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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Angelica keiskei ethanol (AKE) extract on cell death in MDA-MB-231 human
breast cancer cells. MDA-MB-231 cells were cultured in the presence 125, 150 and 175 μg/mL concentrations
of AKE for 24 hours. MTT assays demonstrated that mitochondrial dehydrogenase activities de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MDA-MB-231 cells (p<0.05). In contrast, the proportion of dual staining with Hoechst
33342/ethidium bromide(EtBr) for cell death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MDA-MB-231 cells (p<
0.05). In particular, the levels of cell death caused by apoptotic program showed marked increases in the 150
and 175 μg/mL AKE groups, as revealed by flow cytometry. An apoptotic suppressor gene, Bcl-2, significantly
decreased at the transcript level (p<0.05). The expression levels of proapoptotic genes, both Bax and caspase
3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Furthermore, the ratio of Bcl-2/Bax mRNA which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indicator of apoptosis, significantly de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p<0.05). These results
taken together indicate that, the AKE extract used in this study induces cell death in MDA-MB-231 human
breast can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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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

져 있으며, 보건복지부 보고(2008)에 의하면 국내 여성암 발

생률에서도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1). 그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이외에 지방섭취 증가와 관련하여 서구화된

식생활과 환경 변화가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2),

이에 따라 식품과 영양을 통한 예방과 치료에 대해 관심 및

연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3).

세포의 죽음은 크게 세포사멸(apoptosis)와 세포괴사(ne-

crosis)로 구분되며, 그중 apoptosis는 세포 내부의 신호에 따

른 여러 단백질 활성의 조절과 유전자의 발현을 통하여 일어

나는 능동적인 세포예정사로 알려져 있다(4). 방사선이나 열

의 충격, 독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등에 의한

세포의 손상이나 심한 스트레스로 apoptosis 반응이 나타나

며, 그 이상은 다양한 질병을 초래하는데 특히 암과 관련된다.

Apoptosis와 관련된 유전자는 Bcl-2 family 중 apoptosis

억제 유전자인 Bcl-2와 이를 유도하는 유전자인 Bax가 존재

하여 길항적으로 조절된다. 또한 apoptosis를 유도하는 경로

에서 활성화되는 protease 중, caspase가 세포사멸 시 활성화

되는 가장 중요한 실행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 효소의 활성

을 통하여 세포사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5,6).

신선초(Angelica keiskei)는 비타민 C를 비롯한 각종 비

타민과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7), 특히 유기게르마늄, chalcone, coumar-

in, saponin, flavonoid 등과 같은 생리활성물질의 성분 등이

들어 있어 항 알레르기(8), 항암(9-14), 항산화효과(15)와 간

기능 향상(16), 빈혈예방(17), 혈압감소(18) 및 인슐린 분비

를 촉진하는 효능(19)이 있어 당뇨병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식품으로 보고되어 있다.

신선초에 함유된 xanthoangelol, chalcone, coumarin 등

과 같은 생리활성물질의 그 항암효과(9-14)는 보고되었지만

AKE를 이용하여 유방암세포에 대한 세포화학적 분석을 이

용한 항암효과에 대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ethanol/water 추출물에 포함된 다양한

생리활성물질들의 복합물이 식이용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저독성 용매 및 수용성 성분들이 극대화된 AKE가 유방암세

포 MDA-MB-231에 미치는 영향을 추출물 처리농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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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포의 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핵 염색법, flow cytometry

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세포사멸과 관련된 유전자 Bcl-2, Bax,

caspase 3의 mRNA 발현을 RT-PCR을 통해 확인하여 신선

초의 항유방암 효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신선초는 2009년도에 충북 청양군 청양읍 백전리에서 수

확하여 그늘에 건조시킨 것을 경동시장으로부터 구입하여

제분공정을 통해 분말화시켰다.

