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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HL-60세포에서 disulfiram의 항암작용과 미토콘드리아 안정성에 대한 연구

신효원·한 용·주홍구*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과학연구소

Anti-tumor activity and mitochondrial stability of disulfiram in HL-60 cells

Hyowon Shin, Yong Han, Hong-Gu Joo*

Veterinary Medical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63243, Korea

Abstract: Disulfiram (DSF) is a member of the dithiocarbamate family that can bind copper.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DSF has
anti-cancer activities, but the mechanism has not been clarifi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action mechanism of DSF to
maximize its anticancer effects. A human leukemia cell line, HL-60, was used in this study. HL-60 cells were treated with DSF and the
cellular metabolic activity was measured. DSF increased the cell death of HL-60 cells in annexin V-fluorescein isothiocyanate/
propidium iodide staining analysis. In addition, DSF decreased the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 of the HL-60 cells. The
cytotoxicity of DSF on HL-60 cells was observed at 0.4 µM. Interestingly, the reduction of MMP by DSF was recovered by N-acetyl-
L-cysteine, an inhibitor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production. This suggests that the decrease in MMP by DSF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ROS in HL-60 cells, which indic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optosis of HL-60 cells by DSF and the
role of the mitochondria. This study provides clinicians and researchers with valua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anti-cancer activity of
DSF in terms of the ac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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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Copper (Cu)는 종양세포의 증식에 필수적인 미량 원소이며, 다양한 암에서

높은 수준의 Cu가 검출되기 때문에 Cu는 잠재적인 종양 특이적 지표로 사

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1,2]. Disulfiram (DSF)은 70여년 전부터

알코올중독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물이며, Cu와 결합할 수 있는 dithio-

carbamate family 물질 중 하나이다[3].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DSF는 여러

종류의 고형암에 세포독성을 보였으며 기존의 항암제의 기능을 향상시켰으

나, 그 작용기전에 대해서는 거의 규명되지 않았다[4-6].

DSF는 높은 수준의 endoplasmic reticulum (ER) stress를 갖는 세포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unfolded protein response (UPR)를 악화시키고 세포자

멸사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구강 편평상피암 세포와 이종 이식에서의 증식

을 감소시킬 수 있다[7].

ER stress 반응은 ER막에 위치하는 3가지 신호전달 단백질인 inositol-

requiring protein-1α (IRE1α), protein kinase RNA (PKR)-like ER kinase

(PERK), 그리고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ATF)6에 의해 매개된다[8].

IRE1α는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를 활성화시켜[9]

transcriptional factor C/EBP homologous protein (CHOP)를 인산화시키고

[10], ATF6는 serine protease site-1 (S1P)과 metalloprotease site-2 protease

(S2P)에 의해 절단되어 그 파편이 CHOP를 인산화시키며[8], PERK은 ATF4

를 활성화시켜 CHOP를 인산화시킨다[10]. 인산화된 CHOP은 세포사멸에 기

여하는 유전자들, 예를 들어, endoplasmic reticulum oxidoreductase-1(Ero1a),

DR5를 활성화시켜 세포사(cell death)를 유도한다.

HL-60세포는 사람의 백혈병 세포로서, 뚜렷한 골수성세포 특징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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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생체 외에서 여러 가지 세포유형으로 분화하도록 유도

될 수 있다. DSF-Cu복합체는 doxorubicin이 처리된 HL-60

에서 JNK/c-Jun pathway의 활성화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서

세포사를 유도한다[11].

앞선 연구에서 DSF가 ER stress에 의해 유도되는 UPR과

DSF-Cu복합체에 의한 JNK/c-Jun pathway 활성화에 의한

세포사멸에 의해 항암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7,11]. 하지만 다양한 세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토

콘드리아에 대한 DSF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HL-60세포에 DSF를 농도 별로 처

리한 후 HL-60 세포의 증식반응과 미토콘드리아 막전위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를 측정하여 DSF

의 세포독성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와 시약

DSF (Sigma, USA; catalog number PHR1690)는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여 100 mM 용액을 stock solution

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L-60 세포(Korean Cell

Line Bank, Republic of Korea)를 사용하였으며, DSF를 농

도별로 처리한 후 37oC, 5% CO2의 조건에서 배양한 후 분

석에 이용하였다. 4-Phenylbutyric acid (4-PBA)는 DMSO

에 녹여 10 μM 용액으로, N-acetyl-L-cysteine (NAC)는

deionized water에 녹여 3 M 농도로 stock solution을 만들

어 사용하였다. 모든 약물은 냉동보관 하였으며, 필요에 따

라 적정 농도로 추가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HL-60세포의 대사활성도 측정

HL-60세포를 1 × 105 cells/mL의 농도로 96-well culture

plate에 넣은 후 DSF를 농도별로 처리한 후 배양하였다. 배

양이 끝난 후 HL-60 세포에 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bromide (MTT, Sigma) 용액을 0.5

mg/mL 농도로 넣고 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12]. 살아있는

세포에 의해 생긴 crystal violet을 녹이기 위해 10% sodium

dodecyl sulfate용액을 well당 100 μL씩 넣어 2시간동안 반

응시켰다.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570 nm)를 분석하였다.

