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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isplatin은 상피세포에서 기원하는 고형암의 치료에 효과

적인 항암제이다. 고환암, 난소암, 두경부암, 방광암, 비소세

포성 폐암 등에 강한 항암작용을 나타낸다.
1)

Cisplatin의 작

용기전은 알킬화 항암제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데 세포 내

DNA의 핵친화적(nucleiophilic) 부위와 작용하여 cisplatin-DNA

adduct를 형성하므로
2,3)
세포분열이 왕성한 암세포의 DNA

복제를 억제하여 항암작용을 나타낸다. Cisplatin의 부작용은

골수억제, 위장관계 독성, 신경독성, 신독성 등이지만 이중

신독성이 제일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cisplatin이

신장에 집중적으로 축적됨으로써 신독성이 cisplatin의 용량

에 비례하여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4,5)

Cisplatin이 신장세포로

이동되는 기전은 명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최근에는 세포

막의 유기양이온 이동계를 이용한다는 보고가 많다.
6-9)
급성

근위세뇨관 기능장애는 cisplatin 신독성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약물 투여 초기에는 신혈류량과 사구체여과

율은 변하지 않는다. 약물 투여 72시간이 지나면 신혈류량

과 사구체여과율도 급격히 감소하고 근위세뇨관의 괴사도

동반될 뿐만 아니라 다뇨와 natriuresis도 지속된다. 실험동물

에서 cisplatin 신독성은 근위세뇨관 S3분절의 손상이 집중적

으로 일어나는 반면 사람에선 근위세뇨관과 원위 세뇨관에

서도 손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임상에서 cisplatin을 투여한 환자의 25-35%에서 신독성

이 유발되기 때문에
11)
이러한 독성을 감소시키려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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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rocaine binds to DNA and reduces cisplatin nephrotoxicity, but the mechanism is poorly understood. We

explored whether procaine amelioration of cisplatin nephrotoxicity was related to down-and/or up-regulation of inflammatory

response gene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oxidative stress indicator gene heme oxygenase-1 (HO-1) or cell cycle inhibitor

gene p21.

Methods: Cisplatin and procaine were intraperitoneally injected to mice at a single dosage of 16 and 80 mg/kg, respectively.

Renal evaluation was performed 72 hours after cisplatin administration. The expression of transcripts and proteins was analyzed

using real time RT-PCR and Western blot, respectively.

Results: Procaine treatment moderately attenuated necrotic changes of renal proximal tubules and increases in BUN and

creatinine concentration by cisplatin administration. Kidney platinum level between the cisplatin (cis) group and the cisplatin

+ procaine (CisPro) group was not different. Although the level of TNF-α mRNA increased 4-fold higher in the Cis group

than in the control, this increase was not attenuated by procaine treatment. Gene expression of p21 and HO-1 was elevated 175

and 4-times higher in the Cis group than in the control, respectively. But their expression was no further elevated, rather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CisPro group compared to the Cis group. Protein abundance of p21 and HO-1 was paralleled by

their respective mRNA expression.

Conclusions: Procaine amelioration of cisplatin nephrotoxicity is likely to be achieved through processes other than the

regulation of TNF-α, HO-1 or p21 gene expression. (Korean J Anesthesiol 2007; 52: 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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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환 외 3인：Procaine 투여 시 Cisplatin 신독성의 완화 기전

약리학적 방안들이 시도되었다. 이뇨제 투여와 함께 수화요

법(hydration)은 이미 임상치료의 표준요법으로 자리 잡았으

며 이 요법은 cisplatin에 의한 신독성, 신경독성, 골수억제 등

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12,13)

황(sulfur)을 함유한 화합물이 백금

과 결합력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sodium thiosulfate가

cisplatin 신독성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물

질은 한편으로 신독성을 감소시키지만 cisplatin의 항암효과

도 동시에 감소시키는 단점이 발견되었다.
14)

Thiol기를 함유

한 물질인 WR-2721 (amifostine
TM

)과 glutathione이 cisplatin

신독성을 일부 감소시키며,
15,16)

세포 내 gluthathione의 감소

는 cisplatin 신독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18)

급성 신부전의 대표적 모델로 신장의 허혈-재관류 손상이

흔히 이용되는데 이 모델에 의한 신장 손상은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과잉의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때문에 유발된다.
19,20)

