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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rine에 의한 암세포 AGS 증식 억제와 Apoptosis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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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iperine [(E,E)-5-(3,4-methtylenedioxyphenyl)-2,4-pentadienolypiperidide] is a principal of Piperaceae, 
including Piper nigrum L. and Piper longum Linn., which has been used as a spice and traditional medicin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or not piperine has anti-cancer effects on AGS human gastric cancer cell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piperine not only inhibited proliferation using MTT assay but also induced apoptotic bodies using 
DAPI assay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response to piperine. Expression levels of p53, Bax (pro-apoptotic), cleaved 
caspase-9, and cleaved-PARP  increased, whereas expression levels of Bcl-2, XIAP (anti-apoptotic), and Akt de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compared with the control by western blotting analysis. To identify the connection between 
phospo-Akt and Bcl-2 family in response to piperine, LY249002 (Akt inhibitor) was treated with piperine (150 μM). 
The results were shown that expression of phospo-Akt was reduced whereas expression of Bax and cleaved-PARP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iperine induced apoptosis in AGS cells and may 
serve as a chemopreventive or therapeutic agent for human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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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삶의 질은 높아졌지

만 여전히 암은 가장 치명적인 질병으로 여겨진다(1). 전 세

계에서 폐암 다음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발병하며 우리나라

에서도 전체 암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

암은 여성보다는 특히 남성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 외과적 절제, 화학요법 등이 이용되고 

있고,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치료법이 병행되기

도 한다. 하지만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좋은 예후

를 기대하기 어렵고, 값비싼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기존 항

암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방법의 모색이 필

요한 실정이다(2,3).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천연물질에서 항암성분을 찾

는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4).

후추과(Piperaceae)에 속하는 후추(Piper nigrum L.)와 

필발(Piper longum Linn.)은 아시아와 인도에서 향신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소화불량, 통증 완화 등에 효능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들은 다양

한 phytochemical들이 존재하고 있어 여러 생리활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al-

kaloid-amid 성분인 piperine으로 인해 후추에서 특유의 향

과 맛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또한, piperine은 항

산화(7), 항염증(8), 항관절염(9), 항균(10), 항암(11) 작용 

등의 여러 가지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세포사멸은 세포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의 내적 활동

인 apoptosis와 세포 내 물질을 밖으로 누출시켜 조직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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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ructure of piperine (C17H19NO3).

증을 유발하는 necrosis로 구분된다. 특히 apoptosis는 생

체 내에서 손상된 세포의 복구가 어렵거나 불필요한 세포를 

제거하는 등 항상성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2). Apoptosis는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자극에 의해 DNA 

손상을 받게 되면 이와 연관된 Bcl-2 family, p53, Fas, Akt 

등 다양한 단백질들의 발현 조절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이러한 apoptosis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으면 면역질환이나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Protein kinase B(PKB)라고도 불리는 Akt는 serine/ 

threonine kinase로서, 상위 kinase인 PI3K 경로를 통해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Akt는 핵으로 이동하여 전사인자를 

포함한 여러 기질을 인산화한다. Akt 신호경로는 여러 암종

에서 높은 활성상태로 존재하며, 전사, 번역, 성장과 같은 

기본적인 세포의 기능을 조절한다. 또한, 암의 발생과 진행

에 있어서 세포의 증식과 apoptosis의 균형 유지에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Akt 신호 경로의 조절은 종

양의 성장뿐만 아니라 암의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5,16). 

p53은 종양 억제 유전자로 세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비정상적 성장신호와 DNA 손상 등의 여러 신호에 의해 활

성화 상태가 된다. 활성화된 p53의 하위기전을 통해 종양의 

발생을 억제한다. p53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p21을 통하여 

세포주기를 정지시켜 손상된 DNA를 수리하여 이상 DNA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 다른 기능은 DNA의 손상이 심해 

세포가 본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Bcl-2 family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하여 apoptosis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있어 종양 억제유

전자인 p53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piperine이 인간 위암세포 AGS의 증식과 세

