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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스플라틴에 의한 감각신경세포 손상은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하
여 활동 및 식이섭취를 저하시킨다. 또한 위장관계 점막을 손상시켜 식이섭
취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활동저하와 식이섭취 감소에 의해 근위축이 초래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스플라틴에 의해 쥐의 뒷다리근에 근위축이 유발되는지를 확
인하고, Cu/Zn SOD가 시스플라틴에 의한 뒷다리근 위축 경감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체중 190~219g의 male Sprague-Dawley
쥐 42마리를 무작위로 C군(n=14), CDDP군(n=14) 및 CDDP-SOD군
(n=14)에 배정하였다. C군에는 CDDP군과 동일한 양의 생리식염수(1회/
주)를 총 5주 동안 투여하였고, CDDP군에는 시스플라틴(1회/주)을 총 5주
동안 투여하였으며, CDDP-SOD군에는 시스플라틴(1회/주)과 Cu/Zn SOD
(2회/주)를 총 5주 동안 투여하였다.
체중, 사료섭취량은 매일 측정하였고, 활동점수, 회피반응역치는 주당 2
회 측정하였다. 실험시작 33일 후 34일 째 가자미근과 족척근을 절제하였
고, 근육무게, Type I, Ⅱ 근섬유 횡단면적, 상대적 SOD 활성도, pAkt/Akt,
pERK/ERK 및 MHC/β-actin 발현을 측정하였다.
세 군의 체중, 사료섭취량, 활동점수, 회피반응역치, 근육무게, Type I, Ⅱ
근섬유 횡단면적, 상대적 SOD 활성도, pAkt/Akt, pERK/ERK 및 MHC/β
-actin의 발현은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세
군 간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p<.05에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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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플라틴 투여로 CDDP군의 가자미근과 족척근의 근육무게 및 Type
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이 C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DDP군의 사료섭취량, 활동점수, 회피역치는 C군에 비해 유의하
게 적거나 낮았으며, CDDP군의 가자미근의 상대적 SOD 활성도는 C군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족척근의 상대적 SOD 활성도는 C군과 차이가
없었다.
2) Cu/Zn SOD를 투여한 CDDP-SOD군이 CDDP군에 비해 가자미근과 족
척근의 근육무게 및 Type 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이 유의하게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CDDP-SOD군의 사료섭취량, 활동점수, 회피역치 및
MHC/β-actin 발현은 CDDP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거나 높았으며, 상대
적 SOD 활성도는 CDDP군과 차이가 없었다.
3) Cu/Zn SOD를 투여한 CDDP-SOD군이 CDDP군에 비해 pAkt/Akt 및
pERK/ERK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Cu/Zn SOD이 시스플라틴 항암제 투여로 유발된 뒷
다리근 위축을 경감시키고, 이러한 근위축 경감은 Akt와 ERK의 인산화에
의한 MHC 증가를 통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주요어 : superoxide dismutase, 항산화제, 쥐, 뒷다리근, 근위축
학 번 : 2009-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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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형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시스플라틴은 소아에서 성인
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백금화합물 계열의 항암제이다(Decatris,
Sundar, & O’Byrne, 2004; Tajbakhsh, et al., 2008). 그러나 이러한 탁월
한 항암효과에 반해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심하여 투여 용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용량제한성(dose-limiting) 독성을 가지고 있다(Ozols &
Young, 1985).
시스플라틴을 고용량으로 투여할 경우 오심구토(Cabezos, Vera, Martin
-Fontelles, Fernandez-Pujol, & Abalo, 2010)와 같은 위장관계 문제를 비
롯하여 신독성(Hanigan & Devarajan, 2003), 신경독성(Dhar, Kolishetti,
Lippard, & Farokhzad, 2011), 이독성(Glendenning, et al., 2010), 간독
성(Lash, et al., 1998) 등 많은 장기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말초신경독성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말초 신경세포의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유발함으로써 발생하며(Gill & Windebank,
1998), 축적용량 300㎎/m2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Cersosimo,
1989; Gregg, et al., 1992).
시스플라틴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은 주로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a)
과 말초 감각신경 세포체의 손상에 의해 초래되며 발의 감각상실, 감각이상
및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Dzagnidze, et al., 2007; Gill & Windebank,
1998; McDonald, Randon, Knight, & Windebank, 2005). 이러한 감각 증
상은 일상생활수행(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을 준다(Cleeland,
Farrar, & Hausheer, 2010). 특히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을 경험하는 대상
자는 통증으로 인해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자
세를 취함으로써 활동량이 줄어든다(이은옥, 최명애, 1996; Indu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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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2009).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으로 활동이 저하된 경우 초과산화이온
(superoxide anion, O2-)을 생성하는 xanthine oxidase가 근육 세포질
(cytoplasm)에서 증가하게 되어(Kondo, Nakagaki, Sasaki, Hori &
Itokawa, 1993)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성과 항
산화물질 생성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커진다(Lawler & Powers, 1998). 골격근 세포질에서 활성산소종이 증가하
게 되면, 단백분해가 커지고 단백합성이 감소되어 근위축이 유발된다(Lawler
& Powers, 1998; Powers, Kavazis, & McClung, 2007; Thomason &
Booth, 1990).
시스플라틴은 말초신경병증 뿐만 아니라 위장관계 신경병증을 유발하여
위장관계 운동을 저하시킨다(Vera, et al., 2011). 그리고 위장관계 손상으
로 인해 식이섭취가 감소된다(Yakabi, et al., 2010). 신경병증성 통증에 의
해서도 식이섭취가 줄어든다. 최명애, 김경화, 안경주, 이경숙과 최정안
(2008)은 신경병증성 통증에 의해 식이섭취가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근위
축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근위축은 근육의 질량 및 근섬유 횡단면적이 감소된 것으로(Choe, An,
Koo, & Jeon, 2011), 양지수(2012)는 쥐에 시스플라틴을 투여하여 말초신
경병증성 통증에 의한 활동저하 및 식이섭취 저하에 의해 뒷다리근에 근위
축이 발생하였음을 제시하였으며, 김진일과 최명애(2012)는 쥐에 시스플라
틴을 투여하여 식이섭취 저하로 인해 뒷다리근에 근위축이 유발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여 산화를 늦추거나 방지하는 분자이다
(Roskoski & Herbert, 1996). 이중 Cu/Zn superoxide dismutase (Cu/Zn
SOD)는 세포질에서 초과산화이온의 1차 방어선으로 작용하여(Fridovich,
1985; Hart, et al., 1999; McCord & Fridovich, 1988) 근육 세포질의 초
과산화이온을 제거하고, 초과산화이온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여(Kim,
et al., 2012) 감각신경세포 손상을 줄여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을 경감시킴으
로써 시스플라틴 투여에 의한 근위축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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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Zn SOD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로는 비복근(gastrocnemius)
에 긴장성 손상(strain-induced damage)을 유발시킨 쥐에 Cu/Zn SOD를
투여한 결과 항산화작용에 의해 근육손상 정도가 경감되었음을 보고한 연
구(Li, Feng, & Wang, 2005)가 유일하였으며, 항산화제가 시스플라틴에
의해 유발된 뒷다리근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근위축이 발생하게 되면 허약감, 활동장애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
능회복기간이 연장되어, 대상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근위축
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Castaneda, 2002).
항산화효소인 SOD는 식물에도 함유되어 있고(Alscher, Erturk, &
Heath, 2002; Hornero-Méndez, Gallardo-Guerrero, Jarén-Galán, &
Mínguez -Mosquera, 2002), 식물 SOD의 경우 식품첨가물로 승인되어 있
어(Vouldoukis, et al., 2004)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근위축 경감방안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항산화제인 Cu/Zn SOD가 시스플라틴에 의해 유발된 뒷다리근
위축을 경감시키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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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시스플라틴에 의해 뒷다리근에 근위축이 유발되는지
확인하고, Cu/Zn SOD가 시스플라틴에 의한 뒷다리근의 위축 경감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플라틴에 의해 근위축이 유발되는지 확인한다.
(1) 시스플라틴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유발된 활동저하로 뒷
다리근의 세포질에 초과산화이온이 증가되는지 확인한다.
(2) 시스플라틴 투여에 의해 식이섭취가 감소되는지 확인한다.
(3) 시스플라틴 투여에 의해 뒷다리근의 근육무게 및 Type 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이 감소되는지 확인한다.

2) Cu/Zn SOD가 시스플라틴에 의해 유발된 뒷다리근 위축 경감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1) Cu/Zn SOD가 시스플라틴에 의한 위축 뒷다리근의 근육무게를 증가
시키는지 규명한다.
(2) Cu/Zn SOD가 시스플라틴에 의한 위축 뒷다리근의 Type Ⅰ, Ⅱ 근섬
유 횡단면적을 증가시키는지 규명한다.

3) Cu/Zn SOD가 시스플라틴에 의한 위축 뒷다리근에서 Akt와
ERK 인산화 발현을 증가시키는지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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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1) 가설 1 : 시스플라틴 투여가 뒷다리근에 근위축을 유발시킬
것이다.
(1) 부가설 1.1 : 시스플라틴만 투여받는 군(이하 시스플라틴군)은 대조
군에 비해 뒷다리근 세포질의 초과산화이온 함량이 높을 것이다.
(2) 부가설 1.2 : 시스플라틴군은 대조군에 비해 식이섭취량이 적을 것이다.
(3) 부가설 1.3 : 시스플라틴군은 대조군에 비해 뒷다리근의 근육무게 및
Type 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이 작을 것이다.

2) 가설 2 : Cu/Zn SOD가 시스플라틴에 의해 위축이 유발된 뒷
다리근의 근육무게와 Type 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을 증가시
킬 것이다.
(1) 부가설 2.1 : 시스플라틴 투여와 동시에 Cu/Zn SOD를 투여 받는 군
(이하 시스플라틴-Cu/Zn SOD군)은 시스플라틴군에 비해 뒷다리근
의 근육무게가 클 것이다.
(2) 부가설 2.2 : 시스플라틴-Cu/Zn SOD군은 시스플라틴군에 비해 뒷다
리근의 Type 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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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3 : Cu/Zn SOD가 시스플라틴에 의해 위축이 유발된 뒷
다리근의 Akt와 ERK 인산화 발현을 증가시킬 것이다.
(1) 부가설 3.1 : 시스플라틴-Cu/Zn SOD군은 시스플라틴군에 비해 Akt
인산화 발현 비율이 클 것이다.
(2) 부가설 3.2 : 시스플라틴-Cu/Zn SOD군은 시스플라틴군에 비해 ERK
인산화 발현 비율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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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항산화제
항산화제는 어떤 기질 또는 분자의 산화를 늦추거나 방지하는 분자를 의
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반응성이 있는 환원된 산소종인 초과산화이온, 수산
화 자유기(hydroxyl radicals, ·OH) 및 과산화수소(hydroperoxide, H2O2)
를 제거하거나 함께 반응하는 화학물질을 의미한다(Roskoski & Herbert,
1996; Huang, Ou, & Prior, 2005). 본 연구에서 항산화제는 초과산화이온
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superoxide dismutase 중 주로 세포질에서 초과
산화이온을 제거하는 Cu/Zn SOD를 말한다(Hart, et al., 1999).