세포 morphology 관찰과 핵 염색

HL-60세포의 모양을 관찰하고 사진촬영을 위해, 디지털카

메라가 장착된 도립현미경(IX70; Olympus, Japan)을 사용하

였다. 또한 세포의 핵을 염색하기 위해 Hoechst 33342 용

액을 1.25 μg/mL 농도로 처리하여 37oC에서 10분간 염색하

였다[13]. 염색된 세포는 형광현미경(ZOETM Fluorescent

Cell Imager; Bio-Rad, USA)을 이용해 관찰하고 사진촬영을

했다.

유세포분석

HL-60세포를 24-well culture plate에 1 × 105 cells/mL의

농도로 넣어 배양하고 DSF를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4-5일간

배양한 후 미토콘드리아 막전위를 측정하기 위해 Rhodamine

123용액을 0.25 μg/mL의 농도로 암실조건에서 30분간 염색

하였다. HL-60세포의 세포사 측정을 위해 annexin Ⅴ-

fluorescein isothiocyanate (FITC)와 propidium iodide (PI)

용액으로 염색하였다[14]. 유세포분석은 CytoFLEX와

CytExpert software (Beckman Coulter, USA)를 이용해 분

석하였다.

통계분석

Fig. 1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일원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 후에 Turkey 검정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통계처리 후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유의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HL-60세포의 대사활성도에 대한 DSF의 효과

흡광도를 570 nm에서 측정한 결과, 0.016 μM농도부터 0.4

μM 농도까지 비교하였을 때 DSF 0.016 μM은 대조군과 유

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0.4 μM 처리군에서 세포의 대사활성

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Fig. 1).

DSF에 의한 HL-60세포의 세포사 증가

Annexin V-FITC/PI 염색을 실시한 결과, DSF의 농도에

비례하여 annexin V 또는 PI 양성세포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DSF 0.4 μM 처리 HL-60의 세포사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DSF에 의해 early apoptosis (annexin V+/PI−), late apoptosis

(annexin V+/PI+), necrosis (annexin V−/PI+) 된 세포의

Fig. 1. Effect of DSF on the metabolic activity of HL-60 cells.

The cells were cultured in 96-well culture plates. The

concentration range of DSF was 0-0.4 µM; the cells were

treated by a stepwise 5-fold dilution. A MTT assay was

performed 5 days after drug treatment. The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 ± standard deviation. DSF, disulfiram; MTT, 3-

(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bromide;

O.D., optical density.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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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DSF 0.4 μM 농도에서 early

apoptosis (annexin V+/PI−)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Fig. 2).

DSF에 의한 HL-60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막전위 변화

DSF가 HL-60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HL-60 세포에 DSF를 농도별로 처리하고

MMP를 비교하였다. 대조군(0 μM)에 비해 DSF 0.4 μM 농

도로 처리된 MMP가 현저히 감소하였다(Fig. 3).

Fig. 2. Effect of DSF on the apoptosis and necrosis of HL-60.

The cells were cultured in 24-well culture plates and treated

with DSF over the concentration range, 0-0.4 µM, by 5-fold

dilution. After a 4-day treatment, annexin V-FITC/PI staining

was performed. The quadrants of the dot plot indicate live

cells (annexin V−/PI−), the cells in early apoptosis (annexin

V+/PI−), late apoptosis (annexin V+/PI+), and necrosis (annexin

V−/PI+). The number of quadrants indicates the cell percentage.

DSF, disulfiram; FITC, fluorescein isothiocyanate; PI, propidium

iodide.

Fig. 3. Reductive effect of DSF on the MMP of HL-60. The

cells were setup and treated, as in Fig. 2, and harvested after

4 days. The control cells and DSF-treated cells were stained

with a Rhodamine 123 solution and analyzed by flow cytometry.

