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hancement of TRAIL-Mediated Apoptosis by Genistein in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Hep3B Cells: Roles of p38 MAPK Signaling Pathway

Cheng-Yun Jin1, Cheol Park2, Sang-Eun Park3, Sang-Hoon Hong3 and Yung Hyun Choi1,4*

1Department of Biomaterial Control (BK21 program) and Blue-Bio Industry Regional Innovation Center, Dongeui University, Busan 614-714,
Korea

2Medical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gju 361-763, Korea
Departments of 3Internal Oriental Medicine and 4Biochemistry and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Busan 614-052, Korea

Received August 12, 2011 /Revised November 1, 2011 /Accepted November 2, 2011

Tumor necrosis factor-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 (TRAIL) can selectively induce apoptosis in
many types of transformed cells; however, some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s are particularly
resistant to the effects of TRAIL. Although genistein, a natural isoflavonoid phytoestrogen, has been
shown to have pro-apoptotic activity against human cancer cell lines, little is known about the mecha-
nism of genistein in terms of TRAIL-induced apoptosis. In the present study, it was investigated
whether or not combined treatment with genistein and TRAIL synergistically induced apoptosis in
Hep3B hepatocarcinoma cells. Results indicate that treatment with TRAIL in combination with non-
toxic concentrations of genistein sensitized TRAIL-resistant Hep3B cells to TRAIL-induced apoptosis,
which was associated with mitochondrial dysfunction. Further, the inhibition of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activation markedly decreased genistein and TRAIL-induced cell viability and
apoptosis by enhanced truncation of Bid, increase of pro-apoptotic Bax, decrease of anti-apoptotic
Bcl-2, and release of cytochrome c from mitochondria to cytoplasm. Activation of caspases and degra-
dation of poly (ADP-ribose) polymerase induced by the combined treatment was also markedly in-
creased by the inhibition of p38 MAPK, through the mitochondrial amplification step. In conclusion,
our data suggest that genistein sensitizes TRAIL-induced-apoptosis via p38 MAPK-dependent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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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Tumor necrosis factor (TNF) family의 일종인 TNF-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 (TRAIL)는 최근 정상세포에서는

세포독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반면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에

서 apoptosis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밝혀진 이후

가장 기대되는 항암치료제의 일종으로 인식되어왔다[1,3]. 이

러한 TRAIL의 apoptosis 유도 활성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TRAIL 수용체와 caspase-8의 발현 정도에 따라 감수성이 달라

질 수 있는데[2,35], TRAIL이 death receptor (DR) 4 및 5와의

결합에 의하여 caspase-8이 활성화되면 caspase-3 및 -7과 같은

effector caspase가 활성화되면서 세포 내 apoptosis 유도 신호

가 개시된다[34]. 하지만 최근 인체 간암세포를 포함한 많은

암세포들이 TRAIL 저항성을 획득함으로서 TRAIL에 의한

apoptosis 신호가 무력화될 수 있음이 보고되어져 오고 있다

[38]. 아마도 TRAIL 저항성의 획득은 DRs와 pro-apoptotic 단

백질인 Bax의 돌연변이나, inhibitor of apoptosis (IAP) family

에 속하는 XIAP 및 cIAP와 같은 단백질의 과발현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23,33]. 그러나 최근 TRAIL 저항성

Hep3B 간암세포에서 브루콜리나 십자화과 식물에 많이 함유

되어 있는 isothiocyanate 일종인 sulforaphane이 TRAIL에 의

한 apoptosis 유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는데,

이는 sulforaphane에 의하여 생성되는 reactive oxygen spe-

cies에 의하여 조절되는 DR5의 발현 증대에 의한 현상으로

밝혀졌다[17]. 이는 TRAIL 저항성 암세포의 효율적인 apopto-

sis 유도에 천연물의 복합처리가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한 예에 해당된다. 특히 과도한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는 범위에서의 TRAIL과 천연물의 복합처리에 의한 apopto-

sis 유도는 TRAIL 내성 극복과 동시에 안전한 항암전략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분자생물학적 기전 연구

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식이성 isoflavonoids의 섭취가 높은 집단에서 특정

암의 발병율이 낮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현상이며[8], 암의

예방 차원에서 이들 isoflavonoids의 활용성이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Genistein은 특히 대두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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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isoflavone compound의 일종으로 다양한 세포 내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왔다[16,31]. 특히 다

