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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세포(EMT6) 이식 마우스에서 녹차폴리페놀 음용이 
시스 라틴의 암 조직 성장 억제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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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green tea polyphenol (GTP) on anticancer treatment 
with cisplatin (CP), using both an in vitro cell culture model and an in vivo mouse model of established breast tumor. 
Mouse breast cancer cells (EMT6) were treated with or without GTP and CP followed by determination of the cell 
viability using an MTT assay. The relative cell viability of CP treated EMT6 cells was 96% at a 20 μg/mL concentration 
of cisplatin; however, in combination with GTP (50 μg/mL), the cell viability decreased to 20% at the same concentration 
of CP (20 μg/mL). For the in vivo study, EMT6 cells were inoculated into Balb/c mice for the establishment of 
a tumor-bearing mice model. The tumor-bearing mice were treated with CP (5 mg/kg. i.p.) with or without dietary 
GTP (0.2% drinking water). Tumor growth was monitored by a measurement of tumor size using a digital caliper, 
and nephrotoxicity was determined by enzymatic and histological examinations. The levels of p53 and caspase-3 in 
tumor tissues were examined by a Western blot. In tumor-bearing mice treated with GTP plus CP, the increment 
of tumor volume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compared with CP or GTP alone. The levels of p53 and cleaved 
caspase-3 (caspase-3/p17) in tumor tissues of tumor-bearing mice were increased by CP and GTP compared to CP 
alone. In CP treated tumor-bearing mice, γ-glutamyltranspeptidase (GGT) and alkaline phosphatase (AP) activities 
were decreased, and marked tubular necrosis and dilatation were observed in the kidney. CP-induced enzymatic and 
histopathological changes in the kidney of tumor-bearing mice were reduced by combinations of GTP with CP. The 
results of these experiments demonstrated that dietary GTP has a potentiating effect on CP anti-tumor activity and 
a protective effect against CP-induced renal dysfunction. Therefore, GTP may be used as a modulator in anticancer 
treatment with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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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항암화학요법은 암의 종류나 병기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암치료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1), 화학요법제에 대한 내성 암세포의 출현과 독성 부작용

은 화학요법 시행을 제한하는 큰 장애물로 알려졌다(2,3). 

암세포에 대한 항암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항암제의 용량

을 증가시키는 고용량화학요법이나 항암제 몇 가지 종류를 

병합하여 투여하는 방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4,5), 고용량

화학요법은 항암효과는 증가되나 독성 부작용도 함께 증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 치료 방법으로 이용하기는 제한이 

있다(6). 화학요법제의 항암작용을 증가시키거나 항암제의 

독성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화학요법 보조제 개발은 

항암화학요법제 개발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서 천

연물을 이용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7). 

녹차(Camellia sinensis L.)는 음료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녹차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이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암 발생이나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

되어 있다(8). 녹차에 함유된 폴리페놀류는 발암물질에 직접 

작용하거나 세포에 작용하여 발암물질의 작용을 억제하여 

암의 발생을 예방하며 암세포에 작용하여 세포사를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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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8,9). 녹차폴리페놀이 항암

제의 작용을 증강시킨다는 연구 보고도 있는데, 사람 자궁암

세포에서 녹차폴리페놀이 시스플라틴(cisplatin: cis-dia-

minedichloroplatinum II)에 의한 세포 독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으며(10), 마우스 유방암세포에서 녹차폴리페놀 

(-)-epigallocatechin-3-gallate(EGCG)가 taxol의 세포 

독성을 증강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플라티늄(platinum)계 화학요법제인 시스플라틴은 1970

년대에 항암화학요법제로 개발되어 암 치료분야에서 화학

요법 시행의 중요한 역할을 한 제제로서(12), DNA 사슬사

이에서 교차반응(interstrand cross linking)을 일으킴으로

써 항암작용을 나타내며 광범위 항암화학요법제로서 여러 

가지 고형암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13). 플라티늄계 제제인 

시스플라틴은 치료효과가 높으며 경제적이기 때문에 암 치

료를 위한 화학요법제로 우선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신장 

독성, 청신경독성 및 골수억제 등 여러 가지 독성 부작용은 

이의 사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4). 유방암

은 여성에서 호발하는 암으로 수술요법과 항암화학요법으

로 치료하고 있는데, 플라티늄계 제제가 유방암의 항암화학

요법제로 이용되고 있다(15). 유방암에 대한 역학적 조사 

연구에서 녹차의 음용이 유방암의 발생을 억제하며, 유방암 

환자에서 병의 예후를 호전시킨다고 하였다(16). 또한 사람 

유방암 세포주를 이용한 연구에서 시스플라틴과 녹차폴리

페놀을 병합하면 암세포 성장이 억제된다고 하여(17) 녹차

가 유방암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까지 in vivo 실험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제의 항암작용을 증강시키거나 

