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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2 세포에서 카드뮴 세포독성에 대한 密蒙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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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mium is an important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pollutant that damages various organs, especially renal

proximal tubular cells. We examined the effect of aqueous extract of Buddleja officinalis (ABO) on cadmium chloride

(CdCl2)-induced cytotoxicity in HK-2 human renal proximal tubular cells. HK-2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ABO (50,

100, 200 and 400 μg/ml) for 3 hr and then treated with 10 μM CdCl2 for 24 hr. The effect of ABO on CdCl2-induced

cytotoxicity in HK-2 cells was investigated by using MTT assay, morphological observation, flow cytometric analysis

and Western blot. The results of the MTT assay and morphological observation indicated that CdCl2-induced

cytotoxicity was prevented by pretreatment with ABO. In flow cytometric analysis, ABO reduced sub-G1 peak (apoptotic

peak) in CdCl2-treated cells. CdCl2-induced procaspase-3 proteolysis and PARP cleavage reduced by pretreatment with

ABO. These results suggest that ABO effectively inhibited CdCl2-induced cytotoxicity in HK-2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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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카드뮴은 직업 및 환경의 오염물질로 다양한 생체기관에 손

상을 유발한다
1)

. 카드뮴의 체내 유입되는 과정은 음식물 섭취와

호흡 등의 경로를 통해 유입된다2-4). 또한, 흡수된 카드뮴은 생체

내에 축적됨으로서 중추신경마비, 근육의 무력화 및 돌연변이성

기형유발, 피부암 및 혈액암 등을 유발하는 생리기능계의 장애와

함께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5,6).

일반적으로, 사람은 출생 초기 체내에 카드뮴이 존재하지

않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체내에 축적되고, 체

내 카드뮴 총 축적량의 50~80%가 간과 신장에 축적된다7). 특히,

신장의 카드뮴 축적은 근위세뇨관을 손상시켜 만성신장질환

(CKD; chronic kidney disease)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8,9)

. 따라

서, 카드뮴과 같은 유해 중금속의 중독을 해결하고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물을 이용한 중금속 흡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0-14)

.

밀몽화(Buddleja officinalis)는 馬錢科(Loganiaceae)에 속한 낙

엽 관목으로 꽃이나 꽃봉오리를 건조한 것으로 높이가 1-3 m이

며 개화기는 2-3월이고 결실기는 7-8월이다. 봄에 꽃이 아직 피지

않았을 때 채취하여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15). 중국의 湖北, 四川,

河南이 주산지이며, 雲南, 湖南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산비탈, 언

덕, 강가, 마을 부근의 관목 숲이나 풀숲에서 잘 자란다 국내에서

는 중남부 지방에서 약재로 재배하고 있다. 氣味가 味甘, 平, 微

寒, 無毒하며, 또한, 祛風, 凉血, 潤肝, 明目 등의 효능이 있다16).

밀몽화는 전통적으로 肝虛하여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병증에 주

로 사용 하였으며, 서양에서는 결막충혈, 패혈증 등의 치료에 쓰

인다고 보고되어 있다17,18). 밀몽화의 생물학적 효능으로는 항염

증, 항균, 항암 효과 등이 알려져 있다
19)

. 또한, 식품에서 노란색

의 천연 색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밀몽화 물추출

물이 사람 근위세뇨관 세포주인 HK-2 세포의 카드뮴 독성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하여 실험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

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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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밀몽화 물추출물 제조

밀몽화(Buddlejase officinalis)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익산,

전북)에서 구입한 후 정선하여 사용하였고, 1 kg (Voucher

specimen DH)을 건조시킨 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로 하였으

며, 삼각 플라스크에 밀몽화 300 g과 증류수 1.5 L를 넣고 냉각기

를 설치한 후 120 분간 가열하였다. 추출된 전탕액을 3,000 rpm

으로 30 분간 원심 분리 후 여과지 (Whatmann No. 3)를 이용하

여 여과하였다. 여과된 밀몽화 전탕액을 냉동건조기를 이용하여

동결 건조시킨 후 사용 전까지 -20℃에 보관하였다. 수율은 약

9%였다.

