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葛根과 熟地黃 추출물의 cisplatin에 의한 rat mesangial cell의 

apoptosis에 한 보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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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f the major side effects of cisplatin is nephrotoxicity, leading to acute renal failure. Recent study has 

suggested a role of hydroxyl radicals and p53 in renal cell injury by cisplatin. This study determined the possible 

involvement of oxidative stress in p53 activation. In rat mesangial cells, cisplatin treatment induced apoptosis and p53 

activation. Pifithrin-α, a pharmacological inhibitor of p53, suppressed cisplatin-induced apoptosis. Cisplatin also induced 

reactive oxidative species (ROS) generation. Of interest, cisplatin-induced apoptosis was prevented by 

N-acetyl-cysteine (NAC), a general antioxidant. NAC diminished p53 activation during cisplatin treatment. Puerariae 

Radix and Rehmanniae Radix Preparata with antioxidative activity were reduced the cisplatin-induced ROS generation, 

caspase-3 activity and p53 activation. In conclusion, ROS may contribute to p53 activation to initiate cisplatin-induced 

apoptosis in rat mesangial cells. In result, antioxidative effect of Puerariae Radix and Rehmanniae Radix Preparata 

prevented cisplatin-induced apoptosis through inhibition of p53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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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isplatin (cis-diamminedichloroplatinum[Ⅱ])는 부분의 

세포에서 성장정지와 apoptosis를 강력하게 유도하는 물질로서 

암 치료를 한 화학요법 치료제로 범 하게 효과 으로 사용

되고 있다1). 그러나 cisplatin은 신부 증을 유발하는 신장독성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2,3). Cisplatin은 다양한 신호 달

경로를 활성화시켜 신세뇨  세포의 necrosis와 apoptosis를 유

도한다4-10).

    최근 연구에서 cisplatin에 의한 신세뇨  세포의 apoptosis

에서 p53의 역할에 해 제시되었는데, p53은 cisplatin을 처리하

는 동안 활성화된다고 보고되었다11,12)
. 특히 cisplatin에 의해 유

도된 신세뇨  세포의 apoptosis는 p53의 약리학  억제제인 

pifithrin-α에 의해 감소하 다11,12). 

    활성산소종 (ROS)에 의한 산화  스트 스는 다양한 병리학

인 상태에서 신장손상과 련되어 있다13,14). ROS는 p53 조

에 여할 수 있다. ROS는 DNA손상을 유도하여 p53활성을 강

하게 발시킨다15). 특히 ROS는 p53 인산화와 활성에 련된 다

양한 protein kinase들의 신호 달체계를 활성화 시킨다15). 

Cisplatin의 신장독성과 련하여 신세뇨  세포는 산화  스트

스를 유발하는 ROS를 생성시킨다13,16)
. 다양한 ROS scavenger

에 의한 산화  스트 스 감소는 cisplatin 상해에 하여 보호효

과를 가진다5,17-20).

    최근 논문에서 cisplatin으로 손상된 HEI-OC1 청각세포에서 

갈근과 숙지황의 free radical 소거에 의한 보호효과가 보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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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22)

. 갈근과 숙지황은 in vitro cell free system에서 hydrogen 

peroxide, hydroxyl radical, superoxide radical에 한 소거능이 

검증되었고, cisplatin에 의해 감소된 HEI-OC1청각세포의 생존율

을 증가시켰다21,22)
.

    본 연구에서는 cisplatin에 의한 rat mesangial cell의 

apoptosis에서 ROS 생성과 p53 활성에 한 련여부를 조사하

고, 항산화효과를 가진 갈근과 숙지황 에탄올추출물을 사용하여 

cisplatin의한 rat mesangial cell의 손상에 하여 보호효과를 검

증하 다.

재료  방법

1. 시약  항체

    Cisplatin,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 (MTT),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 pifitrhin-α, N-Acetyl-cysteine (NAC),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은 Sigma-Aldrich Chemical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 다. N-Acetyl-Asp-Glu-Val-Asp-pNA 

(Ac-DEVD-pNA)과 Z-VAD-FMK는 Calbiochem (La Jolla, CA, 

USA)으로부터 구입하 다. Anti-PARP, anti-p53, anti-phosopho- 

p53 항체들은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Beverly, MA, 

USA)로부터 구입하 다. 갈근과 숙지황 에탄올 추출물은 한국생

명공학연구원 내 한국식물추출물은행에서 분양받았다.

