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6 

 2000년도 산학협동 연구비 Korean Circulation J 2002;;;;32((((12))))::::1116-1123

 

생쥐의 Adriamycin 유발 심근증 모델에서 IGF-1의 

심근 보호 효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철수·윤호중·조은주·오용석·백상홍·이정화 

강진형·정욱성·채장성·김재형·최규보·홍순조 

 

Cardioprotective Effect of IGF-1 in Mouse with 
Adriamycin Induced Cardiomyopathy 
 

Chul-Soo Park, MD, Ho-Joong Youn, MD, Eun-Joo Cho, MD, Yong-Seok Oh, MD, 
Sang-Hong Baek, MD, Jung-Hwa Lee, MD, Jin-Hyoung Kang, MD, Wook-Sung Chung, MD, 
Jang-Seong Chae, MD, Jae-Hyung Kim, MD, Kyu-Bo Choi, MD and Soon-Jo Hong,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of Biochemistr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poptotic pathway, and the effect 
and mechanism of IGF-1 (insulin like growth factor 1) as a therapeutic agent, in Adriamycin (ADR) induced 
cardiomyopathy. Materials and Methods：We divided 17 mice into ADR (n＝6), ADR ＋IGF-1 (n＝6) and 
saline (n＝5) groups. The following were injected into the intraperitoneal cavity for the specified periods：
2.5 mg/kg of ADR every week for 6 weeks, 0.1 mg/kg of IGF-1 in the 5th and 6th weeks and 10 mL/kg of saline 
every week for 6 weeks. 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 with a 15MHz linear array, was performed before 
and after injection of the drugs. A TUNEL assay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Bax, bcl-2, capase-8 
and 9, and western blotting for Bax and bcl-2 were performed on the myocardium. Results：The fractional 
shortening decreased (38.5±3.2% before vs. 29.2±5.5% after, p<0.05) and the left ventricular end systolic 
dimension increased (2.5±0.3 mm before vs. 3.1±0.5 mm after, p<0.05) following the injection of the ADR, 
but there were no interval changes in the mice treated with saline or ADR＋IGF-1. The TUNEL assay showed 
a higher apoptotic index in the mice treated with ADR than in those treated with saline or ADR＋IGF-1 (46±
8% in ADR, 0.1±0.03% in control, 22±5% in ADR＋IGF-1, p<0.05).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and western blot showed an increase in the expression of Bax, and a decrease in the expression of bcl-2 in the 
mice treated with ADR than in those treated with ADR＋IGF-1 or saline. Conclusion：The apoptosis caused 
by the increased expression of Bax, and the decreased expression of bcl-2, was an important pathogenetic 
mechanism, and the IGF-1 prevents the progression of cardiomyopathy by attenuating the expressions of Bax 
and bcl-2 in ADR induced cardiomyopaththy. ((((Korean Circulation J 2002;32((((12)))):11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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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Adriamycin은 1960년대 이후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항암제 중의 하나로서 여러 암종에 단독 혹은 병합요법

을 통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항암제중 가장 중

요한 약물로 인정받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이 

약제의 치명적인 심독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양의 사용

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Adriamycin 유발 심근증의 병태 생리학적 기

전으로는 지금까지 유리산화기의 생성에 의한 세포 손

상 즉 myofibril의 소실과 심근세포의 vacuolization 등

이 보고되어 있고1) 또한 Adriamycin이 endogenous 

antioxidant의 생성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다.2)  

최근에 여러 심근증 모델을 이용한 연구에서 세포자

멸이 중요한 병태 생리학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3) 

심근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Adriamycin에 노출시킨 

군에서 유의한 세포자멸의 증가가 증명된 바 있다.4) 그

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세포 자멸의 증명과 세포

자멸의 공통 경로인 caspase-3를 연구하는 실험이었

고 구체적인 세포자멸의 경로를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

였으며 시험관적 실험이 대부분이었다.5)6)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심근증 특히 확장성 심근증의 좋

은 모델이 될 수 있는 Adriamycin 유발 심근증에서 세

포자멸을 확인하고 세포자멸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여러 연구에서 IGF-1이 여러 심근증 모델

