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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isplatin (cis-diamminedichloroplatinum[Ⅱ])은 세포에서 

성장정지와 apoptosis를 강력하게 유도하는 물질로서 암치료를 

한 화학요법 치료제로 범 하게 사용되고 있지만1), 신부

증을 유발하는 신장독성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2,3).

    Cisplatin의 세포독성은 1차 으로 DNA의 퓨린계열 염기의 

친핵성 N7부 와 상호작용에 기인하며, DNA-protein 는 

DNA-DNA interstrand 는 intrastrand crosslink를 형성하기 

때문이다4)
. DNA와 cisplatin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DNA 부

가물은 암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하는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와 같은 신호 달경로들을 활성화시킨

다5). MAPKs는 세포증식, 분화, apoptosis와 같은 다양한 세포반

응들의 조 에 여하는 serine/threonin kinases이다6,7). 

    독성물질, 국소빈 , 방사선에 노출된 세포는 DNA damage

에 해 조사하고 복구하기 해 G1/S와 G2/M에서 세포주기 

정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1). Cyclin-dependent 

kinase (CDK) inhibitor들인 p21과 p27은 cisplatin에 의해 유도

된 DNA damage후에 유도되고12,13), G1/S와 G2/M기 검사  

(checkpoint)에서 세포주기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12,14,15)
.

    암 억제단백질인 p53은 DNA 손상제에 한 세포의 반응에 

여하고 있다16). 정상세포에서 손상된 DNA로부터 발생한 신호

는 p53 활성경로를 이끌고 세포주기 정지  DNA 복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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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ptosis를 유도한다
17)

. 한 p53 단백질은 p21의 사  활성

에 의해 G1/S arrest를 유도한다. 그러나 p21은 G2/M arrest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몇몇 연구에서는 

p53이 G2/M 제한  (Restriction point)에 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8,19)
.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c-Jun 

N-terminal kinase (JNK/SAPK), p38 kinase 등은 세가지 주요한 

MAPKs subfamily들이다. 각각의 MAPKs는 특정한 인산화 스

이드 경로를 통하여 활성화된다. ERK 경로는 주로 mitogen과 

성장인자들에 의해 활성화 되며, 세포성장  생존과 분화를 조

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20,21)
. 조 으로 JNK와 p38 

경로는 화학  는 환경  스트 스에 한 반응에 의해 활성

화 되고 주로 apoptosis 유도에 여한다21,22).

    이  연구에서 保正防癌湯은 간으로 암 이에 한 항 이

효과와 면역기능증강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 고23), rat 

mesangial cells에서는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apoptosis에 한 

보호효과를 나타내었고24), 내피세포에서 cisplatin에 의한 세

포고사의 방어효과
25)  형성 해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6). 그러나 保正防癌湯에 in vivo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는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HK-2세포의 G2/M 

arrest에 한 保正防癌湯加減方의 억제효과를 찰하고, 이에 

여하는 세포주기조 단백질의 발 을 조사하고, MAPKs 신호

기 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1. 시약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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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mid (MTT), propidium iodine (PI), Ribonuclease A (RNase 

A),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은 Sigma-Aldrich Chemical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 다. Anti-p53, anti-p21, 

anti-p27, anti-CDK2, anti-cyclin A, anti-cyclin E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로부터 구입하

다. anti-ERK, anti-phospho-ERK, anti-p38, anti-phospho-p38, 

anti-JNK, anti-phospho-JNK 항체들은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Beverly, MA, USA)로부터 구입하 다.

2. 保正防癌湯加減方 제조

    保正防癌湯加減方은 Table 1과 같이 10가지 한약재로 구성

되어 있다. 保正防癌湯加減方 에탄올추출물 (Ethanol extract of 

Bojeongbang-tang kakambang; EBTKB)는 건조된 10가지 한약재

를 분말로 만들어 혼합한 후 1첩분량(54 g)을 에탄올에 3×부피로 

3회 씩 3 일 동안 상온에서 추출하 다. 추출물은 감압하여 동결

건조하 으며, 수율 9.21%인 약 5.16 g의 분말을 획득하 다. 동

결건조된 추출물은 dimethylsulfoxide (DMSO)로 200 ㎎/mL의 

농도로 용해시켜 -20℃에 보 하 고 실험에 사용하기 에 희

석하여 사용하 다.