2. 세포배양

    Immortalization된 rat mesangial cells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Rockville, MD, USA)로부터 분양받

았고, 15% fetal bovine serum (FBS, Invitrogen, Burlington, ON, 

Canada), 100 U/㎖ penicillin, 100 ㎍/㎖ streptomycin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Invitrogen, Burlington, 

ON, Canada)를 사용하여 37℃와 5% CO2 상태에서 배양하 다. 

세포는 안정된 성장과 형태  특성을 검증하기 해 G418이 포

함된 배지에 최소 5 회 이상 계 배양 하 고, 그 후의 세포는 

15% FBS와 100 U/㎖ penicillin  100 ㎍/㎖ streptomycin 포함

된 DMEM배지에서 배양하 다. 세포는 0.25% trypsin-0.03% 

EDTA용액을 사용하여 계  배양하 으며, 세포는 cisplatin을 

처리하기 24시간 에 배양 시에 seeding하 다.

3. 세포생존률측정

    세포생존률은 MTT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MTT 검사

는 미토콘드리아의 숙신산 탈수소효소에 의해 MTT가 formazan

으로 환원되는 원리를 기 로 하고 있다. 세포는 5×104 

cells/well로 12 웰 이트에 24시간 배양하 다. 세포는 시료

와 함께 24시간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500 ㎕의 MTT (0.5 ㎎

/㎖ in PBS) 용액을 각 well에 첨가하여 37℃에서 3 시간 배양하

다. 그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500 ㎕의 DMSO를 각 well에 첨

가하여 비수용성의 보라색 formazan을 용해시켰다. Formazan의 

양은 SpectraMAX 250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를 이용하여 570 ㎚에서 측정하 다. 세

포생존률의 확률은 다음 방정식으로 계산하 다. 

viability(%) = 
mean OD of treated cells

 × 100
mean OD of control cells

4. Caspase-3 활성검사

    세포는 lysis buffer (50 mM HEPES, pH 7.4, 100 mM NaCl, 

0.1% CHAPS, 1 mM DTT, 0.1 mM EDTA)를 사용하여 

freezing/thawing 방법으로 용해하 고, 세포용해액은 4℃에서 

10,000rpm으로 1분 원심분리하여 얻었다. Caspase 활성검사는 

제조사가 제시한 protocol에 따라서 수행하 다. 간략하게 설명

하면, 10 ㎕ cell lysates (30 ㎍ total protein)+88 ㎕ reaction 

buffer (50 mM HEPES, pH 7.4, 100 mM NaCl, 0.1% CHAPS, 10 

mM DTT, 0.1 mM EDTA, 10% glycerol)와 2 ㎕ fluorogenic 

Ac-DEVD-pNA substrate (200 µM final concentration)를 혼합하

다. 샘 은 37℃에서 3시간 배양 후 enzyme-catalyzation되어 

방출된 p-nitroanilide를 SpectraMAX 250 microplate 

spectrophotometer로 405 ㎚에서 측정하 다.

5. 활성산소종 측정

    ROS는 2’,7’-Dichlorofluorescein diaceate (DCFH-DA) 

fluorescence assay에 의해 측정하 다. 세포는 PBS에 두 번 세척

하 고, 20 μM DCFH-DA/PBS 용액에서 37℃에서 30분 배양하

으며, 형 도는 excitation 장 485 ㎚와 emission 장 524 

㎚에서 측정하 다.

6. Western blot 분석

    시료처리 후 배양이 끝난 세포는 ice-cold PBS로 세척하 고 

1% protease inhbitor cocktail이 포함된 ice-cold lysis buffer (50 

mM Tris-HCl, pH 7.4, 150 mM NaCl, 1% NP-40, 0.5% sodium 

deoxycholate, 0.1% SDS, 1 mM sodium vanadate)로 얼음 에

서 30분 동안 용해하 다. 세포용해액은 온원심분리기로 

14,000 × g 상태에서 15분 원심분리 하 고,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총 30 ㎍의 단백질 샘

을 10% 는 12% SDS-PAGE 젤로 분리하 고, 분리된 

SDS-PAGE 젤 상의 단백질을 trans blot kit를 사용하여 40 V에

서 3시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Membrane

은 5% milk가 포함된 Tris-buffered saline+Tween-20 (20 mM 

Tris-HCl, pH 7.6, 150 mM NaCl, 0.05% Tween-20)으로 차단한 

후 1차 항체를 결합시켰다. 반응활성도는 퍼옥시아제가 붙어있

는 anti-rabbit 는 anti-mouse 2차 항체를 사용하여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 (Pierce, Rockford, IL, 

USA)에 의해 탐지하 다.

