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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강한 superoxide radical (∙O2)과 
hydrogen peroxide (H2O2) 등의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정상적인 세포의 지속적인 대사 과정에서 과도하
게 생성되어 세포막의 지질을 산화시키고 단백질과 핵산 형태에 변
화를 가져온다1,2). 세포 내 과도한 활성산소종의 축적은 산화적 스
트레스에 의한 세포자멸사 (apoptosis)를 유발하며3), 산화적 스트레
스는 노화, 동맥경화, 허혈성 심장질환, 암 등을 포함한 여러 질환
의 발병기전으로 알려져 있다4). 간세포를 포함한 인체 내 모든 세포
들은 세포막과 세포 내 여러 부분에서 특이적으로 발생 가능한 활

성산소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catalase 및 glutathione 
peroxidase를 포함한 다양한 내재적 항산화 효소군의 발현을 증가
시켜 세포 내 과도한 지질 과산화물의 축적을 억제하는 보호기전을 
통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2,4). 따라서 만성 질환의 치료 및 예방 목
적으로 세포 내 항산화능을 직∙간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
한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한약재의 탐색과 그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 또한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5,6).
    간 조직에 주로 저장되는 철의 과도한 축적은 간 실질세포 
(hepatocytes)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와 대식세포 (macrophage)의 
활성화를 통한 염증을 유발한다. 과도한 철의 축적은 세포 내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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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회로의 활성화를 통한 phospholipases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하여 아라키돈산 (arachidonic acid, AA)의 유리를 촉진한
다7,8). Prostaglandin의 전구체인 AA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등 다양한 생물학적 작용에 관여
하며, 국소적 염증 조직 부위에서 그 농도가 증가하는 염증매개 물
질로도 보고되고 있다9). 지질 과산화를 통한 AA의 유리는 
mitochondria 투과성 전이 통로 (mitochondrial permeability 
transition pore, mPTP)를 개방하여 세포질로의 cytochorme c 유
리를 증가시키고, 세포 내 ceramide의 농도를 높임으로써 세포자멸
사 (apoptosis)를 유도한다10-12). 따라서 지질 과산화를 통한 AA의 
유리 및 철 축적을 통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세포자멸사 신호회로의 
활성화를 통한 실질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며13,14), 본 연구실에서는 선
행연구를 통하여 AA 또는 철 단독 처치에 비해 AA와 철의 동시 처
치 시 간 실질세포의 사멸이 촉진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세포 사멸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들의 분자기전의 하나로서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는데, 
AMPK는 ‘에너지 센서’로 알려진 효소로서, 세포 내 에너지 대사의 
조절을 통하여 세포 손상을 방어한는 분자로서 알려져 있다14,15).
    목통 (木通)은 우리나라 중부, 남부 지방 산야에서 자생하는 것
으로4,16), 목통의 항염증,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17,18)가 보고되었
으나, 항산화 작용에 관여하는 세포 내 분자기전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 실질 세포주인 HepG2 
cell에 AA와 철의 동시자극을 통한 세포자멸모델에서 목통 추출물 
(Akebiae caulis extract, ACE)의 간 실질세포 보호 효능과 항산화 
효능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세포 내 분자 기전을 연구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약
    Anti-poly(ADP-ribose) polymerase (PARP), anti-pro-caspase 
3, anti-Bcl-XL, anti-Bcl-2, anti-phospho acetyl-CoA 
carboxylase (p-ACC), anti-phospho AMPK (p-AMPK), 
anti-phospho glycogen synthase kinase-3β (p-GSK3β) 그리고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mouse IgG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에서 구입하였다.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는 
Thermo (Rockford, IL,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Anti-AMPK 항체는 Santacruz Biotechnology Inc. (Santacruz, 
CA)에서 구입하였다. AA, rhodamine123 (Rh 123), SB216763은 
Calbiochem (San Diego, CA, USA)에서 구입하였고, 
2',7'-dichlorodihydrofluorescin diacetate (H2DCF-DA), ferric 
nitrilotriacetic acid (Fe-NTA), anti-β-actin 항체와 다른 시약들
은 Sigma (St. Louis, MO)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추출물 제조
    목통 (木通, Akebia quinata (Thunb.) Decne.)은 대원약업사 
(Daegu, Korea)에서 구입하여, 100 g을 물 1.2 L에 열수 추출하였

다. 300 mm filter paper (Toyo Roshi Kaisha Ltd, Tokyo, 
Japan)로 여과였고, 최종 수율은 9.96%이다. 