2. 시약 및 항체

Cadmium chloride (CdCl2),

(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Propidium iodine (PI), Ribonuclease A (RN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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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Anti-procaspase-3 항체는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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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Anti-PARP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Beverly, MA,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3. 세포배양 및 시약처리

HK-2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Rockville, MD, USA)로부터 분양받았고, 10% fetal bovine

serum (FBS, Invitrogen, Burlington, ON, Canada), 100 U/ml

penicillin, 100 μg/ml streptomycin이 포함된 DMEM/F12 배지

(Invitrogen, Burlington, ON, Canada)를 사용하여 37℃와 5%

CO2상태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는 시약처리 전 24시간 전배양하

였다. 밀몽화 물추출물(50, 100, 200 and 400 μg/ml)은 3시간 전

처리 후, 10 μM 농도의 카드뮴을 24시간 처리하였다. 시약 처리

된 세포는 무혈청(serum-free)배지에서 배양하였다.

4. 세포생존률검사

세포생존률은 MTT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TT 검사

는 미토콘드리아의 숙신산 탈수소효소에 의해 MTT가 formazan

으로 환원되는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카드뮴과 밀몽화 물추

출물을 24시간 처리한 세포는 5 mg/ml MTT용액을 첨가하여 4

시간 배양 후, 비수용성의 MTT-formazan 결정들은 DMSO를 첨

가하여 용해하였다. Formazan의 양은 SpectraMAX 250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측정하였다. 세포생존률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cell viability = (mean OD of treated cells/mean OD of control

cells)×100

5. 세포형태관찰

카드뮴과 밀몽화 물추출물을 24시간 처리한 세포는 광학도

립현미경(Leica Microsystems, Wetzlar, GE)을 이용하여 ×100 배

율로 관찰하였다.

6. 유세포분석

카드뮴과 밀몽화 물추출물을 24 시간 처리한 후, 부착되어

있는 또는 부유되어 있는 세포 모두를 수확하여 PBS로 세척하였

다. 세척한 세포는 냉각된 70% 에탄올로 4℃에서 1 시간 동안 고

정하였다. 고정된 세포는 PBS로 다시 세척하고 1 ㎖ 의 PI (10 ㎍

/㎖)/RNase A(100 ㎍/㎖)용액으로 재부유시켜 37℃에서 암실조

건으로 1 시간 배양하였다. DNA 양은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FACS) Calibur (BD Biosciences, CA, USA)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아폽토시스가 나타나는 세포는 hypodiploid

peak (Sub-G1)와 같은 PI 히스토그램으로 수치화하였다. Sub-G1

세포의 분획은 CellQuest Pro (BD Biosciences, CA, USA)

softwa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 Western blot analysis

세포는 얼음 냉장된 PBS (pH 7.4)로 세척하고 1% protease

inhibitor 혼합액이 포함된 RIPA buffer로 부유 시킨 후, 얼음 위

에서 30분간 용해하였다. 세포용해액들은 4℃에서 14,000 rpm으

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고,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검사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40 μg의 단백질 샘플을 SDS-PAGE 젤

로 분리하였고 40V에서 3 시간 nitrocellulose 막 위로 단백질을

전이시켰다. 단백질이 전이된 막은 5% BSA가 포함된

Tris-buffered saline+Tween-20 (20 mM Tris-HCl, pH7.6, 150

mM NaCl, 0.05% Tween-20)으로 차단시킨 후, 1차 항체를 결합

시켰다. 면역 활성은 peroxidase가 붙어있는 anti-rabbit 또는

anti-mouse 2차 항체를 사용하여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 (Pierce, Rockford, IL, USA)에 의해 탐지하

였다.

