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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암 세포에서 PI3K/AKT 신호 달계 차단에 의한 동충하  
유래 Cordycepin의 Apoptosis 유발 효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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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ptosis in Human Gastric Can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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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PI3K)/Akt signaling pathway plays a crucial role in cancer occurrence 
by promoting cell proliferation and inhibiting apoptosis. In the present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 of a PI3K inhibitor, 
LY294002, on the chemosensitivity of gastric cancer cells to cordycepin, a predominant functional component of the 
fungus Cordyceps militaris, in AGS human gastric cancer cells and investigated possible underlying cellular mechanisms. 
Our results revealed that cordycepin inhibited viability of AGS cell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and induced 
apoptosis, as determined by apoptotic cell morphologies and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analysis associated 
with attenuated activation of the PI3K/Akt signaling pathway. Treatment with cordycepin in combination with a subtoxic 
concentration of LY294002 enhanced cordycepin-induced cytotoxicity and apoptotic potentials in AGS cells. Sensitiza-
tion of LY294002 to cordycepin-induced apoptosis was accompanied by activation of caspases (caspases-3, -8, and 
-9) and was concomitant with poly(ADP-ribose) polymerase cleavage. Moreover, LY294002 up-regulated pro-apoptotic 
Bax and enhanced truncation of Bid in cordycepin-treated AGS cells, which was connected with increased loss of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and release of cytochrome c from mitochondria to the cytosol.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hibition of the PI3K/Akt signaling pathway could augment cordycepin-induced apoptosis 
in human gastric cancer cells by up-regulating caspase activity through mitochondrial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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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충하초는 전통 동양의학에서 임상적으로 허약 증상, 만

성기관지염, 거담과 천식, 폐결핵, 빈혈 및 병후 허약 등에 

처방되어 왔다(1). Cordycepin(3'-deoxyadenosine)은 동

충하초 Cordyceps 속에 속하는 균에서 분리되었으며, 구조

적으로 deoxyadenosine과 매우 유사한 adenosine nu-

cleoside의 ribose 3번 탄소에 산소가 없는 adenosine an-

alogue이다(2). Cordycepin의 효능은 1970년대 핵산 합성 

억제, 특히 polyadenylation 억제 효과가 알려지면서 다양

한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3). Cor-

dycepin의 강력한 항암 활성은 이미 많은 논문에서 보고된 

바 있는데, 이는 암세포의 능동적 죽음에 속하는 apoptosis 

유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4-13). Apoptosis가 유

도되는 동안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cysteine- 

dependent aspartate-directed protease 군에 속하는 

caspase의 활성 증가이다(14,15). 일반적으로 caspases는 

initiator caspases(caspase-8, -9 및 -10)와 effector 

caspases(caspase-3, -6 및 -7)로 구분되는데, initiator 

caspases의 활성 증가에 의하여 effector caspases가 활성

형으로 전환되는 caspase cascade 경로를 거치게 된다. 특

히 initiator caspases 중에서 caspase-8과 -9는 apopto-

sis의 주요한 두 가지 경로인 extrinsic 및 intrinsic path-

way의 개시를 알리는 데 관여하는 대표적인 caspase이다

(16,17). 활성화된 effector caspases는 DNA repair에 관

여하는 poly(ADP-ribose) polymerase(PARP)를 포함한 

다양한 기질 단백질의 절단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세포의 

죽음을 종결짓는다(18). 

Caspase의 활성 유도와 연관된 cordycepin의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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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에서 확인된 바 있는데, 

그 과정에 calcium-calpain-caspase 경로가 관여하기도 

하며(7), 활성산소종의 형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9,12). 또한 cordycepin에 의한 암세포의 apoptosis 유도

에는 autophagy가 관여하기도 하며(8,10,11), 특히 유방암

세포에서는 estrogen receptor가 비의존적으로 apoptosis

를 유도하였다(8). 한편 특정 약물에 의한 암세포의 apop-

tosis 유도는 세포주기의 교란과 동반되기도 하는데, cor-

dycepin의 경우 암세포의 종류에 따라 S기 arrest(19) 또는 

G1기 arrest(13)를 유발하기도 하여 암세포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4,20). 아울러 cordycepin은 항암제 저항성

의 극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21,22), cordycepin의 

apoptosis 유도에는 일반적으로 extrinsic 및 intrinsic path-

way의 두 경로를 모두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암세

포의 종류에 따른 약간의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13, 

23,24). 

