비교
하여 짧은 전기영동 시간 (5-30 min)과 낮은 전압 (0.5-5.0 V/cm)으로 가능하다. 
전기영동 다음에 슬라이드를 세척하고 이미지 분석을 위해 염색한다. 다양한 
염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데 요드화프포피듐 (propidium iodide)이 특히 이
미지 분석에 인기가 좋다. 흥미롭게도 혜성분석에서 변성되고 다시 수복과정
을 거친 손상 DNA 는 요드화프로피듐을 포함한 DNA 염색물질에 낮은 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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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은 손상 받지 않은 세포로부터 손상 받은 세포를 
분리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Olive, 1994 #45]. 
보고된 혜성의 화상분석 방법은 혜성분석 적용 분야 만큼이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혜성은 전기영동에서 핵 중심으로부터 손상 받은 DNA 가 방출
되는 원리로 형성되기 때문에 혜성 형성의 형태를 추정하고 정량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행해졌다. 가장 간단한 기술은 경험을 토대로 형태별 혜성을 계
수하여 손상 정도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이 분석법은 혜성의 양단을 가시적
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의 여부를 혜성의 형태를 근거로 계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록 정확한 이미지 분석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 방법이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 왔다. 더 보편적으로는 핵으로부터 이동되는 DNA
의 거리를 기준으로 DNA 손상 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DNA 손상
이 최소이고 매우 낮은 농도의 물질이나 저선량의 방사선이 손상을 유도하
는데 사용된 경우에도 tail length 와 선량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여 
tail length가 dosage에 의존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한다 [Singh, 1988 #3][Singh, 
1990 #30][McKelvey-Martin, 1993 #46][Singh, 1994 #47]. 전술한 바와 같이 
Singh's version 의 알칼리 분석기법은 DNA 손상 감지에 있어서의 민감도를 
최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개발되어 왔으며 이 방법은 더욱 민감도가 증
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Singh, 1994 #47]. 
 
  혜성분석에서 결과를 추정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tail moment'라고 
불리는 파라메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꼬리부분에서의 총 DNA 단편과 
꼬리길이의 적 (積)으로 정의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어려움 중의 하나는 혜성 꼬리가 손상이 증가함에 따라 길어지
고 넓어지는 복잡한 변화들을 적절히 표현/설명할 수 있는 혜성기술기준 
(comet 'descriptor')이 없었다는 것이다. Tail moment는 전기영동에 따라 이동하
는 DNA의 감지 가능한 최소 크기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혜성의 꼬리길이
를 반영하는 동시에 풀어지거나 깨어진 DNA 조각들의 수를 의미하는 꼬리
부분에서의 DNA 의 강도를 반영하는 파라메타이다. Tail moment 를 계산하는 
혜성화상분석시스템 (comet image analysis system)으로 DNA 함량에 상응하는 
전체 혜성의 형광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포 주기 위치에 
상응하는 혜성의 전체 형광강도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DNA 손상과 
DNA 함량에 대한 두가지 변수의 분석은 세포 주기 안에서 다양한 처리에 
대한 세포들의 반응에서 미묘한 변화들을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정의할 수 
있다. 
  혜성분석을 사용한 서로 다른 연구실에서 산출된 실험결과를 비교함에 있
어서의 곤란한 점은 기술자체의 응용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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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DNA 손상을 정확히 측정하는 능력은 여러 기술적, 생물학적 인
자에 의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세포 DNA 용해의 정도가 강한 기술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용해조건 (특히, 염 농도, pH, lysis time)은 손상을 감지하는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영동 전의 세척 단계 또
한 assay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준다. 용해액 (lysing solution)에 남아 있는 염
은 DNA 이동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염을 완벽하게 제거해야만 전기영
동을 낮은 전압으로 수행할 수 있다 [Olive, 1992 #42]. 많은 보고서들이 알칼
리 분석법의 DNA 나선풀기 단계에서 슬라이드들이 같은 용액에서 전기영동
이 수행되는 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슬라이드가 전기영동 전에 
running buffer 와 평준화되지 않는다면 즉, 슬라이드의 염 농도가 buffer 의 염 
농도보다 더 높다면 전기영동 동안에 슬라이드에서 buffer 로 염 농도의 구배
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전기영동 동안에 전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
히 알 수 있다). 염은 DNA phosphate 의 전위를 부분적으로 중성화 시킴으로
써 전기영동 동안 DNA 의 이동을 지연시킨다. 그러므로, 전기영동 시에 겔 
상층의 혜성의 염이 겔 하층에 비해 빠르게 상실된다면 그들이 겔 하층에 
있는 혜성보다 더 긴 꼬리를 나타낼 것이므로 잘못된 이형성 (heterogeneity)
의 결과를 산출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sandwich layer 방법이나 전기영
동 동안 buffer 를 다시 순환시킴으로써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간단
한 해결책은 전기영동 전에 running buffer 를 사용하여 슬라이드의 염 농도를 
사전에 평준화 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DNA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결정 인자들을 가지고 있다. 증가된 아가로스의 농도와 감소된 전기영
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큰 DNA 손상을 감지하는 데 알맞도록 고안된 반면에 
lysis 와 전기영동 조건을 변화하는 것은 방법의 민감성을 동시에 증가시키거
나 감소시킬 수 있다 [Olive, 1990 #11][Vijayalaxmi, 1992 #48] 
  표준화된 assay 절차를 따르더라도 기대되는 DNA 손상의 수준에 대한 lysis
와 전기영동 조건을 용도에 맞도록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DNA 가닥 
절단의 정도가 손상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생산된 lesions 의 특성, 
노출된 세포들이나 조직들의 형태와 생물학적 조건, 노출 시간과 절차, strand 
rejoining 의 양에 의존하여 다양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포 주기 위치 또한 
알칼리와 중성 assay 를 사용해 얻어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것이 including S-phase DNA 복잡성의 주요 반영이다. 알칼리 assay에서 
반복되는 구조들은 변성시 나타나는 가닥 절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되
었고 감지할 수 있는 DNA 단편의 양을 증가 시켰다 [Olive, 1988 #23]. 그러
나, 활성적인 DNA 복제 장소는 DNA 얽힘을 증폭시키고 이동을 방해하며 
중성 assay 에서 DSBs 의 특성에 상관없이 감지가능한 가닥 절단의 수를 감
소시킬 수 있다 [Olive, 1991 #16][Olive, 1993 #34]. 



 23

5. 적 용  

 
 
1) 방사선 생물학 기초 연구 
 
   DNA 가닥 절단 분석에 관한 여러 방법들이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유발
된 손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DNA 손상을 유발시키는데 이온화 방
사선을 사용함으로써 약물 대사, 물질의 세포간 분포, 약물의 세포막 투과성 
및 약물의 이출 (drug efflux) 등과 관련된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온화방사선에 의해 생성되는 중요한 손상 (lesion)이 바로 DSBs 라는 것이 밝
혀져 있다 [Iliakis, 1991 #41]. 이러한 DSBs는 수복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수
복된다면 염색체 손상이나 세포의 죽음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  
  포유동물 세포에서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DNA 가닥 절단을 감지하기 위
해 다양한 민감한 방법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방사
선에 대한 동종 세포군의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형성 
(heterogeneity)을 측정하기 위한 DNA 가닥 절단의 유도와 재결합 (rejoining)
에 관한 분석법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과거에 수복기간 (repair period) 
동안 가닥 절단의 완벽한 재결합을 관찰하지 못 한 것은 두 가지 가능성으
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개체의 모든 세포가 신속하게 수복되어지지 않는 어
떤 자리 (sites)를 포함하고 있거나 세포들 중 일부에서는 다른 것들 보다 더 
느리게 손상 DNA 의 수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실 회복기간 동안 세포들의 
작은 단편들의 분해는 세포들이 수복결핍 (repair deficiency)이라는 것으로 부
정확하게 결론지어질 수 있다. 혜성분석의 적용은 전체 세포 형광의 bivariate 
analysis 대 tail moment 의 사용에 의해 이러한 가능성들을 시험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고 세포 주기에서 다른 phases 에 있는 세포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하며 혹은 염색체의 다른 배수성 (different ploidy : e.g., tetraploid 
tumor cells versus diploid normal cells)에 의한 세포들의 반응들을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G1 세포들에서는 방사선에 의해 유발된 SSBs가 빠른 시간에 
수복되는 반면 S phase 세포들에서는 절단된 DNA 의 재결합이 느리게 일어
난다 [Olive, 1993 #35]. 이러한 차이들은 세포들이 DSBs를 재결합할 때는 관
찰되지 않는다 [Olive, 1994 #49]. 
  같은 형태, 크기, 등급의 종양세포들의 방사선 반응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을 통상 종양이형성 (tumor heterogeneity)이라고 하는 데 특히 intrinsic radio- 
sensitivity, tumor growth kinetics, 저산소 세포들 (hypoxic cells) 같은 저항성을 
가진 소 세포군의 존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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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Gamma-radiation dose responses for DNA damage in human peripheral blood 
lymphocytes. Cells were irradiated with various doses of 0, 0.1, 0.3, 0.5, 1.0 and 2.0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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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손상을 유발하기 위한 처리에 대하여 각 세포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
타나기 때문에 치료 전에 특정한 종양세포가 치료요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예견할 수 있는 분석법 개발에 대하여 관
심이 증대되어 왔다. 혜성분석을 이용하면 특정한 처리에 대한 유전적 민감
성, 활성적으로 자라고 있는 종양세포의 비율, 저산소 종양세포의 존재와 같
은 조건에 따라 그들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종양세포들의 특
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Olive, 1993 #50][Olive, 1993 #51]. 이 방법이 각각
의 종양세포에 대한 손상을 시험하기 때문에 단지 적은 양의 세포들을 필요
로 하며 이러한 소량의 세포시료는 정교한 흡입 생체검사에 의해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 종양에 대한 화학 요법 및 방사선 요법에서 중요한 문제인 처
리에 대한 종양세포의 이형성은 각각의 세포들에 대한 손상을 측정할 수 있
는 혜성분석법을 사용하여 평가될 수 있다.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죽는 종양세포 계열의 민감성에서의 상당한 차이에
도 불구하고 DNA SSBs, DSBs 및 여타 절단의 재결합 등은 혜성분석을 통해 
인지 가능하다 [Olive, 1994 #49]. 알려진 수복 결핍 세포 계열들 (e.g., human 
TK6 and mouse L5178Y-S lymphoblast)은 DSBs의 재결합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Ahnstrom, 1974 #6][Olive, 1991 #52]. 모세관확장성 운동실조증 
(Ataxia telangietasia) 질병을 가진 환자의 섬유아세포 (fibroblast)를 제외한 세
포들은 그들의 방사선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정상 섬유아세포와 같은 가닥 
절단의 유도와 재결합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Ward, 1993 #53]. 이 
결과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세포의 회복에서 절단된 DNA 가닥 재결합의 정
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요인의 유전자 독성의 영향들을 추정하는데
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다. 혜성분석은 어떤 요인이 DNA 가닥 절단을 유발
하는 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절단 수복의 정확성을 측정할 수는 없다. In 
vitro 에서 종양세포들이 방사선 조사선량에 대해 비슷한 수의 가닥 절단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in situ에서는 종양세포들이 방사선저항성 세포군을 포함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혜성분석법을 사용할 때 다양한 이형적 결과가 감지
될 수도 있다. 종양세포에 방사선을 조사한 다음 그들이 손상을 수복할 기회
를 갖기 전에 세포를 포집하면 혜성분석을 통하여 종양조직 내의 저산소 세
포들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Olive, 1993 #50][Olive, 1992 #54][Olive, 1994 
#55]. 치료 동안과 치료 다음에 종양세포 산화에서 변화들에 관련된 질문들
과 이러한 세포들을 포집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들의 평가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접근은 유방암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Olive, 1993 #56] 
종양에서 '방사선 생물학적인 저산소 (radiobiologically hypoxic)' 세포들이 받은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산소 세포를 감지하기 위해서 이온화 방
사선에 세포들을 노출시키는 필요성은 방법에 대한 한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26

