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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ntioxidant effects of mineral-

containing deep sea water (DSW) on kidney function was

confirmed using a cell model. DSW samples were prepared with

different mineral concentrations including calcium and magnesium—

the main minerals found in DSW—to derive the following sample

groups: trace minerals (TM), high magnesium (HM), high

magnesium, low salt (HMLS) and high magnesium, high calcium

(HMHC). The purpose of this preparation was to determine the

optimal calcium/magnesium ratio in DSW. Human embryonic

kidney (HEK293) cells were exposed to sodium chloride (NaCl)

for 2 h to induce release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Thereafter, the cells were treated with the respective DSW

samples before ROS concentrations, as well as antioxidant

enzyme activity and protein levels, were measured. Among the

water samples, HMLS showed the most protective effect against

ROS, whereas the intracellular glutathione content was highest in

cells from the HMLS- and HMHC-treated groups. However, TM-

and HMHC-treated cells showed similar tendencies to the control

group, in terms of mRNA expression of antioxidant gene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DSW may aid in preventing renal oxidative

stress caused by excessive sodium intake. Furthermore, it was

determined that HMLS and HMHC water samples displayed good

antioxidant effects in the kidney cell model, based on the

combined results of ROS concentration and antioxidant marker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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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현대인의 식단에서 소금 섭취량이 증가했다. 이

에 대한 많은 우려와 함께 소금 섭취의 증가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이전 연구에서 고

염식이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및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2]. 또한, 고염식이는 신장에서 산화 스트레

스를 유발하고[3], 고농도의 NaCl은 신장 세포에서 활성 산소

종 (ROS)을 생성한다[4].

해양심층수(DSW)는 플랑크톤의 광합성이 적고 유기 분해가

많아[5], 마그네슘 (Mg), 칼슘 (Ca), 셀레늄 (Se), 칼륨 (K)과

같은 다양한 미네랄의 원천이다. 미네랄은 효소 보조 인자로 참

여하여 적절한 세포 및 조직 기능에 기여하고 면역 체계를 개

선함으로써 동물 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6]. 다양한 미네

랄을 기반으로 한 상업용 분유의 사용과 같은 일부 연구에서는

동물 건강에 있어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7].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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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층수는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심혈관 문제 및 비만 예방,

당뇨병 치료 등 건강에 큰 이점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5], 산

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8].

칼슘과 마그네슘의 최적의 섭취 비율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한 연구는 칼슘 대 마그

네슘 섭취 비율이 제2형 당뇨병, 대사 증후군, 기타 염증 질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9]. 다른 연구에서는 칼슘과 마그

네슘을 1.70~2.63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결장암의 위험을 줄

여준다고 보고했다[10]. Hyun 등[11]은 3T3-L1 지방세포와 고

지방식이를 먹인 마우스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 용암해수의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에 따른 지질 축적 감소에 대해 보고했다.

그 밖에도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최적의 섭취 비율에 대

한 의견도 상이하며 신장의 항산화능에 대해 해양심층수를 이

용한 미네랄의 비율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HEK293 세포를 이용하여 미네랄이 균형을 이

루는 해양심층수가 신장에서 고 나트륨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미네랄을 함유한 물에서 미네

랄의 최적 비율을 찾기 위해 DSW를 탈염하고 다른 이온을 추

가했다. HEK293 세포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항산화 실험을

수행하고 미네랄 함유 물이 신장에서 항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재료 및 방법

미네랄 균형을 맞춘 해양심층수 제조

동해 510 m 깊이에서 채취한 해양심층수를 가공한 샘플은 청

주에 소재한 샘표 발효 연구 센터에서 제공받았다(Table 1). 해

양심층수의 경우 높은 나트륨 함량을 가지고 있어, 탈염 과정

을 가졌고 해양심층수의 특성상 다른 이온보다 높은 마그네슘

함량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의 함량 비율이

1:3-4로 이에 주목하여,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은 적지만 비율은

같으면서 아연이나 셀레늄과 같은 미량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trace mineral (TM), 높은 마그네슘 함량을 가지고 있으나 칼슘

의 함량이 현저히 적은 high magnesium (HM), 마그네슘과 칼

슘의 비율이 해양심층수와 비슷하면서 다른 샘플보다 음용하기

에 적합한 함량을 가진 high magnesium low sodium (HMLS),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거의 1:1인 high magnesium high

calcium (HMHC)로 크게 네 가지로 제조되었다.

