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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연구목적

Raidotherapy 는 구강악안면 악성종양이나 cervical area의 악성
종양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항암치료중 하나이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공통적으로 발생
하는 것이 타액선의 파괴이다. 타액선의 파괴는 곧 감소된 타액배출
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구강건조증, 구강작열감증후군, 급성우식 등의
다양한 구강질환들이 발병하게 되어 환자의 구강 건강과 전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타액선의 acinar cell 은 타 세포들과 비교하
여 vesicle 내의 이온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ionizing radiation에 대
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일정 선량 이상에 노출되게 되면 높은 확률
로 acinar cell 의 apoptosis 가 일어난다. 이러한 타액선의 파괴가
어떤 기작에 의해 발생하는지, 또 어떤 방법들이 이러한 타액선의 파
괴를 방지하고, 또 타액선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
고 향후 어떤 접근이 효과적일지를 고찰해 본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1988년부터 2014년 까지 발간된 연구와 리뷰논문을 Pubmed에서
Salivary gland apoptosis necrosis, irradiation, radiotherapy, salivary
gland protection, gene delivery, drug delivery 등의 다양한 키워드
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3. 결론
2000년도 이전에 발간된 논문들은 주로 고량의 방사선에 노출된
타액선의 생리학적, 그리고 조직학적 변화를 기술하였으며 분자생물
학적이나 후생유전학적 접근은 주로 2000년도 이후에 이루어 짐을

볼 수 있었다. 방사선치료후 발생하는 타액선의 파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시류를 분석해 보면 2000년도
이전의 연구는 Amifostien 과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한 접근이 유일
하였으나 2000년도를 기점으로 타액선 세포의 세포자살을 막는
siRNA 의 전달, 세포자살기전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기능을
차단하는 방법, AQP 계열의 유전자나 항산화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
법 등의 나노기술과 연계된 방식들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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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jectives
Radiotherapy

is

widely

used

anti-cancer

treatment

for

brain, orofacial maxillary, and thyroid cancer. Numerous side
effects of radiotherapy have been reported but among them,
salivary gland destruction is one of the major side effects
causing

various

related

disease

and

serious

discomfort.

Destruction of salivary gland leads to the hyposalivation and
related

diseases

such

as

xerostomia

burning

mouth

syndrome, and rampant caries occur and thus threat patien’s
oral and systemic health. Acinar cells of salivary gland have
vesicles containing high concentration of metallic ion and
this characteristic makes salivary gland vulnerable to ionizing
radiation. With certain dose of irradiation on salivary glands,
it is likely to occur apoptosis of acinar and duct cells. In this
review study, mechanisms of radiotherapy-induced salivary

gland destruction will be discussed to prospect the current
and future methodologies of protecting salivary gland from
irraidation.
2. methods
Review and research articles from 1988 to 2014 are widely
collected

from

Pubmed.

Salivary

gland

apoptosis

necrosis,

irradiation, radiotherapy, salivary gland protection, gene delivery,
drug delivery were the major key words for the search.

3. results
Articles published before 2000 were reviewed to focus on the
information

about

physiological

and

histological

analysis

of

post-irradiated salivary glands. Molecular and epigenetic analysis
were mainly concentrated in the articles published after 2000.
Various

approaches

to

re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post-irradiation salivary gland destruction were collected; articles
published before 2000 were mainly about using chemical drugs
and in contrast, articles published after 2000 were mainly about
siRNA

delivery,

AQP

gene

delivery,

manipulation

of

genes

involving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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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두경부의 방사선치료는 현재 두경부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을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치료 중 하나이다. 두경부에 위치하는 암의
발생률은 전체 암의 약 3~5% 정도이며 중요한 기관들이 다수 위치하
는 위치이기 때문에 외과적 접근 뿐 아니라 비 침습적인 화학요법이
나 방사선 요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1]. 그러나 방사선 조사는 종양
이 위치한 곳 뿐 아니라 그 외의 정상적인 조직과 구조물에게까지 영
향을 미치게 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 중 대표적
인 부작용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타액선의 기능 저하 및 괴사,
atrophy 이다[1,2,3].
타액선에서 생산되어 도관을 통해 구강으로 배출되는 타액은
치아의 건강과 구강의 구조 유지 및 구강 내의 미생물환경을 조절하
며 구강내를 기계적으로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1,3]. 구강 내의 감염
방지 뿐 아니라 미각의 유지, food bolus 의 형성, 저작, 발음, 연하,
그리고 소화작용에 이르기까지 구강 및 전신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생산되는 타액의 총량의 90%는 Parotid,
submandibular,

sublingual

gland를

포함하는

주타액선(major

salivary gland) 에서 생산되는데 resting 상태에서 2/3 정도가
submandibular gland에서 생산된다[1]. Submandibular gland에서
생산되는 타액은 점도가 높은 mucin 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들
은 줄 serous 와 mucous acinar cell에서 생산된다. 이에 반해
sublingual gland 에서는 mucous acinar cell 의 함량이 1~2% 에
불과하다. Parotid gland 는 serous cell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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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시 parotid gland에서 생산되는 타액에는 다양한 단백질이 함유되
어 있다. Parotid gland에서 생산되는 타액은 전체 타액량의 약 50%
정도를 차지한다. Minor salivary gland는 전체 타액량의 10% 정도
만을 생산하는데 점막표면의 마찰을 줄여주고 윤활작용을 한다. 방사
선 뿐 아니라 많은 원인으로 타액선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이로 인
해 타액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면 구강건조증이 오고 타액의 자정작용
이 사라져 rampant caries, fungal, bacteria, viral infection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1,2,3]. 또한 구강의 건조한 감각 자체
가 통증으로 느껴져 구강작열감증후군이 발생할 확률도 증가한다. 환
자가 자각할 수 있는 건조한 구강의 느낌은 비자극성 타액량이
40~50% 가량 감소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이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
하는 것을 Xerostomia 라고 한다[4]. 타액분비율이 병적으로 줄어드
는 것을 Hyposalivation 이라 하며 병적상태의 기준은 비자극시의
총 타액분비율이 0.1ml/min 미만일 때 그리고 자극시의 총 타액 분
비율이 0.5ml/min 이하일 때이다[4].
두경부 방사선 치료시 major, minor 타액선이 다른 장기나
기관들 보다 더욱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것은 두경부에 발생한
종양들로 향하는 해부학적인 직선 경로상에 타액선의 위치가 일치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또한 타액선의 acinar cell 에는 금속이
온을 포함하는 granule 이 많기 때문에 ionizing radiation 에 의한
피해가 더욱 크다[5].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타액선의 기능상실은 피폭
되는 방사선의 선량에 따라 그 정도가 다양하다[1]. Munter MW et
al. 의 연구에 따르면 두경부 종양의 치료에 사용되는 가장 대중적인
방사선 조사방식은 IMRT 로 Primary target volume 에 평균적으로
약 63.4Gy/day 의 누적선량을 조사하고 종양이 전이되는 경로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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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림프노드(Secondary target volume)에 약 55.5Gy/day 의 누적
선량을 조사하게 된다. Primary 와 secondary target volume 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치료하는 빈도는 1주에 5일 정도이며 이 치료기간
이 끝나면 1달 이상의 휴지기를 갖는다. 간접 조사로 인한 타액선 손
상은 누적조사량 30~50Gy 이상부터 시작되는데 이 구간에서의 손상
은 reversible 한 반면 그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irreversible 한 타액
선의 손상을 관찰하였다[6]. 그러나 Eisbruch et al. 은 타액선이 영
구적으로 손상되는 역치값이 약 26Gy 라고 주장하였으며 두경부 방
사선 치료는 타액선에게 26Gy 이하로 피폭시키는 범위 내에서 행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Grundmann et al. 은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타액선의 손상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취합하여 선량에 따라
발생하는 손상을 정리한 바 있다[1]. Grundmann et al. 이 정리한
실험 대상은 rat, mouse , mini pig, rhesus monkey

