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 22권 5호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2(5):1163∼1167, 2008

- 1163 -

고삼으로부터 분리된 Leachianone A의 

카드뮴에 한 독성억제 효과

양희태․최화정1․백승화2*

보건 학 식품 양과, 1 : 생명공학연구원 천연의학연구부, 2 : 원 학교 한의학 문 학원 한약자원개발학과

Inhibitory Effects of Leachianone A from Sophora flavescens Ait. 

against Cadmium Induced Cytotoxicity

Hee Tae Young, Hwa Jung Choi1, Seung Hwa Baek2*

Department of Food Nutrition,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1 : Natural Medicine Research Centr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2 : Department of Herbal Resource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In this study, cytotoxicity of cadmium on NIH 3T fibroblasts was utilized in order to discover antitoxic compound 

in methanol extract of Sophora flavascens Ait. There were treatment groups; control (medium only), MTT50 group and 

five experimental groups.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2H- tetrazoliumbromide} assa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cytotoxicity of cell organelles and IC50 was also measured. Accordingly we have examined the 

detoxification effects of methanol extract of S. flavescens Ait. and leachianone A (LA) on cadmium-treated NIH 3T3 

fibroblasts (IC50= 12.5 μM) to observe morphological changes by the light microscopy. Both S. flavescens Ait. methanol 

extract and LA showed inhibitory effects on cadmium-induced cytotoxicity. Furthermore, LA showed dose-dependency 

in detoxication. From these results, it is conceivable to suggest that LA from S. flavescens Ait. methanol extract is a 

potential antitoxic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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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유해 속 같

은 물질에 의해 인류의 의․식․주에 이용되는 재료를 공 하는 

토양이 오염되며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섭취함으로

서 인간의 건강에 여러 종류의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그 에서

도 속은 인간의 몸에 축 되어 아미노산의 곁가지 (side 

chain)에 높은 친화력이 있어 결합함으로서 효소의 작용을 억제

하고, 보조인자 (cofactors), 비타민  기질 (substrates)과 결합한 

속은 간 으로 세포구성 물질의 이용도를 변화시키며, 필

수 속과 유사한 속이 필수 속과 체되어 생체 내 복잡한 

과정을 변화시키며, 생체 내 속 물질의 불균형을 래하여 독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카드뮴과 같은 일부 유독

성 속은 비교  낮은 농도에서도 체조직과 반응하여 체내에 

서서히 독작용을 나타내고 그 생물학  반감기가 길어 일단 

독이 되면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데, 이  카드뮴은 체내에서 10-30년의 긴 생물학  반감기를 가

지고 있으므로 먹이 연쇄에 의하여 계속 축 되고, 이에 따라 그 

독성도 된다. 그러므로 일반 인 사람은 출생시에는 인체 내

에 카드뮴이 존재하지 않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차 으로 

체내에 축 되어 60년 정도를 사는 동안 약 20-30 ㎎의 카드뮴이 

인체내에 축 된다. 이 축척량의 50-80%가 간장과 신장에 존재

하며 액에 존재하는 카드뮴은 70% 이상이 구에 존재한다
3-7). 카드뮴의 체내 유입되는 과정은 음식물 섭취와 호흡  부

 흡수 등의 경로를 거치나 특히 음식물은 1～50 μg/day로 나

타나 있다5,7,8). 한 흡수된 카드뮴은 생체 내에 축 됨으로서 

추신경마비, 근육의 무력화  돌연변이성 기형의 유발, 피부암 

 액암 등을 유발하는 등 생리기능계의 장애와 함께 생화학

 변화를 일으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며 자손에게까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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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10)

. 카드뮴은 용융  321℃, 

끓는  765℃인 부드럽고, 은백색이며, 연성이 있는 속으로 용

해도는 카드뮴 화합물에 따라서 상당한 변이가 있다11,12)
.