세포 배양

HEK293 세포는 한국 세포주 은행(KCLB,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HEK293 세포는 Ad5 DNA 단편을 유산된 태아의

신장에서 추출한 세포로 형질 감염시켜 형질 전환된 세포주이

다. 10% fetal bovine serum (Biowest, Nuaille, Cholet, France),

1% nonessential amino acid (MEM-NEAA) (Gibco, Rockville,

MD, USA)와 100 U/mL penicillin-100 μg/mL streptomycin (Gibco)

이 보충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Gibco)배지를 사용하였다. 세포는 37 oC, 5% CO2의 인큐베이

터에서 배양하였다.

Reactive oxygen species 측정

ROS는 DCF-DA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에 있

는 배지를 다 제거해 준 후 DPBS로 세척하였다. 모든 well에

배지를 180 µL씩 분주하고, CON군에는 배지를, NaCl군에는

NaCl이 들어있는 배지를, 샘플군에는 샘플이 들어있는 배지를

20 µL씩 넣은 후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상층액을 모두 제거

하고 빛을 차단한 후 DCF-DA 용액을 넣고 1시간 배양한다. 상

층액 제거 후 DPBS를 분주한 후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

(PerkinElmer,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485 nm에서

형광을 측정하였다.

Glutathione assay

Potassium phosphate buffer 0.1 M를 pH 7.5에 맞춰 준비하였

다. Potassium phosphate buffer를 기반으로 Glutathione (GSH)

standard (Sigma, St.Louis, Missouri, USA, cat. no. G-4251),

DNTB용액, Glutathione reductase (GR) (Sigma, cat. no. G-

3664), β-NADPH (Sigma, cat. no. N-7505) 용액을 준비하였다.

HEK293 세포가 seeding 되어있는 96 well-plate에 DTNB 용액

과 GR 용액을 1:1로 잘 섞어 각 well에 120 µL씩 분주하였다.

30초 후, 빛을 차단하고 β-NADPH을 60 µL씩 분주한 후

microplate reader (BioTek, Winooski, VT, USA)를 사용하여

41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uperoxide dismutase

Superoxide Dismutase Activity은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상

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ELISA 키트(Biovision, Milpitas,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세포를 PBS로 세척한 다음 PBS

에서 균질화하여 상청액을 수집하고 SOD activity 수준을 측정

Table 1 Mineral content of water samples

Sample
Mineral Contents (ppm)

Na/Mg Mg/Ca
Na Mg K Ca

DSW 10700 1380 480 390 7.75 3.5

TM 29.5 6.7 1.7 2.4 4.4 2.8

HM 39.9 248 45.2 0.78 0.16 318

HMLS 36 179 1.7 41.5 0.2 4.3

HMHC 133 211 48 200 0.63 1.1

DSW (Deep sea water), TM (Trace minerals), HM (High magnesium), HMLS (High magnesium, low sodium), HMHC (High magnesium, high cal-
cium). The ionic content of each sample prepared by dialysis of deep sea water, is shown in the table



J Appl Biol Chem (2021) 64(2), 165−170  167

하였다. 시료를 적절하게 희석한 후 각 well에 standards와 상

청액을 분주한 후 WST 용액과 enzyme 용액을 분주한다. 37
oC에서 20분동안 방치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atalase activity

250 mM KH2PO4 (Daejung, Siheung-si, Gyeonggi-do, Korea,

cat. no. 6613-4405), 0.27% H2O2 (Duksan, Ansan-si, Gyeonggi-

do, Korea, cat. no. 1145), methanol (Duksan, cat. no. 58)

을 샘플 혹은 STD와 혼합하여 20분 방치하였다. 7.8 M KOH

(Daejung, cat. no. 6597-4400)로 반응을 종결한 후, 34.2 mM

purpald 용액을 가하여 10분간 배양하였다. 65.2 mM potassium

periodate (Samchun, Seoul, Korea, cat. no. P3453)을 추가하

고 실온에서 10분 방치하였다. 흡광도는 550 nm에서 측정되었다.

