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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us alba L., a kind of Oriental medicinal herbs, has been traditionally used to treat pulmonary asthma and

congestion. According to recent studies, extracts of M. alba L. have showed anti-inflammatory, anti-oxidant, anti-tumor

and hypoglycemic effects. However, the molecular mechanisms on how it acts as a death-inducer in cancer cells have

not been fully understoo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ell death effects of methylene chloride extracts of M. alba

L. (MEMA) in A549 human lung carcinoma cells. It was shown that MEMA induced the apoptotic cell death proved

by increased sub-G1 phase cell population, apoptotic body formation and chromatin condensation. MEMA treatment

induced the expression of death receptor-related proteins such as death receptor (DR) 4, DR5, Fas and FasL, which

further triggered the activation of caspase-8 and the cleavage of Bi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However,

MEMA reduced anti-apoptotic Bcl-2 and Bcl-xL expression which contributed to the loss of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 and the activations of caspase-9 and caspase-3. Meanwhile, the morphological study indicated a

characteristic finding of autophagy, such as the formation of autophagosomes in MEMA-treated cells. Furthermore,

markers of autophagy, namely, the increased MDC-positive cells, conversion of microtubule-associated protein light

chain 3 (LC3)-I to LC3-II and increased beclin-1 accumulation, were observed.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demonstrated that MEMA triggered both autophagy and apoptosis in A549 cancer cells. They might suggest that M.

alba L. could be a prospective clinical application to treat human lung ca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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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백피는 뽕나무과(Mor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인 뽕나

무(Morus alba L.)의 根皮를 건조한 것으로 甘寒하며 폐로 歸經

하는 성질을 가져 예로부터 肺熱로 인한 해수, 천식 및 이뇨 촉

진에 사용되어 왔다.
1)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상백피의 혈당강하작

용
2,3)
을 필두로 항암작용

4,5)
, 항산화작용

3)
, 항염증작용

7-9)
및 신경

보호작용10) 등이 보고되어 있고, 항균 및 미백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어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11,12)

. 또

한 상백피의 항알러지 작용은 상백피가 기관지 천식에 널리 사

용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13,14). 한편 유기용매 추출법은 열수 추출

법에 비해 다양한 성분들을 분리해내는데 효과적이므로, 그동안

상백피의 유기용매 추출물이 다양하게 실험에 응용되어왔다. 유

기용매로 추출한 상백피의 phenolic compounds는 혈압강하작용

및 cyclic AMP phosphodiesterase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15,16)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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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피의 다양한 flavonoids가 항균작용을 가진다는 보고가 있었다
17). 특히 최근에는 유기용매로 추출한 상백피의 항암작용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상백피 메탄올 추출물이 암세포 독성을

가지며, 선천면역 활성을 통해 암의 전이와 성장을 막는다는 보

고 등이 있었으나18,19) 상백피의 항암효과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기전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apoptosis는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세포가 능동적으

로 죽는 과정으로서 type Ⅰ programmed cell death (PCD)로 분

류되며, 세포막의 blebbing 현상, 세포질의 응축, DNA의 절편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20). 예기치 않은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세포

가 급팽창해 파괴되면서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necrosis

와 달리 apoptosis는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세포

질 및 염색질이 수축하여 식세포의 식작용에 의해 제거되므로

주위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암세포에 효율적으

로 apoptosis를 일으키는 물질을 탐색하고 그 기전을 밝히는 것이

새로운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기본적인 과정이 되어 왔다. 그

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들은 인체에 대한 독성과 다양한

부작용들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항암제를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식용

식물이나 한약재에서 추출한 물질들이 새로이 각광받고 있다.

프로그램화된 세포죽음의 또 다른 형태로서 type Ⅱ PCD라

고 불리는 autophagy가 있다. Autophagy는 autophagosome이

라는 특이한 형태의 소낭을 형성하여 오래된 세포내 기관들을

둘러싸게 되고, 이 autophagosome이 lysosome과 결합하면서 내

부의 가수분해효소에 의해 세포 내 기관들이 분해된다21).