Table 1. The botanical origins and ration of crude herbs of 

Bojungbangam-tangⅢ

Crude herbs Botanical origin Weight (g)

동충하 (冬蟲夏草) Cordyceps Sinensis 10

황기(黃芪) Astragal Radix 8

황정(黃精) Polygonati Rhizoma 8

인삼(人蔘) Ginseng Radix 4

보골지(補骨脂) Psoraleae Semen 4

백출(白朮) Atractylodis Macrocephalae Rhizoma 4

맥문동(麥門冬) Liriopes Radix 4

당귀(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 4

백복령(白茯苓) White Poria Cocas 4

진피(陳皮) Citri Pericarpium 4

3. 세포배양

    Human proximal tubular cell인 HK-2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Rockville, MD, USA)로부터 분

양받았고, 10% fetal calf serum (FCS, Invitrogen, Burlington, 

ON, Canada), 100 U/mL penicillin, 100 μg/mL streptomyci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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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lington, ON, Canada)를 사용하여 37℃와 5% CO2 상태에서 

배양하 다. 세포는 0.05% trypsin-0.53 mM EDTA용액을 사용하

여 계  배양하 으며, 세포는 cisplatin과 EBTKB를 처리하기 24 

시간 에 배양 시에 seeding하 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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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로 12-well 이트에 24시간동안 배양하 다. 세포는 cisplatin

과 EBTKB를 일정한 간격으로 농도를 증가시켜 24 시간 는 48 

시간 동안 처리하 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500 μL의 MTT 

(0.5 ㎎/mL in PBS) 용액을 각 well에 첨가하여 37℃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하 다. 그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500 μL의 DMSO를 

각 well에 첨가하여 비수용성의 보라색 formazan을 용해시켰다. 

Formazan의 양은 SpectraMAX 250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를 이용하여 570 ㎚에서 측

정하 다. 세포생존률의 확률은 다음 방정식으로 계산하 다. 

    (mean OD of treated cells/mean OD of control cells) × 

100=viability(%)

5. 세포주기분석

    배양된 세포는 cisplatin과 EBTKB를 단독 는 함께 48 시간 

동안 처리한 후, 부착되어 있는 는 부유되어 있는 세포 모두를 

수확하여 PBS로 세척하 다. 세척한 세포는 냉각된 70% 에탄올

로 4℃에서 1 시간 동안 고정하 다. 고정된 세포는 PBS로 다시 

세척하고 1mL 의 PI (10 μg/mL)/RNase A(100 μg/mL)용액으

로 재부유시켜 37℃에서 암실조건으로 1 시간 동안 배양하 다. 

세포주기분석은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FACS) Calibur 

(BD Biosciences,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G0/G1, S, 

G2/M population 비율은 CellQuest Pro (BD Biosciences,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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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software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6.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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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30 분 동안 용해하 다. 세포용해액은 온원심분리기로 14,000 ×g 

상태에서 15 분 동안 원심분리 하 고,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총 30 μg의 단백질 샘 을 10% 

는 12% SDS-PAGE 젤로 분리하 고, 분리된 SDS-PAGE 젤 상의 

단백질을 trans blot kit를 사용하여 40 V에서 3 시간 동안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Membrane은 5% milk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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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합시켰다. 반응활성도는 퍼옥시아제가 붙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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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 트 오피스 엑셀 (EXCEL) 

2003 로그램을 통하여 통계처리 하여 mean±standard deviation 

(SD)로 기록하 다.

실험결과

1. HK-2세포에 한 Cisplatin  保正防癌湯加減方의 세포독성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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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cisplatin or ethanol extract of bojungbangam-tang 

kakambang (EBTKB) on cytotoxicity in HK-2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cisplatin (A) and EBTKB (B) for 24 h or 48 h and the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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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2세포의 cisplatin에 한 세포독성의 효과를 조사하기

해 cisplatin을 일정한 간격으로 농도를 증가시켜 5~30 μM로 

24 시간 는 48시간동안 처리하 다. 세포생존률은 MTT검사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Cisplatin은 농도의존 으로 HK-2세포의 생

존률을 감소시켰다(Fig. 1A). 