허혈 모델과 유사하게 독성물질에 의

한 신장 손상의 하나인 cisplatin 신독성도 허혈-재관류 손상

과 기능적, 조직학적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cisplatin 신

독성의 완화를 위해 superoxide dismutase, 비타민 C, 비타민

E, selenium, melatonin 등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제가 주로

사용되었다.
21-24)

활성 산소 외에도 산화 스트레스를 받을 경

우 조직 내 heme oxygenase-1 (HO-1) 생산이 증가되는데 이

단백질의 생성 유무에 따라 cisplatin 신독성이 조절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25,26)

최근에는 cisplatin 신독성의 병태생리

학적 기전을 염증반응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는 실험적 증

거가 대두됨으로써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의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27,28)

한편으로 cisplatin이 일차적으로

DNA 손상을 일으켜 세포주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세포괴

사나 세포자살(apoptsis)을 일으키므로 이를 방지하는 p21 단

백질이 cisplatin 신독성 조절에 관여할 것으로 믿고 있

다.
29,30)

그러나 어떤 물질이 HO-1, TNF-α, p21 등의 유전자

나 단백질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cisplatin 신독성을 감소시키

는지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Procaine은 국소마취제로 다른 국소마취제와 달리 독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역가가 낮고 작용시간이 짧으며 작용효

과도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국소 마취 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편이다.
31)

Qiao 가
32)
미만성 림프종

(lymphosarcoma) 환자에게 cisplatin과 procaine을 병용 투여하

여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렸다는 사례를 보고한 이후 Esposito

등은
33)

P388 백혈병 암세포를 이식시킨 마우스를 사용하여

cisplatin과 procaine을 병용 투여한 마우스가 cisplatin을 단독

투여한 마우스보다 생존시간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

성 신독성도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한편 pro-

caine은 GC 염기가 풍부한 DNA 가닥에 강하게 결합하여

DNA를 탈메틸화(demethylation)시키는 작용도 갖고 있다.
34,35)

따라서 저자들은 마우스에서 procaine 투여 시 cisplatin 신

독성의 완화 기전이 염증반응과 관련된 TNF-α 유전자, 세

포주기 억제와 관련된 p21 유전자,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HO-1 유전자 등의 발현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다.

대상 및 방법

실험 동물과 약물 투여

체중 25 g 내외의 9-10주 C57BL/6 수컷 마우스(오리엔

탈바이오, 서울, 한국)를 무작위로 생리식염수 투여군, pro-

caine 투여군, cisplatin 투여군, cisplatin과 procaine의 병용투

여군으로 나누었다. Cisplatin (Sigma, St. Louis, MO, USA)을

생리식염수에 2 mg/ml의 농도로 녹인 후 16 mg/kg의 용량

으로, procaine-HCl (Sigma)은 증류수에 녹여 80 mg/kg의 용

량으로 투여하되 주사직전 두 약물을 섞어 복강 내로 1회

투여했다. 모든 군에서의 투여된 약물의 총용적은 0.3 ml로

통일시켰으며 투여 72시간 후 마우스를 희생시켰다.

신기능 검사와 조직학적 검사

Ketamine (50 mg/kg)과 xylazine (10 mg/kg)이 혼합된 마취

제를 복강 내 투여하여 동물을 마취시킨 다음 heparin 10 ul

(50 U)가 포함된 1 ml 주사기로 심장을 천자하여 혈액을 채

취했다. 즉시 혈장을 분리하여 BUN과 creatinine 농도를 측

정했다. 한편으로 신장을 적출하여 한쪽은 10% 포르말린

완충액(pH 7.4) 내에 고정시키고 다른쪽은 액체질소에 얼린

후 -70
o
C에 보관했다. 고정시킨 신장은 paraffin에 포매한

후 5 um의 두께로 자르고 탈파라핀 과정과 탈수과정을 거

쳐 periodic acid-Schiff (PAS)염색을 시행했다.

신장의 platinum 함량

신장 한 개를 적출하여 주위 혈관과 지방을 깨끗이 제거

한 다음 무게를 측정했다. 이것을 테프론 용기에 담고 35%

과산화수소수 1 ml를 넣은 다음 100
o
C에서 3시간 가열했다.

이후 질산과 염산을 8：2의 비율로 혼합한 혼합액 1 ml를

다시 첨가하여 150
o
C에서 가열시키고 겔상태가 될 때까지

시료를 증발시켰다. 마지막으로 2% 질산을 첨가하여 최종

부피가 10 ml가 되도록 mass-up시켰다. 시료 내의 백금 농

도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ICP/MS)

(Elan 6100, Perkin Elmer, Boston, MA, USA)로 측정했으며

신장 단위 g당 백금 함량을 산출했다.