포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효과에 있어서 

Akt 신호전달경로와 Bcl-2 family의 역할에 관해서 확인하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 및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위암세포 AGS는 한국세포주은행(KCLB, 

Korea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세

포배양에 사용된 RPMI-1640은 Welgene(Gyeonsan, Korea)

에서 구입하였고, fetal bovine serum과 streptomycin/ 

penicillin은 Gibco BRL(Grand Island, NY, USA)에서 구

입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piperine(Fig. 1)과 일반적인 

시약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

하였다. 1차 항체 anti-Bax, anti-Bcl-2, anti-PARP, an-

ti-p53, anti-XIAP, anti-Akt, anti-p-Akt, anti-caspase- 

9, anti-β-actin과 2차 항체 anti-rabbit IgG는 Cell Signal-

ing Technology(Danvers,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세포 배양 

위암세포 AGS는 5% fetal bovine serum, 1% strepto-

mycin/penicillin을 첨가한 RPMI-1640 배지를 사용하여 

37°C, 5% CO2가 유지되는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175 

T flask에 세포 밀도가 80% 정도가 되면, PBS(pH 7.4)로 

washing 한 후 trypsin-EDTA를 처치하여 계대배양 하였

고, 배지는 2~3일마다 교환하였다.

MTT assay

위암세포 AGS를 96 well plate에 2×104 cells/mL로 분

주한 후 세포가 plate에 붙을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배양시

킨 다음, piperine을 0, 50, 100, 150, 200 μM의 농도로 

처치하였다. 24시간 후 AGS 세포가 배양된 96 well plate에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

trazolium bromide] 용액(1mg/mL)을 40 μL/well씩 처치

한 다음 1시간 30분 동안 37oC, 5% CO2가 유지되는 in-

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MTT 용액을 제거한 후 dime-

thylsulfoxide(DMSO)를 100 μL/well로 첨가하여 well에 

형성된 formazan을 모두 녹인 후 ELISA-reader(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로 595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DAPI staining 

AGS 세포를 60 mm dish에 1×105 cells/mL로 분주한 

후 24시간 동안 안정화하였다. Piperine을 0, 100, 150 μM

의 농도로 처치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PBS로 두 번 

washing 한 후 4% paraformaldehyde 용액으로 15분간 고

정하였다. 다시 한 번 washing 한 후 PBS에 10배로 희석한 

DAPI 시약을 2 mL씩 처치하여 형광현미경(Zeiss Fluo-

rescence Microscope, Thornwood, NY, USA)으로 200

배 시야에서 관찰하였다. 

Western blotting analysis

175T flask에 AGS 세포를 37°C, 5% CO2가 유지되는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Piperine에 의한 

apoptosis와 Akt signaling pathway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

기 위해 piperine을 0, 100, 150 μM의 농도로 처치하였다.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trypsin-EDTA를 첨가한 후 세포를 

부유시켜 원심분리(1,200 rpm, 5 min, 4°C) 하였다. PBS로 

세포를 washing 하고 원심분리 하여 cell pellet에 cell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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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piperine on the cell viability in AGS cells. AGS 
cells were treated with absence or presence of piperine (50, 100, 
150, 200 μM) for 24 h by MTT assay. Datas are shown as mean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triplicate.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Dunnett's t-test with *P<0.05 
consider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n-treated 
controls. 

sis buffer(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첨가한 후 

4°C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Lysate는 13,000 rpm에서 5

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취해 cell lysate로 사용하

였다. 추출한 단백질의 농도는 Bradford protein assay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단백질(40 μg)을 12%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

로 크기별로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Bio- 

Rad)에 이동시켰다. Membrane은 5% skim milk로 1시간 

30분간 blocking 한 후 anti-p53, anti-Bax, anti-Bcl-2, 

anti-XIAP, anti-PARP, anti-caspase-9, anti-Akt, anti- 

p-Akt, anti-β-actin의 1차 항체를 각각 첨가하여 4°C에서 

overnight 하였다. 그 후 2차 항체 anti-rabbit IgG를 첨가

하여 2시간 반응시켰다. 각 protein band는 ECL detection 

reagents(Pierce, Rockford, IL, USA)를 이용하여 실험 결

과를 확인하였다. 

