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0(9), 1201～1207(2011) http://dx.doi.org/10.3746/jkfn.2011.40.9.1201

Genistein과 TRAIL의 복합처리에 의한 U937 인체 혈구암 세포의 Apoptosis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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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mor necrosis factor-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 (TRAIL) has been proposed as a potent tool to trigger
apoptosis in cancer therapy. However, as many types of cancer cells remain resistant towards TRAIL-induced
cytotoxicity, several combined therapy approaches aimed to sensitize cells to TRAIL have been developed. Genistein,
a natural isoflavonoid phytoestrogen, has been shown to have anticancer activity by inducing cell cycle arrest
at G2M phase as well as apoptosis in various cancer cell lines. In the present study, we showed that treatment
with TRAIL in combination with subtoxic concentrations of genistein sensitized U937 human leukemia cells
to TRAIL-mediated apoptosis. Combined treatment with genistein and TRAIL effectively activated caspases
through Bid truncation (tBid) and down-regulation of cellular caspase-8 (FLICE)-like inhibitory proteinL
(cFLIPL). However, the apoptotic effects of co-treatment with genistein and TRAIL were significantly inhibited
by specific caspase inhibitors, which demonstrates the important role of caspases in apoptosis induced by genis-
tein and TRAIL. Overall, our results indicate that genistein can potentiate TRAIL-induced apoptosis through
down-regulation of cFLIPL and up-regulation of pro-apoptotic tBid prot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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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인의 사망원인 중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은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병하며,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증식과 침윤 및 전이를 유발하는 질병으로

정의된다. 특히 이중 혈구암은 혈액이나 골수에 발병하는

암으로서 백혈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유발시키는 암으로

서 임상 및 병리학적으로 급성 및 만성 혈구암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급성 혈구암의 경우에는 어린이나 젊은 층에서 주로

발병하지만 만성 혈구암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혈구암은 골수에서

유발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과립성 백혈구 및 단핵

백혈구에서 발병하는 골수성 백혈병으로 나누어지고 완전

한 치료가 어려우며 재발의 확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

어지고 있다(1-3). 따라서 혈구암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생리활성을 지닌 물질을 발굴하고 이들의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의 기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poptosis(programed cell death)는 개체의 발생이나 항

상성 유지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상적인 생리학적

현상이다. 최근 apoptosis 조절에는 많은 유전자들이 관여하

고 있으며, 이들 유전자 산물들의 기능과 특징을 조사함으로

써 apoptosis 현상의 분자생물학적 설명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중 tumor necrosis factor(TNF) superfamily에 속하는

TNF-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TRAIL)는 trans-

membrane 단백질의 일종이다(4). TRAIL은 세포막에 결합

되어 있는 죽음의 수용체(death receptors, DR4 및 DR5)와

의 결합을 통하여 세포내 death domains를 경유한 apoptotic

signal을 보내는 apoptosis의 extrinsic(death receptor) path-

way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수용체는 리간드

와 결합하게 되면 수용체의 다중화(multimerization)를 통하

여 활성화되고, 그 결과로 여러 adapter 단백질들이 수용체

와 결합하게 된다. 결합한 adapter 단백질들은 apoptosis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다양한 caspases 등과 같은

단백질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apoptosis를 유도하게 된다(4,

5). 따라서 많은 세포에서 TRAIL에 대한 감수성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세포막 TRAIL 수용체들 및 caspase-8에 의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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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TRAIL에 의해 활성화된 caspase-8은 세포질로 유리

되어 caspase-3 및 caspase-7을 포함한 effector caspases를

활성화시키는 protease cascade를 개시한다. 특히 TRAIL은

정상세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와 같은 형

질 전환된 세포의 치료 전략에 매우 유용하여 임상적 가치가

매우 높다(3,5-7). 하지만 여러 암세포들에서 TRAIL 저항성

을 나타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전략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새로운 항암치료