양한 암세포의 증식 억제, 분화 유도, 세포주기 교란 및 apop-

tosis 유도 등에 관한 genistein은 기전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

어져 왔다[9,29,30,32]. 최근 본 연구실에서도 그동안의 genis-

tein 항암효능 기전연구를 토대로[6,7,27], TRAIL 저항성 극복

가능성을 조사한 바 있다. 본 연구실의 최근 결과에 의하면

genistein은 TRAIL 저항성 위암세포에서 caspase-3의 활성 증

대를 통하여 apoptosis 유도 상승효과를 보였으며[13], TRAIL

저항성 간암세포에서 genistein은 Bid의 truncation을 촉진시

킴으로서 apoptosis 개시 신호를 활성화시켰음을 보고한 바

있다[15]. 아울러 genistein은 TRAIL 저항성 간암세포에서

TRAIL 매개 apoptosis 유도가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signaling pathway의 억제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을 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다[14,36]. 이러한 결과들은

TRAIL 저항성 암세포의 apoptosis 유도를 위하여 genistein이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포 내 신호전달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mi-

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중에서 p38 MAPK

신호 경로는 많은 암세포에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제

에 대한 암세포의 apoptosis 저항성을 일으키는 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p38 MAPK 경로의 억제는 항암활성을

가지는 약물이나 천연물에 의한 암세포의 증식 억제 및 항암

활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오고 있다

[10,11,26]. 예를 들어, 방광암세포에서 interleukin-8에 의한

TRAIL 유도 apoptosis의 억제가 p38 MAPK 경로와 연관되어

있었으며[2], apoptosis 저항성을 가지는 유방암 및 간암세포

에서 TNF 또는 TRAIL에 의한 apoptosis 유도는 p38 MAPK

signaling 활성 저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보고된 바 있다

[36,37]. 그러나 TRAIL 저항성 극복과 연관된 p38 MAPK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기전이 보고된 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TRAIL 저항성을 가지는 Hep3B 간암세포에서 TRAIL

에 의한 apoptosis 활성 증대에 genistein이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p38 MAPK가 직접적으로 관

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항체

본 연구에 사용된 propidium iodide (PI), 4,6-dia-

midino-2-phenylindole (DAPI), 3-(4,5-Dimethyl-2-thia-

zolyl)-2,5-diphnyl-2H-tetrazolium bromide (MTT) 및 5,5 V,

6,6 V-tetrachloro-1,1 V,3,3 V-tetraethyl-imidacarbocyanine

iodide (JC-1)은 Sigma (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으며,

RPMI1640 배지 및 fetal bovine serum (FBS)는 Invitrogen

Corp. (Carlsbad, CA)과 GIBCO-BRL (Gaithersburg, MD)에서

각각 구입하였다. Bcl-2, Bax, Bid, cytochrome c, poly (ADP-ri-

bose) polymerase (PARP), caspase-3, -8 및 -9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Cruz, CA)에서 구입하였고, β

-actin은 Sigma에서, peroxidase-labeled donkey anti-rabbit

및 heepanti-mouse immunoglobulin은 Amersham Life

Science Corp. (Arlington Heights, IL)에서 구입하였다.

세포배양

Hep3B 인체 간암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에서 분주 받아 10% FBS, 1%의

penicillin 및 streptomycin (Biofluids, Rockville, MD)이 포함

된 RPMI-1640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Genistein (Sigma)과 TRAIL (KOMA Biotech Inc,

Seoul, Korea)은 각각 DMSO와 PBS에 적정 농도로 녹여 배지

에 희석하여 처리하였다.

MTT assay

다양한 조건에서의 Hep3B 세포 증식 억제의 비교를 위하여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적정 조건에서 Hep3B

세포를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MTT를 0.5 mg/ml 농도로

희석하여 200 μl씩 분주하고 37℃에서 3시간 동안 다시 배양하

였다. 배양이 끝난 다음 MTT 시약을 제거하고 dimethylsulf-

oxide (DMSO, Sigma)를 1 ml씩 분주하여 well에 생성된 for-

mazin을 모두 녹인 후 96 well plate에 200 μl씩 옮겨서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모두 세 번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 오차를 Microsoft EXCEL program을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DAPI staining에 의한 세포핵의 형태 관찰

Apoptosis가 유발되었을 경우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핵의

형태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준비된 세포를 3.7% form-

aldehyde 용액으로 고정 후, 2.5 μg/ml의 DAPI 용액을 처리하

여 상온에서 15분간 염색하였다. 염색이 끝난 후 DAPI 용액을

충분하게 세척하고 mounting solution을 처리한 후 형광 현미

경(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400배의 배율로 핵의 형

태 변화를 관찰하였다.