본 연구에서는 상백피 메틸렌클로라이드 추출물을 사용하여

A549 인체 폐암세포에 대한 항암활성을 조사해본 결과, 상백피

메틸렌클로라이드 추출물이 A549 세포에 apoptosis를 일으켜 강

력한 증식 억제능을 보였으며, 동시에 autophagy를 유발하는 것

을 관찰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상백피(M. alba L.)는 경북 영주약초시장

에서 구입하고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에서 표준품

확인을 받은 것으로, 흐르는 물에 수회 세척하여 그늘에서 하루

동안 건조시킨 후 잘게 분쇄하였다. 상백피의 에탄올(ethanol

extract of M. alba L., EEMA) 및 메틸렌클로라이드 추출물

(methylene chloride extract of M. alba L., MEMA)을 얻기 위하

여 건조된 상백피 200 g에 에탄올 및 메틸렌클로라이드를 각각

1.5 L씩 첨가하여 에탄올은 100 rpm, 60℃에, 메틸렌클로라이드

는 100 rpm, 35℃ 조건에서 5일간 교반하였다. 그 후 상층액만

분리하여 건조하고, 분말을 200 μg/ml 농도로 dimethylsulfoxide

(DMSO)에 용해시켰다. 세포 배양에 사용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fa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streptomycin은 모두 Gibco (Grand Island, NY)에서

구입하였다. 단백질 분석을 위한 모든 1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anti-rabbit 및 anti-mouse 2차 항체는 Amersham Life Science

Corp. (Arlington Heights, IL, USA)에서 구입하였다. 별도 표기

하지 않은 모든 시약은 Sigma (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다.

2. 세포 배양

본 연구에 사용된 A549 인체 폐암세포는 한국생명공학연구

소(Daejeon, Korea)에서 분양받았다. 세포의 배양을 위해 90%의

DMEM에 10% FBS와 1% penicillin streptomycin 을 첨가하여

사용하였으며, 세포는 37℃, 5% CO2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3. MTT assay를 통한 세포 생존율 조사

A549 세포에 EEMA와 MEMA를 각각 제시된 농도별로 처

리하여 24시간 처리한 후, 배지를 모두 제거하고 tetrazolium

bromide salt (MTT)를 0.5 μg/ml 농도가 되게 배지로 희석하여

분주하고 2시간동안 다시 배양시켰다. 그 후 상층액을 모두 제거

하고 DMSO로 각 well의 formazin을 녹인 후 96 well plate에

200 μl씩 분주하여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에서 540 nm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DAPI staining을 통한 핵의 관찰

MEMA를 24시간 처리한 세포들을 모아서 3.7%

paraformaldehyde로 상온에서 10분 동안 고정하였다. 그 후 상

층액을 제거하고 PBS 200 μl로 suspension하여 cytospin으로 세

포를 slide glass 위에 부착시킨 후, PBS와 DW에 번갈아 세척하

여 건조시켰다. 그 후 2.5 μg/ml로 희석시킨 DAPI solution으로

약 30분간 염색시켜 형광현미경(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

여 400배의 배율로 핵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5. Flow cytometry를 통한 세포주기 및 MMP의 정량적 분석

MEMA를 제시된 농도로 24시간 처리한 세포들을 모아

Cycle TEST PLUS (Becton Dickinson, San Jose, CA, USA)

solution A, B를 상온에서 차례로 10분씩 처리한 후, Cycle TEST

PLUS solution C를 처리하여 4℃에서 10분간 염색하였다. 그 후

DNA flow cytometer (BD FACSCalibur)를 사용하여 세포주기

분포도를 histogram으로 분석하였다.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 변화의 분석을 위해서는 MEMA를 처리한 세

포들에 10 μM로 희석한 JC-1 dye (Calbiochem)를 30분간 처리한

DNA flow cytometer를 이용하여 MMP를 측정하였다.

6. Caspase activity 측정

MEMA를 처리한 세포들을 모아 Colorimetric Assay Kits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의 사용방법에 따라 단

백질을 추출 및 정량하여 150 μg의 단백질을 먼저 96 well plate

에 주입하였다. 그 후 caspase activity kit 2 X reaction buffer 50

μl에 1 M DTT를 10 μl/ml이 되도록 섞어 96 well plate에 첨가

하고, 여기에 4 mM 기질을 5 μl씩 첨가하였다. 이 때 casp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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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질은 Asp-Glu-Val-Asp (DEVD)-p-nitroaniline (pNA),

caspase-8의 기질은 Ile-Glu-His-Asp (IETD)-pNA, caspase-9의

기질은 Leu-Glu-His-Asp (LEHD)-pNA였다. 그 후 96 well plate

의 거품을 제거하고 37℃에서 2시간 동안 처리한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7. 형광현미경과 Flow cytometer를 통한 ROS 생성 변화 관찰