시료준비

신선초 분말 80 g을 200 mL의 70% ethyl alcohol(EtOH)

에 첨가하여 4oC rocker에서 진탕하여 overnight 시킨 후,

신선초 입자 및 불용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3회의 high

centrifugation(LE-80, Beckman, Chicago, IL, USA)으로

4oC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침전물을 제거하

고 상층액을 얻었다. 그 후 speed vaccum concentration

(speed vac AES1010, Savant, New York, NY, USA)을 이용

하여 점성이 강한 액체로 농축시켜 2.4 g의 농축물을 얻었다.

이를 8 mL의 70% EtOH로 충분히 녹여내었으며, 다시 4°C

12,000 rpm에서 centrifugation으로 상층액만을 취하여 최종

건조분말기준 10 mg/mL의 신선초 에탄올 추출물을 얻었다.

추출물은 분주하여 실험할 때까지 -70oC 냉동고에 저장하였

으며, 실험 시 배양액에 필요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인체 유방암 MDA-MB-231세포(한국세포주은행)는 10%

fetal bovin serum(FBS; PAA, Exton, PA, USA), 1% pen-

icillin-streptomysin(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넣은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ed-

ium, high glucose, Welgene, Daegu, Korea)을 혼합하여 만

든 배양액에 2×105 cell/mL의 세포농도로 계대하였고 5%

CO2, 37
oC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세포가 유착, 70% 이

상 증식한 경우 phosphatate buffered saline solution(PBS)

으로 세척한 후 trypsin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Welgene)를 처리하여 culture dish에서 세포를 분

리하였고 다시 계대 배양하여 유지하였다.

시료 첨가 및 농도 결정

세포 분석을 위한 시료 첨가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MDA-MB-231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4 농도로 seed-

ing하였으며, 6시간 후 신선초추출물(Angelica keiskei ex-

tract, AKE)을 0～500 μg/mL까지 다양한 농도로 처리하였

다. 24시간 처리 후 세포 형태학적 모양변화 관찰 및 각 처리

군 별 cell counting을 이용한 half maximal inhibitory con-

centration(IC50)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포 수 감소와

형태학적 모양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변화되는 농

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과 이하의 농도인 100, 125, 150, 175

및 200 μg/mL로 좁혀 정하였고, 이 농도로 세포활성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인 AKE 처리농도는 세포 수의 감소,

세포의 형태학적 모양을 고려하여 125 μg/mL와 큰 차이가

없었던 100 μg/mL, 세포활성 측정 결과에서 세포 독성을

크게 나타내었던 200 μg/mL 처리농도는 제외하고, 125, 150,

175 μg/mL로 결정하였다. AKE 처리군에 대한 대조군

(Control)으로는 MDA-MB-231 세포의 배양액인 DMEM을

사용하였으며, 추출물 첨가에 따른 효과가 추출물의 용매인

70% EtOH 처리와 독립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실험을

한 결과 대조군에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MTT 분석

AKE 처리에 따른 MDA-MB-231 세포의 사멸을 알아보

기 위하여, 살아있는 세포의 mitochondrial dehydrogenase

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MTT(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Sigma) 분석을 이용하였

다.

Gelatin-coated된 96 well plate에 13×103 cells/well 농도

로 seeding한 후 5% CO2, 37
o
C incubator에서 6시간 증식시

킨 후, AKE를 농도별로 첨가하였다. 24시간 지속 후 PBS로

세척하고 새 배양액 100 μL에 5 mg/mL의 MTT용액 10 μL

를 혼합하여 첨가하였다. 37
o
C incubator에서 40분 반응시킨

후 현미경 명시야 DIC fillter에서 사진 촬영하여 mitochon-

drial dehydrogenase 활성 정도를 시각화하였으며, 2시간 반

응시킨 후에는 50 μL의 dimethyl sulfoxide(DMSO, Wel-

gene)를 첨가, 보라색 formazan을 용해시켜 ELISA reader

(Spectra max, Vienna, MD, USA)를 이용하여 57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결과를 정상대조군

을 100%로 하여 세포생존율을 백분율(%)로 비교하여 나타

내었고 흡광도를 50%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시료의 농도(IC50)

를 산출하였다.