한편 세포 내 다양한 신호 전달계 중에서 phosphoinosi-

tide 3-kinase(PI3K)는 대표적인 downstream effector인 

Akt와 함께 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5,26). 특히 위암 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암세포의 악성 

종양화 과정은 PI3K/Akt 신호계의 비정상적인 활성 증가와 

연계되어 있으며(27-30), 암 화학요법에 대한 항암제 저항

성 취득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31,32). 특히 anti-apop-

totic 단백질에 속하는 survivin과 Bcl-2 같은 유전자들의 

발현이 Akt에 의하여 조절을 받고 있으며, caspase 활성 

억제에도 관여한다(28,33,34). 따라서 PI3K/Akt 신호계의 

차단은 암세포의 증식 억제와 apoptosis 유도를 위한 효율

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30,35). 비록 cordycepin의 

항암 활성과 연관된 PI3K/Akt 신호계에 대한 역할은 구체적

으로 알려진 바 없으나, 최근 본 연구실에서 cordycepin에 

의한 인체 전립선암세포의 이동과 침윤성의 억제는 PI3K/ 

Akt 신호계의 활성 억제와 연관성이 있었으며(36), 백혈병 

세포의 telomerase 활성 억제에도 PI3K/Akt 신호계의 불

활성화와 직접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37). 또한 

Pan 등(38)은 cordycepin에 의한 간질 세포종의 apoptosis 

유도가 PI3K/Akt 신호계에 의하여 조절 받을 수 있음을 제

시한 바 있다. 이들의 결과에서 PI3K/Akt 신호계의 차단은 

cordycepin에 의한 암세포의 전이 억제, telomere 길이의 

신장 억제 및 apoptosis 유도에 모두 유의적인 감수성 증대 

효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cordycepin의 항암 활성

과 연관된 PI3K/Akt 신호계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하여 인체위암 세포를 대상으로 cordycepin에 의한 

세포증식 억제에 따른 apoptosis 유도에 PI3K/Akt 신호계

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PI3K/Akt 신호계 억

제제를 이용한 cordycepin에 의한 apoptosis 유도 효능 증

대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배양 및 생존율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AGS 인체위암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였으

며, 10% fetal bovine serum, penicillin 및 streptomycin 

등이 혼합된 RPMI 1640 배지(Gibco-BRL, Grand Island, 

NY, USA)를 이용하여 37oC, 5% CO2 조건하에서 배양하였

다. Cordycepin(MW, 251.2; product no. C3394)과 LY 

294002는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 및 

Calbiochem(San Diego, C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di-

methyl sulfoxide(DMSO, Sigma-Aldrich Co.)에 녹인 후 

적정 농도로 배지에 희석하여 처리하였다. 최종 DMSO의 

농도는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0.5% 이내로 사용하였다. 

Cordycepin 단독 및 LY294002와의 복합처리에 따른 AGS 

세포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적정 조건에

서 배양 후, 2,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세포를 모은 다음 0.5% trypan blue 용액(Gibco 

BRL)을 2분간 처리한 후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도립 

현미경(inverted microscope, Carl Zeiss, Oberkochen, 

Germany)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계수하였다.

