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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u, Zn-SOD 억제제인 diethyldithiocabamate(DDC)가 paraquat(PQ)에 의한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양한 백서 섬유아세포에 DDC(30mM)를 전처치하여 PQ를 100卩M이 되게 첨가해 배양하여 생존한 

세포를 Carmichael 등의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법에 의해 

측정한 결과 DDC 전처치 대조군과 DDC 전처치 PQ 첨가군 사이에 유의한 세포생존율의 차이는 없었다. 

Catalase 억제제인 3-amino-l,2,4-triazol(ATX 전처치하여 PQ를 100을 첨가하고 배양한 섬유아세포의 

생존율을 MTT법에 의해 측정한 결과 AT 전처치 PQ 첨가군에서 유의한 세포생존율의 감소를 나타냈다. 

섬유아세포를 PQ(200 pM)로 처치한 후 Cu, Zn-SOD를 첨가하여 생존한 세포수를 각각 MTT법에 의해 측정한 

결과 Cu, Zn-SOD 첨가로 인한 세포생존율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PQ 처치군에 catalase 첨가로 PQ 처리 

대조군에 비하여 생존한 세포수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 일차배양한 백서 섬유아세포를 AT로 

전처리하면 PQ 독성이 증가되고, catalase 첨가로 독성이 감소되며, DDC 전처치나 Cu, Zn-SOD 첨가로 PQ에 

의한 세포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으로 미루어, PQ 독성은 superoxide보다 과산화수소농도와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BSTRACT. The participation of superoxide in initiating tissue damage derived from xenobiotics 
is best illustrated by paraquat intoxication. In the present study, the roles of superoxide dismutase and 
catalase on paraquat-induced cell injury were investigated using primary cultured rat skin fibroblast. 
The degree of cell injury was assassed by the conversion of reduced MTT to a blue formazan. Paraquat 
produced concentration- and time-related cell injury in cultured rat skin fibroblast. Paraquat induced-cell 
injury was aggravated by pretreatment of aminotriazol (AT : 10 mM), an catalase inhibitor, and attenuated 
by addition of catalase (100-*500 unit/m/). However, the effects of diethyldithiocarbam가e (DDC : 10 mM), 
copper-and zinc-containing superoxide dismutase (Cu, Zn SOD) inhibitor, and Cu, Zn-SOD on paraquat- 
induced injury were not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hydrogen peroxide might be more respon
sible factor than superoxide in the pathogenesis of paraquat-induced cell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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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광범위 제초제로 이용되는 paraquatW2V*-diine- 
thyl~4,4'-bipyridilium; methyl viologen 이하 PQ로 

약함）에 중독되면 치명적 손상이 초래되는데 독성에 

대한 생화학적 기전은 명확하지 않으나, superoxide 
radicals 생성이 PQ 독성의 주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SOD는 superoxide anion을 과산화수소로 전환시 

키는 효소로서（반웅식 1）,

。2 ‘ +。2 + H2O _ * H2O2+O2 ⑴

owU

1969년 McCord 등‘이 소의 혈액에서 SOD를 처음 

분리하였는데, 그 이후로 진핵세포에서는 세포질의 

Cu, Zn-SOD와 사립체의 Mn-SOD, 원핵세포에서는 

세포질의 Cu, Zn-SOD와 사립체의 Mn-SOD, 원핵 

세포에서는 세포질의 Mn-SOD와 원형질막 외강（pe- 
riplasmic space）의 Fe-SOD 등 여러가지 동위효소 

들이 알려져 있다七 1978년 Hassan 등은 PQ가 E. 

co〃에서 manganese superoxide dismutase（Mn- 
SOD） 합성을 유도하고 효소합성이 유도된 세균에 

PQ를 투여하면 독성이 감소되므로 PQ 독성은 세 

포내 SOD 농도와 직접 관련이 있고, 1989년 Phillips 
등7은 Cu, Zn-SOD가 돌연변이된 초파리에서 PQ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되었으며, 1991년 St Clair 등은 

사람 Mn-SOD cDNA로 형 질전환시 킨 생쥐 C3H10T 
1/2 세포에서 Mn-SOD 생성을 증가시키면 PQ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199%년 Kelner 등°은 Cu, Zn-SOD 활성과 

PQ의 세포독성 사이에 연관성이 없으며, 1990년 

Seto 등1°은 초파리에서 SOD 활성증가와 PQ 독성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PQ 독성에 미치는 

SOD의 영향에 대히서는 이견이 있다.

