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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에 의한 세포종류별 세포내 IGF-1 관련 유전자 발현 및 활성변화 비교
- 세포주 종류 및 유전자에 따라 감마선 조사후 IGF-1 및 IGF-1R 유전자의 다양한 발현 양상 관찰
- Balb/3T3, NIH/3T3 세포에서 감마선에 의한 IGF-1/IGF-1R의 발현 증가 관찰
- IGF-1 하위 신호전달에 관련된 ERK5의 phosphorylation은 3종의 세포주에서 변화가 관찰되지 않
았으나, p65의 phosphylation은 3종의 세포에서 관찰됨
○감마선 조사 마우스 배아섬유아세포(MEF)에서 IGF-1 및 p38 신호전달 연구
- MEF 세포에서 감마선조사에 의해 IGF-1 신호전달 단백질의 감소 및
련 단백질(p21, phosphorylated p38) 증가 관찰

세포성장억제/스트레스 관

- 신호전달 억제제를 이용한 실험에서 감마선에 의한 세포성장억제 및 노화에 있어 IGF-1 신호전
달이 일부 관여하나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p38 MAP kinase가 매우 중요함을 규명
○감마선 조사 마우스 섬유아세포주(NIH/3T3)에서 IGF-1 및 p38 신호전달 연구
- NIH/3T3 세포에서 감마선조사에 의해 IGF-1 신호전달 및 p38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단백질의
발현 증가 및 활성화 관찰
- 신호전달 억제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IGF-1 및 p38 신호전달 과정이 세포성장억제 및 세포
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음을 규명
○감마선조사 마우스에서 IGF-1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 발현 및 활성 변화
- 마우스에서 감마선 조사후 2개월째에는 폐와 신장에서, 6개월 째에는 폐, 간, 신장 모두에서
IGF-1/IGF-1R의 발현 증가 관찰
- 마우스에서 감마선 조사후 6개월째의 폐조직에서 IGF-1R, p-FOXO3a, p65, p38, p21 등이 증가
관찰
- 조직내의 발현변화 양상은 세포배양 모델에서 단기간에 관찰된 변화와 많은 차이가 관찰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감마선, 인슐린유사 성장인자-1, p38, FOXO3a, 유전자 발현
영 어

gamma radiation, insulin-like growthfactor-1 (IGF-1), p38, FOXO3a,
gene expression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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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목
감마선에 대한 생체반응에서 IGF-1 신호전달의 역할 규명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최종목표
■감마선에 대한 생체반응에서 인슐린유사 성장인자(IGF-1) 신호전달과정 규명을 통
하여 감마선에 의한 생체활성 변화 기작연구 기반확보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 신호전달은 외부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생존/성장/
사멸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상적으로 암세포의 방사선/항암제 저항성, 당
뇨병, 노화와의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음.
◦ 방사선과 IGF-1 신호전달의 관계 관한 연구는 대부분 IGF-1 신호전달 억제제를 이용한
암치료시 암세포의 방사선 저항성 극복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음.
◦ 따라서 방사선에 의한 정상조직의 생체손상 규명 및 생체 방호기전 연구를 위하여 IGF-1
신호전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나. 경제․산업적 측면
◦ 방사선 노출시의 생물학적 영향 평가 및 장해극복 기술개발, 방사선과 BT/NT/ET의 융
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 방사선과 IGF-1 신호전달 과정의 관련성 규명은 방사선의 생물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방사선의 생명과학적/의학적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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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문화적 측면
◦ 원자력/방사선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극복은 원자력/방사선 산업의 활성화
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방사선에 의한 생체손상 및 변화에 대한 기초 생물학적 기작 규명은 방사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방사선의 생명과학적/의학적 응용 증진을 통해
국민의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감마선에 의한 세포종류별 세포내 IGF-1 신호전달 변화양상 규명
가. 세포모델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IGF-1, IGF-1R 발현 변화 관찰
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ERK5, p65의 phosphorylation 변화 관찰

2. 세포모델에서 감마선에 대한 반응에서 IGF-1 신호전달과정의 역할 규명
가. IGF-1 신호전달 활성화/억제 세포모델 확립
나. 마우스 배아섬유아세포(MEF)에서 감마선 생체반응에 대한 IGF-1 신호전달 역할 규명
다. 마우스 섬유아세포주(NIH/3T3)에서 감마선 생체반응에 대한 IGF-1 신호전달 역할 규명

3. 감마선조사 마우스의 조직에서 IGF-1 및 p38 신호전달 유전자의 발현변화 규명
가. 감마선 조사 마우스에서 조직별 IGF-1/IGF-1R의 발현 변화 관찰
나. 감마선 조사 마우스 조직에서

IGF-1 신호전달, 세포성장억제, 스트레스 관련 단백질 발

현 변화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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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1. 감마선에 의한 세포종류별 세포내 IGF-1 관련 유전자 발현 및 활성변화 비교
◦ 세포주 종류 및 단백질 종류에 따라 그 감마선 조사후 IGF-1 및 IGF-1R 유전자의 발현
양상이 다양하게 관찰됨
◦ Balb/3T3, NIH/3T3 세포에서 감마선에 의한 IGF-1/IGF-1R의 발현 증가 관찰
◦ IGF-1 하위 신호전달에 관련된 ERK5의 phosphorylation은 3종의 세포주에서 변화가 관
찰되지 않았으나, p65의 phosphylation은 3종의 세포에서 관찰됨

2. 감마선 조사 마우스 배아섬유아세포(MEF)에서 IGF-1 및 p38 신호전달 연구
◦ MEF 세포에서 감마선조사에 의해 IGF-1 신호전달 단백질의 감소 및

세포성장억제/스

트레스 관련 단백질(p21, phosphorylated p38) 증가 관찰
◦ 신호전달 억제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감마선에 의한 세포성장억제 및 노화에 있어
IGF-1 신호전달이 일부 관여하나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38
MAP kinase가 매우 중요함을 규명

3. 감마선 조사 마우스 섬유아세포주(NIH/3T3)에서 IGF-1 및 p38 신호전달 연구
◦ NIH/3T3 세포에서 감마선조사에 의해 IGF-1 신호전달 및 p38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단
백질의 발현 증가 및 활성화가 관찰됨
◦ 신호전달 억제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IGF-1 및 p38 신호전달 과정이 세포성장억제
및 세포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4. 감마선조사 마우스에서 IGF-1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 발현 및 활성 변화
◦ 마우스에서 감마선 조사후 2개월째에는 폐와 신장에서, 6개월 째에는 폐, 간, 신장 모두
에서 IGF-1/IGF-1R의 발현 증가가 관찰됨
◦ 마우스에서 감마선 조사후 6개월째의 폐조직에서 IGF-1R, p-FOXO3a, p65, p38, p21 등
이 증가됨을 관찰
◦그 변화 양상은 세포배양 모델에서 단기간에 관찰된 변화와 많은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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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과제수행으로 확보한 마우스 배양세포 종류 및 조직별 IGF-1 관련 유전자 발현 양상
에 대한 연구자료와 세포/동물 모델을 이용한 감마선에 의한 세포손상/세포성장/세포노
화 등에 대한 IGF-1 및 관련 신호전달의 역할 규명 자료는, 인간세포주 및 동물생체내에
서의 IGF-1 신호의 역할규명을 위한 후속연구의 기반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해 감마선에 대한 암세포의 민감성 증진, 정상세포의 손상 방지, 그
리고 방사선에 의한 만성 장해(노화 및 퇴행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한 핵
심기술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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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Investigation on the role of IGF-1 signal transduction in the biological
radiation response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Ultimate Goal
￭To obtain a fundamental research data on the biological modulation by radiation
through elucidating the role of IGF-1 signaling in the biological radiation
responses