A549 세포에 일정 시간동안 MEMA (75 μg/ml)를 처리한

후, 배양액에 5-(and 6)-carboxy-2’7’-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 (DCFDA)를 10 μM 농도가 되게 분주하여 20분간 37℃,

5% CO2 조건에서 배양시켰다. 그 후 세포들을 모아 PBS로 세척

후 DNA flow cytometer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형광현미경적 관

찰을 위해 MEMA 및 DCFDA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 세포들

을 모아 cytospin으로 세포를 slide glass 위에 부착시킨 후, PBS

에 두 차례 세척하여 건조시켰다. 그 후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400배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8. MDC 염색을 통한 autophagosome의 관찰

MEMA를 24시간 처리한 세포들을 모아 3.7%

paraformaldehyde로 상온에서 30분 동안 고정하였다. 그 후 상

층액을 제거하고 PBS 200 μl로 suspension하여 cytospin으로 세

포를 slide glass 위에 부착시킨 후, 0.05 mM 농도로 희석시킨

MDC으로 약 30분간 염색시켰다. 시약을 모두 제거한 후 PBS와

DW에 번갈아 세척하여 건조시키고,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400

배의 배율로 염색된 autophagosome을 관찰하였다.

9. 단백질의 분리, 전기영동 및 Western blotting

준비된 세포들을 lysis buffer [25 mM Tris-Cl (pH 7.5), 250

mM NaCl, 5 mM EDTA, 1% NP-40, 1 mM

phenymethylsulfonyl fluoride (PMSF), 5 mM dithiothreitol

(DTT)]에 1시간 가량 lysis시킨 후 Bio-rad 단백질 정량 시약과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량하였다. 그 후 Laemmli sample buffer

(Bio-rad)를 동량으로 섞어 SDS-polyacrylamide gel에 loading하

여 전기영동시켰다. 이 acrylamide gel을 electroblotting을 통해

2시간 동안 nitrocellulose membrane (Schleicher and Schuell,

Keene, NH, USA)에 옮긴 후 5% skim milk로 1시간 동안

blocking하고 1차 항체를 붙여 4℃에서 overnight하였다. 그 후

PBS-T로 세척하고 상온에서 1시간 가량 2차 항체를 붙인 후 다

시 세척하고 Enhanced Chemilunimoecence (ECL) 용액

(Amersham Life Science Corp., Arlington Height, IL, USA)을

뿌린 다음 암실에서 Kodak X-ray에 감광시켰다.

결 과

1. EEMA 및 MEMA가 A549 세포의 증식 및 형태에 미치는 영향

A549 인체 폐암세포의 생존율에 EEMA 및 MEMA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EEMA와 MEMA를 각각 농도별

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 후 MTT assay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Fig. 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EEMA와 MEMA 처리군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생존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증식억

제 효과는 MEMA 처리군에서 더욱 현저하여, 75 μg/ml 처리군

에서 EEMA는 약 92%의 세포생존율을 보였으나 MEMA는 약

41%까지 세포생존율이 감소하였다. 상백피의 열수 추출물이 6

mg/ml의 농도에서 A549 인체 폐암세포주에 약 40%의 세포생존

율을 보였다는 보고22)와 비교해보면, 상백피의 EEMA 및 MEMA

가 열수 추출물에 비해 저농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미경 관찰 결과 역시 Fig. 1B

에 나타내었듯이 EEMA 처리군에 비해 MEMA 처리군에서 더욱

현저하게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의 밀집도가 감소하였고, 부유하

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MEMA가 A549 세포의 증식억

제에 더욱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의 실

험은 상대적으로 암세포 증식 효과가 탁월한 MEMA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A

B

Fig. 1. Anti-proliferative effects of EEMA and MEMA in A549 human

lung cancer cells. A549 cells were seeded in the 6 well plate at a density
of 2.5 X 10

5
cells per well. After 24 h of stabilization, the cells were treated with

EEMA and MEMA at different concentrations for 24 h. (A) Then MTT assay was

performed.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in control cells. (B)

Cellular morphology was visualized by microscope (Original magnification, 50X).