에서 심근증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러한 기전으로 세포

자멸의 억제를 제시한 바 있어3)7)8) Adiramycin 유발 

심근증에서 세포자멸에 대한 IGF-1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대상 동물 

총 41마리의 수컷 생쥐(33±5 gm, 4주)를 대상으로 

세 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으며 실험 후 생존한 쥐는 

17마리였다. Adriamycin군 6마리는 6주간에 걸쳐 Ad-
riamycin 2 mg을 주사용 증류수 9 cc에 혼합하여 일회

에 Adriamycin 2.5 mg/kg를 매주 1회 총 6주간 복강

내로 주입하였다. Adriamycin, IGF-1 병합투여군 6마

리는 역시 2.5 mg/kg Adriamycin을 매주 1회 총 6주

간 복강내 주입하고 5주와 6주째에 IGF-1 0.1 mg/kg

를 복강내 주입하였다. 대조군 5마리는 생리 식염수 10 

mL/kg를 매주 1회 총 6주간 주입하고 투여 도중에 물

과 먹이는 충분히 공급하였다. 

 

심초음파를 이용한 심근증의 평가 

약물이나 생리 식염수를 투여하기 이전과 7주째에 럼

푼(Xylazine, 바이엘코리아, 서울, 대한민국) 10 mg/kg

과 염산 케타민(ketamine hydrochloride, 유한양행, 

서울, 대한민국) 100 mg/kg을 이용한 전신 마취하에 

15MHz의 고주파 탐촉자(H-P 5500, Mountain views, 

Palo Alto, California)를 이용하여 이면성 및 M-mode 

심초음파를 실시하여 좌심실의 수축기 및 이완기 벽 두

께, 수축기 및 이완기말 좌심실 내경 및 내경 분획률

Fig. 1. The schedule of echocardiographic monitoring and injection of saline, IGF-1, ADR. IGF-1：insulin like growth
factor, ADR：adria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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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였고, 이러한 심초음파에 의한 평가는 5

회이상 반복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Fig. 1). 

 

심근 조직의 획득 및 처리 

심초음파를 마친 생쥐에서 potassium chloride를 심

장에 주입하여 이완기 심정지를 유도시킨 후 심장을 적

출하였으며 이를 조심스럽게 박리하여 좌심실 부분을 

3개의 조직으로 나누었다. 심첨부 부근을 냉동 절편용

으로 질소 용기를 통해 -70℃에 보관하였고 중간 부

분을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시켜서 보관하였다. 

 

Hematoxylin-eosin 염색 및 TUNEL assay 

조직은 광학 현미경을 위한 hematoxylin-eosin 염

색을 시행하였으며 세포 자멸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관

찰하기 위한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TdT)-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eling 

technique(TUNEL assay)은 세포 자멸 TUNEL kit 

(apoptag detection kit, Santa Cruz Biotechnology)

를 이용하여 뉴클레오솜간의 핵산 분절화(internu-

cleosomal DNA fragmentation)를 관찰하였다. 자멸

사 세포의 판정은 농축된 핵이 갈색으로 뚜렷하게 염색

되어 있거나 갈색으로 염색된 핵 주위에 투명대를 가진 

세포를 양성으로 판정하였으며, 100배 대물렌즈 시야

에서 사진 촬영하여 1000개 이상의 세포를 판독한 후 

양성 세포의 백분율을 구하고 이를 자멸사 세포지수로 

하였다. 

 

면역 조직학적 염색 

Bax, bcl-2, capase-8, caspase-9의 심근내의 발

현정도를 보기위해 4% paraformaldehyde용액 내에 

고정되어 있는 조직을 이용하였다. 고정액 내에 처리된 

조직을 완충액으로 세척하고 조직을 파라핀에 고정한 

후 절삭기에서 7 um 정도 두께로 잘라 L-Lycine으로 

처리된 슬라이드에 붙이고 다시 xylene용액을 통한 파

라핀 제거를 시행하였다. 3% 과산화수소수와 메탄올 용

액을 이용하여 세척한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용액을 다시 세척하였다. Bax 자가항체(B-9；

sc7480 mouse monoclonal IgG2h, Santa Cruz Bio-
technology, Santa Cruz, California)와 bcl-2 자가항