3. 세포배양 및 처리
    인체 유래 간 실질 세포주인 HepG2 cell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Rockville, MD)에서 구입하였다. 열처
리한 10% fetal bovine serum (FBS)과 100 units/ml penicillin, 
100 µg/ml streptomycin를 혼합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
였다. Cell은 100 mm 배양접시에서 80% confluency에 도달하도
록 배양하였고, 일주일에 2회, 1:4의 비율로 계대 배양하였다. 12시
간 serum-starvation 후, Akebiae caulis extract (ACE)를 
0.003-0.1 mg/ml의 농도로 1시간 전 처치 후, 10 µM AA를 12시
간 처치한 후 5 µM iron을 첨가하여 1-3시간 추가 배양하였다.

4. MTT assay
    세포 생존율을 알아보기 위해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HepG2 cell을 24 well plate에 5×105 cells/well 농도로 0.5 
mL/well 분주한 뒤 24시간 동안 배양하였고, ACE를 최종농도 (0, 
0.003, 0.01, 0.03, 0.1 mg/ml)가 되도록 한 시간 전 처치, 10 µM 
AA를 12시간 처치 후 5 µM iron을 첨가하여 1시간 더 배양하였
다. 3-(4,5-dimethylthiazo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1 mg/ml)를 300 µL씩 각 well에 처리하고 37°C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배지를 제거하고 MTT를 환원시켜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dimethylsulfoxide로 용해시킨 후, 57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Immunoblot analysis
    전세포 추출액 (whole cell lysates)은 배지를 제거한 HepG2 
cell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로 2회 wash 후, 
radioimmnoprecipitation buffer 와 Halt Protease and 
Phosphatase Inhibitor Cocktail (Thermo, Rockford, IL, USA)
을 혼합한 lysis buffer를 첨가하고, 4°C에서 10분간 반응한 후, 
15,000 × g,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취하여 제조하였다. 
샘플은 일차항체 및 이차항체와 반응시킨 후 enhanced 
chemiluminoscent solution (Amersham, Buckinghamshire, 
UK)을 사용하여 image analyzing system (Ultra-Violet Products 
Ltd., Upland, CA, USA), 또는 X-ray 필름에 감광하였고, 정량은 
Image J를 이용였다. 

6. 세포 내 H2O2 측정
    세포 내 활성산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H2DCF-DA를 이용하였
다. 처치된 세포에 10 µM H2DCF-DA로 1시간 동안 37°C에서 반
응하였고, Titertek Multiskan automatic microplate reader 
(Model MCC/340, Huntsville, AL, USA)를 이용하여 excitation 
485 nm과 emission 535 nm 파장에서 형광강도를 측정하였다.

7. GS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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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원된 GSH의 양을 GSH determination kit (Oxis 
International, Portland, OR, USA)로 측정하였다. 흡광도 405 
nm에서 Titertek Multiskan automatic microplate reader 
(Model MCC/340, Huntsville, A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8.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 측정
    MMP의 변화는 막 삼투 양이온 형광 dye인 Rh 123으로 염색 
한 후,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HepG2 cell을 
0.05 µg/ml Rh 123으로 30분간 염색한 후, trypsin을 처리하여 취
하였고, 1% FBS를 첨가한 PBS에 재부유하여, Partec FACS flow 
cytometer (Goerlitz, DE)로 MMP를 확인하였다. 각 분석은, 한 샘
플 당 20,000개 세포의 형광을 기록하였다.

9. 통계처리
    본 연구의 각 처리군은 student t-test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었다 (p<0.05 or p<0.01). 모든 실험 결과는 mean 
± S.D. 으로 표시 하였다.