전략으로 저농도의 항암제를 TRAIL과 동시에 투여할 경우

TRAIL의 저항성을 극복할 수는 있으나 정상세포에 대한

항암제 자체의 세포독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

아있다. 따라서 TRAIL의 저항성을 극복하면서 효율적인 항

암 전략으로 정상세포에 세포독성을 지니지 않는 천연물의

이용이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질병 예방 측면에서 과일이나 채소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다양한 phytochemical이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Phytochemical은 외부의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식물체 자신을 보호하는 물질이지만 인체에서 발병하는 여

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도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중 genistein은 콩에서 많이 발견되는 천연

isoflavonoid의 일종으로 여러 가지 암세포의 성장 및 분화

억제와 세포주기 차단과 apoptosis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8-10). 최근 연구에 따르면, genistein과 TRAIL 복

합 처리에 의해 췌장암에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11)과

A549 폐암세포에서 Akt 신호전달조절을 통해 TRAIL에 의

한 세포사멸을 genistein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2). 유사한 결과들이 위암(13), 자궁경부암(14,15), 간암

(16,17), 악성 신경교종(18) 등에서 보고되어 왔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genistein과 TRAIL 복합 처리는 TRAIL에 의한

암 치료에서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백혈

병세포에서의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간 혈구암 세포인 U937에서 genis-

tein과 TRAIL의 복합 처리에 의한 apoptosis 증진 효과 가능

성을 확인하였고, 그와 관한 몇 가지 분자적 기전에 대해 연

구하여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U937 세포의 배양 및 genistein과 TRAIL의 처리

U937 혈구암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A)에서 분주 받아 RPMI-1640 배지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 10%의 우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 FBS) 및 1%의 penicillin 및 strepto-

mycin(Biofluids, Rockville, MD, USA)이 포함된 배지를 사

용하여 37oC, 5% CO2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세포의 증식

에 따른 과밀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 48시간마다 세포

배양용 페트리 접시로 옮겨 계대 배양하였다. Genistein(Sig-

ma, St. Louis, MO, USA)과 TRAIL(KOMA Biotech Inc,

Seoul, Korea)은 각각 DMSO와 PBS에 적정 농도로 녹여

배지에 희석하여 처리하였다.

DNA flow cytometry에 의한 세포주기 분석

정상 및 genistein과 TRAIL의 단독 및 혼합 처리된 배지

에서 자란 세포들을 2,000 rpm에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

의 배지를 버리고 세포를 모아서 PBS 1 mL로 충분히 재부

유시켰다. 이를 2,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의

PBS만 버리고 CycleTEST kit(Becton Dickinson, San Jose,

CA, USA)를 사용하여 고정 및 propidium iodide(PI, con-

centration, 50 μg/mL; Sigma) 염색액을 처리하여 암실, 4oC

에서 15분 동안 염색하였다. 염색 후 DNA flow cytometry

(Becton Dickinson)에 적용시켜 형광반응에 따른 histogram

을 분석하였다.

SDS-polyacrylamide gel 전기영동 및 Western blot

analysis

준비된 세포들을 PBS로 씻어 내고 0.05% trypsin-EDTA

를 처리하여 부유시킨 다음 원심분리 하여 세포를 수집하였

다. 이렇게 모아진 세포에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이 포함

된 적당량의 lysis buffer[250 mM NaCl, 25 mM Tris-HCl

pH 7.5, 5 mM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pH

8.0, 1% NP-40, 0.1 M phenymethylsulfonyl fluoride

(PMSF), 1 M 1,4-dithio-DL-threitol(DTT)]를 첨가하여

4
o
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14,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

리 하여 그 상층액을 취하였다. 상층액의 단백질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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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량한 다음 동량의 Laemmli sample

buffer(β-mercaptoethanol 5%, Laemmli sample buffer

95%, Bio-Rad)를 섞어서 sample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동량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phate(SDS)-polya-

