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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iabetic nephropathy is associated with the dysfunction of proximal tubule cells.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GF-I) has also been consider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diabetic nephropathy. Ginsenosides have
been used as a remedy for diabetes in Asian countries. Therefore, we examined the preventive effect of ginsenosides
against high glucose-induced alteration of IGF-I secretion in the primary cultured proximal tubule cells. In present study,
Ginseng saponin (GS) completely blocked high glucose-induced stimulation of IGF-I secretion in proximal tubule cells,
whereas panaxatriol (PT) and panaxadiol (PD) partially suppressed. In addition, high glucose stimulated cAMP formation
and protein kinase C (PKC) activity from cytosolic to membrane fraction. GS completely prevented high glucose-induced
stimulation of cAMP and PKC activity while PT and PD partially did. Furthermore, high glucose-induced stimulation of
IGF-I was blocked by the treatment of PKI (protein kinase A inhibitor) and bisindolylmaleimide I (protein kinase C inhib-
itor). In conclusion, GS prevented high glucose-induced dysfunction of proximal tubule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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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장은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

는 당뇨병성 신증 발병의 주요한 기관이다. 이러한 당뇨병성

신증은 말기신부전증 원인의 약 25%를 차지하고, 혈액투석 환

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서 주된 사망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1) 이러한 당뇨병성 신증은 고혈당증

에 의해 유도되며 사구체에서 여과된 물질 재흡수의 65-70%를

담당하는 근위세뇨관 세포의 기능변화들이 당뇨병성 신증을 포

함한 다양한 신장 질환을 일으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최근에는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의 비

대가 당뇨병성 신증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여러 인자들 중 Insulin-like growth factor-

I(IGF-I)는 주로 간에서 생성이 되지만 직접 신장에서도 합성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세포 성장 인자로 1형 및 2형 당뇨모델에

서 당뇨병성 신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

고려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오가피 나무과

(Araliaceae) 인삼속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류로서 다양한 생리활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인삼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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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senoside)은 화학적 구조에 따라 크게 panaxadiol(PD) 및

panaxatriol(PT)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기능이 서로 상이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7) 이러한 인삼은 예로부터 당뇨병 등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인삼의 항당뇨 효과는 몇

몇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알려지고 있다.9,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성 신증에 대한 효과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에 대한 조절 기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당뇨병성 신증의 발병에는 다양한 신호전달 물질이 관여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AMP는 당뇨병성 신증 발병인자

로 알려져 왔다.11,12) 이러한 cAMP는 신장세포에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어 병태생리학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3) 1형 및 2형 당뇨병 환자의 섬유아세포 및 혈소

판에서 protein kinase C(PKC)의 활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5) 이러한 보고들은 당뇨병 시 cAMP 및

PKC 활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

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nsenoside 처리 시 고포도당에

의한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의 기능장애 및 이와 관련된 신호

전달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Newzeland white rabbit(1.8~2.1 kg)은 대한실험동물(용인,

한국)에서 구입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Ham's nutrient mixture F-12(D-MEM/F-12)와

Class IV collagenase는 Life Technologies(Grand Island,

NY,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D-glucose는 Sigma Chemical

Company(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Total

ginsenoside, penoxatriol 및 penoxadiol은 한국 인삼 연초 연

구원(대전, 한국)에서 구입하였다. 3H-cAMP assay kit 및

[32P]-PKC assay kit는 Dupont/NEN(Boston, MA, USA)으

로부터 구입하였다.

