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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Report

HepG2 세포에서 에너지 상태를 활용한 화학물질의 미토콘드리아 손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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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Chemical-induced Mitochondrial Damage in HepG2 Cells
Using Energy Charge
Jang Su Jeon and Sang Kyum Kim#
College of Pharmac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3, Korea

Abstract — In the presence study, we evaluated chemical-induced mitochondrial damage in HepG2 cells using energy
charge, calculated by (ATP+0.5*ADP)/(ATP+ADP+AMP). ATP and its metabolites, ADP and AMP, were determined
using LC-MS/MS. The cellular ATP, ADP and AMP were identified by comparison of mass spectra and retention time with
their authentic standards. To establish sampling method, effects of extraction solvent composition on determination of ATP,
ADP and AMP were evaluated. The stability of ATP, ADP and AMP was improved by using the sampling solution consisted
of acetonitrile:methanol:water (4:4:2), relative to 10% perchloric acid solution. The energy charge of HepG2 cells treated
with 0.02 µM rotenone, 25 µM troglitazone or 20 µM flutamide was decreased to 52, 83, or 84%, respectively, relative to
control cells. The ratio of AMP to ATP was 13-, 2- or 2-fold higher in HepG2 cells treated with rotenone, troglitazone or
flutamide, respectively, compared with control cells. In conclusion, the method established in this study can provide information of cellular energy status to predict chemical-induced mitochondrial damage.
Keywords: mitochondria damage, chemical-induced liver injury, energy status, ATP

서 론 (Introduction)

based colorimetric 시험법이 활용되고 있다. ATP (adenosine
diphosphate), ADP (adenosine diphosphate)와 AMP (adenosine

약물유래 간독성 연구는 신약 개발 단계에서 필수적인 과정으

monophosphate)를 측정하여 세포에서의 energy charge 및

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물유래 간독성으로 인구 10만

AMP/ATP 비율을 산출함으로써 살아있는 세포에서의 에너지 상

명 당 13.9~24건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매년 44,000 이상
의 환자에게 약물유래 간독성이 유발되고 있다.1-4) 이로 인해 신

태(energy status)를 평가하는 방법 또한 활용되고 있다.6-8)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약개발에서 약물대사 및 간독성을 in vitro 수준에서 평가하는 연

bromide) 시험법은 대량의 시료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어 배

5)

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약물을 개발하기 위

양 세포의 생존도 측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세포의

해 간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in vitro 모델의 개발은 신약의 안

미토콘드리아에서 탈수소효소가 수용성의 MTT를 비수용성의

전성 확보에서 중요하다.

짙은 자주색 formazan 결정으로 환원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

세포의 생존도 측정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로 적절한 파장(~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독성을
평가한다.8)

대표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탈수소효소를 이용한 tetrazolium-

ATP는 세포 내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 에너지 저장매체로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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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tkinson에 의해 처음 소개된 것으로서 세포의 에너지 상태
(energy status)를 평가하는 방법이다.9) 정상상태에서 세포의
energy charge 값은 대부분 0.70에서 0.95 사이의 값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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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이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손상을 유발하면 energy charge

LC-MSMS를 이용한 AMP, ADP, ATP 측정

는 감소한다.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은 ATP의 생성을 억제하여 세

HepG2 세포는 24-well plate (9.0×104 세포/well)에서 24시간

포 사멸을 유발하며 이 기전은 약물유래 간독성의 원인으로 작

동안 배양한 뒤, 각 well의 배양 배지를 제거하고 시험 물질이

용할 수 있다. 추가로 AMP/ATP 비율은 energy charge 값과 함

희석된 serum과 포도당이 없는 DMEM 배지 1 mL를 세포에 처

께 세포의 에너지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7) 그

리하였다.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 배지를 제거하고 500 µL

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energy charge 대신 ATP만을 측정하

ice-cold PBS로 세포를 두 번 wash하였다. 내부표준물질인 6-

여 세포의 에너지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aminohexyl-ADP 1 µM이 포함된 반응 종결액(acetonitrile:

ATP, ADP와 AMP 중에서 AMP의 농도는 다른 두 물질에 비해

methanol:탈이온수=4:4:2) 200 µL를 각 well에 넣어주고, 5분

현격히 낮아 상업적으로 시판되는 kit로는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간 ice에서 반응시킨다. 이후 상등액을 microcentrifuge tube로

본 연구에서는 LC-MS/MS를 이용하여 ATP, ADP와 AMP의

옮긴 뒤, 4oC, 10,000 RPM 조건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

동시 정량분석방법을 개발하고 energy charge 값과 AMP/ATP

등액을 취하여 LC-MS/MS로 분석하였다.

