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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ubiquitin-proteasome mediated protein degradation pathway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gulating both cell proliferation and cell death. Proteasome inhibitors are well known to induce apoptosis

in various human cancer cell lines.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combined treatment with proteasome

inhibitor and TRAIL, and a possible mechanism of the enhancing apoptosis by the both treatment, on

TRAIL-resistant non-small cell lung cancer. A549 cells were exposed to the N-Acetyl-Leu-Leu-Norleu-al

(ALLN) as a proteasome inhibitor and then treated with recombinant TRAIL protein. In A549 cells under

proteasome inhibition conditions by pretreatment with ALLN, TRAIL treatment significantly decreased cell

viability compared to that ALLN and TRAIL alone treatment. Also, the both treatment induced cell damage

through DNA fragmentation and p53 expression. In addition, the combined treatment of both markedly

increased caspase-8 activation, especially the exposure for 2 h, and Bax expression and induced the

dissipation of mitochondrial transmembrane potential in A549 cell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howed

that proteasome inhibition by ALLN enhanced TRAIL-induced apoptosis via DNA degradation by activated

P53 and mitochondrial transmembrane potential loss by caspase-8 activation and bax expression. Therefore,

our results suggest that proteasome inhibitor may be used a very effectively chemotherapeutic agent for

the tumor treatment, especially TRAIL-resistant tumo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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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분해 과정 중 약 80%

는 ubiquitin에 의해 표지된 후 proteasome에 의해 세포

질과 핵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며, 이 과정을 ubiquitin-

proteasome system(UPS)라 한다. 이러한 UPS를 통한 세

포내 단백질의 분해는 세포의 증식과 사멸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UPS에

의한 세포의 증식과 사멸 등의 상반되는 영향에 대해서

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17, 31].

Proteasome은 multicatalytic protease complex로서

lysosome에 의존하지 않고 ubiqutin과 ATP에 의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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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단백질을 분해하는 세포내 기본적인 장치를 말

한다 [6, 9, 20]. 최근에 proteasome을 통해 분해되는 많

은 단백질이 세포사멸(apoptosis) 과정에 관련된 물질들

임이 밝혀지면서 ubiquitin-proteasome system이 세포사

멸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 되고 있

다. 또한 proteasome에 대한 억제제를 사용하여 일부 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3,

14, 16]. 그러나 proteasome의 억제제는 세포들의 종류에

따라 세포사멸의 억제 및 유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7, 29]. 

TRAIL은 tumor necrosis factor(TNF)-related apoptosis

inducing ligand의 약어로써 TNF family 중에 type II

transmembrane cytokine molecule로 분류되며, ligand-type

의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단백질을 의미한다 [4, 15].

TRAIL은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RAIL 관련 수용체들

즉, Death Receptor-4(DR-4), Death Receptor-5(DR-5),

Decoy Receptor 그리고 Decoy Receptor-2와 결합함으로

써 세포사멸 신호 전달계를 조절 및 활성화시켜 세포사

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RAIL은 특히 암

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

으로 보고 되어 있으며 [10, 34], 정상세포에서는 아무

런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종양 치료제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Calpain 억제제이자 proteasome 억제제로 알려진 N-

Acetyl-Leu-Leu-Norleu-al(ALLN)은 세포 사멸을 유도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cyclin-dependent protein

kinase inhibitor인 P21WAF1과 p53등과 같은 세포내 단

백질의 양을 증가시켜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고 보고 되

었지만 [1, 19], 비소세포폐암을 포함한 여러 종양세포

에서의 효과와 그 기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또한 proteasome 억제제가 다양한 종양세포에서

TRAIL과의 병행 처리 시 세포사멸을 증가시킨다는 보

고는 있지만 [8, 13, 22, 26], 비소세포폐암에서 ALLN과

TRAIL의 처리에 대한 효과와 그 기전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비소세포폐암세포인 A549 세포 내에

proteasome의 억제가 세포사멸을 유도하는지 확인하였

으며, 세포내에 proteasome의 억제 후 재조합된 TRAIL

단백질의 병행 처리가 TRAIL에 저항하는 A549세포의

사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와 그 세포사멸 유도 경로

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Cell culture

본 실험에서 사용된 A549 세포주는 ATCC(USA)로부

터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세포의 성장 유지를 위해서

100 µg/ml gentamicin, 100 µg/ml penicillin-streptomycin과

10%(V/V) fetal bovine serum이 첨가된 RPMI 배지에 5%

CO2를 공급하고 37oC로 배양 시켰다. ALLN(Sigma,

USA)은 10 mM 농도로 dimethylsulphoxide에 녹여 보관

한 후 사용하였다. 