여러 bioreductive drugs (e.g., tirapazamine, RB-6145)는 저산소 세포들에서 선택
적으로 DNA를 손상시킨다 [Brown, 1993 #57][Stratford, 1986 #58].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전술한 요인들이 종양조직 내의 저산소 세포들을 인식하는데 
유용함을 밝혀낼 수 있었다. 
 
 
2)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 (Excisable DNA damage) 
  
  자외선 (UV; ultraviolet light)은 직접적으로 DNA 가닥 절단을 유발하지 않는 
DNA 장애를 일으키는 데 이러한 DNA 손상도 SCGE assay 를 사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방사선에 의해 직접 유발된 가닥 절단을 감지하기 보다는 오히
려 장애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DNA 가닥 절단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
하다. Intermediate strand breaks는 절제수복 (excision repair)의 절개 단계의 결
과이다. 감지할 수 있는 가닥 절단의 정도는 초기 절개와 재결합 단계들 사
이에서 평형을 나타낸다. 수복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손상 세포들의 경
우는 혜성의 꼬리를 형성하지도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수복 시간을 가지고 
혜성들은 절개와 재결합에 상응하는 가닥 절단 및 연결부위의 형성과 일치
하여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혜성분석에 의해 측정된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자
외선에 의해 유발된 DNA 손상의 수복은 절제수복이 가능한 손상과 깊은 관
련성이 있다 [Collins, 1992 #59]. 
색소성 건피증 (Xeroderma pigmentosum) 환자의 림프구들은 혜성분석법을 

사용한 분석결과로부터 절제수복의 기능이 결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Gedik, 1992 #12][Green, 1992 #14]. 혜성분석법의 적용은 색소성 건피증과 절
제수복 기능의 결핍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다른 증상들에 대한 진단의 기구
로 사용할 수 있음이 제안되어 왔다 [Gedik, 1992 #12]. 그런 증상들은 UV 방
사선에 따른 절제수복으로 인한 가닥 절단의 부재 때문에 진단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절제 단계에서의 기능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닥 절단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재결합 단계 (rejoining phase)에 
있어서의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림프구의 nucleotide pool levels 이 다른 형태의 세포에서 보다 낮다는 사실
로 non-dimer damage를 유도하는 excisable UV-B에 대한 림프구의 높은 민감
성을 설명할 수 있다 [Green, 1992 #14][Green, 1994 #60]. Low nucleotide pool 
levels 재결합 단계를 방해하고 다른 세포들과 비교하여 DNA 가닥 절단을 
감지할 수 있는 빈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UV-B 에 의한 암유발 효과는 T-림
프구 hypersensitivity 와 관련된 면역억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Green, 1992 #14]. HeLa 세포들을 사용한 절제수복 평가 실험계에서 DN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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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 절단 생성과 재결합 과정은 절제 단계를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Gedik, 1992 #12]. 그러나, 유사한 관찰들이 절제 단계 저해제로 세포
들을 배양함으로써 만들어 졌을 뿐만 아니라 가닥 절단 감지의 수단을 제공
하는 exogeneous endonuclease를 사용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었다 [Gedik, 1992 
#12]. 의도적으로 실험적 모델을 설계할 경우는 수복에 대한 분자 수준에서
의 기초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광범위한 실험적 조절을 통
한 온전한 염색질 연구로써 세포에서 일어나는 DNA 수복의 기전에 대한 이
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Gedik, 1992 #12]. 
 
 
3) 알킬화 물질에 의한 DNA 손상 
 
   DNA 가닥 간의 교차 (crosslinks)는 bifunctional alkylating agents (e.g., 
cisplatin, mitomycin C, nitrogen mustard) 등의 다양한 알킬화 물질 (alkylating 
agents)에 의해서 유발된 세포독성학적 손상의 하나이다. DNA  가닥 내 교차 
(intrastrand crosslinks)에 대한 chromatographic 과 electrophoretic method 들은 이
러한 형태의 장애가 열을 가하거나 알칼리 첨가에 의해 달성되는 DNA의 변
성을 방지한다는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포에서 가닥 간 교차 (genomic 
interstrand crosslink) 형성과 수복은 대부분 alkaline elution technique 을 사용하
여 측정되어 왔다 [Hartley, 1993 #61].  

Nitrogen mustard 와 cis-platinum 에 의해서 유도된 교차는 혜성분석을 통하
여 설명될 수 있다 [Olive, 1990 #11][Olive, 1992 #42]. 실험의 기초 원리는 교
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닥 절단 분석시 DNA의 이동이 저해된다는 것이
다. 표준화된 가닥 절단 유도 실험계는 가닥 간 교차 형성에 의해 DNA 이동 
저해를 일으키는 다른 화학물질의 능력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저농
도의 포름알데히드는 DNA SSBs 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알칼리 SCGE 
assay 를 사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는 가닥 간 
교차를 일으키기 때문에 알칼리 SCGE assay 시스템에서 DNA 분자의 이동을 
저해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Etoposide 등의 약물은 DNA 가닥 간 교차 외에도 
단백질 연결 가닥 절단 (protein-linked strand breaks)을 부가적으로 유발한다. 
이러한 부가적 가닥 절단은 알칼리 분해 후에도 존재하며 중성조건 하에서 
분석이 수행될 경우라도 proteinase K 를 첨가하면 감지가 가능하다 [Olive, 
1993 #34]. 
  교차유발약물의 작용효과는 SCGE assay 를 통해 분자약리학적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세포 수준에서의 교차 정도는 약물기능 (drug potency)에 대한 생물
학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유용한 약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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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화합물이나 약물을 설계 및 제조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
다 [Bose, 1992 #62]. DNA 가닥의 교차는 genomic heterogeneity를 생산할 수 있
기 때문에 [Futscher, 1992 #63] hybridization techniques의 적용은 관련된 물질에 
대한 분자약리학적 상세정보를 모으는데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Crosslink 
potency indicator”같은 분석법의 적용은 아직 상세하게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
에 보다 많은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4) 산화적 손상 (Oxidative damage) 
    
   활성 산소 라디칼은 염색체 이상 유발 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 [Cerutti, 1985 #64]. 그리고, 내생성 자유라디칼 (endogenous free radical)에 
의한 DNA 의 산화적 손상을 연구함으로써 암에 대한 병리학적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Ames, 1983 #65][Guyton, 1993 #66]. 반응성 산소 종류들은 생물
학적 체계에서 중요한 중간 물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
간의 질병에서 그들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Cook, 
1975 #18].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는 다양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중간 
물질이다. 이것은 산화적 손상을 만들기 위해 직접 DNA 와 결합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Imlay, 1988 #67] DNA 손상을 통하여 돌연변이를 유발한다고 설
명되고 있다 [Imlay, 1988 #67][Imlay, 1988 #68]. DNA 가닥 절단과 같은 여러 
유전적 장해는 염색질과 수산 라디칼 (OH·)의 직접적인 결합에 의해서 생
산된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염증은 여러 가지 활성 산소 종류의 방출에 의
한 결과이다 [Frenkel, 1992 #69][Lewis, 1986 #70][Correa, 1992 #71][Simmonds, 
1992 #72].  
  페트론 반응 (Fetron reaction)에 의해 만들어지는 OH·라디칼은 DNA 를 손
상시키는 반응성의 산소이다 [Martins, 1991 #73]. 많은 연구자들이 과산화수소
를 실험실에서 DNA 손상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DNA 손
상을 측정하기 위해 SCGE assay 를 사용하여 왔다.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실
험에 있어서의 문제점의 하나는 손상에 대한 세포 반응에서의 이형성이며 
그것은 세포 주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Ward, 1993 #74]. 
이 문제는 어떤 장애들은 다른 것들 보다 더욱 쉽게 수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 형태의 이형성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과산화물의 투과성, 과
산화물과 반응하는 다른 분자들의 양, 염색질 구조의 차이, 손상될 수 있는 
DNA 의 근접성 (accessibility), 라디칼 제거 능력 등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산
화적 손상의 만회능력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Kruszewski, 
1994 #75]. 또한, residual nuclear chromatin-like structure에서 supercoils의 nicking 