    특히, 녹차를 비롯한 다류 (茶類)의 잎 에 존재하는 폴리페

놀성 화합물인 catechin은 속류 제거작용
13)

, 항균작용
14)

, 

압 하  소  응집감소  콜 스테롤 하15)
, 항암작용

16)
, 충치억제작용

17)
, 추신경활성화

18)
, 항산화

19)
에 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Catechin은 녹차 이외에도 홍차와 우롱차 등에 

포함되어 있으나, 녹차가 홍차와 우롱차에 비해 속 제거효과

가 탁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catechin이 발효과정을 거

치는 동안 theaflavin  기타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되므로, 발효

차인 홍차와 반 발효차인 우롱차가 비 발효차인 녹차에 비해, 

catechin 함량이 어지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녹차

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 의 하나인 catechin이 

착물형성 혹은 화학흡착에 의해 침 을 일으킬 수 있으며, 

catechin 경구투여시 장내에서 속과 불용성 속염을 형성함

으로써,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 로 카드뮴을 배출시킴으로써, 

체내 속을 제거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20). 최근 고삼이 

다양한 종류의 flavonoids를 함유함이 보고됨에 따라, 고삼에 다

량 포함된 flavonoid가 속에 한 착염제로 작용할 수 있을 

지에 한 많은 연구가 추구되고 있다. 고삼(苦蔘, 학명; Sophora 

flavescens Ait. (S. flavescens Ait.) Pharmaceutical name : Radix 

Sophora flavescemtis)는 콩과 (Leguminosae)에 속하는 뿌리는 약

용 (건 제)로 쓰인다21). 고삼추출물이 속으로 인한 세포독

성을 여  수 있는지 등에 해서는  연구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서, 고삼에 함유된 flavonoids가 속에 하여 효과

인 배 자로 작용할 수 있을지를 고찰함으로서, 고삼추출물이 

속 해독제로 개발될 수 있을지에 한 기 연구로서 시도하

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고삼을 메탄올로 추출하여 

flavanone을 분리한 후, IR  NMR 등의 분 학 인 방법으로 

분자구조를 동정하여, leachianone A (LA)로 규명하 으며22), 

LA이 카드뮴에 한 세포독성을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를 검색하고자, NIH 3T3 섬유모세포에 고삼의 메탄올 추출물 

LA를 처리하여, MTT assay  학 미경 인 분석을 통해 세

포생존율을 검색하여, 카드뮴에 한 독성억제 효과를 평가하고

자 하 다.

재료  방법

1.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고삼 뿌리는 원 학교 한의과 학 한

방병원에서 구입에서 외부형태를 비교 조사하여 확인 후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식물체는 원 학교 한의학 문 학원 한

약자원개발학과에 보 되어 있다. 

2. 시약  기기 

    고삼 추출에 사용된 용매는 3차 증류수,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ethanol, methanol은 증류하여 사용하

다. 그리고 glass column (47 mm × 800 nm)을 사용하 고,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는 silica gel plate (0.25 mm, 

polygram sil N-HR/ UV254, E. Merck), silica gel (kieselgel 60, 

230-400 mesh), sand (Aldrich)를 사용하 다. Recycling 

prep-HPLC는 SUNIL JAI (JALGEL - GS310)의 methacrylic acid 

polymer가 충진된 column (40 × 500 mm)을 사용하 으며, 

HPLC용 grade를 사용하 다. Recycling prep-HPLC (Model 

908), Column : JAIGEL-GS (310) × 2ea, Detector : UV 

(model-310) 사용하 으며, IR-Spectro- photometer는 Bomem사

의 Model MB 104
 FT/IR을 사용하 다. NMR Spectro- 

photometer (KBSI)는 JEOL-ECP 600을 사용하 으며, dimethyl 

sulfoxide-d6을 용매로 사용하 고, 내부 표 물질로 

tetramethylsilane (TMS)를 기 으로 δ (ppm)으로 나타내었다.

