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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Diindolylmethane(DIM)이 Human Mammary Epithelial Cell에서

12-O-tetradecanoylphorbol-13-acetate에 의해 유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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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3'-Diindolylmethane (DIM) is a major in vivo derivative of the putative anticancer agent indole-3-carbinol,
which is present in cruciferous vegetables and has been reported to have anti-carcinogenic properties. An abnor-
mally elevated level of cyclooxygenase-2 (COX-2) has been implicated in the pathogenesis of carcinogenesi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by which DIM exhibits anti-carcinogenic effect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IM on COX-2 expression in MCF-10A human mammary epithelial cells treated with the tumor promoter
12-O-tetradecanoylphorbol 13-acetate (TPA). DIM inhibited TPA-induced COX-2 expression and suppressed
the synthesis of prostaglandin E2, one of the major products of COX-2. Nuclear factor-kappa B (NF-κB) is
a transcription factor known to play a role in regulation of COX-2 expression. Treatment of MCF-10A cells
with TPA increased nuclear translocation of phospho-p65, with the maximal levels being reached at 1 hour,
while DIM inhibited the TPA-induced nuclear translocation of phospho-p65. Overall, we demonstrated that DIM
suppresses phorbol ester-induced PGE2 production and COX-2 expression in MCF-10A cells. The reduction
in COX-2 levels by DIM maybe mediated through inhibition of NF-κB sign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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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등의 십자화과 채소(cruciferous

vegetable)에 함유되어 있는 indole-3-carbinol(I3C)은 그 자

체로 항암, 항산화, 항알레르기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1) 이

들 채소를 씹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중합되어 생성되는 3,3'-

diindolylmethane(DIM)은 항산화(2), 항신생혈관형성(3) 그

리고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암

을 억제하는 탁월한 효능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특히, DIM은 감염이나 암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증반

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염증반응은 특정 자극에 대한 생체 조직의 방어 반응 중

하나로 생체나 조직에 물리적 작용이나 화학적 물질, 세균감

염 등의 기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침습이 가해질 때 그 손상

부위를 수복 재생하려는 기전이다. 일단 자극이 가해지면

국소적으로 prostaglandins(PGs), hydroxyeicosatetraenoic

acid, leukotriene과 같은 물질이 유리되어 염증을 유발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염증반응은 도리어 점막 손상을 촉진하고,

그 결과 일부에서는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6). 최근에는 역

학조사를 통해 Helicobacter pylori에 의한 위염, 바이러스

성 간염, inflammatory bowel disease, 그리고 prostatitis 같

은 만성염증이 위암, 간암, 대장암 그리고 전립선암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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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ructure of DIM.

이 된다는 것이 발표되었고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agent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서 암의 발생율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염증과 암의 연관

성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7). 따라서 염증을 일으키는 유

전자를 억제할 경우 암의 발생과 진전을 차단할 수 있으며

(8), 암화과정 중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것은 암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염증억제는 주로

염증반응의 전사인자인 nuclear factor-κB(NF-κB)의 활성

을 억제하여 nitric oxide(NO)나 cyclooxygenase-2(COX-

2)가 생성하는 prostaglandin E2(PGE2) 등과 같은 염증 관련

인자들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기작으로 알려져 있다(9). 외부

의 자극에 의해 염증반응이 일어나면 NO, PG, 염증성 cyto-

kine과 같은 다양한 물질이 생성되며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다양한 병리학적 반응이 유도된다(10). 즉, 염증반응에 의하

여 arachidonic acid가 세포막 인지질로부터 유리되면 lip-

oxygenase(LOX) 또는 COX-2의 작용에 의해 leukotriene

또는 PG가 합성된다. COX는 COX-1과 COX-2로 나누어지

는데 다양한 세포에서 각각 다른 발현 양상을 나타낸다. COX-

1은 위 및 신장 기능의 유지, 혈소판의 형성에 필요한 PG의

합성에 작용하며(11), COX-2는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으며 대식세포에서 유도되어 암세포의 증식은

물론 종양세포의 전이나 암세포 주변의 새로운 혈관신생에

도 관여하고 자기사멸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선택

적 COX-2 저해 성분은 항염증 및 암발생 예방 성분의 발견

을 위한 중요한 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2).