 29

때문에 DNA 의 나선풀림이 잘 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일 수 있다 [Delaney, 
1993 #76][Green, 1994 #77].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통상적 실험계를 보면 대부분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
는 물질을 외부로부터 투여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Colins과 그 동료들은  
림프구에서 내생성 산화적 손상을 감지하는 체계를 개발했다 [Collins, 1993 
#78]. EendonucleaseⅢ가 산화된 염기 (특히, 피리미딘 염기)를 가닥 절단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산화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세포막을 용해시킨 슬라이
드에 FPLC purified endonucleaseⅢ를 투여하여 배양하였다. 과산화수소에 의해 
유도된 손상은 endonucleaseⅢ의 처리로 더 크게 되고 수복 후에도 산화적 손
상을 받은 염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체계와 결과를 통하여 장애의 
차등 발현 (differential expression)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Collins, 1993 #78]. 
혜성분석은 DNA 의 절제수복에 대한 생화학적 해석에 특히 유용하다. 이온
화방사선이나 과산화수소와 같은 요인들과는 달리 자외선 조사는 직접적으
로 DNA 가닥 절단을 유발하지 않는다. 자외선은 이런 점에서 뉴클레오티드- 
절제수복의 과정을 거쳐 수복되는 거대한 부가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전형적
인 DNA 손상 요인으로 분류된다. 이 수복의 초기 단계는 세포의 효소 (e.g. 
UV endonuclease)에 의해 장애부위 부근에 있는 DNA를 절제한다. 그러나, 그
렇게 생성된 가닥 절단은 통상 일시적일 뿐 아니라 그 존재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다. 이것은 절제에 의해 일단 가닥 절단이 나타나면 수복 과정과 
ligation이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혜성분석법을 사용한 내생성 산화적 손상 연구의 생리학적 관련성과 생물

학적 중요성들은 돌연변이유발 및 발암 관련 영역으로까지 신장되게 되었다. 
Kleiman 과 Spector 는 관찰된 DNA 손상이 백내장을 가진 환자의 망막 상피
세포에서 증가된 것이 수복되지 않은 산화적 손상의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가설화 하였다. 정확한 기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상이 
백내장 발생과 관련될 수 있을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하였다 [Kleiman, 
1993 #79]. Recombinant IL-1β는 실험용 쥐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
포들에서 산화 기전에 필수적으로 쓰이지 않으나 NOS (nitric oxide synthase)를 
유도하여 endogenous nitric oxide inducible DNA damage를 일으킨다 [Green, 1994 
#77].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산화적, 다른 DNA 손상은 혜성분석법을 이용한 다양
한 실험분석을 통해 쉽게 연구될 수 있다. 산화적 산소에 의해 매개되는 자
사세포의 DNA 단편들과 시험하는 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산화적 손상들은 
잘 연구되어 왔다 [Kane, 1993 #80]. SCGE 시스템에 의해서 감지될 수 있는 
다양한 유전적 장애들은 세포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장애들은 완벽하게 수복되지만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수복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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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영구적 변형으로 남아서 자손 세포에게로까지 전달될 수 있다. 예로써, 
allelic deletion은 산화적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Imlay, 1988 #67]. G-
C sites 는 일시적인 수복과 복제의 한도를 넘어선 돌연변이 표적 (target)으로
서 작용할 수 있다 [Moraes, 1990 #81][Moraes, 1989 #82]. 더욱 깊이 있는 연구
를 통하여 DNA 손상과 발병 과정에 관련된 중요한 기전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5) 유전 독성학 (Genetic toxicology) 
    
   SCGE 분석법은 유도된 유전자 손상을 평가하는 데 상당히 민감한 시스
템이다. DNA 손상의 유도는 조직배양 세포나 현탁 배양 (suspension culture)된 
일차세포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즉, SCGE 분석법을 생체 (in vivo)는 물론 
및 시험관내 (in vitro) 시스템에서의 유전자 독성을 연구하는데 DNA 손상 감
지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전 독성이 잘 알려져 있는 돌연변이원
과 유전자 독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알지 못하는 유전
자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조사하는데 SCGE  분석법이 사용될 수 있다.  
  DNA 손상에서 유래된 돌연변이 유발 또는 발암은 유전자 독성의 오랜 기
간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 유전독성 물질은 기능적으로 DNA 복제와 
genetic transmission 을 변형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정의될 수 있
다. 단기적 유전독성의 평가에 있어서 주 평가 항목은 DNA 손상, 유전자돌
연변이 (point mutations), 염색체이상 (chromosomal aberrations)를 포함한다 
[Combes, 1991 #84]. 혜성분석의 민감성과 각각의 세포에서 DNA 손상을 검지
하는 능력은 특정 화합물의 유전독성을 신속하게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혜성분석의 유용성이 충분하게 인식된 만큼 활용
분야가 신속하게 팽창될 것이다. 이 분석법은 각종 형태의 진핵세포 
(eukaryotic cell)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사람 세포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왔다. 이 시스템은 직접적인 유전자 독성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손상을 가하는 것만큼 이나 해로운 DNA 수복 변형 능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관심 있는 표적 조직으로부터 현탁 배양된 단일세포
를 만들 수 있다면 각각의 세포에 있어서의 DNA 손상을 직접 측정할 수 있
다.  
  유전자 독성 실험에서 헤성분석의 초기 적용시도는 산성 용액에서 과망간
산 칼륨의 처리에 의해 생산되는 요인들의 돌연변이유발능 (mutagenic 
potencies)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De meo, 1991 #29]. 과망간산 칼륨과 섞
은 황산은 다양한 돌연변이유발물질을 파괴하고 decontaminating 하는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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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izing solution을 만든다. De Meo et al.은 일련의 화합물과 혼합물들이 대사
활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Ames test 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나타나는 유전자 독성을 혜성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그들은 산성 용액에
서 과망간산 칼륨과 Mn2+ 가 DNA 손상을 유발한다는 것을 관찰하여 이들 
물질의 돌연변이 유발성을 설명하였다. 혼합물에 의한 유전자 독성은 MnO4-

가 Mn2+로 전환되는 과정에 의해서 중재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실험용 쥐를 이용한 생체내 유전자 독성결정 방법으로 SCGE 분석법을 사

용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특히 표적 조직에
서의 손상 분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생체에서는 유전독성을 유발하지만 시험관내에서는 유전독성 유발이 일관
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특정물질의 영향을 연구하는데도 SCGE 분석법이 
적용될 수 있다. 활성적 유전독성 물질인 N-methyl-N-nitro-N-nitrosoguanidine
은 in vitro에서 림프구에 노출시키면 유전독성을 유발하지 않는다 [Betti, 1993 
#84].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in vivo 실험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Nitrosamines 와 관련하여 담배의 유전독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비교연구에서 
Pool-Zobel et al. [Pool-Zobel, 1992 #38]은 여러 화합물을 구강 주입이나 흡입시
킨 후 각 기관에서 나타나는 nitrosamine 의 활성을 설명했다. 혜성분석에 의
해 검지된 DNA 손상은 특별한 기관에서 유전독성을 가진 대사물질의 존재
를 예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직특이적 유전독성은 조직특
이적 암유발과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Pool-Zobel, 1992 #38]. 같은 연구진에 의
해 수행된 또 다른 연구들로는 살충제 lindane [Pool-Zobel, 1993 #85], 유기수은
화합물 [Betti, 1993 #84], 돌연변이 유발가능 물질인 1-chloromethylpyrene 
[Kennelly, 1993 #86]의 유전자 독성의 영향들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있다. 그들
은 또한 젖산균 (lactic acid bacteria)이 항유전독성 (antigenotoxic) 활성을 가지
고 있으며 종양 성장을 감소시키는 활성을 가지고 있음도 밝혔다 [Pool-Zobel, 
1993 #87]. 아편 중독자에게서 세포의 유전적 변형이나 아편에 의해 유도된 
면역학적 결핍의 결과일지 모르는 암이 발생되는지 시험한 결과로 DNA 손
상이 아편에 의해서도 유도된다는 것이 관찰된 바 있다 [Shafer, 1994 #88]. 
  염색체나 DNA 손상은 일반적으로 돌연변이유발 또는 발암과정과 강한 상
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 종양에 대한 분자역학적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특이적인 돌연변이는 발암의 진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Fearon, 
1990 #89]. 유전독성물질과 돌연변이 유발물질에 의한 발암과정은 초기유발, 
촉진단계, 진행단계로의 전환을 포함한다. 이것들의 평가는 SCGE 분석법을 
적용함으로써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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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포의 자사 (Apoptosis) 
 
   자사에 의한 세포 사멸은 넓은 범위의 생리학적 물리적 기전들에 의해 
시작되는 활성적이고 계획적인 기전이다. 분화나 퇴화, 손상된 세포들의 제
거와 관련된 호르몬 신호들은 자사에 관련된 통상적인 생리학적 신호의 예
이다. 세포의 자사는 핵 주연형성 (nuclear periphery), 세포질 응축 (cytoplasmic 
condensation), 핵 분절 (nuclear fragmentation) 과정이 나타남으로써 초기핵응축  
(early nuclear compaction)이 나타나는 세포괴사 (necrotic death)와 구별된다. 실
제로 세포들은 점진적으로 세포소기관과 핵 성분에서 막결합 자사소체 
(membrane bound apoptotic bodies)로 붕괴된다. 그것은 새로운 세포로의 대체와 
손상된 세포의 제거와 관련된 진행 과정이며 다세포 생물에서의 일상적 기
능의 하나이다. 자사 세포에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생화학적 과정은 핵
체 분절 (nucleosomal fragmentation)이다 [Arends, 1990 #90]. 자사 세포의 경우 
핵 분절이 일어나고 난 후에도 세포막의 건전성 (integrity)이 그대로 유지된
다는 점이 괴사 (necrosis)와 다른 점이다. 괴사 세포에서는 원형질막 투과성 
(plasma membrane permeability)이 증가되고 광범위한 DNA 분절화가 일어나며 
late DNA degradation 전에 세포막 건전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세포자사 과정
의 일시적인 유도는 세포주와 손상물질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자사에 
대한 일정한 분자기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세포증식
자극과 같이 세포사멸과는 반대의 영향을 가진 다양한 물질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Alderson, 1993 #91].  