네 종류였는

데 이 중 인간과 가장 비슷한 Rhesus monkey 의 경우 2Gy에서 타
액선의 기능이 상실과 acinar cell 의 apoptosis가 관찰되었다.
7.5Gy 부터는 염증반응으로 인한 connective tissue 의 양이 증가하
였고 fibrosis가 발생하였다. Minipig 의 경우 Rhesus monkey 보다
타액선의 방사선 저항성이 높았는데 15Gy부터 fibrosis 와 기능상실
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타액선의 방사선 감수성은 종에 따라서도
다르며 타액선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1]. Munter MW et al.
은 타액분비율과 scintigraphy를 사용하여 타액선의 종류별로 선량에
따른 부작용 발생확률을 계산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Parotid gland
의 타액분비율이 50% 감소하는 선량은 약 34.8Gy 였으며 75% 감소
하는 선량은 40.5Gy 였다(D50 value 기준)[6]. Submandibular
gland 는 30Gy 이하의 선량에서만 타액분비율 변화가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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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Gy 이상의 선량에서는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Parotid
gland 가 복수로 존재하는 것 과는 달리 Submandibular gland 는
하나만 존재하며 따라서 방사선으로 인한 기능상실이 타액분비율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6]. 그러나 단일 gland 기준으로는
parotid gland 가 submandibular gland 보다 방사선 감수성이 높
다고 알려져 있다[1,6]. 이렇듯 적은 양의 방사선 조사로도 타액선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두경부 방사선치료는 타액선의 기능을 영구
적으로 저하, 상실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선량을 사용하고 있고 따라
서 환자의 구강, 전신적인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의 타액선 보호 방법들이 존재하고 또 개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타액선이 방사선에 의해 파괴되는 메커니즘과
그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현재 어떤 management가 행해지고 있는지,
또 타액선의 기능회복과 보호를 위해 어떤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 시류를 분석하고 향후에 어떤 접근법이 효율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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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urpose and Method
Purpose of Study

1. Irradiation으로 인한 타액선의 파괴 메커니즘들을 분석, 통합한
다.
2. 해당 메커니즘들에 의거하여 개발된 다양한 방식의 타액선 보호
방식들을 분석하여 장.단점 및 clinical efficacy를 논한다.
3. 현존하는 타 분야의 기술들을 이용한 새로운 salivary protection
방법들을 제시해 본다.

Method

1. Pubmed 에서 salivary gland atrophy, ionizing irradiation,
salivary gland destruction, head and neck radiotherapy,
dose threshold, salivary gland Tissue engineering, salivary
gland stem cell, apoptosis, gene delivery, drug delivery,
radioprotection 등의 검색어를 조합.
2. 리뷰논문, 실험논문, 임상보고를 선별, unpublished data 는 제
3. 영어로 된 논문만 검색. 1900~2014 까지의 출판된 논문 모두 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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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ult
1. Ionizing radiation 피폭에 의한 타액선 파괴 및 타
액분비율 감소 메커니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방사선에 의한 타액분비율 감소
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1981년 EI-Mofty et
al. 은 타액분비율 감소가 free radical 로 인한 타액선 세포막의 손
상때문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8]. 타액의 분비가 신경전달물질로 인
한 자극과 칼슘의존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조절되는 점에 착안하여 방
사선 조사가 위와 같은 생리적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가설도 제시되었다[9]. 또한 타액선 세포가 방사선으로 인해 fibrosis,
inflammation을 일으켜 변성되기 때문에 타액분비율이 감소한다는
가설도

제기되었다[9].

타액분비를

위해서는

타액선

세포의

basolateral side 로 유입되는 혈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사선이 타
액선 세포 주위의 microvasculature 구조를 붕괴시켜 타액분비율이
감소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9]. 그러나 1999년 O’Connell et al.
은 방사선이 Ca2+ signalling 과 신경전달물질의 양과 재흡수에 영향
을 주지 않음을 밝혔으며 만성염증이나 fibrosis 에 의한 세포 변성도
원인이 아님을 증명하였다[9,10]. 또한 Hiramatsu et al. 은 방사선
이 타액선의 microvascular 구조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9,11]. O’Connell et al. 은 실제로 방사선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acinar cell 의 수라고 주장하였다[10]. 방사
선에 의해 acninar cell 내부의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세포가 파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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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파괴된 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타액분비율이 감소하는
것이다. 타액선이 방사선으로 인해 파괴되는 메커니즘은 크게 1)
Free radical 로 인한 세포손상[1-3,12] 2) Proapoptotic gene 의
발현으로 인한 apoptosis 가 있으며 minor 하게는 Necrosis 와
Autophagy 등의 메커니즘이 있다[1-3]. 이 외에 타액분비율을 감소
시키는 요인으로는 3) Aquaporin과 같은 water channel 단백질의
발현량 감소 및 localization 장애를 들 수 있다[1-3]. 하나의 메커니
즘이 단독으로 타액선 세포 파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메커
니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타액선의 세포가 파괴된다.