결    과

1. Akebiae caulis extract의 농도별 처리가 HepG2 cell의 생존율
과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
    목통 추출물 (Akebiae caulis extract, ACE) 자체의 세포독성
을 확인하기 위해 간 실질 세포주인 HepG2 cell에 0.1 mg/ml 농
도 이하의 ACE를 단독으로 24시간 처치한 결과 세포 독성을 나타
내지 않았다 (data not shown). 다음으로 본 연구실의 확립된 방법
14)에 따라 ACE의 간 실질 세포 보호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HepG2 cell에 ACE (0.003-0.1 mg/ml)를 한 시간 전 처치 후, AA 
(10 µM, 12시간)와 iron (5 µM, 4시간)을 순차적으로 처치한 결과, 
ACE의 처치는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생존율이 증가하였으며, 0.1 
mg/ml의 농도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Fig. 1A). ACE의 AA+iron
으로 유도된 세포자멸사 (apoptosis) 저해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세포자멸사 관련 단백질의 발현을 immunoblot analysis로 확인하
였다. HepG2 cell에 AA+iron 처리 시, apoptosis 과정에서 세포신
호전달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pro-caspase 3와 anti-apoptotic 
marker인 PARP, Bcl-XL, Bcl-2의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였고, 
ACE는 이들 단백질의 감소를 현저히 억제하였다(Fig. 1B).

A)

B)

Fig. 1. Inhibition of AA+iron-induced cell death by Akebiae caulis 
extract (ACE). A) The effects of ACE on cell viability were assessed by MTT 
assays.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s of ACE for 1 
h and 10 µM AA for 12 hrs, and then by exposure to 5 µM iron for 4 hrs. 
B) Immunoblottings for the proteins associated with apoptosis. 
Immunoblottings were assessed in the lysate of HepG2 cells incubated 
with 0.1 mg/ml ACE for 1 h, continuously 10 µM AA for 12 hrs plus 5 µM 
iron for 1 h. Equal protein loading was verified by β-actin immunoblotting.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 and either the 
vehicle-treated control (*p<0.05, **p<0.01) or cells treated with AA+iron 
(#p<0.05, ##p<0.01) was determined.

2. AA+iron에 의한 H2O2, GSH 함량 변화
    세포 내 활성산소의 증가는 대표적 내재 항산화물질인 GSH의 
결핍을 통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며19,20), 항산화 효능을 가지는 약
물의 대부분은 세포 내 결핍된 GSH를 생성하기 위한 효소의 발현 
및 활성 증가를 통하여 세포를 보호한다. AA+iron에 의한 H2O2와 
GSH 함량 변화를 관찰한 결과, AA+iron의 처치는 HepG2 cell에서 
H2O2의 생성을 증가시켰으며, ACE 전 처치는 AA+iron에 의한 
H2O2생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시켰다(Fig. 2A). 또
한, AA+iron 처치에 의한 GSH의 감소가 0.1 mg/ml ACE 전 처치
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억제되었다(Fig. 2B). 이와 더불어 
ACE 단독 처치 시에도 control군에 비하여 GSH가 증가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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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2. Inhibition of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by Akebiae caulis 
extract (ACE). A) The H2O2 production was determined in cells treated 
with 0.1 mg/ml ACE for 1 h and additionally with 10 µM AA for 12 hrs 
and 5 µM iron for 3 h. H2O2 production was measured by using DCF 
fluorescence. B) Inhibition of decrease in GSH by ACE. GSH content in the 
cells treated described in the legend of Fig. 2A was assessed.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repeated experiment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 and either the 
vehicle-treated control (**p<0.01) or cells treated with AA+iron (##p<0.01) 
was determined.

A)

B)

Fig. 3. Inhibition of AA+iron-induced mitochondrial dysfunction by 
Akebiae caulis extract (ACE). A) AA+iron induced changes on 
mitochondrial membrane permeability (MMP) in HepG2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as described in the legend of Fig. 1B and stained with 0.05 
ug/ml Rh 123. B) The relative RN1 fraction in the cells was quantified by 
flow cytometry analyses.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 
and either the vehicle-treated control (**p<0.01) or cells treated with 
AA+iron (##p<0.01) was determined.

