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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버섯 물 추출물의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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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cinal mushroom Inonotus obliquus is a traditional and widely used multi-functional fungus.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whether Inonotus obliquus (Chaga mushroom) extracts exerts anti-oxidant effects on

cisplatin-induced cytotoxicity in auditory cell line, HEI-OC1 cells. First of all, Chaga extracts has no harmful effects on

viability of HEI-OC1 cells in the dose range of 65~125 ㎍/㎖. Moreover, it shows cyto-protective effects on the cells

treated with cisplatin-induced cytotoxicity in HEI-OC1 cells and the damage of hair cells arrays of the rat primary organ

of Corti explants in the presence of cisplatin. Pretreatment with Chaga extracts inhibited the cell death, reactive oxygen

species generation (ROS), lipid peroxidation induced by cisplatin. These effects were associated with the induction of

antioxidant enzyme by Chaga extracts. We further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haga extracts on expression of antioxidant

enzymes such as Cu, Zn superoxide dismutase (SOD 1) and Mn SOD (SOD 2) by RT-PCR. In addition, Chaga extracts

shows SOD activity and SOD protein expression in cisplatin treated group induced similar to control group.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haga extracts can prevent cisplatin-induced cytotoxicity by radical-scavenging

activity (SOD activity) in HEI-OC1 cells. It might be an effective as antioxidant and further studies on the

chemo-preventive mechanisms of Inonotus obliquu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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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약용버섯은 동양에서 전통적인 치료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져 왔다. 이러한 유용은 현재에도 꾸준히 임상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많은 효과가 증명되어지고 있다
1)

. 일반적으로 많은 버섯

추출물들은 면역 조절자(immunomodulator) 혹은 biological

response modifiers(BRM)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항산화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
1-8)

.

차가 버섯(Inonotus obliquus)은 16세기 이후부터 러시아, 폴

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Baltic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위장암, 심

장질환이나 당뇨병의 치료로 사용 되어져 왔다
9)

. 최근에는 차가

버섯으로부터 추출된 많은 polyphenolic 화합물의 항염효과10),

항균, 항암효과11-15)와 더불어 항산화 효능3-8)과 세포보호효과 등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어지고 있다. 또한 자연산물로부터 생성된

많은 물질들이 활성화 산소인 free radical을 소거하는 phenolic

화합물로서 항 산화기능을 갖고 있으며, 차가버섯의 항산화 효능

에 대한 여러 연구는 대부분 에탄올이나 메탄올에 의한 추출의

항산화효능 보고이다7,12,16). 이러한 차가 버섯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사용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기전에 대한 연구는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다.

Cisplatin은 많은 암세포치료에 널리 사용 되어지고 있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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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제이다. 하지만 cisplatin의 사용은 신독성17)과 이독성18,19)과 같

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cisplatin에 의한 세포독성은 활성

화 산소(ROS) 생성과 연관되어져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20--22)

. 특

히 cisplatin의 처리는 Cochlea의 stereocilia, mitochondria 및 청

각모의 핵을 손상시켜 궁극적으로 basal에서 apical 그리고 outer

hair cell에서 inner hair cells로 세포고사를 유도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23). 이러한 청각손상의 보호나 치료에 활성화 산소(ROS)

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항산화제적용이 시도되기도 한다24).

활성화 산소(ROS)의 생성은 정상적인 세포의 대사과정으로

생성되어지며, 생성되는 활성화 산소는 생명체의 방어체계에 의

해 효과적으로 제거되어진다. 따라서 활성화 산소를 제거하는데

관여하는 항 산화효소인 catalase, SOD, GSH 등의 활성도가 활

성화 산소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중 SOD는 주로 세

포질에 존재하는 SOD1과 mitochondria에 존재하는 SOD2인 항

산화효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러 신경세포와 관련된 질병에서

SOD1의 중요성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25). 또한

SOD1의 돌연변이로 인한 효소 활성도의 변화와 세포막의 lipid

peroxidation과 DNA 손상들이 보고되고 있다
25,26)

.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제의 효능을 갖는 차가버섯 물 추출물

이 cisplatin에 의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청각모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지 HEI-OC1 세포주와 ex vivo.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항 산화효소인 SOD에 대한 차가버섯 추출물의 영