Flow cytometry 분석

Apoptosis 유도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준

비된 세포들을 CycleTEST PLUS DNA REAGENT Kit (Becton

Dickinson, San Jose, CA)를 이용하여 고정 및 염색을 하여

4℃, 암실에서 30분 동안 반응을 시켰다. 반응시킨 세포를

35-mm mesh를 이용하여 단일세포로 분리한 후 FACSCalibur

(Becton Dickinson)를 적용시켜 형광반응에 따른 Cellular

DNA content 및 histogram을 CellQuest software 및 Modi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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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Becton Dickins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NA 단편화 분석

Apoptosis 유발의 또 다른 증거인 DNA 단편화 현상의 분

석을 위하여 준비된 세포에 lysis buffer [5 mM Tris-HCl (pH

7.5), 5 mM EDTA, 0.5% Triton X-100]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30분간 lysis 시킨 다음 14,000 rpm, 4℃에서 20분간 원심 분리

하여 상층액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상층액에 proteinase K sol-

ution (Sigma)을 0.5 m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50℃에서 3시

간 동안 반응시킨 후 phenol : chloroform : isoamyl alcohol

혼합 용액(25 : 24 : 1, Sigma)을 첨가하고 30분간 회전교반

시킨 다음 1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상층액에 적정량의 isopropanol (Sigma)과 5 M NaCl

를 첨가하여 4℃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14,000 rpm,

4℃에서 30분간 원심 분리시켜 상층액을 제거하고 DNA pel-

let을 추출하였다. DNA pellet에 RNase A가 적당량 들어있는

TE buffer를 이용하여 녹인 후, 6X gel loading dye (Bioneer,

Daejeon, Korea)를 섞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1.6% agarose gel

을 만들어서 1시간 동안 50 V로 전기영동 시킨 후 ethidium

bromide (EtBr, Sigma)로 염색하여 DNA 단편화 현상을 확인

하였다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 Δψm) 분석

다양한 조건에서 배양된 Hep3B 세포의 MMP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0 rpm으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

을 버리고 세포들만 모은 다음 500 μl의 PBS를 첨가하여 충분

히 섞은 후, 10 μM JC-1을 처리하여 20분 동안 37℃에서 반응

시켰다. 반응시킨 세포를 2,000 rpm으로 원심 분리하여 상층

액을 버리고 다시 500 μl의 차가운 PBS를 첨가하고 35 mm

mesh를 이용하여 단일세포로 분리한 후 FACSCalibur에 적용

시켜 MMP의 변화정도를 분석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에 의한 단백질 발현의 분석

준비된 세포에 적당량의 lysis buffer [25 mM Tris-Cl (pH

7.5), 250 mM NaCl, 5 mM EDTA, 1% NP-40, 1 mM phenyme-

thylsulfonyl fluoride (PMSF), 5 mM dithiothreitol (DTT)]를

첨가하여 4℃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14,000 rpm으로

3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에 있는 총 단백질을 분리하였

다. 상층액의 단백질 농도는 Bio-Rad 단백질 정량 시약

(Bio-Rad, Hercules, CA)의 사용방법에 따라 정량 한 다음 동

량의 Laemmli sample buffer (Bio-Rad)를 섞어서 sample을

만들었다. 동량의 sample을 sodium dodecyl sulphate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으로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 (Schleicher and Schuell, Keene,

NH)으로 electroblotting에 의해 전이시켰다. 분리된 단백질이

전이된 nitrocellulose membrane을 5% skim milk를 처리하여

비특이적인 단백질들에 대한 blocking을 실시하고 1차 항체를

처리하여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또는 4oC에서 over night 시킨

다음 PBS-T로 세척하고 처리된 1차 항체에 맞는 2차 항체

(PBS-T로 1:1500으로 희석하여 사용)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

시간 정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암실에서 Enhanced

Chemiluminoesence (ECL) slution (Amersham Life Science

Corp.)을 적용시킨 다음 X-ray film에 감광시켜 특정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 과