8. 통계처리

모든 데이터의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EXCEL) 2010으로 통계처리하여 mean±standard deviation (SD)

로 기록하였다.

결 과

1. MTT 방법에 의한 세포생존률 측정

HK-2 세포의 카드뮴 독성에 대한 밀몽화 물추출물의 효과

를 조사하기 위해 MTT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생존률을 측정하였

다. 밀몽화 물추출물은 카드뮴의 세포독성을 농도의존적으로 감

소시켰다(Fig. 1). 카드뮴 독성에 의해 감소된 세포생존률은 밀몽

화 물추출물에 의해 50 μg/ml 농도에서 2%, 100 μg/ml 농도에

서 10%, 200 μg/ml 농도에서 22%, 400 μg/ml 농도에서 30% 정

도 세포생존률을 증가시켰다. 또한 밀몽화 물추출물의 농도 증가

에 따른 세포독성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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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ABO on cell viability in CdCl2-treated HK-2 cells.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ABO (50, 100, 200, 400 μg/ml) for 3 hr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10 μM CdCl2 for 24 hr.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Value are means ± SD, N = 3.

2. 세포의 광학현미경적 관찰

HK-2 세포는 24시간 이상 배양하면, 방추형으로 배양접시

바닥에 단층을 이루어 자란다. 카드뮴만 처리한 군에서는 방추형

에서 원형으로 변형이 증가된 세포를 관찰 할 수 있었다(Fig. 2).

농도의존적으로 처리된 밀몽화 물추출물은 카드뮴에 의한 원형

의 세포를 감소시키고, 방추형의 세포를 증가시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Fig. 2. Effect of ABO on cell morphological changes in CdCl2-treated

HK-2 cells.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ABO (50, 100, 200, 400 μg/ml) for 3
hr and then incubated with 10 μM CdCl2 for 24 hr. The cell morphological changes

were observed under the inverted light microscope and photographed ×100. ). a;

Control, b; CdCl2 alone, c; CdCl2+50 μg/ml ABO, d; CdCl2+100 μg/ml ABO, e;

CdCl2+200 μg/ml ABO, f; CdCl2+400 μg/ml ABO.

3. 유세포분석에 의한 Sub-G1 세포측정

카드뮴의 세포독성은 HK-2 세포를 apoptosis로 유도한다.

Apoptotic peak를 측정하기 위해 유세포분석을 이용하여 카드뮴

과 밀몽화 물추출물을 처리한 세포의 Sub-G1 세포를 측정하였

다. 카드뮴 단독처리군의 Sub-G1 세포는 33.38% 이였다(Fig. 3).

밀몽화 물추출물은 50 μg/ml 농도에서 32.55%, 100 μg/ml 농도

에서 26.32%, 200 μg/ml 농도에서 19.77%, 400 μg/ml 농도에서

18.38%로 Sub-G1 세포를 감소시켰다.

4. Procaspase-3와 PARP 발현량 분석

카드뮴에 의해 유도된 HK-2세포의 apoptosis로 인한

procaspase-3 단백질의 가수분해와 PARP 단백질의 절편화에 대

한 밀몽화 물추출물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카드뮴 단독처리군에

서 procaspase-3의 감소와 PARP의 절편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

다(Fig. 4). 밀몽화 물추출물은 농도의존적으로 procaspase-3를

증가시켰고, PARP의 절편을 감소시켰다(Fig. 4A). 밀몽화 물추

출물의 최고농도인 400 μg/ml 농도에서 procaspase-3를 약 1.5배

증가시켰고 PARP의 절편을 약 0.5배 감소시켰다(Fig. 4B).

Fig. 3. Effect of ABO on Sub-G1 cell population in CdCl2-treated

HK-2 cells.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ABO (50, 100, 200, 400 μg/ml) for 3
hr and then incubated with 10 μM CdCl2 for 24 hr. The cells were fixed and

stained with PI and the DNA content was analyzed by flow cytometry.

A.

B.