향과 cisplatin 독성에 대한 보호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차가버섯 물 추출물 제조 및 시약

차가버섯 물 추출물은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차가버섯은 러시아로부터 구입하였다. 차가버섯 물 추출

물은 건조된 차가버섯(100 g)을 분쇄하여 증류수(2,200 ml)에 녹

인 후 100℃에서 3～4시간 끓이고, 여과지에 거른 후 냉동 건조

하여 분말 형태로 만들었다(20 g). 차가버섯 분말은 증류수에 50

mg/ml의 농도로 녹이고 -20℃에 보관, 실험 조건에 따라 배지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에 사용된 배양 배지는 DMEM와 FBS는

Gibco/BRL(Grand Island, NY, USA)로부터 구입 하였으며,

DCF-DA와 hydroethium (HE)는 Molecular Probes (Eugene,

OR)로부터 공급 받았다. Cisplatin, 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 tetrazolium bromid (MTT)은 Sigma-Aldrich

Chemical(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SOD1, SOD2

그리고 β-actin에 대한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y,

Inc.(USA)로부터 구입하였다.

2.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는 Kalinec et al.(2003, House Ear

Institute, Los Angeles, CA, USA)에 의해 묘사 되어진 HEI-OC1

청각 세포주이다. HEI-OC1 세포주는 10% FBS와 50 U/㎖

interferon-c (Genzyme, Cambridge, MA)이 첨가된 high glucose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으로 유지하였다.

세포의 배양은 95% 공기, 5% CO2, 습기가 충분한 33℃로 배양하

였다.

3. 세포 생존율

세포생존율은 3- (4, 5- dimethylthiazol-2-yl) -2, 5-

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방법에 의해 산출하였다.

세포(2×105 cells/ml)를 세포 배양판 (24-well plate)에 1 ml씩 분

주하여 12시간 이상 CO2세포배양기 안에서 안정시킨 후, 차가버

섯 추출물을 다양한 농도로 처리하여 4시간 선 처리 배양한 뒤,

cisplatin을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종결 4시간 전에

배양액 최종부피의 1/10 MTT 용액(5 mg/ml in PBS)을 첨가하

여 반응하였다. 살아있는 세포에 의해 생성된 보라색 formazan

을 DMSO로 용해하여 분광광도계(Titertek Multiskan, Flow

Laboratories, North Ryde, Austria)를 이용하여 540 ㎚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세포생존율을 백분율(%)

로 표시하였다.

4. 세포 내 ROS생성 측정

세포 내 활성화 산소종을 추적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세포

침투성 추적자인 DCFH-DA와 hydroethidium (HE)를 사용하였

다. 비 형광성 DCFH-DA는 세포 안에서 DCFH로 가수 분해되어

져 세포내 hydrogen peroxide와 유사한 peroxides 존재 시 많은

형광을 띠는 DCF를 얻게 된다. 또한 형광dihydroethidium (HE)

는 superoxide 존재 시 붉은 형광 ethidium으로 산화 되어진다.

따라서 DCF와 ethidium 형광 강도는 세포 안에서 생성 되어지

는 hydrogen peroxide과 superoxide의 양에 비례하게 된다. 활

성화 산소 측정을 위하여 HEI-OC1세포주를 안정화 시켜 차가버

섯 추출물을 선 처리한 후 20 μM cisplatin을 처리하였다. 세포

포획 30분 전 10 uM DCF-DA 혹은 5 uM hydroethidium을 처

리 한 후, 세포를 PBS로 세척하여 PBS에 부유시켜 유세포 분석

기(flow cytometry; FACSCalibur, BD Bioscience)로 형광을 측정

하였다. 형광 광도와 세포 수로 얻어진 결과로부터 활성화 산소

의 생성이 나타난다.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얻어지

histogram은 시료 당 10,000개의 세포를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5. 지질 산화율 측정