Hep3B 세포에서 genistein에 의한 TRAIL 유도 apoptosis

의 촉진

TRAIL에 의하여 유도되는 apoptosis에 미치는 genistein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100 ng/ml의 TRAIL이 처리된

Hep3B 세포에 다양한 농도의 genistein을 처리한 후 flow cy-

tometry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A에 나타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100 ng/ml의 TRAIL이 단독 처리된 경우 apoptosis

가 유발된 세포의 빈도에 해당되는 sub-G1기에 속하는 세포의

빈도가 약 7.1% 정도였으나, 12 및 25 μM의 genistein을 동시

에 처리하였을 경우, 19.2 및 32.1%로 apoptosis 유도의 정도가

매우 증가되었다. 그러나 25 μM의 genistein이 단독으로 처리

된 경우 apoptosis 유도의 정도는 2.0% 정도로서 대조군과 매

우 유사하여 Hep3B에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는 genistein 처리

농도 범위에서 genistein은 TRAIL에 의한 apoptosis 유도를

매우 효과적으로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현

상은 DAPI 염색에 의한 세포 핵의 형태변화 관찰에서도 유사

한 결과를 얻었다(Fig. 1C).

한편 미토콘드리아는 apoptosis 유도 과정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서 세포 내․외 신호 전달의 매개체

로 작용하며, 다양한 인자들의 발현 변화에 의하여 apoptosis

유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이러한 genistein의 TRAIL에 의

한 apoptosis 유도 증대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이 연관되

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MMP의 손실 정도를

조사한 결과, 100 ng/ml의 TRAIL이 단독 처리된 경우 MMP

손실의 정도가 8% 정도였음에 비하여 12 및 25 μM의 genis-

tein이 동시에 처리된 경우 MMP 손실 정도가 22 및 41%로

매우 증가되었으나, genistein 단독 처리군에서의 MMP 손실

정도는 대조군과 유사하게 나타났다(Fig. 1B).

Genistein에 의한 TRAIL 유도 apoptosis의 촉진에 미치

는 PI3K/Akt 및 MAPKs pathway의 영향

Fig. 1에서 관찰된 genistein에 의한 TRAIL 유도 apoptosis

의 촉진 효과와 연관된 phosphoinositide-3 kinase (PI3K)/Akt

및 MAPKs pathway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하여, Hep3B 세포

에 genistein과 TRAIL의 복합 처리 1시간 전에 c-Jun N-termi-



1552 생명과학회지 2011, Vol. 21. No. 11

(A)

(B)

(C )

Fig. 1. Enhancement of TRAIL-induced apoptosis and loss of MMP by genistein in hepatocellular carcinoma Hep3B cells. (A) Cells

were seeded at 1x10
5

cells/ml, and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genistein, TRAIL, or genistein plus TRAIL

for 24 hr. To quantify the degree of apoptosis, the cells were collected and stained with PI for flow cytometry analysis.

The profile represents the increase of sub-G1 population and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B) Cells grown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A) were stained with JC-1 and then incubated at 37°C for 20 min, after which

the mean JC-1 fluorescence intensity was detected using a flow cytometer.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two separate

experiments. (C) To investigate morphological changes of nuclei, cells grown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A) were stained

with DAPI solution. Stained nuclei were then observed under a fluorescence microscope using a blue filter. Magnification,

×400.

nal kinase (JNK), extracellularly responsive kinase (ERK) 및

p38 MAPK 특이적 억제제인 SP600125, PD98059 및 SB203580

과 Akt 경로 억제제인 LY294002를 선처리한 후, Hep3B 세포

의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Fig. 2A에서 알 수 있듯이 Hep3B

세포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4가지 억제제의 선처리

조건에서, JNK, ERK 및 AKT 억제제인 SP600125, PD98059

및 LY294002는 TRAIL과 genistein 동시 처리에 의한 생존율

의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p38 MAPK 저해

제인 SB203580이 동시에 처리된 경우, Hep3B 세포의 생존율

이 매우 저하되었다(Fig. 2A). 따라서 p38 MAPK 활성 저하가

TRAIL과 genistein 동시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도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어 동일 조건에서 apoptosis 유도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SB203580이 선처리된 조건에서 TRAIL과