Cell viability test 

세포를 12-well plate에 1.0 × 104 이 되게 각 well에

넣은 다음 5% CO2, 37oC 상태에서 24시간 배양시켰

다. 12-well plate에서 증식한 세포에 ALLN(10 µM) 1

시간 동안 전처리한 후 재조합 TRAIL(100 ng/ml) 단

백질을 [32] 처리하여 3시간 동안 더 배양하였다. 세

포의 생존능 측정은 crystal violet 염색 방법에 의해 검

사할 수 있었고 세포의 형태를 현미경에서 검사한 후

사진 촬영을 하였다. 세포의 생존능 측정은 세포를 30%

ethanol과 3% formaldehyde가 들어있는 0.5% crystal

violet으로 실온에서 10분간 염색하고 흐르는 물에서 4

회 세척한 후 건조하였다. 건조된 후에 세포를 1% SDS

용액으로 용해시켜서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으며, 대조군을 100 %로 정하고 세포의 생존능을 결

정하였다.

DNA fragmentation test

Tissue culture dish에 세포를 배양한 후 ALLN(10 µM)

을 1시간 동안 전처리하고 재조합 TRAIL(100 ng/ml) 단

백질을 2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세포를 phosphate-bufferd

saline(PBS)으로 세척한 후 0.5 ml DNA lysis buffer(10

mM Tris, 1 mM EDTA, 0.2% TRITON X-100)와 0.5 mg/

ml proteinase K(Sigma-Aldrich, Germany)를 넣고 50oC에

서 1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용해물에 동량의 phenol을

넣어준 후 12,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층

액을 모아서 3 M sodium acetate를 시료의 10%가 되게

넣고 cold ethanol을 시료의 양에 2배를 넣어 DNA를 침

전시켰다. 원심분리 후 pellet을 vacuum drier에 건조시

켰고, TE buffer(10 mM Tris, 1 mM EDTA, pH 7.4)를 넣

어 용해시켰다. Loading buffer(Sigma, USA)를 넣은 후

DNA 3 µg/ml을 1.2%(w/v) agarose gel을 이용하여 75 V

에서 2시간 동안 분리하였고, ethidium bromide를 이용

하여 UV imaging illuminator(Gel Doc 1000 Darkroom;

Bio-Rad, USA)로 확인하였다.

Western blot assay

Tissue culture dish에 세포를 배양한 후 ALLN(10 µM)

을 1시간 동안 전처리하고 재조합 TRAIL(100 ng/ml) 단

백질을 0.5, 1 그리고 2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배양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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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scraper를 이용하여 모은 다음 PBS로 세척한 후

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해서 상층액을 제거하였

다. 모아진 세포에 용해액(25 mM HEPES(pH 7.4), 100

mM NaCl, 1 mM EDTA, 5 mM MgCl2, 0.1 mM DTT, and

protease inhibitor mixture)을 넣어 부유시킨 후 얼음에

30분간 방치하고 sonication 하였다. 정량을 통해 시료에

서 일정한 양의 단백질을 취한 후 단백질 분자량 marker

와 함께 SDS-PAGE를 하여 단백질을 분리하고 nitro-

cellulose membrane에 transfer 시켰다. 1차 antibody와 탐

식자가 결합된 2차 antibody를 처리한 후 ECL solution

(Pierce, USA)을 처리하고 암실에서 현상하여 확인하였

다. 본 실험에 사용한 antibody인 p53은 Santa Cruz(USA)

에서, caspase-8과 bax는 BD Pharmingen(USA)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Western blot에 의해 얻은 결과는 laser

scanning densitometry(Bio-Rad Laboratories, US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Evaluation of mitochondrial transmembrane poten-

tial (MTP)

MTP는 5,5',6,6-tetrachloro-1,1'3,3'-tetraethybenzimidazolyl-

carbocyanine iodide(JC-1)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6-well plate에 A549 세포를 배양한 후 ALLN(10 µM)을

1시간 전 처리한 후 재조합 TRAIL(100 ng/ml) 단백질을

처리하여 2시간 동안 더 배양하였다. 배양 후 scraper를

이용하여 세포를 모으고 2,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

분리하고 PBS를 이용하여 2번 세척하였다. 다시 10,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버리고 10 µM

JC-1이 포함된 PBS를 500µl 넣어준 후 잘 혼합 시켰다.