지질 산화율은 Ohkawa et al.27)의 방법에 따라

malondialdehyde (MDA)의 생성으로 측정하였다. 세포를

(2.5×106) 실험 조건에 따라서 처리한 후 차가운 PBS로 두 번 세

척 한다. 세척 후 200 ㎕ 1.6% sodium dodecyl sulfate (SDS)를

10분간 처리한 후, 1,4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용해물

을 얻는다. 얻어진 용해물에 300 ㎕ 20% acetic acid (pH 3.5)와

300 μ㎕ 0.8% TBA을 첨가하여 섞은 후 1시간 동안 끓인다. 시료

를 식힌 후 532-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실험 측정은 세

번 반복 실험하여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6.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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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OC1 세포주로부터 RNA 추출은 Trizol reagent

(Invitrogen, Carlsbad, CA)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RNA에 대한 cDNA 합성은 a Superscript III first-strand

synthesis system RT-PCR kit (Invitrogen, USA)을 사용하였으

며, 합성된 cDNA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PCR을 실시하였다.

PCR 증폭에 사용된 primers sequence은 다음과 같다: Cu-Zn

SOD(SOD1)에 대한 primer는

5 ’ - T A A A T T G A T T A A T T C A T T C G - 3 ’ 과

5’-ACATCGGAATAGATTATCGA-3’; Mn-SOD(SOD2)에 대한

primer는 5’-GCAGATATGTTCGTGTGGCCCGTA-3’와

5’-AGTTGCAGTTTGCCCGACTTCT-3’, 그리고 mouse β-actin에

대한 5’-GTG GGG CGC CCC AGG CAC CA-3’, 5’-CTC CTT

AAT GTC ACG CAC GAT TTC-3’을 사용하여 증폭하였다.

SOD1, SOD2 증폭 조건은 95℃에서 5분, 95℃에서 30초, 52℃에

서 40초, 72℃에서 40초, 72℃으로 수행하였다. 증폭된 산물들은

모두 2% agarose gel에 100 V로 30분간 전기 영동하여 유전자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다.

7. SOD 활성도 측정

SOD 활성은 SOD assay kit (Dojindo, Japan)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차가버섯 추출물을 실험 조건에 따라 처리한 후 세포

를 수집하였다. 포획된 세포주를 파쇄한 후, 3,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기질로 사용하였으며, 측정 과정은 제조

자가 제시한 치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준비된 시료는 분광 광도

계(BIO-RAD Model 550, USA)를 이용하여 450 nm 파장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Optical density (OD) 값으로부터

SOD 활성도를 계산하였으며,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SOD 활성도 (inhibition rate %)=［(S1-S3)-(SS-S2)/ (S1-S3)×100

(S1, S2, S3, SS : blank 1, 2, 3, sample에 대한 흡광도)

SOD 활성도 단위는 WST-1상에 50% 억제효과를 갖는 효소

의 양으로 나타내었다.

8. Western blot analysis

실험 조건에 따라 포획된 세포주는 차가운 PBS롤 세척하여,

1% protease inhibitor세포는 냉장된 PBS로 세척하고 1%

protease inhibitor 혼합액이 포함된 용해 완충액(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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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oxycholate, 0.1% SDS, 1 mM sodium vanadate)으로 부유 시

킨 후 얼음 위에서 30분 용해하였다. 세포용해액들은 4℃에서

14,000×g로 20분 원심분리 하였고,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검사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30 ㎍의 단백질 샘플을