NF-κB는 세포분화, 염증반응, 세포부착 등에 관련된 여

러 유전자들의 발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이

다. 활성화된 NF-κB는 핵 내로 translocation되어 표적 유전

자의 promoter regions에 있는 κB 결합자리에 결합하여 ni-

tric oxide synthase(NOS), COX-2, tumor necrosis fac-

tor(TNF)-α 그리고 interleukin(IL)-6 등 여러 염증매개물

질의 전사를 촉진한다(13). 세포에 특정 자극이 가해지면 NF-

κB signal이 활성화되어 특정 효소나 단백질을 과다하게 생

성한다. 즉, NF-κB의 자극으로 특정 유전자 발현 속도가

증가하면 관련 효소 및 단백질 생산이 늘어나서 염증성 PG

및 기타 eicosanoid 생산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킨다. 또한

NF-κB 활성이 증가하면 면역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다

양한 자가면역질환 및 염증반응이 악화된다(14). Inhibitor

(I)-κB는 세포질 내에서 NF-κB와 결합하여 NF-κB가 세포

핵 내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단백질이다. 즉, NF-κB의

부정적 기능을 막아주는 유익한 물질이다. IκB는 평소에 세

포질 내에서 NF-κB를 묶고 있다가 특정 자극을 받으면 묶

고 있는 NF-κB를 놓아준다(15).

현재 만성염증과 암 또는 다른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보고

되면서 식이섭취변화를 이용하여 염증반응을 감소시킴으로

써 질병의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16). 녹차

의 polyphenol, curcumin, 포도씨 추출물 등 식물성 화학물

질(phytochemical)은 대표적인 COX 억제제로 알려져 있다

(17-19).

본 연구팀은 선행 연구를 통해 DIM이 TPA(12-O-tetra-

decanoylphorbol-13-acetode)로 유도된 피부암의 발생을 억

제하고(20), 유방암의 폐 전이를 억제함을(21) 관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방상피세포에서 염증상태가 암의

발달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암의 전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염증반응에 미치는 DIM의 효과를 조사하고

자 하였다. 즉, 유방상피세포인 MCF-10A 세포를 사용하여

염증상태를 유도하고 DIM이 COX-2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기전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Normal mammary epithelial 세포인 MCF-10A는 Amer-

ican Type Culture Collection(Manassas, VA, USA)에서 구

입하였으며, 세포배양에 사용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Nutrient Mixture Ham's F12(DMEM/

F12)는 Gibco/BRL(Gaithersburg, MD, USA)에서 구입하였

다. Horse serum(HS), penicillin-streptomycin, trypsin-

EDTA 등은 Lonza(Walkersville, MD, USA)에서 구입하였

다. DIM(MW 246.3, C17H14N2, Fig. 1)은 LKT Laborato-

ries(St. Paul. MN, USA)에서, PGE2 assay kit는 R&D Sys-

tems(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였고 p65 anti-

body는 Santa Cruz Biotechnology(Santa Cruz, CA, USA)

에서 구입하였다. P-IκBα, IκBα, P-p65 antibody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Beverly, MA, USA)에서, β-

actin antibody와 TPA는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COX-2 antibody는 BD Transduction

Laboratories(Palo Alto,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Horse

radish peroxidase-linked anti-rabbit IgG와 horse radish

peroxidase-linked anti-mouse IgG는 Amersham(Bucking-

hamshire, England)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외에 언급

되지 않은 시약들은 Sigma-Aldrich Co.에서 구입하였다.

세포배양

인간의 유방상피세포인 MCF-10A 세포는 DMEM/F12

배지에 5% HS, 100 units/mL penicillin, 100 μg/mL strep-

tomycine과 2 mmol/L glutamine을 첨가하여 37
o
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세포가 80% confluent 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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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ate-buffered saline(PBS, pH 7.4)으로 세포의 단층

을 씻어낸 후 0.25% trypsin-2.65 mmol/L EDTA로 처리하

여 계대배양 하였고 배지는 2일마다 교환하였다. 세포의 염

증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양액에 TPA를 10 nmol/L의

농도로 첨가하였다.