Hoechst 33342/ethidium bromide(EtBr)에 의한 세

포사멸/괴사 분석

AKE 처리에 따른 MDA-MB-231 세포막의 투과성여부

확인과 apoptosis 또는 necrosis를 구분하기 위하여 DNA-

특이 형광 염료를 이용하였으며, 막 투과성이 있는 Hoechst

33322와 막 투과성이 없는 EtBr 핵산-특이 형광염료의 이중

염색법으로 Comes 등(20)과 Hoshino 등(21)의 방법을 수정

하여 적용하였다.

AKE 125, 150, 175 μg/mL을 24시간 처리 후, Hoechst

33342를 PBS에 희석하여 만든 20 μg/mL의 혼합염색액을

첨가, 15분 동안 실온에서 light-shield로 배양하였다. 이어

서 EtBr 혼합염색액을 동일한 농도로 첨가하여 5분간 배양

한 후, 즉시 형광현미경으로 각 처리군 별 3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촬영하였다. 각 영상의 Hoechst 33322 염색된 세

포 및 명시야 세포수를 총세포수로, EtBr로 염색된 핵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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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poptosis gene primer pairs and their sequences with conditions used for PCR

Genes Primer Sequence Cycle

Bcl-2
Sense
Antisense

5'-AGCTGCACCTGACGCCCTTCA-3'
5'-AGCCAGGAGAAATCACAGAGG-3'

94oC 30 sec
55
o
C 30 sec 35

72oC 1 min

Bax
Sense
Antisense

5'-ATGGACGGGTCCGGGGAGCAG-3'
5'-CAGTTGAAGTTGCCGTCAGA-3'

94oC 30 sec
58
o
C 30 sec 35

72oC 1 min

Caspase-3
Sense
Antisense

5'-TTAATAAAGGTATCCATGGAGAACACT-3'
5'-TTAGTGATAAAAATAGAGTTCTTTTGTGAG-3'

94
o
C 30 sec

58oC 30 sec 35
72
o
C 1 min

GAPDH
Sense
Antisense

5'-ACCACAGTCCATGCCATCAC-3’
5'-TCCACCACCCTGTTGCTGTA-3’

94oC 30 sec
60
o
C 30 sec 25

72oC 1 min

온전한 핵은 non-viable cells(NVN)로, EtBr로 염색된 핵이

지만 응축되고 절편화된 핵은 non-viable cells with apop-

totic nuclei(NVA)로 계상하여, 각 처리군별 총세포수, NVN

수, NVA수를 구하였고, Comes 등(20)이 보고한 formula를

이용하여 세포사멸 및 세포괴사를 구분하여 구하였으며, 이

들의 합을 세포사로 구하여 그 분석 결과를 정성적, 정량적으

로 각각 표시하였다. 모든 실험분석은 3개의 반복 군을 설정

하였고, 각 군에서 400개 이상의 세포를 계상하여 그 비율을

구하였다.

Propidium iodide(PI)를 이용한 flow cytometry(FACS)

분석

AKE 처리에 따른 MDA-MB-231 세포의 apoptosis를 보

다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FACS의 방법을 이용하였

다. Apoptosis된 세포 내 DNA를 염색해 주는 PI(Sigma)

dye를 AKE가 24시간 지속 처리된 세포에 2 μg/mL 농도로

첨가한 후 37oC incubator에 10분 방치하였다. PBS 세척을

2회 반복하였고, trypsin-EDTA로 세포를 모은 후 10,000

rpm에서 2분간 원심분리 하여 최종 남은 세포 pellett을 sin-

gle cell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모든 sample은 분석할 때까지

ice에 저장하였으며, flow cytometer(Cell Lab QuantaTM

SC, Beckman, Chicago, IL, USA)의 FL-3 filter에서 apop-

tosis된 세포를 측정하였다.