독성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암치료 보조제의 개발에 

관한 실험의 일환으로 유방암 세포(EMT6)를 이용한 in vi-

tro 및 in vivo 실험을 통하여 시스플라틴 항암효과 및 신장 

독성에 미치는 녹차폴리페놀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배양 

본 실험에서 사용한 유방암 세포(EMT6 cell)는 Amer-

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Manassas, VA, 

USA)에서 구매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마우스 유방암 세

포는 15% fetal bovine serum(FBS), 스트렙토마이신(100 

U/mL) 및 페니실린(100 U/mL)을 함유한 Wymouth's 배지

(Gibco BRL, Brooklyn,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37°C

로 유지되는 CO2 배양기에서 세포를 배양하였다.  

세포생존율 측정 

실험에 사용한 시스플라틴(cisplatin: CP)과 녹차폴리페

놀(green tea polyphenol: GTP, polyphenon 60)은 Sigma- 

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

고, 녹차폴리페놀은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에 용

해시켜 주사기용 필터(syringe filter 0.22 μm, Millipore, 

Billerica, MA, USA)를 통과시킨 후 배양액에 첨가하였으

며, 시스플라틴은 DMSO(dimethylsulfoxide)에 용해시킨 

후 PBS에 희석시켜 배양액에 첨가하였다. 

실험군은 시스플라틴＋녹차폴리페놀군(CP＋GTP)과 시

스플라틴군(CP)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세포배양 용기(96 

well plate)의 각 웰(well)에 유방암세포 2×104개씩을 넣어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시스플라틴(0, 10, 15, 20, 25, 30, 

35 및 40 μg/mL)과 녹차폴리페놀(50 μg/mL)을 배양액에 

첨가하고 24시간 후 세포생존율을 3-(4,5-dimethylthiazol- 

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법으로 측

정하였다(18). 즉 세포 배양액에 MTT(최종농도: 1 mM)를 

첨가하여 4시간 경과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Hank's bal-

anced salt solution으로 3회 세척한 후 DMSO 200 μL를 

첨가하여 ELISA plate reader(TECAN, Männedorf, 

Switzerland)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각 실험군마다 3 wells의 흡광도를 각각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고 3회 반복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세포생존율은 

측정한 흡광도를 다음 식에 의해서 계산하여 비교세포생존

율로 표시하였다.

비교세포생존율

(relative vitality)
＝

실험군 흡광도
×100

대조군 흡광도

실험동물 및 실험군

실험동물은 Balb/c 마우스(6주령)로 샘타코(Samtako, 

Daejeon, Korea)에서 구매하여 12시간 명암주기, 온도 

20±2°C로 유지하고 상대습도 60±5%의 환경에서 사육하

였다. 

유방암의 유도는 마우스 등에 배양한 마우스 유방암 세포

(EMT6: 2×105 cells)를 피하주사한 후 사육하여 육안으로 

암 조직이 발생되는 것을 관찰하여 확인하였고 암 조직의 

크기는 디지털 캘리퍼(digital calliper)를 이용해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해서 크기를 계산하였다. 