2. Importance of the Project
A. Technical Aspects
◦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 signaling is known to modulate the survival,
growth and death of cells exposed to external stress, and is known to clinically
implicated in drug and radiation resistance of tumor cells, diabetes, and aging.
◦ The studies related to the radiation and IGF-1 signaling have been mainly focused on
the overcoming the radiation resistance of tumor cells using IGF-1 signaling inhibitors.
◦ Therefore, the role of IGF-1 signaling in the radiation response of normal cells or
tissues are required to elucidate the biological damage by radiation and to develop
the protective methods against radiation.
B.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Basic research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radiation is required to develop the
biological risk assessment of radiation, and development of the innovative technology
by the fusion of radiation and BT/NT/ET.
◦ The elucidation of relevance and relationship between radiation response and IGF-1
signaling will deepen the understanding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radiation and
provid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in life science and
medicine using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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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The obscure fear of the public for nuclear and radiation technology should be
overcome for the revitalization of nuclear and radiation industry.
◦ Therefore, the clear understanding on the biological radiation responses and their
mechanisms will heighten the public acceptance of radiation and thus can contribute
to the public health by the promotion of radiation application in life science and
medicin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Elucidation of intracellular IGF-1 signaling patterns according to the cell lines by
radiation
◦ Observation on the alteration on the IGF-1 and IGF-1R expression in irradiated cell
models
◦ Observation on the alteration on the ERK5 and p65 phsophorylation by irradiation
2. Elucidation of the role if IGF-1 signaling in the cellular response to γ-irradiation
◦ Establishment of cell models with the activated or suppressed IGF-1 signaling
◦ Elucidation of the role of IGF-1 signaling in the radiation response of the mouse
embryonic fibroblast cells (MEF).
◦ Elucidation of the role of IGF-1 signaling in the radiation response of the mouse
fibroblast cell line (NIH/3T3).
3. Elucidation of IGF-1 and p38 signaling alteration in the tissue of γ-irradiated mice
◦ Effects of γ-irradiation on the IGF-1/IGF-1R expression in the different tissue types in
mice
◦ Effects of γ-irradiation on the gene expressions related to IGF-1 signaling, cell growth
arrest, and stress responses in the tissues of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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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of the Projects
1. Effects of γ-irradiation on the IGF-1 related gene expressions and activations in
various cell lines
◦ Various expression patterns of IGF-1 and IGF-1R following γ-irradiation were
observed according to the cell lines
◦ The increased expressions of IGF-1 and IGF-1R were observed in Balb/3T3 and
NIH/3T3 cells
◦ Among the IGF-1 downstream signaling molecules, the phosphorylated ERK5 were not
changed by γ-irradiation in all three examined cell lines, whereas the phosphorylated
p65 were increasd by γ-irradiation in all cell lines.

2. The role of IGF-1 and p38 signaling in γ-irradiated mouse embryonic fibroblast
(MEF) cells
◦ In MEF cells, IGF-1 signaling molecules were decreased and p21/phosphorylated p38
were increased by γ-irradiation
◦ The experiments with IGF-1R inhibitor (AG1024) and p38 inhibitor (SB203580) revealed
that IGF-1 signaling is involved but not essential in radiation-induced cell growth
arrest and senescence and that p38 MAP kinase play a important role in this cellular
radiation response.
3. The role of IGF-1 and p38 signaling in γ-irradiated mouse fibroblast (NIH/3T3) cell
◦ In NIH/3T3 cells, IGF-1 signaling molecules and p21/phosphorylated p38 were
increased by γ-irradiation.
◦

However,

the

experiments

with

IGF-1R

inhibitor

(AG1024) and

p38

inhibitor

(SB203580) revealed that IGF-1 and p38 signaling do not play a crucial role in
radiation-induced cell growth arrest and senescence in NIH/3T3 cells.
4. Effects of γ-irradiation on the expressions and activations on the genes related to the
IGF-1 signaling in mouse tissues
◦ In γ-irradiated mice, the increased expressions of IGF-1 and IGF-1R were observed in
the lung and kidney at 2 months after irradiation, and in all the tissues examined
(lung, liver and kidney) at 6 month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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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lung of γ-irradiated mice at 6 months after irradiation, the increases of IGF-1R,
phosphorylated FOXO3a, p65, p38, p21 were observed.
◦ The patterns of altered expression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to in
vitro cell experiments.

V. Application of the Project Results
◦ The results on the expression patterns of IGF-1 related genes in various cell lines and
mouse tissues and the role of IGF-1 and p38 signaling in radiation-induced cell
damage and aging can be used for the further studies on the role of IGF-1 signaling
in human cells and in the animal bodies.
◦ These further studies will provide the key knowledge to develop the technology for
the radiation sensitization of tumore cells, radiation protection of normal cells, and
prevention of chronic radiation damages (aging and degenerativ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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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인슐린유사 성장인자 1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GF-1)에 의한 세포내
신호전달은 외부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의 생존, 성장, 사멸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적으로는 암세포의 방사선 및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 당뇨병, 골형성이상, 급성신부전증, 외상적 뇌손상, 심장질환에
IGF-1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효모에
서 생쥐에 이르기까지 동물의 수명과 세포노화를 조절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방사선은 세포내에서 DNA 손상, 세포성장 억제, 세포사멸, 세포 노화
등의 효과를 유발하며 이는 결국 면역조혈기능 저하, 발암, 신경기능저하, 노화
등 각종 생체퇴행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선이 이러한 다양한 생체변화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IGF-1과 관련된 신호전달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되어진다. 그러나 현재 방사선과 IGF-1 신호전달의 관계 관한 연구는 대부분
IGF-1 신호전달 억제제를 이용한 암치료시 암세포의 방사선 저항성 극복과 관련
하여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선에 의한 정상 생체조직의 손상, 퇴행변화,
생체활성변화 등과 관련하여 IGF-1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IGF-1 신호전달의 역할을 규명
함으로써 방사선의 생명과학적, 의학적 응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감마선)에 의해 일어나는 세포, 특히 정상세
포의 성장억제, 노화 등에 있어서 IGF-1 및 이와 관련된 유전자의 신호전달 과
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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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에 의한 신호전달은 다양한 외부 스트레
스 자극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urmashev와 Houghton,
2006). Serum-deprivation에 의한 세포 사멸을 IGF-I이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으나 그 기작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세포주에서 IGF-I에
의한 PI3K/AKT pathway, JAK-STAT pathway, JNK pathway 등의 활성화가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알려져 있다. 또한 IGF-1 활성화는 TNF-α
등과 같은 cytokine에 의한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모델
세포의 종류에 따라 그 기작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ERK1/2나 p38 등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IGF-1은 정상 세포가 extracellular matrix로부터 떨
어져 비부착화되면서 나타나는 세포사멸 (anoikis)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이는 FAK, Ras, PI3 kinase 등의 활성화와 연관성이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다.

그밖에

산화적

스트레스,

hypoxia/ischemia,

자외선조사,

ceramide,

anticancer drug 등에 의한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IGF-1와 그 수용체(IGF-1R)는 동물개체의 성장, 골격형성에 관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Walenkamp와 Wit, 2006). IGF-1 또는 IGF-1R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발생된 동물에서 몸무게, 신장, 머리둘레 등의 신체지수의 발달이 저하되
는 것이 관찰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GH (growth hormone)-IGF-1 axis의 신
체성장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IGF-1 및 그 수용체 (IGF-1R)
의 활성저하는 동물의 수명연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tke,
2005). Insulin과 IGF-1 관련 신호전달 유전자의 결함이 있는 C. elegans 및
mouse의 연구결과 최대 50%의 상당한 수명연장 및 세포노화 지연효과가 관찰
되었다. 이러한 IGF-1 신호전달은 최종적으로 세포내 DNA repair system과
ROS 발생과 관련되어 노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IGF-1 신호전달과 방사선에 의한 생체반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최근 정상
및 암세포가 방사선저항성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IGF-1 신호전달이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Min 등, 2007). NIH3T3, BALB/c3T3, U1810, Ha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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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등다양한 세포에서 IGF-1을 overexpression 시켜 IGF-1 신호전달을 활성화
시켰을 때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이 억제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IGF-1의 방사선 저항성 효과는 mouse를 이용한 동물시험에서도 관찰되었다. 즉,
Mouse에