Akt와 apoptosis 관련 단백질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LY294002(Akt inhibitor) 20 μM과 piperine 0, 150 μM의 

농도로 병행 또는 단독으로 처치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

여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단백질을 전기영동 과정을 

거친 후 skim milk로 1시간 30분간 blocking 하고 anti- 

p-Akt, anti-Bax, anti-Bcl-2, anti-PARP, anti-β-actin

의 1차 항체와 2차 항체 anti-rabbit IgG를 첨가하여 반응시

킨 다음, 각 protein band는 ECL detection reagents를 이

용하여 실험 결과를 확인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나타내

고 각 군간 비교는 one-way ANOVA에 이은 t-test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P값이 0.05 미만일 때를 통

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Piperine이 위암세포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Piperine이 위암세포 AGS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piperine을 0, 50, 100, 150, 200 μM의 농도로 처치

하여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Piperine(0, 50, 100, 150, 

200 μM)을 24시간 처치하였을 때 위암세포 AGS의 생존율

은 85.9, 77.3, 59.1, 34.3%로 대조군과 비교해 농도 의존적

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Do 등(18)

의 연구에 의하면 piperine을 유방암세포 SKBR3와 MCF- 

7에 10, 25, 50, 100, 200 μM 농도로 처치하였을 때 

SKBR3에서는 25 μM, MCF-7에서는 100 μM 농도에서부

터 농도 의존적인 감소를 보여주었다. 또한, Lin 등(19)의 

연구에 의하면 piperine을 폐암세포 A549에 0, 25, 50, 

100, 200, 400 μM 농도로 48시간 처치하였을 때 25 μM에

서부터 농도 의존적인 감소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

구에서도 piperine이 위암세포 AGS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생존율의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

Piperine이 위암세포의 형태적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

MTT assay를 통해 확인한 위암세포 AGS의 생존율 억제

가 apoptosis에 의한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piperine을 

위암세포 AGS에 0, 100, 150 μM 농도로 24시간 처치한 

후 DAPI 염색을 하여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Fig. 3A). 

그 결과 MTT assay에서 확인한 결과와 동일하게 농도 의존

적으로 세포의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piperine을 처치한 위암세포에서 

더 많은 apoptosis의 특징인 염색질 응축과 apoptotic body

를 확인할 수 있었다. Apoptosis가 유도된 세포를 정량화하

여 분석하기 위해 DAPI 형광에 반응한 apoptotic 세포를 

counting 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piperine을 처치

한 군에서 apoptotic 세포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B). Kim 등(20)의 연구에서 piperine을 

대장암세포 HT-29에 40 μM 농도로 72시간 처치하였을 

때 세포사멸의 특징인 apoptotic body가 관찰되었다. 이러

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piperine의 위암세포 AGS에 대한 

생존율 억제는 apoptosis 유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

각한다.

Piperine이 apoptosis 경로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이전 실험 결과를 통해 위암세포 AGS에 piperine을 처치

한 투여군에서 암세포의 생존율 억제와 apoptosis 양성세포

의 유의적인 증가를 관찰하였으므로, western blotting을 

통해 apoptosis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다. Piperine을 0, 100, 150 μM의 농도로 24시간 

처치하여 apoptosis 경로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대조

군과 비교한 결과 p53, Bax, cleaved-PARP, cleaved- 

caspase-9의 발현은 증가하였고, Bcl-2, XIAP의 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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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ffect of piperine-induced apoptosis on AGS cells. 
(A) AGS cells were treated with absence or presence of piperine 
(100 and 150 μM) for 24 h and apoptotic cells were stained 
with DAPI. Chromatin condensation, representing apoptotic cell 
death (arrow), was examined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200). Indicated bar is 10 μm. (B) The graphs show quantifi-
cation of DNA fragmentation and nuclear condensation in AGS 
cell.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calculat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in triplicate. Significance was deter-
mined by Dunnett's t-test with *P<0.05 consider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n-treated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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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piperine-induced apoptosis proteins on AGS 
cell. AGS cells were treated with absence or presence of piperine 
(100 and 150 μM) for 24 h and cells were harvested to measure 
protein levels of p53 and Bcl-2 family members, caspase-9, 
PARP, XIAP by western blotting. We used the housekeeping 
protein β-actin as a positive loading control in all experiments. 
Three independent repetitions of the experiment were performed.