핵의 형태 변화를 통한 apoptosis 유도 확인

전형적인 apoptosis가 유발되었을 경우 핵의 형태적 변

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준비된 세포들을 phosphate-buf-

fered saline(PBS)으로 2~3회 수세 후 0.1 M phosphate 

buffer(pH 7.2)에 희석된 2.0% paraformaldehyde 고정액

(Sigma-Aldrich Co.)으로 1시간 세포들을 고정하였다. 고

정 후 세포들을 PBS로 수회 수세한 다음 0.05 M phosphate 

buffer(pH 7.2)에 2.5 μg/mL의 농도로 희석된 4,6-dia-

midino-2-phenylindole(DAPI, Sigma-Aldrich Co.) 용액

으로 상온 암하에서 15분간 염색하였다. 이를 다시 PBS로 

수회 수세한 후 형광현미경(fluorescence microscope, Carl 

Zeiss) 하에서 핵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Apoptosis 유발의 정량적인 비교

Cordycepin과 LY294002의 단독 및 복합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발 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준비된 

세포들을 모은 다음 2,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이들 세포를 PBS를 이용하여 2~3회 

정도 세척하고 Annexin V binding buffer(Becton Dickin-

son, San Jose, CA, USA)에 부유시킨 다음 Annexin V- 

fluorescein isothiocyanate(FITC) 및 propidium iodide 

(PI)를 처리하여 암실에서 20분 동안 반응을 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세포를 35-mm mesh를 이용하여 단일 세포로 분리

한 다음 flow cytometer(FACSCalibur, Becton Dickinson)

에 적용해 apoptosis가 유발된 세포(V+/PI–)를 형광반응에 

따라 분석하였다. 아울러 세포주기 분포도에서 apoptosi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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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된 세포의 집단에 해당하는 sub-G1기의 세포 빈도를 

정량하기 위하여 Cycletest Plus DNA Reagent kit(Becton 

Dickinson)을 이용하여 고정 및 염색을 하여 4°C, 암실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시킨 세포를 flow cytometer에 

적용해 형광반응에 따른 cellular DNA content 및 histo-

gram을 분석하였다.

단백질의 분리 및 western blot analysis

특정 단백질의 발현 변화 분석을 위해 25 mM Tris-Cl 

(pH 7.5), 250 mM NaCl, 5 mM ethylenediaminetetra 

acetic acid, 1% nonidet P-40, 0.1 mM sodium orthova-

nadate, 2 μg/mL leupeptin 및 100 μg/mL phenylmethyl-

sulfonyl fluoride가 함유된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단백질

을 분리하였다. 아울러 세포질 및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mitochondrial fractionation kit(Active-

motif, Carlsbad, CA, USA)을 사용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Bio-Rad 단백질 정량 시약(Bio-Rad, Hercules, CA, USA)

을 이용하여 정량한 다음 동량의 Laemmli sample buffer 

(Bio-Rad)를 섞어서 sample을 만들었다. 분리된 단백질들

의 농도를 측정한 후, western blot analysis를 위해 동량의 

단백질들을 sodium dodecyl sulfate(SDS)-polyacryl-

amide gel electrophoresis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PVDF 

membrane(Schleicher & Schuell, Keene, NH, USA)으로 

전이시켰다. 각각의 membrane에 적정 항체 및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Amersham Corp., Arlington 

Heights, IL, USA) 용액을 이용하여 단백질들의 발현 변화

를 조사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1차 항체들은 Santa Cruz 

Biotechnology Inc.(Santa Cruz, CA, USA) 및 Calbio-

chem(Cambridge, M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2차 항체

들은 Amersham Corp.에서 구입하였다. 

In vitro caspase activity 측정

Apoptosis 유발 연계 caspase의 활성 정도가 cordyce-

pin 단독 및 LY294002와의 복합 처리에 따라 어떠한 변화

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준비된 세포를 모은 뒤 상기

와 같은 방법으로 단백질을 추출하고 정량하였다. Caspase 

activity assay kit은 R&D Systems(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150 μg의 단백질이 함유된 50 μL

의 sample에 기질 100 μM이 함유된 reaction buffer[40 

mM HEPES(pH 7.4), 20% glycerol(v/v), 1 mM EDTA, 

0.2% NP-40 and 10 mM DL-DTT] 50 μL를 혼합하여 

각 sample 당 총량이 100 μL가 되게 하였다. 여기에 각 

caspase 기질 5 μL를 첨가하여 37°C, 암실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05 nm의 흡광도에