2. MEMA 처리에 의한 A549 세포의 apoptotic body 형성 및

Sub-G1 상승

MEMA가 A549 세포에 유발하는 죽음의 형태가 apoptosis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핵에 특이적으로 염색되는 DAPI

staining을 시행한 결과는 Fig. 2A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DNA 단편화에 의한 apoptotic body가

MEMA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Apoptotic body는 MEMA 50 μg/ml 처리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75 μg/ml 처리군에서는 현저히 줄어든 세포의 밀집도

와 함께 apoptotic body는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세포주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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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sub-G1기에 있는 세포는 곧 apoptosis를 일으킨 세포를 의

미하므로, MEMA 처리에 의해 apoptosis가 일어난 정도를 정량

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MEMA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24시간 배

양한 후 DNA flow cytometry로 분석하였다. Fig. 2B에 나타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sub-G1기의 빈도가 MEMA 농도 의존적

으로 증가하여 75 μg/ml 처리군에서 약 21%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MEMA에 의한 A549 세포의 죽음이

apoptosis 유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Fig. 2. Increase of apoptotic bodies and sub-G1 phase DNA

contents by MEMA treatment in A549 human lung cancer cells. A549
cells were treated with MEMA at different concentrations for 24 h. (A) To

observe the changes of nuclear morphology, untreated control and

MEMA-treated cells were harvested and spin down. After 10 minutes' fixing, the

cells were stained with DAPI solution. Stained nuclei were then observed under

fluorescent microscope using blue filter (Original magnification, 400X). (B) To

quantify the apoptotic cells, untreated control and MEMA-treated cells were

collected and sub-G1 DNA content was evaluated using a flow cytometer.

3. MEMA 처리가 죽음수용체 경로에 미치는 영향

MEMA 처리에 의해 유발되는 A549 세포의 apoptosis가 어

떤 경로의 단백질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외인성 경로라고 불리는 죽음수용

체 경로를 구성하는 단백질들의 발현 변화를 먼저 조사하였다.

죽음수용체 경로는 죽음 신호를 전달하는 ligand와 막수용체가

결합하면서 개시되는데, FasL와 TRAIL은 대표적인 ligand이며

Fas와 DR4, DR5는 잘 알려진 막수용체이다. 일단 ligand가 수용

체와 결합하면 세포질 내의 Fas-associated death domain

(FADD)와 같은 adapter protein이 결합하여 death inducing

signaling complex (DISC)를 형성하고 procaspase-8을 자가분해

시켜 활성화시킨다
23)

. Western blotting 관찰 결과 Fig. 4A에서

나타나듯 FasL와 같은 ligand의 발현이 증가하고, Fas, DR4 및

DR5와 같은 수용체 역시 발현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MEMA

가 A549 세포에 유도하는 apoptosis는 죽음수용체 경로와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MEMA가 미토콘드리아 경로 및 미토콘드리아 막전위에 미치

는 영향

다음으로 내인성 경로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 경로를 구

성하는 단백질들의 발현 변화를 조사하였다. 성장인자나 산소의

결핍, 방사선 혹은 free radicals 등이 미토콘드리아 경로를 유발

시키는 자극원으로서, 이러한 자극이 미토콘드리아 막전위

(mitochondria membrane potential, MMP)를 저하시키면서 미토

콘드리아 내부에 존재하는 apoptosis 전구 단백질들을 세포질로

방출시키게 된다24). 이 때 방출된 cytochrome c는 procaspase-9

과 결합하여 caspase-9을 활성화시켜 apoptosis를 유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inhibitors of apoptosis proteins (IAP) family

단백질들은 이 과정을 억제하여 apoptosis를 막는 역할을 한다
25)

. 미토콘드리아 막전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

백질로서 Bcl-2 family가 있는데26), Bcl-2 및 Bcl-xL과 같은

pro-apoptosis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 막의 안정화에 기여하며,

Bax와 같은 anti-apoptosis 단백질은 이합체를 형성하여 미토콘

드리아 막전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Bcl-2 family

인 Bid는 caspase-8이 활성화되면서 절단되어 tBid (truncated

Bid)의 형태로 미토콘드리아 막에 삽입되어 미토콘드리아 막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등 죽음수용체 경로와 미토콘드리아 경로

를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27). Fig. 3B에서 나타나듯이

A549 세포에 MEMA를 24시간 처리한 결과 Bcl-2와 Bcl-xL의 단

백질 발현이 감소하였고, pro-Bid가 잘려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

였다. 이와 함께 미토콘드리아 막전위의 소실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여 75 ug/ml 처리군에서 33.28%까지 상승하였으며(Fig.