2. 토끼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의 초대배양

토끼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의 초대배양은 Chung 등의 방

법16)을 변형한 것으로 수컷 토끼(1.3~1.8 kg)를 희생 한 후

신동맥과 정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즉시 신장을 적출해 지방

과 주위조직을 제거한 다음 기본배지에 penicillin G 192

IU/ml와 streptomycin 200 µg/ml을 첨가하여 얼음으로 차게

한 배지에 보관하였다. 적출된 신장은 신동맥에 끝이 무딘

18호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외과용 실로 고정한 후 혈액이 완

전히 제거될 때까지 멸균된 PBS로 관류시킨다. 이어서 0.5%

iron oxide 용액으로 피질이 암회색으로 될 때까지 관류시킨

후 항생제가 첨가된 기본배지로 관류시켰다. 피막을 박리시킨

후 외과용 가위를 사용하여 피질부만을 약 0.5 cm 정도의 조

각으로 잘라내어, 멸균된 조직 균질기로 3-4회 갈아 두 층

(254µm와 85µm)의 나일론망을 통과시킨 후 85µm 나일론망

에 걸린 세포만을 수집하여, DME/F-12 배지가 채워진 시험관

으로 옮긴다. 이들 중 산화철을 포함하고 있는 사구체 세포는

멸균된 막대자석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근위세뇨관은 60 µg/ml

collagenase class와 60 µg/ml soybean trypsin inhibitor로 상

온에서 각각 3분씩 처리한 후 원심분리하여 3회(1,000 rpm, 5

분) 세척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근위세뇨관을 2가지 성장인자

(insulin 5 µg/ml, transferin 5 µg/ml)가 첨가된 기본배지에

희석하여 35 mm 플라스틱 배양접시에 접종하였다. 배양은

95% air와 5% CO2를 함유한 배양기에서 37oC를 유지하였

고 배지는 접종 후 첫날 교체하고 그 이후는 3~4일 마다

교환하였다. 단, 세포의 활성 및 생화학적 측정을 위해서는

매 실험 24시간 전에 배지를 교환하였다.

3. 시료의 전 처리

시료중 IGF들은 대부분 IGFBPs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

므로 IGFBP로부터 IGFs을 분리하기 위하여 acid-ethanol

extraction17)와 formic acid extraction18) 방법에 의하여 분

리하였다. IGF-I의 분리는 혈청 200 µl에 acid-ethanol(2 M

HCl : ethanol = 1 : 7) 800 µl를 첨가하여 혼합한 다음 실온에

서 30분간 방치하여 유리형과 결합형을 분리시켰다. 그 후

3000 rpm, 4oC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유리 IGF-I을 함유

하는 상층 액 500 µl에 0.855 M trizma base를 200 µl 넣

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간장, 신장 및 태반 조직은 각 조직

0.25 g에 1% trifluoracetic acid(TFA) 2 ml를 넣어 균질마쇄

기(Polytron Co, U.S.A)로 마쇄 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한 다음 acid-ethanol 추출법으로 IGFBP로 부터 IGF-I을

분리하여 농도를 측정하였다.

4. IGFs 방사면역 측정법

혈청내의 IGFs 농도는 [125I]-IGFs에 polyclonal anti-IGFs

를 사용한 방사면역 측정법(radioimmunoassay, RIA)을 이용하

였다. 이를 요약하면, IGFs RIA 완충액으로 0.5% BSA, 0.12

M NaCl, 0.1% sodium azide를 함유한 0.04 M 인산 완충액

(pH 7.4)을 사용하였다. IGFs 표준액과 시료에 1000배 희석시

킨 polyclonal anti-IGFs 50µl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반

응시킨 후 각각의 시험관에 [125I]-IGFs(20,000 cpm/100 µl)을

첨가하여 4에서 18시간 반응시켰다. 그 후 horse serum

50 µl와 12% polyethylene glycol #8000(PEG) 1 ml를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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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시켜 결합형과 비결합

형을 분리시켰고 결합형의 방사능을 gamma counter

(Wallac Wizard 1470, Turku, Finland)로 측정하였다.

5. cAMP 측정

세포 내에서 cAMP의 분해를 억제하고자 IBMX(100µM)로

30분간 37oC에서 전배양 하였다. EDTA(4 mM) 용액으로 세포를

균질화 시킨 후 5분간 끓여 3,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만을 수거하여 냉장 보관하였다. cAMP 측정은

Amersham에서 구입한 cAMP assay system (TRK 432)을 이

용하였다. 이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EDTA  (4 mM) 용액만을

이용하여 영점을 잡은 후 cAMP를 이용하여 표준 곡선을 잡았

다. 준비된 시료와 3H-cAMP를 100µl씩 동량을 섞고 곧바로

binding protein 100µl를 첨가한 후 3초간 섞었다. 1,000 rpm으

로 20초간 원심분리 시켜 시험관 벽에 붙은 시료들을 모은 다음

차가운 곳에 2 시간 정도 방치한 후 cold charcoal 200µl를 첨

가하였다. 이후 2,000 rpm으로 3분간 원심분리 시킨 후 상층

액만 200 µl씩 취하여 scintillation vial에 담아 scintillation

solution 4 ml을 첨가한 후 방사선량을 측정하였다. 이후 단백질

량을 정량하여 cAMP pmole/mg protein으로 나타내었다.