37oC 암실에서 30분 동안 놓아둔 후 excitation 490 nm

과 emission 53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또한 형광현미경

을 이용하여 형광 촬영을 실시하였다.

Statistical evaluation

본 실험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은 SAS statistical package

(release 8.1; SAS Institute, USA)를 이용하여 ANOVA를

실시하고, p < 0.05, 0.01 이하의 유의성을 갖는 경우에

통계학적 차이로 인정하였다.

결 과

A549 세포의 proteasome 억제는 TRAIL이 유도

하는 세포사멸을 강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proteasome inhibitor와 재조합 TRAIL

단백질의 처리가 A549세포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LLN(10 µM, 4 h)과 TRAIL(100 ng/

ml, 3 h)을 각각 처리하였으며, 또한, ALLN(10 µM)을 1

시간 동안 전처리하고 재조합 TRAIL(100 ng/ml) 단백질

을 처리한 후에 3시간 더 배양시켰다. 그 결과 ALLN과

재조합 TRAIL 단백질의 단독 처리 시에는 약 10-15%

의 세포사멸을 보였으나 ALLN의 전처리와 TRAIL의

병행 처리 시 A549 세포의 사멸이 약 54%로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A). 현미경 관찰 역시 ALLN과

TRAIL의 단독 처리보다는 A549 세포내에 ALLN에 의

한 proteasome의 억제 후 TRAIL의 처리가 세포의 생존

능력을 더욱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B).

Proteasome의 억제제와 TRAIL의 병행 처리는 DNA

손상과 P53의 증가를 유도한다.

세포사멸의 생화학적인 특징 중 하나는 세포내 DNA

가 큰 조각에서 작은 조각으로 갈라지는 DNA frag-

mentation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proteasome inhibitor와

재조합 TRAIL 단백질의 처리가 A549 세포에서 DNA

fragmentation을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A549 세포에

ALLN(10 µM, 3 h)과 TRAIL(100 ng/ml, 2 h)을 각각 처

리하였으며, 또한, ALLN(10 µM)을 1시간 동안 전처리

하고 재조합 TRAIL(100 ng/ml) 단백질을 처리한 후에 2

Fig. 1. Proteasome inhibition enhances TRAIL-induced

apoptotic cell death in A549 cells. (A) A549 cells cultured

in 12-well plate were pretreated with ALLN (10 µM) for

1 h, and then further co-incubated with recombinant TRAIL

protein (100 ng/ml) for additional 3 h.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crystal violet staining. Viability of control

cells was set at 100%, and viability relative to the control

is presented.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at triplicate,

at least twice. Standard error is expressed as **p < 0.01

according to the student’s t-test. (B) Cell morphology under

the conditions described in (A) was photographed under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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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더 배양시킨 다음 DNA를 추출하여 DNA frag-

mentation 정도를 확인 하였다. 그 결과 ALLN과 TRAIL

의 병행 처리 시 DNA가 큰 조각에서 작은 조각으로 분

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A). 

다음은 DNA 손상에 따른 P53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Western blott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P53 단백질의 발현이 ALLN과 TRAIL의 병행 처리

시 증가하는 것을 보였으며, TRAIL의 처리 시간에 비

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B). 이

러한 결과는 proteasome 억제와 TRAIL의 처리 시 DNA

의 손상에 따른 p53의 활성이 증가하여 세포사멸이 강

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Caspase-8의 활성과 미토콘드리아 막전압의 소실

에 의해 A549 세포 사멸이 강화된다.