3D), apoptosis를 저해하는 IAP family 인자인 xIAP 및 cIAP-2의

발현은 모두 감소하였다(Fig. 3C).

A B

C D

Fig. 3. Effects of MEMA on the levels of extrinsic and intrinsic

pathway-related proteins in A549 cells. A549 cells were treated with
MEMA at different concentrations for 24 h, and pelleted. (A and B) Cells were

lysed and the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and

then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And, the proteins related with

(A) extrinsic pathway or (B) intrinsic pathway of apoptosis were detected by the

indicated antibodies. (C) IAP family proteins were also detected. The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the internal

control. (D) MEMA treated cells were incubated with JC-1 dye (10 μM) for 30

min in the dark, and the loss of MMP was measured by flow cytometer.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in contro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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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사슬을 통해 세포 내 reactive

oxigen species (ROS)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호흡연쇄사슬을 통해 운반되던 전자가 이탈되면서 다양한

ROS를 발생시키므로 미토콘드리아는 생체 내 ROS의 주요 발생

원이 된다. Fig. 4에 나타나듯이 MEMA (75 ug/ml) 처리에 의해

ROS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미토콘드리아

막전위가 소실되면서 막에 존재하는 호흡사슬이 제 기능을 못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결과를 통해 MEMA가 A549 세포에

유도하는 apoptosis는 죽음수용체 경로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

아 경로도 거치며, Bid의 절단을 통해 두 경로가 밀접하게 연관

됨을 유추할 수 있었다.

A

B

Fig. 4. Effects of MEMA on ROS generation in A549 cells. Untreated
control and MEMA-treated cells were incubated with H2DCFDA dye (10 μM) for

20 min in the dark. (A) Stained cells were fixed for 10 min and observed under

fluorescent microscope (original magnification, 400X). (B) MEMA-treated cells

were collected, washed, and the relative ROS generation was measured by flow

cytometer.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in control cells.

5. MEMA가 caspases 활성에 미치는 영향

MEMA 처리에 의해 A549 세포에서 죽음수용체 경로와 미

토콘드리아 경로를 모두 활성화시키는 것을 관찰하였으므로(Fig.

3), 이들 경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caspases가 활성화되는지 여부

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Fig. 5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활성상태

인 procaspase-8과 procaspase-9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

며, procaspase-3 역시 현저히 감소하였다. Fig. 5B에서 in vitro

caspases 활성도를 정량화한 결과 또한 농도 의존적으로

caspase-3, -8 및 -9의 활성도가 3배 가량 상승하였으며, 이 중

caspase-3 활성도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통해 MEMA 처리에 의한 A549 세포의 apoptosis는 caspases의

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caspase-3의 기질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poly

(ADP-ribose) polymerase (PARP)는 apoptosis 유발 시 활성화

된 caspase-3에 의해 분해되어 정상세포의 DNA 수복이나 유전

자 안정성을 유지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28)

, Fig.

5A에 나타나듯이 PARP의 단편화가 MEMA 처리 농도 의존적

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MEMA가 A549 세포에 유발한

apoptosis는 caspases의 활성화와 그 기질단백질의 단편화에 의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A

B

Fig. 5. Effects of MEMA on the activation of caspases and

degradation of PARP in A549 cells. (A) A549 cells were treated with
MEMA at different concentrations for 24 h, and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And

then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The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ECL solution. 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B) After 24

h treatment with MEMA, the cells were harvested and incubated for 2 h with

substrates, DEVD-pNA, IETD-pNA and LEHD-pNA, for caspase-3, -8 and -9

activities, respectively. Then released fluorescent products were measured using

ELISA reader.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in control cells.