    48시간 처리 후, Cisplatin의 IC50값은 약 25 μM이었다. 保

正防癌湯加減方 (EBTKB)의 HK-2세포에 한 세포독성의 효과

를 조사하기 해 50, 100, 150, 200 μg/mL 농도로 24시간 는 

48시간 동안 처리하 다. 保正防癌湯加減方은 HK-2세포의 생존

률을 24시간 는 48시간 처리 후에도 거의 감소시키지 못하

다(Fig. 1B).

2.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G2/M phase arrest에 한 保正防癌

湯加減方의 억제효과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G2/M phase arrest에 한 保正防

癌湯加減方의 효과를 조사하기 하여 flow cytometry를 통하여 

세포주기를 분석하 다. 

A  B

Control 5 μM Cisplatin

Cell cycle %

Sub-G1 5.49±1.28

G0/G1 63.00±5.29

S 12.51±3.79

G2/M 19.40±2.48

Cell cycle %

Sub-G1 9.61±1.91

G0/G1 10.98±5.14

S 25.64±3.60

G2/M 54.27±2.50

C  D

5 μM Cisplatin + 50 μg/mL EBTKB 5 μM Cisplatin + 100 μg/mL EBTKB

Cell cycle %

Sub-G1 10.51±1.61

G0/G1 17.06±2.53

S 22.19±5.04

G2/M 50.90±3.65

Cell cycle %

Sub-G1 13.00±5.00

G0/G1 21.68±1.70

S 26.02±3.46

G2/M 39.71±2.54

Fig. 2.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bojungbangam-tang kakambang 

(EBTKB) on cisplatin-induced G2/M phase arrest in HK-2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50, 100 μg/mL of EBTKB for 3 hr, and then treated with 5 μM 

cisplatin for 48 hr. The cells were fixed and stained with PI and the DNA content was 

analyzed by flow cytometry.

    조군과 cisplatin 단독실험군에서 G0/G1 phase는 63.00± 

5.29%에서 10.98±5.14%로 크게 감소하 고, G2/M phase는 

19.40±2.48%에서 54.27±2.50%로 크게 증가하 다. 한 Sub-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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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5 μM의 cisplatin농도에서는 세포

고사가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 保正防癌湯加減方와 cisplatin을 

같이 처리한 실험군에서 G0/G1 phase는 cisplatin 단독처리군보

다 17.06±2.53% (50 μg/mL EBTKB)와 21.68±1.70% (100 μg/mL 

EBTKB)로 증가하 고, G2/M phase는 50.90±3.65% (50 μg/mL 

EBTKB)와 39.71±2.54% (100 μg/mL EBTKB)로 감소하 다(Fig. 2).

3.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p53, p21, p27 단백질발 에 한 保

正防癌湯加減方의 억제효과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HK-2세포의 G2/M phase arrest상

에 세포주기조  단백질인 p21과 p27의 단백질 발 수 과 保正

防癌湯加減方가 p21과 p27의 단백질 발 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

하 다. Cisplatin은 HK-2세포에서 p21과 p27의 단백질 발 을 

각각 1.37배와 1.55배 모두 증가시켰다. 保正防癌湯加減方를 같

이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p21 단백질은 1.20 (50 μg/mL EBTKB), 

1.15 (100 μg/mL EBTKB), 1.09 (200 μg/mL EBTKB)배 감소시켰

고, p27 단백질은 1.47 (50 μg/mL EBTKB), 1.29 (100 μg/mL 

EBTKB), 1.08배 (200 μg/mL EBTKB) 감소하 다. 암억제 단백질 

p53의 발 에서도 cisplatin처리군은 1.45배 증가시켰고, 保正防

癌湯加減方를 같이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1.36 (50 μg/mL 

EBTKB), 1.33 (100 μg/mL EBTKB), 1.30배 (200 μg/mL EBTKB) 

감소시켰다(Fig. 3).