DNA 이중결합의 해리는 즉각적인 전사활성 상실의 원인이 된다 [Harland, 
1983 #92]. 자사 세포들은 인접 세포들의 식세포작용 (phagocytosis)에 의하여 
제거되므로 자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DNA 의 분해는 죽은 세포의 유전자가 
식세포 (phagocyte)의 핵 안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방어적 기능의 
의미를 가진다 [Arends, 1990 #90]. 혜성분석법을 사용할 경우 핵체 크기로 분
절된 핵 DNA 의 단편 정도를 명확한 평가할 수 있다. 자사 세포의 DNA 분
절화는 DSBs 의 생성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중성과 알칼리 조건에서 
동등한 효율로 절단 정도가 감지될 수 있다.  
  Endogenous endonucleases 는 세포의 염색질 구조의 파괴로 자극 받은 세포
들에서 활성화된다. DNA는 전기영동이 수행시 혜성의 머리 부분으로부터 이
동되어 꼬리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극도로 분해된다. 자사 세포에서 DNA 
손상의 정도는 매우 크기  때문에 중성 및 알칼리 SCGE 분석법을 통하여 
손상 받지 않은 세포들과 가시적으로 쉽게 구별될 수 있다 [Fairbairn, 1994 
#93][Olive, 1993 #94][Ostling, 1987 #95][Uzawa, 1994 #96]. 표준화된 알칼리 조건
하에서 자사 세포 DNA는 원래의 손상 받지 않은 세포 DNA 의 혜성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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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보다 몇 배 멀리 이동한다. 자사 세포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자사 혜성
은 머리 부분으로부터 꼬리 부분으로 대부분의 DNA 가 이동된다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손상 받지 않은 세포들은 평균 tail moment 가 대략 2.0 
이하인 반면, 자사세포의 tail moment 는 일반적으로 30 보다 크고 표준 assay 
조건에서 간혹 60 보다 큰 값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자사 세포의 특징적 
혜성에 의한 가시적인 구분은 자사 세포의 비율을 신속하게 구할 수 있게 
한다.  
  계획세포사 (programmed cell death)가 진행되도록 유도된 세포군에서 나타나
는 혜성의 양상은 퇴행성 괴사 (necrosis)에 의해 죽은 세포들의 것과는 대조
적이며 핵체분절 과정은 유도 후에 중간의 손상을 받은 세포들에서 어느 정
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분석이 진행되어야
만 한다 [Olive, 1993 #94].  
  중요한 점은 유세포 분석법보다 혜성분석법을 사용하는 것이 자사 세포의 
판별 및 계수에 있어 훨씬 빠르다는 사실이다 [Olive, 1993 #94]. Signaling agent
를 첨가한 후에 자사 세포를 빨리 인식하는 능력은 자사소체 형성과 막투과
성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later stage 에서 감지의 문제점 때문에 중요하다. 
In vivo 에서 이러한 자사 세포를 판별하는 것은 좀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In vivo에서 자사 과정이 진행중인 세포들은 흔히 식세포작용의 표적이 
되는 세포표면 marker를 나타낸다 [Wyllie, 1992 #97]. Dexamethasone를 처리한 
실험용 생쥐의 흉선 (thymus)에 있어서 5-7 h 후에 최대로 감지할 수 있는 비
율과 비교하여 12 h 후에 감지한 자사 세포의 비율은 감소되어 나타날 수 있
다. 실험용 흰쥐와 생쥐에서 dexamethasone-induced thymic involution 은 
thymocytes 에서 세포 표면 변화들에 표적이 된 macrophage activity 와 관련되
어 있다 [Duvall, 1985 #98][Morris, 1984 #99][Vollmar, 1992 #100]. 전자현미경 관
찰을 통해 dexamethasone를 처리한 생쥐의 흉선에서 음균세포 내부에 자사소
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로 전술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
다 [Sun, 1992 #101]. 염색질 응축, 자사소체 형성, microcell 형성 같은 세포자
사의 다른 생물학적, 생화학적 면모들은 대부분 상당히 긴 post-induction 
period를 거친 후에야 감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혜성분석과 같은 신속한 인식 수단에 대한 필요성을 부
각시키기에 충분하다. 계획세포사가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인간질병에서 가
지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자사에 대한 이해가 팽창되고 있다. 이것은 자사로 
운명된 세포들의 변이 생존은 암발생 (oncogenesis)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
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Vaux, 1993 #102][Whitaker, 1991 #10]. 임상적 
측면에서는 SCGE 가 방사선치료 또는 화학치료에 있어서 종양 세포가 자사 
유도 과정을 거쳐 죽는 것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치료법에 따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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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반응에 있어서의 활성 기전을 이해하는 것은 자사 신호전달  및 신호결
집 경로와 관계된 과정을 변형시켜 새로운 전략들과 새로운 치료요법을 개
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Dive, 1992 #103][Hickman, 1992 #104]. 
 
 
7) 생체 DNA 손상 감시 (Biomonitoring) 
    

   SCGE 분석법은 자외선이나 이온화방사선에 민감한 인간의 림프구 손상
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되어 왔다 [Singh, 1988 #3][Olive, 1990 #11][Tice, 
1990 #13][Green, 1992 #14]. De Meo et al.은 사람의 혈액 림프구의 DNA에서 과
망간산 칼륨의 영향을 측정하는데 SCGE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손가락 끝에
서 얻은 혈액을 (20 ㎕) 10% FCS가 포함된 RPMI 1640으로 1ml이 되도록 혼
합하고 림프구를 분리하여 SCGE 분석을 수행하였다. SCGE 분석은 10-20 ㎕
의 혈액 샘플로 in vitro나 in vivo에서 어떤 세포의 형태에서도 수행될 수 있
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신속한 분석 방법이다. 이 분석법
은 예로써 유전적인 독성에 노출될 우려가 되는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감시
하는데 아주 적당한 기술이다. 그러나, 인간의 림프구에서 in vitro assay는 혈
액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크다. De Meo 는 림프구를 사용해 얻은 결
과가 개인간 또는 개인 내에서도 다양성을 나타냄을 보고했다. 인간의 생리
학적, 물리적 상태와 같은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들이 림프구를 사용하는데 
있어 필요하다. 림프구와 비교하여 다른 세포의 DNA 의 검사는 이형질적인 
특징이 잘 안 나타난다. SCGE 분석법을 이용한 검사는 인간의 세포를 정의
할 때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에 노출된 물고기의 세포에서 DNA 손상을 결
정하는데도 이용된다. 
 
  각 세포의 손상을 평가함으로써 DNA를 손상시키는 요인에 대한 저항성이
나 민감성을 가진 소 세포군을 구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형질적
인 개체 안에서 저항성이나 민감한 세포를 감지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되도
록 SCGE 분석의 기준들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g. turmor cells) 
[Olive, 1990 #105]. 첫째, 사용되는 시험물질은 SCGE 분석으로 감지가능한 한 
가지 형태 이상의 손상을 일으켜야 하고 저항성을 가진 세포들의 경우는 민
감한 세포들보다 시험물질에 대해 몇 배 이상의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사용되는 시험물질의 양은 손상 받은 세포와 손상 받지 않은 세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셋째, 충분한 수의 세포가 통계학적으로 
분석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방법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간단하게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Olive 와 그의 동료들은 etoposide 에 저항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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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V79 Chinese hamster cells의 혼합에서 etoposide resistant cells를 인식하는
데 SCGE 분석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8)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의 분석 
 
   SCGE 는 또한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과 조사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분
석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멸균, 부패 방지, 
저장 기간 연장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방사선이 
조사된 음식은 사람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
의 방사선 조사여부를 평가하는 연구가 냉동보관 육류를 사용하여 수행되었
다. 방사선을 조사한 육류로부터 채취한 골수 세포들이 명확한 DNA 손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SCGE 분석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Cerda, 1993 # 
106][Cerda, 1997 #107]. 
 