genistein이 처리된 배지에서 배양된 Hep3B 세포의 apoptosis

가 매우 높게 유발되었다(Fig. 2B). 이러한 p38 MAPK 활성

억제제와 TRAIL 및 genistein 동시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

도 증가의 정도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apoptosis가

유도된 세포에서 관찰되는 DNA 단편화 및 염색질 응축의 정

도를 관찰하였다. Fig. 3A 및 B에서 알 수 있듯이 SB203580과

TRAIL 및 genistein의 동시 처리에 의하여 apoptosis가 거의

유발되지 않는 조건에서 배양된 Hep3B 세포에 SB203580,

TRAIL 및 genistein 3가지를 동시에 처리하였을 경우, DNA의

단편화와 염색질 응축 현상 및 전체적인 세포의 형태변형이

동반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TRAIL과 genistein 동

시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도에 p38 MAPK 신호 경로가 매

우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TRAIL과 genistein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에 미

치는 p38 MAPK의 영향

다음은 TRAIL과 genistein에 의한 apoptosis 유도에 미치는

몇 가지 주요 apoptosis 조절인자들의 발현 변화에 미치는 p38

MAPK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기와 동일 조건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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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Effects of MAPKs inhibition on genistein plus TRAIL-in-

duced growth inhibition and apoptosis in Hep3B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LY294002 (10 μM), SP600125 (20

μM), PD98059 (50 μM), and SB203580 (10 μM) for 1 hr

before combined treatment for 8 hr. (A) Cell viabilities

were determined by MTT assay.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sig-

nificance was determined using Student's t-test (*p<0.05

vs. genistein plus TRAIL). (B) To quantify the degree of

apoptosis, the cells were collected and stained with PI

for flow cytometry analysis. The profile represents the

increase of sub-G1 population and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양된 Hep3B 세포를 대상으로 Bcl-2 family에 속하는 주요 인

자 및 cytochrome c의 발현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4A에 나

타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apoptosis 유도에서 extrinsic 경

로와 intrinsic 경로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Bid의 발현이 TRAIL

및 genistein 복합 처리군과 SB203580 단독 처리군에서 약간

감소된 반면 3가지가 동시에 처리된 경우 total Bid의 발현이

거의 관찰되지 않아 truncation 형태인 tBid로 모두 전환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pro-apoptotic 단백질인 Bax의 발현

이 TRAIL, genistein 및 SB203580 복합 처리군에서 매우 증가

된 반면, anti-apoptotic 단백질인 Bcl-2의 발현은 매우 감소되

어 Bcl-2에 비하여 상대적인 Bax의 발현이 크게 증가되었고,

세포질 내의 cytochrome c 발현이 매우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MMP의 손실 정도가 3가지 동시 처리군에서

매우 증가되어(Fig. 4B), p38 MAPK 활성의 억제가 TRAIL 및

genistein의 복합 처리군에 의한 extrinsic 및 intrinsic 경로 활

(A)

(B)

Fig. 3. Effects of p38 MAPK inhibition on apoptosis induction

by genistein plus TRAIL in Hep3B cells. Cells were treat-

ed with SB203580 (10 μM) for 1 hr before combined treat-

ment for 8 hr. (A) For analysis of DNA fragmentation,

genomic DNA was extracted, electrophoresed in a 1.6%

agarose gel, and visualized by EtBr staining. (B) The cell

morphology was visualized by an inverted microscope

(Magnification, X200), or by staining the cells with DAPI

solution after fixing. Stained nuclei were then observed

under a fluorescent microscope using a blue filter

(Magnification, X400).

성을 크게 촉진시켜 apoptosis 유도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추

정된다.