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으로 분리하였다. Wes-

tern blot analysis를 위하여 SDS-polyacrylamide gel 전기

영동으로 단백질을 분리한 acrylamide gel을 nitrocellu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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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blotting에 의해 이동시킨 후, 10% skim milk를 함유

한 PBS-T(0.1% Tween 20 in PBS) 용액을 이용하여 상온

에서 1시간 이상 반응시켜 비특이적인 단백질들에 대한

blocking을 실시하고, PBS-T 용액을 이용하여 5분 간격으

로 최소 3회 이상 세척하였다. 세척 후 특정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membrane에 적용시켜 상온에서 1시간 이상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킨 후, PBS-T로 3회 이상 수세한 후, 특정

항체에 대한 이차 항체를 적용시켜 상온에서 1시간 이상 반

응시켰다. 다시 PBS-T로 세척하고 enhanced chemilumi-

nescence(ECL) 용액(Amersham Life Science Corp., Ar-

lington Heights, IL, USA)을 적용시킨 다음 X-ray film에

감광시켜 특정 단백질의 양을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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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genistein and TRAIL on the cell cycle progression in U937 human leukemia cells

% of cells

G1 S G2/M

24 hr 48 hr 24 hr 48 hr 24 hr 48 hr

Genistein
(μM)

0
5
10
20
30

51.28
54.55
55.01
54.69
44.05

57.01
61.41
57.53
53.37
38.14

27.44
28.03
28.42
24.02
21.41

27.57
21.57
23.88
23.64
20.67

21.28
17.43
16.57
21.29
34.53

15.42
17.02
18.59
24.00
41.19

TRAIL
(nM)

0
2.5
5
10
20
30

52.05
50.69
49.43
51.77
53.78
51.39

57.01
54.81
54.31
60.53
58.28
58.27

25.18
26.57
26.25
26.66
25.36
27.73

27.57
29.83
29.65
25.52
25.75
25.30

22.77
22.74
24.32
21.57
21.86
19.89

15.42
15.36
16.04
13.96
15.97
16.43

U937 cells were seeded at an initial density of 1×105 cells per 60 mm plate and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genistein
or TRAIL for 24 hr and 48 hr. The cells were collected, stained with PI and DNA contents were analyzed by a flow cytometer.
The percentages of cells in the each phase are presented. The data represent the average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Fig. 1. Genistein enhances TRAIL-induced apoptosis in
U937 human leukemia cells. Cell were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genistein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RAIL
(30 ng/mL) for 48 hr. To quantify the degree of apoptosis, cells
were evaluated for sub-G1 DNA content, which represents the
fractions undergoing apoptotic DNA degradation, using a flow
cytometer.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the vehicle
treated control±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The sig-
nificance was determined by a Student’s t-test (*p<0.05 vs. un-
treated control).

항체들은 Santa Cruz Biotechnology Inc.(Santa Cruz, CA,

USA) 및 Calbiochem(Cambridge, MA, USA)에서 구입하

였으며, 2차 항체로 사용된 peroxidase-labeled donkey an-

ti-rabbit immunoglobulin 및 peroxidase-labeled sheep an-

ti-mouse immunoglobulin은 Amersham Corp.에서 구입하

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Sigma-

Plot을 이용하여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

을 얻었다.

결 과

U937 세포의 세포주기 진행에 미치는 genistein 및

TRAIL의 영향

Genistein은 이미 많은 암세포의 증식을 세포주기 G2/M

기에서 억제하며 이는 apoptosis 유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에(19-24), 이러한 현상이 U937 혈구암세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U937

세포에 적정 농도의 genistein을 24시간 및 48시간 동안 처리

한 후, flow cytometry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의 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24시간 처리군에서는 농도 의존적인 결과

를 보이지 않았으나, genistein의 처리 농도 및 처리 시간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G2/M기에 해당되는 세포의 빈도는

매우 증가되었으며, G2/M기 세포의 빈도 증가에 따라 G1기

및 S기에 속하는 세포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genistein은 U937 혈구암세포에서도 G2/M arrest를 유발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 조건에서 TRAIL 처리가 U937