6. Protein kinase C 측정

세포내 PKC를 측정하기 위해 세포를 완충액 A [10 mM

Tris-HCl(pH 7.5), 0.25 M sucrose, 0.2 mM CaCl2, 1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PMSF), 10 µg/ml leupeptin,

10 mM benzamidine] 으로 균질화한 후 EDTA를 첨가한 후

1,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해 100,000 g

로 1 시간 동안 다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cytosolic fraction)

을 수거하여 냉장 보관하였다. 이 때 침전된 부분을 완충액 B

[20 mM Tris-HCl(pH 7.5), 0.25 M sucrose, 1 mM PMSF,

1 mM EDTA, 1 mM EGTA, 10 mM 2-mercaptoethanol,

1% Triton X-100] 으로 부유시킨 후 냉소에서 20분간 보관

한 후 100,000 g로 다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membranous

fraction)을 수거하였다. 이렇게 수거된 부분은 먼저 단백질량

을 측정한 후 각 5 µg씩을 채취하여 실시하였다. PKC의 양

은 Amersham에서 구입한 PKC assay system(RPN 77)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방법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Mg-

ATP와 γ-32P-ATP를 동량이 되게 배합을 한다. 미리 준비해

둔 샘플을 25 µl씩을 eppendorf tube에 담는다. 이곳에 Mg-

ATP와 γ-32P-ATP 혼합액 5 µl씩을 각각 첨가한다. 3초간 교

반한 후 1000 rpm으로 2-3분간 원심시킨 후 37oC에서 15분

간 보관한다. 그 후 stop solution을 10 µl씩 처리한 후 다

시 3초간 교반하여 1000 rpm으로 2분간 원심시킨다. 일정한

용기에 binding paper를 준비한 후 sample 순서대로 35 µl씩

떨어뜨린 후 말린다. Binding paper가 완전히 건조되면 5%

초산으로 세척하여 비특이적인 결합을 제거한다(5분씩 3회 실

시). 세척이 끝난 후 binding paper를 scintillation vial에 넣

은 다음 scintillation solution을 4 µl씩 분주한 후 방사선량을

측정한다. 최종값은 pmole/mg protein/min으로 나타냈다.

7.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tudent's t test 및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하였으며, P 값 < 0.05를 유의한 차이

의 한계로 하였고, 실험결과의 표현은 mean ± SE로 하였다.

결 과

1. GTS, PD 및 PT에 의한 고포도당의 IGFs 분비 및

세포 성장 효과 차단작용

in vitro에서 고혈당 조건 시 IGF-I 분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5 mM 포도당을 48 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 IGF-I

분비는 증가하였다(Fig. 1). GTS가 고포당의 IGF-I 분비 촉

진 작용이 차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포도당 처리 30

분전에 GTS를 농도별로 (0 ~ 10-5g/ml) 처리하였다. 본 실험

에서 GTS는 10-6g/ml 이상에서 고포도당에 의한 IGF-I 분

비 증가 작용을 차단시켰다(Fig. 1). 이러한 GTS의 고혈당에

의한 IGFs 분비 촉진 작용 차단 효과가 GTS의 어떠한 분

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GTS, PD 및 PT를

전 처리하여 고포도당을 처리 후 IGFs 분비작용을 실시하였

Fig. 1. Dose dependent effect of GTS against high glucose-induced
secretion of IGF-I. Primary cultured rabbit proximal tubule
cells were incubated with different dosage of GTS (0 to 10-5

g/ml) for 30 min prior to the treatment of 25 mM glucose
for 48 hr. Values are mean ± SE of 9 separate experiments
performed on 3 different cultures. *p < 0.05 vs. control,
**p < 0.05 vs. 25 mM glucos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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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결과 GTS, PD 및 PT 모두 고포도당의 IGF-I 분비

촉진작용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이는 PD 및

PT 모두가 고포도당에 의한 IGFs 분비 촉진 작용을 차단한

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아울러 이러한 작용이 신장 근위세뇨

관 세포의 세포 성장에도 관여하는 지를 알아본 결과 고포도

당 처리 시 세포 성장은 증가하였으며 GTS, PD 및 PT 처

리 시 이러한 작용은 차단되었다(Fig. 3). 