신장 내 총 thiol 함량

조직의 총 thiol (sulfhydryl, SH)은 단백질과 결합된 부분

과 glutathione처럼 비단백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

험에서는 Ellman 시약을 사용하여 신장내 총 thiol의 함량을

Klip 등의
36)
방법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했다. T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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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용액(25 mM Tris, pH 7.4) 1 ml가 포함된 시험관에 신

장의 반쪽을 넣고 조직파쇄기로 10초 동안 2회 반복하여

조직을 완전히 파쇄시킨 후 균등액(homogenate)을 만들었다.

새로운 시험관에 2 mM DTNB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 0.1 ml, 1 M Tris, pH 8.0) 0.2 ml, 15% SDS 0.2 ml, 균

등액 0.2 ml, 증류수 1.3 ml을 넣고 실온에서 5분간 방치시

킨 후 41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했다. Thiol 농도는 DTNB

의 흡광계수(13,600 cm-1. M-1)를 이용하여 계산했다. 균등

액의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BioRad protein assay kit

(BioRad, Hercules, CA, USA)를 사용했으며 표준단백질로 rat

serum albumin을 사용했다. 신장 내 thiol 함량은 mmole

thiol/mg protein으로 표준화시켰다.

Real time RT-PCR

신피질 20-30 mg을 RNAqueous-4PCR kit (Ambion, Austin,

TX, USA)을 이용하여 RNA를 분리했으며 kit 내에 포함된

DNAse로 오염된 DNA를 제거하여 RNA순도를 높 다. 260/280

nm에서 각각 RNA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순도를 확인하고

RNA 농도를 계산했다. 총 RNA 0.5-1 ug을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시켜 cDNA를 합성했는데 이를 위해 SuperScript

II first-strand synthesis system (Invitrogen, Calsbad, CA, USA)

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지시대로 시행했다. Real time RT-

PCR은 Applied Biosystem 7000 Sequence Detection System

(Foster City, CA, USA)을 이용하여 Taq polymerase와 기타

필요한 시약이 모두 함유된 2 × SYBR Green 시약(Applied

Biosystem)을 사용했다. 반응액 25 ul 속에는 5배 희석한

cDNA 5 ul와 primer 10 pmole을 포함시켰다. Annealing과

extension은 60
o
C, 1분으로 설정하고 PCR 주기는 45회로 설

정했다. 각 primer의 염기서열은 Whitehead Institute에서 개

발한 Primer3 프로그램을
37)
사용하여 작성했으며 Table 1에

표시했다.

PCR이 끝난 후 각 유전자의 mRNA의 상대적 발현비(R)

는 PCR 효율을 보정하지 않은 delta-delta 방법으로 계산했

다. 예를 들면 대조군에 대한 cisplatin 투여군의 TNF-α 발

현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했다.
38)

R

= (cisplatin/control)TNF = 2TNF
∆CT

TNF
(control - cisplatin)

÷ 2β-actin
∆CT

β-actin
(control - cisplatin)

. 여기서 ∆CT는 threshold cycle의 차이를

의미한다.

Western blot

-70
o
C에서 보관 중이던 반쪽 신장을 꺼내어 protease

inhibitor cocktail (Sigma)이 1/100로 희석된 mannitol 완충용

액(300 mM mannitol, 16 mM HEPES/Tris, 1% Triton X-100,

pH 7.4) 500 ul에 넣고 조직파쇄기로 갈아 균등액을 만들었

다. 균등액 단백질 일정량을 5% β-mercaptoethanol이 포함된

2 × Laemmli buffer (Sigma)에 넣고 90
o
C에서 5분간 가열했

다. 이 시료를 16% Tris-glycine precast gel (Invitrogen)에 100

ug을 분주한 다음 Excel 전기 동 장치(Invitrogen)를 이용하

여 전류의 강도를 125 V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실험조건에

따라 50분에서 90분까지 전기 동시켰다. Gel로부터 PVDF

membrane (Amersham Pharmacia, Piscaway, NJ, USA)으로 단

백질을 이동시키기 위해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여 25 V로

고정된 전류를 흘려 transfer 용액(25 mM Tris, 192 mM

glycine; 20% v/v methanol) 내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전기 동시켰다. 1% Ponseau 용액에 담가 PVDF로의 단백질