2) 뒷다리근
뒷다리근은 근섬유의 구성 비율이 다른 두 근육인 가자미근(soleus)과 족척
근(plantaris)을 말한다. 가자미근은 myofibrillar ATPase activity가 낮아 느
리게 수축하는 지근섬유(Type Ⅰ)로 구성된 근육이며, 지근섬유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김기환, 엄융의, 김전, 2004; Wigston & English, 1992). 발
목의 족저굴곡(plantarflexion)의 주동근(prime mover)이고 자세를 유지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근육이다(Thibodeau & Patton, 2007).
족척근은 myofibrillar ATPase activity가 높고 빠르게 수축하는 속근섬유
(Type Ⅱ)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김기환 등, 2004; Cadena, et al., 2010),
발목과 무릎의 족저굴곡에 이용되는 근육이다(Colburn & Skandalakis,
1993; Thibodeau & Patton, 2007).

3) 근위축
근위축은 근육의 질량 및 근섬유 횡단면적의 감소(Choe, et al., 2011a)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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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시스플라틴에 의해 유발된 말초신경병증성 통증
시스플라틴은 고형암의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암제 중 하나로
(Decatris, et al., 2004), 두경부, 폐, 고환, 난소 및 유방 등 다양한 암의 치
료에 이용되고 있다(Hanigan & Devarajan, 2003). 시스플라틴의 분자구
조는 백금원자(Pt)를 중심으로 두 개의 아미노기(-NH2)와 두 개의 염소
(-Cl)가 cis-배열을 이루고 있다(Page, Matus, Leifer, & Loar, 1985;
Wang & Lippard, 2006). 이러한 구조 때문에 DNA의 염기 중 guanine 또
는 adenine과 교차결합을 형성하고 DNA 이중나선 구조의 변형을 초래하
여 세포 분열 중 DNA 전사를 억제한다(Huang, Zhu, Reid, Drobny, &
Hopkins, 1995; Mello, Lippard, & Essigmann, 1995). 이와 같은 시스플
라틴의 특성으로 인해 빠른 세포 분열을 하는 종양세포 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 중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 또한 손상을 받게 된다(Windebank &
Grisold, 2008).
또한

말초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분열하지

않는

뉴런

(non-dividing neuron)은 시스플라틴에 의해 손상을 받는다(Windebank
& Grisold, 2008; Wolf, Barton, Kottschade, Grothey, & Loprinzi,
2008). 말초신경계의 세포가 시스플라틴에 취약한 이유는 중추신경계 세포
의 경우 혈액-뇌장벽(blood-brain barrier)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스
플라틴 분자가 쉽게 통과할 수 없는 반면, 일차 감각신경이나 자율신경 뉴
런은

혈액-뇌장벽

바깥쪽

신경절에

위치하고

있고,

창모세혈관

(fenestrated capillary)에 의해 혈액공급을 받기 때문에 시스플라틴 분자
가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Gill & Windebank, 1998; Gispen &
Hamers, 1994; McDonald, et al., 2005).
선행 연구를 통해 후근신경절과 말초 감각신경의 세포체가 시스플라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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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주로 손상을 받는 부위임이 규명되었다. Dzagnidze 등(2007)은 마우
스에 시스플라틴을 투여한 결과 후근신경절에서 백금과 결합된 DNA인
DNA adduct의 농도와 감각기능 손상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Gill과 Windebank (1998)는 쥐에 시스플라틴을 투여한 후 후근신경절의
일차 감각신경에서 세포자멸사가 일어났으며, 후근신경절 세포를 배양하여
시스플라틴을 넣은 후 관찰한 결과 세포의 수축과 핵의 변형이 발생하였음
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스플라틴 투여 시 말초 감각신경 세포 내에서 초과
산화이온을 비롯한 활성산소종이 증가한다(DiPaola & Schuchter, 1999;
Jiang, et al., 2008; Kottschade, et al., 2011). Jiang 등(2008)의 연구에
서 쥐의 후근신경절 세포를 시스플라틴에 노출시킨 결과 시스플라틴에 노
출된 지 24시간 후 활성산소종 생성과 세포 사멸이 증가하였음을 제시하여
시스플라틴 투여로 인한 후근신경절 세포 손상은 시스플라틴 투여에 의한
활성산소종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규명하였다.
시스플라틴이 신경독성을 유발하는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 기전은
시스플라틴이 DNA 염기 중 guanine의 7번 위치의 질소(N7) 및 adenine의
3번 위치의 질소(N3)와 결합하여 DNA의 나선 구조를 변형시킨다(Huang,
et al., 1995). 이러한 약물 매개성 효과는 세포주기 역동성에 변화를 초래
하여 cyclin D1을 과다하게 발현시킨다. 세포주기 조절인자인 cyclin D1은
세포주기에 있는 세포가 G1기에 cyclin D-dependent kinase (cdk)인
cdk4와 cdk6을 활성화시켜 S기로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 뉴런과 같
이 분열하지 않고 휴지기(quiescent)에 있는 세포에서는 세포주기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여 세포자멸사가 초래된다(Gill & Windebank, 1998;
Kranenburg, van der Eb, & Zantema, 1996).
두 번째 기전은 시스플라틴 투여로 인한 DNA 손상 등의 자극이 세포질에
존재하는 Bax (Bcl-2-assiciated X protein)를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동시
켜 신경독성을 유발한다. Bax가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동하면 Bax의 아미
노기(-NH2)는 cytochrome c를 유리시키고, 카르복실기(-COOH)는 cyto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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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세포질로의 유리가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 외막과 결합하고 Bax 재분
배를 촉진한다(Eskes, et al., 1998; Nechustan, Smith, Hsu, & Youle,
1999; Wolter, et al., 1997). 유리된 cytochrome c는 Apaf-1 (Apoptotic
protease activating factor 1)과 결합하게 된다. 이에 Apaf-1-cytochrome
c-dATP 복합체가 형성되고, caspase 9이 활성화 된다(Li, et al., 1997).
Caspase 9은 다른 caspase를 활성화시켜 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유발한다.
시스플라틴 투여로 인한 신경독성은 용량 제한성이며, 일반적으로 사람에
서는 축적용량이 300㎎/m2 이상에서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한다(Cersosimo,
1989; Gregg, et al., 1992; van der Hoop, van der Burg, ten Bokkel
Huinink, van Houwelingen, & Neijt, 1990). 이러한 말초신경병증은 일상
생활수행에 지장을 준다(Cleeland, et al., 2010).
말초신경병증은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축삭(axon), 마이엘린 수초(myelin
sheath), 뉴런 세포체(neuronal cell body)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큰
유수신경섬유(large

myelinated

axon

fiber)가

손상되는

축삭병증

(axonopathy)이 발생하고, 이어서 대칭성 원위부 뉴런 체세포의 손상이 발
생하는 ‘역행사망성(dying-back)’ 형태로 신경 손상이 발생한다(Stillman
& Cata, 2006). 시스플라틴에 의해 막의 표면에 손상을 받은 뉴런은 이온
채널의 활동이 변화되어 신경 흥분성에 영향을 받아 말초신경병증이 발생
하게 된다(Scott, et al., 1995).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감각 증상 중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은 체성감각계
에 영향을 미치는 병변 또는 질환의 결과로 유발된 통증이다(Stillman &
Cata, 2006; Treede, et al, 2008). 신경병증성 통증은 자극이 없는 상태에
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전기자극과 같은 통증을 느끼는 ‘자발통
(spontaneous pain)’, 유해자극(nociceptive stimulus)에 더 심한 통증을
느끼는 ‘통각과민(hyperalgesia)’ 및 유해자극이 아닌 자극에 통증을 느끼
는 ‘이질통(allodynia)’으로 구분된다(Baron, 2009).
Cersosimo (2005)는 시스플라틴을 투여 받는 대상자의 약 50%에서 말
초신경병증이 발생함을 보고하였다. 시스플라틴을 투여 받는 환자의 경우
- 10 -

하지의 통증과 같은 감각이상을 경험하게 되며, 심한 경우 보행장애를 동반한
운동실조가 발생한다(Siegal & Haim, 1990; Thompson, Davis, Kornfeld,
Hilgers, & Standefer, 1984).
시스플라틴을 투여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축적용량 600㎎/m2의 시스플
라틴을 투여한 후 임상 증상을 관찰한 연구에서 시스플라틴을 투여 받은 환
자 모두에서 시스플라틴을 투여한지 3개월 후 통증, 감각이상과 같은 다발
신경병증(polyneuropathy)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증상이 12개월까지
지속되었음을 보고하였다(LoMonaco, et al., 1992).
또한 고식적인 용량(307~435㎎/m2)과 고용량(553~1197㎎/m2)의 시스
플라틴을 투여한 후 말초신경병증의 영향을 관찰한 결과 고식적 용량을 투
여 받은 환자의 2/3와 고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 모두에서 감각상실 증상이
나타났고, 비복신경(sural nerve) 생검 결과 대신경섬유(large fiber)의 손
상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Krarup-Hansen, et al., 1993). Authier,
Gillet, Fialip, Eschalier와 Coudore (2003)는 쥐에 시스플라틴 2㎎/㎏을
주 2회씩 또는 3㎎/㎏을 주 1회씩 총 5주간 투여한 결과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 신경전도 속도가 감소되어 기계적 통각과민과 냉통각과민(cold
hyperalgesia) 및 열에 대한 통각이 감소되는 온통각감퇴(thermal hypoalgesia)
와 이질통이 유발됨을 규명하였고, 쥐에 저용량 및 고용량 시스플라틴을 투
여하여 감각변화를 비교한 Cata, Weng과 Dougherty (2008)의 연구에서
는 저용량 투여 시 통각과민(hyperalgesia)이 유발된 반면, 고용량 투여 시
통각감퇴(hypalgesia)가 유발되었다. Ta, Low와 Windebank (2009)는 마
우스에 시스플라틴을 투여하여 기계적 이질통과 온통각과민이 발생하였음
을 보고하였다.

- 11 -

2. 시스플라틴에 의한 근위축
근위축은 근육의 질량 및 횡단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Choe, et al.,
2011a), 침상안정, 부동, 근질환, 우주여행, 탈신경, 패혈증, dexamethasone
투여, 활동량 감소, 체중 부하 감소, 식이섭취 저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초래될 수 있으며(Léger, et al., 2006; Judge, et al., 2007; Malicdan,
Noguchi, Hayashi, & Nishino, 2008), 말초신경병증성 통증 또한 근위축
을 발생시킨다(최명애, 등, 2008; Choe, Kim, An, Lee, & Heitkemper.,
2011; Kawagashira, et al., 2007).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은