비율을 산출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손상의 지
표로 활용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

분석방법

표적인 미토콘드리아 독성물질인 flutamide, rotenone과

ATP, ADP와 AMP는 Shimadzu LC-20A prominence UFLC

troglitazone을 인간 간암 유래 암세포인 HepG2 세포에 처리하

(Shimadzu Corp. Tokyo, Japan)와 Turbo IonSpray™ source

였고, 세포독성과 함께 LC-MS/MS를 이용하여 energy charge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가 장착된

값을 산출하였다.

API3200™ Q-trap LC-MS/MS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로 구성된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방법 (Experimental Methods)

샘플 10 µL를 주입하여 0.35 mL/min 의 유속으로 Hypercab 컬
럼(5 µm 2.1×150 mm; Thermo)과 Hypercarb Drop-in Guard

시약
Dimethyl sulfoxide (DMSO), sodium pyruvate, galactose,

(5 µm 2.1×10 mm i.d., Thermo) 가드 컬럼을 이용하여 분리하

AMP, ADP, ammonium acetate, rotenone, troglitazone과

이온수(이동상 A, pH 10)와 acetonitrile (이동상 B) 를 이용하였

flutamide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

다. 두 이동상은 linear gradient를 이용하여 2분까지 2% B로 유

다. ATP standard는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에서 구입

지한 후 3분까지 50%로 증가시키고 5분간 유지하였다. 이후 9

하였다.

(6-

분까지 98% 로 증가시키고 6분간 유지한 뒤, 16분까지 2%로 감

aminohexyl-ADP)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소시키고 4분간 유지하였다. MRM transitions, collision

Cruz, CA)에서 구입하였다. 포도당이 제거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PenStrep, L-glutamine,

energies와 머무름 시간은 각각 대사체와 내부 표준 물질에 대

HEPES와 trypsin-EDTA은 GIBCO (Grand Island, NY, USA)

reaction monitoring (MRM) scan을 이용하여 각각 측정된 물질

에서 구입하였다. Fetal bovine serum (FBS)은 HyClone

과 내부 표준물질의 peak 넓이를 통해 계산하였다. AMP, ADP,

N6-(6-aminohexyl)adenosine

2',5'-diphosphate

였다. 이동상으로 2 mM ammonium acetate가 각각 포함된 탈

해 측정되었다. 샘플의 분석은 positive mode에서 multiple

(Logan, UT, USA)에서 구입하였다. 모든 시약은 분석용 또는 가

ATP와 6-aminohexyl ADP는 Q1 mass scan mode와 MS2

능한 가장 높은 등급을 사용하였다.

scan mode에서 각각 m/z 345.8>78.7, 425.8>78.9, 505.7>
158.7와 524.9>233.0의 조건에서 검출하였고 분석의 dwell 시간

세포배양 및 세포생존율 측정

은 각 채널 별로 0.15초로 설정하였다. 분석된 값들은 Analyst™

간암세포주인 HepG2 세포는 한국 세포주은행(Korea Cell Line

소프트웨어(version 1.5.2,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Bank, 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HepG2 세포는

CA, USA)를 통해 처리하였고, 정량한계는 ATP, ADP 또는 AMP

10% FBS와 항생제(100 U/mL penicillin, 100 µg/mL streptomycin,

에서 신호 대 잡음비(S/N ratio)가 10 이상이면서 정확성과 정밀

10 mM galactose, 6 mM L-glutamine, 5 mM HEPES와 1 mM

성이 20% 이내인 40 nM로 확인되었다.

sodium pyruvate)가 포함된 glucose-free DMEM 배지에서 5%
CO2, 37oC의 환경을 유지시켜 배양하였다.10) 세포생존율을 측정
8)

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
실험결과에서 얻은 모든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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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 Product ion mass spectrum of ATP at m/z 505.7 (A), ADP at m/z 425.8 (B), and AMP at m/z 345.8 (C), and their proposed fragment
ions.