체(C-2；sc7382 mouse monoclonal IgG2h,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lifornia), cas-

pase-8 자가항체(D-8；sc-5263 mouse mono-
clonal IgG2a,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lifor-nia), caspase-9 자가항체(H-83；sc-7885 

rabbit polyconlal antibody, Santa Cruz Biotechno-
logy, Santa Cruz, California)를 이용하여 각각 1：

100, 1：200, 1：200, 1：200희석으로 조직 항원과 

결합시킨 후 아비딘-바이오틴 효소 복합체(avidin-

biotin enzyme complex) 검출법으로 면역 조직염색을 

진행하였고 과산화 수소수 용액과 DAB(3,3’-diami-
nobenzidine)혼합 용액을 조직위에 가한 후 hemato-
xyline 대조 염색을 하였다. 

 

Western blotting 

냉동 조직 절편을 잘게 분쇄한 후 cell lysis buffer로 

세포을 용해시킨후 원심분리하여 부유되는 단백질을 

얻은후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하고 nitro-

cellulose filter로 electrotransfer 하였다. Ponceau S 

용액에 염색하여 단백질이 제대로 transfer되었는지 확

인하고 Ponceau S 염색은 PBS(Phosphate-buffered 

saline)으로 제거한 후 blocking buffer로 처리하였다. 

Bax 자가항체(N-20；sc-493, rabbit polyclonal an-
tibody,S 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l-
ifornia), 및 bcl-2 자가 항체(C-2；sc7382 mouse 

monoclonal IgG2h,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lifornia)를 상온에서 한 시간 반응시키고 PBS

로 5분 정도씩 3회 세척한 다음 이차 항체(Anti rabbit 

Ig G, Anti mouse Ig G)를 한 시간 반응시키고 다시 

PBS로 3회 희석한 후 ECL(enhanced cheiluminesc-
ence) kit를 이용하여 발색시켰다. 

 

통계적 검증 

각 실험 결과들은 SPSS for windows 10.0(SPSS 

Inc, Chicago, Illinois)의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군의 약물 투여전 후의 심초음파 비교 인자들은 Wil-
coxon’s signed ranks test를 시행하였고 각 군간 세포

자멸 지수의 비교는 Mann-Whitney test를 시행하였다. 

 

결     과 
 

심초음파를 통한 심근증의 평가 

총 대상 생쥐 41마리 중 실험을 마칠때까지 생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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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는 17마리로 생존율은 41%였다. 대부분은 마취후에 

그리고 Adriamycin 주입 후 사망하였고 IGF-1까지 

투여한 생쥐중에서는 한 마리만이 사망하여 생존률은 

Adriamycin 단독 투여군은 21%, IGF-1와 Adriamycin 

병합 투여군 86%, 생리 식염수 투여군은 100%였다. 

약물 투여전후로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관찰한 심장의 

형태학적 혈류 역학적 변화는 Adriamycin 투여군에서

는 약물 투여 후 수축기의 심실내경의 유의한 증가와 

내경 분획률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Adriamycin과 

IGF-1 병합투여군과 대조군에서는 약물 및 생리 식염

수 투여 후에도 이완기 및 수축기 심실내경과 내경 분

획률의 변화는 없었다(Fig. 2, 3). 

 

세포자멸의 확인 

먼저 광학 현미경하에서 hematoxylin-eosin염색을 

해서 심근 조직을 관찰하였다. 광학 현미경하 조직 소견

은 약간의 염증 반응이 세 군 모두에서 관찰되었고 세

포자멸의 특징인 핵의 응축과 세포질의 수축은 Adria-
mycin 투여군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있었지만 심근 세

포의 특성상 그리고 생쥐의 심근세포가 너무 작음으로 

Fig. 2. M mode echocardiographic images of left ventricle in mice treated with saline (A), ADR alone (B), IGF-1
and ADR (C). Upper panels are baseline echocardiographic images and lower panels are those after injecting
saline or drugs. Panel B showed significantly decreased wall motion and fractional shortening after injection of
Adriamycin but in Panel A and C,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after injection drugs. LV：left ventricle,
ADR：adriamycin. 