SDS-PAGE 젤로 분리하였고 40 V에서 3시간 nitrocellulose 막

위로 단백질을 전이시켰다. 단백질이 전이된 막은 5% bovine

serum albumin (BSA)가 포함된 Tris-buffered

saline+Tween-20(20 mM Tris-HCl, pH 7.6, 150 mM NaCl,

0.05% Tween-20)으로 차단시킨 후, 1차 항체를 결합시켰다. 면역

활성은 peroxidase가 붙어있는 anti-rabbit 또는 anti-mouse 2차

항체를 사용하여 ECL reagent (ECL, Amersham,

Buckinghamshire, England)로 발색시킨 다음 X-ray film에 감광

시키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9. Corti 조직분리를 위한 조직배양

Corti 조직 배양은 Zheng and Gao28) 방법을 변형하여 수행

하였다. 신생 흰쥐(2일령, Sprague-Dawley rat)를 경부 절단하여

두부를 좌우로 분리하여 Cochlea를 주의 깊게 분리하였다. 현미

경 시하에서 미세가위와 미세칼을 이용하여 Corti 기관을 온전히

보존하도록 준비하였다. Corti 기관은 연구를 위하여 말단, 중앙,

기저부분으로 절단하였으며, 분리된 조직을 DMEM(4.5 g/L

glucose, 10% FBS)배양액으로 12시간 안정화 시킨다. 조직을 옮

기기 전에 배양 용기의 바닥면에 쉽게 부착될 수 있도록 젤라틴

코팅을 시행하였다. 안정화된 Cochlear explants에 cisplatin 단독

처리하거나 차가버섯 추출물과 같이 처리하여 배양하였다. 실험

이 끝나면 배양된 조직의 조직학적 분석을 위해 준비하였다.

Corti's organ의 조직은 2% paraformaldehyde 용액에 15분간 처

리하여 고정한 후 PBS로 세척하여 0.25% Triton X-100 용액으로

2분간 처리하였다. 준비된 시료는 tetramethyl rhodamine

isothiocyanate (TRITC)-labeled phalloidin (Sigma, 1:100

diluted)용액으로 20분 처리하여 PBS로 세 번 세척한 후

TRITC(excitation: 540–545-nm, emission: 570–573-nm)를 위해

형광현미경 시하에서 관찰하였다. 본 실험은 원광대학교 의과대

학의 실험동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에 의해 수행하였다.

10. 통계 처리

실험결과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시하고, 통계처리는

ANOVA의 one-way 분석을 사용하여 수행. 유의성 검증은

p<0.05 값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

였다.

결 과

1. HEI-OC1 세포주에 대한 차가버섯 추출물의 보호효과

차가버섯의 다양한 약리적 효능 중 항산화제로의 기능을 확

인하고자 먼저 청각모세포주인 HEI-OC1 세포주에 차가버섯 물

추출물을 다양한 농도로 24시간 처리 하였다. 차가버섯 추출물의

단독 처리는 125 ug/ml 농도까지는 세포생존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250 ug/ml 농도에서는 대조군에 비하

여 약간의 독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 uM

cisplatin처리로 인해 손상 받은 HEI-OC1 세포주를 차가버섯이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20 uM cisplatin 단독에 의해 세포

생존율이 58%정도 감소하였으나, 차가버섯 추출물의 선 처리는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생존율을 회복시킴을 확인하였다. 특히 차

가버섯 추출물 125 ug/ml의 선 처리는 cispltain에 의해 손상 받

은 세포사멸을 96%까지 회복시켰다(Fig. 1A).

In vitro 실험으로 얻어진 결과는 생후 3일된 rat로부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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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ochlea explant를 이용한 ex. vivo 실험결과에서도 뚜렷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B). Fig. 1B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

uM cisplatin 처리에 의해 손상 받은 청각모세포가 차가버섯 추

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대조군의 청각모세포 배열유형과 유사한

배열을 유지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차가버섯 추출물은 cisplatin에 의한 청각세포 손상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 The Protective effect of Chaga extracts on cisplatin-induced

cytotoxicity in HEI-OC1 cells. (A) Cells were pretreated to various
concentration of Chaga extracts for 4 h, and then exposed to 20 μM cisplatin for

24 h. Cell cytotoxicity was assess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compared with cisplatin only group. (B) Chaga extracts protected primary organ

of Corti explant from cisplatin cytotoxicity. The organ of Corti explant from P2 rat

were pretreated to various concentration of Chaga extracts for 4 h, and then

exposed to 20 μM cisplatin for 24 h. The organ of Corti was stained with TRITC

conjugated phalloidin and then observed under fluorescent microscope.

2. 차가버섯 추출물이 cisplatin에 의한 활성화 산소 생성에 미치

는 영향

Cisplatin에 의한 세포손상 기전 중 활성화 산소 생성 기전

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Cui 등
3)
과 몇몇 보고로 차가버섯의 활

성화산소 제거효과가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cisplatin에 의

해 생성되는 활성화산소에 대한 차가버섯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를 확인하고자, 2종류의 활성화 산소를 인지 할 수 있는 형광 염

색을 실시하여 유세포 분석기(flow cytometry)로 분석하였다.