2. GTS, PD 및 PT에 의한 고포도당의 IGF-I 분비 차

단작용에 있어서 cAMP 및 PKC 관련성 

cAMP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GTS, PD 및 PT를

전 처리하여 고포도당을 8시간 처리 후 cAMP 함량을 측정

하였다. 실험 결과 고포도당 처리 시 cAMP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작용은 GTS에 의해서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PD 및 PT 처리 시 역시

GTS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4). 나아가 GTS에 의한 고포도당 차단 작용에

PKC가 관련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고포도당 처리 시 PKC 활

성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작용은 GTS, PD 및 PT 처리 시

유의성 있게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실제적으로

고포도당 처리 시 IGF-I 분비 촉진 작용은 cAMP 신호전달

계의 protein kinase A 억제제인 PKI 처리 및 PKC 억제

제인 bisinodolylmaleimide I 처리 시 차단되어 이상의 결과

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Fig. 6). 

고 찰

본 실험에서 고포도당 처리 시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의

IGF-I 분비는 증가하였다. 이는 생체 신장 모델에서 IGF-I 투

여 시 신장 근위세뇨관의 기능이상이 야기되어 당뇨병성 신

증이 유발되었다는 보고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in

vivo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19,20) 본 연구결과는 신

장의 사구체 세포인 mesangial 세포에서 고혈당증에 의해 증

가된 IGF-I 이 사구체 비대를 야기하여 당뇨병성 신증을 유

도한다는 보고에 근거를 할때,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에서도

증가된 IGF-I이 근위세뇨관 세포의 세포 비대를 야기하여 당

뇨병성 신증에 관여할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다.21) 신장 근

위세뇨관 세포의 비대는 당뇨병성 신증의 주요한 한 현상으

Fig. 4. Effect of GTS, PD, and PT against high glucose-induced
cAMP contents. Primary cultured rabbit proximal tubule
cells were incubated with GTS, PD, and PT (10-5 g/ml,
respectively) for 30 min prior to the treatment of 25 mM
glucose for 8 hr. Values are mean ± SE of 9 separate
experiments performed on 3 different cultures. *p < 0.05
vs. control, **p < 0.05 vs. 25 mM glucose alone.

Fig. 2. Effect of GTS, PD, and PT against high glucose-induced
secretion of IGF-I. Primary cultured rabbit proximal tubule
cells were incubated with GTS, PD, and PT (10-5 g/ml,
respectively) for 30 min prior to the treatment of 25 mM
glucose for 48 hr. Values are mean ± SE of 9 separate
experiments performed on 3 different cultures. *p < 0.05
vs. control, **p < 0.05 vs. 25 mM glucose alone.

Fig. 3. Effect of GTS, PD, and PT against high glucose-induced
decrease of cell proliferation. Primary cultured rabbit
proximal tubule cells were incubated with GTS, PD, and
PT (10-5 g/ml, respectively) for 30 min prior to the treatment
of 25 mM glucose for 48 hr. Values are mean ± SE of 9
separate experiments performed on 3 different cultures.
*p < 0.05 vs. control, **p < 0.05 vs. 25 mM glucos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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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이 되고 있다.22) 이전 본 연구진은 이미 근위세뇨관

세포가 고포도당에 노출 시 근위세뇨관 세포가 세포 비대를

증가 시켜 세포 성장이 억제된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23) 본

실험 연구 결과는 고포도당에 의한 IGF-I 분비가 당뇨병성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의 비대에 관여하고 있다는 간접적 증

거를 말해주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GTS 처리 시 고포도당

에 의한 IGF-I 분비 작용 및 세포 성장 억제(비대) 작용이

차단되었다. 더욱이 PD 및 PT를 처리하여도 GTS에 비해

약했지만 유의성 있게 고포도당의 IGF-I 분비 촉진 작용을

차단하였다. 이는 PD 및 PT의 각각의 성분만으로도 신장 근

위세뇨관 세포에서 항당뇨 신증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

다. 특히 이는 PD 및 PT 자체 성분들이 상이한 작용을 해

서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의 세포 성장을 억제하여 항당뇨 신

증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최근에 Cho

등24)은 PT 계열인 ginsenoside Re 처리 시 Kang 등25)은

PD 계열인 Rg3 처리 시 당뇨병성 신증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와 비

교해 보면 PD 및 PT에 의한 당뇨병성 신증의 근위세뇨관

세포 기능이상 회복이 당뇨병성 신증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PD 및 PT 성분을 다시 분획화하여