Fig. 3. Hemodynamic and morphologic changes in mice treated with saline (A), ADR alone (B), and IGF-1 and
ADR (C). Panel B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LVIDs and decreased FS after injection of ADR. IGF-1：insulin-
like growth factor 1, ADR：adriamycin, FS：fractional shortening, LVIDd/LVIDs：left ventricular interventricular
dimension at diastole/systol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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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정확한 세포자멸을 확인하기 위해 TUNEL assay

를 시행하여 자멸사 세포지수를 비교하였다. 세 군의 자

멸사 세포지수는 대조군 0.1±0.03%, Adriamycin 투

여군 46±8%, Adriamycin＋IGF-1 병합투여군 22±

5%로 Adriamycin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한 세포 

자멸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5)(Fig. 4). 

조직학적 염색 

Bax의 활성도는 Adriamycin 투여군에서 Adriamy-
cin, IGF-1 병합 투여군이나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증

가되어 있었으며 bcl-2의 활성도는 IGF-1, Adriamy-
cin 병합 투여군에서 대조군이나 Adriamycin 투여군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어 있었다. caspase-8과 caspase-

Fig. 4. Histological sections of myocardium from mice treated with saline (A), Adriamycin alone (B) and IGF-1 and
Adriamycin (C) stained with TUNEL assay. Apoptotic nuclei are stained in brown (white arrow). Panel B showed
higher rate of positive cells than Panel (A) and (C). IGF-1：insulin-like growth factor I, TUNEL：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end labelling (magnification, ×400). 

AAAA BBBB CCCC 

Fig. 5. Bax and bcl-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myocardium from mice treated with saline (A), Adriamycin
alone (B), IGF-1 and Adriamycin (C). Positive staining is shown by red color in cytoplasm. Panel B showed higher
rate of positive cells in Bax staining and lower rate of positive cells in bcl-2 staining than panel C. IGF-1：insulin-like
growth factor I (magnification,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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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은 Adriamycin 투여군에서 Adriamycin, IGF-1 병

합투여군이나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어 있었다(Fig. 5). 

 

각 군의 Western blotting결과 

Adriamycin 투여군에서 IGF-1과 Adriamycin 병합

투여군에 비해 Bax의 발현은 증가되었고 bcl-2의 발

현은 감소되었다. Densitometry를 이용해 각 band의 

density를 측정하여 대조 단백질인 Actin의 density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각 군에서 Actin의 density를 

100으로 하였을 경우 Bax의 비는 생리 식염수군, Ad-
riamycin 투여군, IGF-1과 Adriamyicn 병합투여군에

서 4：11：6 이었으며 bcl-2의 비는 29：26：41 이

었다(Fig. 6). 

 

고     찰 
 

Adriamycin에 의한 심독성의 기전은 명확하지 않으

나 일부 실험7)8)에서 유리 산화기가 관여한다는 것이 보

고되었고 이후 Adriamycin이 효소 또는 철에 의해 촉

매되어 화학적 환원반응을 통해 유리 산화기가 생성되

고 이것이 세포내 단백질에 많은 손상을 준다는 것이 밝

혀져 산화기에 대한 길항제가 임상에서 사용되기 시작

했다.11)12)  

그러나 아직까지 유리 산화기가 심독성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그 중에

서 세포자멸에 의한 심독성이 최근들어 관심을 끌고 있

다. Sawyer 등13)은 심근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Da-
unorubicin이 심근 세포의 세포자멸을 일으키고 킬레이

트화제인 dexrazoxane은 이러한 세포자멸을 억제한다

고 보고하여 유리 산화기의 세포자멸 유도를 보고하였

다. 또한 Kumar 등4)도 Adriamycin에 의한 심근증 모

델에서 항 산화제인 probucol의 효과를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보고한바 있고 여기서 bcl-2의 발현 감소와 

Bax의 발현 증가로 세포자멸의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Adriamycin에 의한 심근 세포의 세포자멸에 대한 경

로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Wang 등3)은 심근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Bax의 유도와 caspase-3 활

성도의 증가를 보고한바 있고 Nakamura 등14)은 Fas-

Fas ligand를 매개로한 세포자멸의 경로를 제시하고 항 

Fas 항체에 의한 세포자멸의 억제를 쥐를 이용한 실험

에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driamycin 유발 심근증에서 세

포자멸의 역할과 경로를 알아보고 IGF-1의 심근 보호 

효과를 확인하고 이의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Ambler 등15)은 1993년 Adriamycin 유발 심근증 