시스플라틴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Gill &

Windebank, 1998), 후근신경절의 뉴런 손상에 따른 신경 흥분성 변화에
의해 유발된다(Scott, et al., 1995). 이러한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이 근위축
을 유발하는 이유는 활동저하에 의한 것으로,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을 경험
하는 환자는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자세를 취하게 되고, 통증 자체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된다(이은옥, 최명애, 1996; Induru & Davis, 2009).
신체의 움직임이 저하되면 골격근의 단백분해 증가와 단백합성 감소로
인해 근위축이 발생한다(Isfort, et al., 2002). 활동저하 시 근육 세포질에
서 초과산화이온이 증가하여 단백분해가 초래되는데(Lawler & Powers,
1998), 초과산화이온은 주로 격렬한 운동 시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NADPH oxidase가 활성화에 의해 발생되는 것(Bejma & Ji, 1999;
Jackson, Edwards, & Symons, 1985; Reid, Stokić, Koch, Khawli, &
Leis, 1994)으로 알려져 있으나 활동저하 시에도 증가되며(Lawler &
Powers, 1998), 그 기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활동이 저하되면 근육의 산화 스트레스와 항산화작용의 불균형이 초래되
어 산화 스트레스가 항산화물질 및 항산화작용보다 커진다(Lawler &
Powers, 1998). Lawler, Song과 Demaree (2003)는 28일간 쥐의 뒷다리를
부유한 결과 가자미근에서 Cu/Zn superoxide dismutase는 증가한 반면,
Mn-superoxide dismutase 활성도 및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항산화효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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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ase와 glutathione peroxidase 활성도는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
한 nonenzymatic antioxidant scavenging capacity의 감소, 가자미근의 총
과산화수소 함량 및 가자미근과 비복근의 dichlorohydrofluorescein
diacetate oxidation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Kondo, Miura와 Itokawa
(1993)는 7일간 쥐의 하지를 고정한 후 가자미근에서 Cu/Zn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S-transferase 및 glutathione reductase 활성도
가 증가하였고, Mn-superoxide dismutase와 Se-dependent glutathione
peroxidase 활성도는 변화 없음을 보고하여 활동저하 시 세포질에서 초과
산화이온, 수산화 자유기 및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종의 생성 및 항산
화물질 생성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활성산소종의 형성이 주로 세포질에서
나타남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활동저하 시 생성된 활성산소종은 proteasome 매개성 단백분
해를 유도하게 된다(Powers, et al., 2007). 산화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은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은 유비퀴틴(ubiquitin)이 관여하게 되며 다음과 같
은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 분해된다. 첫 번째 과정은 단백질에 유비퀴틴이
공유결합 하여 표지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정은 유비퀴틴에 의해 표지된 기
질 단백질이 26S proteasome에 의해 분해되는 것이다. 26S proteasome
에 의한 분해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유비퀴틴은 유비퀴틴 C-말단의
Gly과 ubiquitin-activating enzyme (E1)이 결합하여 활성화 되고, 이어
활성화된 유비퀴틴은 ubiquitin-conjugating enzymes (E2)와 결합한 후
ubiquitin-protein ligase (E3)에 전달된다. E3는 유비퀴틴과 기질 단백질
이 유사 펩티드 결합(isopeptide bond)을 하도록 촉매 작용을 한다. 유비퀴
틴에 의해 표지된 기질 단백질은 20S core와 19S regulator로 구성된 26S
proteasome 복합체에 인식되어 ubiquitin-proteasome pathway를 통해
분해된다(Ciechanover, 1998; Pickart, 2001).
Ikemoto 등(2001)은 16일간의 우주비행을 한 쥐의 비복근에서 ubiquitinconjugating enzymes (E2)과 20S proteasome 구성성분인 RC2와 RC9
그리고 폴리유비퀴틴이 상향 조절(upregulation)되어 빠른 유형(fas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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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이오신 중쇄(myosin heavy chain, MHC)를 비롯한 근육 단백질의 유
비퀴틴화를 초래하여 빠른 유형의 마이오신 중쇄의 단백분해가 증가하였으
며, 비복근의 근육무게가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활동저하는 또한 단백분해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단백합성을 감소시킨
다. 쥐의 뒷다리를 7일간 부유하여 활동저하를 유발한 결과 가자미근, 족척
근, 비복근 및 대퇴사두근의 근원섬유 합성률이 감소하였고(Thomason,
Biggs, & Booth, 1989), 골격근에서 DNA의 전사율(transcription rate)과
mRNA의 해독률(translation rate)모두가 감소되어 단백합성이 저하되었음
이 보고되었다(Thomason & Booth, 1990). 쥐의 뒷다리를 5일간 부유한
연구에서는 가자미근과 비복근의 DNA, RNA 및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였음
이 보고되었다(Goldspink, Morton, Loughna, & Goldspink, 1986). 최명
애, 지제근 및 김은희(1995)는 쥐의 뒷다리를 7일간 부유한 후 가자미근과
족척근의 근원섬유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였음을 제시하였다. Glover 등
(2009)은 사람을 대상으로 14일간 일측 무릎을 고정한 결과 대퇴사두근의
근원섬유 합성률이 27%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활동저하와 관련된 근위축은 주로 Type I 근섬유에 발생한다(Booth,
1982; Ikemoto, et al., 2001). 그러나 쥐의 뒷다리를 부유한 연구(최명애,
1996; Kasper, 1999)에서 족척근의 Type I, Ⅱ 근섬유 횡단면적이 감소하
여 Type I, Ⅱ 근섬유 모두가 활동저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명애 등(2008)은 제 5 요수신경을 손상시킨 쥐에서 7일 후 신경병증성 통
증에 의한 활동저하로 가자미근과 족척근의 근육무게 및 가자미근의 Type
I, Ⅱ 근섬유 횡단면적 그리고 족척근의 Type Ⅱ 근섬유 횡단면적이 감소하
여 근위축이 발생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시스플라틴 투여로 유발되는 근위축은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인한 활동저
하 이외에도 식이섭취 저하의 영향을 받는다. 시스플라틴은 구토를 유발하
는 정도가 가장 높은 항암제 중 하나로(Roila, et al., 2010), 다른 항암제에
비해 더 심한 정도의 오심구토를 유발한다(Cabezos, et al., 2010; Jordan,
Kasper, & Schmol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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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플라틴이

투여되면

위장관

점막이

손상되어

장크롬친화세포

(enterochromaffin cell)에서 세로토닌(5-hydroxytryptamine, 5-HT)이
분비되며, 이로 인해 구심성 미주신경(vagal afferents)에 위치한 5-HT3
수용체가 활성화 된다. 활성화된 미주신경의 5-HT3 수용체가 뇌간의 구토
중추로 신호를 보냄으로써 오심구토가 유발된다(Eisenberg, et al., 2003).
오심구토는 식욕부진을 초래하여 식이섭취 저하를 일으키게 된다(Jordan,
et al., 2005; Van Cutsem & Arends, 2005).
식이섭취가 저하된 경우 골격근의 글리코겐과 중성지방 감소, 단백분해
촉진 및 단백합성 억제로 인해 근위축이 발생하며(김지윤, 2005), Yakabi
등(2010)은 시스플라틴을 쥐에 투여한 결과 시스플라틴 투여 24시간 후 식
욕부진으로 식이섭취가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양지수(2012)는 쥐에 시스플라틴 2㎎/㎏을 주 2회씩 총 5주간 투여한 결
과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에 의한 활동저하 및 식이섭취 저하에 의해 가자미
근 및 족척근의 근질량 및 근섬유 횡단면적이 감소하였음을 제시하였으며,
김진일과 최명애(2012)는 쥐에 시스플라틴 1㎎/㎏을 5일간 매일 투여한 결
과 식이섭취 저하로 인해 가자미근과 비복근의 근질량 및 근섬유 횡단면적
이 감소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시스플라틴 투여는 위장관계 뉴런을 손상시켜 신경병증을 유발한다.
Vera 등(2011)은 쥐에 5주간 시스플라틴을 투여한 결과 위장관계 신경병
증이 발생하여 위장관 통과시간이 지연되고, 장운동이 감소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최명애 등(2008)은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발된 쥐에서 통증으로 인
해 활동저하와 식이섭취 저하가 발생하여 가자미근과 족척근에 위축이 발
생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시스플라틴 투여는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의 제한으로 활동저하
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골격근의 단백분해가 증가되고 단백합성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스플라틴 투여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 및 위장관 점막
손상으로 인한 식이섭취 저하도 근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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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peroxide dismutase가 위축근에 미치는 효과
Superoxide dismutase (SOD, EC 1.15.1.1)는 McCord와 Fridovich에
의해 발견된 효소이고, 모든 포유류의 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활성화 부
위에 결합하는 금속원소의 종류에 따라 Cu/Zn SOD, Mn SOD 그리고 Fe
SOD로 구분된다(Arhontaki, et al., 2002; McCord & Fridovich, 1969).
Cu/Zn SOD는 모든 진핵세포(eucaryotic cell)의 세포질에서 발견되며, 원
핵세포(prokaryotic cell)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Bueno, Varela,
Gimeénez-Gallego, & del Río, 1995; Chen, Park, Thornburg, Tabatabai,
& Kintanar, 1995; Ogawa, Kanematsu, & Asada, 1997). Mn SOD는 진
핵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발견되며(Fridovich, 1995; Halliwell &
Gutteridge, 2007), Fe SOD는 식물을 제외한 진핵세포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주로 원핵세포에서 발견된다(Thomas, Avenson, Thomas,
& Herbert, 1998).
시스플라틴 투여에 의한 후근신경절 세포의 손상은 초과산화이온이 관여하
여 발생한다(DiPaola & Schuchter, 1999; Jiang, et al., 2008; Kottschade,
et al., 2011). 본 연구와 관련된 활동저하 시 나타나는 산화 스트레스는 주
로 근육의 세포질에서 나타난다(Kondo, et al., 1993b; Lawler, et al.,
2003). 주로 세포질에 존재하는 Cu/Zn SOD는 32kDa의 동종이합체
(homodimeric) 단백질로 각각의 단량체는 구리이온 및 아연이온과 결합하
고 있다(Tainer, Getzoff, Richardson, & Richardson, 1983). 그리고 초과
산화이온을 과산화수소와 산소분자로 변환시킴으로써 생체에서 발생하는
유리기(free radical)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Fridovich, 1985; Hart, et
al., 1999; McCord & Fridovich, 1988). Cu/Zn SOD가 유리기를 제거하
는 기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Cu/Zn SOD의 2가 구리이온(Cu[Ⅱ],
Cu2+)이 초과산화이온에 의해 전자를 잃고 1가 구리이온(Cu[Ⅰ], Cu1+)으
로 환원되면서 초과산화이온은 산소(O2)가 된다. 두 번째로 환원된 1가 구
리이온이 다른 초과산화이온과 2개의 수소이온에 의해 산화되어 2가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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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이 되면서 과산화수소를 생성한다(Fielden, et al., 1974; Hodgson &
Fridovich,

1975;

Rotilio,

Morpurgo,

Giovagnoli,

Calabrese,

&

Mondovì, 1972). 다음은 이 두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O2-

O2- +Cu[
Ⅱ]
ZnSOD

→

O2 +Cu[
Ⅰ]
ZnSOD (
1)

+

→

H2O2 +Cu[
Ⅱ]
ZnSOD (
2)

+Cu[
Ⅰ]
ZnSOD +2H

2O2- +2H+ →

O2 +H2O2

(
3)