감소하였다(Fig. 4).

P53은 가장 대표적인 종양 억제유전자로서 외부의 자극

을 받아 세포주기를 방해 또는 apoptosis를 유도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으며, DNA 손상이 심하여 손상 부위를 수리할 

수 없을 때 Bcl-2 family의 발현을 조절하여 apoptosis를 

유도한다. Bcl-2 family는 apoptosis 신호에 의해 미토콘드

리아막에 통로를 만들고, apoptosis를 매개하는 물질의 출

입을 조절한다. 이 단백질에는 apoptosis를 유도하는 활성

인자인 Bax, Mtd/Bok, Bak 등이 있고, apoptosis를 억제하

는 인자인 Bcl-2, Bcl-w, Bcl-xL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Bcl-2 단백질의 조절로 여러 세부적인 과정을 거쳐 궁극적

으로 caspase를 활성화하여 apoptosis를 조절한다. 이들 

외에도 apoptosis 과정을 조절하는 인자들로 poly-ADP ri-

bose polymerase(PARP)는 세포핵에 존재하고 DNA를 수

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inhibitor of apoptosis 

protein(IAP)의 일종으로 X-염색체 연관인자인 XIAP는 

caspase-9에 붙어 비정상적인 형태로 활성 영역을 차단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Do 등(18)의 연구에서 piperine을 유방암세포 SKBR3와 

MCF-7에 10, 25, 50, 100, 200 μM 농도로 처치하였을 

때 cleaved-PARP와 cleaved-caspase-3의 발현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고, Lin 등(19)의 연구에 의하면 pi-

perine을 폐암세포 A549에 0, 25, 50, 100, 200, 400 μM 

농도로 처치하였을 때 Bax와 p53의 발현은 농도 의존적으

로 증가했지만 Bcl-2의 발현은 감소하였다. Kim 등(20)의 

연구에서는 piperine을 대장암세포 HT-29에 40 μM 농도

로 처치하였을 때 cleaved-caspase-9의 발현이 증가하였

고, Lai 등(21)의 연구에 의하면 piperine을 마우스 유방암

세포 4T1 세포에 0, 70, 140, 280 μM/L로 처치하였을 때 

Bcl-2의 발현은 감소했지만, Bax와 cleaved-caspase-3

의 발현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Fofaria 등

(22)의 연구에서는 piperine을 흑색종세포 SK-MEL-28에 

0, 100, 150, 200 μM로 처치했을 때 p53의 발현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지만, XIAP 발현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piperine이 위암세

포 AGS에서 p53, Bax, Bcl-2, XIAP의 발현을 조절하고, 

PARP와 caspase-9의 분절을 유도하여 apoptosis를 유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Piperine이 Akt 신호전달에 미치는 영향 

Piperine이 Akt의 인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western blotting을 실시하였다. Piperine을 0, 100, 

150 μM의 농도로 24시간 처치하였을 때 p-Akt의 발현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Greenshields 등(23)의 연구에서 piperine을 유방암세포 

MDA-MB-468에 150 μM 농도로 처치하였을 때와 Douc-

ette 등(24)의 연구에서 piperine을 T 림프구에 100 μM 농

도로 처치하였을 때 Akt의 인산화가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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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piperine on Akt phosphorylation in AGS cell. 
AGS cells were treated with absence or presence of piperine 
(100 and 150 μM) for 24 h and cells were harvested to measure 
protein levels of Akt, p-Akt by western blotting. We used the 
housekeeping protein β-actin as a positive loading control in 
all experiments. Three independent repetitions of the experiment 
we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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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Akt inhibitor (LY294002) on Bcl-2 family in 
AGS cell. AGS cells were treated with absence or presence of 
piperine (150 μM) and LY294002 (20 μM) for 24 h and cells 
were harvested to measure protein levels of p-Akt, Bcl-2 family 
by western blotting. We used the housekeeping protein β-actin 
as a positive loading control in all experiments. Three independent 
repetitions of the experiment were performed.