모델에서 IGF-1을 처치한 쥐에서 심장기능의 향상을 

보고하였고 Adriamycin에 의한 심근 세포의 괴사로 심

근증을 설명하였으며 조직학적 소견에서도 Adriamycin 

단독투여군과 IGF-1과 Adriamycin병합투여군의 차

이점을 제시하지 못하여 Adriamycin 유발 심근증에서 

세포자멸과 IGF-1의 역할에 대한 규명은 되지 못하였

다. 최근들어 여러 종류의 심근증 및 심근 경색, 압력 

부하 모델등에서 IGF-1에 의한 심기능 향상이 보고되

었고 특히 세포자멸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Wang 등3)은 IGF-1이 Adriamycin에 의해 유발된 심

근증에서 Bax의 유도억제와 caspase-3활성화 억제에 

관여하여 세포자멸을 억제한다고 하였으며, Yamamura 

등8)은 쥐를 이용한 허혈성 심근 모델에서 IGF-1이 심

근 보호효과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전으로 역시 Bcl-

xL의 유도와 Bax의 억제를 보고한바 있다. 그외 여러 

논문에서 IGF-1과 MAP kinase의 연관성을 보고한바 

있다.16-18)  

본 연구는 먼저 Adriamycin 유발 심근증에서 병태 

생리학적 기전중 하나인 세포자멸이 그 자체로써 심근

증을 유발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세

포 자멸과 심근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Adri-

Fig. 6. The results of western blot of Actin, bcl-2, and Bax
from mice myocardium treated with saline (A), Adria-
mycin alone (B), IGF-1 and Adriamycin (C). Panel B
showed denser band of Bax and looser band of bcl-2
than Panel A and C. IGF-1：insulin-like growth facto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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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cin에 의한 확장성 심근증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5MHz의 고주파 심초음파 탐촉자를 이용하여 대

조군과 Adriamycin 투여군, Adriamycin과 IGF-1 병

합투여군의 모든 생쥐를 처치전과 후로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여 좌심실의 이완기 및 수축기 내경을 측정하여 

분획 수축률을 비교해 본 바 Adriamycin만을 처치한 

군에서는 처치전에 비해 분획 수축률이 현저히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Adriamycin, IGF-1 병합투여

군에서는 처치전과 같은 상태의 분획 수축률을 유지하

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IGF-1은 Adriamycin에 의한 

심근증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기본적인 hematoxylin-eosin 염색을 해서 형

태학적 분석을 시행하고 세포자멸의 정량적 분석을 위

해 TUNEL assay를 시행하였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의 세포자멸이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있지만 TUNEL assay를 통하여 Adriamycin 투

여군에서 대조군이나 Adriamycin, IGF-1병합투여군

에 비해 현저히 증가된 세포자멸을 확인할 수 있어서 

Adriamycin에 의해 유도되는 심근증의 중요한 병태 생

리학적 기전으로서 세포자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전의 실험들5)14)에서

는 대부분 1%미만의 세포자멸을 보고하여 과연 이런 

정도의 세포자멸만으로 심근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왔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46%

이상의 많은 세포자멸이 유도되었고, hematoxylin-

eosin 염색에서도 심근증을 달리 설명할 수 있는 염증 

소견이나 세포 괴사 소견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Adriamycin 유발 심근증에서 세포 자멸만으로도 심근

증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병태 생리학적 기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실험 결과 IGF-

1, Adriamycin 병합투여군에서 Adriamycin 투여군에 

비해 세포자멸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IGF-1의 심근 보호 효과는 세포자멸을 억제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세포자멸의 경

로는 크게 mitochondria를 경유하는 bcl-2와 Bax의 

영향에 의한 caspase-9의 활성화를 통해 공통 경로인 

caspase-3를 활성화시키는 경로와 mitochondria를 

경유하지 않고 caspase-8을 거쳐 caspase-3를 활성

화시키는 경로로 생각해볼 수 있다. Adriamycin에 의

한 세포자멸의 대략적인 경로를 보기위해 면역 조직학

적 염색과 western blotting을 시행하였는데 Adria-

mycin 투여군에서 대조군이나 Adriamycin과 IGF-1 

병합투여군에 비해 Bax, caspase-9의 활성도가 높아

져 있고 bcl-2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Adriamycin에 의한 심근증에서 세포자멸의 경로