SOD의 항산화작용을 규명한 다양한 연구들이 동물과 인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Li 등(2005)은 쥐의 뒷다리에 긴장성 손상을 유발한 후
Cu/Zn SOD를 10,000U/㎏의 용량으로 7일간 투여한 결과 생리식염수만
투여한 군에 비해 Cu/Zn SOD를 투여한 군의 혈중 SOD, glutathione
peroxidase (GSH-Px)농도 증가 및 근육손상 정도가 작았음을 제시하였
고, 이는 Cu/Zn SOD의 항산화능력으로 인한 단백재생의 촉진에 따른 결과
임을 입증하였다. Suzuki와 Sofikitis (1999)는 정계정맥류(varicocele)를
유발시킨 쥐에 Cu/Zn SOD 150U을 주당 2회씩 8주간 복강내 투여한 결과
Cu/Zn SOD의 초과산화이온에 의한 부고환 정자함량, 정자운동, 수정능력
의 손상정도가 작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2012)은 5번 및 6번 요
수에 허혈-재관류 처치를 한 토끼를 이용하여 허혈 전 Cu/Zn SOD을 투여
한 결과 하지 운동기능이 개선되고, 신경세포 손상 및 지질 과산화가 감소
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쥐와 토끼의 심장을 박리하여 허혈-재관류 처치를 한 모델을 이용한
Omar 등(1990)의 연구에서는 Cu/Zn SOD (3,000U/㎎)를 쥐의 경우 2.3,
7, 20 및 50㎎/ℓ, 토끼의 경우 0.5, 1, 5 및 50㎎/ℓ용량으로 저용량부터 고
용량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처리한 결과 저용량에서는 산화 스트레스 보호
효과가 뛰어났으나 고용량에서는 오히려 산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량에 따라 종형(bell-shaped)의 반응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
한 연구로 Nelson, Bose와 McCord (1994)는 토끼에 Mn SOD (4,000U/
㎎)를 저용량(5㎍/㎖)부터 고용량(50㎍/㎖)까지 다양한 용량을 투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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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 허혈-재관류 처치를 하고, 지질 과산화 억제효과를 관찰한 결과 저용
량에서는 지질 과산화 억제효과가 뛰어났으나 고용량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u/Zn SOD는 초과산화이온을 과산화수소와 산소분자로 변환시키지만
이 과정에서 생성된 과산화수소는 활성산소종의 하나로 세포독성을 가지고
있다(Mao, Thomas, Lopaschuk, & Poznansky, 1993; Norris &
Hornsby, 1990). 따라서 Cu/Zn SOD는 1차 항산화작용을 하지만 세포내
에 과다발현 되거나 과량 사용하는 경우 과산화수소가 생성도 증가되어 산
화 스트레스를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McCord, 2008) SOD 단독투여가 용
량에 따라 소위 종형의 반응을 나타낸다.
그리고 Cu/Zn SOD는 단백질의 재생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기전은 신호
전달 단백질인 Akt의 인산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Akt는 세포의
생존과 사멸간의 균형을 조절하는 인자로(Burgering & Coffer, 1995;
Franke, et al., 1995), 인산화를 통해 활성화가 되면 BAD (Bcl-2associated death promoter)를 비활성화시킴으로써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
고(Datta, et al., 1997; del Peso, González-García, Page, Herrera, &
Nuñez, 1997), 골격근에서 당신생을 촉진하며(Markuns, Wojtaszewski,
& Goodyear, 1999), 마이오신 중쇄를 증가시켜 골격근 근세관(myotube)
증식을 촉진한다(Rommel, et al., 2001; Schmitt, et al., 2007).
Noshita, Sugawara, Lewén, Hayashi와 Chan (2003)은 인간 SOD 유전
자를 이식하여 SOD 생성을 증가시킨 마우스를 대상으로 국소 뇌허혈을 유
발시킨 결과, 신경세포의 세포자멸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SOD의 세포 보호 기전에 Akt의 인산화가 관여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호
전달 단백질인 ER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protein kinase)의
활성화도 근육의 단백재생에 관여한다. ERK는 골격근에서 전사인자
(transcription factor)의 활성화를 조절하여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액틴 세
포골격(actin cytoskeleton)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담당하고 있다(Tsakiridis, et al., 2001; Widegren, Ry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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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rath, 2001; Wojtaszewski, Lynge, Jakobsen, Goodyear, & Richter,
1999).
Tominaga 등(2012)은 인간 제대정맥 내피세포(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에 방사선조사 전·후에 Cu/Zn SOD를 투여한 결과 ERK
의 인산화가 증가되어 세포 생존 및 혈관신생(angiogenesis)이 증가하였음
을 보고하였다. Choe 등(2011a)은 파킨슨병을 유발시켜 근위축이 발생한
쥐에 DHEA (dehydroepiandrosterone)를 투여한 결과 근육에서 Akt와
ERK의 인산화가 증가되었고, 마이오신 중쇄 발현이 증가되어 근위축이 회
복되었음을 제시하였으며, 골격근의 위축과 회복에 신호 전달 단백질인
Akt와 ERK가 관여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SOD가 초과산화이온을 제거함으로써
항산화작용을 하며, 항암제 투여로 유발된 근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국내·외적으로 규명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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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1. 개념적 기틀
이상의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
였다<Figure 1>.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시스플라틴은 식욕부진을 초래하여 식이섭취를 감소시키고, 시스플라틴
자체와 시스플라틴 투여로 인해 생성된 초과산화이온에 의해 말초감각신경
이 손상되어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말초신경병증은 말초신경병증
성 통증을 유발하여 활동저하와 식이섭취 저하를 초래한다. 활동저하에 의
한 골격근의 초과산화이온 증가와 식이섭취 저하는 골격근의 단백분해를
증가시키고 단백합성을 저하시켜 근위축이 유발된다.
항산화제인 Cu/Zn SOD를 투여하게 되면 근육 세포질에서 생성된 초과
산화이온이 제거되어 감소하고, Akt 인산화 및 ERK 인산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후근신경절에서 생성된 초과산화이온 제거에 따른 말초신경
병증성 통증의 감소로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골격근의 단백분해가 줄어들
고 단백합성이 촉진되어 근위축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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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시스플라틴에 의해 쥐의 뒷다리근에 근위축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하고, 항산화제가 시스플라틴에 의해 유발된 뒷다리근 위축 경감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사후 실험설계이다. 실험동물을
무작위로 세 군에 배정하였다. 대조군(Control, C)은 시스플라틴 투여군과
동일한 양의 0.9% 생리식염수를 주당 1회씩 총 5주 동안 복강 내 투여 받
는 군이고, 시스플라틴 투여군(CDDP)은 시스플라틴 3㎎/㎏를 주당 1회씩
총 5주 동안(총 축적용량 15㎎/㎏) 복강 내 투여 받는 군이며, 시스플라틴
투여와 동시에 Cu/Zn SOD를 투여 받는 군(CDDP-SOD)은 시스플라틴 3
㎎/㎏를 주당 1회씩 총 5주 동안 복강 내 투여 받고, Cu/Zn SOD 10,000U/
㎏를 5주간 주 2회 복강 내 투여 받는 군이다.
시스플라틴을 5주간 투여하여 근위축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양지수, 2012)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실험기간은 5주로 정하였고,
Cu/Zn SOD 투여는 시스플라틴 투여에 의한 후근신경절의 초과산화이온이
시스플라틴 투여 24시간 이후부터 증가하기 때문에(Jiang, et al., 2008) 실
험시작일부터 투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세 군 모두 실험시작일로부터 33일 경과 후 34일 째 뒷다리근의 근육을
절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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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perimental design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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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실험동물 자원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승인번호: SNU-120601-1)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다. 본 연구
에서 체중 190~219g의 male Sprague-Dawley 쥐 42마리를 무작위로 C
군, CDDP군 및 CDDP-SOD군에 14마리씩 배정하여 실험을 시작하였다.
실험대상 동물의 수는 Mead’s resource equation (Mead, 1988)을 이용하
여 오차 자유도(error degrees of freedom) 20, 실험간 자유도(treatment
degrees of freedom) 2, 블럭 자유도(block degrees of freedom) 0을 유
지하는데 필요한 동물의 수는 군당 8마리이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군당 14
마리로 결정하였다.
실험대상 쥐들은 온도 22±2℃와 습도 50%, circadian rhythm을 유지하
기 위해 12시간은 밝게 12시간은 어둡게 하는 동일한 환경(서울대학교 의
과대학 실험동물실)에 수용하였고, 모든 쥐들에게 고형사료(Cargill Agri
Purina Inc., Seongnam, Korea)와 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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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1) 말초신경병증성 통증 유발
시스플라틴 투여로 유발된 말초신경병증성 통증 모델 중 Authier 등
(2003)의 방법(시스플라틴 3㎎/㎏ 주당 1회 총 5주 동안 투여, 총 축적용량
15㎎/㎏)을 이용하여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시켰다.
시스플라틴[cis-Diammineplatinum (Ⅱ) dichloride, Sigma, St. Louis,
USA]을

0.9%

생리식염수에

0.15㎎/㎖로

희석시켜

CDDP군

및

CDDP-SOD군에 3㎎/㎏을 주당 1회씩 총 5주 동안(총 축적용량 15㎎/㎏)
복강 내 투여하였다. 투여시마다 신장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 전 0.9%
생리식염수 2㎖를 피하주사 하였다. C군은 CDDP군이 투여 받은 용량과 동
일한 용량의 0.9% 생리식염수를 복강 내 투여하며, 투여 전 0.9% 생리식염
수 2㎖를 피하주사 하였다.

2) 말초신경병증성 통증 유발 확인
시스플라틴 투여로 인해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피 역치(withdrawal threshold) 검사를 시행하였다. 회피 역치는 회
피반응을 일으키는 시점의 강도를 의미하며(Beyreuther, Callizot, &
Stöhr, 2007), 회피 역치 검사는 회피반응을 일으키는 최저 강도를 측정하
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쥐를 금속철망(망 간격: 0.5×0.5㎝) 위에 놓은 후 투명한 아크릴 상자
(8×8×24㎝)로 덮어 움직임을 최소화 하였다.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기 위해 15분 동안 적응시킨 후 자극 범주 0.356g-18g의 von
Frey filament (Semmes-Weinstein monofilaments, Stoelting, Wood
Dale, IL, USA)를 이용하여 철망 사이로 발바닥에 자극을 가해 발의 회피
반응이 나타나는 자극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von Frey filament를 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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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약 2초간 자극을 유지시켰을 때 발바닥을 완전히 철망 위로 들어 올릴
경우 회피반응으로 간주하였다(Takaishi, Eisele, & Carstens, 1996).
시스플라틴 투여로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피 역치 검사를 실시한 양지수(2012)의 연구에서 실시한 측정 간격을 참
고로 하여 C군, CDDP군 및 CDDP-SOD군 모두 실험시작일에 측정하고,
실험시작일로부터 주 2회 그리고 실험 마지막 날 측정하였다.

3) Cu/Zn SOD 투여
Cu/Zn SOD (superoxide dismutase from bovine erythrocytes,
Sigma, St. Louis, USA) 10,000U/㎏을 0.9% 생리식염수 2㎖에 희석하여
CDDP-SOD군에 실험시작일부터 주 2회씩 총 5주간 복강 내 투여하였다.
Cu/Zn SOD 투여 용량 및 방법은 다음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결정하였다.
긴장성 근육손상 유발 쥐에서 초과산화이온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
진 용량인 10,000U/㎏ (Li, et al., 2005)과 정계정맥류를 유발한 쥐에
Cu/Zn SOD의 활성산소종 제거 효과를 규명한 연구(Suzuki & Sofikitis,
1999) 및 SOD의 방사선치료에 의한 치료부위 섬유화 개선효과를 규명한
연구(Baillet, Housset, Michelson, & Puget, 1986)에서 사용한 투여방법
(2회/주)을 참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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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방법
1) 체중 측정
체중은 매일 동일한 시간에 electrobalance (HF-2000, A&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사료섭취량 측정
사료섭취량은 매일 동일한 시간에 electrobalance (HF-2000, A&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24시간 전에 제공한 사료의 무게에서 남은 사
료의 무게를 빼서 산출하였다.