A

B

Fig. 3.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bojungbangam-tang kakambang 

(EBTKB) on expression of p53, p21 and p27 proteins in 

cisplatin-treated HK-2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50, 100 and 200 μ
g/mL of EBTKB for 3 hr, and then treated with 5 μM cisplatin for 48 hr. (A) Cells were the 

lysed, and the supernatants were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nti-p53, anti-p21, 

anti-p27. (B) Densitometric analysis of the specific bands was done using GS-800 Calibrated 

Densitometer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4. Cisplatin에 의해 억제된 세포주기조  단백질 CDK2, Cyclin 

A, Cyclin E 단백질발 에 한 保正防癌湯加減方의 효과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HK-2세포의 G2/M phase arrest상

에 세포주기조  단백질인 CDK2, cyclin A, cyclin E의 단백질 

발 수 과 保正防癌湯加減方가 CDK2, cyclin A, cyclin E의 단

백질 발 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 다. Cisplatin은 HK-2세포에

서 CDK2와 cyclin A의 단백질 발 은 각각 0.56배와 0.55배 감소

시켰지만, cyclin E의 단백질 발 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保

正防癌湯加減方를 같이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CDK2 단백질은 

0.71 (50 μg/mL EBTKB), 0.95 (100μg/mL EBTKB), 0.89 (200 μ

g/mL EBTKB)배 증가시켰고, cyclin A 단백질은 0.85 (50 μ

g/mL EBTKB), 1.14 (100 μg/mL EBTKB), 0.99배 (200 μg/mL 

EBTKB) 증가시켰다(Fig. 4). 그러나 cyclin E 단백질 발 에는 아

무런 향을 미치지 못했다.

A

B

Fig. 4.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bojungbangam-tang kakambang 

(EBTKB) on expression of the cell cycle-related proteins in 

cisplatin-treated HK-2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50, 100 and 200 μ
g/mL of EBTKB for 3 hr, and then treated with 5 μM cisplatin for 48 hr. (A) Cells were the 

lysed, and the supernatants were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nti-CDK2, 

anti-cyclin A, anti-cyclin E. (B) Densitometric analysis of the specific bands was done using 

GS-800 Calibrated Densitometer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5. Cisplatin에 의한 MAPK의 활성에서 保正防癌湯加減方의 효과

    Cisplatin에 의한 HK-2세포의 MAPK활성에 한 保正防癌

湯加減方의 효과를 조사하 다. Cisplatin은 HK-2세포에서 

ERK활성을 0.58배 감소시켰고 p38활성은 1.3배 증가시켰다. 그

러나 JNK활성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하 다. 保正防癌湯

加減方는 cisplatin에 의해 감소된 ERK활성을 를 같이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CDK2 단백질은 0.71 (50 μg/mL EBTKB), 1.07 

(100 μg/mL EBTKB), 1.20 (200 μg/mL EBTKB)배 증가시켰고, 

증가된 p38활성을 1.16 (50 μg/mL EBTKB), 1.10 (100 μg/mL 

EBTKB), 0.91배 (200 μg/mL EBTKB) 감소시켰다. 그러나 

cisplatin활성에 아무런 향을 받지 않은 JNK활성은 保正防癌

湯加減方에 의해 1.33 (100 μg/mL EBTKB), 1.73배 (200 μg/mL 

EBTKB) 증가되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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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bojungbangam-tang kakambang 

(EBTKB) on activation of MAPKs in cisplatin-treated HK-2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50, 100 and 200 μg/mL of EBTKB for 3 hr, and then treated 

with 5 μM cisplatin for 12 hr. (A) Cells were the lysed, and the supernatants were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nti-ERK, anti-p-ERK, anti-p38, anti-p-p38, anti-JNK and 

anti-p-JNK antibodies. (B) Densitometric analysis of the specific bands was done using 

GS-800 Calibrated Densitometer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고    찰

    부분의 항암제들과 DNA 손상제는 G1, S 는 G2/M기에

서 cell cycle을 arrest시키고 그 후에 apoptosis를 유도한다27-29). 