6. MEMA 처리에 의한 autophagy 유발

Fig. 6A에 제시한 MEMA 처리 24 시간 후 현미경 관찰 결

과, 흥미롭게도 일반적인 apoptosis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작은

소낭들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소낭들은 50 μ

g/ml 농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75 μg/ml 처리군에서 현

저히 증가하였다. 프로그램화된 세포 죽음의 또 다른 형태인

autophagy가 일어날 시 이러한 소낭들이 발견되는 것이 알려져

있으므로, MEMA 처리에 의해 나타나는 소낭들이

autophagosome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autophagosome을 특이하

게 염색하는 MDC dye를 이용해 세포를 염색한 후 형광현미경

을 통해 관찰하였다. Fig. 6B에 제시하였듯이 MEMA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MDC dye에 염색된 작은 점들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미경상 나타난 소낭들이 autophagosome임을 알 수 있었

다. 다음은 MEMA 처리에 의해 autophagy가 유발되었음을 단백

질 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autophagy와 관련된 단백질들을

Western blotting을 통해 관찰하였다. Autophagy 시 발현이 증

가하는 단백질로서 Beclin-1과 LC3가 있는데, Beclin-1은

autophagosome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LC3는

autophagy가 일어나면 LC3의 두 가지 형태 중에서 LC3Ⅰ form

이 LC3Ⅱ form으로 전환되면서 autophagosome의 막에 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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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autophagosome의 직접적인 지표가 된다29,30). Beclin-1

과 LC3의 발현 변화를 관찰한 결과 Fig. 6C에 나타나듯이

Beclin-1과 LC3Ⅱ form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발현이 증가하였

다. 이들 결과는 A549 세포에서 MEMA 처리에 의해 apoptosis

뿐만 아니라 autophagy가 동시에 유발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A

B

C

Fig. 6. Induction of autophagy by MEMA treatment. A549 cells were

treated with MEMA at different concentrations for 24 h. (A) Cellular
morphology was visualized by microscope (Original magnification, 200X). (B) For

the visualization of autophagosomes, the untreated control and MEMA-treated

cells were fixed with 3.7% paraformaldehyde for 30 min and incubated with

MDC dye (0.05 mM) for 30 min at room temperature. The cells were then

washed twice with PBS and immediately observed under a fluorescence

microscope (Original magnification, 400X). (C) MEMA treated cells were lysed

and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And then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The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ECL solution.

Actin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고찰 및 결론

암은 세포주기 조절에 장애가 생겨 세포가 과증식하거나 적

절한 시기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죽지 않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31)

. 실제로 암세포 내에는 apoptosis 저해 단백질인 Bcl-2의

과발현과 apoptosis 전구 단백질인 Bax의 저발현32),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분비하는 FasL에 대한 수용체인 Fas가

저발현되는 등
33)

apoptosis를 저해하는 기전이 다양하게 존재한

다. 따라서 암세포의 apoptosis를 조절하는 것이 그동안 암 치료

의 주요 타겟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수 십년 동안 암 치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은 주요

한 사망원인을 차지하며, 특히 폐암은 5년 이상 생존률이 15%

미만으로 효과적인 치료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34)

. 현재 개발되

어 있는 항암치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됨에 따

라 인체 부작용이 적은 식용식물이나 한약재에서 새로운 물질을

추출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甘寒하며 폐로 歸經하는 성질을 가진 상백피

의 메틸렌클로라이드 추출물(MEMA)을 이용하여 A549 인체 폐

암 세포주에 대한 항암활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MEMA가 처

리된 A549 세포의 생존율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세

포막의 특이적 blebbing 현상, apoptotic body 형성, sub-G1기 세

포의 증가 등을 통해 MEMA에 의한 A549 세포의 증식 억제가

apoptosis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흔히 apoptosis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DISC를 형성하여 caspase-8을 활