통계적 유의적 차이의 정도는 Student’s t-test 또는 Dunnett’s

결과 및 고찰 (Results and Discussion)

test for multiple comparison를 사용하여 p<0.05, p<0.01, 또는
p<0.001인 값에 대해 유의적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질량분석 조건 확립
ATP, ADP와 AMP의 분석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Q1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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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제목: 에너지 상태를 활용한 미토콘드리아 손상 평가

397

mode에서 각각 m/z 505.7, 425.8과 345.8을 검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MS2 scan mode에서 ATP, ADP와 AMP에 대한
product ion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ATP의 주요 product ion
은 m/z 426, 408, 273, 239, 177, 159, 134과 79, ADP의 주요
product ion은 m/z 408, 328, 273, 159, 134과 79, 그리고
AMP의 주요 product ion은 m/z 134, 97과 79가 검출되었다
(Fig. 1). 주요 fragment ion으로 m/z 426의 값은 ADP를 의미
한다. m/z 408의 값은 ATP로부터 인산기(phosphoric acid,
H3PO4, 98 Da)가 분리되어 생성이 되었으며, 그 이후 아데닌기
(adenine, C5H5N5, 135 Da)가 분리되어 m/z 273가 생성 되었
다. 또한 이로부터 D-ribose (C5H6O3, 114 Da) 잔기의 분리로
m/z 159가 생성 되었으며, m/z 177 값은 아데노신(adenosine,
C10H12N5O6P, 329 Da) 잔기의 분리로 생성된 pyrophosphate
음이온([H3P2O7]−)이다.11) AMP로부터 생성된 m/z 79와 m/z 97
은 각각 인산 음이온(PO3−), (H2PO4−)을 그리고 m/z 134의 값은
아데닌 음이온([C5H4N5]-)을 나타낸다.12) 이 결과를 통해 ATP,
ADP와 AMP의 fragment ion의 pattern들이 기존 문헌과 일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출용매의 선택과 추출액에서 안정성
이전 연구에서 ATP의 안정성을 위하여 10% perchloric acid
수용액으로 추출한 후 보관하고 분석 직전에 0.3배 부피의 20%
KOH를 가하여 pH를 조절하고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13) 본 연구에서는 분석과정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ACN:
MeOH:탈이온수=4:4:2 (AMD) 비율의 추출액을 사용하여 이
전 추출액과 비교하였다(Fig. 2). 실험결과 두 가지 추출 방법은
질량분석기로 ATP, ADP와 AMP를 분석할 때 거의 동일한 peak
area를 보였다. 따라서 분석방법을 단순화하기 위해 AMD 추출
방법을 이후 사용하였다.
HepG2 세포에서 ATP, ADP와 AMP를 AMD 추출액을 이용
하여 추출하고 원심분리한 후 추출액에서 이들 물질의 안정성을
측정하였다(Fig. 3). ATP, ADP와 AMP는 추출 후 20시간까지 0
시간에 비하여 10% 미만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10% perchloric
acid로 추출한 경우 0시간에 비하여 20시간에 약 20%의 감소가
발생하였다(data not shown). 이 결과는 ATP, ADP와 AMP가
10% perchloric acid 수용액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출액인
AMD에서 더욱 안정적임을 시사한다.
독성물질을 처리한 HepG2에서의 세포 생존율 측정

Fig. 2 − Comparison of sampling methods for determination of ATP
(A), ADP (B) and AMP (C) between 10% perchloric acid
(●) and ACN:MeOH:water=4:4:2 mixture (∇). All data
represent means of two independent samples.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 물질인
rotenone, troglitazone 또는 flutamide를 처리한 HepG2 세포에
14-16)