세포주기검사 은 DNA를 복구하기 한 시간을 확보하는 기능

을 하는 반면에 apoptosis는 복구할 수 없는 세포나 손상된 세포

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30,31). 포유동물세포에서 세포주기진행은 

cyclin과 cyclin-dependent kinase (CDK)에 의해 조 이 된다
32). 

cyclin/CDK 복합체의 활성은 CDK inhibitor (CDKI)에 의해 음

성 으로 조 된다33). 이 CDKI는 세포주기 반에 걸쳐서 CDK

의 활성을 억제하여 세포주기진행을 조 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33-36)
. CDKI는 재 2가지 종류로 분류가 된다. 한 그룹

은 p21, p27, p57을 포함하는 CIP/KIP 패 리로 모든 CDK활성

에 범 하게 작용하고33,36)
, 다른 하나는 p15, p16 p18, p19을 

포함하는 INK4 패 리로 CDK4와 CDK6를 표 으로 한다33).

    HK-2세포는 5 μM의 cisplatin 농도에서 G2/M phase arrest

를 유도하 다(Fig. 2). Cisplatin에 의한 G2/M phase arrest는 

CDK inhibitor인 p21과 p27 단백질 발 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Fig. 3). p21과 p27 단백질은 G1기 에서 S기 는 G2기에서 M

기로의 이를 조 한다
12,14,15,30)

. 특히 p27 단백질은 cyclin 

D/CDK4/6 와 cyclin E/CDK2 복합체와 결합하여 활성을 억제

하여 그로인해 G1/S 는 G2/M기에서 cell cycle arrest를 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5,37)
. p21단백질의 발 은 wild-type 

p53핵단백질에 의해 유도된 수 있다38)
. 몇몇 연구에서 다양한 자

극에 의해 유도된 cell cycle arrest가 p53의존  p21활성을 통하

여 이루어졌다고 보고되었다39-41). 본 연구에서도 cisplatin은 

HK-2세포에서 p53의 발 을 증가시켰고, 한 p21단백질이 발

이 p53의존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 최근 연구에서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tubular cell의 apoptosis에서 p53의 역할

에 해서 보고되고 있다. p53은 cisplatin을 처리하는 동안 활성

화된다42,43). 특히 Cislpatin에 의해 유도된 tubular cell의 

apoptosis는 p53의 pharmacological inhibitor인 pifithrin-α에 의

해 감소된다42,43). Cisplatin의 신장독성은 p53활성과 한 련

이 있지만 그 신호 달기 에 해선 알려져 있지 않다.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다양한 병리학

 상태의 신장손상에서 증가하고 특히 p53조 에 여하고 있

다44,45). 활성산소종은 DNA손상을 유도하고, p53활성을 강하게 

진한다. 게다가 활성산소종은 p53을 인산화시키고 활성시키는 

다양한 protein kinase를 수반하는 신호 달기 을 활성화 시킨

다46). 이런 활성산소종은 세포주기에서 양성 으로 는 음성

으로 생성이 되는데
47), 특히 세포주기진행을 방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48). 재 cisplatin의 신장독성과 련하여 p53과 활성산

소종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保正防癌湯加減方은 동충하 , 황기, 황

정, 인삼 보골지, 백출, 맥문동, 당귀, 백복령, 진피로 구성되었다. 

이  君藥인 冬蟲夏草는 麥角菌科에 속한 식물인 冬蟲夏草菌의 

포자  거기에 기생하는 곤충인 綠蝙蝠蛾의 유충사체등의 복합

체이고, 性味는 甘 溫 無毒하고 肺와 腎으로 歸經하며, 滋肺補腎

하고 止咳化痰한다. 冬蟲夏草는 滋肺陰작용과 補腎陽의 작용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君藥으로 쓰 다. 黃芪는 豆科에 속한 다