TRAIL과 genistein 동시 처리군에서 caspase 활성 미치

는 p38 MAPK의 영향

이상에서 관찰된 p38 MAPK 저해제에 의한 TRAIL 및 gen-

istein의 복합 처리군의 extrinsic 및 intrinsic 경로 활성 촉진

가능성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extrinsic 및 intrinsic 경로

의 활성 개시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caspase-8 및 -9와, 대표

적인 effector caspase인 caspase-3의 발현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5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SB203580 단독 처리군 및

TRAIL과 genistein 복합 처리군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았던

활성형 caspase-8의 발현이 SB203580, TRAIL 및 genistein 복

합 처리군에서 관찰되었으며, 비활성형 caspase-9의 발현도 3

가지 복합 처리군에서 매우 감소되었다. 아울러 SB203580 단

독 처리군 및 TRAIL과 genistein 복합 처리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활성형 caspase-3의 발현도 3가지 복합 처리군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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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Effects of p38 MAPK inhibition on the mitochondrial dysfunction induced by genistein plus TRAIL in Hep3B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SB203580 (10 μM) for 1 hr before combined treatment for 8 hr. (A) Equal amounts of cell lysates (30

μg) were resolved by SDS-polyacrylamide gels, transferred to nitrocellulose membranes, and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A representative study is shown, and two additional experiments yielded

similar results. (B) Cells grown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A) were stained with JC-1 and then incubated at 37°C for

20 min, after which the mean JC-1 fluorescence intensity was detected using a flow cytometer.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two separate experiments.

Fig. 5. Effects of p38 MAPK inhibition on the caspase activation

induced by genistein plus TRAIL in Hep3B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SB203580 (5 or 10 μM) for 1 hr before

combined treatment for 8 hr. Equal amounts of cell ly-

sates (30 μg) were resolved by SDS-polyacrylamide gels,

transferred to nitrocellulose membranes, and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Actin was used as an in-

ternal control. CF, cleavage form.

우 증가되었으며, 활성형 caspase-3의 표적 단백질인 PAPR의

단편화도 3가지 복합 처리군에서만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

는 TRAIL과 genistein에 의한 extrinsic 및 intrinsic 경로가 연

계된 apoptosis 유도가 p38 MAPK 활성저해로서 더욱 촉진되

었음을 의미한다.

고 찰

TRAIL은 최근 알려진 apoptosis 유도 인자 중의 하나로서

정상세포에서는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는 반면, 암세포, 형질

전환된 세포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등에서 apoptosis

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항암전략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3,12]. 그러나 인체간암세포를 포함한 몇몇 암세

포에서 TRAIL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TRAIL의 활용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20,28,33,38], 이러한 TRAIL 저항성의 원인으로 많은 apopto-

sis 조절 유전자들의 돌연변이나 과발현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4,19,23,35]. 본 연구에서는 TRAIL 저항성 Hep3B 세포에서

대두의 대표적인 생리활성 물질로 알려진 isoflavonoid의 일

종인 genistein이 TRAIL에 의한 apoptosis 유도를 매우 촉진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세포독성을 나타

내지 않는 범위의 genistein 처리 조건에서 TRAIL에 의한

apoptosis가 genistein의 처리 농도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상

승하였음을 제시하였고(Fig. 1A 및 C), 이는 미토콘드리아 기

능의 손상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B).

TRAIL 저항성 극복을 위한 genistein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중, Lee 등[25]은 자궁경부암세포에서 genistein에 의한

TRAIL 저항성 극복이 ERK 경로의 비활성화와 연관되어 있음

을 보고한 바 있으며, TRAIL 저항성 폐암세포에서 genistein

은 Akt의 비활성화를 유도함으로서 TRAIL 유도 apoptosis 활

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7]. 본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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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행 결과에서 genistein에 의한 간암세포의 TRAIL 저항성

극복에 p38 MAPK 연관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14], MAPKs

또는 PI3K/Akt 경로 관련 총괄적인 비교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동일 조건에서 이들 경로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하여 3가지 MAPKs 저해제 및 Akt 활성 저해제

가 genistein 및 TRAIL 복합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

과, p38 MAPK 활성을 저해하였을 경우, genistein과 TRAIL

복합 처리에 의한 Hep3B 세포의 생존율을 극단적으로 저해하

였으며, 이러한 p38 MAPK 활성의 저해는 genistein 및 TRAIL

복합처리에 의한 apoptosis 활성을 매우 증가시켰음을 확인하

였다(Fig. 2 및 3). 즉 최소한 genistein 및 TRAIL 복합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도활성에는 Hep3B 세포에서 p38 MAPK 경

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그동안 보고된 genistein에 의한 암세포의 apoptosis