PGE2 분비량 측정

MCF-10A 세포를 50,000 cells/well의 밀도로 24-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DIM이 PGE2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0 nmol/L TPA와 함께

DIM을 여러 농도(0, 5, 10, 20 μmol/L)로 처리하여 배양하였

다. 48시간 배양 후 conditioned medium을 사용하여 PGE2의

분비량을 PGE2 assay kit(R&D Systems)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세포에 TPA와 DIM을

처리한 후, 1 mmol/L iodoacetic acid와 1 mmol/L PMSF가

포함된 ice-cold PBS로 세척하였다. Scraper를 사용하여

cell을 모은 후, pellet에 lysis buffer(20 mmol/L HEPES, 1%

triton X-100, 150 mmol/L NaCl, 1 mmol/L EDTA, 1 mmol/

L EGTA, 100 mmol/L NaF, 10 mmol/L iodoacetic acid, 0.2

mmol/L PMSF, 20 μg/mL aprotinin, 10 μg/mL antipain,

10 μg/mL leupeptin, 80 μg/mL benzamidine HCl)를 넣고

4
o
C에서 40분 동안 lysis하였다. 단백질들을 분리하기 위하

여 total cell lysate(50 μg protein)를 SDS-PAGE에서 분리

한 뒤, polyvinylidene fluoride(PVDF) membrane(Millipore,

Bedford, MA, USA)에 transfer하였다. Membrane은 5%

milk-TBST(20 mmol/L tris-HCl, 150 mmol/L NaCl, 0.1%

tween-20, pH 7.5)로 blocking 하였으며, 각각의 antibody를

5% milk/TBST 혹은 5% BSA/TBST에 희석하여 incuba-

tion하였다. Antibody에 결합된 단백질의 signal은 Immo-

bilon
TM
Western Chemiluminescent HRP Substrate(Milli-

pore)를 사용한 chemiluminescence 방법을 통하여 가시화

하였다.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Total RNA는 RNeasy Mini kit(Qiagen, Valencia, CA,

USA)을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RNA(2 μg)를 Superscript II

RNase H-reverse transcriptase(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42
o
C에서 1시간 45분, 70

o
C에서 15분 반응

시켜 cDNA를 얻었다. cDNA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해

COX-2의 mRNA 발현 변화를 관찰하였다. COX-2의 pri-

mer는 Bioneer(Daejeon, Korea)에서 제작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COX-2 sense 5'-GGAGAGACTATC-AAGATAGT-

3', antisense 5'-ATGGTCAGTAGACTTTTACA-3', β-

actin sense 5'-TCATGAAGTGTGACGTTGACATCCGT-

3', antisense 5'-CCTAGAAGCATTTGCGGTGCACGATG-

3'(22). PCR product는 1% agarose gel에서 분리하여 ethi-

dium bromide로 가시화하였다.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EMSA)

Nuclear fraction의 준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

의 세포에 TPA와 DIM을 처리한 후 cold PBS로 세척하여

세포를 모았다. 세포 volume의 5배의 hypotonic buffer(10

mmol/L HEPES, pH 7.9, 1.5 mmol/L MgCl2, 10 mmol/L

KCl, 0.2 mmol/L PMSF, 0.5 mmol/L DTT, 0.5% NP-40,

10 mmol/L iodoacetic acid, 20 μg/mL aprotinin, 10 μg/mL

antipain, 10 μg/mL leupeptin, 80 μg/mL benzamidine HCl)

를 첨가하여 얼음에서 10분간 방치하였다. 10초간 vortex한

후, 원심분리(5,000 rpm, 4oC, 15분)하여 상층액을 모았다.