7. 통계처리

    모든 데이터의 결과는 mean ± standard deviation (SD)로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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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Cisplatin의 세포독성 효과

    Rat mesangial cells의 cisplatin에 한 세포독성의 효과를 

조사하기 해 cisplatin을 일정한 간격으로 농도를 증가시켜 

20~100 μM로 24 시간 처리하 다. 세포생존율은 MTT검사에 의

하여 측정되었다. Cisplatin은 농도 의존 으로 rat mesangial 

cell의 생존율을 감소시켰다(Fig. 1). 24시간 처리 후, Cisplatin의 

IC50값은 약 30 μM이었다.

0

20

40

60

80

100

12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Concentration of Cisplatin (ug/mL)

Ce
ll

 v
ia

bi
li

ty
(%

 o
f 

co
nt

ro
l)

Fig. 1. Effect cisplatin on cytotoxicity in rat mesangial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cisplatin for 24 hr and the cells were 

tested for viability by MTT assay. Value are means ± SD, N = 3.

2. Cisplatin의 apoptosis 유도효과

    Caspase 계열 단백질은 apoptosis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에서 caspase-3는 apoptosis의 최종 실행 

단백질로서 가장 요하다. Casapse-3의 활성은 30 μM cisplatin

을 1.5, 3, 6, 12, 24 시간 처리하여 조사하 다. Caspase-3의 활성

은 cisplatin에 의해 시간 의존 으로 크게 증가하 다(Fig. 2A). 

Caspase-3의 활성은 cisplatin은 12 시간에서 316.20% 증가하

으며, 24 시간에서 1080.09%로 크게 증가하 다. Caspase-3의 활

성을 재검증하기 하여 PARP 단 상을 western blot 통하여 

확인하 다. Caspase-3의 기질과 같은 PARP 단 상은 

cisplatin에 의한 caspase-3의 활성에 의해 시간 의존 으로 증가

하 다(Fig. 2B).

3. Cisplatin의 p53 활성을 통한 apoptosis 유도효과

    Cisplatin에 의한 rat mesangial cell의 apoptosis에서 p53의 

역할을 조사하기 해 p53의 발 과 활성을 western blot으로 분

석하 다. p53 발 은 cisplatin처리 12시간까지 변화가 없었고 

24시간에 약간 감소하 다. 그러나 p53 인산화는 cisplatin처리 

1.5시간 후 찰되었고 12시간까지 시간 의존 으로 증가하여 24

시간에 크게 감소하 다(Fig. 3).

    Cisplatin에 의한 p53 활성증가가 apoptosis에 미치는 향

을 조사하기 해 p53 억제제인 pifithrin-α를 사용하여 p53 활성

억제에 따른 caspase-3 활성과 PARP 단 상을 찰하 다. 

Cisplatin에 의해 증가된 caspase-3 활성 (987.50%)은 pifithrin-α 

(PFT)에 의해 597.02%감소하 고(Fig. 4A), 그에 따른 PARP 

단 상도 감소하 다(Fig. 4B). Caspase 억제제인 Z-VAD-FMK 

(VAD)는 caspase-3 활성 (95.83%)과 PARP 단 상을 완벽하게 

억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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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isplatin on caspase-3 activity and PARP cleavage 

in rat mesangial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30 μM cisplatin for various 
times. (A) Caspase-3 activity was measured with AC-DEVD-pNA. The activation was 

measured as the increase in activity (%) with respect to control cells (100%). Value 

are means ± SD, N = 3. (B) Whole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SDS-PAGE 

followed by Western blot analysis with, anti-PARP antibody.

Fig. 3. Effect of cisplatin on p53 expression and activation in rat 

mesangial cells. Expression and activation of p53 protein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with an anti-p53 and anti-phospho-p53 antibodies.