    세포배양에 사용한 MEM (minimum essential medium), 

fetal bovine serum, penicillin G, streptomycin, fungizone 시약

은 Gibco제 GR 이었으며, MTT[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2H-tetrazolium bromide]정량  SRB정량에 사용한 시

약은 Sigma사에서 구입하 다. 세포의 배양은 CO2 incubator 

(Shellab Co., USA), Deep freezer (Ilshin), Nitrogen freezer 

(MVE, XC 34/14), Micropipette (Gilson), 96 well (Falcon), 

Conical tube (Falcon), FBS (Fetal bovine serum), RPMI medium 

1640, antibiotic antimyzolic, hepes, L-glutamine, D-PBS 

(Dulgecos phosphate buffer solution), HBSS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등을 사용하 으며, Dimethylsulfoxide, 0.4% 

trypan blue solution, SDS (sodium dodecyl sulfate) 등은 Sigma 

제품을 사용하 고, 세포수의 계산은 Turk형 구계산기를 사용

하 으며, 도립 미경 (Inverted Microscope, Olympus)을 사용

하 다. MTT 정량분석  SRB 정량분석은 ELISA reader 

(Spectra Max 250, USA)를 사용하 다. 

3. MTT assay

    고삼의 메탄올 추출물  LA의 카드뮴에 한 해독경감을 

보기 하여, Mosmann23)
에 의한 MTT 방법으로 세포의 증식 

는 생존의 정도를 측정하 다. 즉, flat bottom의 96 well 

microplate (Falcon)에 NIH 3T3 세포를 1 × 103 cells/well이 되

도록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하고, 시료들을 DMSO에 녹여 각 

well에 처리한 후 48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에 2 mg/mL 농도

의 MTT용액을 0.05 mL씩 각 well에 넣어 CO2 배양기에서 3시

간 동안 배양하고, 상청액을 30 μL만을 남도록 multiple channel 

aspirator를 사용하여 흡입한 후, 각 well에 100% DMSO 0.15 

mL을 첨가하 다. 이를 plate shaker에서 5 - 15분간 진탕시킨 

다음 ELISA reader (Biorad, Richmond, CA, USA)로 540 nm에

서 흡 도를 측정하여 세포 생존률을 결정하 다. 

    고삼의 메탄올 추출물  LA의 카드뮴에 한 해독경감효

과를 보기 하여, 사용한 카드뮴 농도는 NIH 3T3 세포의 생장

을 50% 억제하는 MTT50 (midpoint inhibition value)농도를 결정

하 으며, 해독효과 실험은 7개군으로 구분하여 실험하 다. 즉, 

배양액만으로 배양한 조군, MTT50량의 카드뮴처리군, MT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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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카드뮴과 0.5 μg/mL의 고삼 는 LA 추출물 처리군, 

MTT50량의 카드뮴과 1 μg/mL의 고삼 는 LA 처리군, MTT50량

의 카드뮴과 5 μg/mL의 고삼 는 LA 처리군, MTT50량의 카드

뮴과 10 μg/mL의 고삼 는 LA 처리군, MTT50량의 카드뮴과 

50 μg/mL의 고삼 는 LA 처리군으로 나 어 실험하 다. 

Survival absorbance (%)는 MTT50량의 카드뮴 처리군을 100%로 

하여 산출하 다.

4. 세포의 학 미경 찰

    카드뮴에 한 고삼의 메탄올 추출물  LA의 해독 경감효

과를 보기 하여, 카드뮴  고삼의 메탄올 추출물과 LA를 

NIH 3T3 섬유모세포에 가하고, 일정시간 배양한 후 학 미경

으로 세포를 찰하고, inverted microscope 하에서 찰하여 사

진을 촬 하 다.

5.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에 하 고, P-value 

가 0.05 이하일 경우 유의한 것으로 명하 다.