Pellet에는 NP-40을 포함하지 않은 hypotonic buffer를 동량

첨가하고 resuspension하여 원심분리 하였으며, 상층액은

앞서 얻은 상층액과 섞어 세포질 분획을 준비하였다. Pellet

에 3배 volume의 low salt buffer(20 mmol/L HEPES, pH

7.9, 1.5 mmol/L MgCl2, 10 mmol/L KCl, 0.2 mmol/L PMSF,

0.2 mmol/L EDTA, 0.5 mmol/L DTT, 10% glycerol)를 넣

어 suspension한 후, pellet volume과 동량의 high salt buf-

fer(20 mmol/L HEPES, pH 7.9, 1.5 mmol/L MgCl2, 1.6 mol/

L KCl, 0.2 mmol/L PMSF, 0.2 mmol/L EDTA, 0.5 mmol/L

DTT, 10% glycerol)를 dropwise 방식으로 떨어뜨리면서 잘

섞은 후, 얼음에서 1시간 배양하였다. 원심분리(25,000×g,
4oC, 30분)하여 얻어진 상층액을 핵분획으로 준비하였다. 핵

분획을 이용하여 전기영동한 후 Western blot을 통해 단백

질의 핵으로의 이동변화를 조사하였다.

EMSA: NF-κB-specific consensus oligonucleotide(5'-

AGT TGA GGG GAC TTT CCC AGG C-3', 3'-TCA

ACT CCC CTG AAA GGG TCC G-5')에 [γ-32P]ATP(5)
와 T4 kinase, 그리고 T4 kinase buffer를 첨가하여 37oC에

서 30분간 반응시키고, G-50 Sephadex column을 사용하여

radiolabeled DNA를 정제함으로써 32P-labeled oligonucleo-

tide probe를 준비하였다. Nuclear extract(8 μg)에
32P-la-

beled probe(40,000 cpm)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30분 배양하

였고, 생성된 DNA-protein complex는 5% nondenaturing

acrylamide gel에서 150 V로 분리하였으며 autoradiogra-

phy로 가시화하였다.

Immunocytochemistry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세포를 chamber slide

(NUNC, Rochester, NY, USA)에 50,000 cells/well의 밀도

로 분주하고 TPA와 DIM을 처리하였다. 처리 1시간 후 배지

를 제거하고 4% formaldehyde로 15분간 고정한 다음 0.1%

triton X-100으로 상온에서 30분간 permeabilization하였다.

이렇게 고정된 세포에 p65 antibody를 넣어 4oC에서 다음날

까지 배양하고 DAPI로 핵을 염색한 후 mounting하여 광학

현미경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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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M inhibits the TPA-induced expression of COX-2
in MCF-10A human mammary epithelial cells. (A) Cells were
treated with 10 nmol/L TPA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s. Cells
were lysed, and the total cell lysates were prepared for Western
blotting with a COX-2 antibody. (B) Cells were plated in 100 mm
dishes at 1.5×106 cells each other. After 24 hr incubation,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0, 5 or 10 μmol/L) of DIM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10 nmol/L TPA for 4 hr. Total cell
lysates were analyzed via Western blotting with COX-2 antibody.
(C)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0, 5 or 10
μmol/L) of DIM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10 nmol/L TPA
for 3 hr. Total RNA was isolated and RT-PCR performed. Photo-
graphs of chemiluminescent detection of the blots (A, B) and ethi-
dium bromide-stained gels (C), which we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re shown. (D) The relative abun-
dance of each band to its own β-actin was quantified and the
control levels were set at 1. The adjusted mean±SEM (n=3) is
shown with graph. Means without a common letter differ, p<0.05.

통계 처리

모든 분석 수치는 mean±SEM으로 나타내었다. 수집된

결과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C 프로그램

(ver. 9.2,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각 실험군들의 평균치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analysis of variance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DIM이 MCF-10A 세포에서 TPA에 의해 유도된 COX-2

발현에 미치는 영향

외부의 화학물질이나 세균 같은 염증인자가 생체에 작용

하면 생체내에서 방어기전의 하나로 염증반응이 일어난다.