IGF-1를

투여하였을

때

방사선에

의한

조직손상이

감소되었고

(Mylonas 등, 2000), IGF-1 유전자가 과발현되는 transgenic mouse에서는 자연적
또는 방사선에 유발 apoptosis가 감소되었으며(Wilkins 등, 2002),

반면 IGF-1

유전자가 제거된 knockout mouse에서 방사선에 의한 조직세포의 apoptosis가
증가하였다. 이밖에 IGF-1R에 대한 monoclonal antibody (A12), IGF-1R receptor
kinase 억제물질 (ADW742, AEW541), RNAi/antisense RNA 등을 이용하여
IGF-1 신호전달을 억제한 경우에 감마선에 의한 breast cancer, gastric cancer,
brain

cancer

등

다양한

암세포

사멸

효과를

증진시킨다고

보고되었다

(Kurmashev와 Houghton, 2006; Allen 등 2007).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암치료를
위한 target으로서 IGF-1R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사선에 의한 정상세포의 손상 및 노화 등 만성 퇴행 변화
에 있어서 IGF-1 신호전달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다만,
Rhesus monkey에서 감마선 전신조사에 의한 장기적인 IGF-1 발현변화를 연구
한 보고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Bakker 등, 1999).
이와 같이 현재 IGF-1 신호전달에 의한 세포보호효과에 대한 기작 규명에 있
어서 세포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규명된 신호전달 과정도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방사선에 의한 생체반응에서의 IGF-1 신호전달과
정은 방사선암치료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정상조직의 방사선반응
과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반응에서의 역할 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방사선 생체반응에서의 IGF-1 신호
전달은 방사선 암치료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유발, 노화 등 방사선에 의한 생체
활성 변화 기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
인 기반연구의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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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의학용으로 도입한 MC-50 사이클로트론의 활용 증대를 위하
여, 사이클로트론의 이온빔(양성자빔)을 우주방사선 환경에 대한 모델로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양성자 빔에 대한 기초적인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성자빔의 생체영향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
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현상규명 또는 연구방법 개발 보다는 기존에 국
외에서 보고된 결과를 바탕으로 MC-50 사이클로트론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생물학적 기초연구자료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배양세포 모델과 생체(마우스)모델을 이용하여 이온빔에 의한 생
체 손상 및 스트레스 반응을 살펴보았다. 배양세포 모델에서는 방사선의 생체영
향 규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선량에 따른 생존율 및 돌연변이 발생
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화적 스트레스, DNA 손상 등의 세포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신호전달 단백질의 발현 및 활성도를 살펴보았다. 마우스모델에
서는 면역조혈계에 대한 영향과 체내의 항산화 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러한 이온빔(양성자빔)에 의한 생체영향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이온빔
을 활용한 우주방사선의 생체영향 규명 및 방호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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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실험동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은 오리엔트(주)에서 구입한 특정병원체 부재동
물(Specific pathogen free, SPF)로서 평균 체중이 22g 되는 8주령의 C57BL/6
(male)을 이용하였으며 동물 실험실의 통제된 환경 (온도 22±1℃, 습도 60±5%,
조명 12시간 light-dark cycle)에서 사육하였다. 또한 사육하는 동안 음수와 사료
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나. 마우스 배아섬유아세포 준비
임신된 C57BL/6 mice로부터 embryo 14-15일째, embryo를 꺼내 100mm dish
에 chipping 후 CO2 incubator에서 4-5일 동안 incubation하였다. Incubation 후
trypsin을

이용하여

배양접시에

부착된

fibroblasts를

분리시켰다.

분리된

primary mouse embryonic fibroblast (MEF)는 10% FBS와 1% antibiotics가 포
함된 DMEM medium에서 culture하였다.

다. 세포배양
MEF

세포,

NIH/3T3,

Hepa1c1c7

세포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에 10%의 fetal bovine serum(FBS)과 antibiotics를 첨가한 배
지에서 배양하였다. Balb/3T3 세포는 DMEM에 10% bovine calf serum (BCS)와
antibiotics를 첨가한 배지에서 배양하였으며, M2-10B4 세포는 MEM에 10% FBS
와 antibiotics를 첨가한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배양은 5% CO2가 포함된
95% 습도의 공기가 공급되며 37℃의 온도가 유지되는 세포배양기에서 수행하였
다.

라. 감마선 조사
세포 및 C57BL/6 마우스의 감마선 조사는 GammaCell 40 Exactor (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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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세포 조사시에는 배양액이 담긴 배양
접시를 조사 chamber에 넣어 수행하였으며, 감마선 조사후 30분 이내에 신선한
배양액으로 교체하였다. 마우스 조사시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
한 polycarbonate cage에 마우스를 넣은 후 1회 전신조사로 실시하였다. 감마선
조사 선량율은 약 1.1Gy/min으로 실시하였다.

마. 세포배양시의 시험물질(chemical) 처리
10nM IGF-1 (Sigma-Aldrich Chemical에서 구입), 10µM AG1024 (Calbiochem
에서 구입), 10µM SB203580 (Calbiochem에서 구입)을 감마선 조사 1시간 전에
먼저 처리하고,

조사 직후 해당 chemical을 포함한 신선한 media로 바꿔주었고

chemical이 들어있는 media에서 3일, 5일 동안 계대하였다.

바. Western blotting
Trypsin-EDTA를 이용하여 수거한 세포 또는 마우스의 조직 시료를 lysis
buffer(50mM Tris-Cl, pH 7.5, 150mM Nacl, 1% NP-40, 25mM NaF, 1mM
Na3VO4, 2mM EGTA, proteinase inhibitor)에 넣어 부유 또는 homogenization
시킨 후, ice에서 30분간 정치 시킨 후 13000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단백
질을 분리하였다. 총 30 μg 단백질을 10% SDS-PAGE gel (polyacrylamide gel)
에 전기영동 한 후, transfer buffer (96mM Glycine/12 mM Tris/20% methanol)
으로 membrane으로 단백질을 이동시켰다. 그 뒤 blocking solution (5% skim
milk)으로 약 2시간동안 blocking 시킨 후, 2% skim milk로 희석시킨 1‘
antibody (1:1000) [IGF-1, IGF-1R, p-p38, p-FOXO3a (cellsignaling에서 구입),
p21(BD Bioscience에서 구입), β-actin (santacruz에서 구입)]에 RT에서 2시간 동
안 shaking incubation 시키고, washing buffer (0.1% Tween 20이 포함된 TBS)
로 10분씩 3번 세척하였다. 또 다시 2% skim milk로 희석시킨 2’ antibody
(1:1000) [rabbit, mouse antibody (cell signaling에서 구입)]에 RT에서 1시간 동
안 incubation 시킨다음 washing buffer로 washing 시킨 후, ECL solution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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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film에 band를 detection 하였다.

사. RT-PCR
Trypsin-EDTA를

이용하여

MEF

세포

또는

마우스

조직을

Easy-Blue

extraction kit (IntroRonm에서 구입)을 이용하여 total RNA를 분리 하였다. 분리
된 RNA는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에서 구입)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
하였으며, IGF-1, IGF-1R, IGF-BP5, p27, MnSOD, β-actin에 대한 specific pimers
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후, ethidium bromide가 첨가된 1.2% agarose gel에
전기영동 시켜 UV하에서 관찰하였다. 이때 사용된 각 유전자별 primer는 다음
과 같다.
IGF-1: Forward 5‘-AAATCAGCAGTCTTCCAAC-3' Reverse 5'-AGATCACAG
CTCCGGAAGCA-3'; IGF-1R: Forward 5'-AGGACTGTCATCTCCAACC-3' Rever
se 5'-CGATTCTTTCACGCATACTTGC-3'; IGF-BP5: Forward 5'-TGCCTCAACG
AAAAGAGC-3' Reverse 5'-AGAATCCTTTGCGGTCACA-3'; p27: Foward 5'-CA
AACGTGAGAGTGTCTAACG-3' Reverse 5'-AGGGGCTTATGATTCTGAAAGTC
G-3'; MnSOD: Forward 5'-ACCTGCCTTACGACTATGG-3' Reverse 5'-GACCTT
GCTCCTTATTGAAGC-3'; β-actin: Forward 5'-GGAATCCTGTGGCATCCAT-3'
Reverse 5'-TAAAACGCAGCTCAGTAACA-3'..