The number in histograms indicates the mean fluorescence

intensity. DSF, disulfiram; MMP,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Fig. 4. Morphological alteration of HL-60 cells after the DSF treatment. The cells were setup and treated with DSF (0-0.4 µM),

as shown in Fig. 2. After 3 days, Hoechst 33342 staining was perform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visible apoptosis

characters (arrow), e.g. chromatin condensation, membrane blebbing, and nuclear breakdown, were observed in the HL-60 cells

treated with DSF (bar = 100 µm). DSF, disulfi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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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F에 의한 HL-60세포의 형태 변화

DSF를 처리한 후 세포형태를 비교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DSF를 처리한 농도에 비례하여 깨져 있는 세포의 수가 증가

하였다(Fig. 4A). 또한 형광현미경을 이용해 DSF에 의한

HL-60 세포의 핵 형태변화를 관찰한 결과, DSF의 농도에

비례하여 염색질의 응축, 핵의 파괴, 세포막의 붕괴와 같은

세포사의 특징들이 나타났다(Fig. 4B).

NAC과 4-PBA가 DSF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억제제인 NAC와 ER

stress 억제제인 4-PBA를 처리한 후 MMP를 측정하였다.

DSF 1 μM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해 MMP가 급격히 감소하

였다 (71.81%에서 40.85%로 감소). DSF와 함께 NAC, 4-

PBA를 처리한 결과 NAC는 DSF에 의한 MMP저하를 막았

지만(63.92%), 4-PBA는 MMP저하 방지효과가 작았다

(45.24%). NAC와 4-PBA가 MMP의 변동에 미치는 단독효

과는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고 찰

DSF는 Cu와 결합할 수 있는 dithiocarbamate family 물

질 중 하나이며, 최근 항암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15].

본 연구에서는 DSF의 항암효과 즉 세포사멸 효과와 미토콘

드리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사람의 백혈병세포주인 HL-

60세포에 DSF를 처리하였을 때 세포활성도와 미토콘드리아

의 막전위가 감소하여 DSF가 HL-60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nnexin V-FITC/PI 염색에서 대조

군과 비교하였을 때 DSF처리군은 생존한 세포 수가 감소하

고 apoptosis한 세포의 수가 증가하여 세포사를 유도하는 사

실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MMP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DSF

0.08-0.4 μM 농도에서 감소하였다. MMP 실험뿐만 아니라

HL-60 세포에 Hoechst 33342 염색한 후 핵의 형태를 관찰

할 때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DSF를 만들 때 사용되는

용매인 DMSO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DSF 농도별 처리 시

에 DMSO의 함량을 동일하게 처리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Disulfiram은 ER stress에 의한 UPR의 악화, ROS의 관

련성 등 다양한 항암기전이 제시되어왔다[7,16]. 본 연구에서

는 HL-60에 대한 disulfiram의 항암효과가 미토콘드리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와 기존

에 제기된 항암기전인 ER stress, ROS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4-PBA는 ER stress 경로를 억제하는데 사용되

는 물질이며[17], NAC는 ROS의 생산을 억제하는 데 사용

된다[18]. DSF의 세포사 작용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DSF

Fig. 5. DSF and NAC combined effect on the decrease in MMP in HL-60 cells. The cells were cultured in 24-well culture plates.

Each well was treated with the control (medium alone), 3 mM NAC, 10 nM 4-PBA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1 µM DSF. The

treated cells were harvested after 4 days. The cells were stained with a Rhodamine 123 solution and analyzed by flow cytometry.

The number in the histograms indicates the mean fluorescence intensity. P1 denotes the percentage of high MMP cells. DSF,

disulfiram; NAC, N-acetyl-L-cysteine; MMP,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4-PBA, 4-Phenylbuty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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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μM 농도에 각각 NAC와 4-PBA를 처리한 결과, HL-60

세포에서 DSF에 의한 MMP의 감소가 NAC에 의해 현저히

억제되어 MMP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DSF에 의한 MMP감소는 ROS가 중간 매개체로 사용되

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는 세포 내에서 ROS를 생성하

는 주된 소기관이며, ROS생산을 통해 세포자멸사(apoptosis)

신호전달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19]. Vinblastine을 포함

한 다수의 항암제는 ROS의존성 활성화를 통해 항암효과를

나타낸다[20]. 따라서 DSF에 의한 세포사와 미토콘드리아 간

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DSF의 항암기전은 미토콘드

리아와 관련성이 있다. 이런 점은 DSF와 미토콘드리아의 기

능을 교란하는 항암제와 함께 병용하였을 때 상승효과를 나

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각의 약물

을 기존보다 저농도로 투여함으로써 환자에게 미치는 부작

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미토콘드리아

와 DSF의 관련성에 대한 전후 인과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과, DSF와 다른 항암제의 상승효과에 대해 확인하는 실

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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