서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기질은 

caspase-3의 경우에는 Asp-Glu-Val-Asp(DEVD)-p-ni-

troaniline(pNA)이었고, caspase-8의 경우에는 Ile-Glu- 

Thr-Asp(IETD)-pNA였으며, caspase-9은 Leu-Glu-His- 

Asp(LEHD)-pNA였다.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MMP, Δψm)의 분석

Cordycepin 단독 및 LY294002와의 복합 처리에 따른 

MMP 값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준비된 세포들에 10 

μM의 5,5',6,6'-tetrachloro-1,1',3,3'-tetraethyl-imida-

carbocyanine iodide(JC-1, Sigma-Aldrich Co.) 용액을 

처리하여 20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PBS를 첨가하여 세포를 부유시킨 다음 

flow cytometer에 적용해 MMP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Sigma 

Plot(Systat Software Inc., San Jose, CA, USA)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얻었다. 모든 통계처리

의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Cordycepin에 의한 AGS 세포의 생존율 저하 및 apopto-

sis 유도

생명체의 정상적인 생명유지와 발생과정에 필수적인 ap-

optosis는 병리학적인 요인에 의한 세포의 죽음인 necrosis

에 비하여 다양한 세포 내외 인자들이 관여하는 신호전달과

정을 통한 능동적인 세포 자멸 현상이다. 전형적인 apopto-

sis가 일어난 세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변화는 

형태학적으로 세포의 크기가 축소되며, 핵의 응집과 DNA의 

단편화이다(16). Cordycepin 단독 처리가 AGS 세포의 생

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도(0~25 μg 

/mL)로 24시간 처리한 후, trypan blue 용액으로 염색하고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세포의 수를 계수하

였다. Fig.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AGS 세포에 cordycepin

의 처리 농도 증가에 따라 trypan blue 용액에 염색이 되지 

않은 세포의 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Cordycepin 처리에 따른 AGS 세포의 생존율 억제가 

apoptosis 유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정상 및 cordycepin이 함유된 배지에서 배양된 세포를 

대상으로 핵산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형광물질인 DAPI 염

색을 하였다. Fig. 1B에 나타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 

배지에서 자란 AGS 세포에서는 핵의 형태가 뚜렷하게 염색

되었으나 cordycepin이 처리된 세포의 경우는 처리 농도의 

증가에 따라 apoptosis가 일어난 세포에서 전형적으로 관찰

되는 염색질 응축에 의한 apoptotic body의 형성이 점차 

증가하여 DNA의 단편화가 초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

울러 cordycepin 처리에 따른 apoptosis 유발 정도를 An-

nexin V 염색으로 통하여 확인한 결과, cordycepin 처리 

농도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20 μg/mL 및 25 μg/mL 

처리군에서 정상배지에서 배양된 세포에 비하여 약 9.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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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hibition of cell viability and induction of apoptosis by 
cordycepin in AGS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cordycepin for 24 h. (A) Living cell number 
were determined by hemocytometer counts of trypan blue ex-
cluding cells.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the vehicle 
treated control±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P<0.05 vs. 
untreated control). (B) The cells were fixed and stained with 
DNA specific fluorescent dye DAPI solution. The stained nuclei 
were observed under a fluorescent microscope (Original magni-
fication, 400×). (C) To quantify the degree of apoptosis in-
duced by cordycepin, cells were stained with FITC-conjugated 
Annexin V and PI for DNA flow cytometry analysis. Apoptotic 
cells are determined by counting the % of Annexin V+/PI– cells 
and the percent of Annexin V+/PI– cells. Results shown are ex-
pressed as the mean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Fig. 2. Inactivation of PI3K/Akt signaling pathway by cordyce-
pin in AGS cells. (A) After treatment with the indicated concen-
trations of cordycepin for 24 h, the cells were lysed and then
equal amounts of cell lysates were separated on SDS-polyacryla-
mide gels and transferred to PVDF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and the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및 18.9배로 증가하였다(Fig. 1C). 이러한 결과는 cordy-

cepin 처리에 의한 AGS 세포의 생존율 억제가 apoptosis 

유도와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AGS 위암 세포에서 cordycepin의 apop-

tosis 유도 활성의 정도는 전립선암세포나 대장암세포 등에 

비해 저농도에서 apoptosis 유도능을 보였으며, 백혈병 세

포들과 비교했을 경우 유사한 정도의 감수성임을 알 수 있었

다(9,11,13).