전이를 확인한 다음 교반기에서 blocking 용액(5% skim

milk, 0.1% tween-20 in PBS, pH 7.4)에 담가 1시간 방치했

다. 1차 항체는 1：1,000으로 희석하여 사용했으며 실온에

서 밤새 반응시켰다. 이때 사용한 1차 항체는 모두 토끼의

polyclonal 항체로서 TNF-α, p21, HO-1는 Santa Cruz Biotech-

nology (Santa Cruz, CA, USA)로부터 β-actin은 Abcam (Cam-

gridgeshire, UK)으로부터 구입했다. 10분씩 두번 세척한 다

음 HRP가 결합된 2차항체(HRP 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 Sigma)를 1：2,000의 비율로 blocking 용액에 넣고 1시

간 반응시키고 10분간씩 세번 세척한 후 ECL kit (Amersham)

를 사용하여 signal을 확인했다. β-actin signal을 얻기 위해

처음 사용했던 PVDF를 stripping 용액(100 mM 2-mercaptoe-

thanol, 2% SDS, 62.5 mM Tris-HCl, pH 6.7)에 넣고 50
o
C에

서 1시간 반응시킨 후 blocking 과정부터 반복했다. 최종으

로 얻은 band 강도는 densitometer를 사용하여 정량했다.

DNA 분절화(fragmentation)

세포자살(apoptosis)에 의한 DNA 분절화를 확인하기 위해

Table 1. Primer Sequences of Mouse Genes for Real Time RT-PCR

Gene Sequence Size (bp) GenBank #

TNF-α

Forward 5'-acg tgg aac tgg cag aag ag-3' 208 NM 013693

Reverse 5'-agg gtc tgg gcc ata gaa ct-3'

HO-1

Forward 5'-aca ggt tga cag aag agg cta a-3' 247 BC 010757

Reverse 5'-aac agg aag ctg aga gtg agg a-3'

p21

Forward 5'-aac atc tca ggg ccg aaa a-3' 251 BC 002043

Reverse 5'-taa gtt tgg aga ctg gga gag g-3'

β-actin

Forward 5'-gac ggc cag gtc atc act at-3' 216 NM 007393

Reverse 5'-ctt ctg cat cct gtc agc aa-3'

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HO-1: heme oxygen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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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질만을 오려내어 DNeasy tissue kit (Quiagen, Valencia,

CA, USA)을 사용하여 DNA를 분리하고 RNAse A (Quiagen)

를 처리하여 DNA만 순수하게 분리했다. 흡광도를 읽어

DNA가 순수하게 분리되었음을 확인한 후 ethidium bromide

가 함유된 2% agarose gel에 전기 동했다.

통계처리

모든 자료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기했다. SPSS (version

12.0)를 이용하여 세 군 이상의 비교에는 one-way ANOVA

를 시행했으며 사후검정으로 분산이 동질성을 갖는 경우는

Tukey 검정을, 동질성을 갖지 않은 경우 Dunnett 검정를 실

시했다. 두 군 간의 비교는 양측검정을 통한 unpaired t-test

를 실시했다. P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결 과

체중과 신장무게의 변화

Table 2는 약물 처치 전과 처치 72시간 후 체중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약물 처치 전에는 각 군 사이의 체중 차

이는 전혀 없었다. 처치 72시간 후 대조군과 procaine 투여

군의 경우 약 3%의 체중 증가를 보인 반면 cisplatin 투여군

과 cisplatin + procaine 병용투여군은 각각 17.5%, 16.4%의 체

중감소가 일어났다(P ＜ 0.05 vs. saline). 그러나 cisplatin 투

여군과 cisplatin + procaine 병용투여군 사이의 체중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cisplatin

처치에 의해 심한 체중 감소가 일어나지만 이같은 감소가

procaine 투여에 의해 전혀 개선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Table

Fig. 1. Effect of various treatments on BUN (A) and plasma creatinine concentration (B). Cisplatin and procaine were injected at a dose of 16

and 80 mg/kg, respectively. Renal function was measured 72 hours after treatment. Data are mean ± SD of 5-7 mice. Sal: saline, Cis: cisplatin,

Pro: procaine, Cis + pro: cisplatin + procaine. *P ＜ 0.05 vs. Sal,
†
P ＜ 0.05 vs. Cis.