Tumor volume (mm3)=(width2×length)/2  

실험군은 암 조직의 크기가 250~400 mm3 된 마우스를 

각각 5마리씩 대조군(CON), 녹차폴리페놀군(GTP), 시스플

라틴＋녹차폴리페놀군(CP＋GTP) 및 시스플라틴군(CP)으

로 나누었다(Table 1). 대조군(CON)과 녹차폴리페놀군

(GTP)에는 인산염 용액 0.2 mL를 3일 간격으로 3회 복강주

사 하였고, 시스플라틴＋녹차폴리페놀군(CP＋GTP)과 시

스플라틴군(CP)은 시스플라틴(5 mg/kg)을 3일 간격으로 3

회 복강주사 하였다. 녹차폴리페놀군(GTP)과 시스플라틴

＋녹차폴리페놀군(CP＋GTP)에 실험 시작일부터 식수로 

녹차폴리페놀(0.2%)을 공급하였고, 암 조직의 크기를 디지

털 캘리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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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Groups1) Treatment2)

IP injection (0.2 mL) Drinking water

CON     
GTP     
CP＋GTP
CP       

PBS         
PBS         

CP (5 mg/kg)
CP (5 mg/kg)

Tap water
0.2% GTP 
0.2% GTP
Tap water

1)CON, IP injection of PBS and tap water; GTP, IP injection
of PBS and GTP in drinking water; GTP＋CP, IP injection
of CP and GTP in drinking water; CP, IP injection of CP and
tap water.

2)GTP: green tea polyphenol, CP: cisplatin, IP injection: intra-
peritoneal injection,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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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GTP on cisplatin-induced cytotoxicity of mouse 
breast cancer cell (EMT6). EMT6 cells were treated cisplatin 
(0～40 μM) and GTP (50 μg/mL) for 24 hours and cell viability 
examined by MTT assay. Relative vitality (RV)=(ODExp/ 
ODCon)×100%, which is an indication of EMT6 cell viability. 
Representative results are shown as the mean±SD of triplicates. 
Values with same superscrip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Western blot assay

실험동물은 시스플라틴 최종 투여 4일째에 에테르로 마

취시켜 암 조직과 신장을 적출하였다. 암 조직은 완충액

(RIPA buffer, Sigma-Aldrich Co.)을 첨가하여 균질화 시

키고 14,000×g로 3분 동안 원심분리 시킨 후 상층액을 취

하여 SDS-loading buffer(50 mM Tris-HCl; pH 6.8, 2% 

SDS, 0.1% bromphenol blue, 10% glycerol)를 첨가하여 

95°C에서 5분 동안 가열한 후 시료(단백질 60 mg)를 취해

서 전기영동을 시행하였다. 전기영동은 10% SDS-PAGE를 

시행하였고 분리된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에 

electro-blot 법으로 이동시켰다. 일차 항체로서 anti-rab-

bit polyclonal anti-p53 Ab, anti-caspase-3 Ab 및 anti-

β-actin Ab(Santa Cruz Biotechnology, Dallas, TX, USA)

를 사용하였고, 이차 항체로는 horseradish peroxidase- 

labeled goat anti-rabbit IgG(Santa Cruz Biotechnol-

ogy)를 이용하였으며, enhanced chemiluminescence 용액

(Amersham, London, UK)을 이용하여 반응시켜 X-ray 필

름에 감광시킨 후 나타난 band를 image analyzer(1D ver-

sion 2.1, Pharmacia biotech, London, UK)로 분석하였다. 

효소활성 측정 

실험동물은 시스플라틴 최종 투여 4일째에 에테르로 마

취시켜 신장을 적출하였다. 적출된 신장의 일부는 효소활성 

측정을 위한 시료로 이용하고 일부는 조직병리 검사를 위한 

시료로 이용하였다. 신장조직 약 0.1 g에 10배(w/v)의 0.1 

M 인산염 완충액(pH 7.4)을 첨가하여 균질화 시킨 후 alka-

line phosphatase(AP)와 γ-glutamyl transpeptidase(GGT) 

측정을 위한 시료로 이용하였다. AP는 Tenenhouse 등(19)

의 방법에 따라 ρ-nitrophenyl phosphate로부터 생성되는 

ρ-nitrophenol 양을 정량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고, GGT

는 Tate와 Meister(20)의 방법으로 γ-glutamyl-nitro-

anilide로부터 생성되는 ρ-nitroanilide 양을 정량하는 방법

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단백질은 Sigma-Aldrich Co.의 단

백질 정량 kit(total protein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효

소의 활성은 μM/mg protein/hour로 표시하였다.