아. Cell growth 측정
3

세포를 96-well에 1×10 cell/well씩 seeding하고 1일이 지난 후 각종 실험 처
리를 시행하였다. 시행 후 CCK-8 (Cell Counting Kit-8, Dojindo 구입)을 well
당 10μl씩 넣고 약 2시간 동안 세포배양기에서 반응 시킨 후,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사)를 이용하여 450nm (reference 650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의 증식정도를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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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가. 감마선에 의한 세포종류별 IGF-1 관련 유전자 발현 및 활성 변화 비교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에 대한 IGF-1 관련 신호전달의 양상이 세포 종류에 따
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다른 조직에서 유래된 세포에 대
하여 감마선 조사후 IGF-1 및 관련 단백질의 발현 양상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4종의 세포주 즉, NIH/3T3 (mouse embryonic fibroblast),
Balb/3T3 (mouse embryonic fibroblast), Hepa1c1c7 (mouse hepatoma cell),
M2-10B4 (mouse bone marrow stromal cell)를 사용하여 감마선의 선량 및 시간
에 따른 IGF-1 관련 유전자 3종(IGF-1, IGF-1R, IGF-BP5)의 mRNA 발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1) 감마선에 의한 세포주별 세포생존율 변화 규명
먼저, NIH/3T3, Balb/3T3, Hepa1c1c7 3종의 세포에 대하여 세포주별 감마선
조사 적정 선량을 선정하기 위하여 감마선을 0.5-16Gy 조사한 후 24 및 48시간
후 CCK-8을 이용해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NIH/3T3 세포에서는 0.5-4Gy 조사후 48시간후에 세포의 성장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16Gy 이하에서 감마선이 세포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관찰되
지 않았다. (Fig. 1).
(A)

(B)
NIH/3T3 (48 hr)
Cell viability (% of control)

Cell viability (% of control)

NIH/3T3 (24 hr)
160
140
120
100
80
60
40
2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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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Gy)

Irradiation Dose (Gy)

Fig. 1. 감마선조사 선량에 따른 NIH/3T3 세포의 생존율 변화. 세포 생존율은 cell
viability assay kit (CCK-8)으로 측정하였다. (A) 조사 24시간후, (B) 조사 48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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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b/3T3 세포에서는 1-16Gy의 감마선 조사후 24시간 및 48시간후에 감마선
선량에 따라 생존율 저하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유의적이지 않았으며, 그 저하율
이 20%를 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2).
(A)

(B)
Balb/3T3 (48hr)
Cell viability (%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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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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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감마선조사 선량에 따른 Balb/3T3 세포의 생존율 변화. 세포 생존율은 cell
viability assay kiet (CCK-8)으로 측정하였다. (A) 조사 24시간후, (B) 조사 48시간 후

Hepa1c1c7 세포에서는 감마선 조사후 24시간에는 모든 선량에서 세포생존율
의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48시간후에도 1-8Gy 조사시에는 생존율 저
하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16Gy 조사 48시간후에는 63%의 생존율을 보여
생존율 저하가 관찰되었다(Fig. 3).
(A)

(B)
Hepa-1c1c7 (48hr)
Cell viability (% of control)

Cell viability (% of control)

Hepa1c1c7 (2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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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감마선조사 선량에 따른 Hepa1c1c7 세포의 생존율 변화. 세포 생존율은 cell
viability assay kiet (CCK-8)으로 측정하였다. (A) 조사 24시간후, (B) 조사 48시간 후

- 9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세종류의 세포주 모두 8Gy 이하의 감마선 선
량 범위에서는 급격한 생존율 저하가 관찰되지 않아, 이후의 IGF-실험은 본 선
량 범위 (1-8Gy)에서 수행하였다.

2) 감마선에 의한 조사선량별 IGF-1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 규명
각 세포주별로 다양한 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때, IGF-1 신호전달 단백
질의 mRNA 및 단백질 발현변화를 RT-PCR 또는 western blot으로 관찰하였다.
IGF-1 신호전달 관련 단백질로는 IGF-1과 그 receptor인 IGF-1R, 그리고 IGF-1
신호전달 하위 단백질인 ERK-5와 p65를 관찰하였다.
먼저 4종류의 세포주에 감마선을 조사하고 24시간후에 IGF-1, IGF-1R 유전자
의 mRNA 발현을 RT-PCR로 관찰하였다 (Fig. 4). 그 결과, 감마선 선량에 따라
M2-10B4세포주에서는 IGF-1과 IGF-1R의 mRNA 발현이 뚜렷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Balb/3T3, NIH/3T3, Hepa1c1c7 세포에서는 IGF-1 또는 IGF-1R의
mRNA의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Balb/3T3 세포와 Hepa-1c1c7 세포
에서는 각각 IGF-1과 IGF-1R의 mRNA를 관찰할 수 없었다.

Balb/3T3
Radiation (Gy)

0 0.25 0.5

1

NIH/3T3
2

4

Radiation (Gy)

0 0.25 0.5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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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GF-1

IGF-1R

IGF-1R

ß-actin

ß-actin

Hepa-1c1c7
Radiation (Gy)

0 0.25 0.5

1

2

M2-10B4
4

8

Radiation (Gy)

IGF-1

IGF-1

ß-actin

IGF-1R

0 0.25 0.5

1

2

ß-actin

Fig. 4. 감마선조사 선량 및 세포주별 IGF-1, IGF-1R의 mRNA 발현 변화(RT-PCR). 감마
선 조사 24시간 후에 세포의 RNA를 분리하여 RT-PCR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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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IGF-1과 IGF-1R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을 western blot으로 관찰하
였다(Fig. 5). 그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Balb/3T3 세포에서는 IGF-1와 IGF-1R
모두 단백질 발현이 증가됨을 관찰하였다. NIH/3T3세포에는 IGF-1R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나 IGF-1의 발현은 변화가 없었으며, Hepa1c1c7 세포에서는 IGF-1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나 IGF-1R 단백질은 관찰되지 않았다.
IGF-1

신호전달의

downstream의

단백질인

ERK5,

p65의

활성화

(phosphorylation)가 감마선 조사된 세포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였다(Fig.
5).

ERK5의

phosphorylation은

관찰한

3종의

세포주(Balb/3T3,

NIH/3T3,

Hepa1c1c7) 모두에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p65의 phosphylation은
Balb/3T3 세포에서 저선량(1, 2Gy) 조사시 뚜렷이 증가되었으나 고선량(4, 8Gy)
조사시에는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NIH/3T3 및 Hepa1c1c7 세포에서는 p65
의 phosphorylation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약간 증가하였다.

Balb/3T3
Irradiation dose (Gy)

0

1

2

4

NIH/3T3
8

0

1

2

4

Hepa1c1c7
8

0

1

2

4

8

ß-actin
IGF-1
IGF-1R
p-ERK5
p-p65

Fig. 5. 감마선조사 선량 및 세포주별 IGF-1 신호전달 관련 단백질의 발현 변화(Western
blot). 감마선 조사 24시간 후에 세포추출액을 분리하여 western blotting을 수행하였다.

3) 감마선 조사후 경과 시간별 IGF-1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 규명
3종의 세포주(Balb/3T3, NIH/3T3, Hepa1c1c7)에 감마선을 1Gy 조사한 후 시
일 경과에 따른 IGF-1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IGF-1, IGF-1R, p-ERK5)의 단백질
발현을

western

blot으로

관찰하였다(Fig.

6).