AGS 세포에서 cordycepin의 apoptosis 유발에 미치는 

PI3K/Akt 신호계의 영향

이상에서 관찰된 cordycepin에 의한 AGS 세포의 생존율 

억제 및 apoptosis 유도가 PI3K/Akt 신호계와 연관성이 있

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PI3K 및 PI3K의 하위 분자인 Akt

의 인산화에 미치는 cordycepin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PI3K 및 Akt 전체 단백질 발현의 변화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cordycepin 처리 농도의 증가에 따라 

PI3K뿐만 아니라 Akt의 인산화형이 점차 감소하여 백혈병 

세포나 간질 세포종 및 전립선암세포 등에서 관찰된 경우

(36-38)와 같이 cordycepin의 항암 활성은 세포 생존에 주

요한 역할을 하는 PI3K/Akt 신호계 활성 억제와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PI3K/Akt 신호 경로 억제는 다양한 

항암제의 처리 농도를 낮춤으로써 독성을 경감시키는 방법

으로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에(30,35),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범위의 PI3K 억제제인 LY294002 농도(10 

μM)를 선정하여 PI3K/Akt 신호계의 불활성화가 cordyce-

pin에 의한 AGS 세포의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Fig. 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LY294002는 cordy-

cepin 단독 처리에 의한 염색질의 응축과 apoptosis 유발군

에 해당하는 세포의 빈도를 향상시켰으며, cordycepin에 의

한 세포 생존율도 저하시켰다. 즉 PI3K/Akt 신호계의 차단

은 cordycepin에 의한 세포독성을 더욱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AGS 세포에서 cordycepin에 의한 caspase 활성에 미치

는 PI3K/Akt 신호계의 역할

Cysteine-dependent aspartate-directed proteases에 

속하는 caspase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생존 및 증식할 경우, 

핵과 mitochondria의 외막에 불활성 상태인 proenzyme 형

태로 존재하지만 다양한 세포 내외부 apoptosis 자극으로 

활성화되면 선택적 기질 단백질들의 분해를 유발함으로써 

apoptosis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39,40). Caspase는 ex-

trinsic apoptosis pathway와 intrinsic apoptosis path-

way의 initiator caspase인 caspase-8 및 -9와 eff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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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I3K inhibitor, LY294002, enhanced cordycepin-induced 
AGS cell apoptosis. AGS cells were treated with LY294002 
(10 μM) and cordycepin (25 μg/mL), alone or in combination, 
for 24 h. (A) Apoptosis was then analyzed by staining with 
DAPI and flow cytometry analysis. Results shown are expressed 
as the mean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B) Living cell 
number were determined by hemocytometer counts of trypan 
blue excluding cells.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the 
vehicle treated control±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P< 
0.05 vs. untreated control; #P<0.05 vs. cordycepin-treated group). 

A

B

Fig. 4. PI3K inhibitor, LY294002, increased cordycepin-induced 
activation of caspases and degradation of PARP in AGS cells. 
(A) AGS cells were treated with LY294002 (10 μM) and cordy-
cepin (25 μg/mL), alone or in combination, for 24 h. The cel-
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 elec-
trophoresis and transferred to PVDF membranes. The mem-
branes were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and the pro-
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The cell lysates obtained from 
cells grown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A) were assayed for 
in vitro caspase-3, -8, and -9 activity using DEVD-pNA, IETD- 
pNA, and LEHD-pNA, respectively, as substrates. The relative 
fluorescent products were measured. Data are means±SD from 
representative experiments performed at least three times (*P< 
0.05 vs. untreated control; #P<0.05 vs. cordycepin-treated group). 