RT-qPCR

Trizol (Life Technologies, Rockville, MD, USA)을 사용하여

배양된 세포에서 RNA를 분리하였다. cDNA는 transcriptor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 (Life Technologies)를 사용하여 역

전사 방법을 통해 합성되었으며 Step-One-Plus RT-PCR system

에서 Universal Probe Library probe method을 사용하여 RT-

qPCR에 사용되었다. 상대적인 mRNA 수준은 comparative 2-

ΔΔCT method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β-actin으로 정규화하였다.

사용된 프라이머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 Keap1 forward 5'-

accacaacagtgtggagaggt-3' and reverse 5'-cgatccttcgtgtcagcat-3';

Heme oxygenase 1 forward 5'-ggcagagggtgatagaagagg-3' and

reverse 5'-agctcctgcaactcctcaaa-3'; GST-a forward 5'-ggtgacagc

gtttaacaaagc-3' and reverse 5'-ccgtgcattgaagtagtgga-3'; GSR

forward 5'-atgatcagcaccaactgcac-3' and reverse 5'-cgacaaagtc

tttttaacctcctt-3'; b-actin forward 5'-aagtcccttgccatcctaaaa-3' and

reverse 5'-atgctatcacctcccctgtg-3'.

통계처리

모든 측정값의 통계 분석은 SPSS program (20.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모든 데이터는 평

균±표준 오차 (SE)로 표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one-way ANOVA를 수행하였으며, 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과 및 고찰

Reactive Oxygen Species 농도 측정

고농도의 NaCl 처리가 HEK293 세포에서 활성 산소 종을 증

가시킨다는 것은 다른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12,13]. NaCl이

ROS를 생성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다. NaCl은 미토

콘드리아의 대사과정에서 NADPH oxidase를 활성화시켜 ROS

생성을 자극한다[14]. 특히, 신장에서는 고농도의 NaCl에 의한

Renin-Angiotensin-Aldosterone system 자극에 의해 활성되는 알

도스테론이 NADPH oxidase 활성의 증가와 미토콘드리아에 의

한 ROS 생성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5,16].

HEK293 세포에 2시간 동안 NaCl을 처리하여 활성 산소 종

의 수준을 증가시킨 후, 서로 다른 미네랄 함량을 가진 해양심

층수가 ROS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ROS 농도는 NaCl로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서 가장

낮은 값(143522±38387.29 nM)을 보였고 NaCl로만 처리된 세포

에서 가장 높은 값(823583.7±73937.35 nM)을 나타냈다. 미네랄

워터는 NaCl 그룹에 비해 샘플로 처리 된 모든 그룹에서 ROS

를 유의적으로 억제하였다(TM: 597437.3±19209.56 nM, HM:

704916±156378.1 nM, HMLS: 309312.7±137549.5 nM, HMHC:

319988±55951.55 nM). Bian 등[17]의 연구는 항산화 활성을 가

진 ferulic acid를 처리한 HEK293 세포에서 ROS의 축적을 억

제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ROS를 감소시킨 미네랄워터 샘플

도 항산화 활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ROS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샘플은 HMLS였고, 그 다음은 HMHC, TM,

HM 순서로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Glutathione 측정

미네랄 워터를 처리한 HEK293세포의 GSH 농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다. HEK293 세포에 NaCl만 처리한 경우, GSH

는 CON 군보다 감소했으며 (NaCl: 1.65±0.012 mM/mg

protein, CON: 2.10±0.08 mM/mg protein), HEK293 세포를 샘

플로 처리 한 경우 GSH가 증가했다(Fig. 2). GSH는 TM 군에

서는 NaCl 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HM, HMLS 및

HMHC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했다(HM: 2.02±0.05 mM/mg

protein, HMLS: 2.20±0.01 mM/mg protein, HMHC: 2.19±0.03

mM/mg protein). HMLS 군과 HMHC 군에서 GSH는 CON

군보다도 높았다. 따라서 HMLS와 HMHC가 NaCl처리로 감소

했던 GSH 수준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GSH 대사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ROS에 대한 방