그

결과,

Balb/3T3세포와

Hepa1c1c7 세포에서는 IGF-1과 phosphorylated ERK-5가 시일에 경과함에 따라
점자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NIH/3T3 세포에서 IGF-1은 시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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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변화가 없었으나 IGF-1R과 phosphorylated ERK-5은 감마선 조사 1일후
에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Balb/3T3
IGF-1 IGF-1R p-ERK5

ß-actin

IGF-1

NIH3T3
p-ERK5

ß-actin

Control

Control

1 day

1 day

1 day

2 day
4 day
7 day

2 day
4 day
7 day

Radiation (1Gy)

Control

Radiation (1Gy)

Radiation (1Gy)

ß-actin

Hepa1c1c7

IGF-1

IGF-1R

p-ERK5

2 day
4 day
7 day

Fig. 6. 감마선조사후의 시일 경과에 따른 세포주별 IGF-1, IGF-1R의 단백질 발현 변화
(Western blot). 감마선 조사(1Gy)후 1, 2, 4, 7일 후에 세포추출액을 분리하여 western
blotting을 수행하였다.

나. 감마선 조사 마 우스 배아섬유아세포(MEF)에서 IGF-1 및 p38 신호전달 연구

1) 자연적인 세포노화에서 IGF-1 및 p38 신호전달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young (PD1, population doubling 1)과 old (PD8, population
doubling 8) 마우스 배아섬유아세포(MEF)를 이용하여 IGF-1/IGF-1R/FOXO3a와
p38 신호전달 관련 단백질의 발현 및 활성화를 분석하여, 세포의 자연적인 노화
(senescence)에 의한 신호전달 변화를 분석하였다.
Young (PD1) MEF 세포는 C57BL/6 마우스의 배아로부터 분리한 primary
cell를 사용하였다. Young (PD1) MEF 세포의 지속적인 배양을 통하여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세포의 모양의 변화가 나타나는(Fig. 7) 시점인 PD8에 MEF를 수
거하여 old MEF 세포로 사용하였다.
먼저 young과 old MEF 세포의 형태학적인 관찰을 수행한 결과, old (PD8)
MEF 세포는 young (PD1) MEF 세포에 비해 세포질이 커졌으며 세포 모양이 늘
어진 형태를 보이는 등 세포노화의 전형적인 형태적 특성을 나타내었다(Fig. 7).
다음으로 이러한 노화된 세포에서 IGF-1 및 p38 관련 유전자의 mRNA 및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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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발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였다. Young (PD1)에 비하여 old (PD8)
MEF 세포에서는 IGF-1 신호전달에 관련된 IGF-1, IGF-1R, IGF-BP5의 mRNA 발
현이 감소하였으며, FOXO3a 신호전달에 관련된 p27과 MnSOD의 mRNA 발현
이 감소하였다. 또한 phosphorylated FOXO3a의 단백질 양은 노화된 세포에서
감소하였다.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인 p21 (CDK inhibitor)의 단백질의 발현은
old (PD8) MEF 세포에서 증가하였고, phosphorylated p38 단백질 양이 증가되
어 p38 신호전달이 활성화 됨을 관찰하였다. RT-PCR에 의한 mRNA 발현 결과
와는 달리 IGF-1R의 단백질의 양은 young 및 old MEF 세포에서 차이가 관찰되
지 않았다(Fig. 7).

Fig. 7.

자연적 노화에 따른 MEF 세포의 morphological change와 IGF-1 및 p38 신호

전달 단백질의 발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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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마선에 의한 세포노화에서 IGF-1 및 p38 신호전달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young

(PD2)

MEF

세포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IGF-1/IGF-1R/FOXO3a와 p38 신호전달 관련 단백질의 발현 및 활성화를 분석
하여, 세포의 감마선에 노출되었을 때 노화(senescence) 관련 신호전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Young (PD2) MEF 세포에 감마선을 10Gy 또는 20Gy를 조사한 후 3일 또는
5일째 세포 모양의 변화 및 IGF-1/IGF-1R/FOXO3a과 p38 신호전달 관련 유전
자의 mRNA 발현, 단백질 발현 및 활성화를 관찰하였다. 먼저 Young

(PD2)

MEF 세포에 감마선을 조사하고 3일 또는 5일 후에 세포형태와 세포성장율을
관찰한 결과, 감마선이 조사된 세포에서는 자연노화 (Fig. 7)와 유사한 늘어진 형
태의 세포 모양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Fig. 8A), 세포성장도 억제됨을 확인
하였다(Fig. 8B).

Fig. 8. 감마선 조사에 의한 MEF 세포의 morphological change와 세포성장 억제. (A)
현미경을 통한 MEF의 morphology 관찰, (B) MEF의 세포 성장률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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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MEF 세포에서 감마선에 의한 IGF-1 및 p38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
의 mRNA 및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관찰하였다. Young MEF 세포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IGF-1 신호전달에 관련된, IGF-1, IGF-BP5의 mRNA 발현이 감소
하였으며, IGF-1 신호전달의 down stream target인 FOXO3a phosphorylation 및
p27과 MnSOD의 mRNA 발현이 감소되어 old MEF 세포와 비슷한 발현 변화가
관찰되었다(Fig. 9). 또한 cell cycle arrest를 유발하는 p21 (CDK inhibitor) 단백
질 발현도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증가하였으며 세포내 스트레스 반응 관련 단백
질인 p38의 phosphorylation 또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어 Fig. 7의 자연노화된
MEF 세포와 유사한 변화를 나타내었다(Fig. 9).

Fig. 9. 감마선 조사에 의한 MEF 세포의 IGF-1 및 p38 신호전달 유전자/단백질의 발현
변화

3) IGF-1R 억제를 통한 감마선 세포반응에서 IGF-1 신호전달의 역할 연구
본 연구에서는 IGF-1R의 활성 억제제인 AG1024를 처리하여 IGF-1 신호전달
을 억제시킨 후 MEF 세포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세포 반응을 관
찰함으로써, 감마선에 대한 MEF의 세포 반응에서 IGF-1 신호전달의 역할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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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PD2) MEF 세포에 IGF-1R 저해제 (AG1024)를 1시간 먼저 처리한 후
감마선을 10Gy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사 3일 또는 5일 후 세포 morphology 변
화와 IGF-1/IGF-1R/FOXO3a와 p38 신호전달 유전자 발현 및 활성화를 관찰하
였다. 먼저 감마선 조사에 의한 MEF 세포의 morphology 변화와 세포성장억제
에 대해 AG1024 처리에 의한 효과를 관찰한 결과, AG1024 처리는 감마선에 의
해 유발된 senescence 유사 morphology 변화(Fig. 10A)와 세포성장억제(Fig.
10B)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

감마선 조사에 의한 MEF 세포의 morphological change와 세포성장 억제에

대한 IGF-1R 억제제(AG1024)의 영향

다음으로, 감마선에 의한 IGF-1 및 p38 신호전달 단백질 변화에 대한 AG1024
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감마선에 의해 감소되는 IGF-1, IGF-1R,
IGF-BP5의 경우 AG1024 처리에 의해 큰 영향이 없었으나(단, 감마선조사후 5일
째에 IGF-1R의 발현이 AG1024에 의해 회복됨), IGF-1의 down stream target인
p27과 MnSOD의 mRNA 발현은 AG1024에 의해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11). 반면, 감마선에 의해 증가된 phosphorylated p38 및 p21 단백질은 AG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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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11).