다음으로 세포사멸 개시 인자인 caspase-8이 ALLN과

TRAIL의 병행 처리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조사하

기 위하여 Western blott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ALLN

과 TRAIL의 병행 처리시 caspase-8의 활성이 ALLN과

TRAIL의 단독 처리 보다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TRAIL의 처리 시간에 의존적으로 활성화된

caspase-8이 더 증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최근에 세포사멸과 관련하여 미토콘드리에서 여러 가

지 방법을 통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549세포에 ALLN과 TRAIL을

처리하였을 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JC-1을 사용하여 미토콘드리아 막전압(MTP)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형광현미경 관찰시 대조군에

서 정상적인 MTP를 나타내는 붉은색이 많이 보이는 반

면에, ALLN과 TRAIL의 병행 처리 시 MTP의 소실을

의미하는 녹색이 현저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A). 또한 형광광도계 측정 결과 녹색의 형광값이

ALLN과 TRAIL의 병행 처리 시 더 많이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Fig. 4B). 또한 bcl2 family 중에 하나인

Bax의 발현을 확인해 본 결과 ALLN과 TRAIL의 병행

처리 시 세포내 많이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으며(Fig. 4C), laser scanning densitometry의 결과는 이

를 지지해준다(Fig. 4D). 이상의 결과는 ALLN과 TRAIL

의 병행처리가 caspase-8의 활성과 세포내 Bax의 발현

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막전압의 소실을

야기하여 A549세포의 사멸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Fig. 2. Pretreatment of proteasome inhibitor with TRAIL

induce DNA fragmentation and p53 expression. (A) A549

cells in tissue culture dish (60 × 15 mm) were pretreated

with ALLN (10 µM) for 1 h, and then further co-incubated

with recombinant TRAIL protein (100 ng/ml) for additional

2 h. DNA (3 µg/ml) was loaded on 1.2% agarose for 2

hours at 75 V. DNA laddering was visualized under UV

light by staining the agarose gel with ethidium bromide.

(B) A549 cells were pretreated with ALLN for 1 h, and

then further co-incubated with or without recombinant

TRAIL protein (100 ng/ml) for additional 0.5, 1 and 2 h.

Whole cell lysates were prepared and protein sample

(40 µg/ml) were separated on SDS gel, analyzed the

expression of p53 by Western blotting analysis. β-actin

indicates a non-specific protein band used to ensure equal

protein loading.

Fig. 3. Caspase-8 activation was increased by pretreatment

of proteasome inhibitor with TRAIL. A549 cells were

pretreated with ALLN for 1 h, and then further co-incubated

with or without recombinant TRAIL protein (100 ng/ml) for

additional 0.5, 1 and 2 h. Whole cell lysates were prepared

and protein sample were separated on SDS-PAGE, analyzed

the activation of caspase-8 by Western blott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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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Bortezomib, MG132, PS-341 그리고 ALLN과 같은

다양한 proteasome 억제제들이 많은 세포들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고 보고 되었으며 [24, 25, 27], 이러한

proteasome 억제제에 의해 TRAIL이 유도하는 세포사

멸이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8, 22, 26, 35]. 본 실험

에서는 비소폐암세포인 A549 세포에 먼저 proteasome

억제제인 ALLN을 전 처리한 후 재조합된 TRAIL 단

백질을 처리하여 그 세포 사멸 효과와 그 기전에 대하

여 조사 하였다. ALLN과 TRAIL의 단독처리에 비해

ALLN의 전처리 후 TRAIL의 처리가 A549 세포의 사

멸을 증가 시킨 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으며, 이

것은 A549 세포내 proteasome의 억제가 TRAIL이 유

도하는 세포사멸을 더욱 강화시킬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tumor suppressor로 알려진 P53은 세포 주

기와 세포 사멸을 조절함으로써 세포 내 항상성을 유지

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평상시에는 mdm2라는 단

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데, 세포가 DNA의 손상

을 받거나 저산소 상태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1, 12]. 사람의 암세포에

서 P53의 과발현에 의한 TRAIL의 세포사멸 효과가 강

화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18], 사람의 폐포 상피세포에

대한 proteasome 억제제인 MG132의 처리가 세포내 활

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을 형성하여 P53의 활

성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TRAIL이 유도하는 세포사멸

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5]. 본 실험에서는 A549

세포에 proteasome 억제와 TRAIL의 처리시 DNA

fragmentation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또

한 Western blotting 결과 A549 세포내에 P53 단백질의

발현이 ALLN의 전처리와 TRAIL의 시간별 병행 처리

시 TRAIL의 처리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proteasome억제와 TRAIL