1.1. Free radical formation

생체

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free

radical

은

Reactive Oxygen Species (ROS) 로 ROS 로 인해 생성된 singlet
oxygen 은 즉시 Fenton’s reaction을 통해 OH* 와 매우 반응성이
높은 peroxynitrite (ONOO-) 분자를 생성한다[13]. 이러한 반응성 높
은 불안정한 형태의 분자들은 세포내의 이온이나 소기관의 구성물질
과 즉시 반응하여 그 구조를 변형, 분해 시켜 세포에 피해를 준다.

1.1.1. Transitional metal을 포함하는 granules로
인한 Free radical 과다 발생

X- ray 나 gamma ray 와 같은 고 에너지 광자나 electron
이나 proton 과 같은 하전입자(charged particle) 들은 주로 악성/
양성종양 치료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에너지를 흡수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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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현상이 DNA
의 파괴이다. 분자적인 기작으로 파괴된 DNA를 수리하는 것에는 한
계가 있고 특히나 빠르게 dividing 하는 종양세포의 경우 수리 메커
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세포 보다 방사선에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1]. 그러나 타액선 세포의 경우 분화가 잘 되
어있고 낮은 mitotic activity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의 세포
보다 높은 방사선 감수성을 보인다. 연구 초기에는 이 기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 1990년 Vissink et al. 이 rat에서
parotid gland 가 submandibular gland 보다 높은 방사선 감수성
을 보인다는 사실과 동일 선량에서 serous acini 의 파괴가 duct
cell 이나 mucous acini 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14].
따라서 serous acini cell 내의 serous secretory granule 내부에
존재하는 transitional metal 이온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
기되었다.

Transitional

metal

은

고에너지에

노출되면

hydroperoxide activation을 유도하고 이어 hydroxyl radical 과
다른 다양한 oxidizing species를 생산해 낸다[12]. Nagler et al. 은
rat의 타액선 세포에 존재하는 granule 들을 약물을 사용하여 제거한
뒤 방사선을 조사하였는데 동일선량에서 granule을 제거하지 않은
세포보다 기능저하가 적게 일어남을 보고하였다[12].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rhesus 나 rat 그리고 사람에게서 관찰되었던 acinar cell 의
조기파괴의 원인이 granule 내의 transition metal 로 인해 발생한
ROS 및 free radical 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1.1.2. NADPH oxidase 1 의 발현량 증가에 의한
ROS 과잉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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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세포 등의 phagocytotic cell 에서는 singlet oxygen 은
NADPH oxidase 에 의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NADPH
oxidase complex 는 세포막에 함입되어 있는 flavocytochrome
b558,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p67phox, p47phox, p40phox, Rac1,
그리고 Rac2 로 구성되어 있다[13]. Nox2 라 불리우는 gp91phox
의 6가지 homologue 들은 NADPH oxidase Nox family로 분류되
는데 이 family 에는 Nox1~Nox5, 그리고 Duox1, Duox2 라는 7개
의 oxidase가 포함된다. 이러한 Nox family 들은 전신적으로 존재하
며 세포의 종류에 따라 발현되는 양상이 다르다. 예를 들어 Nox2 는
phagocyte 에 많으며 Nox4 는 renal tubule cell 에 많이 존재한다
[13,15]. Y. Tateishi et al. 은 타액선기원인 NS-SV-AC(Acinar
cell origin) 와 NS-SV-DC(ductal cell origin) cell line에 gamma
ray를

조사하자

Nox1~4

의

발현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NS-SV-AC cell line 에서는 10Gy 선량 조사 시 Nox1,2,4 가 발현
되었으며 NS-SV-DC cell line 에서는 Nox2,3,4 가 발현되었다. 그
러나 siRNA 로 각 Nox family를 하나씩 knock-down 시켜 본 결과
Nox1 이 방사선으로 인한 타액선 세포 내 ROS 증가와 가장 관련있
었으며 나머지 Nox family 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
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방사선 조사 이후 두 세포주 모두에게서
apoptotic activity 가 관찰되었으며 세포내 ROS 레벨도 급격히 증
가하였다[15]. 그러나 이에 비해 ROS scavenger 역할을 하는
Mn-Superoixde dismutase (Mn-SOD) 의 발현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Catalase 의 활성도는 조사 2시간 까지 증가하다 2시간부터
4시간까지 평형을 이루고 이후 감소하였다. 방사선 조사시 타액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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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SOD 발현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적 있으나 이 연
구로 인해 SOD 발현량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15]. Nox 1 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이 이러한 현상을 유도하는지는 밝혀내지 못하
였으나 여러 pathway 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13,15]. Nox1 의 발현량 증가가 Acinar cell origin cell line 에서
만 관찰되었고 Ductal cell origin cell line 과 Acinar cell origin
cell line 간의 SOD 발현량과 catalase 활성도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아 acinar cell 의 높은 방사선감수성은 이 Nox1 의 발현
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15].

1.2. Pro-apoptotic gene 의 발현으로 인한 타액선 세포의
apoptosis

1.2.1 Protein Kinase C delta (PKC-delta)의 발현
량 증가로 인한 apoptosis

PKC-delta 는 apoptosis 과정에서 중요한 regulator 로
genotoxic stress 가 발생하면 p53, p73, 그리고 Fas receptor 없
이도 독자적으로 c-Abl 이라는 다른 apoptotic mediator 와 함께
mitochondiral apoptosis를 유도한다[16]. PKC-delta 는 전신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로 외부 스트레스나 자극이 없을 때는 세포질 내에
존재하다가 외부자극이 주어지면 몇가지 요소들에 의해 인산화 되어
핵

속으로

들어가

apoptotic

단백질들의

발현에

관여한다[17].

Humphries et al. 은 mouse에서 PKC-delta를 knock-out 하여 타

- 10 -

액선의 방사선감수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PKC-delta-/- mouse
의 경우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높았으며 방사선 뿐 아니라 다른
cytotoxic damage 에 대한 저항성도 PKC-delta+/+ mouse 보다
높았다[18]. Sten M. Wie et al. 은 acinar cell 에 방사선을 조사
후 증가하는 singlet oxygen 로 인해 활성화된 c-Abl 과 c-Src 가
PKC-delta 의 Tyr –155 와 Tyr-64 위치를 인산화하는 것을 관찰하
였다. 인산화 이후 PKC-delta 가 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찰하였
으며 c-Abl 이나 c-Src 둘 중 하나만 비활성화 되어도 apoptosis
가 급격히 감소하였다[19]. Tyrosine kinase inhibitor인 Dasatinib
를 사용하자 in vitro 상에서 10Gy 방사선을 조사받은 타액선 세포의
apoptosis 가 8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In vivo 상에
서도 Dasatinib를 사용한 쥐는 parotid gland 의 apoptosis 가 60%
이상 감소하였다[19]. 즉 PKC-delta 는 방사선으로 인한 타액선 세포
의 apoptosis를 유도하는 factor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pro-apoptotic

단백질이다.