3. Akebiae caulis extract의 mitochondrial dysfunction 저해 효과
    ACE의 mitochondria 보호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HepG2 
cell을 Rh 123으로 염색한 후 flow cytometry로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HepG2 cell에 AA+iron의 처치는 
mitochondria 세포막의 기능저하를 유도하여 막 전위가 떨어지게 
되어 Rh 123 형광의 감소를 야기한다14,15,21).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HepG2 cell에 AA+iron의 처치는 RN1 
fraction을 증가시켰다(Fig. 3A-B). 0.1 mg/ml ACE의 전 처치는 
AA+iron에 의해 증가되는 RN1 fraction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으로 감소 시켰다(Fig. 3A-B). 이상의 결과는, ACE에 의한 세포 
보호에 mitochondrial dysfunction의 억제가 매개됨을 나타낸다.

4. Akebiae caulis extract에 의한 AMPK 활성화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AA+iron에 의해 유도된 세포사멸의 
보호기전에 AMPK pathway와 활성화가 매개됨14)이 보고되었다. 인
산화를 통하여 활성화된 AMPK는 세포 내 다양한 효소의 활성을 인
산화를 통하여 조절하며, 대표적인 기질에는 ACC가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A+iron에 의한 세포독성에 대한 ACE의 보호 효과
의 분자기전으로서 AMPK pathway의 활성화가 매개되는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HepG2 cell에 0.1 mg/ml ACE를 10분-6시간 
처치한 결과, ACE는 AMPK의 인산화를 3-6시간에 가장 증가시켰
으며(Fig. 4), 이와 더불어 AMPK의 하위 기질 단백질인 ACC의 인
산화 정도는 6시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4. Activation of AMPK by Akebiae caulis extract (ACE). 
Phosphorylations of ACC and AMPK (upper). 0.1 mg/ml of ACE was treated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 Equal protein loading was verified by AMPK 
and β-actin immunoblotting. Relative phosphorylated ACC were quantified 
(lower). The blots are representative results from repeated experiment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 group and the 
vehicle-treated control group was verified (*p<0.05, **p<0.01).

5. Akebiae caulis extract에 의한 GSK3β 인산화
    GSK3β는 serine/threonine kinase의 하나로서, glycogen 대
사 이외에 apoptosis 및 세포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23). 선행 보고에 의하면 AMPK의 활성화는 serine 9번 
잔기의 인산화를 통하여 GSK3β의 활성을 억제하며, GSK3β의 불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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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는 세포 보호 효능이 있는 것14,18)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CE에 의한 AMPK 활성화가 하위 신호인 GSK3β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HepG2 cell에 ACE 0.1 
mg/ml을 10분-6시간 처리하여 관찰한 결과, 시간 의존적으로 
GSK3β의 인산화를 더욱 증가시켰고, 6시간에서 가장 높은 인산화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5A). 또한, AA+iron에 의해 감소된 GSK3β
의 인산화가 ACE 전 처치에 의해 억제되었다(Fig. 5B). 다음으로 
ACE에 의한 GSK3β 인산화의 세포 보호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GSK3β inhibitor인 SB216763 (10 µM)을 전 처치 한 후 AA+iron
에 의한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AA+iron으
로 유도된 세포독성은 ACE와 마찬가지로 GSK3β inhibitor의 전 처
치에 의해서도 감소하였다(Fig. 5C). 이상의 결과는, ACE가 AMPK
의 활성화를 통하여 GSK3β의 활성화를 억제하며, ACE에 의한 
GSK3β의 활성조절이 ACE의 세포 보호 효능에 관여함을 나타낸다.