Table 2. Effect of Various Treatments on Body Weight

Body weight (g)
% change

Before After Net change

Saline 23.3± 0.9 23.9± 1.2 0.66± 0.45 2.8± 1.9

Procaine 24.1± 1.4 24.8± 1.6 0.70± 0.26 2.9± 1.0

Cisplatin 23.2± 0.6 19.2± 0.6* -4.07± 0.62* -17.5± 2.5*

Cisplatin
22.8± 1.0 19.1± 1.4* -3.76± 0.97* -16.4± 4.1*

+ procaine

Cisplatin and procaine were injected at a dose of 16 and 80 mg/kg

body weight, respectively. When procaine was administered with

cisplatin, two drugs were mixed immediately before injection. Body

weight was not different 72 hours after treatment between cisplatin and

cisplatin+procaine groups. Data are mean ± SD of 5-7 mice. *P

＜ 0.05 vs. saline.

Table 3. Effect Various Treatments on Kidney Weight and the Ratio
of Kidney to Body Weight

Kidney to body
Kidney weight (g)

weight ratio (mg/g)

Saline 0.140 ± 0.016 6.0 ± 0.9

Procaine 0.145 ± 0.022 5.9 ± 1.1

Cisplatin 0.111 ± 0.006* 5.8 ± 0.5

Cisplatin+ procaine 0.116 ± 0.010* 6.1 ± 0.8

Cisplatin and procaine were injected at a dose of 16 and 80 mg/kg

body weight, respectively. When procaine was administered with

cisplatin, two drugs were mixed immediately before injection. Kidney

weight was not different between cisplatin and cisplatin + procaine

treatments. Data are mean ± SD of 5-7 mice. *P ＜ 0.05 vs. s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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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약물 처치 72시간 후 신장무게와 체중과의 상대적 비

를 나타낸 것이다. Cisplatin 투여군과 cisplatin + procaine

병용투여군은 각각 대조군에 비해 신장무게가 약 20% 감소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cisplatin 투여에

의한 신장 무게의 감소는 procaine 투여에 의해 방지되지 않

았다(0.111 ± 0.006 vs. 0.116 ± 0.006 g, P = 0.27). 그러나

단위 체중당 신장무게를 환산했을 때 네 군 모두 유사한 값

을 보 다.

신장의 기능 변화와 조직학적 변화

혈장 creatinine 농도와 요소질소 농도(BUN)는 신장 기능

의 간접적 지표로 흔히 이용된다. Fig. 1은 대조군과 세 실험

군에서 약물 처치 72시간 후 심장 천자를 통해 채취한 혈

액에서 creatinine 농도와 BUN의 측정값을 표시한 것이다.

BUN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cisplatin 투여군은 5.8배 증가했

으며 cisplatin + procaine 병용투여군은 2.4배 증가했지만

procaine 투여군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cisplatin 처치에

의해 증가된 BUN은 procaine 투여로 그 증가폭이 약 58%

억제되었다(107.0 ± 31.6 vs. 44.6 ± 16.4 mg/dl, P ＜ 0.01).

한편 혈장 creatinine 농도의 변화도 BUN과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cisplatin 처치에 의해 신장기능이 저

하되지만 procaine 투여로 그 기능이 현저히 회복됨을 의미

한다. 다음은 procaine 투여에 의해 신장의 조직학적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PAS 염색을 실시했다. Fig. 2

는 PAS 염색한 사진을 100배 확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대

조군과 procaine 투여군에서 조직학적 이상소견은 전혀 관찰

되지 않았다. 반면 cisplatin 투여에 의해 신피질의 근위세뇨

관 세포의 손상이 현저히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손상은 세

포괴사, cast 형성, brush border의 소실, 세뇨관의 확장 등

다양한 병변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이 병변은 procaine 투

Fig. 2. Effect of various treatments on renal histology. Mice were treated with saline, procaine, cisplatin, and cisplatin in combination with procaine.

The kidney was stained with PAS. The cisplatin group showed extensive cell necrosis, cast formation, and tubular dilatation. But these changes

were less prominent in the cisplatin + procaine group. None of the saline group and the procaine group showed histological abnormality

(Magnificati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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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의해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cisplatin에 의

한 신장의 기능적, 조직학적 손상이 procaine 투여에 의해

완화됨을 보여준다.