는 Bax의 활성도 증가와 bcl-2의 활성도 감소에 의한 

세포자멸의 신호가 caspase-9을 거쳐 공통경로인 ca-
spase-3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IGF-1, Adriamycin 복합 투여군에서 bcl-2의 발현

이 Adriamycin 단독 투여군에 비해 증가되어 있어 

IGF-1이 bcl-2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

며 특히 Bax의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서는 높지만 Ad-
riamycin 단독 투여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활성도를 

보임으로써 IGF-1의 심근 보호 효과는 주로 Bax와 

bcl-2의 발현 영향을 주어 세포자멸의 경로를 억제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배경 및 목적： 

최근들어 여러 가지 심근증 모델에서 세포자멸의 관

련성이 제기되어 Adriamycin심근증과 세포자멸의 연

관성 및 IGF-1의 심근 보호효과와 작용기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  법： 

41마리의 생쥐중 살아남은 17마리를 대상으로 세군

으로 나누어 생리 식염수군 5마리는 10 mL/kg의 생리 

식염수를 주 1회 6주간 복강내 투여하였고, Adria-
mycin 단독투여군 6마리는 Adriamycin 2.5 mg/kg를 

주 1회 6주간 복강내 투여하였으며 IGF-1과 Adria-
mycin 병합투여군 6마리는 Adriamycin 2.5 mg/kg를 

주 1회 6주간, IGF-1 0.1 mg/kg를 5주와 6주째에 복

강내 병합투여 하였다. 약물 투여 전후로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심기능 및 형태를 관찰하였으며 심장을 적출

하여 hematxyline-eosin염색, TUNEL assay를 통해 

세포자멸을 확인하고 Bax, bcl-2,caspase-8, casp-
ase-9에 대한 면역 조직학적 염색 및 Bax, bcl-2에 

대해 western blotting하여 세포자멸 인자에 대한 연

구를 시행하였다. 

결  과： 

대상 생쥐 41마리중 17마리가 생존하였으며(생리 식

염수군 5마리, Adriamycin 단독투여군 6마리, Ad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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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cin, IGF-1 병합투여군 6마리) 심초음파 결과 

Adriamycin 단독투여군에서 약물투여 전에 비해 수축

기 좌심실 내경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2.5±0.3 

mm vs 3.1±0.5 mm, p<0.05) 분획 수축률은 유의하

게 감소되었으나(38.5±3.2% vs 29.2±5.5%, p<0.05) 

Adriamycin과 IGF-1 병합투여군에서는 약물 투여전

후에 심기능 및 심장의 형태학적 변화는 없었다. TU-

NEL assay에서 자멸사 지수는 생리 식염수군 0.1± 

0.03%, Adriamycin 단독투여군은 46±8%, IGF-1, 

Adriamycin 병합투여군은 22±5%로 IGF-1, Adri-
amycin 병합투여군에서 Adriamycin 단독투여군에 비

해 현저히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면역 조직학적 검사

상 Adrimamycin 단독투여군에서 IGF-1과 Adriam-
ycin 병합투여군에 비해 Bax의 발현은 현저히 증가되

어 있었고 bcl-2의 발현은 감소되어 있었으며 we-
stern blotting에서도 Adrimamycin 단독투여군에서 

IGF-1과 Adriamycin 병합투여군에 비해 Bax의 발현

은 현저히 증가되어 있었고 bcl-2의 발현은 감소되어 

있었다. 

결  론： 

Adriamycin에 의한 심근증은 주로 Bax발현의 증가

와 bcl-2발현의 감소에 따른 세포자멸로 인해 유도되

며 여기서 IGF-1은 Bax와 bcl-2의 발현에 관여하여 

심근 보호 효과를 나타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중심 단어：독소루비신；심근증；세포자멸；Insulin-

like growth factor. 
 

본 논문은 2000년도 대한 순환기 학회 산학협동 연구비(사
노피)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 Park CS and Youn HJ 
equally contributed to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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