Fig. 11. 감마선 조사에 의한 MEF 세포의 IGF-1 및 p38 신호전달 단백질의 발현 변화
에 대한 IGF-1R 억제제(AG1024)의 영향

4) IGF-1 활성화를 통한 감마선 세포반응에서 IGF-1 신호전달의 역할 연구
본 연구에서는 IGF-1 단백질을 세포에 직접 처리하여 IGF-1 신호전달을 활성
화시킨후 MEF 세포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세포 반응을 관찰함으
로써, 감마선에 대한 MEF의 세포 반응에서 IGF-1 신호전달의 역할을 규명하고
자 하였다. Young (PD2) MEF 세포에 IGF-1 단백질을 1시간 먼저 처리한 후 감
마선을 10Gy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사 3일 또는 5일 후 세포 morphology 변화
와 IGF-1/IGF-1R/FOXO3a와 p38 신호전달 유전자 발현 및 활성화를 관찰하였
다.
감마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morphology 변화와 성장 억제는 IGF-1를 처리
하였을 때 증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Fig. 12). 한편, 감마선에 의해 감소되는
IGF-1R, IGF-BP5의 경우 IGF-1 처리에 의해 일부 회복이 관찰되었으나, IGF-1의
down stream target인 MnSOD의 mRNA 발현은 IGF-1 처리에 의해 더 큰 폭으
로 감소되었다(Fig. 13). 감마선에 의해 증가된 phosphorylated p38 및 p21 단백
질은 IGF-1 처리에 증가폭이 확대되었다(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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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감마선 조사에 의한 MEF 세포의 morphological change와 세포성장 억제에

대한 IGF-1 처리의 영향

Fig. 13. 감마선 조사에 의한 MEF 세포의 IGF-1 및 p38 신호전달 단백질의 발현 변화
에 대한 IGF-1 처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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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38 억제제를 이용한 감마선 세포반응에서 p38 신호전달의 역할 연구
Young (PD2) MEF 세포와 비교하여 old (PD8) MEF 세포에서는 p38 단백질
의 phosphorylation이 증가하였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도 p38 단백질의
phosphorylation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감마선에 의한 세포노화에서 p38 신호전
달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p38 저해제(SB203580)를 1시간 먼저 처리하여 p38
신호전달을 저해시킨 후 감마선을 조사한 후의 세포반응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먼저 MEF 세포의 morphology와 세포성장을 관찰한 결과, 감마선에 의해 유
도되는 세포 morphology 변화와 세포성장억제는 p38 MAP kinase의 억제제
(SB203580) 처리에 의해 억제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4).

Fig. 14.

감마선 조사에 의한 MEF 세포의 morphological change와 세포성장 억제에

대한 p38 억제제(SB203580) 처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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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감마선에 의해 감소되는 IGF-I, IGF-1R, IGF-BP5, MnSOD의 mRNA
발현을 살펴본 결과, p38 억제제(SB203580) 처리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Fig. 15). 그러나 감마선에 의해 증가되는 p38의 phosphorylation과 p21 단백
질의 발현은 p38 억제제(SB203580)에 의해 크게 감소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15). 반면, 감마선에 의해 감소되는 FOXO3a의 phosphorylation은 p38 억제제에
의해 더욱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38 신호전달의 억제는 IGF-1,
IGF-1R, IGF-BP5, MnSOD mRNA 발현 등 IGF-1 신호전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
았으나 감마선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노화는 억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감마선에 의한 노화 등의 세포 반응에 있어서 IGF-1 보다는 p38 신호전달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Fig. 15. 감마선 조사에 의한 MEF 세포의 IGF-1 및 p38 신호전달 단백질 발현 변화에
대한 p38 억제제(SB203580) 처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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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마선 조사 마우스 섬유아세포주(NIH/3T3)에서 IGF-1 신호전달 연구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정상세포(MEF 세포) 이외의 immortalized 세포
주의 감마선 생체반응에서 IGF-1 신호전달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NIH/3T3 세포
에서 같은 방법으로 IGF-1 및 p38 신호전달 활성화 또는 억제에 의한 세포 형
태, 세포성장 및 관련 유전자(IGF-1, IGF-1R, FOXO3a, p27, MnSOD, p38p21)의
발현 및 활성화 변화를 관찰하였다.

1) NIH/3T3에서 감마선에 대한 세포반응 및 신호전달 단백질의 변화
먼저 NIH/3T3 세포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세포의 morphology, 세포성장 및
관련 유전자(IGF-1, IGF-1R, FOXO3a, p27, MnSOD, p38, p21)의 발현 및 활성화
를 관찰하였다.
감마선을 조사한 NIH/3T3 세포는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세포
성장이 크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연적으로 노화된 세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세포가 배양접시에 밀착되고 가지가 형성된 세포형태
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16).

Fig. 16. 감마선에 의한 NIH/3T3 세포의 세포성장 억제(위) 및 morphology 변화(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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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NIH/3T3 세포에서 감마선에 의한 IGF-1 및 p38 신호전달 관련 유
전자의 발현과 활성화를 관찰하였다. 감마선을 조사한 NIH/3T3 세포에서는
IGF-1 신호전달에 관련된, IGF-1, IGF-1R의 mRNA 발현이 약간 증가하였으며,
IGF-1 신호전달의 down stream target인 FOXO3a phosphorylation 및 MnSOD
의 mRNA 발현이 일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17). 또한 세포내 스트레
스 반응 관련 단백질인 p38의 phosphorylation이 감마선조사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17B).

Fig. 17. NIH/3T3 세포에서 감마선에 의한 IGF-1 및 p38 신호전달 단백질의 발현 변화

2) NIH/3T3 세포의 감마선 생체반응에서 IGF-1 및 p38 신호전달의 역할 규
명
본 연구에서는 앞에 기술한 MEF 세포를 이용한 실험과 같이 IGF-1R 억제제
(AG1024) 또는 IGF-1 처리, p38 MAP kinase 억제제(SB203580) 처리를 통하여
IGF-1 및 p38 신호전달을 억제 또는 활성화하였을 때, NIH/3T3 세포의 감마선
세포반응 및 관련 유전자 발현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감마선 생체반응에서 IGF-1
및 p38 신호전달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IGF-1 단백질을 처리하여 IGF-1 신호전달을 활성화시키거나 IGF-1R 저
해제(AG1024)를 처리하여 신호전달을 억제시킨 후 감마선에 의한 세포 성장억
제 및 morphology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감마선 비조사 및 조사 세포 모
두에서 IGF-1 또는 AG1024 처리한 경우세포성장이 약간 저해되었으며 감마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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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세포에서 특별한 차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감마선에 의한 세포
morphology 변화에 대해서도 IGF-1 또는 AG1024 처리에 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18).

Fig. 18. NIH/3T3 세포에서 감마선에 의한 세포성장 저해 및 morphology change에 대
한 AG1024 및 IGF-1 처리의 영향

다음으로 IGF-1 또는 AG1024를 처리한 후 IGF-1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
(IGF-1, IGF-1R, MnSOD, p27)의 mRNA 발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감마선에
의해 IGF-1 및 IGF-1R 유전자의 발현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AG1024 또는 IGF-1
처리에 의한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다만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세포에 AG1024 처리하였을 때 IGF-1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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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NIH/3T3 세포에서 감마선에 의한 IGF-1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 발현에 대한
AG1024 또는 IGF-1 처리의 영향

다음으로 감마선에 의한 세포반응 및 IGF-1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 발현변화
에 대한 p38 MAP kinase 억제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감마선에 의한 세
포 morphology 변화, 세포성장억제, IGF-1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 발현에 있어서
p38 MAP kinase 억제제(SB203580) 처리에 의한 뚜렷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20).

Fig. 20. NIH/3T3 세포에서 감마선에 의한 IGF-1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 발현에 대한
p38 MAPK 억제제(SB203580) 처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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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마선 조사 마우스에서 IGF-1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 발현 및 활성 변화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세포모델에서 확인된 감마선에 의한
IGF-1 관련 단백질 발현변화가 실제 생체내에서도 일어나는지 확인하고자 감마
선 조사한 마우스(C57BL/6)에서 IGF-1 관련 단백질의 발현변화를 조직별로 관
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우스는 암컷 C57BL/6를 사용하여 8주령째에
0-5Gy의 감마선을 조사하였으며, 감마선 조사후 1, 2개월 또는 6개월 후에 마우
스를 희생시켜 폐, 간, 신장을 적출하여 RNA 또는 단백질을 얻어 RT-PCR 또는
western blotting을 수행하였다.

1) 감마선 조사 마우스 조직에서 IGF-1 및 IGF-1R 유전자 발현 변화
먼저 감마선 조사 1개월 후의 폐 조직내의 IGF-1 및 IGF-1R 유전자의 mRNA
발현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IGF-1의 mRNA 발현은 감마선 선량별(0, 1,
2, 5Gy)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반면, IGF-1R의 발현은 뚜렷한 변화
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21).