Serine/threonine kinase인 Akt는 여러 암종에서 과 발

현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세포의 증식, 분화, apoptosis와 

같은 세포의 생존에 관여하고 있다(25). Park 등(26)의 연구

에 의하면 curcumin을 대장암세포 HT-29에 6시간 처치하

였을 때 Akt의 활성화 상태인 p-Akt의 발현이 농도 의존적

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p53의 활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Song 등(27)에 의하면 p53은 ubiquitin ligase인 Mdm2의 

활성을 통해 조절되며, Mdm2는 Akt에 의해서 인산화가 이

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Akt는 p53과 매개된 pro-apop-

tosis 전사 반응을 방해하거나 p53의 분해나 비활성을 촉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 piperine이 위

암세포 AGS에서 Akt의 인산화를 억제하고 p53의 발현을 

증가시키므로 piperine에 의한 apoptosis 유도는 Akt와 

p53의 발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Akt 억제제가 Akt와 apoptosis 경로 신호전달에 미치는 

영향 

Akt 억제제인 LY294002와 piperine을 병행 또는 단독으

로 처치했을 때 Akt의 억제에 따른 p-Akt와 apoptosis 관련 

단백질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t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LY294002 또는 

piperine을 단독으로 처치했을 때 p-Akt와 Bcl-2의 발현은 

감소하였고, Bax와 cleaved-PARP의 발현은 증가하였다. 

LY294002와 piperine을 병행하여 처치했을 때 Bcl-2의 발

현은 piperine을 단독으로 처치했을 때와 유사한 감소 경향

을 보였지만, p-Akt의 발현은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Bax와 cleaved-PARP의 발현은 강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Fig. 6). Matsuzaki 등(28)에 의하면 해마신경

세포 rat primary hippocampal neurons에 LY294002를 

처치했을 때 대조군과 비교해 Bax의 발현은 증가하였고, 

Bcl-2의 발현은 감소하였다. 또한, Kunnimalaiyaan 등(29)

에 의하면 인간 갑상선수질 암세포 TT cell에 LY294002를 

처치했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cleaved-PARP의 발현이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piperine에 의한 apop-

tosis 유도는 Akt 경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   약

본 연구는 후추과 식물의 주성분인 piperine이 위암세포 

AGS의 항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Piperine에 의한 위암세포 AGS의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의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암세포의 생존

율 억제가 apoptosis에 의한 효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DAPI 

staining을 실시한 결과 piperine을 처치한 군에서 apop-

totic body와 염색질 응축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MTT assay와 DAPI staining의 결과를 바탕으로 piperine

이 위암세포 AGS에서 apoptosis와 관련한 단백질 발현 양

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ting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piperine에 의해 AGS 세포에서 apopto-

sis를 유도하는 p53, Bax의 발현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

였고, apoptosis를 억제하는 Bcl-2, XIAP의 발현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Apoptosis의 궁극적 단계인 cas-

pase-9와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PARP의 분절은 증가하

였으며, apoptosis를 방해하는 인자인 Akt의 인산화는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Akt 억제제인 LY294002와 pi-

perine을 병행 또는 단독으로 처치하여 western blotting을 

진행한 결과 Bcl-2의 발현은 piperine을 단독으로 처치했

을 때와 유사한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p-Akt의 발현은 대

조군과 비교해 LY294002와 piperine을 단독으로 처치했을 

때보다 병행했을 때 더욱 감소하였다. 이와 반대로 Bax와 

cleaved-PARP의 발현은 강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종합해볼 때 piperine이 위암세포 AGS에서 Akt 경로

를 통해 apoptosis를 유도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위암 

예방제나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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