3) 활동측정
활동측정은 정인성(1975)이 개발하고 최명애 등(200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사육상자 속의 쥐가 보여주는 활동을 활동성(activity),
몸치장활동(grooming), 비활동성(inactivity)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활
동성은 왕성하게 움직임, 계속적인 이동행동, 앞발을 들고 일어서는 행동을
주로 할 때이고, 몸치장활동은 털핧기, 세수하기, 긁적거리기 행동을 할 때
이며 비활동성은 한곳에 가만히 앉아 있기, 잠자는 듯한 모습을 주로 보일
때로 판정하였다. 각각의 쥐가 15초 동안 보이는 행동을 5분간 20회 관찰
하여 이상의 세 가지 행동기준 중 하나로 표시하여, 측정된 활동을 활동성
3점, 몸치장활동 2점 및 비활동성 1점으로 부여하여 각 동물의 활동점수 평
균을 산출하였다.
활동 측정 간격은 양지수(2012)의 연구에서 이용했던 방법에 따라 C군,
CDDP군 및 CDDP-SOD군 모두 실험시작일에 측정하였고, 실험시작일로
부터 주 2회 그리고 실험 마지막 날 측정하였다.
- 26 -

4) 근육절제 및 근육무게 측정
실험시작일로부터 33일 경과 후 34일 째에 pentobarbital sodium (50㎎
/㎏)을 복강 내로 투여하여 마취 시킨 후 양쪽 뒷다리에서 가자미근 및 족척
근을 절제하였다. 절제된 근육은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지방조직과 결체
조직은 신중히 잘라내어 microbalance (FX-300, A&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5) Type I, Ⅱ 근섬유의 횡단면적 측정
근섬유 형태를 Type I과 Type Ⅱ로 구분하기 위해 Myosin-ATPase
(adenosinetriphophatase) 조직화학법을 실시하였다. 설압자를 4cm 길이,
1.5cm로 잘라 optimal cutting temperature (OCT) compound를 바르고
그 위에 절제된 근육을 올려놓은 후 액체질소로 -160℃까지 냉각된
isopentane용액에서 급속 냉동시켜 -70℃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냉동 보
관된 가자미근과 족척근의 중간부위를 5㎜ 두께로 잘라내어 세로로 방향을
잡아 OCT compound를 이용하여 mold에 포매(embedding)한 후 -20℃의
cryostat에서 10㎛ 두께로 잘라 슬라이드에 mount하였다. 이 근육 표본 슬
라이드를 실온에서 30분간 공기로 건조시킨 후 아래 순서와 같이 조직화학
염색을 실시하였다(이동규 등, 1992; Brooke & Kaiser, 1970)

(1) 실온에서 근육 표본 슬라이드를 acetate buffer인 pH 4.3 용액과 pH
4.6 용액에 각각 5분간 preincubation시켰다. 여기에 사용된 pH 4.3,
pH 4.6 용액은 sodium acetate (CH3COONa·3H2O) 13.6g을 증류수
500㎖에 혼합하여 만든 0.2M acetate 용액의 pH를 2M HCl로 조정
하여 이용하였다.
(2) Preincubation한 근육 표본 슬라이드를 증류수로 씻어낸 후 pH 9.4
용액에 넣고 37℃에서 30분간 incubation시켰다. pH 9.4 용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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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M sodium barbiturate 20㎖, 0.18M CaCl2 10㎖를 혼합한 후
Myosin-ATPase 152㎎을 넣은 용액이며 이 용액의 pH를 맞춘 후
이용하였다.
(3) 배양 후 근육 표본 슬라이드를 1% CaCl2 용액으로 2분 간격으로 3회
세척하였다.
(4) 2% CoCl2용액으로 3분간 반응시키고 증류수로 1분간 세척하였다.
(5) 2% ammonium sulfate 용액으로 2분간 반응시킨 후 증류수로 5회
세척하였다.
(6) 근육 표본 슬라이드를 70%, 95%, 100% ethyl alcohol 용액에 1-2
분씩 넣어 탈수시켰다.
(7) Xylene 용액에 2분간 담근 후, 10분간 건조시키고 다시 xylene 용액
에 1분간 넣은 후 20분간 건조시켰다.
(8) Permount 용액을 염색된 근육표본에 떨어뜨린 후 덮개 유리로 덮어
보관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Myosin-ATPase로 염색된 근육표본을 광학현미
경(CX-31, Olympus, Japan)으로 보아 어둡게 보이는 근섬유는 Type I, 밝
게 보이는 근섬유는 Type Ⅱ로 분류하고(Brooke & Kaiser, 1970), 각 근
섬유의 횡단면적은 100배의 배율 하에 일정면적 내에서 Type I, Ⅱ 근섬유
의 유형별 횡단면적을 산출하였다(이동규 등, 1992).

6) 뒷다리근의 상대적 SOD 활성도 측정
상대적 SOD 활성도는 xanthine과 xanthine oxidase에 의해 생성된 초
과산화이온이 chromagen에 의해 환원되어 수용성의 formazan dye를 형
성할 때 세포내에 존재하는 SOD의 양에 따라 생성되는 formazan dye가
감소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세포내에서의 상대적 SOD 활성도를 나타낸다
(Tse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Superoxide Dismutase Activity
Assay kit (Cell Biolabs, San Diego, USA)를 이용하여 상대적 SOD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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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측정하였다. 근육 절제 후 냉동고에 보관한 가자미근 및 족척근을
Lysis Buffer (10mM Tris, pH 7.5, 150mM NaCl, 0.1mM EDTA)에 넣고
균질화하였다. 이 균질물을 원심분리기로 12,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
리한 후 상층액을 얻은 후, 96-well plate로 옮겼다.
각각의 시료에 1X xanthine oxidase 용액 10㎕를 첨가한 후 37℃에서 1
시간동안 배양한 후 배양된 시료를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9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7) 뒷다리근의 Akt, ERK 인산화 발현 측정
면역 blot 방법(Choe, et al., 2011a)을 이용하여 뒷다리근의 Akt와 ERK 인
산화 발현을 측정하였다. 근육 절제 후 냉동고에 보관한 가자미근 및 족척근을
buffer (50mM Tris-HCl pH 7.5, 150mM NaCl, 2mM EDTA, 30mM sodium
pyrophosphate, 10mM NaF, 2mM Na3VO4, protease inhibitor cocktail)에
넣고 균질화 하였다. 이 균질물을 원심분리기로 4℃, 12,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얻어 4X Lammlie의 buffer (62.5mmol/1 Tris-HCl,
pH 6.8, 2% SDS, 20% glycerol, 10% 2-mercaptoethanol)을 넣고 100℃에
서 5분간 끓인 후 면역 blot에 사용하였다. 정량된 단백질 시료 30㎍을 10%
sodium dodecylsulfate-polyacrylamide gradient gel (SDS-PAGE) 전기
영동법으로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paper로 옮겼다.
단백질이 옮겨진 막을 Ponceau-S로 염색하여 단백질이 완전하게 옮겨졌
음을 확인하고, 0.1% Tween 20을 포함하는 Tris-buffered saline (TBS-T)
으로 씻은 후 5% 탈지 분유액으로 30분 이상 blocking하였다. 항 pAkt, 항
Akt, 항 pERK 및 항 ERK항체와 함께 4℃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막
을 TBS-T에서 10분씩 3회 세척한 후 blot을 2차 항체와 함께 1시간 동안 반
응시켰다. 2차 항체 반응 후 막을 씻고 enhanced chemiluminiscence
system (ECL, Pierce)으로 원하는 단백질을 가시화 하였다. 단백질의 가
시화 및 정량 분석은 image 장비(LAS-3000, Fuji)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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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뒷다리근의 MHC 발현 측정
뒷다리근의 Akt와 ERK 인산화 발현을 측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면역 blot
방법으로 항 myosin heavy chain, 항 β-actin 항체를 이용하여 뒷다리근
의 MHC 발현을 측정하였다. 정량된 단백질 시료 30㎍을 10% sodium
dodecylsulfate-polyacrylamide gradient gel (SDS-PAGE) 전기 영동법
으로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paper로 옮겼다.
단백질이 옮겨진 막을 Ponceau-S로 염색하여 단백질이 완전하게 옮겨졌
음을 확인하고, 0.1% Tween 20을 포함하는 Tris-buffered saline (TBS-T)
으로 씻은 후 5% 탈지 분유액으로 30분 이상 blocking하였다. 항 myosin
heavy chain, 항 β-actin 항체와 함께 4℃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막
을 TBS-T에서 10분씩 3회 세척한 후 blot을 2차 항체와 함께 1시간 동안 반
응시켰다. 2차 항체 반응 후 막을 씻고 enhanced chemiluminiscence
system (ECL, Pierce)으로 원하는 단백질을 가시화 하였다. 단백질의 가
시화 및 정량 분석은 image 장비(LAS-3000, Fuji)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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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세 군의 체중, 사료섭취량, 활동점수, 회피반응역치, 근육무게 및 Type
I, Ⅱ 근섬유 횡단면적은 평균과 표준편차(mean±SD)로 나타내었다.
상대적 SOD 활성도, Akt 인산화 비율; pAkt/Akt, ERK 인산화 비율;
pERK/ERK 및 β-actin 발현에 대한 마이오신 중쇄(MHC) 발현의 비
율; MHC/β-actin은 백분율(%)로 나타냈다.

2) 실험기간 동안 측정한 세 군간의 체중, 사료섭취량, 활동점수 및 회피
반응역치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3) 세 군간의 근육절제 직전에 측정한 체중, 활동점수 및 회피반응역치와
실험기간 중의 총 사료섭취량 그리고 근육무게, Type I, Ⅱ 근섬유 횡
단면적, 상대적 SOD 활성도, pAkt/Akt, pERK/ERK 및 MHC/β-actin
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
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4)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p<.05에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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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체중
세 군의 실험시작 시 체중은 차이가 없었고(F=0.38, p=.684), 근육절제
직전의 체중은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4.99, p<.001). CDDP
군의 체중은 C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고(p<.001), CDDP-SOD군도 C군
에 비해서 유의하게 적었다(p<.001). CDDP-SOD군의 체중은 CDDP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3)<Table 1>.
실험기간 중의 체중변화는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스플라틴 투
여 2일 후부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CDDP군과 CDDP-SOD군은 11
일 이후부터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1. Body Weight of Control, CDDP and CDDP-SOD Rats
Body weight (g) at day 0

Body weight (g) at day 34

(Mean±SD)

(Mean±SD)

Ca
(n=14)

204.46±8.80

361.61±16.50

CDDPb
(n=14)

207.04±7.97

247.56±35.08

CDDP-SODc
(n=14)

206.85±9.19

288.57±32.34

F (p)

0.38 (=.684)

54.99 (<.001*)

Post hoc

-

b<c<a

Group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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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s in body weight of three groups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 & C (p<.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SOD & C (p<.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SOD & CDDP (p<.05).
↓ Cisplatin administration

2. 사료섭취량
세 군의 실험기간 중의 총 사료섭취량은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01.85, p<.001). CDDP군의 총 사료섭취량은 C
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고(p<.001), CDDP-SOD군도 C군에 비해서 유의
하게 적었다(p<.001). CDDP-SOD군의 총 사료섭취량은 CDDP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실험기간 중의 사료섭취량 변화는 Figur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스플
라틴 투여 시점으로부터 1~2일간 CDDP군과 CDDP-SOD군의 사료섭취량
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투여 중단 후 서서히 섭취량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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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CDDP-SOD군의 누적사료섭취량(cumulative food intake)은 9일 이후
부터 근육절제 직전까지 CDDP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

Table 2. Total Diet Intake of Control, CDDP and CDDP-SOD Rats
Total diet intake (g)

Group

(Mean±SD)

Ca
(n=14)

660.23±25.92

CDDPb
(n=14)

452.50±47.53

CDDP-SODc
(n=14)

531.57±40.03

F (p)

101.85 (<.001*)

Post hoc

b<c<a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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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nges in daily food intake of three groups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 & C (p<.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SOD & C (p<.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SOD & CDDP (p<.05).
↓ Cisplati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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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umulative food intake of three groups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 & C (p<.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SOD & C (p<.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SOD & CDDP (p<.05).
↓ Cisplatin administration

3. 활동측정
세 군의 실험시작 시 활동 평균점수는 차이가 없었으며(F=0.58,

p=.567)<Table 3> 실험기간 중의 일일 활동 평균점수는 세 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F=13.33, p<.001). CDDP군은 C군의 일일 활동 평균점
수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p<.001), CDDP-SOD군은 C군과 차이가 없었
으며(p=.827) CDDP-SOD군의 일일 활동 평균점수는 CDDP군에 비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Table 3>.
실험기간 중의 일일 활동 평균점수는 Figur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
시작 6일 후부터 유의하게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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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52, p=.017). CDDP군은 실험시작 16일 후부터 C군의 일일 활동 평
균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p=.004), 근육절제 직
전까지 C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기간 중의
CDDP-SOD군의 일일 활동 평균점수는 C군과 차이가 없었고, 실험시작 6
일 후부터 CDDP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35), 근육절제 직전까
지 CDDP군에 비해 높았다.