A

B

Fig. 4. Effect of p53 inhibitor on cisplatin-induced apoptosis in rat 

mesangial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100 μM z-VAD-FMK (VAD) 
and 20 μM pifithrin-α (PFT) for 3 hr, and then treated with cisplatin for 24 h. (A) 

The caspase-3 activity was measured as the increase in activity (%) with respect 

to control cells (100%). Value are means ± SD, N = 3. (B) PARP cleavage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nti-PARP anti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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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isplatin의 ROS 생성을 통한 apoptosis 유도효과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apoptosis는 다양한 세포유형에서 

ROS 생성과 련되어 있다. Cisplatin에 의한 rat mesangial cell

의 세포내 ROS 생성을 DCF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ROS 생성

은 cisplatin 1.5시간 처리 후 1.32배 증가하 고, 12시간 까지 일

정하게 유지되었다(Fig. 5).

    Cisplatin에 의한 세포내 ROS 생성이 apoptosis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항산화제의 효과를 찰하 다. 항산화제인 

N-Acetyl-cysteine (NAC)는 cisplatin에 의해 증가된 caspase-3 

활성 (1016.67%)을 436.90%로 감소시켰고(Fig. 6A), PARP 단

상도 감소하 다(Fig.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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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cisplatin on ROS production in rat mesangial cells. ROS 
were determined by DCFH-DA fluorescence assay. Value are means ± SD, N = 3.

A

B

Fig. 6. Effect of antioxidant on cisplatin-induced apoptosis in rat 

mesangial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20 μM pifithrin-α (PFT) and 

5 mM N-Acetyl-cysteine (NAC) for 3 hr, and then treated with cisplatin for 24 h. 

(A) The caspase-3 activity was measured as the increase in activity (%) with 

respect to control cells (100%). Value are means ± SD, N = 3. (B) PARP cleavage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nti-PARP antibody.

5. Cisplatin의 p53 활성에 한 항산화제의 억제효과

    Cisplatin에 의한 p53 활성에 한 ROS의 역할을 조사하기 

해 항산화제가 p53 발 과 활성에 미치는 효과를 찰하 다. 

NAC와 cisplatin을 12시간 배양 후 p53 발 에는 변화가 없었으

나, p53 활성은 NAC에 의해 뚜렷하게 감소하 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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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PR and RRP on cisplatin-induced apoptosis in rat 

mesangial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PR or RRP for 3 h, and then 
treated with or without 30 μM cisplatin for 24 h. (A)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Value are means ± SD, N = 3. (B) Caspase-3 activity was 

measured with AC-DEVD-pNA. The activation was measured as the increase in 

activity (%) with respect to control cells (100%). Value are means ± SD, N = 3. 

(C) Whole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SDS-PAGE followed by Western blot 

analysis with, anti-PARP antibody.

6. Cisplatin의 apoptosis에 한 갈근과 숙지황 에탄올추출물의 

보호효과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rat mesangial cell의 세포독성에 

한 갈근과 숙지황 에탄올추출물의 보호효과를 조사하기 해 세

포생존율측정, caspase-3 활성, PARP 단 상을 찰하 다. 세

포는 갈근과 숙지황 추출물을 일정한 농도로 갈근과 숙지황 에

탄올추출물을 증가시켜 12시간  처리한 후, cisplatin과 함께 

24시간 배양하 다. 갈근과 숙지황 에탄올 추출물은 cisplatin에 

의해 감소된 세포생존율 (48.79%)을 갈근 에탄올 추출물 (PR)은 

100과 200 ㎍/㎖농도에서 각각 55.56%와 61.11%로 증가시켰고, 

숙지황 에탄올 추출물은 (RRP) 200과 400 ㎍/㎖농도에서 각각 

56.85%와 62.86%로 증가시켰다(Fig. 8A). Cisplatin에 의한 

Caspase-3활성 (957.20%)을 PR은 100과 200 ㎍/㎖농도에서 각각 

712.53%와 391.32%로 감소시켰고, RRP는 200과 400 ㎍/㎖농도

에서 각각 682.23%와 335.90%로 감소시켰다(Fig. 8B). PARP 

단 상도 갈근과 숙지황 에탄올추출물에 의해 감소되었다(Fig. 

8C). 다음으로 갈근과 숙지황 에탄올추출물이 cisplatin에 의한 

ROS 생성과 p53 활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 다. P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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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latin의 ROS 생성 (1.35배)을 PR은 100과 200 ㎍/㎖농도에서 

각각 1.27배와 1.14배로 감소시켰고, RRP는 200과 400 ㎍/㎖농도

에서 각각 1.26배와 1.13배로 감소시켰다(Fig. 8A). PR과 RRP는 

Cisplatin에 의한 p53활성을 억제하 다(Fig. 8B).