조직병리 검사

실험동물에서 적출한 신장조직 일부를 즉시 10% 포르말

린 용액에 충분히 고정한 후 탈수과정을 거처서 파라핀 포매 

한 후 조직을 4 μm 절편을 만들어 hematoxylin과 eosin 

(H&E)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200배 확대하여 관찰하였

다. 신세뇨관 손상은 세뇨관 괴사(tubular necrosis)와 세뇨

관 확장(tubular dilatation)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

여 계산하였다. 0: 손상 없다, 1: 10% 이하 손상, 2: 10~ 

25% 손상, 3: 25~50% 손상, 4: 50~75% 손상, 5: 75% 

이상 손상.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 결과들은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실험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

ces, version 12.0,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one-way ANOVA test로 분석하였고, 시료 간 유의

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서 P<0.05 수준

에서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녹차폴리페놀과 시스플라틴이 EMT6 세포생존율에 미치

는 영향 

마우스 유방암 세포(EMT6) 생존율에 미치는 녹차폴리페

놀과 시스플라틴의 영향은 Fig. 1과 같다. EMT6 세포생존

율은 시스플라틴 농도 30 μg/mL에서 대조군의 22%로 감소

되었고, 시스플라틴 농도 35 μg/mL에서 대조군의 12%로 

감소되어 EMT6 세포에 대한 시스플라틴의 세포 독성은 시

스플라틴 3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녹차폴리페놀 50 μg/mL를 첨가한 실험군에서는 시스플

라틴 농도 15 μg/mL에서 흡광도가 감소되기 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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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GTP and CP on tumor growth of tumor bearing 
mice. (A) Photgraphy of GTP and CP treated tumor bearing mice. 
(B) Tumor volume of GTP and CP treated tumor bearing mice. Breast 
tumor bearing mice were treated CP (5 mg/kg)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at every 3 days for 3 times. 0.2% GTP solution were given 
as the only source of drinking water. Tumors size was measured by 
digital caliper and tumor volume calculated using the following for-
mula; Tumor volume (mm3)=[(width)2×length]/2. Values are mean 
±SD, 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same day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시스플라틴 농도 20 μg/mL에서는 대조군의 20%로 급격히 

감소되어, 녹차폴리페놀 첨가로 시스플라틴의 EMT6 세포

에 대한 독성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Nessa 등(21)은 

사람 난소암 세포(A2780)에서 폴리페놀 종류인 resvera-

trol이 시스플라틴의 세포 독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Chan 

등(22)은 난소암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EGCG가 시스플

라틴의 세포 독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Periasamy와 

Alshatwi(23)는 사람 유방암 세포(MCF-7)에서 녹차폴리

페놀이 시스플라틴의 세포 독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본 

실험의 EMT6 세포배양 실험에서 녹차폴리페놀 첨가로 시

스플라틴의 세포 독성이 증가되어 Chan 등(22)이나 

Periasamy와 Alshatwi(23)의 실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이는 녹차폴리페놀이 시스플라틴의 항암작용을 in vitro에

서 증강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식물에 함유된 

폴리페놀류는 flavonols, flavondiols, flavonoids 및 phe-

nolic acids 등이 있는데,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은 

flavanols류에 해당되며, (-)-epicatechin(EC), (-)-epi-

catechin-3-gallate(ECG), (-)-epigallocatechin(EGC), 

(-)-epigallocatechin-3-gallate(EGCG) 등 여러 가지 종

류가 있는데(24), 본 실험에 사용한 polyphenon은 EGCG, 

ECG, EGC 및 EC 등이 혼합되어 있는 카테킨 복합물이다. 

시스플라틴 및 녹차폴리페놀이 마우스에 이식된 유방암 

조직 성장에 미치는 영향 

녹차폴리페놀과 시스플라틴이 마우스에 이식된 유방암 

조직의 성장에 미치는 실험 결과는 Fig. 2와 같다. 실험 시작 

시점에 비교하여 종양크기는 대조군(CON)이 6일 2.2배, 10

일 3.9배, 녹차폴리페놀군(GTP)은 6일, 10일에 각각 2.2배, 

3.6배, 시스플라틴군(CP)은 6일, 10일에 각각 2.0배, 3.4배

로 증가되어, 대조군(CON)과 녹차폴리페놀군(GTP) 및 시

스플라틴군(CP) 사이에 시간 경과에 따른 종양크기의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시스플라틴＋녹차폴리