역전사-중합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ion-polymer-

ase chain reaction, RT-PCR)에 의한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

분석

사멸유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관찰하기 위해

AKE를 농도별로 처리한 MDA-MB-231 세포로부터 total

RNA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total RNA로부터 표적 유전자의 mRNA를 역전사

시켜 cDNA를 합성하고, Bcl-2, Bax, caspase 3을 첨가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PCR sample의 총 부피는 50 μL로 2 μL

의 RT산물, 5 μL의 10X buffer, 5 μL의 dNTP, 3 μL의 25

mM MgCl2, 10 pmol/uL의 sense와 antisense primer pair

(Bio-Rad, Hercules, CA, USA)를 각각 1 μL씩 넣어주고 0.2

μL의 Taq DNA polymerase(Promega)를 넣어준 후, total

volume 50 μL에 맞추기 위해서 멸균한 증류수를 첨가하였

다. Denaturation 반응은 95oC에서 3분 동안 시켰으며 94oC

에서 30초, 55, 58
o
C(primer마다 annealing 온도가 다르다)에

서 30초, 72oC에서 1분 동안 35 cycles을 반응시킨 후, 72oC에

서 10분 동안 post extension(Table 1) 시킨 후에 1.0% agar-

ose(cat No.50004, BMA, Washington, DC, USA) gel(1X

Tris-acetate-EDTA butter, 1.0% agar, 1 mg/mL EtBr)에

서 20분 동안 100 voltage에서 전기영동을 한 후 image ana-

lyzer(Gel doc XR+, Bio-Rad)로 관찰하였다. 세포관련 유전

자의 발현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하여 Image J 프로그램

(NIH, Bethesda, MD, USA; http://rsb.info.nih.gov/ij/)을

이용하였으며, 세포사멸유전자의 대조군으로 사용되는

GAPDH 수치에 대한 각각의 유전자의 상대적인 비율(%)을

결정하였고, Bcl-2와 Bax는 세포사멸지수인 Bcl-2/Bax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를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통계처리

각각의 실험은 독립적으로 3번 이상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로 표시하였다. 실험군 간의

유의성 차이는 SPSS program(IBM, Seoul, Korea)을 이용

하여 ANOVA 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MTT 분석

인체 유방암세포 MDA-MB-231에 AKE 100, 125, 150,

175 및 200 μg/mL를 24시간 지속시킨 후 MTT시약 반응

40분 후 그 영상을 촬영한 결과, 대조군은 대부분의 세포에

진한 보라색의 formazan이 형성된 반면, AKE 100, 125 μg/

mL 처리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옅은 보라색을 띄었으며,

일부 효소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세포도 발견되었다. 150 μg/

mL 처리 군에서는 부분적으로 보라색이 나타났으며,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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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 of Angelica keiskei extract (AKE) on cell
viability in human breast cancer MDA-MB-231 cells. A:
Cytochemical visualization of mitochoncrial dehydrogenase activ-
ities in MDA-MB-231. B: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nzyme
activity by MTT assay. Bars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In set is a typical appear-
ance of MTT assay 96-well microplate, showing color reaction.
The vehicle alone without AKE served as a control.

Fig. 2. The effect of Angelica keiskei extract (AKE) on cell
death by apoptosis or non-apoptosis in MDA-MB-231 breast
cancer cells. A: Morphological changes in MDA-MB-231 cells
induced by AKE. B: To quantitative analysis of cells death by
apoptosis or non-apoptosis in MDA-MB-231 cells, MDA-MB-
231 cells strained with Hoechst 33342＋ethidium bromide. The ra-
tio between apoptotic and non-apoptotic dead cells was calculated
and reported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number of cell counted.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The vehicle alone without AKE served
as a control.

200 μg/mL 처리 군에서는 매우 옅은 보라색으로 대부분의

세포에서 formazan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Fig. 1A). 이

어서 MTT시약 반응 2시간 후, formazan을 용해시켜 흡광도

를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5)(Fig.