년생 본인 단 삼의 根으로 性味는 甘 微溫 無毒하고, 脾肺로 

歸經하고, 補氣升陽 固表止汗 托毒排膿 利水 腫한다. 補氣扶正

의 효력으로 癰疽로 正氣가 부족할 때 쓰이므로  臣藥으로 쓰

다. 黃精은 백합과에 속한 다년생 본인 죽 둥 의 根莖이고, 

性味는 甘 平無毒하고, 歸經은 脾肺腎이고, 그 효능은 補裨 潤肺 

生津한다. 補中益氣하기 때문에 臣藥으로 쓰 다. 人蔘은 오갈피

나무과에 속한 다년생 본인 人蔘의 根이다. 그 性味는 甘, 微

苦, 溫 無毒하고,  脾,肺로 歸經한다. 그 효능은 大補元氣, 補脾益

(肺)氣, 生津, 寧神益智이다.  補骨脂는 콩과에 속한 일년생 본

인 고지의 성숙한 種子이다. 그 性味는 辛, 溫 無毒하며, 그 歸

經은 腎經이다. 효능은 補腎壯陽이다.  白朮은 菊花科에 속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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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생 본인 흰삽주의 塊根이다. 그 性味는 甘, 苦, 微溫, 無毒이

며, 歸經은 脾胃이다. 그 효능은 補脾益氣, 燥濕利水, 固表止汗, 

安胎이다. 麥門冬은 백합과에 속한 다년생 본인 소엽맥문동의 

塊根인데, 그 性味는 甘, 微苦, 寒 無毒이며, 그 歸經은 心肺胃이

다. 그 효능은 滋陰淸熱 潤肺生津 淸心利尿이다.  當歸는 미나리

과에 속한 다년생 본인 참당귀  일당귀의 根이다. 그 성미는 

甘,辛 溫, 無毒이며, 그 歸經은 心肝脾이다. 그 효능은 補血和血, 

調經止痛, 潤燥滑腸이다. 茯苓은 구멍쟁이버섯과에 속하며, 松樹

根에 기생하는 不定形의 균핵인 茯苓이다. 그 性味는 甘,淡,平 無

毒하며, 歸經은 心脾肺이다. 그 효능은 利尿滲濕 健脾補中 寧心

安神이다. 陳皮는 산 과에 속한 상록소교목인 귤나무의 성숙한 

果皮이다. 그 性味는 辛,苦,溫 無毒이며, 歸經은 脾肺이다. 그 효

능은 理氣健脾, 燥濕化痰이다. 保正防癌湯加減方은 이상의 약재

들의 효능으로 볼때, 세포들이 항암제로 인하여 괴사되어가고 말

라들어가는 것을 진액을 보충하고, 補氣함으로써 생명력을 증강

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된 처방이다. 保正防癌湯加減方는 

HK-2세포에서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G2/M arrest에 한 억

제효과를 보여 주었다. 保正防癌湯加減方는 HK-2세포에 해서 

세포독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 다(Fig. 1B). 한 Cisplatin 단

독처리군 보다 G2/M기의 비율을 크게 감소시켰고 (Fig. 2), 이러

한 保正防癌湯加減方의 G2/M arrest의 억제효과는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p21과 p27단백질의 발 을 감소시켜서 이루어졌다 

(Fig. 3). p53단백질 발  한 保正防癌湯加減方에 의해 감소되

었고, p21단백질 발 이 감소가 p53단백질 발 의 감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cisplatin에 의해 감소된 

세포주기조  단백질인 CDK2와 cyclin A가 保正防癌湯加減方

에 의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 이러한 결과

들을 통하여 保正防癌湯加減方가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G2/M 

arrest를 억제하는데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MAPKs는 세포증식과 분화를 조 하는데 요한 신호기

이다. 최근연구에서 MAPK는 세포주기와 apoptosis를 조 한다

고 보고되었다50,51). 일반 으로 ERK cascade는 성장인자에 의해 

활성화되고 증식과 생존에 해 요하다52)
. 그러나 JNK와 p38

은 성장인자에 의해 약하게 활성화되지만 tumor necrosis factor, 

hyperosmotic stress, ultraviolet irradiation과 같은 다양한 스트

스자극에 해 크게 활성이 되고, 이 활성들은 부분 

apoptosis를 유도와 련되어 있다53). ERK와 p38은 세포주기에

서 G2/M 이를 조 하는데 여한다. ERK는 정상 인 세포주

기의 G2/M 진행과 DNA 손상에 의해 유도된 G2/M 정지에 필

요하다54,55). p38 한 G2/M의 DNA 손상과 련된 세포주기 검

사 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56,57). 특히 p38은 최근 연구에

서 세포주기진행의 조 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p38은 ultraviolet irradiation과 ionizing irradiation에 