어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이며 마찬가지로 antioxidant response

elements (ARE)에 의해 달성된다[18,19]. GSH은 glutathione

peroxidase에 의해 과산화물을 분해하고 산화된 GSH 형태

(GSSG)로 변한다[18,20]. Glutathione reductase (GSR)는 GSSG

를 GSH로 재활용한다 Meister의 연구[20]와 Djukic 등의 연구

Fig. 1 Effect of deep sea water on reactive oxygen species

concentrations. Reactive oxygen species (ROS) concentration was higher

in the NaCl group, but significantly lower in the TM, HM, HMLS, and

HMHC groups, than in the CON group. The HMLS group had the lowest

ROS concentration



168 J Appl Biol Chem (2021) 64(2), 165−170

[21]에 따르면 마그네슘 보충은 GSH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GSH 합성은 마그네슘에 의존하기 때문에 GSH

대사는 마그네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22].

Superoxide Dismutase Activity 측정

고농도의 NaCl은 SOD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신장 내 산화스

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알려졌다[3]. 미네랄 워터가 SOD activity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SOD activity

은 CON 군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NaCl군에서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CON: 100±2.40%, NaCl: 95.76±1.20%). SOD

활성은 NaCl 군에 비해 미네랄 워터로 처리했을 때 증가했으

며 각 샘플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M: 99.15±1.20%,

HM: 98.31±0.00, HMLS: 97.46±1.29%, HMHC: 97.46±1.29%).

Superoxide dismutase (SOD)는 superoxide radical을 산소 분자

(O2)와 과산화수소(H2O2)로 분해된다[23]. 이전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보충은 SOD activity을 개선한다는 것이 밝혀졌다[21].

각 샘플에 있는 마그네슘이 SOD activity를 증가시켰다고 판단

할 수 있다.

Catalase Activity 측정

SOD로 분해된 H2O2는 catalase (CAT)에 의해 물과 산소로 분

해된다[19]. Fig. 4는 CAT activity에 대한 미네랄 워터의 영향

을 측정한 결과이다. CAT activity는 CON군에 비해 NaCl군에

서 증가했다(CON: 100±1.30%, NaCl: 114.06±1.55%). 모든 샘

플처리군에서 CAT activity는 NaCl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특

히 HM (88.54±8.81%)군과 HMHC (82.27±3.84%)군의 CAT

activity는 CON군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낮았다. 다른 연구에서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 처리가 높은 나트륨으로 인한 산화 스

트레스를 감소시켰고, CAT activity 또한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였다[24]. 마그네슘은 특히 라디칼을 직접 제거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25,26]. 이와 같이, 해양심층수의 미네랄은 항

산화제 그 자체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구에

서 미네랄이 함유된 해양심층수도 항산화 작용을 하여 고 나트

륨으로 인해 증가했던 CAT activity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

된다.

RT-qPCR을 통한 항산화 유전자의 mRNA 발현 확인

Nuclear factor-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는 산화 스트

레스 하에서 항산화 유전자를 자극하는 조절제이다[27]. Nrf2는

억제 분자 역할을 하는 Kelch-like ECH-associated protein

(Keap1)과 결합하여 세포질에서 비활성 상태를 유지한다. 산화

스트레스는 Keap1-Nrf2 복합체의 파괴를 유발하고 Nrf2가 핵으

로 전위되도록 한다[28,29]. Nrf2는 ARE에 결합하여 heme

oxygenase-1 (HO-1), glutathione peroxidase, catalase 등의 항

Fig. 2 Effect of deep sea water on glutathione concentration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lutathione (GSH) levels was observed between

the TM and NaCl groups, whereas GSH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HM, HMLS, and HMHC groups. In particular, the HMLS and

HMHC groups had higher GSH content than the CON group

Fig. 3 Analysis of the effect of deep sea water on superoxide dismutase

activity.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superoxide dismutase

(SOD) activity between the different sample groups. However, SOD

activity was lower in the NaCl group;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comparing SOD activity levels of the CON and NaCl groups

Fig. 4 Analysis of the effect of deep sea water on catalase activity.