세포의 세포주기 특이적 차단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TRAIL 처리에 의한 세포주기

특이적 arrest 현상은 관찰할 수 없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TRAIL 단독 처리에 의한 세포주기 교란 현상이 보고된 바

없는 결과와도 잘 일치하였다. 아울러 genistein에 의한 G2/

M arrest 유발에 미치는 TRAIL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서

도, TRAIL은 genistein에 의한 G2/M arrest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Table 2). 이상의 결과에서 genistein

단독 처리는 세포주기 G2/M arrest를 유발하지만, TRAIL

과의 복합 처리는 genistein의 G2/M arrest 유발에는 큰 영

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RAIL에 의한 apoptosis 유발에 미치는 genistein의

영향

다음은 TRAIL에 의한 apoptosis 유도에 genistein이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 15% 정도의 apoptosis가 일어

나는 TRAIL 단독 처리조건(30 ng/mL)에서 genistein을 동

시에 처리하였을 경우 apoptosis 유발이 증가하는지의 여부

를 조사하였다. Fig. 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genistei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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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combined treatment with genistein and TRAIL on the cell cycle progression in U937 human leukemia
cells

Genistein
(μM)

TRAIL
(nM)

% of cells

G1 S G2/M

24 hr 48 hr 24 hr 48 hr 24 hr 48 hr

0
20
0
20
20
20
20
20
30
0
30
30
30
30
30

0
0
30
2.5
5
10
20
30
0
30
2.5
5
10
20
30

51.28
54.69
51.39
55.81
57.36
58.44
57.79
58.54
44.05
51.39
54.12
53.34
50.77
52.72
53.70

57.01
53.37
58.27
51.94
53.06
52.32
52.86
53.37
38.14
58.27
43.96
44.48
41.91
42.14
41.19

27.44
24.02
27.73
23.17
22.02
21.51
21.13
22.46
21.41
27.73
13.07
15.78
15.50
15.03
16.09

27.57
23.64
25.30
23.85
24.18
24.40
24.52
24.54
20.67
25.30
20.34
20.59
19.49
20.92
21.81

21.28
21.29
19.89
21.03
20.62
20.04
21.07
19.00
34.53
19.89
32.81
30.87
33.73
32.24
30.21

15.42
24.00
16.43
24.22
22.76
23.28
22.62
22.09
41.19
16.43
35.69
34.93
38.60
36.95
37.01

U937 cells were treated with genistein (20 and 30 μM) with or without various concentrations of TRAIL. After 24 hr or 48 hr
incubation, the cells were collected, stained with PI and DNA contents were analyzed by a flow cytometer. The percentages of
cells in the each phase are presented. The data represent the average of two independent experiments.

Fig. 2. Effects of combined treatment with genistein and
TRAIL on the levels of apoptosis-related proteins in U937
human leukemia cells. The cells were cultured for 48 hr in the
absence (control) or presence of genistein, TRAIL or genistein
plus TRAIL, and lysed. The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10% or 13% SDS-polyacry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
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an-
ti-FLIP, anti-Bcl-2, anti-Bax, anti-Bid, anti-caspase-3, anti-
caspase-8 and anti-caspase-9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동시에 처리할 경우, TRAIL에 의하여 유발되는 apoptosis

가 genistein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매우 증가되어, 30 μM

genistein 복합 처리군에서 apoptosis 유발 빈도는 약 58%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genistein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증가한 값으로 U937 세포에서 genistein은 TRAIL

에 의한 apoptosis 유도를 매우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cFLIP과 Bcl-2 family의 발현 미치는 genistein과

TRAIL 영향

이상에서 관찰된 genistein의 TRAIL 유도 apoptosis 증진

효과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를 조사하기 위하

여 apoptosis 유도의 주요 인자 몇 가지의 발현 변화를 조사

하였다. 그중 cellular caspase-8(FLICE)-like inhibitory

protein(cFLIP)은 caspase-8의 억제자로 apoptosis의 extrin-

sic pathway에서 중요한 조절자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25). Fig.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genistein과 TRAIL을