9) 방사선효율 변화물질 (radiomodifiers)의 영향 분석 
 
   SCGE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복숭아씨 추출물이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 림
프구 DNA에 나타나는 손상을 보호하는 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
었다 [Kim et al. 1999a. #108]. 건조상태의 복숭아씨를 마쇄한 후 yield를 높이
기 위해서 자연 발효를 시키고 isopropyl alcohol 로 균질화한 후 여과하여 72 
시간 이상 동안을 침전시키고 잔존하는 isopropyl alcohol 을 제거하기 위해 
ether 로 세척하여 분말 상태로 준비하였다. 이를 DMSO 에 녹인 후 PBS 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0.1 g/100 ml). 건강한 사람의 말초혈액으로부터 분리한 
세포군 (약 20,000) 당 1 ml의 복숭아씨 추출물을 4℃에서 10분간 처리한 다
음 0, 0.1, 0.3, 0.5, 1.0, 2.0 Gy의 방사선으로 조사하였고 방사선만을 조사한 림
프구 세포군과 비교하였다. 혜성분석에서 DNA 가닥 절단에 대한 표식인 tail 
moment 의 증가는 감마선에 대해서 뚜렷한 선량-반응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농도별로 복숭아씨 추출물이 처리된 림프구의 DNA 손상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Fig. 6). 단세포 겔 전기영동 기법을 이용하여 복숭아씨 추출물이 
방사선에 의한 림프구 DNA 손상에 대해 탁월한 방어효과를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방사선이나 자장을 이용한 영상 (MRI) 촬영 시 조영 물질로 사용되기도 

하며 중성자포획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중성자포획치료 (NCT)를 위한 후보 
화합물로 인식되기 시작한 가돌리늄 화합물 (Gd-DTPA)과 기존에 NCT 전처
리 물질로 널리 이용되던 보론화합물을 처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방사선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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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혜성분석법을 이용한 사례가 있다 
[Kim et al. 1999b. #109]. 건강한 사람의 말초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림프구에 
borax (10B 50 nM 및 250 nM) 또는 Magnevist (157Gd 50 nM)를 10분간 처리하고 
감마선을 0, 1, 2, 그리고 4 Gy 조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방사선효율변화 효과
는 화합물에 따라 뚜렷하게 달리 나타났다. 림프구에 보론화합물을 전처리한 
경우 림프구의 방사선 민감도가 감소하여 DNA 손상의 척도인 tail moment 값
이 낮아졌다 (Fig. 7). 반면에 가돌리늄 화합물을 전처리한 다음 방사선을 조
사한 경우 림프구의 방사선 민감성이 증가하여 DNA 의 손상이 방사선량에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선량-반응 관계를 나타내었다 (Fig. 8).  
이러한 다양한 연구 사례들은 SCGE 기법의 적용 범위가 매우 다양함을 

입증하는 결과들이다. 특히 특정물질이 가지는 방사선 방어/민감 효과를 신
속하게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유용물질을 선별하기 위한 실험기법으로 SCGE
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와 관련된 화합물의 
방사선효율 증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7

Gamma-ray Dose (Gy)

-0.5 0.0 0.5 1.0 1.5 2.0 2.5 3.0

Ta
il 

m
om

en
ts

0

2

4

6

8

10

12

14

16

18

20

Irradiation 
Kernel extracts + Irradiation

 
 

   Fig. 6. Effect of peach kernel extracts on tail moment in human 
lymphocytes exposed to γ-ray doses from 0 to 2.0 Gy. Error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 among 50 cells (25 cells 
per each 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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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boron compound on radiation-induced DNA damage. Bar 
indicates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 with duplicated measurements 
in each experimental group.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s 
are given as: *; P<0.05, **; P<0.01, and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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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Effect of gadolinium compounds (Gd-DTPA) on radiation-induced 

DNA damage. Bar indicates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 with 
duplicated measurements in each experimental group.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s are given as: *; P<0.05, and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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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물세포 DNA 손상  
 
혜성분석은 식물세포의 DNA 손상을 평가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식물은 각각의 종(species)에 따라 같은 종의 경우라도 
조직에 따라 세포의 기본적 구조가 다르다. 적절한 분석 대상 조직 및 
세포를 선정하고 선정된 세포로부터 핵체를 분리해내는 것은 SCGE 
적용기술의 기본 요건이 된다.  통상적으로 두 개의 슬라이드 사이에 
식물세포를 넣고 압력을 가해 세포벽과 세포막을 파괴시켜 핵체 (nucleoid)를 
추출해 낸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기계적 압력 및 마찰에 기인한 세포 
내용물 손상과 이에 따른 DNA 손상이 큰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DNA 
손상의 기저값 (background value)이 높기 때문에 환경 내에 존재하는 저농도 
유해물질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한편, 소나무 등과 같이 
비중이 높은 수지를 함유하고 있는 식물체의 경우 세포핵을 손상 없이 
분리해 내는 것이 혜성분석 기술 적용의 관건이 된다. 식물 suspension culture 
cell 은 물론 식물체 잎이나 줄기로부터 핵체를 분리해 내는 기술은 체코 
실험식물학연구소 (Institute of Experimental Botany)에 의해 개발되었다 [Gichner 
et al., 1999, 2000, #110, #111]. 
이온화 방사선이 세포 DNA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식물체에 방사선을 조사하고 DNA 를 분리하여 SCGE 로 분석하는 경우와 

방사선에 민감한 조직 세포로부터 핵체를 분리한 다음 냉암상태 (4℃, dim 

light하)에서 방사선을 조사하고 SCGE 분석을 행하였다 [Gichner et al. 2000, 
#112]. 담배 (NTX) 식물체를 사용하여 0～10 Gy 선량 영역에 대한 DNA 

손상의 선량-반응 관계가 보고한 바 있다 (Fig. 9). 

한편, 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 유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DNA 손상도를 

평가함으로써 수복과정을 밝혔다 (Fig. 10).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repair 

mechanism 에 의하여 방사선이나 기타 돌연변이 유발요인에 의해 세포에 

나타난 DNA 손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된다. 시간 

경과에 따른 DNA repair 를 확인하기 위하여 30 Gy 의 감마선을 조사하고 

DNA 손상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세포에서의 손상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kinetics 를 분석함으로써 세포 손상시점과 평가시점의 차이에 따른 DNA 

손상도 시간변화 양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서식 환경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따라서 특정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체를 대상으로 SCGE 

기법을 적용하여 세포 DNA 손상도를 평가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환경 

오염도는 물론 유전독성 물질의 존재여부를 가릴 수 있으며 용량-반응 

관계가 정립된 경우 유해물질의 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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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ose-response curves of the induction of DNA damage in nuclei 

isolated from tobacco leaves exposed to γ -radiation. Tobacco 
seedlings irradiated at room temperature (○), leaves irradiated on ice 
(■ ) and  isolated nuclei irradiated on SCGE slides (●) in the dose 
range from 0 to 10 Gy. The error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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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ose-response curve of the tail moment values (μ m) as a function 
of γ -radiation dose immediately (●) and 24 hours after 
irradi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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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SCGE 분석기법은 Ostling 에 의해 1984 년에 소개되었고 1988 년에 Singh
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알칼리 버전 (version)으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 
단일 세포의 수준에서 DNA 가닥 절단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음으로 인해 
이 기술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일명 혜성분석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생물학, 의학, 환경학, 독성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그 유용성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에는 방사선 생물학 분야에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의 시스템
은 생체 내 및 시험관 조건하에서의 유전자 독성을 신속하게 예견할 수 있
도록 발전됨으로써 기술발전의 전망 또한 밝다. 여전히 더욱 깊이 있게 연구
할 분야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기술의 절차에 약간의 변형과 개선을 가
해 다른 분야에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SCGE 분석법을 이용하면 기존의 비손상 세포에 대한 손상 세포의 단순 
비율을 측정한 결과들 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즉, DNA 손상 데이터와 사용된 세포주기 위치를 결정인자로 사용
한 DNA 함량 측정 결과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Olive, 
1993 #35][Smith, 1992 #113]. 두 가지 이상의 인자에 의한 평균 손상 수준들에
서 다양성을 나타내는 각각의 소 세포군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종양에서 치료 약제에 저항성을 가진 세포군을 감지하거나 복잡한 조직 
내부에서 유전자 독성에 의한 손상들에 대한 표적 세포들을 인식하는 단서
를 제공할 수도 있다.  
각종 물질이나 방사선에 의한 세포 DNA 손상을 측정하는 기술로서 세포

의 자사를 연구하는 기초세포학 분야에서 방사선생물학, 핵의학 그리고 유전
독성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핵심적 평가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다. 또한 직업적으로 독성 물질이나 유해 환경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생체감시, 식육 및 식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 판별, 특정물질의 처리에 따른 
방사선효율 증감, 방사선방어 또는 민감 효과의 분석 등은 근래에 와서 
SCGE 분석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기술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혜성분석은 돌연변이 유발물질, 발암물질, 이온화 방사선, 그 외 다양한 물
리화학적 요인에 의한 세포 DNA 손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 알려져 있는 것보다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학적인 연구와 개별 세포의 손상 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 유용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계속적인 변형과 개선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44

7. 참고 문헌 

 
1. Ostling, O. and K.J. Johanson (1984) Microelectrophoretic study of radiation-induced 

DNA damages in individual mammalian cells, Biochem. Biophys. Res. Commun., 123, 
291-298. 

2. Olive, P.L. (1989) Cell proliferation as a requirement for development of the contact 
effect in Chinese hamster V79 spheroids, Radiat. Res., 117, 79-92. 

3. Singh, N.P., M.T. McCoy, R.R. Tice and E.L. Schneider (1988) A simple technique 
for quantitation of low levels of DNA damage in individual cells, Exp. Cell. Res., 175, 
184-191. 

4. Ahnstrom, G. (1988) Techniques to measure DNA single-strand breaks in cells: a 
review, Int. J. Radiat. Biol., 54, 695-707. 

5. Rydberg, B. (1975) The rate of strand separation in alkali of DNA of irradiated 
mammalian cells, Radiat. Res., 61, 274-287. 

6. Ahnstrom, G. and K.A. Edvardsson (1974) Letter: Radiation-induced single-strand 
breaks in DNA determined by rate of alkaline strand separation and hydroxylapatite 
chromatography: an alternative to velocity sedimentation, Int. J. Radiat. Biol. Relat. 
Stud. Phys. Chem. Med., 26, 493-497. 