성화시키는 죽음수용체 경로와 미토콘드리아 막전위가 감소하면

서 cytochrome c가 세포질로 방출되어 caspase-9과 복합체를 형

성하는 미토콘드리아 경로가 그것이다. 미토콘드리아 경로는

Bcl-2를 포함한 anti-apoptotic 단백질과 Bax를 포함한

pro-apoptotic 단백질의 상대적인 비율에 의해 조절받으며, 활성

화된 caspase-8 및 -9에 의해 최종적으로 caspase-3이 활성화되고

그 기질인 PARP 단백질이가 잘리면서 apoptosis가 일어나게 된

다35-37). MEMA 처리에 의해 유도된 apoptosis가 어떤 경로의 단

백질들을 통해 유발되었는지 Western blotting으로 확인해본 결

과, MEMA는 죽음수용체 경로와 미토콘드리아 각각 경유하는

caspase-8과 -9를 활성화 시켰으며, 두 경로는 caspase-8의 기질

단백질인 Bid가 잘려 tBid의 형태로 미토콘드리아에 삽입되어

미토콘드리아 막전위(MMP)의 소실을 이끌면서 서로 연결될 것

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아울러 caspase-8 및 -9의 활성화를 통해

마지막으로 caspase-3이 활성화되었으며, 그 기질 단백질인

PARP도 단편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MEMA 처리 시 apoptosis 뿐만 아니라 autophagy가

유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현미경 관찰 시 나타나

는 작은 소낭이 autophagosome을 특이적으로 염색하는 MDC

dye에 의해 염색되었으며, autophagy와 관련된 대표적 단백질인

Beclin-1과 LC3Ⅱ form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

다. 흥미롭게도 Beclin-1은 25 μg/ml 처리군부터 발현이 증가하

기 시작하여 75 μg/ml 처리군까지 유지되었으며, LC3Ⅱ form은

25 μg/ml 처리군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50 μg/ml 처리군부터

발현이 증가하여 75 μg/ml 처리군에서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

것은 Beclin-1이 autophagosome을 형성하기에 앞서 필요한

Beclin-1/class Ⅲ phosphoinositide-3-kinase (PI3K) 전구 복합체

를 만든다는 보고38,39)와 같이 autophagy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Beclin-1이 LC3보다 먼저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LC3

Ⅱ form은 autophagosome의 막에 결합하여 autophagosome 형

성의 직접적인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LC3Ⅱ form이 50 μg/ml

처리군에 이르러서야 증가하는 것은 현미경상 25 μg/ml 처리군

에서는 autophagosome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50 μg/ml 처

리군부터 autophagosome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과 동일한 경향

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autophagy를 유발하는데 있어서 미토콘드리아의 역할

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연구 분야로서 다양한 실험 결과가 보고

되어 왔다. 미토콘드리아는 전자전달계를 통해 세포 내 중요한

대사과정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며, ROS의 항상성 유지에 핵심

적인 역할을 한다. Chen et al.40)과 Kim et al.41)은 각각 미토콘드

리아 전자전달계 저해제 혹은 selenite 처리에 의해 ROS가 생성

되면서 autophagy가 유발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최근에는 미토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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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아 선택적 autophagy인 mitophagy라는 개념도 제시되고 있

다42). 본 연구에서도 MEMA 처리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미토

콘드리아의 막전위가 소실되었으며(Fig. 3D) 이와 함께 ROS가

증가하였으므로(Fig. 4) MEMA에 의해 유발되는 autophagy가

미토콘드리아 손상 및 ROS 발생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최근 항암 치료 중에 암세포가 apoptosis에 저항성을 나타내

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다른 형태의 세포사를 연구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가 됨으로써, 상백피 메틸렌클로라이드 추출물이

apoptosis 뿐만 아니라 autophagy를 동시에 일으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Autophagy는 스트레스나 노화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가분해과정

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세포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어

autophagy가 암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논란이 분분한 상태이다
43,44)

. 예컨대 Song et al.
45)
은

autophagy가 초기에는 암세포의 생존기작으로서 작용하지만, 지

속적인 스트레스 시에는 autophagy의 과도한 자가분해 및

apoptosis 유도로 결국 세포사멸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암세포의 생존과 사멸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autophagy가 그 기능과 조절 기작이 세밀하게 밝혀진다면 암 치

료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백피 메틸렌클로라이드 추출물

이 A549 인체 폐암세포주에 apoptosis를 일으켜 암세포의 증식

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것을 통해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대

안 물질로서 상백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백피 메틸

렌클로라이드 추출물 중에서 과연 어떤 성분이 apoptosis를 일으

키는 데에 주요한 작용을 했는지, 더불어 MEMA 처리에 의해 유

발된 autophagy가 A549 암세포의 사멸 기작으로서 작용했는지

혹은 생존 기작으로서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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