결과  고찰

1. MTT 방법에 의한 세포 생존률 (viability) 측정 

    최근에 속 해독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폴리페놀계 화합

물인 탄닌성분이 속이온과 착염 (chelation)에 의하여 세포독성

을 경감시키며, 감귤 과피로부터 flavonoids인 hesperidin을 섭취

하 을 때, 카드뮴 독성을 완화시킨다는 보고와 일치되는 결과로

서24), LA의 카드뮴 독성에 한 억제는 5-hydroxyflavanone형태

로 A고리의 5번 치의 히드록실기와 C고리의 카르보닐기에 의

하여 카드뮴 착물이 형성되어, 카드뮴독성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지만 LA의 5-hydroxyflavanone유형으로 분자구

조로 5-hydroxy-carbonyl의 bidentate의 chelating site로 이루어

져, 카드뮴착물의 낮은 형성상수가 상되는 배 자로서 카드뮴

의 독성에 한 완화효과를 기 한다25)
. 그 동안 BAL, EDTA 등

과 같은 속 킬 이터들이 2차 인 독성을 유발하여, 속 

해독제로 개발되어 사용되지 못하는 등, 카드뮴의 세포독성을 경

감시키는 물질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

한 성 을 보이는 해독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삼에 포함된 flavonoids 화합물인 LA (5,7,4'-trihydroxy- 

8-lavandulyl-2'-methoxyflavanone)의 A고리의 5번 치 hydroxyl

기와 C고리의 카보닐기에 bidendate로써 카드뮴에 한 배 공

유결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고삼의 메탄올 추출물로부터 LA

를 분리하여, 세포의 생존률을 측정한 후, NIH 3T3 세포의 생장

을 50% 억제하는 IC50 농도를 결정하 다. 즉, 조군의 흡 도를 

100%로 하여 각각의 처리군에 한 흡 도를 측정한 결과, 1.56 

μM 카드뮴처리시 세포의 생존률이 97.2%로 감소하 으며, 6.25 μ

M 카드뮴 처리시 생존률이 68.5%까지 격히 감소되었고, 12.5 μ

M 처리시에는 세포생존률이 45.2%로 감소되어 조군에 비하여, 

생존률이 반으로 감소됨을 확인하 다. 25 μM 농도이하부터는 

세포의 생존률이 10%이하로 감소되어, 카드뮴 농도에 의존 으

로 세포의 생존률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IC50 농도는 

12.5 μM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1). 

Table 1. The cytotoxicity of cadmium in NIH 3T3 fibroblasts

Concentration of cadmium (μM) Absorbance Viability (%)

0.00 μM 1.563 ± 0.069 100 

1.56 μM 1.520 ± 0.052 97.2 

3.13 μM 1.491 ± 0.052 95.4 

6.25 μM 1.071 ± 0.096 68.5 

12.50 μM 0.707 ± 0.011 45.2 

25.00 μM 0.304 ± 0.025 19.4 

50.00 μM 0.166 ± 0.005 10.6 

75.00 μM 0.086 ± 0.005 5.5 

100.00 μM 0.080 ± 0.003 5.1 

    이에 고삼의 메탄올 추출물과 LA가 카드뮴에 한 세포독

성을 방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7개의 

실험군으로 나 어 실험하 다. 즉, NIH 3T3 섬유모세포 조군 

(control 군), 카드뮴 단독처리군 (IC50군), 카드뮴 IC50 농도와 고

삼의 메탄올 추출물 처리군 (IC50 + 고삼의 메탄올 추출물), LA 

처리군 (IC50 + LA처리군)으로 나 어 각 약물을 처리한 후 48시

간 배양한 다음, MTT assay로 세포 생존률을 비교하 다. 카드

뮴 IC50 농도의 세포 생존률을 100%로 하여 고삼 메탄올 추출물 

혹은 LA 처리군의 세포 생존률을 비교하여 산출하 다. 그 결과 

IC50군의 세포 생존률은 100% (A= 0.372 ± 0.013)이며, 이에 비해 

조군의 세포 생존률은 273.1%, IC50 + 1 μg/mL 메탄올 추출물 

처리시에는 세포 생존률이 116.7% (A= 0.434 ± 0.008)로 증가하

으며, 이런 결과는 IC50 + 0.5 μg/mL 메탄올 추출물의 처리시

에 증가한 112.6% (A= 0.491 ± 0.013)와 비슷한 세포 생존율이 

찰되었다. IC50 + 10 μg/mL 메탄올 추출물 처리시에는 132.8% 

(A= 0.554 ± 0.012)로 더욱 세포 생존율이 증가되었으며, IC50 + 

50 μg/mL 메탄올 추출물 처리시에는 161.8% (A= 0.602 ± 0.009)