현재

PKC-delta를

타겟으로

하는

tyrosine kinase inhibitor 나 siRNA delivery 가 방사선치료로부터
타액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1.2.2 Pro-apoptotic gene p53의 과발현으로 인한
타액선 세포의 apoptosis.

p53 은 tumor supress gene 으로 알려져 있으며 타액선의
방사선감수성 뿐 아니라 다른 세포의 방사선 감수성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pro-apoptotic gene 이다. p53 은 oncogene 의 활성화에 대
응하여 발현/활성화 되며 DNA damage repair, cell cycle 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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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ptosis 에 관여한다[20]. Limesand et al. 은 in vivo와 in vitro
실험에서 mouse 타액선의 acinar cell 에 5Gy 의 방사선을 조사하
자 p53 의 발현량과 활성도, 그리고 apoptosis 의 증가가 관찰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anti-apoptotic kinase 인 Akt1을 과발현하는 유
전자 변형 쥐에게서는 p53 의 활성도가 감소하였고 apoptosis 또한
저하됨을

관찰하였다[21].

Akt1

가

p53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은

Murine Double Minute Clone 2 (MDM2) 라는 단백질의 활성에 의
해

매개되는데

이

MDM2

가

활성화되면

p53

에

결합하여

proteosome 으로 유도, 분해가 진행된다[22]. Avila et al. 은 p53
이 유전적으로 제거된 쥐에 2~5Gy 의 방사선을 조사한 뒤 3~30 일
간의 타액분비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p53이 제거된 쥐에서는 방사
선 조사 후에도 apoptosis 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타액분비량도 30일
까지 감소하지 않았다[23]. 즉 방사선 피폭은 타액선 acinar cell에서
p53의 발현과 활성화를 유도, apoptosis로 진행하는 매개체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억제하는 Akt1, 그리고 p53 siRNA 등이 방사선치
료에서의 타액선 보호를 위한 타겟분자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1.3. 방사선이 타액선의 Water channel protein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타액 분비율의 감소.

1.3.1 AQP5 의 발현량 감소에 따른 타액분비율 감
소.

대표적인 water channel 로 알려진 Aquaporin family 는
그 종류가 1~9 가지에 이르는데 타액선에서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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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P는 AQP1,AQP3, AQP4, AQP5, 그리고 AQP8 이며 주로 기능하
는 Aquaporin 은 AQP1 과 AQP5 이다. AQP 는 물의 이동, 즉 타
액의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Xerostomia 의 치료용 타
겟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4]. Li Z. et al. 은 rat 의
submandibular

gland

에

15Gy의

방사선을

조사하였는데

submandibular gland 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타액량이 38%까지
줄어듦을 관찰하였다[25]. 방사선을 조사한 rat의 타액분석결과 타액
내의 단백질의 농도와 osmolarity 가 상승해 있었지만 단백질의 총량
은 차이가 없었다. 결국 이는 타액의 수분량이 감소함을 의미하며 물
의 이동을 담당하는 AQP5,1 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RT-PCR 결과 방사선에 노출된 쥐의 submandibular acinar
cell에서 basolateral side 와 apical side 모두 AQP5 의 발현량이
현저히

저하(40~60%

감소)

되어

있었다.

그러나

AQP1

과

NA+/K+-ATPase 의 발현량은 정상보다 약간 감소된 수준이었다. 즉
타액선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AQP1 과 Na+/K+ ATPase 보다는
AQP5 의 발현량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25].

1.3.2. AQP5 의 localization 장애로 인한 타액분비
율 감소.

Takakura et al. 은 AQP5 기능상실로 인한 타액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15Gy 방사선 조사 전에 muscarinic agonist 인
Cevimeline을 투여하였더니 조사 28일 후 타액분비율이 증가하였다.
보통 muscarinic agonist 는 투여시 타액분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실험에서도 방사선 조사 후에 투여 했을 때는 타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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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급감하였다[26]. AQP5 와 muscarinic agonist 와의 관계는
아마도 AQP5 의 membrane traffiking pathway 와 관련이 있을것
이라고

생각된다.

AQP5

는

활성화된

M3

muscarinic

acethylcholine receptor 에 의해 apical membrane 쪽으로 이동하
는데 이는 세포내의 Ca2+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진다
[27].

방사선이 조사된 acinar cell 은 endoplasmic reticulum에서

Ca2+를 유리하는 과정이 손상되어 세포내 칼슘이온 농도가 증가하지
못하는데 Cemivilline 은 세포내의 Ca2+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AQP5 의 apical membrane 으로의 이동이 원활해 지는 것이다. 그
러나 muscarinic agonist가 방사선 조사로 인해 손상된 AQP5 복구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것은 다소 불명확한데 그 이유는 O Connell et
al. 의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가 Ca2+ signalling 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불명확하다고 말하고 있으며[10] Nagler et al. 의 연구에서는
muscarnic agonist 와 adrenergic agonist 가 acinar cell 의
degranulation을 촉진하기 때문에[12] 앞에서 언급한 free radical
발생의 저하로 인해 타액분비율이 회복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Cemivilline 으로 인해 AQP5 가 apical membrane 으로
더욱 원활하게 이동하는 것은 사실이며 다만 타액분비율의 회복에는
muscarinic receptor 의 여러 세포 내 pathway 또한 관여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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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시도되고 있는 방사선 치료로 인한 타액선 손
상 예방법 및 management.

2.1 약제를 이용한 타액선 보호 및 타액분비율 증가

2.1.1 Pilocarpine

필로카핀은 xerostomia 에 많이 쓰이고 있는 cholinergic
parasympathomimetic 약제로 muscarinic receptor를 자극하여
타액분비율을 증가시켜 준다. 필로카핀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방
사선 치료 후에도 타액선 세포의 양이 어느 정도 이상 남아있어야 하
며 non-selective 한 muscarinic receptor 자극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한증과 같은 전신적인 부작용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필로카핀은
주로 Pilocarpine hydrochloride 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방사선
으로 인한 타액선기능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 전과 방사선
조사 후에 필로카핀을 투약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 후에 필로카핀을 투약하는 경우 주로 하루 3번
5mg 씩 투여하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이다[28]. 필로카핀을
투약하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Jacobs CD et al. 과 같이
장기간(36개월) 투약하는 경우에도 짧은 시간 투약했을 때와 특별히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29].