6. Betulin과 hederagenin의 mitochondrial dysfunction 저해 효과
    목통에는 akeboside 11종 및 betulin, myoinositol, 
stigniasteral β-sitolsterol, aristolochic acid, oleanolic acid, 
hederagenin, calcium, tannin 성분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성분이 betulin과 hederagenin
이다16,17,24). 세포 보호 효능을 나타내는 목통 추출물 내 존재하는 
유효성분을 규명하기 위하여 목통 유효성분 중 betulin과 
hederagenin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0 µM betulin 및 200 µM 
hederagenin을 각각 전 처치하여 MMP를 측정한 결과, AA+iron로 
유도된 MMP의 감소를 보호하지 못했다. 하지만 20 µM betulin과 
200 µM hederagenin을 병용 처치하여 MMP를 측정한 결과, 
AA+iron에 의해 증가되는 RN1 fraction을 감소시켰다(Fig. 6).

7. Betulin과 hederagenin에 의한 GSK3β 인산화
    다음으로 ACE의 처치에 의해 관찰되었던 AMPK 활성화를 통
한 GSK3β의 억제가 betulin과 hederagenin의 병용 처치에 의해서
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GSK3β의 인산화를 관찰하였다. 
ACE와 마찬가지로 HepG2 cell에 20 µM betulin과 200 µM 
hederagenin의 병용 처치는 시간 의존적으로 GSK3β의 억제적 인
산화를 증가시켰다(Fig. 7).

A)

B)

C)

Fig. 5. GSK3β phosphorylation by Akebiae caulis extract (ACE). A) The 
time-course effect of ACE on GSK3β phosphorylation. Immunoblotting 
against phosphorylated GSK3β at serine-9 was assesed in the lysates of 
cells treated with ACE. Results were confirmed by three separate 
experiment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 
and the vehicle-treated control was determined (*p<0.05, **p<0.01). B) The 
effect of ACE on the decrease in GSK3β phosphorylation by AA+iron. 
HepG2 cells were incubated with ACE, as described in the legend of Fig. 
1B. C) The effect of GSK3β inhibition on cell viability. HepG2 cells were 
incubated with 10 µM SB216763 for 1 h and were continuously exposed 
to 10 µM AA for 12 hrs and 5 µM iron for 1 h. Cell viability was analyzed 
by MTT assay.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four separate 
experiments. For B and C,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 and either the vehicle-treated (**p<0.01) or AA+iron-treated 
group (#p<0.05, ##p<0.01) was determined. SB, SB21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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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hibition of AA+iron-induced mitochondrial dysfunction by 
betulin and hederagenin. The fluorescence of Rh 123 was measured in 
HepG2 cells treated with 20 µM betulin and 200 µM hederagenin, 
followed by exposure to 10 µM AA and 5 µM iron.

Fig. 7. Effect of betulin and hederagenin on GSK3β phosphorylation. 
Immunoblotting for phosphorylated GSK3β at serine-9 was conducted on 
lysates of cells that had been treated with 20 µM betulin and 200 µM 
hederagenin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 (1-6 hrs). 

고    찰

    목통 (木通)은 으름덩굴과 (Lardizablaceae)에 속한 낙엽 혹은 
줄기나 뿌리를 건조한 것으로 덩굴줄기 구멍의 양 쪽 끝이 모두 통
한다고 해서 목통이라 명명되었고, 성미는 차갑고 무독하며 맛은 쓰
다16). 유효 활성성분으로는 akeboside 및 betulin, oleanolic acid, 
hederagenin 등이 있으며, 이뇨효과, 위궤양 예방효과, 혈청 콜레
스테롤과 triglyceride 상승억제작용, 항염증, 진통, 해열작용 등의 
약리효과가 알려져 있다25,26). 삼릉, 치자와 같은 다른 한약재에 비
하여 목통의 항산화 활성이 더 높다는 연구27)가 보고되었으나,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18). 더구나, 이번 연구 결과
는 기존의 항산화 효능을 보고한 논문이 현상적 측면에 치우친 데 
반하여27), 본 논문은 형광성 DCF를 이용한 ROS 측정과 GSH 함량 
측정을 통해 보다 다각도로 효능을 확인한 점과 항산화 효능의 기
전을 밝힌 점에서 최초의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산소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며, 격렬한 운동, 
자가 산화, 물리적, 화학적, 환경적 자극에 의하여 활성산소를 생성
한다28). 적정한 양의 활성산소는 바이러스, 세균 등을 제거하지만,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는 노화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 발생의 주
요 원인이 된다3). 또한 체내 지질 과산화를 증가시켜 조직, 세포 손
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4).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생
체 내 활성산소의 증가와, 활성산소 소거제인 환원형 GSH의 감소를 
가져온다. 비극성 분자인 H2DCF-DA는 세포 내로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으며, esterase에 의해 비형광성 극성분자인 H2DCF로 분리된 
후 세포 내 증가된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면서 형광성 DCF로 전
환되어 녹색의 형광을 발한다14). 환원형 GSH는 glutathione 
peroxidase에 의해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면서 산화형 GSH (GSSG)
로 전환되고, GSSG는 glutathione reductase에 의하여 NAPDH를 
소모하면서 다시 GSH로 환원되어 세포를 보호한다19). AA와 iron의 
병용 처치 시 이러한 활성산소의 생성을 통한 세포독성이 나타난다
고 보고되었으며, 따라서 AA+iron 병용처치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
들의 세포 보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포모델로 활용되어 왔다
14,15).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도 AA+iron을 사용하여 인체 유래 간세