가 증가되어, 10 μg/mL 메탄올 추출물농도 이상에서는 약 50%

이상 세포 생존율이 증가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

구결과는 고삼의 메탄올 추출물이 농도에 의존 으로 세포 생존

율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LA가 카드뮴 독성

에 한 경감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실험한 결과, IC50 + LA처

리군에서의 세포 생존율은 IC50처리군보다 LA의 농도 의존 으

로 세포 생존률이 증가되었다. IC50처리군의 세포 생존률 (100%)

에 비해, IC50 + 1.0 μg/mL LA처리군의 세포 생존률이 124.4%로 

증가되었으며, IC50 + 10 μg/mL LA처리군 (174.7%)의 생존율은 

IC50 + 1.0 μg/mL LA처리군보다 약 1.4배 (124.4%) 정도로 증가

하 으나, IC50 + 50 μg/mL LA처리군의 세포 생존율 (205%)은 

IC50 + 10 μg/mL LA처리군보다 약 1.2배 정도로 세포독성을 경

감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IC50 + 5.0 μg/mL LA처리군이상에서

부터 카드뮴독성에 한 50%이상의 경감효과를 측되었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로, 고삼에 포함된 LA가 카드뮴에 의한 세포독

성을 효과 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고삼의 메탄

올 추출물에서 분리된 LA가 카드뮴에 한 세포의 독성을 경감

시킬수 있는 5-hydroxy-carbonyl의 bidentate로서 카드뮴-LA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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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5)

.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flavonoid의 분자구조에 따른 속의 독성경감효과에 

한 속착물의 조성과 안정도상수, 구조분석등을 연구함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방과 독치료제의 개발에 기여하리라 

생각된다(Table 1, Fig.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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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TT absorbance of MTSF on NIH 3T3 fibroblasts 

treated with cadmium (IC50). The cells were incubated for 48 hrs. The cells 
were harvested with trypsin-EDTA. a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 experiments significanthy different from the control value 

; *p<0.05, **p<0.01 (Student's test ). MTSF: Methanol extract of S. flavescens Ait.  

0.5; IC50  + 0.5 μg/mL MTSF, 1; IC50  + 1.0 μg/mL MTSF, 5: IC50  + 0.5 μg/mL 

MTSF, 10: IC50 + 10 μg/mL MTSF, 50: IC50 + 50 μg/mL MT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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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TT absorbance of LA on NIH 3T3 fibroblasts treated 

with cadmium (IC50). The cells were incubated for 48 hrs. The cells were 
harvested with trypsin-EDTA. a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 experiments significanthy different from the control value 

;  **p<0.01 (Student's test ). LA; leachianone A. 0.5; IC50 + 0.5 μg/mL LA, 1; IC50  

+ 1.0 μg/mL LA, 5; IC50 + 5.0 μg/mL LA, 10; IC50  + 10 μg/mL LA, 50; IC50  + 

1.0 μg/mL LA.

2. 세포의 학 미경  찰 

    LA의 카드뮴에 의한 세포독성 방어효과를 평가하기 해, 

학 미경 인 찰을 통해 세포의 성상을 고찰하 다. 즉, 

NIH 3T3 세포를 24 시간 배양한 후 실험군을 조군 (control), 

카드뮴 단독처리군 (IC50군), 카드뮴과 고삼의 메탄올 추출물 처

리군 (IC50 + 고삼의 메탄올 추출물 처리군), 카드뮴과 LA 처리

군 (IC50 + LA 처리군)으로 나 어, 세포의 변화양상을 찰하

다. NIH 3T3 세포는 24 시간이상 배양하면, 뚜렷한 핵을 갖는 방

추형으로서 well 바닥에 부착되면서 단층을 이루어 자랐으며, 이

에 비해 IC50의 카드뮴을 처리한 군에서는 12시간 후부터 세포수

가 감소되었으며, 세포의 형태는 방추형에서 원형으로 변형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IC50 농도의 카드뮴과 고삼의 메탄올 추출

물, LA를 처리한 군에서는  IC50 군에 비하여 세포수가 증가하고, 

세포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의 카드뮴 독성에 하여 방어효

과가 뚜렷하 다. 본 실험결과에 의하면, 카드뮴에 한 세포독

성을 고삼으로부터 분리한 LA가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된다(Table 2). 