Horiot JC et al. 에 의하면

필로카핀의 투약용량은 반드시 방사선 조사량에 비례하지는 않으며
[30] SB Jensen et al. 의 systemic review 에 의하면 주로 parotid
gland 에 누적선량 40Gy 이상 50Gy 이하에서 가장 높은 효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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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고 한다. 또한 가장 이상적인 증상완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방
사선 조사 후 8주간 꾸준히 하루 3번씩 2.5mg 이상의 필로카핀을 복
용해야 하며 일부 환자들의 경우 12 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3]. 그러나 필로카핀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결과들도 다수 존
재한다. Niedermeier W et al. 의 임상연구 결과에 의하면 방사선
치료 후 필로카핀의 투약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arotid gland 의
타액분비율

증가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31].

또한

xerostomia 증상 개선이 총 타액량이나 parotid gland 의 타액분비
율의 증가와는 관련이 적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필로카핀으로
xerostomia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환자들은 많지만 실제로 필
로카핀은 parotid 나 submandibular gland 와 같은 major gland
보다 minor gland 의 타액분비율을 더 극적으로 증가시켜 주기 때문
이다[3]. 실제로 Niedermeier W et al. 의 연구에서 major gland
들이 필로카핀에 의해 10~15%의 타액분비율 증가를 보인 반면
minor gland 인 palatal gland 에서는 40~50%의 타액분비율 증가
를 보였기 때문이다[31]. 이는 minor gland 들이 major gland 보다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간접적으
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방사선에 의한 세포의 손실이 적을수록 필
로카핀에 대한 반응성은 증가하며 이미 비가역적인 세포손실이 어느
범위 이상을 초과한 경우 필로카핀은 효용성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1,3,31].
필로카핀의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정도는 경미함에
서 중등도 수준이다. 필로카핀에 대한 부작용은 투여용량에 비례하지
만 효용성은 용량에 비례하지 않는다. 매일 3번 5mg 씩 필로카핀을
투여했을 때 가장 빈발하는 부작용은 다한증(15~55%) 이며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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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뇨증(14%), 혈관확장(12%), 현기증(10%), 구토감(6~20%) 순
이었다[3]. 결국 필로카핀은 장기간 규칙적으로 복용되어야 하는 약제
이기 때문에 경미한 부작용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다. 특히 고혈압이나 부정맥, 혹은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
는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glaucoma 나 조절불
가능한 천식, 위궤양 등에는 투약이 금기되어야 한다[3].

2.1.2. Cevimeline
Cevimeline 은 필로카핀과 비슷한 기작을 가진 약제로 차세
대 cholinergic agonist 이다. Cevimeline 은 muscarinic M3
receptor 에 높은 affinity를 가지고 있으며 이 receptor 는 타액선
세포에만 높게 발현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효과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32]. 방사선 치료 후 Cevimeline을 투약하는 경우 내복으로 하루 세
번 30~45mg을 52주간 복용하면 xerostomia 가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다[32]. 이 약제는 비자극성 타액분비율을 매우 증가시켜 주지만 자
극성 타액분비율과 총타액분비율은 증가시켜주지 못한다. Chambers
MS et al. 에 의하면 Cevimeline을 복용한 환자들 중 70% 이상이
부작용을 경험하는데 이 부작용은 가벼운 것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은 소화불량이라고 한다[33].

2.1.3. Amifostine

Amifostine 은 직접적으로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ROS를 막
아주는 약제로 방사선 치료시 전신적으로 투약한다. 이 약제는 1950
년대 미 국방성이 핵공격의 방사능으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 17 -

개발한 약제인 만큼 방사선에 대한 보호능력이 뛰어난 편이다[1,3].
Amifostine 은 몸 속에 흡수되면 Alkaline phosphatase 에 의해 탈
인산화 되고 이어 –SH 기를 방출한다. 이 free thiol 기는 free
radical을 중화시켜 세포손상을 방지한다. Amifostine 의 또 하나의
장점은 타액선과 같은 특정한 조직에만 고농도로 축적된다는 점인데
Utley et al. 에 의하면 Amifostine 의 대사물질인 WR-1065가 종양
세포보다 타액선과 같은 정상 조직에 7배 높은 농도로 축적된다고 한
다[34]. 종양세포의 경우 alkaline phosphatase 의 활성이 정상세포
보다 낮기 때문이다. 1999년도에 임상실험 3상에서 방사선에 대한 타
액선 보호효과를 증명받고 FDA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방사선에 의
해 발생하는 xerostomia 의 예방용도로 쓰이기 시작했다. Rudat et
al. 은 누적 선량 50~70Gy (2Gy/day) 의 방사선 치료에서 치료
15~30분 전 Amifostine을 복용하면 급성 xerostomia의 발병률을
78%에서 51%로 낮출수 있고 만성 xerostomia 는 57%에서 38%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Munter MW et al. 에 의하면
누적 조사량이 40Gy 미만일 때만 Amifostine 이 유의한 효능을 보인
다고 한다[35]. Amifostine 은 부작용 또한 심각한 편인데 임상실험
3상에서 41%의 환자가 저혈압, 구토, 알러지 반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Amifostine 의 투약을 중단하였다[36]. 부작용은 정맥주사로 투
여시 심해지며 피하주사로 투약 시 그 독성이 일부 줄어든다고 한다
[3,35,36]. 피하주사로 Amifostine을 투약한 경우 저혈압이나 알러지
반응은

없어진

반면

구토/구역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또한

Amifostine은 종양세포까지 보호하는 부작용이 있어 과연 암환자들
에게 Amifostine을 투약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37]. 이 때문에 아직 Amifostine 의 사용에 대한 가

- 18 -

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상가들 사이에서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

2.2. Submandibular gland의 외과적 이식

이 술식은 방사선 조사 영역 내에 위치하는 submandibular
gland를 적출하여 submental space 로 옮겨 방사선이 조사되는 경
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Oropharyngeal

과

hypopharyngeal cancer 환자의 경우 방사선 치료 전 외과적 종양
제거를 선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submandibular gland를
submental space 나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림프노드 주변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 Jha N et al. 은 필로카핀과 submandibular gland
의 transloaction 의 효능을 비교하였는데 외과적 translocation 이
방사선 치료 3개월 후와 6개월 후에 필로카핀 투약보다 더 우수한 타
액분비율을 보여주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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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이 연구되고 있는 타액선 보호 방법론.

3.1. Drugs

3.1.1. Tempol
Tempol(4-hydroxy-2,2,6,6-

tetramethyl-

piperidine-

N-oxyl) 은 Amifostine 의 대체제로 개발된 약물로 정상세포 뿐 아
니라 종양세포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작용을 개선하였다.
Tempol 의 화학적 조성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nitroxide 로 Ana
P. Cotrim et al. 이 mouse 타액선에서 single dose 방사선 조사에
대한

보호능력을

fractionated

입증한

irradiation

바
에

있다[39].