포주인 HepG2 cell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고, 목통 추출물 
(Akebiae Caulis extract, ACE)의 세포 보호 효과를 관찰하였다. 
    ACE의 세포 보호 효능은 MTT assay를 통하여 세포의 생존율
을 측정하고, 세포자멸사와 관련된 PARP, pro-caspase 3, 
Bcl-XL, Bcl-2의 단백질들의 발현 변화를 immunoblot analysis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ACE는 AA+iron으로 유도된 세포사멸을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억제하였고, 세포자멸사와 관련된 단백질들의 
발현을 정상수준으로 회복함으로써 ACE의 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
하였다. 이와 더불어, ACE는 AA+iron에 의해 유도된 환원형 GSH
의 감소 및 H2O2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ACE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ROS 생성을 저해
하는 효과가 있는 신규 간세포 보호 물질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세포의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mitochondria는 산소의 존재 
하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한 전자전달을 통하여 ATP를 생산하는 
주요 세포 내 소기관이다29). 산화적 스트레스는 mitochondria 
DNA의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핵으로의 스트레스 신호 전달을 통
하여 mitochondria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30). 손상된 
mitochondria DNA는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고, mitochondrial 
permeability transition pore (mPTP)를 열어 불가역적인 세포자
멸사를 유도한다31). mPTP는 mitochondria 외막과 내막 사이의 정
상적인 대사교환 단백질과 apoptosis 조절 단백질을 함께 함유한 
다단백 복합체로30), Ca2+과 산화스트레스가 증가된 상황에서 pore 
opening을 유도하여 mitochondrial pro-apoptotic 단백질인 
cytochrome c의 비특이적인 유출을 야기하며 막 전위차 손실을 
가져온다15,21,30). 본 실험에서는 flow cytometry analysis를 통하여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를 측정하였고 
AA+iron으로 유도된 mitochondrial dysfunction에 대한 ACE의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AMPK는 세포 내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질과 포도당, 그리고 에
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serine/threonine 인산화 효소로서, 에너지 
상태의 교란과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손상을 방어한다고 알
려져 있다32). AMPK는 격렬한 운동, 저산소증 및 허혈, 세포 내부의 
스트레스 반응 등을 포함한 AMP 농도의 증가에 의해 활성화 되며, 
AMPK는 ATP가 소모되는 반응을 억제하고 이화작용을 유도하여 세
포 에너지 준위를 보전하여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한다32,33). AMPK
는 α, β, γ 3개의 소단위로 heterotrimeric complex를 이루고 있
는데, 이 중 α 소단위의 N-말단에 172번 threonine이 인산화 되는 
것이 AMPK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22,34). 본 연구에
서 ACE가 AMPK를 활성화 되는 것을 AMPK의 인산화 증가를 통하
여 확인하였다.
    GSK3β는 우리 몸 속 신호전달 체계 중에 세포질에 주로 존재
하는 cytoplasmic serine/threonine 인산화 효소의 하나이다. 
GSK3α와 GSK3β, 2가지의 isoform이 있고, 중심부에 catalytic 
domain을 가진다35). GSK3β는 glycogen 대사를 조절하고, 상위기
전의 신호를 받아 하위기전의 기질을 인산화 시켜 신호전달을 하며, 
유전자발현, 세포주기, 사멸과 같은 다양한 세포 기능을 조절한다14). 
GSK3β는 정상상태에서 활성화 되고, serine-9 잔기의 인산화에 의