7. Kohn, K.W., R.A.G. Ewig, L.C. Erikson and L.A. Zwelling (1981) Measurement of 
strand breaks and crosslinking byalkaline elution, in: Friedberg E.C. and P.C. 
Hanawalt (Eds.). DNA repair, A Laboratory Manual of Research Procedures, Marcel 
Dekker, NY., Vol. 1, part B pp. 379-401. 

8. McGrath, R.A. and R.W. Williams (1966) Reconstruction in vivo of irradiated 
Escherichia coli deoxyribonucleic acid; the rejoining of broken pieces, Nature, 212, 
534-535. 

9. McBurney, M.W., F.L. Graham and G.F. Whitmore (1972) Sedimentation analysis of 
DNA from irradiated and unirradiated L-cells, Biophys. J., 12, 369-383. 

10. Whitaker, S.J., S.N. Powell and T.J. McMillan (1991) Molecular assays of radiation-
induced DNA damage, Eur. J. Cancer, 27, 922-928. 

11. Olive, P.L., J.P. Banath and R.E. Durand (1990) Heterogeneity in radiation-induced 
DNA damage and repair in tumor and normal cells measured using the "comet" 
assay, Radiat. Res., 122, 86-94. 

12. Gedik, C.M., S.W. Ewen and A.R. Collins (1992) Single-cell gel electrophoresis 
applied to the analysis of UV-C damage and its repair in human cells, Int. J. Radiat. 
Biol., 62, 313-320. 



 45

13. Tice, R.R., P.W. Andrews and N.P. Singh (1990) The single cell gel assay: a 
sensitive technique for evaluating intercellular differences in DNA damage and 
repair, Basic Life Sci., 53, 291-301. 

14. Green, M.H., J.E. Lowe, S.A. Harcourt, P. Akinluyi, T. Rowe, J. Cole, A.V. Anstey 
and C.F. Arlett (1992) UV-C sensitivity of unstimulated and stimulated human 
lymphocytes from normal and xeroderma pigmentosum donors in the comet assay: a 
potential diagnostic technique, Mutat. Res., 273, 137-144. 

15. Rydberg, B., and K.J. Johanson (1978) Estimation of DNA strand breaks in single 
mammalian cells, in: Hanawalt P.C., E.C. Friedberg and C.F Fox (Eds.). DNA 
Repair Mechanisms. Academic Press, New York. pp. 465-468. 

16. Olive, P.L., D. Wlodek and J.P. Banath (1991) DNA double-strand breaks measured 
in individual cells subjected to gel electrophoresis, Cancer Res., 51, 4671-4676. 

17. Olive, P.L. (1992) DNA organization affects cellular radiosensitivity and detection 
of initial DNA strand breaks, Int. J. Radiat. Biol., 62, 389-396. 

18. Cook, P.R. and I.A. Brazell (1975) Supercoils in human DNA, J. Cell. Sci., 19, 261-
279. 

19. Norden, B., C. Elvingson, M. Jonsson and B. Akerman (1991) Microscopic 
behaviour of DNA during electrophoresis: electrophoretic orientation, Q. Rev. 
Biophys., 24, 103-164. 

20. Freeman, S.E., A.D. Blackett, D.C. Monteleone, R.B. Setlow, B.M. Sutherland and 
J.C. Sutherland (1986) Quantitation of radiation-, chemical-, or enzyme-induced 
single strand breaks in nonradioactive DNA by alkaline gel electrophoresis: 
application to pyrimidine dimers, Anal. Biochem., 158, 119-129. 

21. Lehmann, A.R. and M.G. Ormerod (1970) Double-strand breaks in the DNA of a 
mammalian cell after x-irradiation, Biochim. Biophys. Acta., 217, 268-277. 

22. Schwartz, D.C. and C.R. Cantor (1984) Separation of yeast chromosome-sized 
DNAs by pulsed field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Cell, 37, 67-75. 

23. Olive, P.L., A.P. Chan and C.S. Cu (1988) Comparison between the DNA 
precipitation and alkali unwinding assays for detecting DNA strand breaks and 
cross-links, Cancer Res., 48, 6444-6449. 

24. Ager, D.D. and W.C. Dewey (1990) Calibration of pulsed field gel electrophoresis 
for measurement of DNA double-strand breaks, Int. J. Radiat. Biol., 58, 249-259.  

25. Bradley, M.O. and K.W. Kohn (1979) X-ray induced DNA double strand break 
production and repair in mammalian cells as measured by neutral filter elution, 
Nucleic Acids Res., 7, 793-804. 

26. McMillan, T.J., P. O'Neill, J.H. Peacock and K. Prise (1990) 1st LH. Gray Workshop. 



 46

Measurement of radiation-induced damage, Int. J. Radiat. Biol., 58, 391-396. 
27. Nose, K. and H. Okamoto (1983) Detection of carcinogen-induced DNA breaks by 

nick translation in permeable cells, Biochem. Biophys. Res. Commun., 111, 383-389. 
28. Rydberg, B. (1984) Detection of DNA strand breaks in single cells using flow 

cytometry, Int. J. Radiat. Biol. Relat. Stud. Phys. Chem. Med., 46, 521-527. 
29. De Meo, M., M. Laget, M. Castegnaro and G. Dumenil (1991) Genotoxic activity of 

potassium permanganate in acidic solutions, Mutat. Res., 260, 295-306. 
30. Singh, N.P., D.B. Danner, R.R. Tice, L. Brant and E.L. Schneider (1990) DNA 

damage and repair with age in individual human lymphocytes, Mutat. Res., 237, 
123-130. 

31. Singh, N.P., D.B. Danner, R.R. Tice, J.D. Pearson, L.J. Brant, C.H. Morrell and E.L. 
Schneider (1991) Basal DNA damage in individual human lymphocytes with age, 
Mutat. Res., 256, 1-6. 

32. Hartmann, A., U. Plappert, K. Raddatz, M. Grunert-Fuchs and G. Speit (1994) Does 
physical activity induce DNA damage?, Mutagenesis, 9, 269-272. 

33. Betti, C., T. Davini, L. Giannessi, N. Loprieno and R. Barale (1994) Microgel 
electrophoresis assay (comet test) and SCE analysis in human lymphocytes from 
100 normal subjects, Mutat. Res., 307, 323-333. 

34. Olive, P.L. and J.P. Banath (1993) Detection of DNA double-strand breaks through 
the cell cycle after exposure to X-rays, bleomycin, etoposide and 125IdUrd, Int. J. 
Radiat. Biol., 64, 349-358. 

35. Olive, P.L. and J.P. Banath (1993) Induction and rejoining of radiation-induced 
DNA single-strand breaks: "tail moment" as a function of position in the cell cycle, 
Mutat. Res., 294, 275-283. 

36. Felsenfeld, G. (1992) Chromatin as an essential part of the transcriptional 
mechanism, Nature, 355, 219-224. 

37. Paranjape, S.M., R.T. Kamakaka and J.T. Kadonaga (1994) Role of chromatin 
structure in the regulation of transcription by RNA polymerase II, Annu. Rev. 
Biochem., 63, 265-297. 

38. Pool-Zobel, B.L., R.G. Klein, U.M. Liegibel, F. Kuchenmeister, S. Weber and P. 
Schmezer (1992) Systemic genotoxic effects of tobacco-related nitrosamines 
following oral and inhalational administration to Sprague-Dawley rats, Clin. 
Investig., 70, 299-306. 

39. Pool-Zobel, B.L., R. Lambertz, M. Knoll and P. Schmezer (1992) Detection of 
genotoxicity in cells of gastrointestinal tract, Mutagenesis, 7, 166 

40. Schmezer, P., C. Eckert and U.M. Liegibel (1994) Tissue-specific induction of 



 47

mutations by streptozotocin in vivo, Mutat. Res., 307, 495-499. 
41. Iliakis, G. (1991) The role of DNA double strand breaks in ionizing radiation-

induced killing of eukaryotic cells, Bioessays, 13, 641-648. 
42. Olive, P.L., D. Wlodek, R.E. Durand and J.P. Banath (1992) Factors influencing 

DNA migration from individual cells subjected to gel electrophoresis, Exp. Cell. 
Res., 198, 259-267. 

43. Vogelstein, B., D.M. Pardoll and D.S. Coffey (1980) Supercoiled loops and 
eucaryotic DNA replicaton, Cell, 22, 79-85. 

44. Cook, P.R. and I.A. Brazell (1978) Spectrofluorometric measurement of the binding 
of ethidium to superhelical DNA from cell nuclei, Eur. J. Biochem., 84, 465-477. 

45. Olive, P.L., J.P. Banath and C.D. Fjell (1994) DNA strand breakage and DNA 
structure influence staining with propidium iodide using the alkaline comet assay, 
Cytometry, 16, 305-312. 

46. McKelvey-Martin, V.J., M.H. Green, P. Schmezer, B.L. Pool-Zobel, M.P. De Meo 
and A. Collins (1993) The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assay (comet assay): a 
European review, Mutat. Res., 288, 47-63. 

47. Singh, N.P., R.E. Stephens and E.L. Schneider (1994) Modifications of alkaline 
microgel electrophoresis for sensitive detection of DNA damage, Int. J. Radiat. Biol., 
66, 23-28. 

48. Vijayalaxmi, R.R. Tice and G.H. Strauss (1992) Assessment of radiation-induced 
DNA damage in human blood lymphocytes using the single-cell gel electrophoresis 
technique, Mutat. Res., 271, 243-252. 

49. Olive, P.L., J.P. Banath and H.S. MacPhail (1994) Lack of a correlation between 
radiosensitivity and DNA double-strand break induction or rejoining in six human 
tumor cell lines, Cancer Res., 54, 3939-3946. 