1B), 대조군 대비 백분율로 표시하여 나타낸 결과, 100 μg/

mL 처리 군에서부터 약 30%의 세포사멸을 나타내며 점진

적인 저하를 가져왔다. 150 μg/mL 처리 군에서는 대조군

대비 약 50%의 세포사멸을 나타냈으며, 175, 200 μg/mL 처

리 군의 경우에는 Fig. 1B의 96 well plate에서 거의 무색이

나타난 것과 같이 세포사멸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MTT 분석에서 살펴본 바 AKE 처리로 인하여 MDA-

MB-231 세포의 mitochondrial dehydrogenase 활성이 저하

되어 결국 세포사멸의 증가를 가져왔다. Heo 등(22)의 연구

에서 신선초와 같은 미나리과인 당귀(Angelica gigas)의 추

출물을 유방암 세포 MCF-7에 첨가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

로 생존율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Hsu 등(12)의 연구에서는

신선초의 대표적 단일화합물인 chalcone을 유방암세포 MCF-

7과 MDA-MB-231에 0, 2.5, 5, 10 μg/mL 농도로 처리하였

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생존율 감소가 일어났고, 세포

주기 중 G2/M기로 진입 방해와 apoptosis를 유도하여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Hoechst 33342/ethidium bromide(EtBr)에 의한 세

포사멸/괴사분석

세포사멸이 일어나고 있는 핵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조

사하기 위하여 EtBr(red)와 Hoechst 33342(blue) 이중염색

을 이용하여 apoptotic 세포와 non-apoptotic 세포를 구별하

였다. Hoechst 33342/EtBr 이중염색을 통한 핵 구별 원리는

살아있는 세포일 경우 Hoechst 염색액이 침투하여 정상적

인 핵을 가지며 선명한 파란색을 나타내고, apoptotic 세포들

은 염색질 농축 등 apoptotic body가 존재하면서 파란색과

빨간색을 동시에 보인다. 또한 non-apoptotic 세포들은 EtB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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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ffect of Angelica keiskei extract (AKE) treat-
ment on the apoptosis and early apoptosis in human breast
cancer MDA-MB-231 cells. To estimate obvious apoptosis,
after 24 hr incubation with AKE, apoptosis and early apoptosis
detected by flow cytometry using PI staining. The letter M1 in
the graph represents cells stained by PI. Concentration-dependant
change in percentage of each area was shown in M1. The vehicle
alone without AKE served as a control.

염색액 침투에 의하여 선명한 빨간색만을 나타낸다(17).

AKE를 125, 150, 175 μg/mL를 처리하고 24시간 지속 후

EtBr과 Hoechst 33342 염색혼합액을 첨가하여 형광현미경

에서 사진 촬영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사멸이 관찰되

었다(Fig. 2A). 대조군에서의 세포는 둥근 모양의 핵을 가지

거나 유사분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띄며 선명한 파란색을

나타내어 대부분의 세포가 건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25 μg/mL 처리 군부터는 변형된 핵의 모양이 관찰되었으

며 EtBr 염색 세포가 발견되었다. 응축된 핵과 염색질 농축

현상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75 μg/mL 처리 군에

서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EtBr 염색이 되었으며, 심한 염색질

농축현상이 관찰되었다.

Apoptotic 세포와 non-apoptotic 세포를 구분하고 정량

수치화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세포, apoptotic 세포 및 non-

apoptotic 세포 수를 기록하여 세포사멸율을 나타낸 결과

(Fig. 2B), 유의적으로 세포사멸율이 증가하였으며(p<0.05),

그중 농도 의존적으로 나타난 apoptosis는 150 μg/mL 처리

군에서 현저한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큰 증가율을 나

타냈다. Non-apoptosis도 농도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였으나 150 μg/mL과 175 μg/mL 처리 농도에서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KE 처리에 따른 MDA-MB-231 세포의 apoptosis 급격

한 증가는 수동적 세포예정사인 necrosis와는 달리 세포 내

부의 신호에 따라 여러 단백질 활성의 조절과 유전자의 발현

을 통하여 일어나는 능동적인 세포예정사이므로 AKE의 항

암효과를 확실히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necrosis의 증가도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AKE 처리에

따른 MDA-MB-231 세포사멸에는 AKE의 독성도 작용하

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세포사멸의 증가는 MTT 분석 결

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mitochondrial de-

hydrogenase의 활성이 감소되면서 연이어 세포사멸이 증가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FACS 분석

AKE 처리에 따른 MDA-MB-231세포의 apoptosis를 보

다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early apoptosis까지 측정할

수 있는 FACS로 PI의 형광밀도를 분석한 결과,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높은 강도의 형광밀도가 관찰되었다