Table 3. Mean Activity Score of Control, CDDP and CDDP-SOD Rats
Activity score at day 0

Mean daily activity score

(Mean±SD)

(Mean±SD)

C
(n=14)

2.17±0.57

1.91±0.3

CDDPb
(n=14)

2.23±0.48

1.50±0.17

CDDP-SODc
(n=14)

2.35±0.31

1.86±0.21

F (p)

0.58 (.567)

13.33 (<.001*)

Post hoc

-

b<a,c

Group
a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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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hanges in mean activity score of three groups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 & C (p<.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SOD & CDDP (p<.05).
↓ Cisplatin administration

4. 회피 역치
세 군간의 실험시작 시 회피 역치는 차이가 없었고, 근육절제 직전의 회피
역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5.86, p<.001)<Table 4>.
실험기간 중의 회피 역치는 Figur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시작 15일
째 까지 세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시작 20일 후부터 CDDP군과
CDDP-SOD군의 회피 역치가 C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F=3.51,

p=.040). CDDP-SOD군의 회피 역치는 실험시작 27일 이후부터 CDDP군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43), 근육절제 직전에도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p=.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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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ithdrawal Thresholds of Control, CDDP and CDDP-SOD Rats
Withdrawal threshhold (g)
at day 0

Withdrawal threshhold (g)
at day 34

(Mean±SD)

(Mean±SD)

Ca
(n=14)

18.00

17.56±1.61

CDDPb
(n=14)

18.00

5.64±3.70

CDDP-SODc
(n=14)

18.00

9.14±4.26

F (p)

-

45.86 (<.001*)

Post hoc

-

b<c<a

Group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p<.05).

Figure 7. Changes in withdrawal thresholds of three groups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 & C (p<.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SOD & C (p<.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SOD & CDDP (p<.05).
↓ Cisplati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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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육무게
세 군 간의 뒷다리근 무게를 비교한 결과,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자미근과 족척근의 무게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가자미근:

F=21.84, p<.001; 족척근: F=31.44, p<.001).
CDDP-SOD군의 가자미근의 무게는 133.5㎎으로 C군의 152.93㎎에 비
해 유의하게 작았고(p<.001), CDDP군의 가자미근 무게도 120.79㎎으로 C
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다(p=.001). CDDP-SOD군의 가자미근 무게는
CDDP군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45).
족척근의 경우 CDDP-SOD군은 325.64㎎으로 C군의 416.21㎎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으며(p<.001), CDDP군의 족척근 무게 또한 276.43㎎으로 C
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다(p<.001). CDDP-SOD의 족척근 무게는 CDDP
군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31).

Table 5. Weight of Hindlimb Muscles in Control, CDDP and
CDDP-SOD Rats
Soleus (㎎)

Plantaris (㎎)

(Mean±SD)

(Mean±SD)

C
(n=14)

152.93±8.24

416.21±42.89

CDDPb
(n=14)

120.79±15.38

276.43±61.50

CDDP-SODc
(n=14)

133.50±14.12

325.64±33.09

F (p)

21.84 (<.001*)

31.44 (<.001*)

Post hoc

b<c<a

b<c<a

Group
a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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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뒷다리근의 Type I, Ⅱ 근섬유 횡단면적
세 군의 뒷다리근 Type I, Ⅱ 근섬유 횡단면적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6
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자미근의 Type I 근섬유 횡단면적은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6.03. p=.005). CDDP-SOD군은 C군과 차이가 없었고(p=.816), CDDP
군은 C군에 비해 9% 작았다(p<.001). CDDP-SOD군은 CDDP군에 비해
8%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30).
가자미근의 Type Ⅱ 근섬유 횡단면적은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14.64, p<.001). CDDP-SOD군은 C군에 비해 8% 유의하게 작았으
며(p=.025), CDDP군은 C군에 비해 15% 유의하게 작았다(p<.001).
CDDP-SOD군은 CDDP군에 비해 8% 큰 것으로 나타났다(p=.048).
족척근의 Type I 근섬유 횡단면적은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7.92, p=.001). CDDP-SOD군은 C군과 차이가 없었고(p=.984), CDDP
군은

C군에

비해

9%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p=.004).

CDDP-SOD군은 CDDP군에 비해 9%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7).
족척근의 Type Ⅱ 근섬유 횡단면적은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7.20, p=.002). CDDP-SOD군은 C군과 차이가 없었으며(p=.604),
CDDP군은 C군에 비해 10% 유의하게 작았다(p=.003). CDDP-SOD군은
CDDP군에 비해 8%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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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ross-sectional Area of Hindlimb Muscles in Control, CDDP
and CDDP-SOD Rats
Group

Soleus (㎛2)

Plantaris (㎛2)

(Mean±SD)

(Mean±SD)

Type I

Type Ⅱ

Type I

Type Ⅱ

a

C
(n=14)

6414.71±571.29 6038.79±526.24 4879.93±191.43 5257.86±235.39

CDDPb
(n=14)

5819.29±398.02 5121.29±370.65 4427.50±458.72 4717.79±512.08

CDDP-SODc
(n=14)

6298.36±457.62 5555.71±435.66 4856.93±312.30 5109.36±369.38

F (p)

6.03 (=.005*)

14.65 (<.001*)

7.92 (=.001*)

7.20 (=.002*)

Post hoc

b<a,c

b<c<a

b<a,c

b<a,c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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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ross-section of the soleus and plantaris of three groups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Dark= Type I muscle fiber, light= Type Ⅱ muscle fiber (Myosin-ATPase
staining,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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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뒷다리근의 상대적 SOD 활성도
상대적 SOD 활성도 측정을 통해 세 군의 뒷다리근 초과산화이온 함량 비
율을 측정한 결과,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자미근의 상대적 SOD 활
성도 즉, 초과산화이온의 함량은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5.83,

p=.006), 족척근의 상대적 SOD 활성도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50, p=.095).
CDDP-SOD군의 가자미근의 상대적 SOD 활성도는 9.56%로 C군의
7.1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27), CDDP군의 가자미근 상대적
SOD 활성도 또한 C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14). CDDP-SOD의 가
자미근 상대적 SOD 활성도는 CDDP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963).

Table 7. Relative SOD Activity in Control, CDDP and CDDP-SOD Rats
Group

Soleus (%)
(Mean±SD)

Plantaris (%)
(Mean±SD)

Ca
(n=14)

7.17±1.68

7.70±2.47

CDDPb
(n=14)

9.80±1.95

11.29±4.84

CDDP-SODc
(n=14)

9.56±2.94

10.54±5.45

F (p)

5.83 (=.006＊)

2.50 (=.095)

Post hoc

a<b,c

-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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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lative SOD activity of three groups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 & C (p<.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SOD & C (p<.05).

8. 뒷다리근의 Akt, ERK 인산화 발현
뒷다리근의 Akt와 ERK의 인산화 발현을 관찰한 결과 Figure 10에 제시
된 바와 같이 가자미근과 족척근의

pAkt/Akt (가자미근: F=269.50,

p<.001; 족척근: F=216.51, p<.001) 및 pERK/ERK (가자미근: F=101.58,
p<.001; 족척근: F=61.18, p<.001)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DDP-SOD군의 가자미근의 pAkt/Akt 및 pERK/ERK는 C군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다(pAkt/Akt:

p<.001; pERK/ERK:

p<.001). CDDP군의 가

자미근의 pAkt/Akt는 C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p<.001), pERK/ERK는
C군과 차이가 없었다(p=.949). CDDP-SOD군의 가자미근의 pAkt/Akt 및
pERK/ERK는 CDDP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kt/Akt:

p<.001; pERK/ERK: p<.001)<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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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DP-SOD군의 족척근의 pAkt/Akt 및 pERK/ERK는 C군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다(pAkt/Akt:

p=.049; pERK/ERK:

p<.001). CDDP군의 족척

근의 pAkt/Akt는 C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p<.001), pERK/ERK는 C군
과 차이가 없었다(p=.990). CDDP-SOD군의 족척근의 pAkt 발현 비율 및
pERK 발현 비율은 CDDP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kt/Akt: p<.001; pERK/ERK: p<.001)<Table 8>.

9. 뒷다리근의 MHC 발현
뒷다리근의 β-actin 발현에 대한 마이오신 중쇄 발현의 비율(MHC/β
-actin)을 관찰한 결과는 Figure 11과 같다.
가자미근과 족척근의 MHC/β-actin은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자미근: F=107.76, p<.001; 족척근: F=370.57, p<.001). CDDP-SOD
군의 가자미근과 족척근의 MHC/β-actin은 C군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
로 나타났고(가자미근: p<.001; 족척근: p<.001), CDDP군에 비해서도 유
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가자미근: p<.001; 족척근: p<.001). CDDP군
의 가자미근의 MHC/β-actin은 C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306), 족
척근의 MHC/β-actin은 C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6)<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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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xpression of Phosphorylated Akt, Phosphorylated ERK and
MHC in Control, CDDP and CDDP-SOD Rats
Group

pAkt/Akt (%)
(Mean±SD)

pERK/ERK (%)
(Mean± SD)

MHC/β-actin (%)
(Mean± SD)

Soleus

Plantaris

Soleus

Plantaris

Soleus

Plantaris

C
(n=14)

105.67±7.94

101.17±1.33

98.67±2.50

100.83±1.33

95.83±8.11

107.17±9.30

CDDPb
(n=14)

62.33±8.41

35.50±9.97

95.17±17.06

102.50±29.86

60.83±7.52

68.17±9.06

a

CDDP-SODc
200.00±14.04 112.00±6.42 229.67±27.28 214.50±18.84 354.67±64.66 324.50±27.53
(n=14)
F (p)

269.50
(<.001*)

216.51
(<.001*)

101.58
(<.001*)

61.18
(<.001*)

107.76
(<.001*)

370.57
(<.001*)

Post hoc

b<a<c

b<a<c

a,b<c

a,b<c

a,b<c

b<a<c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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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us

Plantaris

Figure 10. Expression of phosphorylated Akt and ERK of three
groups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 & C (p<.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SOD & CDDP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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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us

Plantaris

Figure 11. Expression of MHC of three groups
C=control; CDDP=cisplatin; CDDP-SOD=cisplatin with superoxide dismutase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 & C (p<.0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DDP-SOD & CDDP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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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설검정
1) 가설 1: 시스플라틴 투여가 뒷다리근에 근위축을 유발시킬 것이다.뒷
다리근의 근육무게의 경우 CDDP군의 가자미근과 족척근의 무게는 C
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다(가자미근: p=.001; 족척근: p<.001). 또한
뒷다리근의 CDDP군의 가자미근 Type 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은 C군
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고(Type Ⅰ: p<.001; Type Ⅱ: p<.001), 족척
근 Type 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도 CDDP군이 C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다(Type Ⅰ: p=.004; Type Ⅱ: p=.003). 따라서 가설 1이 지지
되었다.