A

B

Fig. 8. Effect of PR and RRP on cisplatin-induced ROS production 

and p53 activation in rat mesangial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PR or RRP for 3 h, and then treated with or without 30 μM cisplatin for 12 h. (A) 

ROS were determined by DCFH-DA fluorescence assay. Value are means ± SD, N 

= 3. (B) Whole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SDS-PAGE followed by Western blot 

analysis with, anti-p53 and anti-phospho p53 antibodies.

고    찰

    본 연구에서 rat mesangial cell에서 cisplatin의 ROS 생성에 

의한 p53 활성을 통한 apoptosis를 확인할 수 있었다. ROS는 

성신부 증을 유도하는 독성시약의 요한 매개체와 같이 언

되고 있지만,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세포사멸에서 ROS의 역할

은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cisplatin에 의

해 유도된 apoptosis가 NAC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 찰되었고, 

한 다양한 세포유형에서 cisplatin에 의한 apoptosis가 ROS 생

성에 의해 매개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암억제유 자인 p53은 DNA 손상이나 스트 스 조건에서 

사 후 변형에 의한 안정화로 인해 단백질 수 이 빠르게 증가

한다23). 이 사 후 변형은 p53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게 보호하

고 이러한 p53 활성은 세포를 세포주기정지 는 apoptosis로 유

도한다24-26). Rat mesangial cell은 cisplatin에 의해 p53 활성이 증

가하 고, p53 inhibitor에 의한 p53 활성 억제는 cisplatin의 

apoptosis를 억제하 다.

    Cisplatin에 의해 생성된 ROS는 p53활성과 련되어 있다27). 

Cisplatin을 처리한 rat mesangial cell에서 NAC에 의한 ROS 생

성 억제는 p53 활성을 억제하 다. 이 결과는 cisplatin에 의한 

p53 활성이 ROS 생성을 통해 유도되고, 결국 ROS 생성을 통한 

p53 활성이 cisplatin의 apoptosis를 유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p53/ROS cross-talk는 세포의 redox 균형을 조 하는데 요하

다28)
. 강한 스트 스 자극이 없는 경우 p53은 낮은 수 으로 존

재하여 항산화 유 자를 발 시키지만 세포에 큰 손상이 올 경

우 p53의 산화기능이 활성화 되어 apoptosis에 련된 유 자를 

발 시키고 한 p53의 사  활성은 ROS 생성이 요구된다
29)

.

최근 연구에서 갈근과 숙지황 에탄올 추출물은 cisplatin의해 손

상된 HEI-OC1 청각세포에서 유리라디칼 소거에 의한 보호효과

가 보고되었다21,22)
. 갈근의 주요 성분으로 soflavone인 pueraine, 

puerarinxyloside, daidzein, daidzine과 β-sitosterol, stigmasterol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30)

, puerarine과 daidzine

이 항산화제 역할이 보고되었다31-33)
. 숙지황의 주요 성분은 β

-sitosterol, stigmasterol, campesterol과 iridoid glycosides인 

catapol, rehmanninioside, ajugol, aucubin, melittoside가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34,35), 그  sterols와 iridoid 

glycoside는 유리라디칼을 제거하는 항산화제 역할이 밝 져 있

다36-39). 갈근과 숙지황의 항산화효과는 이들 유효성분에 의한 효

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도 갈근과 숙지황 에탄올 추출물이 

cisplatin에 의해 손상된 rat mesangial cell에서 항산화효과에 의

한 p53 활성 억제를 통한 보호효과를 보여주었다. 갈근과 숙지황 

에탄올 추출물은 cisplatin에 의해 감소된 rat mesangial cell의 세

포생존율을 증가시켰고, caspase-3 활성, PARP 단 상을 억제

하 다. 한 ROS 생성 억제를 통하여 cisplatin의 p53 활성을 억

제하 다.

결    론

    Rat mesangial cell에서 cisplatin의 세포독성은 ROS 생성에 

의한 p53 활성을 통하여 apoptosis를 유도하 다. 이러한 

cisplatin의 세포독성은 갈근과 숙지황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에 의하여 억제되고, 항산화 효과에 의해 감소된 ROS 생성

은 p53 활성을 감소시켜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apoptosis를 억

제하 다. 이상의 결과는 갈근과 숙지황 에탄올 추출물이 

cisplatin에 의한 rat mesangial cell의 세포독성에 하여 보호효

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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