DCF-DA 형광염색은 세포내에서 발생하는 peroxide 관련 활성

화산소 (hydrogen peroxide)와 반응하여 녹색의 형광을 발하며,

hydroethidum (HE)는 superoxide anion(O-)을 인지하는 형광 염

색시약이다. 이러한 두 종류의 형광 시약을 사용하여 활성화 산

소종 생성을 분석하였다. Fig. 2A에서 나타난 바처럼 차가버섯

추출물 (125 ug/ml) 처리는 cisplatin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화 산

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을 알 수 있었다. cisplatin에 처리에 의

해 생성이 증가된 hydrogen peroxide 관련 활성화 산소 종은 차

가버섯 추출물에 의해 대조군 수준으로 제거되었다. 특히

superoxide anion(O-)의 경우는 차가버섯 단독처리 시에 대조군

에 비해 훨씬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억제 양상이 차가

버섯 추출물에 처리에 의한 superoxide dismutase 유도와의 관

련 여부를 확인하고자 차가버섯 추출물의 처리 시간과 농도에

따른 활성화 산소 억제 능을 확인하였다(Fig. 2B, C). Fig. 2B에

나타나 바와 같이 차가버섯 추출물 (125 ug/ml)의 처리는 시간

의존적으로 활성화 산소 제거능이 증가(18 h) 하였으며, 또한 농

도 의존적으로 superoxide anion(O
-
)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Fig. 2C).

Fig. 2. Scavenging effect of Chaga extracts on ROS production by

cisplatin in HEI-OC1 cells. (A)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Chaga
extracts(125 ㎍/㎖) for 4 h then incubated in the absence or in the presence of

cisplatin (20 μM) for 24 h. The cells were stained with DCF-DA or hydroethidum

(HE) for 30 min. (B) The time -dependent effects of Chaga extracts(125 ㎍/㎖)

on ROS production. The cells were stained with hydroethidum (HE) for 30 min.

(C) The dose -dependent effects of Chaga extracts on ROS production. The cells

were stained with hydroethidum (HE) for 30 min. Fluorescence intensity in

individual cells was measured by Flow cytometry analysis. Chaga E.; Chaga

extracts

3. 차가버섯 추출물에 의한 lipid peroxidation에 미치는 영향

세포고사를 유도하는 여러 요인 중에 활성화 산소에 의한 산

화적 자극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활성화 산소는 세

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막 지질에 작용하여 지질 산화(lipid

peroxidation)을 야기하며 이는 세포고사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29). 본 연구에서는 cisplatin에 의한 활성화 산소 생성 증가가

세포막의 지질 산화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Cisplatin (20 uM)의 처리는 시간 의존적으로 지질 산화율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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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Cisplatin에 의한 지질 산화율은 18시간

처리 시 4배정도가 증가하였으며, 24시간 처리 시는 약간 감소하

는 양상을 보였다(Fig. 3A).

하지만 cisplatin에 의해 증가되었던 지질 산화율은 차가버

섯 추출물의 선 처리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Fig. 3B).

Fig. 3. Cisplatin-induced cytotoxicity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lipid peroxidation in HEI-OC1 cells. (A) Cells were treated with 20 M
cisplatin for various time periods. (B)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Chaga

extracts(125 ㎍/㎖) for 4 h then incubated in the absence or in the presence of

cisplatin (20 μM) for 24 h. The level of lipid peroxidation was assessed by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compared with cisplatin only group.

4. 차가버섯 추출물에 의한 SOD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SOD1은 세포질에 주로 존재하는 반면, SOD2는

mitochondria내에 주로 내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SOD1은 신경세포에서 그 기능의 중요성이 알려져 있다30). 본 연

구에서는 차가버섯 추출물 (125 ug/ml)을 HEI-OC1 세포주 처리

하여 시간에 따른 SOD1/2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확인하였다.

SOD1의 경우 차가버섯 추출물의 단독처리는 시간 의존적으로

SOD1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반면, cisplatin 단독 처리 시 SOD1

의 발현은 시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차가

버섯 추출물의 선 처리는 cisplatin에 의해 감소되는 SOD1 유전

자의 발현이 증가되어 SOD1 발현이 대조군 수준을 유지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4A).