2) 가설 2 : Cu/Zn SOD가 시스플라틴에 의해 위축이 유발된 뒷다리근의
근육무게와 Type 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을 증가시킬 것이다.
CDDP-SOD군의 가자미근과 족척근의 무게는 CDDP군에 비해 유의
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가자미근: p=.045; 족척근: p=.031).
CDDP-SOD군의 가자미근 Type 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은 CDDP군
에 비해 유의하게 컸고(Type Ⅰ: p=.030; Type Ⅱ: p=.048), 족척근
의 경우도 CDDP-SOD군의 Type 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은 CDDP군
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Type Ⅰ: p=.007; Type Ⅱ: p=.038).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3) 가설 3 : Cu/Zn SOD가 시스플라틴에 의해 위축이 유발된 뒷다리근의
Akt 인산화 발현과 ERK 인산화 발현을 증가시킬 것이다.
CDDP-SOD군의 가자미근과 족척근 pAkt 발현 비율은 CDDP군에 비
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고(가자미근: p<.001; 족척근: p<.001),
가자미근과 족척근 pERK 발현 비율도 CDDP-SOD군 CDDP군에 비
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가자미근: p<.001; 족척근: p<.001).
따라서 가설 3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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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시스플라틴 투여로 뒷다리근에 근위축이 유발되었음을 확
인하였고, Cu/Zn SOD가 시스플라틴에 의해 유발된 뒷다리근 위축 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규명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시스플라틴에 의한 근위축
본 연구결과 CDDP군의 가자미근, 족척근의 근육무게 및 Type Ⅰ, Ⅱ 근
섬유 횡단면적이 C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여 근위축이 유발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이는 쥐에 시스플라틴 2㎎/㎏을 주 2회 총 5주간 투여하여 근위
축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한 양지수(2012)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쥐에 시스
플라틴 1㎎/㎏을 5일간 투여하여 식이섭취 저하로 인해 뒷다리근에 근위축
이 유발되었음을 보고한 김진일과 최명애(2012)의 연구결과와 부합하였다.
이처럼 시스플라틴 투여로 뒷다리근에 근위축이 유발된 것은 본 연구에
서 CDDP군의 회피 역치가 C군에 비해 낮았고, 활동 평균 점수 또한 C군에
비해 낮았던 결과를 토대로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에 따른 활동저하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DDP군의 활동 평균 점수가 시스플라틴 투여 16일 후부터
C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CDDP군의 회피 역치는 시스플라틴
을 투여한 지 20일 이후부터 C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와 쥐에 시스플라틴을 투여하여 회피 역치가
감소하고 활동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양지수, 2012)는 말초신경
병증성 통증에 의해 활동이 저하되었음을 제시한다.
연구계획 시 활동저하에 의해 뒷다리근에서 초과산화이온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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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 활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CDDP군의 가자미근은 C군에
비해 SOD 활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족척근의 SOD 활
성도는 차이가 없었다. 가자미근의 SOD 활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증가
된 초과산화이온 생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남상윤,
홍진태, 윤영원, 안병우, 이범준, 2004), 이러한 결과는 쥐의 뒷다리를 부유
하여 가자미근에서 초과산화이온의 생성이 증가된 Lawler 등(2003)의 연
구결과와 쥐의 하지를 고정하여 가자미근의 초과산화이온 생성의 증가를
보고한 Kondo 등(1993a)의 연구결과와 부합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활동
저하로 골격근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어 세포질에서 초과산화이
온 생성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족척근의 SOD 활성도가 대조군과 차이가 없는 본 연구결과는 시스플라
틴에 의해 유발된 활동저하로 인한 골격근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아니지
만 만성 심부전 유발 쥐에서 골격근 변화를 관찰한 Rush, Green, Maclean
과 Code (200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자미근의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susceptibility)이 큰 반면, 족척근은 산화 스트레스에 저항성이 있
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Type Ⅱ 근육인 족척근이 Type Ⅰ 근육인 가자미근에 비
해 산화스트레스가 작은 것은 Type Ⅰ 근육이 Type Ⅱ 근육에 비해 산소를
많이 소비한다(Behnke, McDonough, Padilla, Musch, & Poole, 2003)는
것으로 이해된다.
시스플라틴 투여에 의한 뒷다리근 근위축의 또 다른 유발요인으로는 식
이섭취 저하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DDP군의 실험기간 동안의 총 사
료섭취량은 C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스플라틴 투
여 후 1~2일 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서서히 섭취량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스플라틴 투여로 유발된 식욕부진에 의해 시스플라
틴 투여 1일 후부터 사료섭취량이 감소함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김진일, 최명애, 2012; 양지수, 2012; Yakabi, et al., 2010). 김지
윤(2005)과 Almurshed와 Grunewald (2000)는 식이섭취를 저하시킨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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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위축이 유발되었음을 보고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 시스플라틴에 의
해 유발된 근위축은 식이섭취저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시스플라틴 투여로 유발된 식이섭취저하는 말초신경병증성 통증
에 의한 식욕부진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최명애 등(2008)은 신경
병증성 통증이 유발된 쥐에서 통증으로 인해 식이섭취가 저하되어 가자미
근과 족척근에 위축이 발생하였음을 규명한 바 있다. 또한 시스플라틴 투여
시 위장관 점막 손상이 발생하여 식이섭취가 저하된다(Nose, Wasa,
Tazuke, Owari, & Fukuzawa, 2010). 위장관 점막이 손상되면 소장 점막
의 장크롬친화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세로토닌은 구심성 미주신경
에 위치한 5-HT3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데 5-HT3 수용체가 활성화 되면
미주신경에서 뇌간의 구토 중추로 신호를 보내 오심구토를 유발한다
(Balfour & Goa, 1997). 쥐는 구토반사가 없기 때문에(Pickering &
Jones, 2002) 본 연구에서 구토가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오심에 의해 식이
섭취 저하가 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자미근과 족척근 무게 및 Type Ⅰ, Ⅱ 근섬유 황단면적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Type Ⅱ 근육인 족척근의 근육무게가 Type Ⅰ 근육인
가자미근의 무게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고, 두 근육에서 Type Ⅱ 근섬유 황
단면적이 Type Ⅰ 근섬유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30일
동안 식이섭취를 저하시킨 쥐에서 가자미근보다 족척근의 근육무게와 단백
질 함량의 감소가 더 컸음을 보고한 Almurshed와 Grunewald (2000)의 연
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식이섭취가 저하된 경우 골격근에서 단백질 동
화작용, 중성지방 및 글리코겐 감소에 의해 글리코겐 분해 효소 활성도가
높은 Type Ⅱ 근섬유가 Type Ⅰ 근섬유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는 선행연구결과(김지윤, 2005; Schiaffino & Reggiani, 2011)를 토대로
식이섭취 감소에 의해 Type Ⅱ 근섬유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CDDP군의 가자미근, 족척근의 근육
무게 및 Type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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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스플라틴 투여에 의한 활동저하와 식이섭취 저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Cu/Zn SOD가 시스플라틴에 의해 유발된 뒷다리근 위
축 경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CDDP-SOD군의 근육무게 및 Type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
이 CDDP군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Cu/Zn SOD에 의해
뒷다리근 위축이 경감되었음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CDDP-SOD군의 뒷다
리근 근위축이 경감된 것은 본 연구결과 CDDP-SOD군의 사료섭취량이
CDDP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식이섭취량 증가에 의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근육의 단백합성은 식이섭취량에 따라 변화하므로(Caso, et al., 2006;
Yoshizawa, Nagasawa, Nishizawa, & Funabiki, 1997) 본 연구에서 식이
섭취량 증가에 의해 근육의 단백합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근육무게 및
Type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이 커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CDDP-SOD군
의 사료섭취량이 CDDP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시스
플라틴 투여로 인한 위벽세포와 소장 상피세포의 손상은 초과산화이온을 비
롯한 활성산소종 생성 증가에 따른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것임을 보고한 선
행연구결과(백두진, 박규완, 정호삼, 1996; Vijayalakshmi, Sesikeran,
Udaykumar, Kalyanasundaram, & Raghunath, 2006)에 비추어 Cu/Zn
SOD 투여가 시스플라틴에 의해 발생한 초과산화이온을 제거하여 위벽세포
손상을 감소시킴으로써 식욕부진을 개선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쥐에 Cu/Zn SOD를 투여하여 시스플라틴에 의해 위벽세포 손상이 감소되
었다는 연구보고(백두진 등, 1996)와 크론병(Crohn‘s disease) 환자에게
Cu/Zn SOD를 투여한 결과 초과산화이온이 제거되어 크론병의 증상이 호
전되고 크론병의 활성지수(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CDAI)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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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연구보고(Emerit, Pelletier, Tosoni-Verlignue, & Mollet,
1989; Emerit, Pelletier, Likforman, Pasquier, & Thuillier, 1991)도 식
욕부진이 개선되어 식이섭취량이 증가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
본 연구에서 CDDP-SOD군의 실험기간 중의 총 활동 평균점수는 CDDP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이 증가할 경우 근육의 단
백합성이 증가하여 근육비후(hypertrophy)가 일어난다는 선행연구보고
(Munoz, Aannestad, Tischler, & Henriksen, 1994; 최명애 등, 1995)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 뒷다리근 근위축이 경감이 된 것은 활동증가에 의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연구계획 시 활동저하는 시스플라틴 자체와 시스플라틴 투여로 인해 생
성된 초과산화이온이 후근신경절을 손상시켜 발생한 말초신경병증성 통증
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CDDP-SOD군의 활동점수가 CDDP군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진 시점은 실험시작 6일 이후였고, 두 군간의 회피역
치에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27일 이후부터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활동
이 증가된 시점은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이 감소되기 전부터라는 것을 제시
한다. 본 연구에서 CDDP-SOD군의 사료섭취량이 실험시작 9일 째부터
CDDP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활동점수가 높아진 시점과 거의 일치
하므로 Cu/Zn SOD 투여에 의해 식이섭취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활동
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회피역치는 CDDP-SOD군과 CDDP군 모두 실험시작일로부
터 20일 후부터 감소하였으나 27일 이후부터는 CDDP-SOD군의 회피역치
는 CDDP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u/Zn SOD 투여
로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Cu/Zn SOD을 이용하여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Pace 등(2003)은 시스플라틴을
투여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항산화제인 Vitamin E를 투여한 결과 말초신경
독성 증상 및 정도가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고, docetaxel과 시스플라틴을
투여 받는 위암,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rcinoma, NSC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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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α-lipoic acid를 투여한 결과 말초신경병증 증상
점수가 감소하였다는 보고(Gedlicka, Kornek, Schmid, & Scheithauer,
2003)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도 CDDP-SOD군의 회피역치 감소 정도가
CDDP군에 비해 작은 것은 Cu/Zn SOD 투여에 따른 초과산화이온 제거로
후근신경절 세포 손상 정도가 작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CDDP-SOD군의 가자미근의 SOD 활성도는 CDDP군과 차
이가 없었고 C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족척근의 경우 CDDP군 및 C군과
차이가 없었다. Cu/Zn SOD를 투여한 군의 가자미근의 SOD 활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비복근에 긴장성 손상을 유발시킨 쥐에 Cu/Zn SOD를 투여
한 결과 혈장의 SOD 활성도가 증가한 반면, 비복근의 손상정도가 감소하였
다는 선행연구결과(Li, et al., 2005)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Cu/Zn SOD에
의해 가자미근의 SOD 활성도가 증가한 것은 Cu/Zn SOD이 초과산화이온
을 과산화수소와 산소분자로 변환시키기 때문에(Hart, et al., 1999) 이러
한 초과산화이온 제거 능력에 의해 가자미근 세포질의 초과산화이온이 감
소한 것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생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의 증가는
초과산화이온 증가에 따른 방어기전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투여
한 항산화제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김영철, 2004; 남상윤 등, 2004;
Antolovich, Prenzler, Patsalides, McDonald, & Robards, 2002)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근육 세포질의 초과산화이온의 함량을 직접 측정할 수 없어
간접적인 방법(Zelko, et al., 2002)으로 SOD 활성도를 측정하였으나 추후
생체내에서 초과산화이온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Cu/Zn SOD
투여가 근육 세포질의 초과산화이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족척근에서의 SOD 활성도가 CDDP군 및 C군과 차이가 없었던 본 연구
결과는 Cu/Zn SOD가 족척근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
려워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트레드밀을 이용한 고강도 운동으로 산화 스트
레스를 유발한 쥐에 에스트로겐을 투여하여 항산화 효과를 관찰한 결과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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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근에서 SOD와 glutathione peroxidase의 활성도에 변화가 없었음을 보
고한 선행연구결과(Tiidus, Bombardier, Hidiroglou, & Madere, 1998)와
유사하였다. 이처럼 Cu/Zn SOD 투여로 족척근의 SOD 활성도에 변화가 없
었던 것은 족척근이 산화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저항성이 있기 때문
(Rush, et al, 2005)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u/Zn SOD이 가자미근과 족척근의 Akt와 ERK의 인산화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CDDP-SOD군의 Akt 인산화 발현 및
ERK 인산화 발현이 CDDP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Cu/Zn SOD에 의해 Akt 인산화 발현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뇌
허혈을 유발한 마우스에 Cu/Zn SOD의 생성을 증가시킨 결과 Akt의 활성
화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선행연구(Noshita, et al., 2003)와 중뇌동맥 폐
쇄로 뇌허혈을 유발한 쥐에 강황(turmeric)의 주성분이고 항산화제인
curcumin을 투여한 결과 SOD 활성도와 Akt 인산화 정도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Dong, Guo, & Xie, 2009)와 일치하였다.
Akt는 신호 전달 단백질로 PI 3-kinase 의존경로(Phosphoinositide
3-kinase dependent pathway)를 통해 활성화되어 세포 생존 및 사멸을
조절하며(Burgering & Coffer, 1995; Franke, et al., 1995), Akt/mTOR
경로를 통해 골격근에서 마이오신 중쇄를 증가시켜 근세관 증식을 촉진함
으로써 근육이 비후(hypertrophy)되어 근위축을 경감시킨다는 선행연구결
과(Rommel, et al., 2001; Schmitt, et al., 2007)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Cu/Zn SOD 투여가 근육 세포질에서 SOD 활성도를 높여 Akt의 인산화를 촉
진함으로써 근위축을 경감시켰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CDDP-SOD군의 뒷다
리근의 마이오신 중쇄 발현이 증가한 것도 Cu/Zn SOD 투여가 근육 세포질
에서 SOD 활성도를 높여 Akt의 인산화를 촉진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CDDP-SOD군의 인산화 ERK 발현이 증가한 것은 in vivo
실험은 아니지만 인간 제대정맥 내피세포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산화 스트
레스를 증가시키기 전·후로 Cu/Zn SOD를 투여한 결과 ERK의 인산화가 증
가하여 세포 생존율 및 혈관신생이 증가하였다는 연구보고(Tominaga,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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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2)와 유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ERK가 골격근에서 전사인자 활성
화 조절 및 세포골격 유지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 경로임을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Tsakiridis, et al., 2001; Widegren, et al., 2001; Wojtaszewski, et
al., 1999)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ERK의 인산화 증가가 Cu/Zn SOD를
투여한 군에서 시스플라틴에 의해 유발된 뒷다리근 위축을 경감시켰을 것
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Cu/Zn SOD 투여에 의한 뒷다리근의 근위축 경감에
는 신호 전달 단백인 Akt와 ERK의 활성화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 계획시의 개념적 기틀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하였다<Figure 14>.