50. Olive, P.L., S.M. Jackson and R.E.Durand (1993) Predicting tumor response to 
radiotherapy using the comet assay.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ime, Dose and Fractionation, in: Paliwal, B.R., T.J. Kinsella, D. Herbert and J. 
Fowler (Eds.), Radiation Oncology, The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Woodbury, 
NY, pp.65-76. 

51. Olive, P.L., J. LeRiche, and S.J. Jackson (1993) Growth fraction of human tumor: 
assays and complications. In: R.E. Durand (Ed.), Seminars in Radiation Oncology, 
Vol. 7: Cell Kinetics: Application to cancer therapy, Vol 3, pp. 90-98. 

52. Olive, P.L., R.E. Durand, J.P. Banath and H.H. Evans (1991) Etoposide sensitivity 
and topoisomerase II activity in Chinese hamster V79 monolayers and small 
spheroids, Int. J. Radiat. Biol., 60, 453-466. 



 48

53. Ward, A.J., P.L. Olive, A.H. Burr and M.P. Rosin (1993) A sensitivity to oxidative 
stress is linked to chromosome 11 but is not due to a difference in single strand 
DNA breakage or repair, Mutat. Res., 294, 299-308. 

54. Olive, P.L. and R.E. Durand (1992) Detection of hypoxic cells in a murine tumor 
with the use of the comet assay, J. Nat’l Cancer Inst., 84, 707-711. 

55. Olive, P.L., C.M. Vikse and R.E. Durand (1994) Hypoxic fractions measured in 
murine tumors and normal tissues using the comet assay, Int. J. Radiat. Oncol. Biol. 
Phys., 29, 487-491. 

56. Olive, P.L., R.E. Durand, J. Le Riche, I.A. Olivotto and S.M. Jackson (1993) Gel 
electrophoresis of individual cells to quantify hypoxic fraction in human breast 
cancers, Cancer Res., 53, 733-736. 

57. Brown, J.M. (1993) SR 4233 (tirapazamine): a new anticancer drug exploiting 
hypoxia in solid tumours, Br. J. Cancer, 67, 1163-1170. 

58. Stratford, I.J., J.M. Walling and A.R. Silver (1986) The differential cytotoxicity of 
RSU 1069: cell survival studies indicating interaction with DNA as a possible mode 
of action, Br. J. Cancer, 53, 339-344. 

59. Collins, A.R. (1992) Workshop on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the 'comet assay') 
held as part of the UKEMS/DNA Repair Network Joint Meeting, Swansea, March 
1992, Mutagenesis, 7, 357-358. 

60. Green, M.H., J.E. Lowe, A.P. Waugh, K.E. Aldridge, J. Cole and C.F. Arlett (1994) 
Effect of diet and vitamin C on DNA strand breakage in freshly-isolated human 
white blood cells, Mutat. Res., 316, 91-102. 

61. Hartley, J.A., R.L. Souhami and M.D. Berardini (1993) Electrophoretic and 
chromatographic separation methods used to reveal interstrand crosslinking of 
nucleic acids, J. Chromatogr., 618, 277-288. 

62. Bose, D.S., A.S. Thompson, M. Smellie, M.D. Berardini, J.A. Hartley, T.C. Jenkins, 
S. Neidle and D.E. Thurston (1992) Effect of linker length on DNA binding affinity, 
cross-linking efficiency and cytotoxicity of C8-linked pyrrolobenzodiazepine dimer, 
J. Chem. Soc. Chem. Commun., 20, 1518-1520. 

63. Futscher, B.W., R.O. Pieper, W.S. Dalton and L.C. Erickson (1992) Gene-specific 
DNA interstrand cross-links produced by nitrogen mustard in the human tumor cell 
line Colo320HSR, Cell Growth Differ., 3, 217-223. 

64. Cerutti, P.A. (1985) Prooxidant states and tumor promotion, Science, 227, 375-381. 
65. Ames, B.N. (1983) Dietary carcinogens and anticarcinogens. Oxygen radicals and 

degenerative diseases, Science, 221, 1256-1264. 
66. Guyton, K.Z. and T.W. Kensler (1993) Oxidative mechanisms in carcinogenesis, Br. 



 49

Med. Bull., 49, 523-544. 
67. Imlay, J.A., S.M. Chin and S. Linn (1988) Toxic DNA damage by hydrogen 

peroxide through the Fenton reaction in vivo and in vitro, Science, 240, 640-642. 
68. Imlay, J.A. and S. Linn (1988) DNA damage and oxygen radical toxicity, Science, 

240, 1302-1309. 
69. Frenkel, K. (1992) Carcinogen-mediated oxidant formation and oxidative DNA 

damage, Pharmacol. Ther., 53, 127-166. 
70. Lewis, J.G., T. Hamilton and D.O. Adams (1986) The effect of macrophage 

development on the release of reactive oxygen intermediates and lipid oxidation 
products, and their ability to induce oxidative DNA damage in mammalian cells, 
Carcinogenesis, 7, 813-818. 

71. Correa, P. (1992) Human gastric carcinogenesis: a multistep and multifactorial 
process-- First American Cancer Society Award Lecture on Cancer Epidemiology 
and Prevention, Cancer Res., 52, 6735-6740. 

72. Simmonds, N.J., R.E. Allen, T.R. Stevens, R.N. Van Someren, D.R. Blake and D.S. 
Rampton (1992) Chemiluminescence assay of mucosal reactive oxygen metabolites 
in inflammatory bowel disease, Gastroenterology, 103, 186-196. 

73. Martins, E.A., L.S. Chubatsu and R. Meneghini (1991) Role of antioxidants in 
protecting cellular DNA from damage by oxidative stress, Mutat. Res., 250, 95-101. 

74. Ward, A.J., P.L. Olive, A.H. Burr and M.P. Rosin (1993) A sensitivity to oxidative 
stress is linked to chromosome 11 but is not due to a difference in single strand 
DNA breakage or repair, Mutat. Res., 294, 299-308. 

75. Kruszewski, M., M.H. Green, J.E. Lowe and I. Szumiel (1994) DNA strand 
breakage, cytotoxicity and mutagenicity of hydrogen peroxide treatment at 4 
degrees C and 37 degrees C in L5178Y sublines, Mutat. Res., 308, 233-241. 

76. Delaney, C.A., M.H. Green, J.E. Lowe and I.C. Green (1993) Endogenous nitric 
oxide induced by interleukin-1 beta in rat islets of Langerhans and HIT-T15 cells 
causes significant DNA damage as measured by the 'comet' assay, FEBS Lett., 333, 
291-295. 

77. Green, I.C., J.M. Cunningham, C.A. Delaney, M.R. Elphick, J.G. Mabley and M.H. 
Green (1994) Effects of cytokines and nitric oxide donors on insulin secretion, 
cyclic GMP and DNA damage: relation to nitric oxide production, Biochem. Soc. 
Trans., 22, 30-37. 

78. Collins, A.R., S.J. Duthie and V.L. Dobson (1993) Direct enzymic detection of 
endogenous oxidative base damage in human lymphocyte DNA, Carcinogenesis, 14, 
1733-1735. 



 50

79. Kleiman, N.J. and A. Spector (1993) DNA single strand breaks in human lens 
epithelial cells from patients with cataract, Curr. Eye Res., 12, 423-431. 

80. Kane, D.J., T.A. Sarafian, R. Anton, H. Hahn, E.B. Gralla, J.S. Valentine, T. Ord and 
D.E. Bredesen (1993) Bcl-2 inhibition of neural death: decreased genera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Science, 262, 1274-1277. 

81. Moraes, E.C., S.M. Keyse and R.M. Tyrrell (1990) Mutagenesis by hydrogen 
peroxide treatment of mammalian cells: a molecular analysis, Carcinogenesis, 11, 
283-293. 

82. Moraes, E.C., S.M. Keyse, M. Pidoux and R.M. Tyrrell (1989) The spectrum of 
mutations generated by passage of a hydrogen peroxide damaged shuttle vector 
plasmid through a mammalian host, Nucleic Acids Res., 17, 8301-8312. 

83. Combes, R.D. (1992) Genotoxicity testing: recent advances and future trends, Chem. 
Indust., 24, 950-954. 

84. Betti, C., R. Barale and B.L. Pool-Zobel (1993) Comparative studies on cytotoxic 
and genotoxic effects of two organic mercury compounds in lymphocytes and 
gastric mucosa cells of Sprague- Dawley rats, Environ. Mol. Mutagen., 22, 172-180. 

85. Pool-Zobel, B.L., C. Guigas, R. Klein, C. Neudecker, H.W. Renner and P. Schmezer 
(1993) Assessment of genotoxic effects by lindane, Food Chem. Toxicol., 31, 271-
283. 

86. Kennelly, J.C., M.P. Lane, J.A. Barker, G. Barber, H. Tinwell, J.E. Gallagher, B. 
Pool-Zobel, P. Schmezer and J. Ashby (1993) Genotoxic activity of 1-
chloromethylpyrene in stomach epithelium in vivo: insensitivity of the stomach 
scintillation UDS assay, Carcinogenesis, 14, 637-643. 

87. Pool-Zobel, B.L., B. Bertram, M. Knoll, R. Lambertz, C. Neudecker, U. Schillinger, 
P. Schmezer and W.H. Holzapfel (1993) Antigenotoxic properties of lactic acid 
bacteria in vivo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of rats, Nutr. Cancer, 20, 271-281. 

88. Shafer, D.A., Y. Xie and A. Falek (1994) Detection of opiate-enhanced increases in 
DNA damage, HPRT mutants, and the mutation frequency in human HUT-78 cells, 
Environ. Mol. Mutagen., 23, 37-44. 