복합처리 하였을 때, 대조군과 각각의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cFLIPL의 발현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그리고 intrinsic

pathway에 의한 apoptosis 주요 조절자로 알려진 Bcl-2

family에 속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pro-apoptotic 단백질인 Bax와 anti-apoptotic Bcl-2는

genistein과 TRAIL의 단독이나 복합처리군에서 다소 감소

하였거나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type II apop-

tosis에서 intrinsic pathway와 extrinsic pathway의 매개자

로 알려진 Bid의 truncated form(tBid)이 genistein과 TRAIL

의 복합처리 군에서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Caspase의 활성에 미치는 genistein과 TRAIL의 영향

Cysteine-related protease인 caspases는 세포의 apopto-

sis 유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로서 핵과 미토콘드리

아의 외막에 불활성 상태로 존재하다가 apoptosis를 유도하

는 자극에 의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6). 특히 extrinsic path-

way의 개시에 caspase-8의 활성이 필수적이며, caspase-8

의 활성화는 caspase-3의 활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intrinsic pathway의 개시에는 caspase-9의 활성이 요구되

며, 활성화된 caspase-9는 역시 caspase-3을 활성화시킨다.

따라서 genistein에 의한 TRAIL의 apoptosis 유도 증진과

연관된 이들 caspase의 활성 연관성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

하여 동일 조건에서 배양된 U937 세포를 대상을 이들 ca-

spase의 발현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조군과 genistein 및 TRAIL 각각의 단독 처리군



Genistein과 TRAIL의 복합처리에 의한 U937 인체 혈구암 세포의 Apoptosis 유도 1205

Fig. 3. Effects of caspase inhibitors on the apoptosis induced
by combined treatment with genistein and TRAIL in U937
human leukemia cells. Cells were pretreated for 1 hr with or
without the caspase inhibitors (z-DEVD-fmk, caspase-3 in-
hibitor; z-IETD-fmk, caspase-8 inhibitor; z-LEHD-fmk, cas-
pase-9 inhibitor) and then treated with genistein and TRAIL for
an additional 48 hr. To quantify the degree of apoptosis, cells were
evaluated for sub-G1 DNA content using a flow cytometer.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the vehicle treated control

±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The significance was de-
termined by a Student’s t-test (*p<0.05 vs. untreated control).

에 비하여 복합 처리군에서 caspase-3을 비롯하여, intrinsic

pathway와 extrinsic pathway의 활성화에 중요한 caspase-

9와 caspase-8의 활성형 단백질의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caspase들의 활성 증가

가 TRAIL과 genistein 복합 처리에 의한 apoptosis에 직접

관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caspase의 활성 저해제

가 이들 복합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caspase

저해제는 TRAIL과 genistein 복합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발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켜, 이들 복합 처리에 의한 apop-

tosis 유도에 caspase 활성화가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본 연구는 U937 인체 혈구암세포에서 genistein과 TRAIL

의 혼합 처리가 genistein 및 TRAIL 단독 처리 비하여 효율

적으로 apoptosis를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에 의하면, TRAIL에 의하여

유도되는 apoptosis가 genistein과의 동시 처리에 의하여 매

우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는 cFLIP의 발현 감소 및

tBid의 발현 증가와 동반된 다양한 caspase의 활성증가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RAIL은 최근 발견된 apoptosis 유도 인자로서, 정상세

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와 형질 전환된 세포

및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 등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세포들