Catalase (CAT) activity was highest in the NaCl group and conversely

lower in the HM and HMHC groups, than in the CON group. The

protective effect of magnesium against oxidative stress gave rise to the

apparently reduced CAT activity in HM and HMHC groups,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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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효소와 관련된 유전자를 활성화한다[27].

RT-qPCR을 이용하여 NRF2 pathway에 있는 항산화 유전자

의 mRNA 발현을 측정하였다(Fig. 5). 모든 마커에서 NaCl 그

룹은 NaCl로 처리되지 않은 CON 그룹보다 더 큰 항산화

mRNA 발현을 보였다. TM군에서 Keap1 mRNA 발현은 NaCl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했으며 CON 군과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HMHC 군에서 mRNA 발현도 NaCl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감소했다. 그러나 NaCl 군과 비교하여 HMLS 군에서

Keap1 mRNA 발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5A).

HO-1의 mRNA 발현은 CON 군과 유사한 경향으로 NaCl

군에 비해 TM 군에서 낮게 발현되었다. HMHC 군 또한 NaCl

군에 비해 HO-1 mRNA가 낮게 발현되었다. HMLS 그룹에서

HO-1 mRNA 발현은 NaCl 그룹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5B).

GST-a mRNA의 발현은 NaCl 그룹에 비해 TM, HM 및

HMHC 그룹에서 하향 조절되었다. 그러나 GST-a mRNA 발현

은 HMLS 군에서 매우 증가했다(Fig. 5C). GSR mRNA의 발

현은 NaCl 군에 비해 TM 군과 HMHC 군에서 유의하게 하향

조절되었으나 HMLS 군에서는 크게 증가했다(Fig. 5D).

전체적으로, 항산화 유전자의 mRNA 발현은 TM 군에서

CON 군과 가장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HMHC

군이 CON 군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양의 독성 반응물질은 분자시스템을 손상시켜 항산화 효소의 발

현을 감소시키지만, 적당한 양의 독성 반응물질은 항산화효소의

활성과 발현을 증가시켜 산화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자 한다[30]. 우리의 연구에서, 항산화 유전자의 mRNA 발현이

NaCl 군에서 증가한 것은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네랄워터가 ROS를 제거하고 산화스트레스를 억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RNA 발현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GST-a 및 GSR의 mRNA 발현이 NaCl 군보다 HMLS 군에서

높은 증가를 보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미네랄이 함유된 해양심층수(DSW)가 신장 기능

에 미치는 항산화 효과를 세포 모델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DSW 샘플은 최적의 칼슘/마그네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

으로, 각기 다른 칼슘 및 마그네슘 비율을 가진 4가지 샘플-미

량 미네랄(TM), 고 마그네슘(HM), 고 마그네슘 저염(HMLS)

및 고 마그네슘 고 칼슘(HMHC)-로 준비되었다. 신장 세포주

HEK293를 2시간 동안 NaCl로 처리하여 ROS를 유도한 후, 마

그네슘과 칼슘 등의 미네랄이 서로 다른 비율로 용해된 물로

처리하여 ROS 농도와 항산화 효소 활성 및 단백질을 측정하였

Fig. 5 Analysis of the effect of deep sea water on antioxidant gene mRNA expression. (A) Kelch-like ECH-associated protein 1 (Keap1), (B) Heme

oxygenase-1, (C) Glutathione S-transferase-a, (D) Glutathione-disulfide reductase. Similar tendencies were observed in mRNA expression of all

antioxidant genes, between the TM and CO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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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 샘플 중 HMLS는 ROS에 대한 세포에 가장 많은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세포 내 글루타티온 함량은 HMLS 그룹과

HMHC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TM과 HMHC는 항산화

유전자의 mRNA 발현에서 대조군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DSW가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한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ROS 농도와 항산화 마커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HMLS

와 HMHC가 신장 세포 모델에서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DSW 샘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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