반면 SOD2의 경우는 차가버섯 추출물 단독 처리에 의한 시

간에 따른 발현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cisplatin처리에

의해 감소되었던 SOD2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B). 이러한 결과로부터 차가버섯은 자체의 SOD1 함

유뿐만 아니라 세포 처리 시 SOD1를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Fig. 4. Effect of Chaga extracts on gene expression of CuZnSOD

(SOD1), MnSOD (SOD2). Cells were treated with Chaga extracts(125 ㎍/㎖)
or cisplatin(20 μM) for indicated time periods. Also,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Chaga extracts(125 ㎍/㎖) for 4 h then incubated in the presence of cisplatin (20

μM) for indicated time periods. Total RNA was then isolated by TRIzol, and cDNA

was synthesized by reverse transcription. The cDNAs for SOD1 and SOD2 were

amplified using specific primer set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Cis.;

cisplatin, Chaga E. ; Chaga extracts.

5. 차가버섯 추출물에 의한 SOD 활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유기 호흡을 수행하는 생물체는 세포내에 정상적인 대사과

정으로 생성되는 활성화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효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항산화제의 역할은 활성화산소를 제거하는

catalase, SOD와 같은 항산화 효소의 생성을 유도하거나, 생성된

활성화 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11)

. 특히

SOD1는 신경세포에서 산화적 세포손상에 중요한 방어 효소로

SOD1의 변화는 효소활성도를 변화시키고, 산화적 손상을 증가

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29)

. 본 연구에서는 차가버섯 추출물의 선

처리에 의해 SOD1의 발현 증가를 확인한 후, SOD 효소의 활성

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차가버섯 추출물(125 ug/ml)의 처리에

의해 시간 의존적으로 SOD 활성도가 증가하였다. 차가버섯 추

출물 24시간 처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26% 정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5A). 하지만 차가버섯 추출물의 선 처리는

cisplatin에 의해 저하되었던 SOD활성도에 비하여 증가된 양상

을 보였다. 이러한 SOD 활성도의 변화는 western blot으로 확인

하였다. Fig. 5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가버섯 추출물의 처리에

의한 SOD 활성도의 증가와 비례하여 SOD1 단백질의 발현이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cisplatin 에 의한 저하된 SOD활성

도의 저하와 차가버섯 추출물 선 처리에 의한 SOD활성도 증가

는 western blot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로 차가버섯 추출물은 cisplatin에 의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HEI-OC1 세포주를 보호하였으며, 이러한 항산화

제 효과는 항산화효소인 SOD1 생성을 유도하여 효소의 활성도

를 증가시켜 산화적 자극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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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Chaga extracts on SOD activity and SOD protein

levels. (A) Cells were treated with Chaga extracts(125 ㎍/㎖) for various time
periods. (B)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Chaga extracts(125 ㎍/㎖) for 4 h

then incubated in the absence or in the presence of cisplatin(20 μM) for 24 h.

The SOD activity were measured by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compared with cisplatin only group. SOD protein levels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

고 찰

본 연구결과로부터 차가버섯(Inonotus obliquus) 추출물이

cisplatin에 의한 청각 세포주 HEI-OC1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

해 항산화제 활성을 나타내어 보호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

들은 차가버섯이 오랫동안 건강증진과 암, 심장병, 그리고 당뇨

와 같은 여러 질병 예방에 대한 민간요법적 이용의 약리적 설명

을 부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 차가버섯 추출

물의 활성 성분에 대한 많은 연구로 다당류, 플라보노이드, 토리

텔페노이드, 이노시톨, 차가산, 알칼로이드 등이 밝혀졌으며 주

로 항염효능, 항암활성, 혈당강하 및 높은 항산화효능이 보고되

고 있다5,7,8,31). 특히 차가버섯의 항산화효능은 높은 SOD 활성으

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32)

. 최근 차가버섯 추출물이 산화적 자극

에 의해 야기되는 림프구 손상에 대한 효과적 보호효능을 갖으

며10), 에탄올 혹은 메탄올에 의한 차가버섯 추출물의 항산화효능

에 대한 연구보고가 비교적 많이 보고되어 알려져 있다
3,9,33)