89. Fearon, E.R. and B. Vogelstein (1990) A genetic model for colorectal tumorigenesis, 
Cell, 61, 759-767. 

90. Arends, M.J., R.G. Morris and A.H. Wyllie (1990) Apoptosis. The role of the 
endonuclease, Am. J. Pathol., 136, 593-608. 

91. Alderson, M.R., R.J. Armitage, E. Maraskovsky, T.W. Tough, E. Roux, K. Schooley, 
F. Ramsdell and D.H. Lynch (1993) Fas transduces activation signals in normal 
human T lymphocytes, J. Exp. Med., 178, 2231-2235. 



 51

92. Harland, R.M., H. Weintraub and S.L. McKnight (1983) Transcription of DNA 
injected into Xenopus oocytes is influenced by template topology, Nature, 302, 38-
43. 

93. Fairbairn, D.W., K.G. Carnahan, R.N. Thwaits, R.V. Grigsby, G.R. Holyoak and K.L. 
O'Neill (1994) Detection of apoptosis induced DNA cleavage in scrapie-infected 
sheep brain, FEMS Microbiol. Lett., 115, 341-346. 

94. Olive, P.L., G. Frazer and J.P. Banath (1993) Radiation-induced apoptosis measured 
in TK6 human B lymphoblast cells using the comet assay, Radiat. Res., 136, 130-
136. 

95. Ostling, O., K.J. Johanson, E. Blomquist and E. Hagelqvist (1987) DNA damage in 
clinical radiation therapy studied by microelectrophoresis in single tumour cells. A 
preliminary report, Acta Oncol., 26, 45-48. 

96. Uzawa, A., G. Suzuki, Y. Nakata, M. Akashi, H. Ohyama and A. Akanuma (1994) 
Radiosensitivity of CD45RO+ memory and CD45RO- naive T cells in culture, 
Radiat. Res., 137, 25-33. 

97. Wyllie, A.H. (1992) Apoptosis and the regulation of cell numbers in normal and 
neoplastic tissues: an overview, Cancer Metastasis Rev., 11, 95-103. 

98. Duvall, E., A.H. Wyllie and R.G. Morris (1985) Macrophage recognition of cells 
undergoing programmed cell death (apoptosis), Immunology, 56, 351-358. 

99. Morris, R.G., A.D. Hargreaves, E. Duvall and A.H. Wyllie (1984) Hormone-induced 
cell death. 2. Surface changes in thymocytes undergoing apoptosis, Am. J. Pathol., 
115, 426-436. 

100. Vollmar, A.M., F. Colbatzky and R. Schulz (1992) Expression of atrial natriuretic 
peptide in thymic macrophages after dexamethasone treatment of rats, Cell Tissue 
Res., 268, 397-399. 

101. Sun, X.M., D. Dinsdale, R.T. Snowden, G.M. Cohen and D.N. Skilleter (1992) 
Characterization of apoptosis in thymocytes isolated from dexamethasone- treated 
rats, Biochem. Pharmacol., 44, 2131-2137. 

102. Vaux, D.L. (1993)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molecular mechanisms of 
physiological cell death, Proc. Nat’l. Acad .Sci. U S A, 90, 786-789. 

103. Dive, C., C.A. Evans and A.D. Whetton (1992) Induction of apoptosis--new targets 
for cancer chemotherapy, Semin. Cancer Biol., 3, 417-427. 

104. Hickman, J.A. (1992) Apoptosis induced by anticancer drugs, Cancer Metastasis 
Rev., 11, 121-139. 

105. Olive, P.L., J.P. Banath and R.E. Durand (1990) Detection of etoposide resistance 
by measuring DNA damage in individual Chinese hamster cells, J. Nat’l. Cancer 



 52

Inst., 82, 779-783. 
106. Cerda, H., B. von Hofsten and K.J., Johanson (1993) Identification of irradiated 

food by microelectrophoresis of DNA from single cell, In: Recent advances on 
detection of irradiated food (M. Leonardi, J-J. Belliardo and J.J. Raffi, eds.), EUR 
14335, pp. 401-40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unities, Luxembourg. 

107. Cerda, H., H. Delincee, H. Haine and H. Rupp (1997) The DNA 'comet assay' as a 
rapid screening technique to control irradiated food, Mutat. Res., 375, 167-181. 

108. Kim, J.K., T.W. Park, C.J. Lee and Y.G. Chai (1999) Evaluation of protective effect 
of peach kernel extracts on radiation-induced DNA damage in human blood 
lymphocytes in the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assay, J. Kor. Assoc. Radiat. 
Prot., 24, 93-99. 

109. Kim, J.K., T.W. Park and A. Cebulska-Wasilewska (1999) Radiomodifying effect 
of boron and gadolinium compounds in human peripheral lymphocytes evaluated 
by the comet assay, Proc. KARP Autumn Mtg. , p. 41-45, October 22-23, Taegu, 
Korea. 

110. Gichner T. and Plewa, M.J. (1998) Induction of somatic DNA damage as measured 
by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and point mutation in leaves of tobacco plants, 
Mutation Research 401:143-152. 

111. Gichner, T. et al. (2000) Maleic hydrizide induces genotoxic effects but no DNA 
damage detectable by the comet assay in tobacco and field beans, Mutagenesis 15, 
385-389. 

112. Gichner T., Patkova Z. and Kim, J.K. (2004) DNA damage measured by the Comet 
assay in eight agronomic plants, Biologia Planta 47:185-188. 

113. Smith, P.J. and H.R. Sykes (1992) Simultaneous measurement of cell cycle phase 
position and ionizing radiation-induced DNA strand breakage in single human 
tumour cells using laser scanning confocal imaging, Int. J. Radiat. Biol., 61, 553-
560. 



 53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3461/2007       

제목/부제 

  
생물 유전독성 평가를 위한 단세포 겔 전기영동 기법의 적용 

연구책임자(부서명) 김진규 (방사선전략기술개발센터) 

연구자 및 부서명 

  

 

발 행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일 2007. 10 

페 이 지 54 면 도표 유( ○ ), 무(    ) 크 기   

참고사항 기관고유사업 

비밀여부 공개(○), 대외비(  ),  급비밀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300 단어 내외)   

생물 유전독성 평가를 위한 단세포 겔 전기영동 기법의 적용 : 이온화 방사선과 다양한
화학물질이 근래 멸균, 종양 등의 질병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유용성과 함께 생물학적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인체와
생물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물질이나 요인들이 세포에 대해 나타내는 유전자 손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최근 개발되어
발전되고 있는 단세포 겔 전기영동 기법에 대하여 분석절차, 각 분석단계의 이론적 원리 및
배경 그리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응용 사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인체에 대한 화학물질과 방사선의 영향을 세포 수준에서의 DNA 손상 평가를 통해
판별함으로써 인체의 생물학적 반응과 화학물질과 방사선의 특성을 이해함은 물론 독성, 암, 
노화 관련 연구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독성 화학물질, 
환경오염물질,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생체 손상, 방사선 방어효능 또는 민감효능의 판별, 
각종 이온화 방사선의 영향여부 검출, 종양 치료 효과의 평가 그리고 이러한 손상과 관련된
세포 유전물질 손상 후 수선 과정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주제명키워드 

(10 단어내외) 
  

 유전독성, 단세포 겔 전기영동 기법, 식물, 동물 

 



 54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 No. Sponsoring Org. Rep. No. Standard Rep. No. INIS subject Code

KAERI/TR-3461/2007       

Title/subtitle 

  

Application of the Singel Cell Gel Electrophoresis Assay to 

Genotocxicity Evaluation in Plants and Animals 

Project Manager Kim, Jin Kyu (Center for Radiation Strategy Development)

Researcher & Dept 

  

 

Pub. Place Daejeon Pub. Org. KAERI Pub. Date 2007. 10 

Page 54 pp. Ill & Table Yes Size   

Note National Project 

Classified Open  Rep. Type Technical Report 

Spo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about 300 

words) 
  

Application of the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assay : Recently, the importance of 
ionizing radiation and chemicals has been recognized since radio- and chemical therapy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ntrol of various diseases such as cancer. Radiation and the 
chemicals can cause biological damages while they have great applicability. It is of 
necessity to analyze rapidly, easily and accurately the biological effects, especially DNA 
damage due to those factors. Recently SCGE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assay, alias
comet assay) has been developed for the efficient evaluation of DNA damage. In this 
report, the comprehensive review will be given on the rationale, the technical 
applications and the advantages and shortcomings of SCGE assay.  
This method can be directly applied to study on toxicity, cancer, and aging in terms of 
the evaluation of DNA damages due to radiation and chemicals on human cellular level. 
It is also suggested that comet assay be used for testing genotoxicity of suspected 
substances, detecting irradiated foods, screening radioprotective candidates, and 
studying DNA repair process in various biological systems.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Genotoxicity,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assay, plant, animal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   차
	그림목차
	1. 서 론
	2. SCGE의 발전
	3. 원 리
	4. 방 법
	4.1 세포의 준비
	4.2 처리 화합물의 노출 절차
	4.3 처리 화합물, DNA 손상과 수복
	4.4 세포주기와 단세포 겔 전기영동 기법
	4.5 단세포 겔 전기영동 기법
	4.6 데이터의 분석
	4.7 혜성의 생성과 정량

	5. 적 용
	5.1 방사선 생물학 기초연구
	5.2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
	5.3 알킬화 물질에 의한 DNA 손상
	5.4 산화적 손상
	5.5 유전 독성학
	5.6 세포의 자사
	5.7 생체 DNA 손상 감시
	5.8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의 분석
	5.9 방사선효율 변화물질의 효과 분석
	5.10 식물세포 DNA 손상

	6. 결 론
	7. 참고문헌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