Figure 12. Modified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제 종양을 유발시킨 쥐가 아닌 정상 쥐를 대상으로
시스플라틴을 투여하였으므로 종양에 의한 대사변화나 사이토카인의 변화
로 인한 영향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근육의 SOD
활성도를 측정하여 초과산화이온의 생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초
과산화이온 생성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인체를 대상으
로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할 경우 근육의 SOD 활성도를 측
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혈장에서 초과산화이온의 생성을 측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스플라틴 투여에 의해 위장관계 및 말초신경계 손상 등 다양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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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근위축도 초래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는 상황
에서 Cu/Zn SOD가 시스플라틴 투여에 의해 유발된 뒷다리근 위축을 경감
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항산화제 투여가 시스플라틴에 의해 유발
된 뒷다리근의 근위축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다.
임상적으로 시스플라틴 항암제를 투여하는 환자에게 발생한 근위축을 항
산화제 투여로 경감시킬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중개연구가 요구되며 본 연
구결과는 이러한 중개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간호학적 의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실무 측면에서 시스플라틴 항암제에 의해 근위축이 발생한 환
자에게 간호사가 중재할 수 있는 근위축 경감 방안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둘째, 간호연구 측면에서 시스플라틴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성 통증 모델
을 이용한 순수 실험 연구로 진행된 본 연구결과는 시스플라틴에 의해 유발
된 근위축을 경감시키는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연구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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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시스플라틴에 의해 쥐의 뒷다리근에 근위축이 유발되는지를 확
인하고, Cu/Zn SOD가 시스플라틴에 의한 뒷다리근 위축 경감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체중 190~219g의 male Sprague-Dawley
쥐 42마리를 무작위로 C군(n=14), CDDP군(n=14) 및 CDDP-SOD군
(n=14)에 배정하였다. C군에는 CDDP군과 동일한 양의 생리식염수(1회/
주)를 총 5주 동안 투여하였고, CDDP군에는 시스플라틴(1회/주)을 총 5주
동안 투여하였으며, CDDP-SOD군에는 시스플라틴(1회/주)과 Cu/Zn SOD
(2회/주)를 총 5주 동안 투여하였다.
체중, 사료섭취량은 매일 측정하였고, 활동점수, 회피반응역치는 주당 2
회 측정하였다. 실험시작 33일 후 34일 째 가자미근과 족척근을 절제하였
고, 근육무게, Type I, Ⅱ 근섬유 횡단면적, 상대적 SOD 활성도, pAkt/Akt,
pERK/ERK 및 MHC/β-actin 발현을 측정하였다.
세 군의 체중, 사료섭취량, 활동점수, 회피반응역치, 근육무게, Type I, Ⅱ
근섬유 횡단면적, 상대적 SOD 활성도, pAkt/Akt, pERK/ERK 및 MHC/β
-actin의 발현은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세
군 간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p<.05에서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플라틴 투여로 CDDP군의 가자미근과 족척근의 근육무게 및 Type
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이 C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DDP군의 사료섭취량, 활동점수, 회피역치는 C군에 비해 유의하
게 적거나 낮았으며, CDDP군의 가자미근의 상대적 SOD 활성도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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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족척근의 상대적 SOD 활성도는 C군과 차
이가 없었다.
2) Cu/Zn SOD를 투여한 CDDP-SOD군이 CDDP군에 비해 가자미근과
족척근의 근육무게 및 Type Ⅰ, Ⅱ 근섬유 횡단면적이 유의하게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CDDP-SOD군의 사료섭취량, 활동점수, 회피역
치 및 MHC/β-actin 발현은 CDDP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거나 높았으
며, 상대적 SOD 활성도는 CDDP군과 차이가 없었다.
3) Cu/Zn SOD를 투여한 CDDP-SOD군이 CDDP군에 비해 pAkt/Akt 및
pERK/ERK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Cu/Zn SOD이 시스플라틴 항암제 투여로 유발된 뒷
다리근 위축을 경감시키고, 이러한 근위축 경감은 Akt와 ERK의 인산화에
의한 MHC 증가를 통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종양을 유발시킨 쥐를 대상으로 시스플라틴이 뒷다리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스플라틴에 의해 하지근의 위축이 유발된 환자를 대상으로
Cu/Zn SOD를 투여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중개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Cu/Zn SOD 이외의 항산화제를 이용하여 이들이 시스플라틴에 의
한 위축 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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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ntioxidant on Reduction of
Hindlimb Muscle Atrophy Induced by Cisplatin in Rats

Kim, Jin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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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e, Myoung-Ae, PhD, RN, FA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whether the cisplatin
administration induces hindlimb muscle atrophy,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Cu/Zn SOD on reduction of hindlimb muscle atrophy
induced by cisplatin in rats.
Male Sprague-Dawley rats weighing 190~219g were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the C group (Control; n=14) that had saline
administration intraperitoneally at the same dose and duration as
cisplatin group, the CDDP group (Cisplatin; n=14) that had cisplatin
administration intraperitoneally once a week for 5 weeks, the
CDDP-SOD group (CDDP-Cu/Zn superoxide dismutase; n=14) that
had cisplatin administration intraperitoneally at the same dose and
duration as CDDP group with Cu/Zn SOD administration twice a week
for 5 weeks.
Food intake and body weight were measured daily. Activ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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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rawal thresholds were assessed twice a week. The rats were
anesthetized on day 34 following cisplatin administration, after which
the soleus and plantaris muscles were dissected. Muscle weight,
Type I, Ⅱ fiber cross-sectional area, relative SOD activity and
expression of phosphorylated Akt, phosphorylated ERK, MHC were
measured after dissec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ASW (ver. 18). One-way ANOVA
was used to compare the means of three groups, Scheffe’s test was
used to determine differences between group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ccepted at a p value less than .05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
1) Muscle weights and Type I, Ⅱ fiber cross-sectional areas of
soleus and plantaris in CDDP group were significantly less than
those of C group. Food intake of CDDP group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of C group, and activity score and withdrawal
thresholds of CDDP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C group. Relative SOD activity of soleus in CDDP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 group,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relative SOD activity of plantaris
between CDDP and C groups.
2) Muscle weights and Type I, Ⅱ fiber cross-sectional areas of
soleus and plantaris in CDDP-SOD group we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ose of CDDP group. Food intake, activity score
and

withdrawal

thresholds

of

CDDP-SOD

group

we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ose of CDDP group. Expression of
MHC/β-actin of soleus and plantaris in CDDP-SOD group we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ose of CDDP group,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relative SOD activities of soleus
- 87 -

and plantaris between CDDP-SOD and CDDP groups.
3) The expression of phosphorylated Akt and ERK of soleus and
plantaris in CDDP-SOD group we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ose of CDDP group.
The results suggest that Cu/Zn SOD reduces hindlimb muscle
atrophy induced by cisplatin through incresed MHC by Akt and ERK
phosphorylation.

keywords : superoxide dismutase, antioxidant, rat, hindlimb, muscular
atr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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