caspase인 caspase-3 및 -7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initiator caspase가 활성화되면 하위단계에 있는 effector 

caspase를 활성화함으로써 세포의 apoptosis를 유발한다

(14,15). PARP는 활성화된 effector caspase에 의하여 분

해되는 대표적인 기질 단백질로 정상적인 DNA 수복이나 

유전자 안정성 유지에 핵심인자로 작용하지만, 116 kDa의 

분자량을 가진 PARP 단백질이 85 및 24 kDa의 단편으로 

잘리게 되면 PARP의 기능은 상실하게 되며, PARP의 단편

화는 caspase 활성 의존적 apoptosis 유발의 생화학적 표식

자로 사용이 되고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apoptosis 유발 두 경로의 initiator caspase(caspase-8 및 

-9)와 effector caspase인 caspase-3의 발현에 미치는 

LY294002 및 cordycepin 각각의 영향과 복합 처리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몇 선행연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11,12,23) cordycepin이 단독 처리된 배

지에서 배양된 AGS 세포에서 caspase-8 및 -9뿐만 아니라 

caspase-3의 불활성형 단백질의 발현이 모두 감소하였으

며, 이러한 감소 효과는 LY294002와 cordycepin 복합 처

리군에서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Fig. 4A). 그리고 비록 

caspase-8의 활성형 단백질의 발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caspase-9 및 -3의 활성형 발현도 다소 증가하였으며, 증

가의 정도는 cordycepin 단독 처리군에서보다 LY294002 

및 cordycepin 복합 처리군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caspase의 활성 여부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in 

vitro caspase 활성을 분석한 결과, 조사된 3가지 caspase

의 활성이 각각의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복합 처리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증가하였다(Fig. 4B). 아울러 LY294002

와 cordycepin 복합처리군에서 PARP 단백질의 단편화도 

매우 증가하여(Fig. 5A), PI3K/Akt 신호계의 차단은 cor-

dycepin에 의한 caspase 활성을 증가시켜 apoptosis 유발 

효과를 높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PI3K/Akt 신호계 

차단에 의한 cordycepin의 apoptosis 유도에서 caspase 활

성 증가에 의한 감수성 증대 효과는 간질종세포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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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I3K inhibitor, LY294002, enhanced cordycepin-induced 
mitochondrial dysfunction in AGS cells. (A) Total cell lysates 
were prepared from cells treated with LY294002 (10 μM) and 
cordycepin (25 μg/mL), alone or in combination, for 24 h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ntibodies against 
Bax, Bcl-2 and Bid, and ECL detection.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The cells were stained with 10 μM JC-1 
for 20 min at 37°C. The mean JC-1 fluorescence intensity was 
then detected using a flow cytometer. Data represent the means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C) Cytosolic and mitochon-
drial extracts were prepared from cells grown under the same 
conditions resolved by SDS-polyacrylamide gels, transferred to 
PVDF membranes, and probed with the anti-cytochrome c anti-
bodies and an ECL detection system. Actin and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4 (COX Ⅳ) were used as internal controls for 
the cytosolic and mitochondrial fractions, respectively. 

AGS 세포에서 cordycepin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미치는 PI3K/Akt 신호계의 역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손상과 연관된 apoptosis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Bcl-2 family에 속하는 단백질들에는 

apoptosis를 억제하는 anti-apoptotic 단백질(Bcl-2 및 Bcl- 

xL 등)과 apoptosis를 유발하는 pro-apoptotic 단백질

(Bax, Bak 및 Bad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dimer의 

형태로 결합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apoptosis 유

도 신호에 따라 이들 사이에 균형이 깨지게 되면 미토콘드리

아 내부로부터 세포질로 cytochrome c와 같은 apoptosis

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방출되어 caspase의 활성 및 DNA의 

단편화와 연관된 endonuclease와 같은 효소의 활성이 증가

한다(16,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3K/Akt 신호계 억제

에 의한 cordycepin의 apoptosis 유발 증대와 연관된 기전 

해석을 위하여 Bcl-2 family에 속하는 Bax 및 Bcl-2의 발

현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5A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LY294002 및 cordycepin 단독 처리로 Bax의 발현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LY294002와 cordycepin이 복합 처리

된 조건에서 배양된 AGS 세포의 Bax 발현은 매우 증가하였

다. 이와는 반대로 Bcl-2의 발현은 LY294002 및 cordy-

cepin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복합 처리군에서의 상대적인 

발현 억제가 관찰되었다. 