Superoxide anionCOQ은 Haber Weiss 반응에 

의해 과산화수소와 반응하여 OH. 가 형성되어 핵산, 

지질 및 단백질 등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산화수소는 hydroxyl radicals 형성에 필요하며, 

hydroxyl radicals는 superoxide보다 반응성이 훨씬 

강하다吃

과산화수소는 catalase（반응식 2）와 peroxidase（반 

응식 3）에 의해 소거된다I

H2O2+H2O2 ————> 2H2O+O2 (2)
Catalase

H2O2+AH2O2 ----------------- > 2H2O+A (3)
Peroxidase

PQ 독성이 superoxide 생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superoxide 소거에 관여하는 효 

소인 SOD와 catalase가 PQ 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 배양한 백서 섬유아세포에서 Cu, Zn-SOD 활 

성억제제인 diethyldithiocarbamate(DDC)와 cata

lase 활성억제제인 aminotriazol(AT)'S- 이용하여, 

Cu, ZrrSOD와 catalase를 억제시킨 후 PQ에 의한 

세포독성을 측정하고 PQ를 처리한 세포에 SOD와 

catalase를 투여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하여 PQ 독 

성에 미치는 SOD와 catalase의 영향을 비교 관찰 

하였다.

연구방법

시 약. Paraquat(PQ), catalase, superoxide di- 
smutase(Cu, Zn-SOD), 3-amino-l,2f4_triazol(AT)f 
dimethyldithiocarbamate(DDC), fetal bovine se
rum, sodium bicarbonate, essential minimum me- 
dium(MEM), antibiotics-antimycotics liophilyzed 
power, Hank's balanced salt solution(Ca2+ -Mg2+ 

free) (CMF-HBSS), dimethyl sulfoxide(DMSO), 3- 
(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 

lium bromide(MTT), xanthine, xanthine oxidase, 
cytochrome c, bovine serum albumin, ethylenedia
mine tetraacetic acid(EDTA), phenol reagent 등은 

Sigma사, hydrogen peroxide(H2O2)-c- E. Merk사 

제품을 사용하였고 기타시약은 특급 및 1급을 사 

용하였다.

백서 피부섬유아세포의 배양. 백서 피부섬유아 

세포는 Freshney의 방법蜡으로 일차 배양하여 실험 

에 이용하였다. 즉, 백서를 ether 흡입으로 마취시켜 

70% ethanol로 전신을 소독한 후 DMF~HBSS로 3회 

세척하고 피부조직을 절제하였다. 절제된 조직은 수 

술용 칼로 잘게 잘라서 CMF-HBSS로 3회 세 척하여 

10% fetal bovine serum, penicilline(100 U/mZ), st- 
reptomycin(100 U/mZ) 및 nystatin 등을 함유한 

MEM에 부유시켜 Falcon culture flask(T-25)에 넣 

고 CO? 배양기로 37°C, 5% CO?하에서 배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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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마다 배양액을 교환해 주었다. 일차 배양된 세 

포는 0.25% tr邛psin을 처리하여 계대배양하였으며 

12회 계대배양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섬유아세포에 대한 PQ 독성측정. 일차 배양한 

백서 피부섬유아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penicilline(100 U/mZ), streptomycin(100 U/mZ) 및 

nystatin 등을 함유한 MWAH 부유시켜 2X105 세 

포를 6 well culture plate(Falcon)에 3일간 배양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군은 PQ 첨가군, PQ+ 
catalase 첨가군 및 PQ+SOD 첨가군에서 나누어 