Lung
Radiation
dose (Gy)

0

1

2

5

IGF-1
IGF-1R
β-actin

RT-PCR
Fig. 21. 마우스에서 감마선 조사 1개월후 폐조직에서 IGF-1 관련 유전자 mRNA의 발
현 변화. 마우스(C57BL/6)에 감마선을 1-5Gy 조사한 후, 1개월 후에 폐조직으로부터
RNA를 추출하여 RT-PCR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감마선을 선량별(0, 1, 2, 5Gy)로 조사하고 2개월 후에 마우스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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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간 조직에서 IGF-1 및 IGF-1R 유전자의 mRNA 및 단백질 발현 변화를 관
찰하였다. 그 결과, 폐와 신장에서는 IGF-1R의 mRNA 발현이 뚜렷이 증가한 반
면, IGF-1의 mRNA는 세 장기에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22). 특
히 폐조직에서 단백질 발현양을 관찰한 결과에서도 IGF-1R이 뚜렷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22).

Fig. 22. 마우스에서 감마선 조사 2개월후 장기별 IGF-1 관련 유전자의 mRNA 및 단백
질 발현 변화. 마우스(C57BL/6)에 감마선을 1-5Gy 조사한 후, 2개월 후에 각 장기로부
터 RNA 또는 단백질를 추출하여 RT-PCR 및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감마선 조사후 장기적인 IGF-1 관련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하여 감마선을 5Gy 조사하고 6개월후 장기별 IGF-1 관련 유전자 발현 변
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IGF-1은 모든 장기에서, IGF-1R는 폐 및 신장에서 증
가효과가 관찰되었으며, 폐조직에서는 IGF-1의 competitive inhibitor인 IGF-BP5
가 감마선에 의해 증가함이 관찰되었다(Fig.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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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마우스에서 감마선 조사 6개월후 장기별 IGF-1 관련 유전자의 mRNA 발현 변
화. 마우스(C57BL/6)에 감마선을 5Gy 조사한 후, 6개월 후에 각 장기로부터 RNA를 추
출하여 RT-PCR을 수행하였다.

2) 감마선 조사 마우스 조직에서 IGF-1 신호전달, 세포성장억제, 스트레스
관련 단백질 발현 변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감마선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의 발현변화와 역할에
있어 마우스의 정상세포(MEF)와 immortalized 세포주 (NIH/3T3) 사이에 큰 차
이점이 관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단백질 발현에 있어 감마선조사후 실제
생체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고자 2개월령 마우스에 감마선을
5Gy 전신조사후 6개월 후 (8개월령)에 폐조직에서 IGF-1R, p-FOXO3a, p65, p38,
p21 등의 단백질의 발현을 관찰하였다(Fig. 21).
먼저 감마선 조사된 마우스의 폐조직에서 IGF-1R의 발현이 크게 증가하였으
며, IGF-1 신호전달의 downstream target 단백질인 p-FOXO3도 증가하였다(Fig.
23). 또한 세포 스트레스 관련 전사인자인 NF-kB를 구성하는 p65 단백질의 발현
이 감마선조사 마우스의 폐에서 증가하였으며, p38의 발현도 증가하는 것이 관
찰되었다(Fig. 21). 그리고 세포성장을 저해하는 p21 (cdk 저해 단백질)의 발현이
감마선 조사 마우스에서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21).
결과적으로 감마선조사 6개월후에 IGF-1R, p-FOXO3a, p65, p38, p21 등이 증
가됨을 관찰하였으며, 그 양상은 배양세포모델에서 단기간에 관찰된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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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F-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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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actin

Fig. 23. 감마선조사 마우스의 폐조직내 생체반응 신호전달 단백질의 발현 변화. 2개월
령 C57BL/6 마우스에 5Gy의 감마선을 전신조사하여 6개월후 (8개월령째)에 폐조직내
의 단백질 발현을 western blot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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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찰 및 결론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 IR)은 암세포주에서 세포노화(accelerated 또
는 premature senescence)를 유발한다고 보고되어 있다(Choi 등, 2006; Gadbois
등, 1996). 본 연구에서는 이온화 방사선(감마선)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노화에 있
어서 IGF-1 및 p38 신호전달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세포주 및
마우스의 생체내 조직에서 감마선에 의한 IGF-1 관련 유전자들의 변화를 관찰함
으로써 감마선에 의한 세포 성장억제/노화 등 생체반응에서 IGF-1 신호전달의
관련성과 그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세포주별로 감마선 조사후의 IGF-1 및 IGF-1R의 유전자 발현을 살펴본
결과, 각 세포주별로 발현 변화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NIH/3T3
세포와 Balb/3T3세포는 Hepa1c1c7 세포에 비해 IGF-1 관련 단백질의 발현 증가
가 뚜렷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포의 종류별로 감마선에 대한 세포반응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IGF-1 신호전달이 세포내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의 결과를 토대로 특정 세포모델, 특히 정상 세포인 마우스 배아섬유아세
포(MEF)에서 IGF-1 신호전달의 역할을 상세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MEF 세포에서 감마선 조사후 p21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EF
세포에서는 감마선 조사 후 세포성장 억제와 노화와 유사한 세포형태 변화가 관
찰되어 기존의 연구에서 이온화 방사선이 p53과 p21 발현을 통해 cell cycle
arrest를 유발한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MEF 세포에서는 FOXO3a의
phosphorylation이 세포노화 또는 감마선조사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마우스 폐 조직에 대한 본 연구팀의 결과 및 기존 보고와는 상이한 결과가 관찰
되었다. 이는 사용된 세포주의 기원 종 또는 조직이 상이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
되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MEF 세포에 IGF-1R의 저해제인 AG1024를 처리하였을 때, 감마선에 의해 유
발되는 p38 phosphorylation과 MnSOD 발현감소가 일부 경감되는 것을 확인하
였으나 증가된 p21 및 세포형태 변화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IGF-1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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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orylation 및 p21 증가, MnSOD 발현 감소 등을 증대시켰으나 세포형태
는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MEF 세포에서 감마선에 의한
세포노화 등의 반응에 있어서 IGF-1/IGF-1R 신호전달이 일부 관여하지만 필수
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감마선을 조사한 MEF 세포에서는 p38 MAP kinase의 phosphorylation
이 증가하였으며, p38의 저해제인 SB203580을 처리하였을 때 감마선에 의한 세
포형태 변화, p38 phosphorylation 증가, p21 발현 증가 등이 억제되는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에 의한 세포 노화 등의 반응에 있어서 p38이 필수적인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우스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1, 2, 6개월 후에 폐, 간, 신장 조직
에서 IGF-1과 IGF-1R의 발현이 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6개월 후의 폐
조직에서 FOXO3a의 phosphorylation, IGF-1/p65/p38/p21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생체내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IGF-1
및 p38 관련 신호전달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해주며, 이러한 활성
화가 감마선 조사후 6개월 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감마선에 의한 장기
적인 생체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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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본 과제는 최근 암치료 및 노화관련 연구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관련 신호전달과정이
감마선에 의한 세포 성장억제/노화 등 생체반응에서의 역할 규명하고자 하는
기초 연구이다. 본 과제수행으로 세포모델과 동물(마우스) 모델에서 IGF-1 및
p38 관련 신호전달 유전자의 발현 및 활성 변화가 감마선에 의한 세포 성장억제
/노화 등 생체반응에서의 관련성과 그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의하여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물모델에서 감마선에 의한 IGF-1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 규명은 최초의 보고로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
다. 다만, 세포모델에서 감마선에 의한 IGF-1 관련 신호전달의 역할은 세포종류
별에 따라 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세포모델
(인간 세포모델 포함) 및 동물모델에서의 신호전달의 역할 규명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물은 암세포의 방사선 민감성 증진, 정상세포 손상 방지, 만성질
환(노화, 퇴행성질환) 예방 및 치료 기술 개발 연구를 위한 핵심기초기술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1 -

< 연구목표 대비 달성도 >

세부연구목

주요 연구개발 실적

표

연구목
가중
표
비
치
달성도 고
(%)
(%)