한편 신장 세포의 세포자살(apoptosis)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DNA 절편화를 조사한 것을 Fig. 3에 표시했다. Cis-

platin 투여에 의해 DNA 절편화가 증가되었지만 이 현상은

procaine 투여에 의해 방지되지 않았다.

신장 내 platinum의 함량과 총 thiol 함량

Cisplatin 신독성이 procaine에 의해 완화되는 기전을 밝히

기 위해 먼저 신장 내 cisplatin 함량을조사했다. Table 4는 신

장내 cisplatin의 함량을 단위 단백질당 백금함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조군과 procaine 투여군에서 백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cisplatin 투여군과 cisplatin + procaine 병용투여군

의 백금함량에도 차이가 없었다(5.21 ± 0.37 vs. 4.91 ± 0.57

ug/g kidney weight, P = 0.49). 이러한 결과는 procaine이 신장

세포로 들러오는 cisplatin 이동에 전혀 향을 미치지 않았음

을 시사한다. 한편 glutathion을 포함하는 신장내 총 thiol 함

량을 측정했을 때 대조군과 cisplatin 투여군, cisplatin +

procaine 병용 투여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Table 5).

TNF-α, p21, HO-1 유전자와 단백질 발현의 비교

먼저 procaine 투여군의 신장 기능과 조직학적 소견 등이

대조군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Fig. 1, 2) 유전자와 단백질

발현을 조사하는 실험에서 procaine 투여군을 제외시켰다.

Fig. 4에서 보듯 TNF-α 유전자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ci-

splatin 투여군은 4.2배, cisplatin + procaine 병용투여군은 3.7

배 증가했지만 cisplatin 투여군과 cisplatin + procaine 병용

투여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59).

HO-1와 p21 mRNA의 경우도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증

가하 으며 동시에 cisplatin 투여군과 cisplatin + procaine

병용투여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ig.

4B, C).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단백질의 발현에 그대로 반 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 cisplatin 투여군과 cisplatin + procaine 병

용투여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두 유전자 HO-1와

p21의 단백질 발현에 대해 Western blot을 시행했다. 한편

처치에 의한 단백질의 비특이적 증감을 배제하기 위해 β-

actin을 내부 표준단백질로 삼았다. Fig. 5에서 보듯 HO-1과

p21 단백질 발현은 cisplatin 투여 시 증가하지만 procaine의

처치에 의해 이러한 증가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Fig. 5의 결

과를 densitometer로 읽어 signal의 크기를 정량화했을때 HO-1

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cisplatin 투여군은 2.5배, cisplatin +

procaine 병용투여군은 0.7배 증가했으며 p21의 경우도 대조

군에 비해 cisplatin 투여군은 14.3배, cisplatin + procaine 병

용투여군은 7.3배 증가했다. 따라서 정성적으로 보아 HO-1

과 p21 유전자 발현은 단백질 발현으로 반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찰

저자들은 Esposito 등의
33)
연구를 모델로(cisplatin 8 mg/kg

과 procaine 40 mg/kg 투여) 삼아 예비실험을 시행한 결과

그들의 연구와 몇 가지 다른 결과를 얻었다. 첫째, cisplatin

Fig. 3. Effect of cisplatin and procaine on DNA fragmentation in

kidney cortex. DNA from the renal cortex was isolated and elec-

trophoresed on 2% agarose gel. Cisplatin increased DNA fragmen-

tation. But this effect was not inhibited by procaine.

Table 4. Platinum Contents in the Kidney

Platinum content (ug/g kidney weight)

Saline ND

Procaine ND

Cisplatin 5.21 ± 0.37

Cisplatin + Procaine 4.91 ± 0.57

Cisplatin and procaine were injected at a dose of 16 and 80 mg/kg

body weight, respectively. Kidney was excised 72 hours after treatment

and renal platinum content was measured by ICP-mass spectrometry.

Data are mean ± SD of 5 mice. ND: not detected.