유도에는 현재까지 잘 알려진 apoptosis의 extrinsic 및 in-

trinsic 두 가지 주요 경로를 모두 경유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

고 있는데[18], Bid의 truncation (tBid)은 두 경로의 연결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pro-apoptotic 단백질이다. 따라서 gen-

istein과 TRAIL의 동시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도에서도

p38 MAPK의 경로를 차단할 경우 두 경로가 동시에 관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Bid의 발현 변화를 조사한 결과, p38 MAPK

저해제, genistein 그리고TRAIL이 동시에 처리된 조건에서 배

양된 Hep3B 세포에서 total Bid의 발현이 완벽하게 사라져

tBid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Fig. 4A). 아울러 동

일 조건에서 관찰된 Bax의 발현 증가와 Bcl-2의 발현 감소는

미토콘드리아의 MMP 손실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

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MMP의 손실로 정상적인 미토콘드리

아의 기능을 저해함으로서 cytochrome c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의 유출이 촉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 4). 또한

genistein과 TRAIL이 동시에 처리된 조건에서 p38 MAPK 활

성의 차단으로 인한 apoptosis 유발 과정에 extrinsic 및 in-

trinsic 경로가 모두 관여하였다면, 각각의 경로를 촉진시키는

데 관여하는 caspase의 활성이 증가되었을 것이므로 몇 가지

주요 caspase의 발현 변화를 조사한 결과, p38 MAPK 저해제,

genistein 및 TRAIL이 복합 처리된 조건에서 배양된 Hep3B

세포에서 extrinsic 및 intrinsic의 개시에 담당하는 caspase-8

및 -9의 활성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두 caspase

의 down-stream caspase인 caspase-3 활성형의 발현이 매우

증가되었다(Fig. 5). 또한 caspase-3의 표적 단백질이며 apop-

tosis가 일어난 세포에서 단편화가 관찰되는 PARP 단백질 역

시 동일 조건에서 단편화가 유도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 5).

최근 면역세포, 신경교세포, 혈구암세포, 자궁경부암세포,

간암세포 및 대장암세포 등을 이용한 연구들에서 TRAIL에

의하여 유도되는 apoptosis에 MAPKs 신호 전달계 중, p38

MAPK 경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이 보고되어져 왔다

[1,2,5,22,24,37,39]. 특히 TRAIL 저항성 유방암세포에서 TNF

에 의하여 유도되는 apoptosis 활성이 p38 MAPK의 활성 억

제로 매우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ndotoxin에 의한 혈

장 용해성 TRAIL의 발현을 증가에 p38 MAPK가 관여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37]. 이러한 결과들과 본 연구의 결과

는 암세포의 종류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p38

MAPK 신호계가 TRAIL 저항성에 연관된 apoptosis 조절에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암시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genistein에 의한 암세포의 증식억제는 세포주기 G2/M

arrest와 연관성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세포주기 교란과 연관

된 p38 MAPK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더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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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체간암세포에서 genistein의 TRAIL에 의한 apoptosis 유도 상승효과에서 미치는 p38

MAPK signaling pathway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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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L은 다양한 암세포에서 apoptosis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간암세포를 포함한 일부 암세포에서

TRAIL 저항성이 획득된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대두의 대표적인 생리활성 물질인 isoflavonoid계열 genis-

tein은 이미 많은 암세포에서 apoptotic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TRAIL에 의한 apoptosis 유도에 미치

는 영향과 기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TRAIL 저항성을 가진 Hep3B 간암세포에

서 TRAIL에 의한 apoptosis 유도를 genistein이 더욱 상승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Hep3B 세포에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는 범위의 genistein에 의한 TRAIL 유도 apoptosis 상승효과는 미토

콘드리아의 기능 손상과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genistein과 TRAIL 복합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도는 p38

MAPK 활성 저하로 더욱 상승하였으며, 이는 Bid의 truncation 증가, pro-apoptotic 단백질인 Bax의 발현 증가와

anti-apoptotic Bcl-2의 발현 감소 및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의 cytochrome c 유출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p38 MAPK 억제제는 genistein 및 TRAIL 복합처리에 의한 caspase의 활성 증가와 PARP 단백질의 단편화

를 촉진시켰으며, 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적 손상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genistein이 TRAIL에 의한 apoptosis 유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p38 MAPK 의존적

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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