○감마선에 의한 선량별/ 세포종류별 세포내 IGF-1 신호전달 변화 양
상 규명
- 4종의 세포(Balb/3T3, NIH/3T3, Hepa1c1c7, M2-10B4) 종류별로

￭감마선에
IGF-1, IGF-1R, IGF-BP5 등 관련 단백질 발현 변화의 양상의 차이점
의한 선량
규명 완료
별/ 세포종 - 감마선의 선량별 세포주의 IGF-1, IGF-1R 발현 변화 분석 완료
류별 세포
- IGF-1 하위 신호전달 단백질 2종 (ERK5, p65)의 감마선에 의한 활성
내
IGF-1
화(phosphorylation) 양상 분석 완료
신호전달
변화 양상 ○동물모델에서 감마선에 의한 IGF-1 관련 단백질 발현변화 규명
- 감마선조사 마우스에서 IGF-1 관련 단백질의 조직별 발현변화 양상
규명

50

100

50

100

100

100

분석 완료
- 폐조직 및 조사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6개월) IGF-1, IGF-1R 발현의
증가 관찰
○IGF-1R 신호전달 활성화/억제 세포모델 확립
- IGF-1R inhibitor(AG1024)를 이용한 IGF-1 신호전달 억제 모델구축
- IGF-1 단백질 처리를 통한 IGF-1 신호전달 활성화 모델 구축
○감마선에 대한 반응에서 IGF-1 신호전달의 역할 규명

￭ 감 마 선 에 - 마우스 배아섬유아세포(MEF)에서 감마선에 의한 세포성장억제 및 노
대한 반응
화에 있어 IGF-1 신호전달이 일부 관여하나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에서 IGF-1
p38 MAP kinase가 매우 중요함을 규명
신호전달과
- 마우스 섬유아세포주(NIH/3T3)에서 감마선조사에 의해 IGF-1 신호전
정의 역할
달 및 p38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단백질의 발현 증가 및 활성화가
규명
관찰되었으나 이 과정이 세포성장억제 및 세포노화에는 중요한 역할
을 하지 않음을 규명
- 감마선조사 6개월후의 마우스 조직에서 IGF-1 신호전달, 세포성장억
제, 스트레스 관련 단백질(IGF-1R, p-FOXO3a, p65, p38, p21) 발현
변화 검증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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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 기여도

본 과제수행으로 정상세포 및 조직의 감마선에 대한 세포 성장억제/노화 등
의 생체반응에서 IGF-1 신호전달의 역할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방사선치료시
의 정상세포의 손상 방지 뿐만 아니라 IGF-1 관련 만성 장해(노화 및 퇴행성질
환) 조절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기존에는 방사
선과 IGF-1 신호전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암세포의 방사선저항성과 관
련하여 수행되었으나, 최근 IGF-1 신호전달이 방사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한 피부섬유화, 만성염증 등의 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정상조직
에서의 IGF-1 신호전달의 역할 규명 연구는 다양한 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
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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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 방사선기술의 생명과학적/의학적 응용 활성화를 위한 방사선 생체영향 기초연
구에 활용
- IGF-1 신호전달의 역할 규명을 기반으로 IGF-1 신호전달 조절기술/물질 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방사선의 생명과학적/의학적 응용에 기여
- 방사선에 의한 IGF-1 및 관련된 신호전달 단백질의 영향 규명으로 방사선의
생물학적 작용기전 이해 증진에 기여

○ 방사선의 생명과학적/의학적 응용을 위한 IGF-1 신호전달 조절기술개발 연구
에 활용
- 방사선 암치료시의 암세포 사멸효율 증대 및 방사선 저항성 극복을 위한 물
질 개발
- IGF-1 관련 질환(노화, 피부섬유화, 만성염증, 갱년기 장해, 비만, 당뇨 등)의
예방 및 치료 기술 개발에 기여
- 후속 연구를 통하여 IGF-1 신호전달 조절물질 등이 개발된다면 각종 관련 질
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사업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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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감마선에 의한 세포종류별 세포내 IGF-1 관련 유전자 발현 및 활성변화 비교
- 세포주 종류 및 유전자에 따라 감마선 조사후 IGF-1 및 IGF-1R 유전자의 다양한 발현 양상 관찰
- Balb/3T3, NIH/3T3 세포에서 감마선에 의한 IGF-1/IGF-1R의 발현 증가 관찰
- IGF-1 하위 신호전달에 관련된 ERK5의 phosphorylation은 3종의 세포주에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
나, p65의 phosphylation은 3종의 세포에서 관찰됨
○감마선 조사 마우스 배아섬유아세포(MEF)에서 IGF-1 및 p38 신호전달 연구
- MEF 세포에서 감마선조사에 의해 IGF-1 신호전달 단백질의 감소 및 세포성장억제/스트레스 관련
단백질(p21, phosphorylated p38) 증가 관찰
- 신호전달 억제제를 이용한 실험에서 감마선에 의한 세포성장억제 및 노화에 있어 IGF-1 신호전달이
일부 관여하나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p38 MAP kinase가 매우 중요함을 규명
○감마선 조사 마우스 섬유아세포주(NIH/3T3)에서 IGF-1 및 p38 신호전달 연구
- NIH/3T3 세포에서 감마선조사에 의해 IGF-1 신호전달 및 p38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단백질의 발현
증가 및 활성화 관찰
- 신호전달 억제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IGF-1 및 p38 신호전달 과정이 세포성장억제 및 세포노화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음을 규명
○감마선조사 마우스에서 IGF-1 신호전달 관련 유전자 발현 및 활성 변화
- 마우스에서 감마선 조사후 2개월째에는 폐와 신장에서, 6개월 째에는 폐, 간, 신장 모두에서
IGF-1/IGF-1R의 발현 증가 관찰
- 마우스에서 감마선 조사후 6개월째의 폐조직에서 IGF-1R, p-FOXO3a, p65, p38, p21 등이 증가 관찰
- 조직내의 발현변화 양상은 세포배양 모델에서 단기간에 관찰된 변화와 많은 차이가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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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Effects of γ-irradiation on the IGF-1 related gene expressions and activations in various cell lines
- Various expression patterns of IGF-1 and IGF-1R following γ-irradiation were observed according to
the cell lines
- The increased expressions of IGF-1 and IGF-1R were observed in Balb/3T3 and NIH/3T3 cells
- Among the IGF-1 downstream signaling molecules, the phosphorylated ERK5 were not changed by
γ-irradiation in all three examined cell lines, whereas the phosphorylated p65 were increasd by γ
-irradiation in all cell lines.
○ The role of IGF-1 and p38 signaling in γ-irradiated mouse embryonic fibroblast (MEF) cells
- In MEF cells, IGF-1 signaling molecules were decreased and p21/phosphorylated p38 were
increased by γ-irradiation
- The experiments with IGF-1R inhibitor (AG1024) and p38 inhibitor (SB203580) revealed that IGF-1
signaling is involved but not essential in radiation-induced cell growth arrest and senescence and
that p38 MAP kinase play a important role in this cellular radiation response.
○ The role of IGF-1 and p38 signaling in γ-irradiated mouse fibroblast (NIH/3T3) cell
- In NIH/3T3 cells, IGF-1 signaling molecules and p21/phosphorylated p38 were increased by γ
-irradiation.
- However, the experiments with IGF-1R inhibitor (AG1024) and p38 inhibitor (SB203580) revealed
that IGF-1 and p38 signaling do not play a crucial role in radiation-induced cell growth arrest and
senescence in NIH/3T3 cells.
○ Effects of γ-irradiation on the expressions and activations on the genes related to the IGF-1
signaling in mouse tissues
- In γ-irradiated mice, the increased expressions of IGF-1 and IGF-1R were observed in the lung and
kidney at 2 months after irradiation, and in all the tissues examined (lung, liver and kidney) at 6
months after irradiation.
- In the lung of γ-irradiated mice at 6 months after irradiation, the increases of IGF-1R,
phosphorylated FOXO3a, p65, p38, p21 were observed.
- The patterns of altered expression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to in vitro cell
experiments.
γ-radiation, 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1, gene expression,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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