Table 5. Total Thiol Contents in Kidney Homogenates

SH content (mmole/mg protein)

Saline 1.38 ± 0.13

Cisplatin 1.32 ± 0.08

Cisplatin + procaine 1.33 ± 0.03

Cisplatin and procaine were injected at a dose of 16 and 80 mg/kg

body weight, respectively. Kidney was excised 72 hours after treatment

and the total thiol content in kidney homogenates was normalized with

protein. Data are mean ± SD of 4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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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8 mg/kg 용량으로 투여한 경우 체중감소를 제외하고 투

여 6일까지도 신장의 기능과 조직학적 이상소견은 전혀 관

찰되지 않았다. 둘째, cisplatin 농도를 LD50인 16 mg/kg로 올

리고
39)

procaine 40 mg/kg을 병용 투여한 72시간 후 신기능

장애와 조직학적 손상은 발견되었지만 이들의 개선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cisplatin 16 mg/kg과 procaine 80

mg/kg을 투여한 결과 Esposito 등의 연구와 유사한 신장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 2). 약물 용량에 대한 반응

이 이처럼 다른 이유는 Esposito 등은 BDF1 잡종 마우스를

사용했고 본 실험에서는 C57BL/6 마우스를 사용한 점과 전

자가 약물을 개별적으로 연속해서 투여한 것과 저자들은

두 약물을 투여 직전 섞은 다음 한번에 투여한 점 때문일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procaine 80 mg/kg을 투여했을 때

실험 진행기간 동안 경련과 같은 신경 독성은 관찰되지 않

았는데 Phansalkar 등은
40)
마우스에서 procaine의 LD50을 150

mg/kg으로 보고한 바 있다.

Procaine을 제외한 국소마취제들 즉, lidocaine, bupivacaine,

tetracaine에 의한 급성 신부전의 조절을 조사한 최근의 연구

에 의하면 급성 허혈-재관류 손상을 유도한 쥐에게 이 마취

제들을 정맥 내로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때 신기능과 조직

학적 손상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41)
이와는 달리 본 연구와

Esposito 등의
33,42)

연구에서 일회 투여한 procaine에 의해

cisplatin 신독성이 완화되었다. 국소마취제들 사이의 이러한

신장 보호효과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 procaine 투여 시 cisplatin 신독성이 감소한

까닭은 먼저 procaine이 cisplatin의 신장 내 유입을 억제했기

때문일 것이다. Cisplatin은 신장세포의 기저측면막(basolateral

membrane)에 존재하는 유기양이온 이동계를 통해 세포 내

Fig. 4. Effect of cisplatin and cisplatin + procaine on the expression

of TNF-α gene (A), HO-1 gene (B), and p21 gene (C). The kidney

RNA was prepared 72 hours after treatment. Real time RT-PCR was

performed using the same amount of RNA in all groups. The relative

expression level was first normalized for β-actin. Data are mean ±

SD of 3 separate experiments. Sal: saline, Cis: cisplatin, Cis + pro:

cisplatin + procaine. *P ＜ 0.05 vs Cis.

Fig. 5. Western blot analysis of p21, HO-1, and β-actin in the saline,

cisplatin, and cisplatin+procaine groups. Kidney homogenates were

prepared 72 hours after treatment. The same amount of proteins in each

group was loaded and separated on 16% SDS-PAGE. β-Actin was

used as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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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6-9)
생리학적 pH에서

양전하를 띄는 procaine에 의해 cisplatin의 신장 내 이동도 경

쟁적으로 억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추정은 Table 4에서 보

듯 cisplatin 투여군과 cisplatin + procaine 병용투여군의 신

장 백금 함유량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procaine에 의한

cisplatin 신독성의 억제효과는 cisplatin의 신장 이동량의 차

이에 의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 Esposito 등은 procaine 투

여에 의해 신장의 백금함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Viale

등은
35)

procaine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procainamide를

쥐에게 투여했을 때 cisplatin 신독성이 감소되지만 신장의

백금함량은 procainamide 투여군에서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

고했다. 현재로서 연구들 사이에 이러한 차이는 확실하지

않지만 마우스와 쥐, 마우스 종(species)의 차이, 측정방법의

차이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Procaine이 세포 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cisplatin 신독성

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 Zhong

등은
43)
정상쥐의 신피질 절편에 cisplatin을 노출시키고

procaine을 첨가하면 free radical 발생에 의한 지질 과산화

(lipid peroxidation)가 감소된다고 한다. Fenoglio 등은
44)
효소

조직화학법(enzyme histochemistry)을 이용한 조직학적인 연

구를 시행하여 신장 내 대사과정에 관여하는 일부효소 즉,

K-nitrophenyl phosphatase와 nitric oxide synthase의 활성도가

procaine에 향을 받기 때문에 cisplatin에 의한 신독성이 완

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본 연구에선 procaine에 의한 cisplatin 신독성의 완화기전

을 세 종류의 유전자 발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째, cisplatin에 의한 급성 신부전이 염증반응의 결과로 나타