PQ는 배양액에 최종 농도가 200jiM이 되게 첨가 

하여 4시간 동안 전처리한 후 catalase와 Cu, Zn- 
SOD(50〜400 unit/m/)를 12시간 간격으로 2희 첨가 

하여 배양시켜 Carmichael 등"의 방법에 의해서 

생존한 세王수를 측정하여 독성을 판정하였다. 이 

방법은 생존한 세포의 mitochoridrial dehydroge- 
nase에 의해서 MTT가 formazan으로 전환된 량을 

측정하는 원리로서, 0.5 mg MTT를 첨가하고 37°C 
에서 4시간 동안 방치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HBSS로 1회 세척하여 lm/ DMSO를 가해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DC와 AT가 PQ의 섬유아세포 독성에 미치는 

영향은 DDC와 AT를 배양액에 첨가하여 1시간 동안 

전처치하고 PQ(100 pM/m/X 첨가해 4시간 동안 

처리하여 3일간 배양한 후 생존한 세포수를 MTT 
법에 의해서 측정하였다.

섬유아세포의 SOD 및 catalase 활성도 측정. 

섬유아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penicilline 
(100 U/mZ), streptomycin(100 U/m/) 및 nystatin 등 

을 함유한 MEM에 2X105 세포를 6 well culture 
plate(Falcon)를 이용하여 3일간 배양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SOD는 Crapo 등의 방법 catalase는 

Aebi^의 방법에 따라 각각 효소활성을 측정하였고, 

DDC와 AT를 배양액에 첨가하여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효소활성을 측정하여 DDC와 AT가 효소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단백질 정량. 단백질의 정량은 Lowry 등"의 방 

법에 의해서 측정했으며, 표준 단백질로는 bovine 

serum albumin-g- 사용하였다.

실험결과의 유의성 판정. 이상의 실험결과는 

Student t-test에 의해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차 배양한 백서 피부섬유아세포에 PQ(200|iM) 

를 1시간, 2시간 및 4시간 동안 처치한 후 생존한 

세포수를 MTT법으로 측정한 결과 PQ 처치 시간이 

증가할수록 생존 세포수는 감소되었으며, PQ 처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생존한 세포수가 감소되어 3일 

째에 가장 적었다。该.1).
AT와 DDC를 각각 10 mM, 20 mM 및 30 mM 이 

되게 세포 배양액에 첨가하고 1시간 경과 후 SOD 
활성을 측정한 결과 AT 첨가로 섬유아세포 SOD 
활성은 변화가 없었으며, DDC 첨가로 20 mM 및 

30mM 첨가군에서 각각 정상대조군에 비해서 효소 

활성 이 14.6%, 31.8%씩 감소되 었다世诅 2). AT와 

DDC 를 세포배양액에 각각 10 mM, 20mM 및 30 
mM이 되게 첨가하고 1 시간 경과 후 섬유아세포 ca

talase 활성을 측정한 결과 AT 10 mM 및 30 mM 
첨가군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서 각각 61%, 73% 및 

85%가 감소되었고, DDC 첨가로 섬유아세포 cata

lase 활성은 변화가 없었다＜宛?.3).
배양한 백서 섬유아세포에 DDC를 최종농도가 30 

mM이 되게 첨가하고 1시간이 경과된 후 PQ(100 
gM)를 4시 간 동안 처 리 하여 3일간 배 양한 후 생존한 

세포를 MTT법에 의해 측정한 결과 DDC 첨가로

Fig. 1. Effects of paraquat on the viability of rat skin 
fibroblast. Primary cultured rat skin fibroblast were 
treated with PQ （200 卩M） for 1~ hours after designa
ted time, viable cells were determined by MTT me
thod. Values are means of duplicated determinations 
of 4 independent cell preparations. ■米：Control, 十: 

1 hr, 2 hrs,令:4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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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aminotriazol (AT) and diethyld辻hio- 
carbamate (DDC) on the activity of superoxide dismu
tase (SOD). Primary cultured rat skin fibroblast were 
treated with AT (10~30 mM) or DDC (10~30mM) 
for 1 hour and SOD activity was determined by Crapo 
method. Values are mean土 S.D. of duplicated deter
minations of 4 independent cell preparations. |二 

Control, 陵 : 10 mM, Ei포! : 20 mM, E겨: 30 mM.