Table 2. The MTT absorbance of leachianone A on NIH 3T3 

fibroblasts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admium. 

Concentration 
(μg/mL)

Absorbance (% of control) Mean ± S.D.
 NIH 3T3 fibroblasts

MTSF LA

Control 1.016 ± 0.035 (273.1%) 0.988 ± 0.016 (290.6%)

MTT50 0.372 ± 0.013 (100%)* 0.340 ± 0.011 (100%)

 0.5 0.419 ± 0.013 (112.6%) 0.374 ± 0.007 (110.0%)

1 0.434 ± 0.008 (116.7%) 0.423 ± 0.011 (124.4%)

5 0.494 ± 0.010 (132.8%) 0.541 ± 0.011 (159.1%)

 10 0.554 ± 0.012 (148.9%) 0.594 ± 0.007 (174.7%)

50 0.602 ± 0.009 (161.8%)** 0.697 ± 0.010 (205.0%)**

 

Cells were incubated for 48 hr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 experiment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MTT50 group (**p<0.01, 
*p<0.05). LA; Leachianone A, MTSF; Methanol extract of S. flavescens Ait.

    Leachianone A는 flavanone 화합물로써 A고리의 C5 치에 

있는 hydroxy기와 C고리의 C4 치에 있는 ketone 그룹이 

conjugate system으로 음 하량을 증가시켜, Cd (Ⅱ)과의 안정한 

착물형성의 기여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음 하의 ligand로써 

카드뮴과 결합할 때 두자리 리간드로 작용하여, 카드뮴과 LA가 

1 : 1 착물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된다26). 한 NIH 3T3 섬유모

세포에 한 배지의 pH 조건 (pH= 8.0～8.2) 이 LA의 A고리의 

C5 의 hydroxy기와 C고리의 C4의 ketone 그룹의 음 하량을 증

가시키는 염기요인으로써 작용하리라 추축된다27). 이와 같이 A

고리와 C고리의 conjugate system에 의한 Cd (Ⅱ)에 한 

binding site로 작용하기 때문에, NIH 3T3 섬유모세포의 카드뮴

독성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 세포의 회복으로 생

존률이 증가되며, 학 미경  소견에서도 세포재생이 뚜렷하

게 찰됨을 알 수 있었다(Fig. 3). 

1 2 3

Fig. 3. Inverted photomicrograph of NIH 3T3 fibroblasts treated with 

MTT for additional 3 hrs after incubation unmodified medium 

(control) for 2 days × 200. Most cells had abundant cytoplasm and formed 
round shape (1). Inverted photomicrograph of NIH 3T3 fibroblasts after incubation 

in the IC50  concentrations for 2 days × 200. Most cells were formed round type 

and number of cells were decreased (2). An inverted photomicrograph of NIH 3T3 

fibroblasts after incubation in the MTT50  cadmium concentration and 50 μM LA 

containing medium. Cells were showed regenerative and number of cells were 

increase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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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카드뮴에 한 세포독성을 방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NIH 3T3 섬유모세포를 조군 (control), 카드뮴 단독 처

리군 (IC50), 카드뮴 + 고삼의 메탄올 추출물 처리군 (IC50 + 고삼

의 메탄올 추출물 처리군), 카드뮴 + LA 처리군 (IC50 + LA처리

군)의 6개 실험군으로 나 어 약물처리하고, MTT 정량분석법 

 학 미경으로 세포 생존률을 검색한 결과, 미경상에서

도 세포의 회복양상은 LA처리군에서 히 증가되는 양상을 

보 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삼의 메탄올 추출물에서 분리

한 LA가 카드뮴 독성에 의하여, 손상된 NIH 3T3 섬유모세포의 

재생효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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