염증상태에서는 COX-2와 NO synthase가 유도되어 과량의

PGE2, NO 등이 생성되며 여러 가지 질병 및 암화가 촉진된

다(23). COX-2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물질로는 growth fac-

tors, pro-inflammatory cytokines, tumor promoters 또는

bacterial toxin 등이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유방상피세포

를 이용하여 암의 발생과 진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염증상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 물질 중 tumor promoter

인 TPA를 세포에 처리하고 COX-2 단백질 발현이 최고에

달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MCF-10A 세포에 10 nmol/L

TPA를 처리하고 0, 2, 4, 8, 16시간이 경과한 후 세포를 모아

lysate를 만들어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TPA

처리 4시간 경과 후 COX-2의 발현이 최고에 달했다가 8시

간까지 지속된 후 16시간부터는 서서히 COX-2의 발현이

감소하였다(Fig. 2A). DIM이 TPA에 의해 증가된 COX-2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TPA와 동시에 DIM

을 0, 5, 10 μmol/L 농도로 처리하고 4시간 배양한 후 세포를

모아 Western blo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PA의 처리에

의하여 현저히 증가된 COX-2 단백질이 DIM의 처리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2B, 2D). 뿐만 아니라 10 μmol/

L의 DIM 처리는 TPA에 의해 증가된 COX-2의 mRNA

transcription 수준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Fig. 2C, 2D).

그러나 DIM은 iNOS의 발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data

not shown). Cho 등의 결과(5)에 따르면 LPS로 염증상태를

유도한 macrophage에서 DIM은 NO와 PGE2의 생성을 모두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결과에서는 iNOS의 발현 및

NO의 생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염증세포에서 보인

효과와는 달리 DIM은 유방상피세포에서 COX-2 inhibitor

로서의 효과만을 나타냈다.

DIM이 MCF-10A 세포에서 TPA에 의해 유도된 PGE2

생성에 미치는 영향

COX-2는 arachidonic acid로부터 prostaglandin들을 형

성하는 과정을 촉매한다(25). 본 연구에서는 TPA의 처리에

의해 증가한 COX-2 단백질과 mRNA의 발현이 DIM 처리

에 의해 감소함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세포에 TPA와 DIM

을 처리하고 48시간 배양한 후 conditioned medium을 수집

하여 COX-2에 의해 형성된 PGE2의 분비량을 PGE2 assay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GE2

의 분비는 TPA 처리에 의하여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DIM

의 처리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DIM이 MCF-10A 세포에서 TPA에 의해 유도된 NF-κB

신호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유전자의 발현은 유전자의 promotor region에 결합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transcription factor에 의해 조절

된다. NF-κB는 대표적인 transcription factor로 염증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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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M decreases the TPA-induced PGE2 production in
MCF-10A human mammary epithelial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0, 5, 10 or 20 μmol/L) of DIM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10 nmol/L TPA for 48 hr. The media was
conditioned and collected. PGE2 in the conditioned media were
measured using the PGE2 assay kit.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M (n=6). Means without a common letter differ, p<0.05.

p65 (nuclear)

Fig. 4. DIM inhibits the TPA-induced NF-κB activation in MCF-10A human mammary epithelial cells. Serum deprived cells
were treated with 0 or 5 μmol/L of DIM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10 nmol/L TPA for 1 hr. (A) The nuclear fraction was prepared
for Western blotting with p65 antibody. (B) Cells treated with 5 μmol/L of DIM were fixed, permeabilized, and then subjected to immuno-
fluorescent double staining with antibody against p65. Nuclei were counterstained with DAPI. (C) For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nuclear extracts were incubated with 32P-labeled NF-κB consensus oligonucleotide for 30 min. Each sample was subjected to
5% nondenaturing gel, and the gels were dried and visualized by autoradiography. (D) Total cell lysates were analyzed via Western
blotting with their relevant antibodies. Photographs of chemiluminescent detection of the blot (A, D) or autoradiography of the dried
gels (C), which were representative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are shown. The control levels were set at 1. The adjusted means±SEM
(n=3) are shown under each blot with graph. Means without a common letter differ, p<0.05.