KT DDC
Group

Fig. 3. Effects of anu notriazol (AT) and diethyldithio
carbamate (DDC) on catalase activity. Primary cultu
red mt skin fibroblast were treated with AT (10~30 
mM) or DDC (10~30mM) for 1 hour and catalase 
activity was determined by Aebi method. Values are 
mean± S.D. of duplicated determinations of 4 indepe
ndent cell preparations. I I: Control,圆：10mM, 
［조괴 : 20 mM, 匿괴 : 30 mM. **/)<0.01 vs. control group.

세포생존율은 감소되었으나, DDC 전처치 대조군과 

DDC 전처치 PQ 첨가군 사이에 유의한 세포 생존 

율의 차이는 없었디世祖. 4).
DDC는 Cu, Zn-SOD와 Mn-SOD 중에서 선택적

Days
Fig. 4. Effects of diethyldithiocarbamate (DDC) on 
paraquat- induced cell toxicity. Primary cultured rat 
skin fibroblast were treated with DDC for 1 hour and 
then treated with PQ for 4 hours. After designated 
time, viable cells were determined by MTT method. 
Values are means of duplicated determinations of 4 
independent cell preparations.米:Control, +: DDC 
(30 mM),日：PQ (100 pM),令：DDC (30mM)+PQ 
(100 卩M).

으로 Cu, Zn-SOD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Cu, Zn-SOD 활성을 억제할 목적으로 실 

험에 이용되고 있다따라서 DDC를 전처치한 세 

포에서 PQ에 의한 세포독성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 

아서 Cu, Zn-SOD는 PQ에 의한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AT는 선택적 

으로 catalase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19.20, 본 실험에서 AT 가 PQ 에 의한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양한 백서 섬유아세포에 AT(10 
mM)로 1시간 동안 전처리하고 PQ(100 jiM)를 4시간 

동안 처리하여 3일간 배양하여 생존한 세포를 

MTT법에 의해 측정한 결과, AT 전처치로 인한 세 

포생존율의 변화는 없었으나, AT 전처치 PQ 첨가 

군에서 유의한 세포생존율의 감소를 나타냈다. AT 
전처치에 의한 PQ 독성증가는 AT가 특이성이 높게 

catalase를 억제하므로 catalase 활성감소에 의한 결 

과로 생각되므로 PQ 독성은 catalase 활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g. 5).
Superoxide나 과산화수소는 생체막은 쉽게 통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SOD와 catalase를 

세포배양액에 첨가하여 PQ 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존한 세포수로서 관찰하였다.

1994, Vol. 38.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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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aminotriaz이 (AT) on paraquat-in
duced cell toxicity. Primary cultured rat skin fibrob
last were pretreated with AT for 1 hour and then 
treated with PQ for 4 hours. After designated time, 
viable cells were determined by MTT method. Values 
are means of duplicated determinations of 4 indepen
dent cell preparations.米：Control, +: AT (10 mM), 
8: PQ (100 pM), 6 AT (10mM)+PQ (100 pM).

PQ(200 jiM)를 4시간 동안 전처리한 섬유아세포에 

Cu, Zn-SOD를 50, 100, 200 및 400 units/m/7]- 되게 

첨가한 후 1일, 2일 및 3일째에 각각 MTT법에 의해 

생존한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PQ 전처치군에서 Cu, 

Zn-SOD 첨가로 인한 세포생존율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F沮 6).