나며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cytokine 중의 하나인 TNF-α가

신독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즉, cisplatin 처치 시

TNF-α mRNA와 단백질 생성이 증가하는데 TNF-α 생성을

억제시키는 약물의 투여나 TNF-α를 중화시키는 항체 투여

로 신독성은 현저히 예방되며,
27)
유사한 예방 효과가 TNF-

α 유전자 결실 마우스
27)
또는 TNF receptor-2 knockout 마우

스에서도
45)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cisplatin 신독성이

나타날 때 TNF-α mRNA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 4.2배 증가

하여 타 연구들과 유사한 값을 보 지만 cisplatin 투여군과

cisplatin + procaine 병용투여군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procaine 처치 시에도 TNF-α 유전자 발현은

향을 받지 않음을 시사한다.

둘째, cisplatin처럼 DNA 손상을 일차적으로 유발하는 항

암제는 세포주기를 자극하여 세포괴사 또는 세포자살을 유

도하는데 cyclin-dependent kinase (cdk)은 세포주기의 활성화

를 담당하는 주요한 단백질의 하나이다. 이 단백질을 억제

하는 것으로 알려진 p21은 세포주기의 G1 arrest를 유도하여

손상된 DNA 복제를 방지함으로써 세포사망을 줄이고 따라

서 cisplatin 신독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해 왔다. 실제로

p21 knockout 마우스가 야생형 마우스보다 cisplatin 신독성

이 훨씬 증가하며 반대로 세포 내 p21 발현을 유도하면

cisplatin 신독성이 감소한다.
30)
허혈-재관류에 의한 급성신부

전 모델에서도 p21 유전자가 없을 경우 급성신부전이 악화

된다.
46)
본 연구에서 cisplatin 처치 시 p21 mRNA 발현이 무

려 175배 증가했으며 단백질은 14배 증가했다. 만일 pro-

caine에 의한 cisplatin 신독성의 완화 효과가 p21의 증가에

의해 이루진다면 cisplatin + procaine 병용 투여군의 p21

mRNA와 단백질 발현이 cisplatin 투여군보다 더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예상과는 반대로 cisplatin + procaine 병용 투여

군에서 유전자와 단백질은 cisplatin 투여군보다 오히려 낮았

다(Fig. 5). 뿐만 아니라 cisplatin에 의한 세포자살도 procaine

에 의해 방지되지 않았다(Fig. 3). 이러한 결과는 procaine이

p21 유전자의 발현을 상향조절하여 cisplatin 신독성을 완화

시키지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cisplatin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의 생성

을 유발시키는데 이것이 대사변화, 지질과산화 등을 초래하

여 세포의 불가역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성 산소는 HO-1 생성을 유도하는바 HO-1 단백질이 과발

현된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에서 cisplatin 세포독성이 완화되

며, 반면 HO-1 knockout 마우스에서는 cisplatin 신독성이 현

저히 증가된다.
26)

한편 조직 내 항산화 물질-예를 들면 glutathione의 감소도

HO-1의 발현을 유도하는데 Table 5에서 신장의 총 thiol 함

량이 여러 가지 처치에 의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cisplatin 투여에 의한 항산화 물질의 감소가 HO-1 유전자

발현의 증가를 유도한 직접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다. 본

연구에서 산화 스트레스의 지표로 사용한 HO-1 유전자와

단백질의 발현도 cisplatin 투여군보다 cisplatin + procaine

병용 투여군이 오히려 낮았다. 따라서 procaine 처치에 의한

cisplatin 신독성의 완화는 HO-1 유전자 발현의 상향조절에

의한 현상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Cafaggi 등은
47)

cisplatin과 procaine이 결합된 새로운 화합물(DPR)을 합성했

는데 이 화합물도 in vitro에서 cisplatin보다 낮긴 하지만 뚜

렷한 항암 효과를 보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본 연구에서도 cisplatin과 procaine이 결합된 DPR이 신장세

포를 손상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손상은 cisplatin보다 약

하게 진행됨으로써 cisplatin + procaine 병용투여군의 TNF-

α, HO-1, p21 유전자 발현이 cisplatin 투여군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procaine 처치 시 cisplatin 신독성이 기능적,

조직학적으로 현저히 완화되는데 이는 TNF-α 유전자 발현

이 하향조절되거나 p21 또는 HO-1 유전자의 발현이 상향조

절되는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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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되나 이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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