페놀군(CP＋GTP)의 종양크기 증가는 6일에 1.6배, 10일에 

2.7배로 증가되어 10일 경과 시 시스플라틴＋녹차폴리페놀

군(CP＋GTP)의 종양크기는 대조군(CON)의 79%, 시스플

라틴군(CP)의 83%로 대조군(CON)이나 시스플라틴군(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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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GTP and CP on p53 and caspase-3 levels in 
tumor tissue of tumor bearing mice. (A) p53, (B) Cleaved cas-
pase-3 (caspase-3/p17). Breast tumor bearing mice were treated
CP (5 mg/kg)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at every 3 days 
for 3 times. 0.2% GTP solution were given as the only source
of drinking water. The levels of p53 and caspase-3/p17 in tumor 
tissue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d the intensity of the 
bands was quantified by densitometric analysis. The bar repre-
sents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 (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에 비하여 시스플라틴＋녹차폴리페놀군(CP＋GTP)의 종양

크기가 유의하게 작았다. Thangapazham 등(17)은 유방암 

세포주(MDA-MB231)를 누드마우스(nude mouse)에 주사

하여 실시한 실험에서 녹차폴리페놀이나 EGCG가 암 조직

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녹차폴리페놀

군(GTP)의 종양크기는 대조군(CON)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아서 이들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들의 실험에서 

투여한 녹차폴리페놀의 농도는 본 실험의 녹차폴리페놀 농

도 0.2%보다 5배 높은 1.0%를 투여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폴리페놀 농도 차이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시스플라틴과 녹차폴리페놀을 병합 투여할 경우 시스플라

틴 단독 투여군보다 종양크기가 작아서 녹차폴리페놀 투여 

농도 0.2%에서 시스플라틴의 항암작용을 증강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Luo 등(11)이 마우스 유방암 세포(4T1)를 이용한 in vivo 

실험에서 EGCG와 paclitaxel을 병합 투여하면 암 조직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상승효과가 있다고 한 실험 결과와 본 

실험 결과는 유사하였다. EMT6 세포는 Balb/c 마우스 유래

의 유방암 세포주로서 피하에 주사하여 종양을 유도한 후 

in vivo 실험에 이용되고 있는데(25), 이번 실험에서 시스플

라틴＋녹차폴리페놀군(CP＋GTP)의 종양크기가 시스플라

틴군(CP)이나 녹차폴리페놀군(GTP)에 비하여 작은 것은 

녹차폴리페놀이 시스플라틴의 항암작용을 상승시켜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녹차폴리페놀은 in vitro 실험에서 시스플라틴의 암세포 

독성을 증가시켰고, 마우스에 고형암을 유발하여 실시한 in 

vivo 실험에서도 시스플라틴의 암 성장 억제작용을 상승시

켜서, 녹차폴리페놀이 시스플라틴의 항암작용 증강을 유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항암화학요법의 시행에서 항암작용 

증강이나 부작용 감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녹차

폴리페놀의 이러한 효과는 시스플라틴 항암요법의 유용한 

치료보조제로서 이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스플라틴 및 녹차폴리페놀이 마우스에 이식된 유방암 

조직의 p53 및 caspase-3에 미치는 영향

녹차폴리페놀과 시스플라틴이 마우스에 이식된 유방암 

조직의 p53과 caspase-3에 미치는 실험 결과는 Fig. 3과 

같다. 종양조직 내 p53과 β-actin을 western blot 하여 band

의 밀도를 측정하여 p53/β-actin 비율을 %로 환산한 결과 

대조군(CON) 71%, 녹차폴리페놀군(GTP) 82%, 시스플라

틴＋녹차폴리페놀군(CP＋GTP) 107%, 시스플라틴군(CP) 

73%로 나타나서, 대조군(CON)과 시스플라틴군(CP) 사이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녹차폴리페놀군(GTP)

과 시스플라틴＋녹차폴리페놀군(CP＋GTP)은 종양조직 내 

p53이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시스플라틴＋녹차

폴리페놀군(CP＋GTP)은 대조군(CON)보다 150% 정도 증

가되어 실험군 중에서 p53 증가가 가장 높았다.   