PQ 전처치군에 catalase 100, 250, 500 및 1000 

units/mZ 첨가군에서는 catalase 100, 250 및 500 
units/m/ 첨가군에서 catalase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서 PQ 전처치 대조군에 비하여 생존한 세포수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1000units/m/ 첨가군에서는 세 

포수가 PQ 전처치 대조군에 비하여 세포수가 더 

감소되었다(F讶.7). 이상의 실험결과 일차 배양한 

백서 섬유아세포에 대한 PQ 독성은 세포내 catalase 
활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Cu, Zn-SOD는 PQ 
독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Phillips 
등7의 Cu, Zn-SOD 저하가 PQ에 대한 감수성을 증 

가시킨다는 실험결과와는 상반되며, Kelner 등°이나 

Seto 등m의 실험결과와 유사한 소견이다

Cu, Zn-SOD는 주로 세포질에서 superoxide를 

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키는데, 본 실험 결과 PQ의 독 

성에 미치는 DDC나 Cu, Zn-SOD 영향은 적고,

0.25*-----------------------------------1---------------- -
0 12 3

Days
Fig. 6. Effects of superoxide dismutase (SOD) on pa
raquat-induced cell toxicity. Primary cultured rat skin 
fibroblast were pretreated with PQ (400 piM) for 4 
hour and then treated with SOD (50^400 units/m/) 
for 1 day. After designated time, viable cells were 
determined by MTT method. Values are means of 
duplicated determinations of 4 independent cell pre
parations. Control, +: PQ, ■&： PQ+SOD (50 p 
/mZ),左：PQ+SOD (100|i/m/), *： PQ+SOD (200 
g/m/),令：PQ+SOD (400 g/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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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catalase (CAT) on paraquat-induced 
cell toxicity. Primary cultured rat skin fibroblast pret
reated with PQ (400 gM) for 4 hour and then treated 
with CAT (100^-1000 units/m/) for 1 day. After desig
nated time, viable cells were determined by MTT 
method. Values are means of duplicated determina
tions of 4 independent cell preparations.米：Control, 
너—: PQ, PQ+CAT (100 p/m/), 令: PQ+CAT (250 
g/m/),左：PQ+CAT (500 p/m/), ♦: PQ+CAT (1000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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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나 catalase에 의한 영향이 큰 점으로 미루어, PQ 
독성은 세포질에서 superoxide보다 과산화수소의 

농도 증가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PQ는 세포내 DT-diaphorase①TD）, xanthine 

oxidase（XO） 및 glutathione reductase（GR） 등 여러 

효소에 의해서 PQ rMicals（PQ+ ）로 환원되고（반응 

식 4）, PQ radicals은 산소가 존재하며 superoxide-f- 
생성한다（반응식 5严气

Superoxide aniaHOQ은 Haber-Weiss 반응（반 

응식 6）이나” +나 CiF+에 의해 촉매되는 Fenton 
반응（반응식 7）에 의해球 또는 PQ radicals이 직접 

과산화수소와 반응하여 반응성이 훨씬 강력한 hyd
roxyl radical을 생성한다（반응식 8）葵.

PQ+ +。2-------- > PQ++OJ (5)

H2O2+O2----------- > OH +OH +。2 (6)

Fe2+ + H2O2-------- > Fe3+ + OH~ + 0H~ (7)

PQ+ - + H2O2------- > PQ* + OH (8)

DDC나 Cuf Zn-SOD 투여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superoxide mon량 변화가 PQ 독성은 연관 

성이 적은 것으로 상각된다.

그러나 AT에 의히서 caUlase 활성이 억제되면 

세포내 과산화수소 농도가 증가되어 paraquat radi- 
cals나 Haber-Weiss 반응 및 Fenton 반응에 의한 

hydroxyl radical 생성량이 증가되^, catalase 첨가 

로 세포내 과산화수소 농도가 감소되면 hydroxyl ra
dicals 생성량이 저하되므로, 세포내 과산화수소는 

PQ 독성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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