(Fig. 3). 유입된 전체 세포에 대한 PI 양성반응 세포의 비율

이 대조군의 경우 3.14%, 125 μg/mL 처리 군에서는 28.2%,

150 μg/mL에서는 84.75%, 175 μg/mL에서는 96.57%로 처리

군 간 크게 차이를 보이며 증가되었다. 그래프 peak의 오른

쪽 이동은 농도가 증가될수록 PI의 형광밀도가 증가하는 것

으로, 결국 DNA 손상과 apoptosis 진행이 많이 일어나 세포

농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150 μg/mL 처리 군에서 84.75%의

PI 염색세포의 급격한 증가는 175 μg/mL와는 다르게 비교

적 낮은 형광밀도를 가진 세포도 함께 측정되어 나타난 것으로

early apoptosis가 일어난 세포, 즉 apoptosis가 진행되기 시

작한 세포와 많이 진행된 세포가 공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ata 등(13)의 연구에서는 신선초 chalcone의 주요 성

분인 xanthoangelol을 신경암세포(IMR-32)와 혈액암세포

(Jurkat)에 처리한 후 apoptosis 유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flow cytometry로 측정한 결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early

apoptosis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여 다양한 암세포에서

AKE의 항암효과를 시사해 주었다. 암세포에 추출물을 처리

하였을 때 apoptosis 유도 기전은 세포주기의 G0/G1기 ar-

rest 발생으로 S기로의 진행에 영향을 주어 DNA 합성이

저해되며, 세포의 수축과 변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3), Hsu 등(12)의 연구에서 MDA-MB-231세포에

chalcone 처리 시 G2/M기로의 세포주기 진행을 막는 것으

로도 보고된 바 있다.

RT-PCR에 의한 세포사멸 유전자 발현 분석

AKE 처리에 따른 유방암 세포 MDA-MB-231의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세포사멸관련 유전

자인 Bcl-2, Bax, caspase-3을 통해 세포사멸효과를 확인하

였으며, 대조군으로는 hosue keeping gene인 GAPDH를 이

용하여 비교하였다.

Bcl-2와 Bax의 mRNA 발현

세포사멸을 억제, 지연시켜 세포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유

전자인 Bcl-2의 발현은 AKE 150 μg/mL 처리 군에서부터

대조군 대비 현저한 감소율을 보이며 모든 처리 군에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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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 of Angelica keiskei extract (AKE) on the Bcl 2, Bax, caspase-3 mRNA expression in human breast cancer
MDA-MB-231 cells. To estimate the apoptosis-related gene expression, after 24 hr incubation with AKE, total RNAs were isolated
and reverse-transcribed (RT). The resulting cDNAs were subjected to PCR with Bcl 2, Bax, caspase-3 primers and reaction products
were loaded to electrophoresis in 1% agarose gel and visualized by EtBr staining. GAPDH was served as an internal control. A: Image
of PCR products. B: Quantitative analysis of RT-PCR products. Bars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vehicle alone without AKE served as a control.

Fig. 5. The effect of Angelica keiskei extract (AKE) on the
Bcl-2/Bax ratio in human breast cancer MDA-MB-231 cells.
To estimate the apoptosis-ratio by Bcl-2, Bax gene expression,
each bar of Bcl-2/Bax ratio represents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Bars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he vehicle alone without AKE
served as a control.

의존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냈다(p<0.05)(Fig. 4A, 4B).

세포사멸 촉진 유전자인 Bax의 발현은 AKE 모든 처리 군에

서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적인 증가가 관찰되어졌으며(p<0.05)

(Fig. 4A, 4B), 특히 175 μg/mL 처리 농도에서 급격한 증가

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AKE 세포사멸의 증

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세포사멸의 지표로 사용되는 Bcl-2와

Bax의 비율을 구해본 결과, 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감소

하였다(p<0.05)(Fig. 5).