번 연구에서는 glucose 대신 galactose가 첨가된 배지를 사용하

이전 연구에 의하면, HepG2

여 미토콘드리아 독성을 관찰하였다.10) 세포 생존율은 MTT법을

세포에서 glucose 배지 대신 galactose가 첨가된 배지를 사용하

이용하여 대조군 대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Fig. 4). 실험결과

였을 때 미토콘드리아 독성이 더 민감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rotenone을 처리한 군에서는 0.002 µM의 농도에서 유의적인 독

서의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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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 Stability test of ATP (A), ADP (B) and AMP (C) in
ACN:MeOH:water=4:4:2 mixture. ATP, ADP and AMP (0,
111, 333, 1000 or 3000 nM) were determined at 0 h (○) and
20 h (▼) after preparation. All data represent means of two
independent samples.

Fig. 4 − Cytotoxicity of rotenone, troglitazone or flutamide in HepG2
cells. HepG2 cells cultured with glucose-free DMEM
supplemented with 10 mM galactose were treated with
rotenone (A), troglitazone (B) or flutamide (C).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for four independent sampl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at p<0.05, p<0.01, or p<0.001,
repectively.

성이 관찰 되었으며 rotenon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독성이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HepG2에서의 에너지 상태 평가

증가하였다. Troglitazone을 처리한 군에서는 25 µM에서 세포

확립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ATP, ADP와 AMP의 농도를 측

생존율이 67%였으며, flutamide를 처리한 군에서는 20 µM와 40

정하고 energy charge값과 AMP/ATP의 비율을 계산하여 세포

µM에서 세포 생존율이 각각 76%와 41%로 감소하였다.

의 에너지 상태를 비교하였다. 정상상태인 control군과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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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rotenone 처리 군에서는 13배 이상 증가하였다(Fig. 5).
이 결과를 통해 독성 물질을 처리하였을 때 AMP/ATP 비율이
energy charge 값보다 더 큰 변화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roglitazone 25 µM, flutamide 20 µM 또는 rotenone
0.02 µM 처리 군에서 세포 생존율이 각각 76%, 67% 또는 26%
로 측정된 것에 비해 AMP/ATP 비율은 각각 2배, 2배 또는 13
배 증가함으로써 AMP/ATP 비율이 세포 생존율보다 더 크게 변
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독성물질인 rotenone, troglitazone
또는 flutamide가 세포에 작용하여 HepG2 세포의 에너지 상태
에 변화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확립된
energy charge 또는 AMP/ATP의 비율 측정이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잘 반영함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립된
실험계는 화학물질에 의한 세포손상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LC-MS/MS를 이용하여 HepG2 세포에서 ATP,
ADP와 AMP의 동시정량법을 확립하였다. LC-MS/MS에서의 측
정 결과 ATP, ADP와 AMP의 주요 product ion으로 m/z 426,
408, 328, 273, 239, 177, 159, 134, 97과 79 등이 검출되었으며,
기존 문헌에 보고된 값들과 비교하여 fragment ion의 구조를 제
시할 수 있었다. 추출용매에서 ATP, ADP와 AMP의 안정성을 비
교한 실험에서 AMD 추출액 방법은 10% perchloric acid 수용
액에 비하여 우월한 안정성을 보였다. 대표적인 미토콘드리아 독
성물질로 알려진 0.02 µM rotenone과 25 µM troglitazone 또는
20 µM flutamide를 처리하였을 때 energy charge 값이 각각 48,
17 또는 16% 감소하였고 AMP/ATP 비율은 각각 13배, 2배 또
는 2배 증가함으로써 세포 생존율과 경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확립된 실험계는 화학물질 처리에
Fig. 5 − Effects of rotenone, troglitazone and flutamide on energy
charge and ratio of AMP to ATP. HepG2 cells cultured with
glucose-free DMEM supplemented with 10 mM galactose
were treated with 0.02 µM rotenone (A), 25 µM troglitazone
(B) or 20 µM flutamide (C).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for three independent sampl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at p<0.01 or p<0.001,
repectively.

따른 세포 에너지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신약 개발에서 in vitro
독성 스크리닝 시스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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