. Cu

등(2005)은 차가버섯 에탄올 과 메탄올 추출물의 산화적 자극에

대한 케라틴 세포 보호와 활성화 산소종 제거에 대한 항산화 활

성도를 보고하였으며, Nakajima 등(2009)은 산화적 자극에 대한

PC12세포주의 항산화효능 연구를 보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도 cisplatin에 의한 내이 세포주 HEI-OC1세포의 산화적 손상

을 차가버섯 물 추출물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는 전통적인 차가버섯 섭취 방법인 따뜻한 물(60℃ 정도)

에 우려내는 방법이나 에탄올 혹은 메탄올 추출과는 다른 방법

인 가열 추출물로서 동일한 항산화효능을 보임을 알 수 있는 결

과라 사료된다.

활성화 산소종 생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항산화효소 종

인 catalase, SOD, GSH을 함유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natural

products로서 버섯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4)

. 특

히 Hu 등(2009)은 물 온도에 따른 차가버섯 추출물의 항산화효

능 연구로부터 차가버섯의 SOD활성도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유사하였다. 차가버섯을

추출하는 물의 온도에서 차이는 보이나, 항산화효소인 SOD의

유도와 활성도는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Fig. 2, 3). 또한 본 연구

로부터 차가버섯 물 추출물 자체가 superoxide anion을 제거하

는 superoxide dismutase(SOD)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지, 혹은

차가버섯 추출물의 처리가 SOD 생성을 유도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이미 문헌 보고
34)
에 의하면 차가버섯 자체로도

superoxide anion을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보고한바 있다.

하지만 차가버섯의 처리로 세포에서 SOD 생성을 유도하는지 여

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HEI-OC1 세포주에 대한 차가

버섯 추출물의 처리는 농도와 시간 의존적으로 활성화 산소 제

거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Fig. 2B)로부터 차가버섯의 처리

가 SOD 생성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차가버섯 추출물에 의한 항산화 효능은 SOD의 두 가지

유형(SOD1과 SOD2) 중 SOD1의 발현 유도와 관련 있음을

RT-PCR에 의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차가버섯에 의한 발현 유도가 SOD2보다 SOD1에

대한 변화만을 보이는 것은 HEI-OC1 세포가 신경세포주의 특성

을 갖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차가버섯 물 추출물에 의한

SOD1 발현 유도로 생성된 항산화효소 SOD의 활성도를 측정하

여 SOD1의 발현 증가로 인한 활성도 증가가 cisplatin에 의한 산

화적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작용하였으리라 추

정할 수 있었다(Fig. 5).

본 결과들로부터 차가버섯 물 추출물은 활성화 산소를 제거

는 항산화효소인 SOD1의 생성을 유도하여 cisplatin에 의해 생성

되는 활성화 산소를 제거하여 활성화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

리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차가버섯 추출 방법은 고

온 가열방식으로 얻어진 물 추출물이지만 항산화효능에서는 다

른 추출방법(에탄올, 메탄올, 저온추출)의 추출물에서와 같은 항

산화효능이 뛰어남이 확인되어, 차가버섯 추출방법에 따른 효능

변화에 대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추출된 추출물의 정확한 성분조사가 미흡함으로 차후

성분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좀 더 정확한 항산화효능

을 보이는 성분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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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latin에 의해 손상된 청각세포주의 보호에 차가버섯 물

추출물의 항산화효과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차가버섯 추출물은 청각세포주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

며, 또한 차가버섯 추출물(125 ㎍/㎖)은 cisplatin에 의한 청각세

포 사멸을 보호하였다. 차가버섯 추출물의 보호효과가 cisplatin

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화 산소종 소거에 관여하는 SOD 항산화

효소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차가버섯 추출물은 농도, 처리

시간 의존적으로 SOD 생성이 유도되었으며, cisplatin 세포독성

이 차가버섯 추출물에 의한 SOD생성 증가로 억제됨을 SOD 유

전자 발현 양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cisplatin에 의한 지질산화

율도 차가버섯 추출물에 의해 억제되었으며, SOD 활성도와

SOD 단백질 발현의 양상으로부터 차가버섯 추출물의 항산화효

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청각세포에서 차가버섯 추출물에

의한 cisplatin 세포독성 보호는 항산화효소인 SOD 발현 증가와

활성에 관련되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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