에서만 apoptosis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 유용 가

치가 매우 높은 인자이다(5,6,26). 그러나 TRAIL의 효능에

대한 잠재적 유효성에 관해 여전히 많은 연구가 요구되어지

고 있다. TRAIL에 의한 caspase-8의 활성화는 세포의 종류

에 따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apoptotic pathway를 유도하는

데, TRAIL은 caspase-8에 의한 caspase-3과 같은 down-

stream effector caspase의 활성화를 통한 type I apoptosis

를 유발하거나(27), caspase-8 활성에 의한 tBid 발현 증가

를 통한 caspase-9의 활성을 유도하는 type II apoptosis를

유발할 수도 있다(6,28). 비록 TRAIL이 암의 치료에 생물학

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TRAIL에 저항성을 나타내

는 암세포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저항성들은 암세

포 표면에 TRAIL receptor의 결핍(26,29)이나 cFLIP의 과

발현(7) 혹은 Bcl-2 family의 anti-apoptosis 인자들의 과발

현에 의한 것들(30)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genistein과 TRAIL의 복합 처

리는 각각의 단독 처리에 비하여 현저하게 apoptosis 유도

증가 효과가 있었으며(Fig. 1), 이 과정에 cFLIPL의 발현 감

소와 tBid의 증가가 동반된 반면, 대표적인 anti-apoptotic

및 pro-apoptotic 단백질인 Bcl-2와 Bax의 발현에는 큰 변

화가 없었다(Fig. 2). 또한 extrinsic pathway에 의한 apop-

tosis 개시에 중요한 caspase-8의 활성형 발현이 증가되었

는데, 이는 cFLIPL의 발현에 의한 결과로 해석되며, tBid의

발현 증가는 caspase-8의 활성 증가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

다. 아울러 genistein과 TRAIL의 복합 처리군에서 intrinsic

pathway의 개시에 중요한 caspase-9의 활성이 증가되었는

데, 이는 Bid의 활성형인 tBid의 발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서, caspase-8과 caspase-9의 활성 증가는 caspase-3의 활

성을 동시에 증가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각각의

caspase 특이적 활성 저해제의 선 처리에 의하여 genistein

과 TRAIL의 복합 처리에 의한 apoptosis가 차단되었음은

cFLIPL의 발현 감소와 tBid의 증가에 의한 이들 caspase의

활성 증가가 genistein과 TRAIL 동시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도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각각의 암세포들이 특정 약물에 저항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TRAIL은 in vitro model에서 다양한 암세포에서 효과적으

로 apoptosis 유도를 할 수는 있으나, 많은 암세포가 TRAIL

에 대하여 저항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TRAIL을 암 치료

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항성을 극복하

는 것과 관련 기전의 해석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genistein과 TRAIL 동시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발 증가에는 type I apoptosis와

type II apoptosis가 동시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한 TRAIL과 genistein의 동시 처리에

의한 효율적인 apoptosis 유도는 TRAIL 단독 처리에서 저

항성을 보이는 다양한 암세포의 증식억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유의적인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genistein과 TRAIL 동시 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도 기전의 모두를 제시할 수는 없으며, 특히 death recep-

tor와 연관된 부가적인 실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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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RAIL은 최근 암세포의 apoptosis 유도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로 제시되었으나 많은 암세포들이 TRAIL 저항성을 획

득한 것으로 알려져 TRAIL 저항성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방

법론의 제시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Genistein은 대두의 대표

적인 생리활성 물질인 isoflavonoid의 일종으로 많은 암세포

에서 G2/M arrest를 유발하면서 apoptosis를 유도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U937 인체백혈병세포를 대

상으로 genistein에 의한 TRAIL 유도 apoptosis의 감수성

증대 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U937 세

포에서 세포독성이 없는 범위의 genistein 처리는 TRAIL에

의한 apoptosis 유도를 매우 증진시켰으며, 이는 tBid의 발현

증가와 cFLIPL의 발현 감소와 연계된 caspase의 활성 증가

와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caspase의 활성 저해제는 genis-

tein과 TRAIL의 복합처리에 의한 apoptosis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켜 복합 처리에 의한 apoptosis의 유도에 caspase의

활성 증대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genistein은

TRAIL 저항성을 획득한 암세포의 효율적인 combined

therapy approach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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