Bax는 Bax/Bax 동질이합체(homodimer) 또는 Bcl-2와

이종이합체(heterodimer)를 형성하며, 이런 Bax/Bax 동질

이합체나 Bcl-2/Bax 이종이합체의 비율이 세포사를 결정한

다. 즉, Bcl-2의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기능이 Bcl-2 family

간 균형에 의존하며, 개별 유전자의 수준보다 Bax에 대한

Bcl-2의 비율이 세포의 생존과 사멸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24,25). Yang 등(26)은 Bcl-2/Bax 이종이

합체의 비율이 50%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세포사멸이 진행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실험에서도 Bcl-2/Bax의 비

율이 150 μg/mL 처리 군에서부터 대조군 대비 50% 이하로

현저하게 감소하여 AKE는 MDA-MB-231 세포사멸을 촉

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Yin 등(27)은 다양한 자극에

의하여 세포사멸이 유도되는 세포에서 Bax단백질과 mRNA

수준이 모두 증가되며 Bax의 과잉 발현은 세포사멸을 촉진

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AKE

처리에 따른 Bax mRNA의 급격한 증가는 MDA-MB-231

세포사멸을 유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Hsu 등(12)의 연구에

서도 신선초의 단일화합물인 chalcone을 유방암세포 MCF-7

과MDA-MB-231에 처리하였을 때 Bcl-2 family인 Bax와

Bak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Bcl-2와 Bcl-XL 수준은 감소

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Caspase-3의 활성

Apoptosis를 유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활성화되는 가장

중요한 실행자인 caspase-3의 mRNA 확인 결과, 모든 AKE

처리군에서 대조군 대비 점차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며(p<

0.05)(Fig. 4A, 4B), 특히 175 μg/mL 처리 농도에서 급격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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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었다.

Caspase의 활성화는 여러 세포에서 세포사멸을 유도하며

(5), pro-caspase-3의 활성화는 cytochrome-c가 미토콘드

리아로부터 세포질로 이동하면서 시작된다(28). Bcl-2는 cy-

tochrome-c 분비와 caspase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Bax는 이와 반대로 이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Bcl-2의 감소

와 Bax 증가 결과는 caspase-3의 활성화를 가속화시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한 결과로 Yu 등(30)

의 연구에서 유방암 세포 MDA-MB-231에 피자두 아세톤

추출물을 이용하여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Bcl-2 family에 영향을 주었으며,

caspase-3의 활성을 촉진시켜 apoptosis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Chuang 등(14)의 연구에서도

신선초에 함유되어 있는 단일성분인 coumarin을 자궁암

Hela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Bcl-2의 감소와 Bax의 증가를

가져오며, cytochrome-c 분비와 caspase 활성을 증가시켜

Hela 세포의 DNA분절, 세포주기의 arrest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요 약

AKE의 농도별 처리가 인체 유방암 세포 MDA-MB-231

의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 화학적

인 방법인 MTT 분석, 이중 핵 염색법(Hoechst 33342/EtBr

staining), FACS를 통하여 세포사멸을 관찰하였다. MTT

분석 결과, 150 μg/mL 처리 군에서 대조군에 대비하여 약

50%의 세포사멸을 나타내었으며 세포사멸이 농도 의존적

으로 증가되었고(p<0.05), 이중 핵 염색법을 이용하여 세포

사의 구분 결과 능동적 세포예정사인 apoptosis가 농도 의존

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p<0.05), 특히 150 μg/mL 처리

군에서 현저한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보다 더 명확한 세포사

멸을 확인하기 위하여 FACS를 이용한 apoptosis 측정 결과,

처리군 간 크게 차이를 보이며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되었다.

세포사멸관련 mRNA 유전자 발현을 관찰한 결과,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 Bcl-2는 처리농도가 증가할수록 유의적 증가를

보였으며(p<0.05), 세포사멸 유도 유전자 Bax는 유의적 감소

를 나타내었다(p<0.05). 세포사멸의 지표인 Bcl-2/Bax의 비

율은 농도 의존적인 감소를 나타내었으며(p<0.05), 세포사

멸유도의 마지막 단계의 실행자인 caspase-3의 활성도 첨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p<0.05). 결론적으로, AKE는 유방암 세포 MDA-

MB-231의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선초의

항암효과의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향후 in vivo 실험에서

도 신선초의 항암효과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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