의한 G2/M arrest를 발시키고58,59), p38의 억제는 ultraviolet 

raddiation후에 인간과 마우스세포에서 G2/M 검사 의 개시를 

막았다58). 한 UV 는 특정한 항암제와 함께 처리된 세포에서 

p38은 p53을 인산화시켜 활성화 시켰다60-62). 본 연구에서 

cisplatin을 처리한 HK-2세포는 ERK활성은 감소하 지만, p38의 

활성은 증가하 다(Fig. 5). 한 cisplatin에 의해 증가된 p38활

성이 증가된 p53을 활성화 시켜서 HK-2세포의 G2/M arrest를 

유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JNK활성은 cisplatin에 의해 아무런 변

화가 없었다. Cisplatin에 의해 감소된 ERK활성은 세포증식과 생

존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Cisplatin은 DNA에 치명 인 

손상을 일으켜 cell cycle arret를 유도 후, 손상된 DNA 복구할 

수 없을 경우 apoptosis를 유도한다. 최근 연구에서 난소암세포

에서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ERK의 활성이 apoptosis가 아닌 

세포생존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63-65)
.

    保正防癌湯加減方는 cisplatin에 의해 억제된 ERK활성과 

JNK활성을 증가시킨 반면, 증가된 p38활성은 감소시켰다(Fig. 

5). 이 결과들은 保正防癌湯加減方의 G2/M arrest의 억제효과가 

ERK활성증가와 p38활성감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

된다. 保正防癌湯加減方의한 JNK활성증가는 cisplatin에 의한 

HK-2세포의 DNA손상에 따른 G2/M arrest통한 apoptosis유도가 

保正防癌湯加減方에 의해 G2/M arrest 억제되어 apoptosis유도

하지 못하여  다른 apoptosis 신호기 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 부분에 해서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

    결론 으로 保正防癌湯加減方는 cisplatin에 의해 유도되는 

G2/M arrest를 억제효과는 p38활성억제를 통하여 p53활성  

발 을 감소시켜 p53의존 인 p21단백질 발  감소와 p27단백

질 발 을 감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保正防癌湯加減方의 cisplatin에 한 HK-2세포의 보호효과는 

완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保正防癌湯加減方는 

cisplatin의 G2/M arrest통한 apoptosis를 억제하지만, JNK활성

을 통한 apoptosis활성 기 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

문이다. 保正防癌湯加減方에 여러 약재를 가감하고 보완하여 保

正防癌湯을 항암치료 부작용을 억제하는 처방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한 연구를 지속 으로 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保正防癌湯加減方가 항암제인 cisplatin으로 유도된 G2/M 

arrest에 한 억제효과  기 을 분자생물학  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HK-2 세포의 G2/M arrest는 p53의

존 인 p21단백질과 p27단백질의 발 증가와 련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HK-2 세포의 G2/M arrest

에서 保正防癌湯加減方는 p53 감소를 통한 p21단백질와 p27단

백질 발 억제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HK-2세포의 ERK활성감소와 p38활성증가를 확인하

다. Cisplatin에 의해 감소된 ERK활성과 증가된 p38활성은 保

正防癌湯加減方에 의해 ERK 활성이 증가하고 p38 활성이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상의 결과는 保正防癌湯加減方이 HK-2세포에서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G2/M phase arrest에 한 억제효과를 확인 할 수 있

었다. 한 保正防癌湯加減方이 항암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保正防癌湯加減方이 cisplatin으로 유도된 인간 근 세뇨  HK-2세포의 G2/M phase arrest에 미치는 향

- 1561 -

가능성에 한 in vivo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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