Fig. 4. Effect of ABO on procaspase-3 and PARP clevage in

CdCl2-treated HK-2 cells.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ABO (50, 100, 200,
400 μg/ml) for 3 hr and then incubated with 10 μM CdCl2 for 24 hr. Whole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SDS-PAGE followed by Western blot analysis with

anti-procaspase-3 and anti-PARP antibodies (A). Intensity of Procaspase-3 and

PARP protein bands (B).

고 찰

카드뮴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시약이면서 환경오염물질로

신장장애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21). 카드뮴의 장기적인

노출은 신장 근위세뇨관의 상피세포에 축적이 되어 다뇨증과 저

분자량 단백뇨를 특징으로 하는 재흡수 기능장애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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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세뇨관 세포에 축적된 카드뮴은 다양한 비특이적 독성효과

에 의해 신장의 상피세포를 괴사시키거나 아폽토시스 기전을 통

해 세포사멸을 유도한다
21)

. 카드뮴에 의해 유도된 근위세뇨관의

손상은 과사나 아폽토시스가 유도되기 전에 세포-세포 간 부착
22-24), 세포신호전달경로25), 자가탐식 반응26)에 특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현재로서 카드뮴에 의해 유발된 신장질환에 대하여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입증되지 않았다. 중금속 제거치료에 사용

하는 킬레이트제는 다른 중금속중독 치료에는 효과적으로 작용

하나 카드뮴의 경우 세포내 축적을 막는 순기능도 있지만 신장

으로의 카드뮴 축적을 촉진시켜 신장손상을 증가시키는 역효과

도 나타낸다21).

녹차, 홍차, 우롱차와 같은 다류(茶類)의 카드뮴과 다른 중금

속 해독작용27-30)과 부추, 송엽, 인진쑥, 오미자, 고삼 등의 다양한

천연물에서 카드뮴의 해독작용10-14)이 보고되었지만, 밀몽화에 대

한 카드뮴 및 중금속 해독작용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지 않

다. 본 연구에서는 밀몽화 물추출물이 카드뮴의 세포독성에 대한

HK-2 세포의 보호효과를 확인하였다. 카드뮴의 세포독성으로 인

해 감소된 HK-2 세포의 생존률은 밀몽화 물추출물의 처리 농도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세포형태변화 관찰에서도 카드뮴

의 세포독성으로 인한 정상적인 방추형 세포 감소 및 원형 세포

증가는 밀몽화 물추출물에 의한 방추형 세포의 증가에 따라서

원형 세포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들은 HK-2 세포에서 밀

몽화 물추출물이 카드뮴 세포독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HK-2 세포에서 카드뮴의 세포독성은 아폽토시스를 유도한

다. HK-2 세포의 카드뮴의 독성에서 아폽토시스 세포의 비율을

나타내는 sub-G1기 분획이 증가하였으나 밀몽화 물추출물에 의

해 농도의존적으로 이 비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카드뮴 독성에

의해 유도된 HK-2 세포의 아폽토시스 유발기전으로

procaspase-3 단백질의 가수분해와 PARP 절편화를 유도하였다.

밀몽화 물추출물은 카드뮴에 의해 감소된 procaspase-3를 증가

시켰고, 증가된 PARP 절편은 감소시켰다. 이 결과들은 카드뮴

독성에 의해 유도된 HK-2 세포의 아폽토시스를 밀몽화 물추출

물이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 론

밀몽화 물추출물은 HK-2 세포에서 카드뮴의 세포독성을 효

과적으로 억제하였다. 밀몽화 물추출물은 카드뮴의 세포독성에

의해 감소된 세포생존률을 증가시켰으며, 아폽토시시스 과정에

서 일어나는 procaspase-3 단백질의 가수분해와 PARP 절편화를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밀몽화 물추출물은 카드뮴

에 의해 유도된 아폽토시스를 억제함으로써 HK-2 세포에 대한

카드뮴의 세포독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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