종양조직 내 caspase-3과 β-actin을 western blot 하여 

band의 밀도를 측정하여 p53/β-actin/p17 비율을 %로 환

산한 결과 대조군(CON) 28%, 녹차폴리페놀군(GTP) 33%, 

시스플라틴＋녹차폴리페놀군(CP＋GTP) 47%, 시스플라틴

군(CP) 33%로 나타나서 대조군(CON)과 녹차폴리페놀군

(GTP) 및 시스플라틴군(CP)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고, 시스플라틴＋녹차폴리페놀군(CP＋GTP)은 종

양조직 내 caspase-3/p17은 대조군(CON)보다 167%, 시

스플라틴군(CP)보다 142% 정도 증가되었다.   

Fraser 등(26)은 난소암 세포에서 p53이 증가되면 cas-

pase가 활성화되고 apoptosis가 유발된다고 하였는데, 세

포 내 비활성화 상태의 caspase-3은 분해되어 효소활성을 

갖게 되므로 caspase-3의 활성화는 apoptosis 유발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6,27). Singh 등(28)은 

사람의 자궁암 세포를 배양하여 실시한 in vitro 실험에서 

시스플라틴과 녹차폴리페놀이 p53과 caspase-3의 활성화

를 증가시켜서 apoptosis를 유발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

에서도 시스플라틴＋녹차폴리페놀군(CP＋GTP)의 종양조

직 내 p53과 caspase-3의 활성화 형태인 caspase-3/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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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GT and AP activities of kidney in cisplatin and GTP
treated mice 

Groups GGT AP
CON     
GTP     
CP＋GTP
CP       

43.16±2.56a

44.40±4.86a

38.30±4.36b

32.12±4.13c

15.42±1.13a

14.84±1.93a   
11.56±1.15b

 9.85±1.05c

Enzyme activities are expressed μM/mg protein/hour. 
Values are mean±SD (n=5).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GT: γ-glutamyltranspeptidase, AP: alkaline phosphatase.

Table 3. The score of tubular injury under microscopic findings
of kidney in cisplatin and GTP treated mice

Groups Tubular necrosis Tubular dilatation
CON     
GTP     
CP＋GTP
CP       

0.11±0.33a

0.11±0.33a

2.22±0.44c

3.11±0.60b

0.11±0.33a

0.11±0.33a

2.33±0.50c

3.44±0.52b

The kidney sections were stained with haematoxylin and eosin.
Sections were evaluated using microscope at an original magni-
fication of 200×.
Tubular injury were evaluated by the following scoring system:
0=no tubular injury; 1= ≤10% of tubules injured; 2=10～25% 
of tubules injured; 3=26～50% of tubules injured; 4=51～75%
of tubules injured; 5= ≥75% of tubules injured. 
Values are mean±SD (n=5).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 GTP

CPCP+GTP

N

Fig. 4. Histopathological analysis of kidney in the 
groups of mice studied: control (CON), green tea 
polyphenol (GTP), cisplatin＋green tea poly-
phenol (CP＋GTP), and cisplatin (CP). Mice 
were studied 4 days after last cisplatin injection 
(ha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magnification 
×200). : Tubular necrosis, ▲: Tubular dilata-
tion.

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서 암 조직 내 세포의 apoptosis가 

증가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암 조직의 크기 증가 억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스플라틴 및 녹차폴리페놀 투여 마우스의 신장 독성 변화

유방암 세포(EMT6) 이식 마우스에 시스플라틴과 녹차폴

리페놀을 투여하고 10일 경과 후 신장 GGT와 AP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신장 GGT와 AP 활성은 

정상 대조군(CON)과 녹차폴리페놀군(GTP) 간에 효소활성

도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시스플라틴군(CP)의 신장 GGT 

활성도는 대조군(CON)에 비하여 25%, AP 활성은 36%가 

낮게 나타나서 시스플라틴 투여로 신장의 효소활성도가 감

소되어 신장 세포 손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스플라틴

＋녹차폴리페놀군(CP＋GTP)의 신장 GGT와 AP 활성은 시

스플라틴군(CP)보다 각각 19% 및 17%가 높았다. 신장에서 

GGT와 AP는 세뇨관의 솔가장자리막(brush border mem-

brane)에 많이 존재하는 효소로서, Khan 등(28)은 신장 

GGT와 AP 활성이 시스플라틴 투여로 감소되었으나 시스플

라틴과 녹차 추출물 병합 투여로 효소활성의 감소가 없었다

고 하였고, Fatima 등(29)은 시스플라틴 주사로 감소된 신

장 GGT와 AP 활성이 비타민 C 투여로 효소활성의 감소가 

둔화되어 신장 세뇨관 손상에 대한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 본 실험의 유방암 세포(EMT6) 이식 마우스에서 시스플