2007년

대한

보호효과를

후속연구에서는
실험하였는데

470mmol/L 의 Tempol을 275mg/kg 의 투약량으로 정맥을 통해
주입하거나 tempol gel을 국소적으로 적용한 10 분뒤 6Gy의 방사선
조사를 하였다[40]. 이를 5일 연속 하루 간격으로 반복하였으며 8주
후 타액선이 받은 손상을 flow rate 로 측정하였고 Tempol 의 종양
의 방사선 감수성 저하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종양의 크기도 측정
되었다. 결과 Tempol은 종양의 방사선감수성 저하에 영향을 주지 않
으며 종양세포에 tempol 의 축적이 없음을 MRI를 통해 관찰하였다
[40]. 이는 Tempol 의 decay 속도가 종양세포에서 타액선세포보다 2
배 가까이 빠르기 때문인 영향도 있는데 종양세포내의 tempol 의 양
이 2분만에 decay 되어 사라진 것과는 반대로 타액선에서는 2분이
지나도 50% 이상이 남아있었다. Tempol 의 타액선 보호효과도 뛰어
났는데 타액분비율의 감소가 25%만 관찰된 반면 Tempol을 투여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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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그룹은 약 65%의 타액분비율감소가 관찰되었다[40]. 또한 gel
form 의 Tempol 과 injection 형태의 Tempol 의 타액선 보호효과
는 거의 비슷하여 gel form을 이용하여 쉽고 전신적 부작용이 적은
국소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40].

3.1.2. Resveratrol
Resveratrol (RES)는 polyphenolic phytoalexin 으로 레드
와인이나 포도의 껍질 속 등 여러 과일과 식물속에 자연적으로 존재
하는 물질로서 항산화 효과와 anti-inflammation 및 항암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RES 는 자외선과 방사선으로 인한
chromosome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in
vitro 와 in vivo 상에서 나와 있다[41]. Simsek Y. et al 은 rat 에
전신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뒤 RES를 투여, ovarian cell damage
가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관찰하였다[42]. 이러한 사실들에 바탕하여
RES 가 방사선에 의한 타액선 세포손상 또한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이 제기되었고 RES의 타액선 보호기능은 Liping Xu et al. 에 의
해 연구된 바 있다[43]. Mouse 의 submandibular gland 에 15Gy
의 방사선을 single dose 로 조사하였으며 RES 는 방사서 조사 3일
전에 투여되었다. 방사선 조사 이후 감소되엇던 타액분비량과 타액내
아밀라아제의 활성도, 그리고 SOD의 발현량이 RES를 미리 투여한
그룹에서 조사 30일 이후 완전히 회복되었다[43]. 또한 방사선으로 인
해 증가한 세포 내의 Malondialdehyde를 RES 가 흡수하여 세포내
의 redox potential을 정상 범위 내로 유지시킴을 관찰하였다[43].
RES 는 방사선으로 인해 발현량이 증가한 TGF-beta1 도 정상 레벨
로 회복시켰는데 TGF-beta1 은 과발현시 활성도 높은 cytokine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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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 염증반응과 fibrillation 등의 세포변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RES 가 TGF-beta1을 억제하는 기능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
다[43]. 부작용 또한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 사람에게 RES를 1주간
270mg

투여한 결과 어떤 부작용도 보이지 않았으며[44] 쥐에게 하

루 6번씩 150mg 의 RES를 이틀간 투여했을때도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45]. 여러 연구에서 RES 의 적정 투여 용량에 대해 보고한 바
있는데 1000mg/kg 의 고농도에서는 장 폐색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관찰되었고 그 이하에서는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46]. 100mg/kg
과 10mg/kg에서 RES 의 효용성을 비교하였을 때 10mg/kg 이
mouse ovarian cell 보호에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Liping Xu
et al. 은 기존의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적정한 투여량은
20mg/kg 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43].

3.1.3. Growth factor

방사선

조사에

의한

세포

파괴에는

여러

가지의

cell

signalling 이 작용하는데 주로 cell death 와 cell survival 에 관련
된 pathway 가 많다. 때문에 growth factor를 이용하는 방법은 최
근에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Limesand et al. 은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1) 이 Akt를 활성화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IGF-1을 세포자살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였다[47]. 방사선으로 인한
타액선 세포자살을 유도하는 PKC-delta를 Akt 가 불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많은 IGF-1을 사용한 실험들에게서 방사선 조사후의 MOUSE
타액선 ACINAR CELL 의 apotosis 가 상당수 억제된다는 결론을 얻
었다. 주로 IGF-1은 정맥주사를 통해 투여되었으며 타액선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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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cute 와 chronic phase 모두 우수하였다[47]. IGF 와 EGF를 동
시에 사용한 그룹에서는 IGF 나 EGF를 각각 사용한 그룹보다 타액선
보호효과가 더욱 뛰어났다. Thula et al. 은 FGF(Fibroblast Growth
Factor)를 사용하였는데 방사선 조사 4시간 전 정맥주사로 FGF를
injection 하자 submandibular gland acinar cell 의 손상이 44%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48].

Brizel

et

al.

이

사용한

KGF(Keratinocyte Growth Factor) 의 경우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
았는데 1.25Gy/day 로 조사한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보호
효과가 있었던 반면 2Gy/day 이상 조사한 그룹에서는 보호효과가 거
의 없었다[49]. Growth factor를 이용한 실험 결과는 표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Growth factor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타액선 손상 방
지의 효능 비교.