이들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Ginseng의 항당뇨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항당뇨 신증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보고되고 있다.26,27) Park 등7)은 streptozotocin 처

리에 의한 신장의 사구체 비대가 인삼추출물 처리 시 호전되

었다고 하였으며, Kim 등26) 역시 한국 인삼 처리 시 STZ에

의한 당뇨병성 신장증이 완화 되었다고 하였다. Ginseng의

항당뇨 신증 보고는 이들의 작용기전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신호전달 물질중 하나인 cAMP는

당뇨병성 신증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호전달 물

질로 알려져 있다.28,29) 본 연구진의 이전 보고에서도 고포도

당 처리 시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에서 cAMP 활성이 증가하

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30) 본 실험결

과는 ginsenoside가 신호전달 물질인 cAMP 분비 작용을 차

단시켜 당뇨병성 신증의 발병을 억제한다고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진이 아는 한 ginsenosides의 항당뇨 신증 효과에 대

한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에서 cAMP의 관련성에 대한보고는

본 연구결과가 처음이다.

한편 PKC 활성 증가는 당뇨병성 신증 발병의 중요한 매

개체로 알려져 있다.31,32) Koya와 King31)은 고혈당증은 단구

세포에서 diacylglycerol (DAG)/PKC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이들의 활성은 STZ에 의해 유도된 당뇨 랫트의 망막, 대동맥,

심장 및 사구체와 고포도당 조건에 배양되는 혈관 세포나 조

직에서 현저히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비록

세포의 차이는 있지만 고포도당 처리 시 total PKC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또한 Whiteside32)등이 보

고한 당뇨 랫트의 사구체와 초대 배양된 mesangial 세포에서

의 PKC 활성도가 증가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진에 의한 이전 보고에서도 고포도당 처리

시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에서 PKC 활성이 현저하게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다.23) 더욱이 본 실험에서는 ginsenoside 처

리 시 고포도당에 의해서 증가 되었던 PKC 활성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ginsenoside에 의한 결과는 고포

도당 상태의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에 산화성 스트레스 및 IGF

Fig. 5. Effect of GTS, PD, and PT against high glucose-induced
PKC activity. Primary cultured rabbit proximal tubule
cells were incubated with GTS, PD, and PT (10-5 g/ml,
respectively) for 30 min prior to the treatment of 25 mM
glucose for 8 hr. Values are mean ± SE of 9 separate
experiments performed on 3 different cultures. *p < 0.05
vs. control, **p < 0.05 vs. 25 mM glucose alone.

Fig. 6. Effect of PKI and bisindolylmaleimide I against high
glucose-induced secretion of IGF-I. Primary cultured
rabbit proximal tubule cells were incubated with PKI
(protein kinase A inhibitor) and bisindolylmaleimide I
(protein kinase C ihibitor, 10-5 g/ml, respectively) for
30 min prior to the treatment of 25 mM glucose for 48 hr.
Values are mean ± SE of 9 separate experiments performed
on 3 different cultures. *p < 0.05 vs. control, **p < 0.05 vs.
25 mM glucos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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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 신호전달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ginsenoside를

당뇨병성 신증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

고 있다.33) 결론적으로 ginsenoside는 고포도당에 의한

cAMP 및 PKC 활성 작용을 억제, IGFs 분비를 완화시켜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의 세포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사구체 경

화증 발병을 억제하여 당뇨병 신증의 발병에 억제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당뇨병성 신증의 치료제 개발

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인삼은 전통적으로 항당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I 역시 당뇨병성 신증

의 발병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에서 고포도당에 의

한 IGF-I 분비에 대한 ginsenoside의 차단 효과 및 이와 관

련된 신호전달계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포도

당에 의해 증가 되었던 IGF-I 분비 촉진 작용은 GTS, PD

및 PT 처리 시 차단되었으며, 세포 성장 작용 (세포 비대)에

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아울러 고포도당에 의한

cAMP 및 PKC 활성은 GTS 처리시 현저하게 차단되었으며

PD 및 PT 처리 시 역시 부분적으로 억제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신장 근위세뇨관 세포에서

ginsenoside는 cAMP 및 PKC 활성 경로를 억제하여 고포도

당에 의한 IGFs 분비 작용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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