의 처리 시 A549 세포내에 DNA 분절에 따른 DNA의

손상이 일어나며, 이에 따른 P53의 발현이 증가하여 세

포사멸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TRAIL이 유도하는 세포사멸은 TRAIL 수용체인 DR-

4와 DR-5와의 결합에 의해 death-inducing signaling

complex(DISC)가 형성됨으로서 시작되며, DISC에는

FADD와 caspase-8 등도 관련되어 있다 [30, 36]. 이 중

에서 caspase-8은 TNF-α 또는 Fas ligand와 같은 세포사

멸 유도 물질에 의해 활성화되며 일련의 다른 caspase

를 활성화시키면서 세포사멸을 유발시킨다 [2, 23].

Voortman 등은 비소세포폐암에서 proteasome 억제제인

bortezomib이 caspase-9 뿐만 아니라 caspase-8의 활성을

Fig. 4. Pretreatment of proteasome inhibitor with TRAIL led

to loss in mitochondrial transmembrane potential (MTP). (A)

A549 cells plated in 6-well were pretreated with ALLN (10

µM) for 1 h, and then further co-incubated with recombinant

TRAIL protein (100 ng/ml) for additional 2 h. MTP was

determined using JC-1 probe. The cells were photographed

using a fluoroscope. (B) The green fluorescence intensity

was measured under the conditions as described in (A) at

530 nm (emission of JC-1 monomeric form) and 590 nm

(emission of JC-1 aggregate) when excited at 490 nm. For

the each case, the mean fluorescence intensity values are

indicated. (C) A549 cells were treated under the conditions

as described in (A). Bax expression was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analysis. (D) Western blotting results were analyzed

with image analysis software. Data are expressed as the

percentage of sham group protein expression. Standard error

is expressed as *p < 0.05, **p < 0.01 according to the student’s

t-test. β-actin indicates a non-specific protein band used to

ensure equal protein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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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켜 TRAIL이 유도하는 세포사멸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하였으며 [33], 골육종(osteosarcoma) 세포에서

proteasome 억제제인 MG132가 caspase-8과 Bax의 발현

을 증가시켜 세포사멸을 유도한다고 보고하였다 [37].

본 실험에서는 A549 세포내에 ALLN처리 후 TRAIL의

처리시 세포내 caspase-8의 활성과 Bax의 발현이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것은 세포내 proteasome

억제가 TRAIL 처리에 의한 caspase-8의 활성을 더욱 증

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Bax 등과 같은 세

포사멸 관련 인자들을 활성화 시켜 세포사멸을 유발시

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사멸과 관련하여 최근에 미토콘드리아는 여러 가

지 방법을 통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세포사멸의 신호 자극에 의하여 미토콘드리아

막전압의 변화나 활성산소종(ROS)의 형성에 의하여 미

토콘드리아 투과성이 변화되어 작은 구멍(pore)을 형성

하고 이를 통하여 세포질내에 cytochrome-c와 같은 세

포사멸 인자들이 방출된다 [21, 28]. 본 연구에서는 A549

세포에 ALLN의 전처리와 TRAIL을 병행 처리하였을

때 미토콘드리아 막전압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proteasome 억제 후 TRAIL의 처리시 미토콘드리

아 막전압이 소실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proteasome의 억제와 TRAIL의 처리에 의하여 미

토콘드리아의 활성이 떨어져 ATP등 에너지 대사와 관

련된 인자들의 작용이 억제되어 A549 세포 사멸을 더

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TRAIL에 저항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비

소세포폐암에서 proteasome의 억제가 TRAIL이 유도하

는 세포사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를 조사하였으며, 그

강화된 세포사멸 유도 경로를 조사하였다. ALLN에 의

한 proteasome 억제 후에 TRAIL의 처리는 A549 세포

의 생존능을 감소시켰으며, 세포내 DNA fragmentation

이 일어났다. 또한 세포내 P53의 발현과 caspase-8의 활

성, Bax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미토콘드리아 막전압의

소실을 야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비소세포폐암에서

proteasome 억제가 p53의 발현에 의한 DNA 손상과

caspase-8의 활성과 Bax의 증가를 통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소실에 의하여 TRAIL이 유도하는 세포사멸을 증

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TRAIL에 저

항성을 가진 종양의 치료시 proteasome 억제제인 ALLN

등을 병행 처리함으로서 종양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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