3.2. Gene delivery

3.2.1. PKC-d siRNA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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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C-d 는 방사선 자극에 의해 활성화 되는 pro-apoptotic
gene 으로 방사선에 의한 타액선 세포 손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메
커니즘이 apoptosis 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장 유용한 target 일 것
이다. PKC-d 에 complimentary 한 siRNA를 전달하여 일시적으로
PKC-d를 mRNA level에서 저하시키는 방법이 주된 방법이지만
PKC-d 가 Tyr-155,64 위치의 인산화로 활성화 된다는 점에 착안하
여 tyrosinase inhibitor 인 Dasatinib를 사용하여 25Gy 의 방사선
조사에서 apoptosis 발생률을 45%를 감소시킨 결과도 있다[50].
siRNA 를 사용한 PKC-d knock down 에 관한 연구로는 Szilvia
Arany et al.의 연구를 들 수 있겠다. 201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Szilvia Arany et al. 는 pH responsive triblock co-polymer를
vector로 사용하여 PKC-d를 primary salivary gland cell culture
에 전달하여 7.5Gy 의 방사선 조사에 대해 40%의 apoptosis rate
감소를 관찰하였으며 비슷한 proapoptotic gene 인 BAX 의 siRNA
를 전달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apoptosis 감소효과를 보였다[51].
2013년 Szilvia Arany et al.는 비슷한 방법으로 mouse in vivo 상
에서

실험을

co-polymer를

진행하였는데
vector로

같은

사용하였다.

pH
이

responsive

triblock

vector

in

의

vivo

transfection efficiency를 보기 위하여 Nkcc1 siRNA를 먼저 전달
하여 Nkcc1 이 in vivo submandibular gland 상에서도 효과적으
로 knock down 되는 것을 관찰 한 뒤 PKC-d gene을 전달하였다
[52]. 10Gy 의 방사선이 single dose 로 조사되었고 조사 후
control 그룹에서는 PKC-d 의 발현량이 50%증가한 것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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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C-d siRNA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PKC-d 발현이 증가하지 않았다.
TUNEL assay와 Caspase 3 를 발현하는 세포를 카운팅 한 결과도
PKC-d siRNA를 전달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의 33% 정도에
불과한 apoptosis를 보였다. 또한 방사선 조사로 인해 저발현된
AQP5의 양도 PKC-d siRNA 투여 그룹에서는 그 발현이 현저히 증
가되었다[52]. Humphries et al. 역시 PKC-delta siRNA를 in vitro
상에서 전달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7Gy 방사선 조사 후 apoptotic
marker 가 현저히 감소함을 관찰하였다[53]. Humphries et al. 의
실험에서는 Thermosensitive micelle을 유전자 전달 vector 로 사
용하였는데 apoptosis reduction 기준으로 in vitro 상에서의 효율
은 Szilvia Arany et al. 의 pH responsive triblock co-polymer
와 비슷하게 보인다[51-54]. siRNA 는 세포내에서 분해되기까지 약
7일이 걸리는데 PKC-d 가 방사선 조사 후 48시간 후 발현되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한 decay 기간이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siRNA를 이용
한 gene silencing 의 경우 타겟 유전자가 방사선 조사 얼마 후에
발현되는지, 또 그 발현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

3.2.2. AQP1 gene delivery

AQP1 gene 은 FDA에서 승인된 therapeutic gene 으로 검
증된 안정성으로 AQP5 보다 더 많이 전달용 유전자 타겟이 되고 있
다. AQP1 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water channel protein 으로 물과
같은액체가 acinar cell 로부터 apical side 로 secretion 되는 메커
니즘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타액분비율에 큰 영향을 주는 단백질이다
[24]. 실제적으로 방사선의 조사가 직접적으로 AQP1, 5 의 발현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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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과가 없지만 Szilvia Arany et
al. 의 결과에 따르면 AQP5 의 발현량은 10Gy dose 에 의해 크게
감소하였다[52]. Delporte et al. 은 rat submandibular gland에
AQP-1을 Adenovirus vector를 사용하여 전달하였는데 21Gy 의 방
사선 조사 이후 control 그룹보다 타액분비율이 2~3배 증가한 것을
보고하였다[54]. Shan et al. 역시 adenoviral vector를 사용하여
AQP-1 cDNA를 miniature pig parotid gland 에 전달하였는데
20Gy 의 방사선을 parotid gland 에 조사한 후 17주 후 AQP1을 전
달하였다[55]. 이후 정상의 80% 수준까지 타액분비율이 회복됨을 관
찰하였다. O’Connell et al. 은 인간과 유사한 Rhesus 에 AQP1 전
달을 수행하였는데 유인원의 경우 3마리 중 2마리만 salivary flow
가 회복되었다[56].

표2. Gene delivery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타액선 손상 방지
의 효능 비교.

3.3.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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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Stem cell transplantation

타액선세포는 이미 분화가 거의 완료된 세포로 division 으로
인한 세포 손상 복구보다는 basal 쪽에 미분화 세포가 존재하여 상층
타액선 세포가 turn-over 되는 형식으로 재생이 이루어진다[1,3,57].
이 사실에 기초하여 줄기세포를 타액선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 방사
선으로

인한

타액선

손상을

복구하는데

많이

연구되고

있다.

Lombaert et al. 은 mouse submandibular gland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기 위해 cell prep을 하여 primary cell line을 in vitro 상에
서 유지시킨 후 줄기세포 마커를 사용하여 줄기세포를 분리해 내었다
[58]. 주로 acinar cell 은 줄기세포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ductal
cell들이 줄기세포 마커를 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타액선 세포재
생에 관련된 줄기세포들은 duct 쪽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렇게 분리된 타액선 줄기세포들을 15Gy single dose 로 조사
된지 1달이 지난 쥐에게 이식하였더니 이 줄기세포들이 acinar cell
로 분화하기 시작하였다. 90일 후 이 줄기세포들이 손상된 acinar
cell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Y chromosome detection 으로 확인하
였으며 이식을 받은 쥐는 거의 정상 수준의 타액분비율을 보였다[58].
타액선의 줄기세포들은 3일이 지나면 pluripotency를 상실하기 때문
에 30일이 지난 뒤 주로 발생하게 되는 acinar cell 손상을 복구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3,57].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줄기세포의

pluripotency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잘 연구된 다른 출처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도 추진되었다. Jae-Yol Lim et al. 은
Human adipose tissue에서 채취한 Mesenchymal stemcell을 방사
선손상을 입은 타액선에 이식하였다[59]. 15Gy single dose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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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12주 후에 이식된 hADMSC 의 일부는 타액선 세포로 분화하였
고 일부는 그대로 남아 섞인 채로 존재하였다. 분화하기 전의
hADMSC 는 주위의 타액선 세포들에게 여러 survival signal을 제공
하며 이 때문에 hADMSC 의 존재만으로도 주위 타액선 세포의
apoptosis rate가 감소함을 관찰하였다[59]. Yuka Yamamura et
al. 은 dental pulp cell을 이식하여 방사선손상을 받은 타액선을 복
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GFP를 발현하는 mouse에서 채취된 DPC
를 dental pulp endothelial cell 로 분화시키고 이를 Matrigel 과
섞어 submandibular gland 에 15Gy 의 방사선을 조사 시킨 후 이
식하였다[60]. 결과 DPEC 는 전형적인 endothelial 형태를 보였으며
CD31을 발현하였고 VEGF1 등의 growth factor 들을 생산하였다.
Vascular endothelial cell 의 특징상 튜브와 같은 형태를 띠게되었
고 이를 이식하자 salivary epithelial cell 로 분화하여 손상된 타액
선 세포를 대체하였다[60]. Yoshinori Sumita et al. 은 Bone
marrow-derived stem cell을 이용하여 타액선에 이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mouse 의 골수에서 bone marrow derived cell을 채취,
18Gy single dose 로 조사된 mouse parotid gland 에 이식하였다
[61]. 그 결과 타액선 epithelial cell 로 성공적으로 분화하였으며 혈
관도 세포 사이로 자라들어온 것을 관찰하였다. 이식부위 주위의
EGF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방사선으로 인해 혈관이 괴사한 부위에도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었다. 타액분비율의 감소도 이식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40%가량 적게 일어났다[61].