해 불활성화 되며14), GSK3β의 억제성 인산화는 mPTP의 개방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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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다. 산화적 스트레스는 GSK3β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mitochondria 내에서 활성화된 GSK3β는 mPTP에 결합하여 
mitochondria의 기능 장애를 야기한다23). 본 연구에서 ACE는 
GSK3β의 억제적 인산화를 증가시켰으며, AA+iron에 의해 증가된 
GSK3β의 활성을 억제하였다. AA+iron에 의한 세포독성에 GSK3β
의 활성화가 매개됨을 GSK3β inhibitor인 SB216763 처치에 의해
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목통은 AMPK pathway 활성화에 
의한 GSK3β의 억제를 통하여 세포 보호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목통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betulin과 hedergaenin
은 신경종양, 피부암 등과 같은 질병에 항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17,24,36). 특히 betulin은 급성 간염에서 항산화 효
과를 나타내었다37). 기존 세포주를 활용한 문헌보고에 의하면 
betulin (10 µM) 및 hederagenin (120 µM)은 세포 보호 효능 및 
항산화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8,39). 본 연구에서는 목통 
추출물의 세포 보호 효능을 나타내는 후보 유효성분에 대한 연구로
서 betulin 및 hederagenin의 효능을 평가하였다. 예비 선행연구를 
통하여 betulin (0.5-20 µM)과 hederagenin (5-200 µM)을 단독으
로 HepG2 세포에 처치하였을 때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 µM betulin과 200 µM hederagenin을 사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0 µM betulin 및 200 µM 
hederagenin을 각각 전 처치하였을 때 보다, 병용 처치 한 후 
MMP를 측정하였을 때, AA+iron로 유도된 MMP의 감소를 유의하
게 방어함으로써 ACE와 유사하게 AA+iron에 의한 mitochondria
의 손상을 보호하였다. 또한, 20 µM betulin과 200 µM 
hederagenin의 병용 처치는 시간 의존적으로 GSK3β의 인산화도 
증가시켰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하여 확인된 betulin과 
hederagenin이 단독으로 처치할 때보다 두 가지 약물을 병용 처치
하였을 때 효능이 증가됨을 확인한 연구결과는 개개의 구성 약물보
다 배합된 약물의 처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시사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A+iron에 의해 HepG2 cell의 세포 독성을 유
발하고 목통 추출물 (Akebiae Caulis extract, ACE)의 간세포 보
호 효능 및 이와 관련된 신호분자 기전을 규명하였다.
    ACE는 AA+iron에 의해 유도된 ROS 증가와 GSH 감소에 기인
한 세포독성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ACE는 AA+iron으로 유도된 mitochondrial dysfunction을 억
제하여 mitochondria 보호 효과를 가진다.
    ACE는 AMPK 활성화와 GSK3β의 인산화를 조절하며, 이를 통
하여 세포를 보호한다.
    목통의 유효성분에 대한 연구로서 betulin과 hederagenin의 
병용 처치 시, ACE와 마찬가지로 mitochondria 보호 효과 및 
GSK3β 활성억제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ACE는 산화적 스트레스의 억제와 미토
콘드리아의 보호를 통하여 AA+iron에 의해 유도된 간 실질 세포의 
사멸에 대한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ACE의 분자기전으로서 

AMPK-GSK3β 신호조절을 제시하였다. 추후 in vivo 실험에서 
ACE의 간보호 효능 확인과 더불어 betulin과 hederagenin을 중심
으로 한 성분연구와 기전연구가 지속된다면 목통을 간보호 효능을 
가지는 신규 약물로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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