한편 extrinsic apoptosis pathway에서 initiator cas-

pase인 caspase-8이 활성화되면 caspase cascade를 통

한 effector caspase를 활성화하거나 Bid의 truncation에 

의한 단편화(tBid)의 형성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을 

유발함으로써 intrinsic pathway를 통한 apoptosis의 증폭 

유발에도 관여한다(14,17).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cor-

dycepin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LY294002 단독 처리군에서

는 tBid의 발현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LY294002와 

cordycepin 복합 처리군에서는 tBid의 발현이 매우 증가하

였다(Fig. 5A). 이러한 변화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MMP 값의 변화를 

JC-1 염색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LY294002와 cordyce-

pin 단독 처리군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의 지표인 

MMP 값의 손실이 다소 증가(각각 1.5 및 1.9배)하였으나, 

복합 처리군에서는 약 17배 정도 증가하였다(Fig. 5B). 이러

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손상은 cytochrome c의 세포질 

유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LY294002와 cordyce-

pin 단독 및 복합 처리된 배지에서 배양된 AGS 세포들의 

세포질 및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을 분리하여 cytochrome c

의 발현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5C에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의 cytochrome c 이

동이 각각의 단독 처리군에서는 미비하였으나 복합 처리군

에서는 세포질에서의 발현이 매우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

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발현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LY294002와 cordycepin 복합 

처리에 따른 Bcl-2에 대한 Bax의 상대적인 발현 증가와 

Bid의 활성 증대로 인하여 미토콘드리아 막 교란이 증대하

였으며, 이에 따라 apoptosis 유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cytochrome c의 세포질로의 이동에 따라 AGS 세포가 ap-

optosis를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Bcl-2 family

의 anti-apoptotic 단백질의 발현이 Akt의 활성에 의하여 

조절 받는 점을 고려할 경우(28,33,34), PI3K/Akt 신호계의 

차단은 cordycepin에 의한 extrinsic pathway를 통한 in-

trinsic pathway의 증폭을 통하여 apoptosis 유발 효과를 

더욱 증진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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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I3K/Akt 신호계는 세포 생존의 조절에 필수적인 경로로 

대부분 암세포에서 활성이 증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충하초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인 cordycepin에 의한 AGS 

인체 위암 세포의 apoptosis 유도에 미치는 PI3K/Akt 신호

계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cordy-

cepin의 처리 농도의 증가에 따라 AGS 세포의 생존율은 

억제되었으며, 이는 apoptosis 유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을 핵의 형태적 변화와 flow cytometry 분석을 통하여 확인

하였다. 이러한 cordycepin의 apoptosis 유도 효과는 PI3K 

/Akt 신호계의 활성 저하와 연관성이 있었으며,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범위의 PI3K/Akt 신호계 저해제인 LY294002

를 cordycepin과 동시 처리하였을 경우, cordycepin에 의

한 apoptosis 유발을 더욱 증대시켰다. 그리고 cordycepin

에 대한 LY294002의 apoptosis 유발 증대는 caspases 

(caspase-3, -8 및 -9)의 활성 증가와 poly(ADP-ribose) 

polymerase 단백질의 분해 증가를 촉진했다. 또한 cordy-

cepin이 처리된 AGS 세포에서 LY294002는 apoptosis 유

도에 관여하는 Bax의 발현을 증가시켰고 apoptosis 억제에 

관여하는 Bcl-2의 발현은 감소시켰으며, 이는 미토콘드리

아 기능 손상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의 cytochrome 

c 유리를 증대시켰다. 따라서 PI3K/Akt 신호계의 활성 차단

은 cordycepin의 항암 활성을 더욱 상승시켰으며, 이는 미

토콘드리아 기능 손상과 caspase의 활성 증대를 통하여 이

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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