라틴군(CP)에 비하여 시스플라틴＋녹차폴리페놀군(CP＋

GTP)의 신장 GGT와 AP 활성이 높게 나타나서 Khan 등

(28)의 녹차추출물 투여로 시스플라틴에 의한 신장 GGT와 

AP 활성의 감소 방지 효과가 있었다는 실험 결과와 유사하

였다. 그러나 Khan 등(28)의 실험에서는 3% 녹차추출물을 

투여하여 효과가 있었으나, 본 실험은 0.2% 녹차폴리페놀 

투여로도 신장효소의 활성 변화에 대한 방지 효과를 나타내

서 그들이 실험에 사용한 녹차추출물보다 본 실험의 녹차폴

리페놀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시스플라틴의 신장 독성에 미치는 녹차폴리페놀의 영향

을 조직학적으로 관찰한 결과는 Table 3 및 Fig. 4와 같다. 

신세뇨관 확장과 괴사는 시스플라틴군(CP)에서 25~50%로 

나타나서 시스플라틴 투여로 인해 신장 손상이 일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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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고, 시스플라틴＋녹차폴리페놀군(CP＋GTP)에

서 신세뇨관 확장과 괴사는 10~25%로 시스플라틴군(CP)

에 비하여 손상이 적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신세뇨관 

확장이나 괴사는 세뇨관의 손상을 알 수 있는 조직학적 소견

으로, Atessahin 등(30)은 시스플라틴 투여로 신세뇨관 확

장과 괴사가 증가된다고 하였고, El-Mowafy 등(31)은 

Ehrlich ascites carcinoma tumor를 가진 mice에서 EGCG

를 복강으로 주사하면 항암작용이 증가되고 시스플라틴에 

의한 신장 손상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의 유

방암 세포(EMT6) 이식 마우스에서 0.2% 녹차폴리페놀 경

구투여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서 낮은 농도의 녹차폴리페

놀 경구투여로도 시스플라틴에 의한 신장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녹차폴리페놀은 시스플라

틴의 항암작용 상승과 신장 독성 부작용 억제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시스플라틴 항암화학요법 

보조제로서 이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효과

를 규명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가적인 연구와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녹차폴리페놀이 시스플라틴의 항암작용과 신장 

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방암 세포(EMT6)와 암세포 이식 

마우스를 이용하여 in vitro와 in vivo 실험으로 관찰하였다. 

배양한 EMT6 세포에서 녹차폴리페놀은 시스플라틴에 의

한 세포 독성을 증가시켰다. 마우스에 EMT6 세포를 주사하

여 유발된 종양의 크기가 시스플라틴군(CP)보다 시스플라

틴＋녹차폴리페놀군(CP＋GTP)에서 유의하게 작았고, 종

양조직 p53와 caspase-3 활성화가 시스플라틴군(CP)보다 

시스플라틴＋녹차폴리페놀군(CP＋GTP)에서 유의하게 높

았으며, 신장 GGT와 AP 활성은 시스플라틴군(CP)보다 시

스플라틴＋녹차폴리페놀군(CP＋GTP)에서 유의하게 높았

고, 신장 조직학적 소견에서 신세뇨관 확장과 괴사가 시스플

라틴군(CP)보다 시스플라틴＋녹차폴리페놀군(CP＋GTP)

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이상의 결과 녹차폴리페놀은 EMT6 

유방암 세포를 이용한 in vitro 및 in vivo 실험에서 시스플

라틴의 항암작용을 증강시키면서 신장에 대한 독성 부작용

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녹차폴리페놀

의 시스플라틴 항암작용 증강과 신장 독성 억제 및 감소 효

과는 시스플라틴에 의한 암 치료 시 화학요법제의 보조제로

서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항암화학요법제에 대

한 보조제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동물실험을 통한 효

과 입증 및 부작용에 대한 실험과 임상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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