매개하는 COX-2의 발현도 NF-κB에 의해 조절된다(26). 위

의 결과를 통해 DIM이 TPA에 의해 유도된 COX-2의 발현

을 억제함을 관찰하였으므로 COX-2의 발현을 조절하는

NF-κB 신호전달에 미치는 DIM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NF-

κB p65의 핵으로의 이동을 조사하기 위해 각각의 세포에

TPA와 DIM을 처리하고 1시간 배양한 후 세포를 모아 핵을

분리하였다. 핵 분획을 사용하여 Western blot을 수행한 결

과, TPA의 처리에 의해 핵으로 이동한 NF-κB p65가 증가

하였고 이는 DIM의 처리에 의해 감소하였다(Fig. 4A). 뿐만

아니라 면역염색법을 이용하여 핵으로 이동한 NF-κB p65

를 염색한 결과, Western blot 결과와 마찬가지로 TPA 처리

에 의해 NF-κB p65의 핵으로 이동이 증가하였고 증가된

NF-κB p65는 DIM 처리에 의해 감소하였다(Fig. 4B). 또한,

NF-κB DNA binding activity를 측정하기 위해 NF-κB-

specific consensus oligonucleotide(NF-κB probe)를 이용

하여 EMSA를 수행한 결과, DIM은 TPA에 의해 유도된

NF-κB DNA binding activity를 현저히 감소시킴을 관찰하

였다(Fig. 4C).

NF-κB는 보통 Rel protein[RelA(p65), c-Rel, RelB, NF-

κB1(p50/105), NF-κB2(p52/100)]의 heterodimer 형태로 I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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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nti-inflammatory ef-
fect of DIM in human mammary epithelial cells.

B라는 inhibitory protein과 결합하여 불활성 상태로 세포질

에 존재한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IκB가 인산화 되어 NF-

κB에서 분리된다. IκB가 분리되어 남은 NF-κB dimer(p50/

p65)는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하여 특정 유전자의 promoter

또는 enhancer의 κB site에 부착하여 전사를 유도한다(27).

본 연구 결과 DIM은 NF-κB의 핵으로의 이동을 감소시키고

NF-κB의 DNA binding activity도 감소시켰기 때문에 DIM

에 의한 IκB 인산화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MCF-10A 세포

에 TPA를 처리한 경우 IκB의 분해가 증가하여 total IκB

단백질 수준은 감소하였고 인산화된 IκB의 단백질 수준은

증가하였다(Fig. 4D). TPA에 의해 감소된 total IκB 단백질

은 DIM 처리에 의해 증가하였고, TPA에 의해 증가된 인산

화된 IκB 단백질 수준은 DIM 처리에 의해서 다시 감소하였

다(Fig. 4D). 또한, TPA 처리에 의해 증가한 NF-κB p65의

인산화 형태도 DIM 처리에 의해 감소하였다(Fig. 4D).

본 연구를 통해 DIM은 인간의 유방상피세포인 MCF-10A

세포에서 TPA에 의해 유도된 NF-κB signaling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COX-2의 발현을 억제하여 염증반응을 조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Fig. 5에 요약하여 나타내

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들은 DIM을 염증성 질환 예방제

또는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요 약

3,3'-Diindolylmethane(DIM)은 십자화과 채소에 포함되

어 있는 indole-3-carbinol(I3C)이 동물의 산성 위액에서 중

합되어 생성된 물질이다. 지금까지 DIM은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암 세포주에서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

며 그 기작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세포에서 암화과정 중 암의 촉진과 진행과정의 주요한

항암 표적인 항염증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방상피세포인 MCF-10A 세포에 12-Ο-

tetradecanoylphorbol-13-acetate(TPA)로 염증반응을 유

도한 후 DIM이 염증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MCF-10A 세포에서 TPA에 의해 유도된 COX-2 단백

질 및 mRNA 발현이 DIM 처리에 의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한 TPA에 의해 유도된 IκB-α의 분해, p65의 핵으로의 이

동, NF-κB DNA binding activity 역시 DIM의 처리에 의해

감소하였다. 이는 DIM이 인간의 유방상피세포인 MCF-10A

세포에서 TPA에 의해 유도된 NF-κB 신호전달체계의 활성

을 억제함으로써 COX-2의 발현을 억제하여 염증반응을 조

절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들은 DIM을 염증성

질환 예방제 또는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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