3.3.2. 인공타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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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선이 방사선에 의해 손상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중 약물전달이나 유전자 전달로 치료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타
액선 세포의 fibrosis 이다[1,3]. 이 경우 타액선 세포의 성질이 바뀌
게 되거나 타액선 세포 표면이 섬유화되어 약물이나 유전자의 전달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공학을 이용한 인공
타액선을 개발, 타액선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 제기되었다. Tran et
al. 은 2006년 생분해가 가능한 폴리머 튜브를 세포가 붙을 수 있는
extracellular matrix protein 으로 코팅한 뒤 polarity를 가지는
epithelial

cell을

seeding

하였다[62].

향후

이어진

연구에서는

Rhesus parotid gland를 채취 후 PLGA와 collagen 이 혼합된
plate 위에서 배양하였다. 인공타액선은 아직 그 발전단계가 미비하며
그 자체가 타액선의 기능을 수행한다기 보다 엄밀히 말하면 거대한
cell delivery vector 로써 기능한다. 이식후 scaffold 는 분해되어
사라지고 scaffold 위에 붙은 세포들은 주변 타액선 세포와 섞여
basal 쪽의 혈관에서 양분을 받아 성장할 수 있다.

표3. Tissue engineering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타액선 손상
복구 효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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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iscussion and Conclusion
지난 십수년간 두경부 방사선치료에 의한 타액선 세포의 손상
의 메커니즘은 자세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세포 내의 granule, 그리
고 세포 내의 NADPH-1 oxidase 의 증가 등으로 인한 free radical
의 증가가 세포손상을 유발하며[1,2,5,8,9,14,15] 방사선에 의해 활성
화되는 PKC-delta 와 p53, 그리고 BAX 등의 proapoptotic gene
에 의해 apoptosis가 유발되기도 한다[1,3,9,16-23]. 타액선세포의 직
접적인 손상 외에도 타액분비를 담당하는 Aquaporin 5 의 apical
localization 이 저하되어 타액분비율이 줄어들기도 한다[24-27]. 이
외에도 타액선 세포의 necrosis, autophagy, 그리고 염증반응 및
fibrosis 등의 여러 가지 세포 및 조직손상이 일어나게 된다[1,2,9].
이러한 메커니즘들에 기반하여 현재 다양한 타액선 보호 및 기능 회
복

약물과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Amifostine 이다. 세포내의 증가한 free raidcal 들을 흡수, 중화하
는 역할을 하며 FDA 의 승인으로 그 효능과 안정성을 증명 받았으나
실제로는 부작용이 크고 종양세포의 방사선감수성을 저하시키기 때문
에 현재는 사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심하고 투약 가이드라인의 확립
이 불분명한 상태이다[1,3,34-37]. 필로카핀과 과 Cemivelline 같은
신경 자극물질들은 전신적인 부작용이 큰 편이고 타액선의 손상이 심
한 경우 효과가 급감하며 방사선 조사 이후의 만성적인 타액선세포
숫자의 감소를 막아주지는 못한다[1,3,9,28-33]. 타액선을 다른 위치
로 옮겨심는 외과적인 수술법도 있으나 과정이 침습적이고 다양한 각
도와 다양한 두경부 기관들에게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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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감소하는 단점들이 있다[3,40]. 이러한 기존의 타액선의 방사선
방호효과를 위해 개발된 방법들은 그 한계가 뚜렷하며 새로운 형태의
타액선 방사선보호법들이 연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약
30개의 새로운 타액선 보호방법에 대한 논문이 리뷰되었으며 이 분야
에 대한 연구 방향은 크게 Amifostine을 대체할 Tempol 이나
Resverastrol 과 같은 약물의 개발[1,3,39-45], Growth factor 의
전달, 타액선 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하는 signal mediator 의
siRNA를 이용한저해[50-53], AQP1,5 와 같은 water channel 단백
질 코딩 유전자의 전달[54-56], 그리고 다양한 출처를 가진 줄기세포
들을 이식하거나 조직공학적 방법으로 인공적인 타액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57-62].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있지만 방사
선에 의해 손상된 타액선에서 발생하는 섬유화나 세포변성으로 인해
약물감수성이나 유전자 전달 효율성이 감소하며 viral vector 의 사
용시 염증반응과 host immune reponse 가 문제가 된다[1-3,9]. 또
한 줄기세포의 경우 종양세포로 변이될 위험성이 있고 조직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세포를 전달하는 방법이 침습적이고 효율이 떨어
지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쓰이기에는 문제가 많다. 인공타액선의
개발은 아직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하며 in vivo 상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인공타액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또한 polymer sheet
나 3D scaffold 내에 seeding 된 세포들의 polarization 과 혈관화
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직공학적 접근의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57]. 미래의 타액선 보호 방법은 크게 약물+성장촉진인자+유전자 전
달 조합과 조직공학+줄기세포 이식 의 조합으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약물과 단백질, 그리고 유전자를 세포내로 효율적으
로 타액선 내로 전달하는 방법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며 그 효과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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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가량 오래 지속되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례
로 세포속에 들어간 플라스미드 벡터의 경우 CPG island 구간 때문
에 세포내에서 급격하게 분해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구간을
줄이거나 삭제한 플라스미드가 개발되고 있다[63-64]. 또한 약물과
단백질, 유전자 전달은 벡터의 설계가 중요한데 non-viral 벡터로 연
구트렌드가 옮겨온 것으로 보아 고분자와 나노파티클를 응용한 전달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크
게 받은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전달방식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세포내의 free radical 의 레벨에 따라 약물과 고분자의
연결 부위가 선택적으로 cleavage 되거나 세포내의 pH level 에 따
라 cleavage 가 일어나 약물이 방출되는 등의 나노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65]. 발전하는 나노 및 고분자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3D cell printing 등의 기계적인 조직공학 기술의 발전을
타액선의 재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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